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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킹카누물길여행 | King Canoe Tour on the Hangang River

• 뚝섬 휴휴(休休) 수영장 | Ttukseom Healing Pool

킹스맨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한강
물길여행
킹카누 노를 저으며 한강의 한여름 밤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물 위의 감동과 힐링

더운 여름밤 한강에서 편안하게 쉬는 법,
3가지 충전풀(Pool)을 소개합니다!
여름밤 수영장에서 시원함 충전, 물멍으로 
에너지 충전, 공연으로 감성 충전

7. 29.(금)~8. 15.(월) 19:00~22:00

반포한강공원 서래나루

8. 12.(금) 20:00~22:00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 주최: 사단법인 물길로

· 참여방법: 사전예약(https://www.allthattrip.co.kr), 

                  현장참여

· 참가비: 성인(고등학생 이상) 20,000원, 중학생

               15,000원, 초등학생 미만 10,000원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 참가비: 1인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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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페트(PET)배경주 | Hangang PET Boat Race

직접 모은 페트병으로 만드는 나만의
한강호!
직접 모은 페트병으로 만든 재활용 ‘배’를
타고 한강 위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주 대회

아름다운 한강을 조망하며 다채로움을
경험하는 3가지 걷기 코스
한강의 변화무쌍한 풍경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국내 유일 밤샘 한강 일주 걷기!

8. 6.(토) 09:00~18:00

잠실한강공원 잠실나들목 앞 둔치

7. 30.(토) 15:00~다음날 08:00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출발/도착지)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 참가비: 1팀당 20,000원

· 주최: ㈜블렌트

· 참여방법: 사전예약(https://urbansports.kr/walking)

· 참가비: 42Km 49,000원, 22Km 39,000원,

               15Km 35,000원 

• 한강나이트워크42K | Hangang Night Walk 42K

대표 프로그램 소개 Must-Tr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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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무비나잇 | Hangang Movie Night

• 한강빌리지 | Hangang Village

더운 여름밤, 한강에서 즐기는 야외 영화관 !！
힐링, 글로벌, 패밀리 3개 테마의 영화로 구성된 
낭만적인 한강 야외 영화관!

한강 수계지역의 축제, 관광, 특산물, 공연이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
한강 수계지역의 문화를 담은 체험·전시 부스와 
지역 문화예술 공연 무대

난지한강공원 8. 6.(토)~8. 7.(일) 20:00~23:00 /

여의도, 망원한강공원 8. 13.(토)~8. 14.(일) 20:00~23:00

난지한강공원 물놀이장 / 여의도한강공원 / 원효대교 밑 

/ 망원한강공원 초록길

7. 29.(금)~7. 31.(일) 17:00~21:00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

· 참여방법: 여의도, 망원한강공원 현장참여 /

                  난지한강공원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 참가비: 여의도, 망원한강공원 무료 /

              난지한강공원 1인 10,000원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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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썸머뮤직피크닉 | Hangang Summer Music Picnic

• 한강별빛소극장 | Hangang Starlight Theater

다채로운 음악과 일몰이 어우러진 콘서트
피크닉
클래식과 팝페라의 만남, 여름에 떠나는
퓨전국악과 레게 음악 여행

꿈과 판타지가 깨어나는 시간~
아이들 눈에만 보여요! 원조 감수성 프로그램
아이들도 즐겁고, 부모님도 즐거운 인형극 극장, 
퍼펫 전시와 볼거리 가득한 인형 퍼레이드까지!

7. 29.(금)~7. 30.(토) 20:00~21:00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8. 6.(토)~8. 7.(일) 18:30~21:30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옆 잔디마당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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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맨 오영환의 따릉이교실
Ttareungi Cycling Class With Ironman

Young-Hwan Oh

한강수상안전교실
Water Safety Class

한강을 자전거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겨요

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오영환 선생님이 알려주는 

한강에서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

한강에서 재미있게 배우는 생존 필수 상식

119수난구조대 견학, CPR·AED 실습,

생활안전도구 제작·사용, 승선 체험

7. 30.(토), 8. 6.(토)~8. 7.(일), 8. 13.(토)~

8. 14.(일) 06:30~09:50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반포대교 남단 기준 동쪽)

· 주최: 오클래스

· 참여방법: 사전예약(축제 홈페이지 참조)

· 참가비: 50,000원(총 5회 강습) 

8. 4.(목)~8. 10.(수) 14:00~16:00 ※주말제외

반포한강공원 반포수난구조대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 참가비: 무료

한강여름생태교실
Summer Hangang Ecology Class

한강의 숨은 보물, 한강생태공원에서
여름을 만끽해 보자!

생물관찰, 생태체험, 생태놀이, 생물탐험 등 다양한 

형태로 한강의 여름 생태를 한층 더 알아보기

7. 29.(금)~8. 15.(월)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상이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여의샛강생태

공원, 난지생태습지원, 한강야생탐사센터, 강서

습지생태공원, 노들섬 비오톱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 참가비: 무료

레인보우브릿지요트페스티벌
Rainbow Bridge Yacht Festival

한강(漢江)유람선 2022
Hangang River Ferry Cruise 2022

제18회 서울시 철인3종협회장기 아쿠아슬론대회
18th Aquathlon Competition for the Cup

of the Seoul Association’s Chairman

요트와 함께하는 도심 속 작은 힐링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한강 요트 투어와 

함께 조금 더 특별한 한강의 정취를 느껴보자

시원하게 여유롭게~ 한강과 노들섬을
가장 편안하게 즐기는 방법

낮 유람선을 타고 노들섬에 들어가 노들섬을

즐기고, 밤 유람선을 타고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세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한강에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라!

철인3종 종목(수영, 사이클, 달리기) 중 수영과

달리기 종목을 한강에서 경험
7. 29.(금)~8. 15.(월) 14:00~23:00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골든블루마리나 선착장

· 주최: ㈜골든블루마리나 서초지점

· 참여방법: 현장참여,사전예약

                   (https://www.frip.co.kr)

· 참가비: 주중 1인권 20,000원, 주중 2+1인권

               50,000원 / 주말 1인권 23,800원,

               주말 2+1인권 60,000원

               *주중: 월~목 / 주말:금~일, 공휴일 

7. 30.(토)~8. 7.(일)

여의도한강공원 이크루즈 선착장

· 주최: 이크루즈

· 참여방법: 사전예약(www.elandcruise.com), 

                   현장구매

· 참가비: 사전예약 19,900원, 현장구매 22,000원

7. 31.(일) 06:00~12:00

잠실한강공원 수중보 및 주변도로

· 주최: 서울특별시철인3종협회

· 참여방법: 사전예약

                   (https://www.triathlon.or.kr/) 

· 참가비: 성인 80,000원, 학생 30,000원 

세부 프로그램 소개 Experience Programs

도전·체험



공
연
·예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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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청춘썸머나잇
Youth Summer Night Festival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
Community Engagement Exchange

한강열대야페스티벌
Tropical Night Festival

한 여름밤 한강에서 나누는 음악과 토크

청춘올림픽과 다채로운 체험으로 한여름밤

한강에서 청춘들이 꿈과 낭만을 나누는 시간

고흥군과 영동군의 예술단 공연을
한강에서!

국악의 고장 영동군 난계국악단의 공연과 고흥전속

예술단이 선사하는 남도 전통음악의 진수

무더운 여름, 잠 못 드는 열대야를
시원하게 장식할 한강열대야페스티벌!

누워서 보는 콘서트를 콘셉트로 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 인문학 토크와 북 콘서트
8. 13.(토)~8. 14.(일) 16:00~22:00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

· 주최: ㈜마이크임팩트

· 참여방법: 사전예약(인터파크티켓)

· 참가비: 55,000원(얼리버드), 88,000원(일반예매)

7. 29.(금), 7. 31.(일) 17:00~21:00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

· 주최/주관 : 서울시/세종문화회관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8. 5(금)~8. 6(토), 8. 12.(금)~8. 13.(토) 

19:00~20:00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도
전
·체
험

카약 타GO, 패들보드 타GO
Kayakig & Paddle Boaring on the Hangang River

한강에서 워터스포츠를~ 카약타고
패들보드 타고 만끽하는 아름다운 한강

카약, 패들보드 기초 강습, 한강 레이싱 대회,

야간 퍼레이드, 광복절 퍼레이드

여의도한강공원 7. 30.(토)~7. 31.(일), 8. 6.(토) 

                         ~8. 7.(일) 09:30~18:00 

반포한강공원 8 . 14.(일) 18:00~20:00 

망원한강공원 8. 14.(일) 09:30~13:30,

                      8. 15.(월) 09:30~13:30

여의도한강공원 수상(물빛무대 인근 서강대교 방향) / 

반포한강공원 수상(반포제3주차장~반포달빛

무지개분수) / 망원한강공원 수상(스타벅스 망원

한강공원점 앞)

· 주최: 코리아패들스포츠연맹

· 참여방법: 사전예약(http://kpsf.kr/)

· 참가비: 체험 15,000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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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전
시

다시 한강으로  Hangang Plogging

쓰레기도 줍고 업사이클링 키링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

플로깅으로 한강에서 모은 쓰레기가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되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한강 캠페인

8월~11월 11개 한강공원 전역

· 참여방법: 사전예약(festival.seoul.go.kr/hangang)      · 참가비: 무료

문화·전시

한강 한 컷
Hangang Photo Frame

한강 배경의 인생샷 한 컷!

한강공원의 주요 명소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건지는 

나만의 인생 사진

8. 10.(수)~8. 15.(월)

뚝섬한강공원 음악분수광장,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동쪽)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공
연
·예
술

2022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
Live Public Performances 2022

한강공원 곳곳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공연

일 년 내내 발길 닿는 어디든! 서울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예술공연

잠실한강공원 7. 30.(토)~7. 31.(일),

잠원한강공원 8. 6.(토)~8. 7.(일),

반포한강공원 8. 13.(토)~8. 15.(월) 17:00~19:40

잠실한강공원 사각사각플레이스, 3호 매점 인근 / 

잠원한강공원 6주차장, 서울웨이브아트센터 인근 /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탑승장 앞

수변무대, 달빛광장, 세빛섬 야외무대

· 주최: 서울시 문화정책과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날짜별 프로그램 안내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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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상태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29.(금) 7. 30.(토) 7. 31.(일) 8. 1.(월) 8. 2.(화) 8. 3.(수) 8. 4.(목) 8. 5.(금) 8. 6.(토)

여의도

한강썸머뮤직
피크닉 

한강빌리지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

한강썸머뮤직
피크닉

한강빌리지

카약 타GO,
패들보드 타GO

한강유람선 
2022

한강나이트
워크42K

한강빌리지

카약 타GO,
패들보드 타GO

한강유람선 
2022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

한강유람선 
2022

한강유람선 
2022

한강유람선 
2022

한강유람선 
2022

한강유람선 
2022

한강열대야
페스티벌

카약 타GO,
패들보드 타GO

한강유람선 
2022

한강열대야
페스티벌

반포

아이언맨
오영환의

따릉이교실

한강수상
안전교실

한강수상
안전교실

아이언맨
오영환의

따릉이교실

뚝섬

한강별빛
소극장

잠실

2022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
라이브]

2022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
라이브]

제18회
서울시 철인3종

협회장기
아쿠아슬론대회

한강페트
(PET)배경주

난지 한강무비나잇

망원

잠원

2022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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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일) 8. 8.(월) 8. 9.(화) 8. 10.(수) 8. 11.(목) 8. 12.(금) 8. 13.(토) 8. 14.(일) 8. 15.(월)

카약 타GO,
패들보드 타GO

한강유람선 
2022

한강열대야
페스티벌

한강열대야
페스티벌

한강무비나잇 한강무비나잇

아이언맨
오영환의

따릉이교실

한강수상
안전교실

한강수상
안전교실

한강수상
안전교실

한강 한 컷 한강 한 컷 한강 한 컷

아이언맨
오영환의

따릉이교실

2022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
라이브]

한강 한 컷

아이언맨
오영환의

따릉이교실

2022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
라이브]

카약 타GO,
패들보드 타GO

한강 한 컷

2022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
라이브]

한강 한 컷

한강별빛
소극장

한강 한 컷 한강 한 컷

뚝섬
휴휴(休休)

수영장

한강 한 컷 한강 한 컷 한강 한 컷 한강 한 컷

한강무비나잇 청춘썸머나잇 청춘썸머나잇

한강무비나잇 한강무비나잇

카약 타GO,
패들보드 타GO

카약 타GO,
패들보드 타GO

2022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
라이브]

 

상설프로그램

한강여름생태교실 :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여의샛강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한강야생탐사센터, 강서습지생태공원,

                              노들섬 비오톱

레인보우브릿지요트페스티벌 / 한강킹카누물길여행 : 반포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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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한강공원

100 2016 3012 6211 이촌동동부센트레빌, 이촌1동충신교회앞, 이촌동두산위브트레지움,

한강대우아파트 하차

6010 이촌동두산위브트레지움 하차

6211 한강대교전망카페 하차

1호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500m)

경의ㆍ중앙선 서빙고역(100m)

※ 노들섬 : 1호선 용산역, 4호선 신용산역 한강대교 쪽(1,000m)

반포한강공원

740 405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하차

143 401 406 반포대교남단 한강시민공원 입구 하차

서초10 서초14 반포2동주민센터 하차

148 360 362 406 452 540 640 643 3012 4212 4318 6411 8541 9408 9500 

9501 9802 6000 6020 신반포역 하차

3호선 7호선 9호선 고속터미널역 8-1, 8-2번 출구 : 우성아파트 방향에서 테니스장이 나올 

때까지 직진한 후 테니스장에서 우측 반포 나들목으로 공원 진입

9호선 신반포역 1번 출구 : 반포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해서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가

나오면 직진하여 통과한 후 반포 안내센터 나들목 이용

4호선 9호선 동작역 1, 2번 출구 : 반포천과 한강합류지점에서 우측인 반포대교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서래섬 도착

망원한강공원

마포09 마포16 망원유수지, 망원한강공원/신태양목욕탕, 망원교회 하차

마포09 태양식당 하차

6호선 망원역 1번 출구 (마포09, 마포16번 버스)

2호선 합정역 1번 출구 (마포09, 마포16번 버스)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강동02 선사마을, 선사초등학교, 고덕주유소, 서울암사동유적 하차

302 303 320 2311 2412 2415 3216 잠실대교 전망쉼터 하차

2221 2222 2415 광진05 신자초등학교앞 하차

2222 자양종합시장 하차

2014 자양4동차고지 하차

광진05 자양종합복지관앞 하차

2222 2412 광진05 자양우성아파트앞 하차

362 4318 신반포18차아파트 하차

140 142 144 241 400 402 420 421 470 472 741 3011 한남대교전망카페 하차

143 롯데캐슬아파트, 신반포13차아파트 하차

5호선 8호선 천호역 1번 출구 (500m) : 천호대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입계단 이용

8호선 암사역 4번 출구 (700m) : 암사나들목 이용

2호선 잠실나루역 3, 4번 출구 (400m) : 한강공원 연결 보행로 통행가능

2호선 8호선 잠실역 6번 출구 (800m) : 잠실대교(남단) 방향으로 직진 후 진입로 이용

2호선 잠실새내역 7번 출구 (700m) : 석촌나들목(수영장 앞 한강접근보도) 이용

7호선 뚝섬유원지역 2, 3번 출구(20m)

2호선 건대역 5번 출구(1,000m)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500m)

3호선 압구정역 1번 출구(800m)

한강공원에 오는 법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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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페스티벌이
궁금하세요? Find Us Online

한강페스티벌 누리집
festival.seoul.go.kr/hangang

한강사업본부 누리집
hangang.seoul.go.kr/

한강페스티벌 인스타그램
@hangangfestival

한강페스티벌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ngangsummerfestival

한강공원 유튜브
www.youtube.com/c/한강공원

광나루 02-3780-0501~4 잠   원 02-3780-0531~3

여의도 02-3780-0561~6

강   서 02-3780-0621~3 이   촌 02-3780-0551~4

난   지 02-3780-0611~3

잠   실 02-3780-0511~4

반   포 02-3780-0541~4 양   화 02-3780-0581~3

뚝   섬 02-3780-0521~4

망   원 02-3780-0601~4

한강사업본부 대표전화  02-3780-0777

공원별 안내센터 안내

난지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9707 난지한강공원 정류소 하차

※ 경기광역버스, 경기좌석버스는 난지한강공원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영등포02 한국수자원연구소,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동양아파트 하차

60 70 70-2 70-3 88 602 604 605 661 670 N26 N62 5616 5712 6514 6623

6631 6632 6712 6716 양평동한솔아파트, 양평한신아파트, 선유도공원 하차

651 654 672 6629 6648 6712 방화역 하차 (방화역 2번 출구앞에서 강서07 버스 탑승, 

생태공원육갑문 회차지점 하차 후 도보 이동)

6호선 마포구청역 7번 출구 : 한강 방향으로 홍제천을 따라 걸어서 진입 (1,300m)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 : 평화의 공원과 하늘공원 사이 월드컵 램프 다리로 걸어서

진입 (2,000m)

2호선 당산역 4번 출구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

5호선 방화역 2번 출구 : 강서07 버스 탑승, 생태공원육갑문 회차지점 하차 후 도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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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한강공원

10 261 262 360 461 662 753 108 700 영등포10

5534 5615 5618 5633 5713 6623 7611 7613 7007-1 여의나루역 하차

261 262 5534 5618 5633 7611 108 영등포11 여의도중학교 하차

360 461 662 753 5713 6623 여의도공작아파트 하차

5호선 여의나루역 2, 3번 출구

※ 샛강생태공원 : 9호선 샛강역 4번 출구



한강공원에서는
꼭  지켜주세요!
Hangang Park Guidelines

   
1. 머문 자리 깨끗하게
    쓰레기는 분리배출

Clean up after yourself and
properly recycle.

Set up tent only in permitted areas 
and leave at least two sides open.

Dispose of ramyeon container and 
leftover waste at the convenience 
store of purchase!

Let’s use less disposables.

Leash your dog with a harness
and pick up after your dog.

3. 반려견과 산책할 땐
    목줄·가슴줄·배변봉투 필수

4. 그늘막·텐트는 
     허용구역에서만
     반드시 2면 이상 개방하기

5. 라면은 구매한 편의점에서
    국물 따로 그릇 따로 정리 꼭!

2. 함께해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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