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	 초대의 글

06	 한강공원별 안내

08	 테마별 찾아보기

12	 2017	한강몽땅 대표 프로그램

20	 세부 프로그램 안내

42	 날짜별	프로그램	안내	

58	 한강공원에 오는 법

60	 한강몽땅이 궁금하세요?

CONTENTS

차례



2

1,000만 서울시민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한강몽땅 ! !

다시 발견하는 한강 사용법

 최고의 여름축제 ‘한강몽땅’이 2017년 여름에도 변함없이 8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시민 여

러분을 맞이합니다. 수상레포츠, 영화제, 서커스, 콘서트, 캠핑, 파이어댄싱, 나이트마켓, 거리

공연, 생태체험, 물놀이 등 한강과 어울리는 모든 문화가 풍성하게 준비됩니다. “다시 발견

하는 한강사용법”을 주제로 한강을 찾는 모든 분들이 한강의 넉넉한 품을 느껴 볼 수 있도록 

시민·예술가·전문가·공무원들이 힘을 합하여 쉬지 않고 1년간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한강이 피서지다!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슬로건처럼 한강은 수천 년간 우리 선조들의 여름 피서지였습니

다. 올해도 한강몽땅은 서울 한복판에서 최고의 도심 피서지를 선사합니다. 시원한 강바람과 

밤바람을 맞으며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취향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

원한강(수상,레포츠,도전), 감동한강(공연,영화,퍼포먼스), 함께한강(생태체험,캠핑,휴식)이

라는 3개의 테마로 80여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각자의 문화적 기호에 따라 한강공원

별 컨셉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즐기며 나만의 피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쉼없이 즐기는 한강몽땅!

 31일간 단 하루의 빈틈없이 시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로 한강

은 더욱 풍성한 여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특히, 8월 1일부터 15일을 하이라이트 기간으로 

설정하여 쉼없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놀이터를 선사합니다. 여의도 마포대교 인근에서는 한

강의 모든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내·외국인을 위한 7개의 공정여행 체험관광 패키

Greetings

초대의 글



3

지도 마련되었으며, 이 기간에만 운영되는 ‘문화유람선 아라’는 일상을 떠나 차별화된 축

제의 공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아울러 한강 공원 곳곳에서 운영되는 인력거와 양화한강공

원의 한강줄배타기는 추억의 시간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한강에서 평창으로!

 특히, ‘한강에서 평창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동

계올림픽 종목 체험 행사와 D-200 기념행사 등은 시민 모두에게 한강에서 동계올림픽을 먼

저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평생에 단 한번 경험하는 동계올림픽을 한강몽땅에서 

미리 만나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강의 행복을 모두 드리는 한강몽땅!

 ‘한강몽땅’은 한강이 선사하는 행복을 몽땅 시민들에게 드린다와 한강의 품 안에서 모든 

여가 문화 활동들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그 즐거움을 몽땅 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

니다. 80여개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과 작은 축제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한강몽땅은 국

내 최대, 최장 기간의 플랫폼형 도시축제로 한강을 찾는 시민 여러분과 외국인들에게 세계에

서 가장 큰 도심 하천과 강변 공원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한강만의 매력을 한껏 선사해 드

릴 것입니다.

올해도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감동적인 문화행사를 체험하고

노을지는 한강의 자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2017 한강몽땅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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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ang Summer Festival: Korea’s Representative Summer Festival 
Enjoyed by 10 million Seoulites!

How to Enjoy Rediscovered Hangang
 Korea’s largest summer festival comes back in 2017 with its 80 programs. You can 
enjoy a diversity of cultural activities harmonizing with the river:water sports, film festi-
val, circus, concert, camping, fire dancing, night market, street performance, ecological 
experience and water fight. Under the theme of “How to Use Rediscovered Hangang,” 
citizens, artists, experts and civil servants have prepared the Festival with enthusiasm for 
a year to help you feel the bounty of Hangang.

Hangang the Vacation Spot!
 Just as the slogan “Hangang the Vacation Spot” implies, Hangang served as Korean 
ancestors’ summer vacation spot for thousands of years. This year, the Hangang Summer 
Festival brings you one of the best vacation spots in the heart of Seoul. Enjoying the cool 
riverside wind day and night, come to the Festival with your beloved ones and choose 
from about 80 programs classified into three themes: Staying Cool at Hangang(water 
sports and diverse challenges), Staying Touched at Hangang(performances and films) 
and Staying Together at Hangang(ecological experience, camping and resting). As differ-
ent river parks provide programs with different concepts, you can plan your own summer 
vacation by selecting the cultural activities you want.

Hangang Summer Festival with Ceaseless Activities!
 For 31 days, not a day goes by without programs that are planned and run by citizens 
and artists to make this summer all the more colorful. The highlight period of the Festi-
val is from August 1 to 15. This period will provide you with a “cultural playground” in 
a bountiful way. You can enjoy all kinds of water sports available on Hangang nea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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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o Bridge in Yeouido. Plus, a tour package composed of seven special experiences 
will please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visitors. Meanwhile, this period’s Hangang 
Summer Festival Cruise Theater will invite you to a festival venue differentiated from 
the ones you see every day. You can also go back to the past by riding a rickshaw and a 
boat (in Yanghwa Hangang Park).   

From Hangang to Pyeongchang!
 In relation to the 2018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you can also experience the 
Winter Games and attend the event taking place 200 days before the Olympics. Please 
come and do not miss this rare chance to meet the Winter Olympics first at Hangang.

Hangang Summer Festival Giving You All of Hangang’s Happiness!
 The Hangang Summer Festival is called “Hangang Mongttang” in Korean. As mongt-
tang means “all” in Korean, the Festival is willing to give you all of Hangang’s happiness 
and to help you plan all of your own riverside leisure activities and enjoy all of the joy 
coming from the activities. The Festival, which is composed of 80 different cultural 
programs and small festivals, is Korea’s largest and longest platform-type urban festival. 
We promise you to fill you with the attractiveness of Hangang, the world’s biggest urban 
river boasting its riverside parks.

We hope you enjoy the 2017 Hangang Summer Festival
with its touching cultural events taking place
against the background of Hangang’s living nature, beautiful sunset and cool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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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별 안내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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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별 안내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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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보이니!!한강나이트시티투어 (제2 롯데월드)  잠실나루역  

줄배타고 떠나는 선유도 유람  선유도공원

강태공 낚시체험과 전통시장 먹방 낚기 여행 망원   

드론과 함께하는 한강 생태체험 광나루   

1박 2일 도깨비와 함께하는 캠프 여행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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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강몽땅 대표 프로그램  Must Go 17

한강종이배 경주대회
Hangang Cardboard Boat Race
종이로 한강을 건너다 ~

8.11(금)~8.15(화), 07:00~16:00 
잠실한강공원 잠실나들목 앞
종이로 만든 배를 타고 한강에서 펼치는 경주대회

주관: 정기레저
참여방법: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070-7372-0482,  www.canoegom.com)
참가비:	1팀 6만원

한강물싸움축제
Hangang Water Fight Festival
서울시 대표 물싸움축제!

7.30(일), 10:00~18:00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
한강에서 펼쳐지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

주관: 라온피플
참여방법: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02-711-7559, www.gmarket.co.kr)
참가비
· 일반패키지 - 1만원
· 이벤트패키지 - 1만5천원
· 기본 물총 -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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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자전거한바퀴-한강슬로우Roll
Hangang Bike Tour – Hangang Slow Roll
한강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전거 라이딩!

7.24(월)~8.7(월), 매주 월요일 17:00~21:00/ 
8.15(화), 08:00~12:00
뚝섬(7.24),	잠실(7.31),	난지(8.7),	여의도(8.15)
8경쟁없는 오로지 라이딩의 즐거움!             
천천히, 누구나 어떤 자전거든 함께 달립니다.

주관: 아띠라이더스클럽
참여방법:	사전 접수
                   (1666-1693, www.arteeridersclub.com)
참가비:	무료 (자전거대여료는 별도)

수상레포츠 종합체험장
Water leisure sports complex
한강의 모든 수상레저를 한자리에!

7.24(월)~8.20(일), 10:00~19:00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일대	
카약, 카누, SUP, 수상자전거, 고무보트, 오리보트 등 체험

주관: 한강레저스포츠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070-7372-0482, www.canoegom.com)
참가비
·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 1인/1회/5천원
· 카약, 카누, 고무보트, 오리보트 - 1시간/1만원
· SUP - 2시간/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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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빌리지
2018 PyeongCang Village
한여름 한강에서 미리 만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7.21(금)~8.20(일),                        
주중 16:00~22:00/주말 10:00~22:00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프라자 일대
2018 평창빌리지, 수호랑반다비파크, 윈터스포츠, 
썸머문화올림픽 등 한강에서 올림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

주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참가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참가비: 무료

다리밑헌책방축제 
Under the Bridge Secondhand Book Festival  
한강에서 만나는 도심 속 최대 규모의 다리 밑	
헌책방축제!

8.1(화)~8.15(화), 11:00~22:00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올 여름, 한강에서 도심 속 최대 규모의 
헌책방 장터를 만나보자. 
어린이도서부터 해외원서까지, 다양한 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다리 밑 헌책방축제는 
팝업북 만들기, 미니도서관, 책의 탑, 푸드트럭, 
북카페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휴식공간도 함께 
제공된다.

주관: 전국책방협동조합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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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파이어댄싱페스티벌
Hangang Fire Dancing Festival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하늘에 수 놓은 불꽃쇼

8.14(월)~8.15(화), 17:00~22:00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일대
세계 정상급의 파이어댄싱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불꽃놀이 그리고 파어이 댄싱을 배워보는 워크숍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 실시

주관: 플로우아트캠프, 파이어페스티벌 코리아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한강다리밑영화제
Hangang Under the Bridge Film Festival
한여름 밤에 즐기는 이색적인 영화관

7.22(토)~8.19(토), 매주 토요일 20:00~22:00 
천호대교 남단,	청담대교 북단,원효대교 남단,	
성산대교 북단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한여름밤의재즈
Hangang Jazz Festival with ‘Jarasum Jazz’
여름밤의 무더위를 잊을 수 있게 하는 야외 음악 축제

7.29(토)~7.30(일), 19:00~21:00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일대
국내 최대 야외 음악 축제인 
자라섬국제페스티벌에서 준비한 공연으로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여름밤의 무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공연과 재즈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무대

주관: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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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스퍼레이드 & 워터워
SOUNCE PARADE & WATER WAR
음악과 휴식,	물총싸움,																																													
예술적 체험을 즐기는 음악바캉스!!!

8.5(토)~8.6(일), 11:00~23:00 
난지한강공원 일대
음악+댄스+물싸움+푸드트럭+휴식을 즐길 수 있는
올여름 가장 강력한 축제 바캉스가 펼쳐집니다.
주관:	㈜RYUS
참여방법: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www.ryusmall.com)
참가비
· 1일권 - 5만5천원
· 2일권 - 8만5천원

한강나이트워크42K
2017 Hangang Night Walk 42k
달빛과 함께 출발하여																																																	
여명과 함께 도착하는 한강 밤샘걷기!

7.29(토), 18:00~익일 06:00
* 42K : 오후 08시 출발
* 25K : 오후 1 1시 출발
* 15K : 오후 07시 출발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집결지)
아름다운 한강을 조망하며 다채로움을 경험하는 
한강 야간 일주 프로그램

주관: 한강나이트워크42K조직위원회, (주)블렌트
참여방법:	사전 접수
                   (www.nightwalk42k.co.kr)
참가비: 3만원 ~ 4만원 (거리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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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여름캠핑장 
Hangang Summer Campground
특별한 추억이 만들어지는																																					
도심속 최고 휴양지 한강캠핑장~

7.7(금)~8.20(일), 15:00~익일 11:00 
여의도,	뚝섬,	잠원 한강공원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하는 캠핑

주관: ㈜한캠프
참가방법:   사전 접수
                    (1544-1555, www.hancamp.co.kr)
참가비: 주중 1만5천원 / 주말 2만5천원

잠수교바캉스
Sand Bridge Project Seoul
한강 한 가운데에서 즐기는 바캉스

7.28(금)~7.30(일), 10:00~23:00
반포한강공원 잠수교
모래사장 즐기기, 시원한 여름나기, 
공연예술 프로그램

주관: 서울산책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일부 유료)

2017 하트비트페스티벌@한강
2017 HeartBeat Festival @ Hangang
한여름밤의 납량특집!                                
호러이벤트와 음악이 함께하는 젊음의 페스티벌!!

7.22(토), 18:00~22:00 
난지한강공원 중앙잔디광장
호러이벤트 [호러테마파크 1km 코스] 와 EDM 
힙합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여름밤의 젊음의 
페스티벌!

주관: ㈜한경닷컵
참여방법: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www.heartbeatfestival.co.kr)
참가비: 일반가 5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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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푸드트럭100
Hangang Food Truck 100
또 먹으러 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푸드트럭 페스티벌!

7.23(일)~8.20(일), 매주 일요일 15:00~21:00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한강의 야경과 분수, 푸드트럭 100대와 함께 하는 
한여름 밤의 무지게 식도락 파티!

주관:	고메파크, 오니트㈜, ㈜컬처웨이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참가비: 무료

한강인력거투어
Hangang Rickshaw Tour
한강에서 즐기는 아띠인력거

7.21(금)~8.13(일), 16:00~21:00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인력거를 통해 한강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

주관: 아띠라이더스클럽
참여방법: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1666-1693, www.arteeridersclub.com)
참가비:	10분 5천원 / 30분 1만5천원

글로벌푸드페스티벌@한강
Global food festival@Hangang
한강에서 세계인과 즐기는 장

8.13(일)~8.15(화), 16:00~23:00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한강에서 즐기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주관: 미디어파란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참가비: 무료 (단 음식, 음료, 물건 등은
            현장 카드결제 및 캐쉬 쿠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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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배제작공방
Wooden boat Workshop
이젠 나도 나무배 제작 장인	~

7.22(토)~8.20(일), 10:00~19:00
여의도한강공원 수상레포츠 체험장 앞 둔치
장인과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나무배 제작 행사

주관:	비버공방
참여방법: 사전 접수
                   (www.canoegom.com, 
                    070-7372-0482)
참가비: 카약제작 1인/20만원, 전통배제작 무료

수상레포츠 나눔교실
Water Leisure Sports Sharing Class
수상레포츠로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도 시원한 사랑

7.24(월)~8.18(금), 10:00~17:00
한강공원 전역(광나루,	강서 제외)
유람선, 요트,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오리보트 등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수상레포츠 체험

참여방법:	사전 접수
                   (서울시 25개 자치구 관할 구청을 통한 접수)
참가비:	무료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Water leisure sports Academy
안전교육 받고 수상레저도 즐기고	~

7.22(토)~8.20(일), 09:00~17:00       
(주 5일, 이촌 - 월·화 휴무 / 양화 - 월·금 휴무)

이촌·양화한강공원 수상훈련장
안전교육 + 요트, 고무보트, 카약 체험

주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oleports.or.kr, 1577-2281)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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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실내조정 경기대회
Hangang Indoor rowing Race
한강몽땅을 특별하게 즐기는 법

8.19(토), 09:00~21:30
반포한강공원 예빛섬 일대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동시에 하는 
한강실내조정경기대회

주관:	생활체육한강로잉협회, (주)아웃도어코리아
참여방법:	사전 접수 (www.frip.co.kr)
참가비:	개인전 5천원 / 팀전 5만원

수상안전교실
Hangang Water safety class

한강 수상안전교실과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 고민,	걱정 한방에 해결	~

7.21(금)~8.20(일), 09:00~17:00 (주 5일, 월·화 휴무)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2시간씩 운영)

반포한강공원내	119수난 구조대
한강 수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명조끼 착용법,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을 가르치고, 소방정(선박)에 
승선하여 소방훈련, 비상탈출 입수방법, 부력 체험 
등 다양한 수상안전 체험 기회 제공

주관:   119수난구조대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http://yeyak.seoul.go.kr)
참가비:	무료

오리보트 경주대회
Ducks Racing

한강의 폭군 오리 날다	~

7.22(토), 7.29(토) - 여의도 파라다이스 
8.19(토) - 여의도 한강레저스포츠	
8.5(토), 8.12(토) - 뚝섬 아리랑하우스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오리보트 타고 즐기는 
경주대회

주관: 뚝섬(아리랑하우스),
          여의도(파라다이스, 한강레저스포츠)
참여방법: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070-7372-0482, www.canoegom.com)
참가비:	1팀/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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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워터파크
Hangang Water Park
물위의 놀이터,	한강워터파크

7.24(월)~8.20(일), 10:00~19:00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상류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수상 물놀이 시설

주관:	스포츠피플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
               사전 접수(www.canoegom.com, 
               070-7372-0482)
참가비:	2시간/1만원

한강여름수영장
Hangang Summer Swimming Pool

한강에서 즐기는 시원한 여름피서장

6.23(금)~8.27(일), 09:00~19:00
여의도,	잠원,	잠실,	망원,	양화,	난지,	뚝섬,	광나루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수영하는 피서장

참여방법:	현장 접수 / 사전 예약
               (www.gmarket.co.kr)
참가비
수영장 - 어린이(3천원), 청소년(4천원), 성인(5천원)
물놀이장 - 어린이(1천원), 청소년(2천원), 성인(3천원)
※ 6세 미만 무료

수상오토바이 경주대회
Hangang Jet Ski Race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릴 짜릿한 스피드	~

7.22(토)~7.23(일), 09:00~18:00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 앞 수상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겨루는 스피드 경주대회

주관:	  한국파워보트연맹서울지부
참여방법:	  사전 접수(한국파워보트연맹서울지부) 

※선수에 한해 참가가능
참가비:	  무료



세부 프로그램 안내  Details 시 원 한 강

23

인공암벽장체험
Artificial Rock Wall Experience
역동적인 익스트림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강서인공암벽장체험

7.21(금)~8.20(일) 매월 둘째~넷째주 수·금, 
17:00~21:00
강서한강공원 피크닉장 옆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체험하는 역동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주관:	서울시산악연맹
참여방법:	현장 접수(선착순)/
                   사전 접수(2207-8848)
참가비:	1만원(보험료)

무지개분수 물맞이체험
Banpo fountain experiences with Hangang  Water Taxi
무더운 여름을		한강수상택시와 함께		시원하게	~

7.21(금)~8.20(일), 12:00출발 (30분 운항)

반포한강공원 반포 서래나루
수상택시를 타고 시원한  반포분수 체험

주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참여방법:	사전 접수 (대표전화 1522-1477)
참가비:	1대당 5만원 (주중),
               1대당 7만원 (주말,공휴일)

강동패밀리 한강그린투어
Gangdong Family Hangang Green Tour
인기 수상스포츠 카누를 체험하며 시원한 여름 방학을!

8.16(수), 10:00~15:30
여의도한강공원,	선유도공원 등
안전교육, 카누이론, 카누조종술, 카누체험, 생태투어

주관:	강동구, 강동구체육회 
참여방법:	사전 접수 (http://yeyak.seoul.go.kr)
참가비: 1만원(보험가입 및 도시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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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우화
Dandi’s Fables
한강에서 만나는 짜릿한 공중퍼포먼스의 세계

8.12(토)~8.13(일), 20:00~20:30
반포한강공원 달빛분수운영사무실	외벽
중력을 거스르며 자유롭게 벽을 오르내리는 
정체불명 유충들의 좌충우돌 스토리

주관: 창작집단 이룸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서울스토리패션쇼 
Seoul Story Fashion show  
한강의 로맨스와 추억!	서울스토리패션쇼!

8.17(목), 18:50~20:30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아름다운 서울과 청정한 한강을 주제로 한 
스토리패션쇼

주관: 문화창작공장 로운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남사당놀이얼쑤한마당
Namsadangnori Olssu-Hanmadang  
의외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남사당놀이만의 진정한 모습을 선보이다.

8.4(금)~8.6(일), 13:00~20:00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
신나는 남사당놀이 체험 / 한강을 배경으로 한 
운치있는 남사당의 전통 공연

주관: 세종공익문화조직위원회, (사)남사당놀이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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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거리공연페스티벌
Hangang Busking Festival  
먹고,	듣고,	놀고,	쉬자!																																																			
바로 한강 거리공연 페스티벌에서!

8.4(금)~8.5(토) 18:00~22:00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한강에서 펼쳐지는 거리공연 그리고 야시장!   
놀고 먹고 듣자!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한강미디어아트퍼포먼스
Hangang Media Art Performance  
한강에서 만나는 빛의 예술

7.21(금)~8.20(일), 7.21(20:10~20:25)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세빛섬 외벽을 이용해서 한강몽땅 홍보 및 한강의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빛의 예술

주관:	  이이남 스튜디오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한강열대야페스티벌
Floating Stage
누워서 보는 콘서트	‘눕콘’,	여름엔	‘눕뭅’이다!	
물빛 무대에서 누워서 영화보자!

7.21(금)~8.19(토), 매주 금·토 19:00~22:00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누워서 보는 콘서트! 
누워서 보는 영화!

주관: 씨엔피트러스트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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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우산-게릴라댄스
Red Umbrella  
우산 사이 넘나드는 신나는 음악	!	
시원한 한강에서의 댄스파티	!

7.21(금), 18:30~19:30 - 반포한강공원/	7.22(토), 17:00~18:00 - 여의도한강공원
열정의 빨간 우산과 함께 울려 퍼지는 신나는 음악을 상상하며 7월21, 22일 한강에 열정의 비가 내립니다. 
무더위를 날려 줄 정신 샤워 - ! 다 같이 빨간 우산의 시원한 댄스 타임을 즐기는 건 어떤가요?
주관: THE MOVE 아트 컴퍼니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명작영화OST콘서트
GOLDEN CINEMA OST CONCERT  
세계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단과 함께하는 감동의 영화음악 콘서트

7.28(금), 19:30~20:40
반포한강공원 예빛섬
한빛예술단의 명작영화OST콘서트는 
2017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1위에 선정되며 감동을 공인받은 콘서트입니다. 
한국의 빛, 한빛예술단의 감동적인 연주를 
명작영화영상과 함께 감상 하시며 
가족, 연인과 함께 시원한 추억 담아가세요

주관: (사)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한빛예술단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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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나무팔러가세
Gwacheon Lumberjack playgame  
한강에서 펼쳐지는 나무꾼의 공연과 체험들

8.5(토)~8.6(일),                                  

토(19:00~20:00) / 일(18:30~19:30)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인근
과천의 청계산, 관악산에서 땔나무를 해서 한강을 
건너 내다 팔았던 실존해 있는 과 천 나무꾼들의 
지게를 이용한 놀이와 체험

주관: 과천민속예술단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한강전통연희마당
Hangang Traditioanl Performing Arts  
전통예술의 멋진	歌,	舞,	樂으로																																	
한강에서 즐기는 국악 한마당!

7.30(일)~8.15(화),                       
매주 주말, 광복절(14:00~18:00)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하부(토요일,광복절),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하부(일요일)
한강에서 전통 국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프로그램

주관: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서울인기페스티벌
Seoul Sold Out Festival  
서울인기페스티벌의 두 번째 이야기

8.12(토), 14:00~익일 04:00
난지한강공원 중앙잔디광장
서울에서 주목해야 할 음악, 단체, 작가, 음식을         
한 자리에서 만나며, 퍼포먼스/전시/이색 워크숍 진행

주관: 문화인사드립니다.
참여방법:	  현장 참여 / 사전 접수
                    (지마켓, 티켓링크)
참가비: 2만원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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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Hangang Moonlight Bookstore & Book Playground  
여름밤,	한강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책읽으며 놀기

7.21(금)~8.20(금) 중 10회, 18:00~22:00
여의도,	뚝섬, 잠원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서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며, 책 읽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주관: 비움과채움
참여방법:	  현장 참여

몽땅크루즈타운
Mongttang Cruise Town  
오감만족!	크루즈와 함께하는 화려한 밤의 축제

7.21(금)~8.20(일), 11:30~22:00
여의도한강공원 이랜드크루즈 선착장 앞
시원한 유람선과 함께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화려한 장소
주관: (주)이랜드크루즈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1.5천원~3.5천원 (승선료)

2017 한강포럼
2017 Hangang Forum
대도시 강 이용 문화와 시민참여

7.21(금), 15:00~18:30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한강의 문화적 활용을 위해 대도시 강 이용문화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한강과 활용과 
한강몽땅의 발전방향 논의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http://hangang.seoul.go.kr)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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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도우아트
Shadow art Season 2“Looking at the blue blue Hangang“  
빛,	사람,	예술,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빛의 예술,	
한강에서 만나요.

8.14(월)~8.15(화), 20:30~21:00
여의도한강공원 아라호 선착장 일대
온가족이 참여하고 다같이 즐겁게 보는 쉐도우 
아트.한강의 아름다움을 쉐도우 아트로 표현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주관: 아트&컬쳐 연구소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한강별빛소극장
Hangang Starlight Small Theater  
음악,	영화,	자연이 함께하는 진정한 힐링 공간!

7.21(금)~7.31(월), 18:30~22:00 /    
8.1(화)~8.20(일), 20:00~22:00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 앞 및 아라호
힐링 스팟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 프로그램 제공

주관: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한강치어리딩페스티벌
Hangang Cheerleading Festival  
한강에서 만나는 활력 넘치는 치어리딩 축제의 장

8.19(토), 18:00~21:30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다양한 이벤트와 치어리더의 응원으로 가득 찬 
활력 충전 페스티벌

주관: 라이징팝스, Y.N.S Network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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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한강
Bulgasari in Hangang  
뜨거운 여름,	시원한 한강에서																												
불가사리 사운드 퍼포먼스로 퐁당!

8.19(토), 16:00~22:00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 앞
인디음악, 실험/즉흥음악, 국악, 행위예술, 
관객참여 즉흥난장의 6시간 사운드 페스티벌

주관: 아트앤에듀 프로젝트 에이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불노리야(夜) 
Bulnoriya  
기술과 예술이 만난 불꽃극!																																									
불과 불꽃의 예술을 보여주는 거리극!

7.21(금), 20:25~21:00
반포한강공원 예빛섬
대규모 무선 화염장비(Wireless Flame System)
와 불꽃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융복합 공연이자 
불꽃극(Pyro-theater)으로 ‘한 여름 밤의 꿈’처럼 
비현실적인 불놀이의 세계로 관객을 끌어들일 것이다.

주관: 예술불꽃 화랑합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한강테이블가족행복극장
Hangang Table Family Happiness Theater  
행복한 공연선물세트 한 보따리 받아가세요~

8.14(월)~8.15(화), 18:00~20:00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 앞
일상의 여름, 특별한 공연을 통해 가족과 친구, 
연인들에게 선물하는 동심의 세계.

주관: THEATRE MUN<문>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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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큰풍선그림자극장
Hangang Summer Campground  
한강 잔디 위 그림자 세계가 나타난다.

8.11(금)~8.12(토), 18:30~22:00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프라자
대형 천막 주변에서 펼쳐지는 인형극 및 그림자극장

주관: 독립공연예술가 네트워크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참가비: 공연 무료 / 체험 1천원

사라진 섬, 너에게로
Disappearing islands, to you  
한강의 사라진 섬,	너에게로!

7.21(금)~8.16(수), 10:00~23:30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과거부터 존재하거나 사라졌던 한강 섬의 모습을 
설치작품으로 제작하고 전시(참여:김로사,김재익,정은주)

주관: 디아트렉쳐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한강발원지태백페스티벌
Hangang Origin Festival  
한강에서 만나는 한강의 발원지

7.21(금)~7.30(일), 13:00~18:00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 앞
한강의 발원지 태백과 한강에 대한 상식을 퀴즈로 
푸는 골든벨과 한강의 발원지 홍보

주관: 태백시 문화관광과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참가비: 무료

여정(Journey)
Journey  
라이브 비올라 연주와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에어리얼 아트의 콜라보!

8.11(금)~8.12(토), 18:30~19:00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에어리얼 아트 체험+공연 관람+거품 놀이

주관: 프로젝트 루미너리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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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버스킹페스티벌
Gangdong Busking Festival  
한 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강동버스킹페스티벌

7.21(금)~8.20(일), 매주 금·일 18:00~21:00
광나루한강공원 천호대교 하단
일상 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길거리 버스킹 공연 시행
주관: 강동구청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몽땅큐브-예술로 몽땅! 
MONGTTANG CUBE – A cube for marvelous arts play  
한강에서 예술로 몽땅!																																																					
느끼고,	즐기고,	만드는 새로운 예술 놀이!

8.1(화)~8.15(화), 16:00~19:30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 앞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상주 예술가교사
(TA:Teaching Artists)들이 한강에 어린이들을 
찾아왔다! 센터에서 개발한 시각·음악·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미적체험으로 예술적 감수성을 발견해본다.

주관: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http://www.sfac.or.kr/html/
opensquare/application.asp)

참가비: 무료

한강청소년밴드&댄스페스티벌
2017 Hangang youth band&dance festival  
뜨거운 청소년들의 밴드&댄스 페스티벌!!

8.13(일)~8.14(월), 18:00~21:00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여 진행하는 청소년 
밴드&댄스 페스티벌에는 해 다양한 볼거리들과 
체험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 함께 즐기러 오세요!

주관: 꿈꾸는다락방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감 동 한 강감 동 한 강

33

문화유람선아라
Cultural Pleasure Cruise - araho  
한강 위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문화유람

8.1(화)~8.15(화), 프로그램별로 시간 상이

여의도한강공원 아라호
보름동안 아라호에서 열리는 공연, 파티, 영화, 
전시 등이 있는 특별한 문화유람

주관: (주)렛츠고코리아
참여방법: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http://www.araho.kr/)
참가비: 프로그램별로 상이

언더브릿지프레쉬파티
Underbridge Fresh Party  
색다른 공간	‘한강다리밑’에서 즐기는 언더그라운드 뮤직파티

7.29(토), 15:00~22:00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Beats와 역동적인 Energy를 통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한 여름밤 한강에서

짜릿하게 놀자.

주관: (주)준플러스
참여방법:	  사전 접수 (www.ticketmonster.co.kr)
참가비: 1만원

마스크서울 2017
MASK SEOUL 2017  
마스크를 쓰고 한강에서 즐기는 로맨틱 하드코어

8.19(토), 14:00~22:50
난지한강공원 중앙잔디광장
Visual Art & Music Festival
비주얼 아트, 음악과 함께 즐기는 한 여름 밤의 꿈 
같은 축제

주관: 웨이인크랙(way in crack)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http://gmkt.kr/g6nRPA)
참가비: 1천원 (전액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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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줄배타기
Hangang Ferryboat Festival
한강의 경치를 감상하며 뱃놀이를 즐겨보자

7.21(금)~8.20(일),                                           
평일 12:00~19:00/                      
주말 및 공휴일 10:00~19:00
양화한강공원 선유보행교 상류지역
한강을 찾는 시민이 줄배를 타고 한강의 옛 정취 
및 경치 감상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참가비:	무료

한강끼네스
Hangang gguiness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비범한 하루

7.22(토), 14:00~20:00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아래
화려한 스펙이나 용모가 단정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는 
내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끼 발산하는 프로그램

주관: 문틈새로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http://yeyak.seoul.go.kr)
참가비:	무료

한강별보기체험교실
A star-watching experience class at Hangang
한강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별 교실

7.30(토)~8.13(일), 18:30~21:30
뚝섬 한강공원 자벌레
한강에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별보기 체험, 별자리 
설명, 천문관련 자료 전시, 퀴즈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주관: 한강별지기, 시립서울천문대, 한국천문연구원
참여방법:	현장 참여 / 사전 접수
                    (http://yeyak.seoul.go.kr)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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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백사장
Hangang Sandy Beach 

한강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선텐 공간~

7.21(금)~8.20(일),  
주중 12:00~21:00 / 주말 10:00~22:00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옆
해수욕장 등 멀리가지 않고도 가까운 
한강공원에서 가족단위 선텐 및 어린이 모래     
놀이, 비치발리볼 개최 등 즐길거리와 볼거리 제공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일부 유료)

몽땅, 플레이하다
Hangang mongttang with Hangang volunteers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강 자원봉사자들의	
초대장

7.22(토), 15:30~18:30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아래
환경·역사·문화·예술·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강공원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http://yeyak.seoul.go.kr)
참가비:	무료

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Hangang-Bamseom sightseeing on the ship
선상에서 노을진 한강밤섬 감상

7.25(화)~8.4(금), 19:00~20:00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관공선
밤섬의 역사해설, 선상에서 노을진 밤섬 및 한강 감상

참여방법: 사전 접수 (http://yeyak.seoul.go.kr)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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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레이저태그체험
Hangang Mongddang laserTag Survival Experience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하는 레이저태그 서바이벌 체험

7.21(금)~8.20(일), 10:00~21:00 
잠실한강공원	종합운동장나들목 인근
한강 몽땅 축제에 참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강시민공원에 장애물(은폐엄폐물)을 설치하고,
5~10명씩 팀을 편성하여 레이저태그 건으로
상대편 센서장비(머리띠,조끼 등)를 맞추어
점수를 얻는 경기

주관:	(사)대한서바이벌스포츠협회
참여방법: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http://www.ticketmonster.co.kr,
                     http://www.coupang.com)
참가비
· 14세 이상 - 1만원
· 14세 이하 - 8천원

예술동물원 한강ZOO
Hangang Art Zoo
한강에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8.12(토)~8.13(일), 17:00~21:00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 앞
한강 유역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 찾아 떠나는 미션 탐험여행/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동물 없는 예술동물원 전시 & 체험
주관:	구하라담비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참가비:	무료 (일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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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여름생태학교
Hangang Summer Green School 

한여름 도심에서 느끼는 생생한 자연

7.1(토)~8.31(목), 10:00~18:00
고덕수변 생태공원 등	10개소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도심 속 생생한 자연을 
느끼는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
참여방법: 사전 접수
                   (http://yeyak.seoul.go.kr)
참가비: 무료

한강의돛을세계에펼치다
Hangang global supporters
한강몽땅,	‘한강의 돛을 세계에 펼치다’

7.21(금)~7.30(일) 10:00~23:30
반포(7.21),	뚝섬한강공원(7.22~7.30)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시각예술작품, 각 
국의 전통 배를 활용한 세계를 잇는 한강!
주관:	펀데이코리아네트웍스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일상탈출
challenge for change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7.21(금)~8.20(일),                             

매주 화~토요일 16:00~20:00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
제한된 시간 안에 탈출하라, 벗어나라!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들어라!
주관: 월드비전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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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자전거한바퀴
Carbon Neutral Tour De Han River 

시원 한강에서 자전거와 함께 한강!																
탄소중립 도전 한강!

8.15(화) 12:00~ 15:00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
자전거를 이용한 탄소중립프로그램 이벤트 참여, 
저탄소생활 에너지절약 퀴즈 및 시민참여형 
대국민 기후변화 대응정책 소개 및 체험
주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애뜰루나,                                  
          서울시 기후대기과, 오픈라이더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 사전 접수
               (https://zeroco2.kemco.or.kr:446)
참가비: 무료

서울밤도깨비야시장@한강
Seoul Bamdokkaebi Night Market@Hangang 

이색적인 수공예품과 맛도 좋은 푸드트럭으로	
서울의 밤이 즐거워집니다.

7.21(금)~8.20(일),                         
매주 금·토  18:00~23:00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독특한 수공예품, 다양한 푸드트럭, 재미있는 
문화공연이 있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주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어린이낚시체험교실
Hangang Fishing Experience Class 

한강 낚시를 배워보자~

7.24(월)~7.28(금), 15:00~17:00
망원한강공원 낚시전용공간
낚시예절 및 방법 강의, 낚시체험, 낚시전시, 낚시 
예절왕 및 퀴즈왕 선정
참여방법: 사전 접수 (http://yeyak.seoul.go.kr)
모집인원: 30명/회 (가족당 어린이 2명까지 예약가능)
참가대상: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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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강태공선발대회
Hangang Fishing Contest for Kids 

한강 최고의 어린이 강태공 찾기 대회

8.8(화), 10:00~12:00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낚시대회, 최대어 및 
행운상 등 시상
참여방법: 사전 접수
                   (http://yeyak.seoul.go.kr)
모집인원: 50명
참가대상: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참가비: 무료

한강몽땅축제와 함께하는 
별★별 우주여행
Goheung Aero-Space Festival with Hangang Mongttang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우주보따리에	
별,	별 이야기를 담아 찾아갑니다.

7.21(금)~7.22(토), 16:00~22:00
뚝섬한강공원
돔영상관에서 관람하는 우주 판타지, 
천체망원경 관측 등
주관:	고흥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한강어른이놀이터
Hangang Playground : Our Summer Vacation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놀이터

8.12(토)~8.13(일), 15:00~21:00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
꼬리얼음땡, 딱지치기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총 10개의 놀이프로그램과 체험형 전시프로그램
주관: 문화로11길
참여방법: 현장 참여 / 현장 접수
신청방법: 사전 접수(2017한강어른이놀이터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ngangnoriter 참고)
참가비:	14세이상-  5천원 / 14세 미만- 3천원



세부 프로그램 안내  Details 

40

우리집에놀러와
Play at home
우리집에서 노는 것처럼 편안한 한강놀이터

8.4(금)~8.5(토) 11:00~17:00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하부
우리집에서 노는 것처럼 편안한 놀이터, 우리집에 놀러와
주관:	자문자답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한강옛이야기즐기기
Enjoy the story of Hangang 

한강에서 스토리가 있는 역사탐방과 놀이를 함께 즐겨요~

7.22(토)~8.12(토),                    
09:30~12:00(7.22 14:00~16:00)

강서,	뚝섬,	잠실,	광나루	한강공원
한강주변을 탐방하는 역사와 문화이야기/
게임을 통해 다른사람들과 소통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기
주관:	올레모둠
참여방법: 사전 접수
                   (http://yeyak.seoul.go.kr)
참가비:	무료

몽땅, 깨끗한강
Clean Hangang Campaign 

깨끗한 한강을 만들기 위한 시민 캠페인

7.29(토) / 8.5(토) / 8.12(토), 
16:00~20:00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 및 캠핑장 주변
시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깨끗한 한강 만들기 캠페인
주관:	깨끗한한강을꿈꾸는사람들, 몽당(夢黨)
참여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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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여행프로그램
Hangang Package Tour  
한강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즐겨보자!

 

한강 물길을 달려요.

7.21(금)~8.20(일) /                                  

오전 11:40~14:00, 오후18:00~22:00 

장소: 반포 승강장

아라호 승선 및 레포츠 체험과 여의도 관광

7.21(금)~8.20(일) / 오후 14:30~17:30 

장소: 아라호 선착장

어디까지 보이니!!                                     

한강나이트시티투어 (제2 롯데월드)

7.21(금)~8.20(일) /                               

오전 10:00~13:00, 오후 18:00~21:00 

장소: 잠실나루역

줄배타고 떠나는 선유도 유람

7.21(금)~8.20(일) /                                  

오전 10:00~12:00, 오후 15:00~17:00 

장소: 선유도공원

강태공 낚시체험과 전통시장 먹방 낚기 여행

7.21(금)~8.20(일) /                                  

오전 10:00~12:00, 오후 15:00~17:00 

장소: 망원안내센터

드론과 함께하는 한강 생태체험

7.21(금)~8.20(일) /                                  

오전 10:00~12:00, 오후 15:00~17:00    

장소: 광나루 한강공원 

1박 2일 도깨비와 함께하는 캠프 여행

7.21(금)~8.20(일) /                                  

매주 금, 토요일 13:00~익일 오전 11:00    

장소: 여의도한강공원 

주관:	  공정여행신나는동행협동조합 
참여방법:	  사전 접수 (02-893-7710)
                http://cafe.daum.net/happytour2014
참가비: 프로그램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http://hangang.seoul.go.kr/projec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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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여름수영장
한강여름생태학교
한강여름캠핑장
한강백사장
한강줄배타기
무지개분수 물맞이체험
몽땅크루즈타운
한강미디어아트퍼포먼스
2018	평창빌리지
일상탈출
한강변여행프로그램
한강레이저태그체험
한강별빛소극장
사라진섬,	너에게로
한강의돛을세게에펼치다
한강발원지태백페스티벌
수상안전교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한강
한강열대야페스티벌
빨간우산-게릴라댄스
한강몽땅축제와 함께하는 별★별 우주여행
강동버스킹페스티벌
인공암벽장체험
2017	한강포럼
불노리야(夜)
나무배제작공방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수상오토바이 경주대회
오리보트 경주대회
한강다리밑영화제
한강옛이야기즐기기
몽땅,	플레이하다
한강끼네스
2017	하트비트페스티벌@한강
한강인력거투어
한강푸드트럭	100
한강워터파크
수상레포츠 종합체험장
수상레포츠 나눔교실
어린이낚시체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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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자전거한바퀴-한강슬로우Roll
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명작영화OST콘서트
잠수교 바캉스	
한여름밤의재즈
한강나이트워크42k
몽땅,	깨끗한강
언드브릿지프레쉬파티
한강별보기체험교실
한강전통연희마당
한강물싸움축제
문화유람선아라
몽땅큐브-예술로몽땅!
다리밑헌책방축제
남사당놀이얼쑤한마당
한강거리공연페스티벌
우리집에놀러와
한강에나무팔러가세
사운스퍼레이드&워터워
어린이강태공선발대회
한강종이배 경주대회
여정(Journey)
한여름밤의큰풍선그림자극장
단디우화
서울인기페스티벌
강동패밀리 한강그린투어
한강어른이놀이터
예술동물원 한강Zoo
글로벌푸트페스티벌
한강청소년밴드&댄스페스티벌
한강테이블가족행복극장
쉐도우아트
한강파이어댄싱페스티벌
탄소중립자전거한바퀴
서울스토리패션쇼
한강실내조정 경기대회	
한강치어리딩페스티벌
불가사리@한강
마스크서울	2017

날짜별 프로그램 안내  Festival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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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 기상 상태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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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생

캠

백

줄

무

크

미

평

탈

레

빛

종

배

체

나

워

안

한강여름수영장 여의도, 잠원, 잠실, 망원, 양화, 난지, 뚝섬, 광나루 6.23(금)~8.27(일) 09:00~19:00

한강여름생태학교 고덕수변 생태공원 등 7.1(토)~8.31(목) 10:00~18:00

한강여름캠핑장

한강백사장

몽땅크루즈타운

한강레이저태그체험

수상레포츠 종합체험장

한강별빛소극장

나무배제작공방

수상레포츠나눔교실

한강워터파크

수상안전교실

한강변여행프로그램

수상레포츠체험교실

무지개분수 물맞이체험

한강미디어아트퍼포먼스

한강줄배타기

2018평창빌리지

일상탈출

여의도, 뚝섬, 잠원

잠실

여의도

잠실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한강공원 전역(광나루, 강서 제외)

여의도

반포

반포, 여의도, 잠실, 양화, 망원, 광나루

이촌, 양화

반포

반포

양화

여의도

여의도

7.7(금)~8.20(일) 15:00~익일11:00

7.21(금)~8.20(일) 11:00~19:00

7.21(금)~8.20(일) 11:30~22:00

7.21(금)~8.20(일) 10:00~21:00

7.24(월)~8.20(일) 10:00~19:00

7.21(금)~8.20(일) 18:30~22:00

7.22(토)~8.20(일) 10:00~19:00

7.24(월)~8.18(금) 10:00~17:00

7.24(월)~8.20(일) 10:00~19:00

7.15(토)~8.21(월) 12:00~12:30

7.21(금)~8.20(일) 20:10~20:25

7.21(금)~8.20(일)
평일-12:00~19:00, 주말 및 공휴일-10:00~19:00

7.21(금)~8.20(일)
평일-16:00~22:00, 주말 및 공휴일-10:00~22:00

7.21(금)~8.20(일)
16:00~20:00 일, 월 휴무

7.22(토)~8.20(일)
09:00~17:00 월, 화 휴무

7.21(금)~8.20(일)
09:00~17:00 월, 화 휴무

7.21(금)~8.20(일)
※사전예약을 받아 프로그램별 상이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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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1 2017한강포럼 반포 15:00~18:30
한강의돛을세계에펼치다 반포 15:00~22:00

한강발원지태백페스티벌 여의도 13:00~18:00

불노리야 반포 20:25~21:00

서울밤도깨비야시장@한강 여의도, 반포 18:00~23: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강동버스킹페스티벌 광나루 18:00~21:00

빨간우산-게릴라댄스 반포 18:30~19:30

한강열대야페스티벌 여의도 19:00~22:00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한강몽땅축제와 함께하는
별★별우주여행

뚝섬 14:00~22:00

한강의돛을세계에펼치다 반포 15:00~22:00
수상오토바이 경주대회 여의도 09:00~18:00

빨간우산-게릴라댄스 여의도 19:00~20:30
한강몽땅축제와 함께하는
별★별우주여행

뚝섬 14:00~22:00

오리보트경주대회 여의도 11:00~13:00
한강다리밑영화제 광나루, 뚝섬, 망원, 여의도 20:00~22:00
한강발원지태백페스티벌 여의도 13:00~18:00

인공암벽장체험 강서 17: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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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3
한강의돛을세계에펼치다 뚝섬 10:00~23:30
수상오토바이 경주대회 여의도 09:00~18:00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한강발원지태백페스티벌 여의도 13:00~18: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월

24
한강의돛을세계에펼치다 뚝섬 10:00~23:30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한강발원지태백페스티벌 여의도 13:00~18: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강동버스킹페스티벌 광나루 18:00~21:00

서울밤도깨비야시장@한강 여의도, 반포 18:00~23: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2017하트비트페스티벌@한강 난지 18:00~22:00
한강끼네스 뚝섬 14:00~20:00
몽땅, 플레이하다 뚝섬 15:30~18:30

한강열대야페스티벌 여의도 19:00~22:00

한강옛이야기즐기기 강서, 뚝섬, 잠실, 광나루 14:00~16:00

한강푸드트럭100 반포 15:00~21:00

어린이낚시체험교실 망원 15:00~17:00
한강자전거한바퀴
-한강슬로우roll

뚝섬, 잠실, 난지, 여의도 17:00~21:00

화

25
한강의돛을세계에펼치다 뚝섬 10:00~23:30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한강발원지태백페스티벌 여의도 13:00~18: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여의도 19:00~20:00
어린이낚시체험교실 망원 15:00~17:00

수

26
한강의돛을세계에펼치다 뚝섬 10:00~23:30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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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발원지태백페스티벌 여의도 13:00~18: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여의도 19:00~20:00

인공암벽장체험 강서 17:00~21:00

어린이낚시체험교실 망원 15:00~17:00

목

27
한강의돛을세계에펼치다 뚝섬 10:00~23:30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인공암벽장체험 강서 17:00~21:00

한강발원지태백페스티벌 여의도 13:00~18: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여의도 19:00~20:00
어린이낚시체험교실 망원 15:00~17:00

금

28
한강의돛을세계에펼치다 뚝섬 10:00~23:30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한강발원지태백페스티벌 여의도 13:00~18:00
서울밤도깨비야시장@한강 여의도, 반포 18:00~23:00
한강열대야페스티벌 여의도 19:00~22: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여의도 19:00~20:00
강동버스킹페스티벌 광나루 18:00~21:00
어린이낚시체험교실 망원 15:00~17:00
명작영화OST콘서트 반포 19:30~20:40
잠수교바캉스 반포 10:00~22:00
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잠원 18:00~22:00

토

29
한강의돛을세계에펼치다 뚝섬 10:00~23:30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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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여의도 19:00~20:00
한강옛이야기즐기기 강서, 뚝섬, 잠실, 광나루 09:30~12:00
언더브릿지프레쉬파티 여의도 15:00~22:00
한여름밤의재즈 반포 19:00~21:00
한강나이트워크42k 여의도 18:00~익일06:00
몽땅, 깨끗한강 여의도 16:00~20:00
잠수교바캉스 반포 10:00~22:00
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여의도 18:00~22:00

일

30
한강의돛을세계에펼치다 뚝섬 10:00~23:30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한강발원지태백페스티벌 여의도 13:00~18: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여의도 19:00~20:00
한강물싸움축제 여의도 10:00~18:00
강동버스킹페스티벌 광나루 18:00~21:00
한강전통연희마당 여의도, 뚝섬 14:00~18:00
한강푸드트럭100 반포 15:00~21:00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한여름밤의재즈 반포 19:00~21:00
한강나이트워크42k 여의도 18:00~익일06:00
잠수교바캉스 반포 10:00~22:00
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뚝섬 18:00~22:00

월

31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여의도 19:00~20:00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한강자전거한바퀴
-한강슬로우roll

뚝섬, 잠실, 난지, 여의도 17:00~21:00

오리보트경주대회 여의도 11:00~13:00
한강다리밑영화제 광나루, 뚝섬, 망원, 여의도 20:00~22:00
한강발원지태백페스티벌 여의도 13:00~18:00
서울밤도깨비야시장@한강 여의도, 반포 18:00~23:00
한강열대야페스티벌 여의도 19:00~22: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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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August

화

1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여의도 19:00~20: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여의도 18:00~22:0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수

2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여의도 19:00~20:00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여의도 18:00~22:0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목

3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여의도 19:00~20:00
한강옛이야기즐기기 강서, 뚝섬, 잠실, 광나루 09:30~12: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여의도 18:00~22:0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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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4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서울밤도깨비야시장@한강 여의도, 반포 18:00~23:00
한강열대야페스티벌 여의도 19:00~22: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선상에서밤섬둘러보기 여의도 19:00~20:00
강동버스킹페스티벌 광나루 18:00~21: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뚝섬 18:00~22:00
우리집에놀러와 뚝섬 11:00~17:00
한강거리공연페스티벌 반포 18:00~22:00
남사당놀이얼쑤한마당 여의도 13:00~20:0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토

5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오리보트경주대회 뚝섬 11:00~13:00
한강다리밑영화제 광나루, 뚝섬, 망원, 여의도 20:00~22:00
서울밤도깨비야시장@한강 여의도, 반포 18:00~23:00
한강열대야페스티벌 여의도 19:00~22: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한강옛이야기즐기기 강서, 뚝섬, 잠실, 광나루 09:30~12: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전통연희마당 여의도, 뚝섬 14:00~18:00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몽땅, 깨끗한강 여의도 16:00~20:00
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뚝섬 18:00~22:00
우리집에놀러와 뚝섬 11:00~17:00
한강거리공연페스티벌 반포 18:00~22:00
남사당놀이얼쑤한마당 여의도 13:00~20:0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사운스퍼레이드&워터워 난지 11:00~23:00
한강에나무팔러가세 여의도 1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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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강동버스킹페스티벌 광나루 18:00~21: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전통연희마당 여의도, 뚝섬 14:00~18:00
한강푸드트럭100 반포 15:00~21:00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사운스퍼레이드&워터워 난지 11:00~23:00
한강에나무팔러가세 여의도 18:30~19:30

월

7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화

8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어린이 강태공 선발대회 반포 10:00~12: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한강자전거한바퀴
-한강슬로우roll

뚝섬, 잠실, 난지, 여의도 17: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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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9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인공암벽장체험 강서 17:00~21: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목

10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인공암벽장체험 강서 17:00~21: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한강옛이야기즐기기 강서, 뚝섬, 잠실, 광나루 09:30~12: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금

11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서울밤도깨비야시장@한강 여의도, 반포 18:00~23:00
한강열대야페스티벌 여의도 19:00~22: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한강종이배경주대회 잠실 07:00~16:00
강동버스킹페스티벌 광나루 18:00~21: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한여름밤의큰풍선그림자극장 여의도 18:30~22:00
여정 반포 18:30~19:00

토

12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오리보트경주대회 뚝섬 11:00~13:00
한강다리밑영화제 광나루, 뚝섬, 망원, 여의도 20: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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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밤도깨비야시장@한강 여의도, 반포 18:00~23:00
한강열대야페스티벌 여의도 19:00~22:0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한강종이배경주대회 잠실 07:00~16:00
한강옛이야기즐기기 강서, 뚝섬, 잠실, 광나루 09:30~12: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전통연희마당 여의도, 뚝섬 14:00~18:00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몽땅, 깨끗한강 여의도 16:00~20:00
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여의도 18:00~22:0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한여름밤의큰풍선그림자극장 여의도 18:30~22:00
여정 반포 18:30~19:00
단디우화 반포 20:00~20:30
한강어른이놀이터 여의도 15:00~21:00
예술동물원 한강ZOO 여의도 17:00~21:00
서울인기페스티벌 난지 14:00~익일04:00

일

13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한강인력거투어 여의도, 반포-잠원, 잠실, 양화 16:00~21:00
한강종이배경주대회 잠실 07:00~16:00
강동버스킹페스티벌 광나루 18:00~21: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전통연희마당 여의도, 뚝섬 14:00~18:00
글로벌푸드페스티벌@한강 반포 16:00~23:00
한강별보기체험교실 뚝섬 18:30~21:30
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여의도 18:00~22:0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한강청소년밴드&댄스페스티벌 여의도 18:00~21:00
단디우화 반포 20:00~20:30
한강어른이놀이터 여의도 15:00~21:00
예술동물원 한강ZOO 여의도 17:00~21:00
서울인기페스티벌 난지 14:00~익일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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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토리패션쇼 반포 18:50~20:30

월

14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한강종이배경주대회 잠실 07:00~16: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글로벌푸드페스티벌@한강 반포 16:00~23:0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한강테이블가족행복극장 여의도 18:00~20:00

한강파이어댄싱페스티벌 반포 17:00~22:00
한강청소년밴드&댄스페스티벌 여의도 18:00~21:00

쉐도우아트 여의도 20:30~21:00

화

15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몽땅큐브-예술로몽땅 여의도 16:00~19:30
한강종이배경주대회 잠실 07:00~16:00
문화유람선아라 여의도 프로그램별 상이
한강전통연희마당 여의도, 뚝섬 14:00~18:00
글로벌푸드페스티벌@한강 반포 16:00~23:00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11:00~22:00
한강테이블가족행복극장 여의도 18:00~20:00

탄소중립자전거한바퀴 여의도 12:00~15:00

한강파이어댄싱페스티벌 반포 17:00~22:00
쉐도우아트 여의도 20:30~21:00

한강자전거한바퀴
-한강슬로우roll

여의도 09:00~12:00

수

16
사라진섬, 너에게로 뚝섬 10:00~23:30

인공암벽장체험 강서 17:00~21:00

강동패밀리한강그린투어 여의도 10:00~15:30

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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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체험 강서 17:00~21:00

금

18
서울밤도깨비야시장@한강 여의도, 반포 18:00~23:00
한강열대야페스티벌 여의도 19:00~22:00
강동버스킹페스티벌 광나루 18:00~21:00

토

19
오리보트경주대회 여의도 11:00~13:00
한강다리밑영화제 광나루, 뚝섬, 망원, 여의도 20:00~22:00
서울밤도깨비야시장@한강 여의도, 반포 18:00~23:00
한강열대야페스티벌 여의도 19:00~22:00
한강달빛책방&책놀이터 여의도 18:00~22:00
한강실내조정 경기대회 반포 09:00~21:30
불가사리@한강 여의도 16:00~22:00
한강치어리딩페스티벌 여의도 18:00~21:30
마스크서울2017 난지 14:00~22:50

일

20
강동버스킹페스티벌 광나루 18:00~21:00
한강푸드트럭100 반포 15:00~21:00



DIRECTION

한강공원에 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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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몽땅이 궁금하세요?

트위터
@seoulhangang

페이스북
facebook.com/hanganggongwon
facebook.com/hangangsummerfestival

블로그
blog.naver.com/hangangbb

한강몽땅�홈페이지
hangang.seoul.go.kr/project2016

한강사업본부
hangang.seoul.go.kr

공원안내센터
전화번호�안내

강서

난지

양화

망원

02.3780.0621-3
02.3780.0611-3
02.3780.0581-3
02.3780.0601-4

뚝섬

잠실

광나루

02.3780.0521-4
02.3780.0511-4
02.3780.0501-4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02.3780.0561-5
02.3780.0551-4
02.3780.0541-3
02.3780.0531-3

주차시설
Parking

구분(공원)
1회�주차(1구획)

기본�요금 초과10분당

여의도

기타�공원

최초 30분
2,000원

최초 30분
1,000원

300원

200원

1일�주차

15,000원

10,000원

월�정기권

50,000원

여의도 : 100,000원
샛강�쪽 : 80,000원

운영�시간

11월 ~ 3월
9:00 ~ 21:00

4월 ~ 10월
9:00 ~ 23:00



http://hangang.seoul.go.kr/project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