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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은-팔당호-주변의-가평군,-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여주시,-용인시,-이천시-등-7개의-시군--

지역을-말합니다.-생태계와-수질-보호를-위해-팔당유역의-각-지역마다-상수원보호구역과-자연보전

권역을-설정하여-규제하고-있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낚시나-야영,-수영,-뱃놀이-등-상수원을-

오염시키는-행위를-할-수-없고,-공장을-세우거나-건축물을-변경할-때도-제한을-받게-됩니다.-자연보전

권역에서는-공장,-기업,-학교와-같은-건물을-짓거나-개발하는-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



팔당 지명의 유래

‘팔당’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당호 근처 남양주시 조안면에는 예봉산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덟 명의 선녀가 예봉산의 수려한 경치에 반해 여덟 채의 집을 짓고 살아 ‘팔당(八堂)’ 

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봉산 계곡의 물살이 거세 계속 사고가 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당집 여덟 채를 지어 ‘팔당’이라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가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줄을 잡아당긴다는 뜻의 ‘바댕이’는 팔당의 옛 이름입니다.

팔당호는 북한강과 남한강, 경안천의 세 물길이 모이는 지점에 팔당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인공호수입니다. 총 면적 23,300km², 둘레 77km, 저수용량 2억 4,400만 

톤의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처음에는 수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용도로 지어

졌지만, 지금은 수도권 주민들이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물을 제공하는 상수원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팔당호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호수 속에는 다양한 종의 

물고기와 수생식물, 플랑크톤이 서식합니다. 겨울이면 무려 40여 종의 철새들이 

날아들어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생명의 터전이자 우리가 마시는 물의 

제공지 팔당호. 소중한 물을 깨끗하게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물과 

생명의 터전 팔당호

출처 : Daum 스카이뷰(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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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

강

청평호

남한강

7



팔당호가 생기기 전 두물머리에는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과 충북 

단양에서 출발한 나룻배들은 서울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두물머리 나루터를 

들렀습니다. 농산물과 땔감, 도자기를 실어나르는 배와 사람들로 나루터는  

늘 붐볐습니다. 1973년,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북적이던 나루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물머리 공원이 생겼습니다.

팔당호는 단지 팔당댐이 있는 호수가 아닌,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생태학습의 

장이 되었습니다. 수백여 종의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팔당 유역에는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원과 학습장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을 따라 

나 있는 자전거길은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호수 풍경을 선사합니다.  

팔당호의 옛 모습과
새로운 변화

현재 1972

두물머리 나루터
팔당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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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인 두물머리 유역,  

노적봉에서 자라섬까지 이어지는 북한강 유역, 대하섬에서  

여주대교까지의 남한강 유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생태환경을 자랑하는 팔당유역에는 각양각색의  

생태공원과 학습장이 있습니다.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자연을 직접 만지고, 배우고, 즐기고 싶은 이들이라면 

이곳에서 살아 숨 쉬는 자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팔당유역 세 물길에 자리 잡은 두물머리, 북한강,  

남한강 생태체험지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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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살 느티나무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옛 나루터 

양수리(兩水里)라는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두물

머리는 1960년대만 해도 꽤나 번성했던 포구였습니다. 

서울로 드나드는 배들로 북적였으며 주막집과 50여  

가구가 들어설 정도로 번화한 역사가 있습니다. 

나루터가 있던 자리는 지금 흔적만 남았지만 400살이 

넘는 신령한 느티나무와 황포돛단배는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녘 뽀얀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두물머리의 몽환적인 풍경은 한 편의 수묵담채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  

두물머리 유역의 생태체험지들을 찾아가봅시다.  

A
두물머리
생태체험

© 한국관광공사

두물머리

아라크노피아
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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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리환경생태공원은-지난-2004년-개장한-곳으로-원래-아

파트가-들어설-자리였습니다.-하지만-이-지역에-아파트가-지

어지면-다량의-생활하수가-발생하여-수도권-주민들에게-공급

할-물이-오염될-위험성이-있었습니다.-지역주민과-기업,-환경

부와-환경단체가-뜻을-모은-결과,-아파트-부지-대신-넓은-생

태공원이-탄생했습니다.-이곳은-물억새,-꽃창포-등-여러-가지-

수생식물을-볼-수-있는-산책로와-우리나라-자생식물-60여-종

이-살고-있는-야생화광장,-북한강-경관이-한눈에-들어오는-전

망대-등으로-조성되어-있습니다.-공원-곳곳에서-알락하늘소,-

배치레잠자리-등의-곤충들을-만날-수도-있습니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16   031-773-5265   24시간    무료   

 www.hgeco.or.kr

광주시-퇴촌면에-위치한-경안천습지생태공원은-습지-환경

을-관찰하기에-최적의-장소입니다.-습지는-바다처럼-물에-

푹-잠겨있지는-않지만-일정-기간-이상-물에-잠겨-있거나-축

축하게-젖어있는-땅으로,-여러-생물들의-보금자리가-됩니

다.-경안천의-습지를-가로질러-조성한-약-2km-거리의-산책

로를-둘러보며-갈대,-부들-등-다양한-수생식물과-쇠오리-등

의-새들을-만날-수-있습니다.-산책로에는-소

나무,-왕벚나무,-감나무,-왕버들-등이-우거져-

있고-7~8월이면-활짝-핀-연꽃들을-감상할-

수-있습니다.--

 광주시 퇴촌면 산수로 1159   031-760-3763   연중무휴   

 무료  

양수리환경

생태공원  

야생화와 

수생식물들의 

보금자리 

세미원 

마음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연꽃 정원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신비로운 땅 

습지에서 만나는 

자연

세미원은-연못과-연꽃이-아름답

기로-유명한-정원입니다.-세미원

이라는-이름은-<장자>에서-따온-

말로-‘물을-보면-마음을-씻고,-꽃

을-보면-마음을-아름답게-하라’

는-뜻을-담고-있습니다.-지역주민과-환경단체가-수질개선을-

위해-연을-심게-된-것을-계기로-지금의-자연정화공원이-만들

어졌다고-합니다.-여름이면-연못마다-큼지막한-연꽃들이-피

어-장관을-이루며,-창포-등의-수생식물도-관찰할-수-있습니

다.-세계수련원에서는-무려-100여-종의-연꽃을-감상할-수-있

고-수생식물교실,-연꽃문화체험교실-등의-교육-프로그램도-진

행됩니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031-775-1835   3~10월 09:00~18:00, 11~2월 09:00~ 
17:00(마지막 입장은 폐관 30분 전) / 매주 월요일 휴무(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  

6월~8월에는 휴무 없음   성인 4000원, 어린이(6세이상)·청소년 2000원   

 www.semiwon.or.kr 

1 2

3

생태체험 A ● 두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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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물안개공원은-두물머리-맞은편의-물가를-아름답게-가꾸

어-만든-수변생태공원입니다.-산책은-물론-자전거-타기도-좋

으며-자전거와-어린이용-카트를-대여할-수-있습니다.-이름도-

귀여운-‘귀여니섬’으로-이어지는-다리를-지나면-남한강변의-

멋진-풍경과-강-속에서-헤엄치는-여러-물고기들이-보입니다.-

귀여니섬에-도착하면-창포,-수련-등의-수생식물과-드넓게-펼

쳐진-습지환경을-관찰할-수-있습니다.-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24시간    무료

아라크노피아는-‘거미천국’이라는-뜻을-담고-있는-생태수목

원입니다.-야생화나-각종-희귀식물도-많지만-특히-거미박물

관으로-유명합니다.-국내-거미박사-1호인-김주필-박사가-수집

한-전-세계-4천여-종의-거미표본을-볼-수-있으며,-200여-종

의-살아있는-거미들을-만날-수-있습니다.-거미를-직접-만져

볼-수도-있는데,-이때-거미의-엉덩이를-살짝-건드리되-머리

는-절대-만지면-안-됩니다.-거미가-위협을-느끼고-공격할-수

도-있기-때문입니다.-이밖에-거미-채집과-분류,-체험-감상문-

쓰기,-거미-표본-만들기,-야생화-관찰-등의-프로그램을-운영

하고-있습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로 316   031-576-7908   09:00~18:00   성인 7000원, 

청소년 6000원, 소인(4세~초등학생) 5000원   www.arachnopia.com

아라크노피아

세상의 모든 거미 

여기 다 있다

한강물환경생태관은-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운영하는-생태전

시관으로-한강과-물속-생태계에-대해-배우고-직접-체험할-수-

있는-공간입니다.-천연기념물-어름치-등-한강에-살고-있는-

어류는-물론-양서류,-파충류,-갑각류,-플랑크톤-등을-수족관

에-전시하고-있습니다.-또한-한강물-정수-하수처리-과정,-물

길-조절하기-등을-통해-한강과-물에-대해-배울-수-있는-각종-

테마존이-마련되어-있습니다.-특히-‘정보의-물’-테마존에서는-

우리-몸에서-차지하는-물의-비중,-물의-산성과-염기성-알아

보기,-물-상식-퀴즈-등을-주제로-직접-실험해볼-수-있습니다.-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68번길 한강물환경연구소 내   031-770-7290    3~10월 

10:00~17:30, 11~2월 10:00~17:00, 일요일 · 공휴일 휴무   무료   ecohan.nier.go.kr

경기도수자원본부-9층에-있는-팔당전망대에는-팔당호의-풍경

과-주변-지형들을-관찰할-수-있는-전망대와-팔당물환경전시관

이-있습니다.-전시관-내에서는-팔당호의-역사에-대해-배울-수-

있으며,-두물머리-나루터의-옛-모습도-모형으로-만들어-전시하

고-있습니다.-또-팔당호에-살고-있는-곤충과-물고기를-쉽게-알

아볼-수-있게-그림으로-소개합니다.-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경기도수자원본부 9층   

 031-8008-6937   09:00~18:00, 연중무휴   무료   

 paldang.gg.go.kr

팔당전망대 

팔당호의 

옛 모습과 

자연을 한눈에

팔당

물안개공원 

자전거 씽씽 달려 

귀여니섬으로

4 한강물환경

생태관 

한강과 물 환경에 

대한 모든 것

6

75

생태체험 A ● 두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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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리경정공원 

1988년-서울올림픽을-개최하며-건설된-조정

경기장이-있는-공원으로-탁-트인-경관이-보

기만-해도-시원함을-느끼게-하는-곳입니다.-

자전거나-인라인-스케이트,-축구,-배구-등을-

즐길-수-있고-자전거-대여소에서는-아이들이-

탈-수-있는-미니-자동차도-대여해줍니다.-매

주-수·목요일에는-고속-질주하는-모터보트

의-경기-모습을-관람할-수-있습니다.

 하남시 미사대로 505   031-790-8831   07:00~19:00,  

연중무휴   공원입장 무료, 경정장 입장료 1000원

프라움악기박물관

국내-최초의-서양악기-박물관으로-현악,-관

악,-타악,-건반악기-등의-서양악기를-전시하

고-교육-프로그램도-같이-운영합니다.-6피트-

그랜드피아노,-그랜드-포르테-피아노-등-역사-

속-악기들을-소장하고-있으며-정기적으로-클

래식-음악회를-개최합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756   031-521-6043   평일 

11:00~18:00, 토·일·공휴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만3세~초등 

학생) 3000원   www.praum.or.kr 

남양주다산유적지

<목민심서>로-잘-알려진-조선-후기의-실학자-

다산-정약용-선생의-생가-터와-묘가-있는-곳

으로,-시대를-앞서간-정약용의-업적과-자취

를-전시하고-있습니다.-수원화성을-지을-때-

쓰인-발명품인-‘거중기’를-직접-볼-수-있고-정

약용-선생이-집필했던-책과-편지도-관람할-

수-있습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1    

 031-590-2481  

 09:00~18:00, 1월 1일 · 설 · 추석 휴무

 무료 

 www.nyj.go.kr/dasan

수종사

남양주시-운길산-중턱에-자리-잡은-사찰로-두

물머리가-한눈에-보이는-멋진-경관이-일품입니

다.-사찰-내에는-대웅보전,-선불장,-약사전,-응

진정-등이-자리잡고-있으며,-‘수종사-다보탑’이

라고도-불리는-팔각오층석탑도-찾아볼-수-있

습니다.-유명한-다실인-‘삼정헌’에서는-깨끗한-

약수를-끓여-만든-녹차를-맛볼-수-있습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33번길 186

 031-576-8411 

 연중무휴 

 무료 

 www.sujongsa.com

겨울 철새를 만나러 가자 !

팔당대교-하류에-위치한-경기도-하남시-당정섬-일대에는-매해-겨울마다--

5천여-마리의-철새들이-찾아옵니다.-이들은-큰고니,-호사비오리,-참수리,-

흰꼬리수리,-비오리,-청둥오리-등-천연기념물을-포함한-40여-종의-겨울철새

들입니다.-최근에는-큰고니-300여-마리가-겨울을-지내기-위해-당정섬을-찾았고,-국내에-백-마리--

남짓-서식하는-희귀종-호사비오리가-열두-마리-이상-관찰되어-‘겨울-철새들의-

천국’으로-불리고-있습니다.-특히-당정섬은-다양한-미생물과-수생곤충,-물고기-

등이-서식하고-있어-새들에게-풍부한-먹이를-제공하며,-주변-수심이-얕고-강의-

폭은-넓어-겨울-철새들에게-편안한-쉼터가-되어주고-있습니다.-섬과-육지의-

거리가-가까워-육안으로도-철새들을-관찰할-수-있습니다.

생태체험 A ● 주변에 둘러볼 곳

미사리경정공원 프라움악기박물관

수종사남양주다산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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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흘러와 
한강으로 모이는 물

북한강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시작되어 경기도로 

흐르면서 한강의 상류를 이루는 강입니다. 남쪽으로  

흘러오던 북한강은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만나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북한강은 댐이 많은 강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댐, 춘천댐, 청평댐, 소양강댐 등 여섯 개의 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세금으로 받는 곡식의 저장창고인 

‘소양강창’이 있었던 춘천 지역에서는 북한강을 ‘모진강’이

라고 불렀습니다. 모진나루터는 소금이나 특산물을 실어 

나르는 배들과 뗏목으로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흐르는 북한강 유역의 보석 같은 

생태체험지들을 소개합니다.

B
북한강

생태체험

아침고요수목원

가평삼회
생태복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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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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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촬영소

모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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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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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삼회

생태복원지구 

되살아난 

땅에서 만나는 

동식물 친구들

가평삼회생태복원지구는-한강-수변을-보호하기-위해-하천과-

육지-사이의-생태계를-훼손시키는-옹벽을-허물고-하천의-둔

치를-복원한-곳입니다.-천연기념물인-원앙과-멸종-위기에-처

한-왕은점표범나비,-층층둥굴레-등-귀한-동식물이-살고-있습

니다.-이곳은-체험교육관과-홍보전시관,-야외공간으로-이루

어져-있습니다.-체험교육관에서-다양한-동식물의-자료를-살

펴보고,-홍보전시관에서-삼회지구-복원지의-과거와-현재-모

습을-찾아보세요.-탐방객센터-근처에서는-생태복원지를-직접-

살펴볼-수-있고,-큰골하천-

주변에-가면-뽕나무-열매따

기,-밤-줍기,-물고기·곤충

관찰을-할-수-있습니다.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로 2047   

 031-584-8541   3~10월 09:00~ 
18:00,  11~2월 09:00~17: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휴무   무료, 사전예약필수  

 www.hgeco.or.kr

가평군-축령산-자락에-자리잡은-아침고요수목원은-축령산의-

자생식물과-희귀-멸종식물-등-5천여-종의-식물이-자라고-있

는-10만-평의-거대한-정원입니다.-이곳에서는-1천여-종의-우리

나라-야생화,-800여-종의-아이리스,-200여-종의-무궁화,-230

여-종의-고산식물-등-셀-수-없이-다양한-식물들을-만날-수-있

습니다.-방문-전에-미리-홈페이지를-둘러보고-꽃의-월별-개화

시기를-알고-가면-좋습니다.-여러-식물들을-관찰-후-기록할-

수-있도록-식물도감이나-스케치북을-챙겨-가기를-권합니다.---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1544-6703   08:30~일몰 시(마지막 입장은  

폐장 1시간 전), 연중무휴   어른 9000원, 중고생 6500원, 어린이 5500원   

 www.morningcalm.co.kr 

아침고요

수목원

살아있는  

식물도감을  

만나다

1

2

생태체험 B ● 북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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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는-총-4개의-테마구역으로-이루어져

있습니다.-센터존과-체험존에서는-유기농과-유기농업이-무엇

인지-알려주는-자료들이-전시돼-있으며,-웰빙존에서는-다양

한-과일을-기르는-유기농법을-배울-수-있습니다.-이벤트존에-

가면-남양주-지역에서-생산된-유기농산물과-친환경제품을-

직접-구매할-수도-있습니다.-어린이들에게-인기-많은-코코몽-

팜-빌리지에서는-채소-심고-텃밭-가꾸기,-동물농장-견학-등

의-체험교실을-운영합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81   031-560-1471~2   평일 09:00~18:00,  
주말(토 · 일 · 공휴일) 09:00~ 19:00(마지막 입장은 폐관 1시간 전 ),  1월 1일 · 설 · 추석 당일휴

무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www.organicmuseum.or.kr

청평호는-1943년-북한강을-막아-청평댐을-건설하면서-생긴-

인공호수입니다.-호수-양쪽으로-호명산과-화야산이-높이-솟

아있어-경관이-아름답고,-물속에는-다양한-종류의-민물고기

가-삽니다.-청평호-상류에는-누치,-중류에는-가시납지리,-청

평댐-하류에는-줄납자루-같은-물고기가-살고-있으며,-우리나

라-토종-민물고기인-각시붕어,-참중고기,-돌마자,-얼룩동사리-

등도-서식합니다.-하지만-떡붕어,-블루길,-베스-등-토종-물고

기를-잡아먹는-외래어종이-유입되어-지난-2000년부터-외래

어종을-퇴치하는-데-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906-15    24시간   무료   www.gptour.go.kr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내손으로  

직접 가꾸는 

유기농 텃밭

청평호

꼬물꼬물 

민물고기들의 

천국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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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프랑스

생텍쥐페리의-<어린왕자>를-모티브로-한-어

른과-아이들이-모두-즐길-수-있는-프랑스-문

화-테마파크입니다.-생텍쥐페리-기념관에서는-

생텍쥐페리의-일생과-그의-작품세계에-대한-

자료를-볼-수-있고,-오르골-하우스,-프랑스-

전통주택-전시관,-골동품-전시관에서-다양한-

프랑스-문화체험이-가능합니다.-프랑스-전통-

손인형극인-기뇰-인형극,-체코-전통-인형-마

리오네트-공연도-볼-수-있습니다.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616번지   031-584-8200   

 일~금 09:00~18:00, 토 09:00~20:00   대인 8000원,  

청소년 6000원, 소인 5000원   www.pfcamp.com 

서호미술관

서울-인사동의-갤러리서호가-북한강변에-문

을-연-복합문화전시공간으로,-신진작가-발굴

과-지역작가-후원에-초점을-둔-전시를-주로-

선보입니다.-형식과-장르에-얽매이지-않은-다

양한-작품을-전시하며,-지역-학교-및-교육단

체와-연계해-체험학습-프로그램을-진행하고-

있습니다.-건물-1층은-전시실과-아트숍,-2층

은-이탈리안-레스토랑으로-운영하고-있으며,-

야외의-넓은-잔디-공간에서는-여러-가지-문

화행사가-개최됩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344   031-592-1864~5   

 10:00~18:00, 설 · 추석연휴 휴무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   www.seohoart.com

생태체험 B ● 주변에 둘러볼 곳

가일미술관

가일미술관은-국내외-다채로운-미술작품전시

를-선보이는-미술전시관과-아트홀,-야외공연장

이-마련되어-있는-복합문화공간입니다.-지하-1

층부터-지상-2층까지-총-세-개의-전시장이-있

으며,-시야를-가리는-기둥이-없어-예술작품-감

상에만-집중할-수-있는-탁-트인-내부구조를-지

니고-있습니다.-독립된-건물에-자리잡은-카페

에서는-북한강변의-전망을-바라보며-티타임을-

즐길-수-있습니다.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로 1549   031-584-4722   

 동절기 10:00~18:00, 하절기 10:00~19:00(마지막 입장은 

폐관 30분 전), 매주 월요일 · 설 · 추석연휴 휴무   

 대인 3000원, 소인 2500원   www.gailart.org 

남양주종합촬영소

남양주종합촬영소는-약-40만-평의-부지에-영

화-촬영용-야외세트와-6개의-실내-촬영스튜

디오,-각종-장비를-갖춘-아시아-최대-규모의-

영화제작-시설입니다.-<서편제>,-<쉬리>-등-한

국영화의-대표작들이-바로-이곳의-시설-및-장

비와-기술로-제작되었다고-합니다.-영화-<취화

선>과-<공동경비구역JSA>-촬영-시-만들어진-

실물-크기의-야외세트를-볼-수-있고-미니어처

체험전시관과-영화문화관에서-영화제작을-간

접적으로-체험해볼-수-있습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55번길 138   031-579-0605  

 3~10월 10:00~18:00, 11~2월 10:00~17:00, 매주 월요일 · 설 

· 추석 당일 휴무   대인 3000원, 중고생 2500원   studio.

kofic.or.kr 

모란미술관

다양한-분야의-동시대-미술을-소개하는-모란

미술관은-대중들이-문화예술을-쉽게-접할-수-

있도록-전시를-비롯하여-교육,-출판,-창작지

원-등의-프로그램을-기획하는-곳입니다.-원래-

조각전문미술관으로-시작했던-이곳은-드넓은-

야외전시장을-가지고-있으며-국내외-유명-조

각가들의-작품을-아름다운-자연과-함께-감상

할-수-있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10번길 8   031-594-8001~2  

 11~2월 09:30~17:00, 3월 · 10월 09:30~17:30,  

4월·9월 09:30~18:00, 5~8월 09:30~18:30, 매주 월요일 휴무  

 대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www.moranmuseum.org

남양주종합촬영소

모란미술관 쁘띠프랑스

서호미술관

26 27



잔아문학박물관

세계적-문호들과-작고한-국내-문인들의-테라

코타-흉상,-사진,-작품해설을-입체적으로-전

시하고-있는-잔아문학박물관은-한국문학관,-

세계문학관,-어린이문학관,-기획전시실로-구

성되어-있습니다.-‘글과-흙의-놀이터’라는-박

물관의-모토처럼-어린이들이-문학을-친숙하

게-느낄-수-있도록-도와주는-프로그램을-운

영하고-있으며-‘어린이-시화-공모전’-등-다양

한-행사도-수시로-열립니다.

 양평군 서종면 사랑제길 9-9   031-771-8577   

 3~10월 10:00~18:00, 11~2월 10:00~17:00, 매주 월요일 · 

설 · 추석 당일 휴무   개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www.janamuseum.com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스위스풍의-건축물과-풍경,-박물관,-갤러리,-

테마관-등-작은-스위스-마을을-주제로-조성

된-테마파크입니다.-치즈-박물관에서는-치즈

의-기원-및-역사와-스위스-치즈-제조과정을-

소개하며,-‘산타-빌리지-테마관’에서는-한여름

에도-반짝이는-크리스마스-트리를-볼-수-있

습니다.-이밖에-커피-박물관,-초콜릿-박물관-

등에서-각종-테마전시와-이벤트가-열립니다.

 가평군 설악면 다락재로 226-57   031-581-9400   

 평일 10:00~18:00, 주말 09:00~18:00   성인 10000원,  

청소년 6000원, 소인(36개월~13세) 5000원   

 www.swissthemepark.com

생태체험 B ● 주변에 둘러볼 곳

양평소나기마을 황순원문학촌

황순원의-대표작-<소나기>의-배경을-재현한-소

나기마을과-3층-규모의-황순원문학관에서-그

의-문학작품과-특유의-서정적인-감성을-만날-

수-있습니다.-‘작품-속으로’라는-전시실은-황순

원의-대표작을-영상물,-모형,-애니메이션-등을-

통해-입체적으로-감상할-수-있도록-꾸며놓았

습니다.-징검다리,-섶다리-개울-등의-체험장과-

실제로-소나기를-맞을-수-있는-인공-소나기-시

설이-있어-소설-속-주인공이-된-것-같은-멋진-

경험을-해볼-수-있습니다.-

 양평군 서종면 소나기마을길 24   031-773-2299   

 3~10월 09:30~18:00, 11~2월 09:30~17:00(마지막 입장은  

폐관 30분 전), 매주 월요일 휴무(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무), 1월 1일 · 설 · 추석 당일 휴무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www.sonagi.go.kr 

더스포랜드(청평스포랜드) 

더스포랜드는-도심에서-쉽게-즐길-수-없는-

갖가지-레저-시설과-공간을-갖춘-곳입니다.-

산악ATV투어,-서바이벌-게임,-수상스키,-웨

이크보드,-번지점프,-수영장-시설이-갖춰져-

있고-여름에는-수상스키를-배우는-프로그램

도-진행합니다.-일반-숙박은-물론-카라반-캠

핑카-시설도-갖춰져-있어-가족-단위로-방문

하기에도-좋은-장소입니다.

 가평군 청평면 고재길 325(네비게이션: 청평스포랜드)  

 031-584-3121   홈페이지 참조   www.thespoland.com

양평소나기마을 황순원문학촌

더스포랜드(청평스포랜드) 잔아문학박물관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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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선이 드나들던 

길고 긴 물길

남한강은 강원도 오대산에서 시작되어 충청북도와  

경기도를 흐르고,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합쳐져 한강

으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길이 375km에 유역 면적  

1만 2577km²로 북한강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고 많은 

지류천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남한강 인근에는 예부터 

미륵사, 고달사 등 큰 절이 많았는데, 이는 남한강이  

세금과 각종 물자가 이동하는 수로로 활용되었기 때문

입니다.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실은 세곡선이 다니던  

남한강의 물길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로 큰 절들이 

생겨났습니다. 긴 물길 따라 배들이 드나들던 곳,  

쉼 없이 흐르는 남한강 유역에서 자연이 들려주는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러 갑시다.

C
남한강

생태체험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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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생태학습장

한강 물을 

정화시키는  

고마운 수생식물

한강생태학습장은-골재-채취장

으로-파괴되었던-남한강-둔치

를-하천변의-습지로-복원한-공

간입니다.-흰뺨검둥오리,-물닭-

등이-이곳에-둥지를-틀고-새끼

를-키우며,-연못에는-피라미와-

붕어,-각종-수생식물이-살고-있습니다.-이곳은-한강의-수질개

선에-큰-도움을-줍니다.-하수처리장에서-나온-물이-한강으로-

흘러가기-전-수생식물이-자라는-약-1km의-수로를-지나가면

서-자연정화를-거치게-됩니다.-갈대,-애기부들,-창포-등의-수

생식물은-물속의-규소,-인,-질소-같은-염류를-제거하여-수질

을-정화하고-산소를-공급하는-자연필터-역할을-합니다.-또한-

물고기와-동물성-플랑크톤-등-각종-생물들의-산란-및-서식공

간을-제공해주는-고마운-식물입니다.-탐방지구에서-습지식물-

및-물속-생물을-관찰하고,-완충지구에서는-연못과-야생초지

를-체험할-수-있습니다.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91   031-774-3603   09:00~18:00, 동절기  09:00~17:00,  

매주 일요일 휴무   무료, 사전예약 필수   www.hgeco.or.kr

곤충학자-신유항-교수가-10여-년-동안-양평에서-채집한-곤충-

표본을-양평군에-기증하면서-곤충박물관이-설립되었습니다.-

나비,-딱정벌레,-사마귀-등-1500여-점이-넘는-국내외-곤충-표

본을-볼-수-있으며,-살아있는-곤충을-직접-만져보는-곤충체험

실도-있습니다.-제1전시실에서는-양평-지역에-서식하는-다양

한-곤충을-소개하며,-제2전시실에서는-곤충의-탄생부터-번영

의-비밀,-인간과-곤충과의-관계,-외국-곤충표본-등을-보여주

는-자료를-전시합니다.-‘밤을-지배하는-나방들’,- ‘진귀한-세계

의-곤충들’-등-흥미로운-주제로-진행되는-특별기획전시와-초

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곤충스쿨’-체험-프로그램도-수시로-

운영합니다.

 양평군 경강로 1496   031-775-8022   3~10월 09:30~18:00,  11~2월 09:30~ 

17:00(마지막 입장은 폐관 1시간 전)   일반 3000원, 미성년자 2000원   

 www.yim.go.kr

양평곤충

박물관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곤충의 세계

1 2

생태체험 C ● 남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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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위치한-들꽃수목원은-남한강변을-따라-길게-조성된-

수목원으로-허브·야생화정원,-수생연못,-장미정원,-열대온실-

등-20가지가-넘는-테마공간에서-다채로운-꽃과-식물의-세계

를-접할-수-있는-곳입니다.-쉽게-보기-힘든-우리나라-토종-야

생화-200여-종과-50여-종의-허브,-열대-식물과-갖가지-모양

의-다육식물,-연꽃-등의-수생식물을-감상할-수-있습니다.-전

문가이드가-상주하여-식물에-대한-자세한-정보를-알려줍니

다.-수목원-내-자연생태박물관에는-여러-가지-민물고기와-곤

충표본을-전시하고-있습니다.-

 양평군 양평읍 수목원길 16    031-772-1800   4~11월 09:30~18:00, 11~3월 

09:30~17:00(마지막 입장은 폐장 1시간 전), 연중무휴    어른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4000원   www.nemunimo.co.kr  

민물고기의-생태를-관찰하고-공부하기에-가장-좋은-장소입

니다.-65종-1200여-마리의-민물고기를-전시하며,-민물고기-

체험놀이터,-영상학습실,-생태연못,-야외-터치학습장-등의-체

험공간을-갖추고-있습니다.-황쏘가리,-어름치-등-천연기념물

은-물론-철갑상어,-퉁가리,-연준모치-같은-토종-민물고기도-

만날-수-있습니다.-매년-7~8월-금요일마다-열리는-민물고기-

여름생태체험학교에서는-다양한-민물고기-종류를-직접-보고-

배우며,-물고기-먹이주기,-철갑상어-수조-청소하기-등을-체험

합니다.-학습관-앞에-흐르는-흑천에서-온-가족이-함께-민물

고기를-잡아보고,-물고기-이름을-알아맞히는-게임도-즐겨봅

시다.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   031-8008-6523   1~5월 10:00~17:00,  6~9월

10:00~18:00,  10~12월 10:00~17:00, 매주 월요일 · 설 · 추석 휴무     무료    fish.gg.go.kr

양평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천연기념물과 

토종 민물고기 

여기 모여라

들꽃수목원

세상의 모든 꽃과 

식물이 한자리에

3 4

생태체험 C ● 남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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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향기허브나라와 토이박물관

다양한-야생화와-허브를-감상할-수-있는-2천

여-평의-허브-농장과-다양한-장난감-수집품

들을-전시한-토이박물관이-한자리에-모여-있

습니다.-농장에서-향기로운-허브-향기를-맡고,-

허브카페에서-허브차를-맛보며,-허브-비누-만

들기를-체험할-수-있습니다.-토이-전시관에서

는-아이언맨,-슈퍼맨,-건담,-드래곤볼-등-각종-

수집품을-전시합니다.-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120-7   031-771-1809   

 평일 10:00~17:00, 주말 10:00~18:00   성인 3000원,  

어린이·청소년 2000원   www.pulpul.co.kr

미리내승마클럽

말을-처음-타보는-초보자부터-고급자까지-맞

춤형-프로그램을-통해-승마를-배울-수-있습

니다.-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주니

어-승마,-승마캠프-등의-프로그램도-운영되

며,-체험승마를-선택하면-사전교육,-1회-승마,--

말이-사는-마방-체험-등의-기본적인-지도를-

받을-수-있습니다.-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031-774-0300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월요일 휴무   

 체험승마 1회 4만원   www.mirinaehorseclub.com 

양평나루께축제공원

‘강상체육공원’이라고도-불리는-공원으로--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등-각종-체육시설

이-조성되어-있습니다.-캠핑족들이-늘어나면

서-최근에는-캠핑장으로도-각광받고-있습니

다.-경기레포츠페스티벌,-가족건강걷기대회-등-

다양한-스포츠-행사를-개최하며,-‘월드DJ페스

티벌’-같은-음악-공연이-열리기도-합니다.--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07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경기도에서-세-번째로-조성된-영어마을로-총-

55개동,-약-400명의-교육생을-수용할-수-있는-

대규모의-영어전문-교육공간입니다.-초중고교

생은-물론-성인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도-선

보이고-있습니다.

 양평군 용운면 연수로 209   031-770-1390   09:00~ 

18:00, 토요일 휴무   성인 6000원, 어린이(13세 이하) 4000원  

 www.yea.or.kr

미리내승마클럽

풀향기허브나라와 토이박물관

생태체험 C ● 주변에 둘러볼 곳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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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따라 

기찻길 따라 

자전거 여행 

팔당유역에는 남한강과 북한강 강변을 따라 자전거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한강·북한강 자전거길은 지난 

2012년 4월에 개통된 총 길이 1,757km에 이르는 국토

종주 자전거길의 일부입니다.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선로를 자전거길로 조성하여 추억의 기찻길 구간을 자전

거로 지날 수 있고, 자전거길 인증센터에 있는 스탬프를 

인증수첩에 찍어 자전거 여행의 추억을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강 자전거길

산과 호수 절경을 따라 

낭만의 도시 춘천으로

북한강-자전거길은-서울과-춘천을-잇는-길로-청평호,-의암호,-운길산,-축령산-

등을-지나,-산과-호수의-아름다운-풍경을-감상하며-달리기에-좋은-곳입니다.--

특히-학생들이-MT-장소로-즐겨-찾는-대성리,-청평유원지,-강촌유원지-등을-지

나가,-추억과-낭만을-떠올리게-하는-곳이기도-합니다.-두물머리-지역에-조성된-

‘남양주-밝은-광장’을-지나-커피박물관,-유기농테마파크,-피아노폭포까지-이어지

는-28.1km의-우회노선은-편도-2시간-정도가-소요되어-초보자들이-달리기에도--

무리가-없는-코스입니다.-경춘선-폐기찻길을-따라-달리다보면-어느새-호반의-도

시-춘천에-도착합니다.-

남한강 자전거길

녹슨 기찻길 사이를 달려 

살아있는 역사와 자연을 만난다 

팔당대교에서-충주-탄금대까지-이어지는-남한강-자전거길은-전국에서-가장-

아름다운-자전거길로-꼽힐-정도로-멋진-풍경과-낭만이-있는-길입니다.-남양주-

팔당에서-양평까지-이어지는-중앙선-폐철로-구간을-지나다보면-추억의-간이

역을-만나고,-북한강-철교를-건널-때는-안개-낀-두물머리의-비경을-감상할-수-

있습니다.-갈대와-억새꽃으로-유명한-비내섬의-정취에-취해보고-양성온천에-

들러-묵은-피로와-스트레스를-씻어봅시다.---

전체거리: 종주노선(70.4km), 우회노선(28.1km)

예상시간: 8시간 50분   

전체거리: 132km  

예상시간: 8시간 50분 

팔당대교

충주 탄금대

능내역

목행교

북한강 철교

비내섬

양평군립
미술관

이포보

여주보강천보

약 6km

약 6km

약 4km 약 20km

약 28km약 30km

약 16km

약 10km

약 14km

스탬프 
지점

스탬프
지점

약 15km 약 25km 약 30km

밝은 광장 샛터삼거리 경강교 춘천 
신매대교

생태체험 ● 자전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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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강이 만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팔당

유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축제 행사들이 열립니다. 자연과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팔당유역의 특별한 축제들을 소개합니다. 

매력 만점 

축제들

팔당유역의 

©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사무국



자라섬씽씽겨울축제 

가평천-일대에서-해마다-열리는-축제로-송어얼음낚시,-

빙상-이벤트,-눈썰매,-설상-미니골프-등-다양한-행사를-

선보입니다.-스트레스를-한방에-날려버리는-짜릿한-손

맛의-송어얼음낚시가-특히-인기를-얻고-있습니다.

 1~2월경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1035 가평천 일대 

(가평2교)   1899-4325

북한강대성리송어축제 

북한강변-옆의-구운천-일대에서-열리는-대성리송어축제

는-아름다운-북한강변을-한눈에-바라보며-송어얼음낚

시를-즐길-수-있는-행사입니다.-얼음낚시,-얼음썰매,-4륜-

오토바이를-체험할-수-있고-대성리의-여러-명소와-맛집-

을-둘러보기도-좋습니다.--

 12~2월경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806   031-584-9477 -

여주도자기축제 

도자기의-고장-여주시에서-열리는-축제로-도자기전시,-

도예공모전,-작품전-등-도자기의-모든-것을-볼-수-있습

니다.-도자기제작체험,-전통가마불지피기,-전통혼례식,-

지신밟기-등의-체험행사도-개최됩니다.-

 4~5월경   여주시 신륵사길 7 여주세계생활도자관(신륵사 

관광지 일원)   031-887-2282   www.yeojuceramic.com 

용문산 산나물축제 

양평-용문산관광지-및-용문역-일원에서-열리는-축제로-

산나물과-양평한우에-관한-다양한-볼거리와-즐길거리

가-있습니다.-산나물-뜯기,-산나물-요리-맛보기,-한우

공부관-등-각종-체험과-공연이-펼쳐집니다.

 5월경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 98-1  031-770-2096

남한강자전거길페스티벌 

개인,-단체,-가족-등이-모두-참여할-수-있는-자전거-축

제로-남한강의-아름다운-풍경을-감상하며-자전거길을-

달릴-수-있습니다.-양평문화원에서-출발하여-국수역에

서-반환점을-도는-21km-코스와-북한강-철교를-건너-반

환점을-도는-41km-코스로-나누어-진행됩니다.--

 5월경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5 양평문화원 

(출발 및 집결지)   031-770-2631~3   www.ypbike.co.kr

퇴촌토마토축제 

토마토-주산지로-유명한-퇴촌에서-개최하는-축제로-토

마토-풀장,-토마토-수확,-요리경연-등-다양한-체험을-할-

수-있습니다.-토마토-및-지역-우수-농특산물-제품도-전

시·판매합니다.--

 6월경   광주시 퇴촌면 정자동길 11(퇴촌토마토한마당  

행사장)   031-760-4962   tomato.gjcity.go.kr 

두물머리연꽃축제 

연꽃이-개화하는-7~8월경-두물머리-일대와-세미원에

서는-연꽃의-절정을-즐길-수-있는-축제가-열립니다.-세

미원-내의-연꽃박물관과-야외-체험장에서는-미술작품-

전시,-천연염색손수건-만들기-등-다채로운-행사와-체험-

프로그램이-펼쳐집니다.---

 7~8월경   두물머리 일대(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세미원(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031-775-1830(세미원 박물

관교육팀)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가평군과-자라섬-일대에서-열리는-자라섬국제재즈페

스티벌은-세계인들이-주목하는-재즈-공연-행사입니다.-

국내외-유명-재즈-아티스트들이-참여하며-재즈-공연과--

다양한-문화행사를-즐길-수-있습니다.-

 10월경   가평군 자라섬과 가평읍내 일대 

 031-581-2813~4(자라섬 재즈센터)   www.jarasumjazz.com

용문산

산나물축제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남한강

자전거길

페스티벌 

두물머리

연꽃축제 

여주

도자기축제 

매력만점 

축제들

팔당유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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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팔당, 
  우리가 깨끗하게 지켜요

샤워·양치질 할 때  
물 틀어놓지 않기

꼭 필요할 때만 물을  틀면  

훨씬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는 양치 

컵을 꼭 사용하고 설거지 

할 때도 통에 물을 받아 써보

세요.

샴푸와 합성세제 

많이 쓰지 않기
샴푸와 합성세제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와 형광증백제, 

인산염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재활용 분리수거 하기
종이, 플라스틱, 고철, 유리, 

비닐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꼭 분리수거 합시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음료수를 마실 때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종이컵도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물병이나 머그컵을 사용하고, 

냅킨과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사용해보세요.

물건 아껴 쓰기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모두 

지구의 소중한 자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이 한 장, 

옷 한 벌도 아끼는 습관을  

들입시다.

쓰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안 쓰는 전자제품은 플러그

를 뽑고, 컴퓨터는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꼭 전원을 

끕시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말고, 휴대폰은 충전

이 완료되는 즉시 플러그를 

뽑으면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팔당유역을 

깨끗하게 지키는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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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유혈목이

큰고니

쇠물닭

황
닷

거
미

민물새우(보리새우)

납지리

먹줄왕잠

자
리

메기

팔당 에코 가이드북 물길따라 떠나는 생태체험(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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