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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민족의 역사, 삶, 미래가 흐른다
한반도 중심을 흐르는 한강은 물로 이뤄진 역사책이다. 예로부터 이 지역을 차지한 나라는 시대의
주인이 됐고,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의 정치와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꽃을 피웠다. 강줄기를
따라서는 민족의 오래된 기억이 새겨져 있고 현재가 투영되고 있으며 미래가 담겨 있다. 한강 줄기에
깃든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싱그러운 생태 공간 속을 거닐고 현대적인 문화 시설에서 여유와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답사(踏査)를 떠나본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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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한 역사 함께한 강줄기를 따라서
한강에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깃들어 있다. 장구한 시간을 흐르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상처와 아픔을
감싸 안았다. 한강이 목도한 그 무수한 사건은 강물 속에 그리고 강가에 역사라는 이름으로 남겨졌다.

한강은 우리 민족과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강줄기를 따라가면 숨은 듯 자리한 정자와 비석,
산과 성곽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준다.

혀 달라 들판을 지나는 남한강은 풍요롭고 여유롭지만 산악지대를 거치는 북
한강은 강폭이 좁고 물살이 빠르다.
한강의 길이는 검룡소에서 서해의 길목인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까지 장장
514㎞에 이른다. 비록 길이로는 압록강(803㎞), 두만강(548㎞), 낙동강(525
㎞)에 이어 네 번째지만 유역면적은 압록강 다음으로 넓고 수량은 낙동강보다
훨씬 많다. 한강의 이런 넓은 유역 면적과 풍부한 수량은 예부터 사람을 모아
들이고,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 되게 했다.
한강은 ‘큰 물줄기’를 뜻하는 ‘한가람’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시대마다 이름을
달리했다. 고구려는 현재 서울 수돗물 이름과 같은 ‘아리수’(阿利水), 백제는 ‘욱
리하’(栯里河), 고려는 맑고 밝다는 뜻으로 ‘경강’(京江)이라 불렀다. ‘아리’나 ‘욱
리’는 모두 ‘큰 물’을 뜻한다. 한강이란 이름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알 수 없지
만 백제가 동진과 교류하며 ‘한수’(漢水) 또는 ‘한강’(漢江)으로 표기되기 시작
했다. 한강의 이름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다. 태백에서는 ‘골지천’(骨只川, ‘골
지’는 ‘골짜기’란 뜻), 정선에선 ‘조양강’(朝陽江), 영월에선 ‘동강’(東江), 여주에
선 ‘여강’(麗江)으로 부른다. 또 서울에서 한강의 이름은 ‘두미강’, ‘송파강’, ‘신천
강’, ‘동호’, ‘동작강’, ‘노들강’, ‘용산강’, ‘마포강’, ‘서호’, ‘서강’ 등 부지기수다.
한민족의 오랜 역사와 함께했기에 한강에는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간 사람들
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다. 한강이 품은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

좋은 비 내리는 아름다운 정자
조선 세종 때 어느 여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며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1

2

1 한강 역사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망원정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2 망원정은 세종과 효령대군의 우애를 엿볼 수 있는 장소다.

소식이 들려왔다. 변복을 하고 양화진으로 달려간 세종은 거북이등처럼 갈라
진 논바닥과 곡식이 말라죽은 밭, 풀죽을 끓여먹으며 연명하는 백성의 참상을
목도했다고 한다.
세종은 잠시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한강 가까이에 있는 한 정자로 행차했다. 이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이란 큰 물길 두 개가 합쳐진 강이다. 남한강은 강원도

정자는 둘째 형인 효령대군이 세종 6년(1424)에 별서로 지어 한가한 시간을

태백 금대봉 아래 검룡소에서 발원해 정선, 영월, 단양, 제천, 충주를 지나고, 북

보내던 곳이었다. 세종이 효령대군을 불러 인사를 나누는데 돌연 하늘에 검은

한강은 북한 지역 강원도 금강군 옥전봉에서 출발해 금강산을 휘돌고 춘천, 홍

구름이 일더니 빗방울이 떨어지며 대지를 적셨다. 세종은 ‘좋은 비는 때를 알고

천, 가평을 거친다. 두 물길은 경기도 양평 양수리에서 합쳐지며 비로소 한강을

내린다’는 내용인 두보의 시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인용해 이 정자에 ‘희우정’

이룬다. 두 물줄기 가운데 남한강을 본류로 보지만 규모는 비슷하다. 성격은 전

(喜雨亭)이란 이름을 붙였다. 술자리가 이어지는 동안 비는 땅을 흠뻑 적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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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령대군은 부제학에게 글씨를 쓰게 해 현판을 걸었다고 한다.
희우정은 성종(재위 1469~1495) 때 ‘망원정’(望遠亭)으로 이름이 바뀐다. 성
종의 형인 월산대군이 희우정을 효령대군에게 물려받아 사용했는데, 평소 형
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것이 미안했던 성종은 풍광 아름다운 그곳에 ‘멀리 바라
본다’는 뜻으로 ‘망원정’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는 형제간의 우애를 보여주
는 것으로 보이지만 왕권을 탐내지 말고 경치나 구경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도 한다. 1925년 대홍수 때 유실돼 1989년 복원된 망원정 바깥쪽 처마 아래
에는 ‘망원정’, 안쪽에는 ‘희우정’이란 다른 이름의 현판이 걸려 있는 까닭이다.
망원정이 있는 양화진 일대는 조선시대 문신들이 한양의 승경 10곳을 시로 읊
은 ‘한도십영’(漢都十詠) 중 ‘양화답설’(楊花踏雪)로 유명하다. 눈이 하얗게 쌓
였을 때 눈을 밟으며 감상하는 풍광이 수려했다고 한다. 망원정은 지금은 사
라진 현 한남동 자리의 제천정(濟川亭)과 함께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곳으로,

5

경치 좋은 망원정 앞에서는 중국 사신들이 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비극의 절두산과 한반도를 사랑한 외국인 위한 묘지

1

망원정에서 합정역을 지나면 닿는 절두산(切頭山)과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

절두산 순교성지는 병인박해 때 죽은
수많은 천주교도를 기리는 장소다. 갖은
고문을 받고 망나니의 칼에 목이 잘려나간
순교자의 고통이 전해져오는 듯하다.

원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절두산은 원래 누에가 머리를 든 것처럼 보인다 해
서 잠두봉(蠶豆峰),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용두봉’(龍頭峰)이라 불렸다.
조선후기 화가 겸재 정선은 강에 떠 있는 나룻배와 잠두봉(절두산)의 절경을
화폭에 담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은 아름답지만은 않은 장소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수많은 천주교
도가 순교한 곳이기 때문이다. 절두산이란 이름은 머리가 베어진 곳이란 데서
유래됐다. 인근에는 당시 천주교도의 머리를 벴던 망나니들이 칼에 묻은 피를
씻던 우물이 있었다. ‘합정동’이란 이름이 연유한 곳으로 우물은 강변도로가 건
설되며 사라졌다. 절두산 순교성지에 있는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서는 순
교자의 흔적과 천주교도의 아픈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체험관에서는 순교자
를 고문하거나 처형할 때 사용한 각종 형구와 형틀을 볼 수 있다.
절두산 순교성지 인근에는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이 자리한다. 이곳에는 구

6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
이 모셔져 있다.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외국인’으로 알려진 호러스 알
렌,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박사, 배재학당을 세운 아펜젤러와 이화여
전 초대 교장을 지낸 앨리스 아펜젤러,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어니스트 베델

겸재의 화폭에 담긴 한강의 비경들

등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중간의 양천구 가양동 강변에는 해발 74.6m의 궁산(宮
山)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정상에서는 서쪽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과 싱그
러운 난지한강공원의 시원스런 풍광이, 남쪽으로는 마곡지구가 펼쳐진다.
궁산은 삼국시대에 ‘파산’(巴山)이나 ‘성산’(城山)으로 불렸지만 조선시대에

1 천주교도를 처형할 때 사용했던 도구. 2 순교자의 넋을
위해 초를 켜고 있는 신자. 3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
있는 노기남 대주교 기념관. 4 조선을 사랑한 외국인이
묻힌 외국인선교사묘원. 5 김대건 신부 동상.
6 겸재 정선이 그림을 그렸다는 소악루.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향교가 산 아래 들어서며 ‘궁’(宮)이란 이름이 붙게 됐
다. 양천향교 옆 오솔길로 들어서 나무 그늘이 시원스런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오르면 이내 정상이다. 정상부는 평평한 모습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것
으로 추정되는 ‘양천고성지’(사적 제372호)다. 행주산성과 함께 한강 유역을
방어하는 장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을 이끈 권율 장
군이 이곳에서 작전을 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전망대에 서면 왼쪽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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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이 시야에 들어온다. 현재 이곳에는 건물터 몇 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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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사도세자를 만나러 가던 길
1795년 정조는 새벽 6시 45분경 창덕궁을 떠나 돈화문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
를 맞아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 화산 현륭원(顯隆園)으로 출발했다. 정조
재위 24년간 총 66회의 행차 중 가장 장중했던 을묘능행에는 채제공을 비롯한 1
천779명이 뒤따랐다. 이 능행은 표면적으로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모친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나 사실은 신하의 충성심을 집결시키고 정치개혁에 박차
5

를 가하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당시 임금은 배로 물을 건너지 않는다 하여 정조는 현륭원에 갈 때 노량진에 배다
리를 놓고 건넜다. 배다리에는 관선과 상인 소유의 배가 이용됐는데, 이를 위해 주
교사(舟橋司)라는 관청을 두고 전라도 조세 운송권 일부를 주면서 배다리를 만들
1

게 했다고 한다. 배다리의 모습은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
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의 ‘주교도’(舟橋圖)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옛 배다리가 놓였던 노량진의 한강대교 남단 정면 언덕에는 ‘용이 뛰놀고 봉이 높
이 난다’는 뜻을 가진 용양봉저정(

)이란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정면 6

6

칸, 측면 2칸 건물로 정조는 현륭원을 오갈 때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점심을 먹었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는 성대한 행렬을 그림으로 표현한
‘반차도’(班次圖)와 ‘주교도’, 능행길 지도가 있고, 일자별로 을묘능행을 설명한 안
내판이 걸려 있다.
2

3

용양봉저정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길에 오른쪽 언덕에는 사육신공원이 있다.

4
1 겸재정선미술관. 2 겸재 정선의 ‘소악후월’. 간송미술관 소장. 3 겸재정선미술관에 있는
‘독서여가도’ 제작 모형. 4 전국 향교 중 유일하게 서울에 자리한 양천향교.

단종을 강제로 내쫓고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 저항하며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죽
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김문기 등 충신 7명을 기리는
곳이다. 도심 속 조용한 공원에는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고 뒤편 언덕에
는 일곱 충신의 묘가 자리한다. 이 중 하위지, 유성원, 김문기의 것은 가묘다.
특히 이곳에는 육각기둥 모양 사육신비가 서 있다. 1955년 서울시가 세운 것으로
‘(전략)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지극한 형벌과 무참한 죽임을 당하여 버린 듯이
여기 누워 그 충성과 절개 천추만세에 으뜸되리니…(후략)’라는 시인 김광섭이 쓴
글이 새겨져 있다.

성벽 발굴 흔적만 남아 있다.

서는 강 건너편 안현의 봉홧불을 바라본 풍경을 그린 ‘안현석봉’(鞍峴夕

정상에서 왼쪽 탐방로를 따라 내려가면 아주 오래돼 보이지는 않는 작은

烽)과 당대 진경시의 대가이자 겸재의 절친한 친구였던 사천 이병언의 시

건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관산성황사(關山城隍祠)다. 관산은 궁산의 다

를 감상한 후 남산 위로 둥근 달이 뜨기를 기다리며 소악루 일대를 그린

른 이름으로 성황사는 조선시대에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신인 도당할머

‘소악후월’(小岳候月)을 볼 수 있다. ‘소악후월’ 안내판에는 ‘파릉에 밝은

니를 모시는 곳이다.

달 뜨면(巴陵明月出)/ 이 난간 머리에 먼저 비친다(先照此欄頭)/ 두보 시

성황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소악루(小岳樓)다. 원래 이곳에는 중국 둥

에 제구 없는 것(杜甫無題句)/ 필경 소악루 뿐이리(終爲小岳樓)’라고 읊

팅호(洞庭湖·동정호)에 있는 누각에서 이름을 따온 ‘악양루’(岳陽樓)가

은 이병언의 시가 담겨 있다. 지금 그곳에서 정선이 바라봤던 것과 똑같은

있었는데 화재로 소실돼 버려졌다가 조선 후기에 중국 악양루 경치에 비

절경은 찾아볼 수 없지만 시와 그림 속 모습을 그리며 바라보는 한강과

견할만한 곳이라 해서 소악루란 이름으로 재건됐다. 당시 소악루 오르면

주변의 풍광은 여전히 아름답고 시원하다. 궁산 아래에는 겸재의 작품을

안산과 인왕산, 남산, 관악산이 시야에 들어오고 한강 줄기를 따라 선유

감상하고 생애를 엿볼 수 있는 겸재정선미술관이 있으므로 들러보면 좋

봉과 잠두봉이 서 있는 진경이 펼쳐졌다고 한다. 조선 선비들은 뱃놀이를

을 듯하다.

즐기다 이곳에 올라 한강의 경치를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기도 했다.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향교인 양천향교도 빼놓을 수 없다. 원래 이 지역

주변 풍광이 뛰어났지만 소악루가 진정 유명해진 것은 진경산수화 대가

은 한양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1963년 경기도 김포에 있던 양천향교 지

겸재 정선 때문이다. 65세에 양천현령으로 부임한 정선은 5년간 이곳에

역이 서울에 편입되며 서울의 유일한 향교가 된 것이다. 향교 입구에는 홍

올라 그곳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광을 화폭에 담았다. 현재 소악루에

살문이 서 있고 외삼문 왼쪽에는 배출한 인재를 기리는 비석들이 있다.

22 201511

5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을 찾아가던 길에 점심을 먹었다는 용양봉저정. 6 조선 세종 때
한성부윤과 우의정을 지낸 노한의 별서인 ‘효사정’(孝思亭)에서 바라본 한강. 7 사육신공원 내
역사관. 8 1955년 서울시가 세운 사육신비. 9 을묘능행에서 배다리를 건너는 광경을 그린 ‘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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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에 새겨진 굴욕적인 역사
조선 인조 15년(1637) 1월 30일 삭풍이 차갑던 날 임금의 행렬은 남한산성 행
궁을 나와 서문으로 향했다. 청 태종의 천막에 들어간 인조는 앞으로 나아가
절을 세 번 하고 머리를 아홉 번 조아렸다.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라는
항복할 때의 예이다. 청 태종 앞에서 굴욕을 당한 뒤 한양으로 가던 길에는 수

2

많은 백성이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송파구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언덕에는 병자호란 때 청 태종의 전승비인 ‘삼전
도비’(三田渡碑)가 숨은 듯이 서 있다. 공식 명칭은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
功德碑)로 전체 높이는 5.7m, 비신의 높이는 3.95m, 폭 1.45m다. 이수에는
두 마리 용이 조각돼 있다. 비신의 앞면과 뒷면에는 몽골문자와 만주문자, 한
자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삼전도비 바로 옆에는 비신이 없는 귀부가 놓여 있
다. 청 태종의 전승을 위해 비를 만들던 중 비를 더 크게 만들기를 바라는 청나
라 측의 요구로 쓸모없어지면서 남겨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삼전도비가 이렇게

3

4

급조된 탓에 귀부 조각을 보면 이전의 것이 더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전도비에는 “우리(조선)가 화친을 먼저 깨어 대방(청나라)이 노하여 군사를
이끌고 왔다. 우리 임금(인조)이 남한산성에 거한 지가 50여 일이 되어 위태로
움에 처했다. 이에 관온인성황제(청 태종)가 위엄과 법을 베풀었도다”란 내용이
담겨 있다. 비록 비의 내용은 굴욕적이지만 삼전도비는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석촌호수 남쪽 석촌동 고분군과 동쪽의 몽촌토성, 풍납토성, 풍납백제문화공

1

석촌호수 남쪽 석촌동 고분군과 동쪽
풍납동 지역은 백제, 고구려, 신라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강
유역을 두고 벌인 치열한 쟁탈전을 엿볼
수 있는 장소다.

원 등은 삼국시대에 치열하게 전개됐던 한강 쟁탈전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다.
예부터 돌이 많아 ‘돌마리’라고 불렸던 석촌동에는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
한 백제 초기의 무덤이 남아 있고, 올림픽공원에는 백제 초기 대표 토성인 몽
촌토성이 있다. 특히 전체 둘레가 약 2.7㎞인 몽촌토성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를 웅진으로 옮길 때까지 풍납토성과 함께 사용한 위례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토성 위와 아래를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나무가 무성한 숲과 잔디

이성계가 쏜 화살이 꽂힌 다리

밭이 있어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많이 찾아든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8형제 중 유일하게 문과에

시위를 당겼다. 하지만 태종은 차양을 세우기 위해 세워둔 기둥 뒤로 숨

급제한 인물로, 아버지를 도와 조선 개국의 일등공신이 된다. 하지만 이

어 화살을 피할 수 있었다. 결국 이성계는 “하늘의 뜻”이라고 탄식하며 태

성계는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이방석을 세자에 앉힌다. 이에

종을 인정했다고 한다. 살곶이는 이렇듯 이성계가 태종을 향해 쏜 화살이

분개한 이방원이 이방석과 정도전을 죽이자 태조는 둘째인 방과(정종)에

꽂힌 곳이라 해서 이름이 붙었다고 조선후기 사서인 ‘연려실기술’(燃藜室

게 왕위를 물려준다. 물론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다. 이를 보지 못한

記述)은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야사이고 실제는 이곳 지형이

바로 손위 형인 이방간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동생을 공격한다. 결국 형

화살 모양이라고 해서 생겨났다고 한다.

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었고 결국 이방원이 승리하며 조선 3대

다리 건너 지금 성수동 지역은 실제 ‘살곶이벌’이라 불리던 곳으로 태종은

태종에 등극하게 된다.

광나루에서 매사냥을 즐긴 후 이곳 낙천정(樂天亭)과 풍양이궁(豊壤離

이방원이 이렇게 형제와 신하를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고 임금이 되자 태

宮)에서 시간을 자주 보냈다고 한다. 이렇듯 물을 건너는 일이 많았던 태

종이 보기 싫었던 이성계는 함흥으로 가버린다. 이에 태종은 이성계가 돌

종은 세종 2년(1420)에 살곶이에 다리를 놓을 것을 명했고 돌다리는 성

아올 것을 청하러 수차례 차사를 보냈지만 번번이 죽어 돌아오지 못했

종 6년(1475)에야 완공됐다. 살곶이 다리는 길이 75.75m, 폭 6m로 조

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이성계는 한양으로 돌아온다.

선시대 다리로는 가장 길다. 조선 중기 잡기류 문헌인 ‘용재총화’( 齋叢

현재 중랑천 하류 한양대학교 부근과 성수동 방면을 잇는 ‘살곶이 다리’

話)에는 다리가 평지를 밟는 것과 같다 하여 성종이 ‘제반교’(濟盤橋)라

는 바로 이성계와 이방원의 일화가 전해지는 곳이다. 한양으로 돌아오던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 현재 다리는 하천 폭이 넓어지며 27m 정도를 콘

이성계는 이곳 차일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 태종을 향해 활

크리트로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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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시대에 길이가 가장 긴 다리인 ‘살곶이
다리’. 2 풍납백제문화공원은 풍납토성 내 중앙
서편부로 백제시대 주거지가 발견되고 유물이
출토된 곳이다. 3 삼전도비. 4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한성백제박물관. 5 주변
풍광이 아름다운 몽촌토성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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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생태 탐방로를 거닐며
난지생태습지원, 강서습지생태공원, 양화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밤섬,
이촌생태공원, 잠실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복원지 등은 서울에
있는 한강변 생태 공간이다. 이곳은 야생동물의 서식처이자 시민에게 휴식을
선사하는 도심의 허파다. 저공해 산책로를 제공하고, 겨울철에는 철새 탐조를
위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난지도는 50여 년 전만도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1978년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서 망가졌다가 생태 환경 복원사업을 통해 난지
1

2

한강은 야생동물에게는 서식지, 시민에게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생태 공간을 곳곳에 품고
있다. 그곳에서는 회색빛 서울 도심이 아주
멀리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한강공원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이곳에 있는 생태습지원은 쓸모없던 5만7천
600㎡ 규모 습지에 강물을 유입시키고 탐방로를 만들어 2009년 생겨났다.
캠핑장 서쪽에 있는 생태습지원 탐방로에 들어서면 싱그러운 초록빛 식물 냄새
가 후각을 은은하게 자극한다. 빗물로 조성된 생태연못에는 초록빛으로 반짝
이는 부레옥잠이 무성하고, 개구리 연못에는 깨알 같은 부평초가 연초록빛 정
경을 만들어낸다. 가을이 깊어가며 갈색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갈대는 바람에
하늘거리고, 타원형 적갈색 열매이삭을 머리에 인 부들은 자꾸만 기우뚱거린다.
탐방로를 유유자적 거닐며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새들의 경쾌한 울음소리도 아
련하게 들려온다. 동그란 원형 탐방로인 ‘링 워크’(Ring Walk)을 따라 돌면 유
유히 흐르는 강물과 가양대교, 아파트가 즐비한 강변 풍경이 펼쳐진다. 습지원
입구의 수변생태학습센터 옥상에서는 한강과 습지원이 이룬 아름다운 풍광도
감상할 수 있다.
여의도 남쪽 윤중동로 아래에 있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은 조금 다른 모습이
다. 난지생태습지원과 달리 아파트와 고층 빌딩이 가까이 있어 조금 도회적이
다. 하지만 탐방로에 들어서면 역시 초록빛 자연이 펼쳐진다. 윤중초교 삼거리
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나타나는 여의못은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배출되
는 물을 끌어들여 조성한 곳으로 강준치, 동자개, 모래무지가 서식할 정도로

1, 2 생태공원에서는 곤충과 새, 꽃과 나무, 갈대 등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볼 수 있다. 3, 4 난지생태습지원
수변생태학습센터. 5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샛강 풍경.

3

4

Ecology
도심 속 평화로운 생태 낙원
한강변에는 회색빛 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생태 공원이
점재한다. 사계절 아름다움으로 치장한 공원을 거닐며 평화를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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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다. 탐방로를 따라 거닐면 버드나무와 갈대숲 사이에서 참느릅나무, 상
수리나무가 자라고 새의 날갯짓과 울음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 샛강
에 이르면 나무가 무성한 강물 위로 여의도와 신길동을 잇는 샛강다리의 유려
한 곡선도 감상할 수 있다.

생태, 역사, 문화가 있는 ‘물의 공원’
양화대교에서 바로 연결되는 선유도공원은 과거 정수장 구조물을 재활용해
국내 최초로 조성된 환경 재생 생태공원이다. 공원에는 수생식물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수질정화원, 수생식물원, 환경 물 놀이터 등이 있어 ‘물의 공원’
으로 불린다. 이곳에서는 생태는 물론 역사,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선유도(仙遊島)는 예전 신선들이 뱃놀이를 즐길만할 정도로 주변 풍광이 수려

선유도공원은 과거 정수장 건축 구조물을 재활용해 국내 최초로 조성된 환경 재생 생태공원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하고 수생식물이 물을 정화하는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
3

4
3 여의도와 신길동을 잇는 샛강다리. 4 난지생태습지원 수변생태학습센터 옥상에서 바라본
습지원 풍경. 5 선유도공원 수생식물. 6 갈대가 무성한 난지생태습지원 ‘링 워크’.

했다고 한다. 모래섬에는 선유봉이라 불리던 암봉 두 개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발톱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괭이봉’이라고도 불렸다. 겸재 정선
은 ‘양화환도’(楊花喚渡), ‘금성평사’(錦城平沙), ‘소악후월’에 선유봉이 있는 한
강 풍경을 담기도 했다. 하지만 아름답던 선유봉은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광복
후 미군에 의해 채석장으로 사용되며 깎여 나갔고, 1960년대는 제2한강교 착
공과 한강 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다.
선유도공원 탐방은 양화대교에 있는 입구보다는 양화한강공원과 선유도를 잇
는 선유교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 나무로만 만들어진 국내 유일 보행전용
다리인 선유교를 건너 전망대에 서면 성산대교와 한강, 202m 높이로 물을 뿜
어내는 월드컵분수, 월드컵공원 등을 건너다 볼 수 있다. 선유도를 ‘한강을 한
강 안에서 바라보는 장소’라고 말하듯이 섬을 한 바퀴 돌면 강 건너 상암동부
1

터 인왕산과 남산, 북한산, 양평동, 여의도까지 사방으로 탁 트인 풍광을 바라
다 볼 수 있다.
수생식물원에서는 백련과 갯버들, 금불초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
고 수생식물이 물을 정화하는 과정도 볼 수 있다. ‘시간의 정원’에서는 이끼원,
고사리원, 푸른숲의 정원, 초록색의 정원 등 다양한 주제의 정원을 만날 수 있
다. 또 ‘녹색 기둥의 정원’은 정수지의 콘크리트 상판 지붕을 들어내고 기둥만
남은 곳으로, 기둥을 타고 올라 뒤덮은 담쟁이가 독특한 광경을 선사한다. 공
원에는 잔디밭과 벤치도 잘 갖춰져 있어 쉬엄쉬엄 둘러보기 좋다.

2
1 가을빛이 내려앉은 고즈넉한 선유도공원에서 산책로를 거닐고
있는 방문객들. 2 선유도공원 잔디밭에서 토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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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지생태습지원, 밤섬, 암사생태공원에서는 큰고니와 큰기러기, 비오리,
쇠오리, 원앙, 민물가마우지,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철새도 관찰할 수 있
다. 또 야생동물먹이주기, 배설물 관찰하기 같은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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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층빌딩에서 만끽하는 문화의 즐거움

2층은 자녀와 함께 환경, 생태, 어린이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은 롯데월드타워와 대형 쇼핑센터인 롯데월드몰

‘책 읽는 벌레’이며, 3층은 한강에 있는 곤충과 식물을 만나고 가족 단위

로 구성된 잠실의 제2롯데월드는 한강 풍경을 감상하고 문화를 즐기기

생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놀이 벌레’로 꾸며져 있다.

에 제격이다. 롯데월드타워에는 국내 최다 브랜드가 입점한 에비뉴엘 월

한편 반포대교는 매일 밤 ‘달빛무지개분수’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수중펌

드타워점과 총 21개 상영관에 4천600석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

프로 끌어올린 강물을 다리 양측에 설치한 노즐 380개를 통해 20m 아래

관, 국내 최대 도심형 수족관이 들어서 있다. 특히 상영관 중 ‘슈퍼플렉스

수면으로 뿜어내는데, 물줄기가 조명과 어우러지며 몽환적이고 황홀한 야

G’에는 가로 34m, 세로 13.8m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스크린

경을 선사한다. 이 교량분수의 길이는 1천140m로 지난 2008년 ‘세계에

이 달려있고, 수족관에는 길이 85m의 국내 최장 수중터널과 5천300t 규

서 가장 긴 교량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분수는 평일에는 2회(오후

모의 수도권 최대 수조가 들어서 있다.

8시와 9시), 휴일에는 3회(오후 8시·8시 30분·9시) 가동된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롯데월드타워에는 금융센터, 오피스텔, 6성급 호텔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117~123층에 자리하는 전망대인 ‘스카이
123’은 지상 500m 높이에 위치해 한강 줄기와 서울 전역을 감상할 수
있으며, 맑은 날에는 인천 앞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
은 전망대가 될 예정이다.
여의도에 있는 63스퀘어도 한강 조망과 문화 감상에 제격이다. 해발
264m의 60층 ‘63스카이아트’에서는 한강과 서울 중심부의 풍경을 감
상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 도시의 건축’ 전이 오는 12월 13일까지
열려 풍광과 미술품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1

복합 문화 공간 ‘뚝섬 자벌레’
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 ‘자벌레’는 자나방 애벌레의 가늘고 긴 원통 모양

Culture
아름다움과 즐거움 전하는 공간들

을 본뜬 독특한 외관을 가진 문화 공간이다. 전망을 볼 수 있는 문화 공

한강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진행되는 문화 공간이 들어서 있고,
카페와 전망대에서는 강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가 진행되는 곳으로 방문객은 작품을 감상하는 중간 중간에 천장이나

간을 표방해 각 공간에는 문화·예술 관련 볼거리가 가득하다.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와 바로 연결되는 입구로 들어서면
원통형 공간이 기다랗게 이어진다. 이 공간은 각종 사진과 미술품 전시회
측면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통해 한강변의 풍광을 엿볼 수 있다. 원통형
통로는 ‘공중정원’으로 이어진다. 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
는데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눈꽃의 정원’을 주제로 꾸며진다.
커다란 유리창 바깥 테라스는 강바람을 맞으며 청담대교와 한강, 고층빌
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좋다.

한강 명소가 된 카페와 전망대

포대교), 노들 직녀 · 견우 카페(한강대교), 동작 노을·구름 카페(동작대

조선시대에는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해 만든 정자가 많았다.

교), 한남 새말 카페(한남대교), 송파예술마루 등은 아름다운 풍광과 여

풍광 수려한 강이나 개천, 계곡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정자가 있었다.

유를 즐길 수 있는 도심 명소가 되어 있다. 특히 광진교 아래 교각에 들어

한강에도 망원정을 비롯해 소악루, 이수정(二水亭), 삼호정(三湖亭), 효

선 전망쉼터인 ‘광진교 8번가’에서는 바닥 유리를 통해 도도하게 흐르는

사정, 제천정, 천일정(天一亭), 몽구정(夢鷗亭), 압구정(狎鷗亭), 낙천정

강물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미술 전시회가 진행되

등 정자와 누각이 지천이었다. 이들 정자와 누각에서는 왕이나 왕족, 선

며 주말이면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

비들이 수려한 강 풍경을 감상하며 시를 짓거나 읊고 풍류를 만끽했으며

한강에 있는 카페는 전면이 통유리여서 찬바람 부는 계절에도 따뜻한 실

강을 오르내리며 뱃놀이를 즐기곤 했다.

내에서 마음껏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또 대부분 밤늦게까지 문을

현대에 들어서는 카페와 고층빌딩 전망대, 유람선이 정자와 배를 대신하

열어 한강과 다리, 도심의 건물이 선사하는 화려한 빛의 축제를 만끽할

고 있다. 카페 아리따움 양화와 선유(양화대교), 마포 해넘이 전망대(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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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사진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 ‘자벌레’.
2 제2롯데월드 조감도. 3 바닥 유리를 통해 강물이 내려다보이는
광진교 8번가. 4 한강대교에 있는 노들 직녀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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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빛으로 물든 한강.

광나루

광진교 8번가
광진교

살곶이다리

방화대교
강서습지
생태공원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

서울숲

성황사
소악루

궁산
양천향교
겸재정선미술관

천호대교

입석포

풍납토성
풍납백제문화공원
몽촌토성

가양대교
공암나루

뚝섬한강공원

망원정
성수대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

성산대교
이수정

양화대교

서강나루

절두산 순교성지
서강대교

선유도
당산철교
양화생태공원

카페 아리따움 양화

압구정

마포나루

한강진나루

잠실철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밤섬
마포 해넘이
전망대

올림픽대로

뚝섬 자벌레

동호대교

한강

잠실대교

잠실생태공원

삼발나루
제2롯데월드

한남대교

롯데월드

삼전도비

마포대교
직녀카페

여의도 물빛무대

원효대교

견우카페
반포대교
한강철교

한강
대교

한남 새말카페

탄천

동작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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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배다리
효사정
용양봉저정

동작 노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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