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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동쪽 끝 한강 최상류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수변생태공원은 서울에서 유일한 

‘생태복원지역’으로 서울에서 보기 드문 모래톱, 버드나무숲, 두충나무숲과 산림지역 등의 

도시생태계 자연성이 잘 보전된 곳입니다.  

이곳은 2000년까지 비닐하우스 등 무단경작으로 불법 시설물과 농약으로 오염되었던 

곳으로 2001년부터 14개월 동안 복원공사를 진행하여 2003년에 개원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의 노력 끝에 2007년 ‘고덕동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00여종의 식물과 조류, 곤충, 양서파충류, 포유류(족제비, 너구리, 고라니 등) 등 다양한 

생물이 조화롭게 서식하는 생태공원으로 자리 잡아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이 되었으며, 특히 4월의 ‘생명꿈틀 축제’와 5월의 ‘찔레꽃 축제’가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고덕수변생태공원이 많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돌보고 즐기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을빛 일렁이는 
고덕수변생태공원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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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스스로즐기기

1.  옛날 소금이 귀한 산골마을에서 소금 대신 사용했다는 ‘붉나무 열매’를 혀로 살짝 맛보세요.

2. 꽃잎을 차로도 마시는 노란 가을 들국화의 대표 ‘산국’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3. ‘한강’과 ‘한강노을’을 배경으로 멋진 셀카를 ‘찰칵’찍어보세요.

4. 두충나무 숲길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풀벌레 소리를 몇 종류나 들으셨나요?

아름다운 한강조망대와 모래톱
서울에서 보기 드문 모래톱이 있어 꼬마물떼새 등 다양한 

새와 잉어 등 많은 물고기가 관찰되며, 물가에서 잘 자라는 

귀룽나무와 버드나무 그늘아래 쉼터가 있어서 ‘아름다운 한

강’을 조망하기 좋은 명소입니다. 

억새 산들바람길
하얗게 피어나는 억새와 빨갛게 익어 겨울철새

들의 먹이가 될 찔레열매가 반짝거립니다.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드는 조팝나무 위로 목을 내밀고 바

람에 흔들리는 달뿌리풀은 억새와 가까이 있어 비

교하기 좋은 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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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녘 노을 길
버드나무 숲 사이로 비추는 

‘해질녘 노을’이 아름다운 길입

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찔레 열

매와 조팝나무 단풍을 감상하며 

걷는 길로 은행나무, 단풍나무, 

뽕나무, 벚나무 등 색색의 단풍

카펫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소리내는 곤충 음악을 감상하는 숲길
두충나무, 버드나무와 신나무 등의 단풍으로 이루어진 숲 

터널 속을 걸으며 여름에는 매미, 가을에는 풀종다리와 귀뚜

라미 같은 곤충들의 음악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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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천 붉나무 단풍길
고덕천이 한강으로 흘러 합류되는 곳

으로 가을 붉나무 단풍과 열매가 인상

적인 곳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 

아래로 개미취, 산국 등의 가을꽃들이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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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 이용 에티켓
함께 누리는 한강, 이것만 지켜주세요!

식물을 꺾거나 뽑지 않습니다.

나무와 꽃 등 자연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남겨주세요.

지정된 길 이외의 공간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너구리, 뱀 등이 출현할 수 있으니

산책시 주의하세요.

곤충이나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곤충과 동물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남겨주세요.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합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처입니다. 
생태계 교란 및 전염병 감염예방을 위해 

협조해주세요.

야간시간 공원이용을 삼가 해 주세요.

야간은 동 · 식물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세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연 환경 및 생태계를 

오염시킵니다.

고덕수변생태공원 생태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내  용

한강의 포유류

‘고라니’ 
1월 ~ 3월

•‘고라니’의 생태 알고 흔적 찾아보기

•생태놀이하고  자연물로 ‘고라니’만들기

산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3월 ~ 4월

•양서류 알고 웅덩이의 개구리 알 관찰하기 

•‘점핑 개구리‘ 만들고 재미있는 생태놀이하기

생생 관찰교실 3월 ~ 12월
•나무와 풀의 새싹, 봄맞이 활동하는 곤충 관찰

•번식 준비하는 개구리, 텃새 관찰과 생태놀이

 삐삐!

버들 피리를 불어라! 
3월 ~ 5월

•봄의 생태공원 자연 관찰하고 자연놀이하기

•버드나무 이야기 듣고 버들피리 만들어 불기

맛있는 열매이야기 6월 ~ 7월
•다양한 열매 먹는 곤충, 새와 사람의 관계알기

•산딸기, 오디, 버찌 등 열매 맛보기

가족이 함께하는

한강변 달빛 산책
7월 ~ 8월

•달빛 속 곤충, 새 등 소리를 통한 오감 체험

•달빛 속의 한강을 바라보며 느낌 그리기

숲속의 곤충음악가 9월 ~ 10월
•매미, 베짱이 등 소리내는 곤충관찰과 퀴즈풀기

•생태놀이 하고 곤충목걸이 만들기

•예약안내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yeyak.seoul.go.kr

•전화문의 : 고덕수변생태공원 02)426-0755

•고덕수변생태공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서울시 자연보전조례'에 의거하여 관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