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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참 예쁜 순 우리말 샛강

샛강은 순 우리말로 사잇강이라고 해요. 샛강생태공원에 흐르는 물은 한강과 같은 큰 강에서 모래섬 등

에 의해 물줄기가 갈라졌다가 다시 강 하류에서 원래의 큰 물길로 다시 합쳐지는 작은 강을 말해요.

생태공원은 어떤 공원일까요?

생태라는 말을 아시나요? 생태(ecology, 生態)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생물)이 자연계에서 생활하고 있

는 모습, 또는 생명체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환경)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랍니다. 여의도 샛강생태

공원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원이지요.

여의샛강생태공원은 요술쟁이에요.

샛강은 조석의 영향으로 강물과 바닷물이 오가는 감조하천(tidal river, 感潮河川)이에요. 달과 태양의 밀

고 당기는 힘에 따라 바닷물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기도 하죠.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강물, 바닷

물에서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나는 건강하고 멋진 23살 청년이에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1997년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생태공원

이에요. 예전에는 모래섬이었지만, 지금은 이곳을 만들고 지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멋진 

생태공원이 되었지요. 항상 내 주위를 맴도는 한강과 많은 나무들(특히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내 단짝 버

드나무)이 있어서,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원앙, 황조롱이, 맹꽁이, 두꺼비, 물총새, 오색딱따구리, 왜가리

도 만날 수 있어요. 넓이도 23만평이나 되고요, 국회의사당에서 63빌딩까지 약 4km가 되는 아주 멋진 

공원이에요.



Start! 버드나무가 알려주는 여의샛강생태공원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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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즐기기

1. 나만의 샛강지도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샛강생태공원은 매시간, 계절마다 소리, 색깔, 살고 있는 생물들이 변화하는 놀라운 곳이랍니다. 

올때마다 보고 느꼈던 것들을 지도에 표시해서 나만의 샛강지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2. 샛강에서 동생나무를 만들기

샛강에 동생나무를 정하고 그 나무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요? 동생나무를 가족처럼 돌보고 가

꾸려면 더욱 더 자주 와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생태체험관(방문자센터)

 여의샛강생태공원 방문자센터에 오셔

서 샛강 전체를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강에서 사는 물고기도 볼 수 있고, 샛강

에 대한 실내교육도 진행되고 있어요.

1

버드나무와 박새, 그리고 많은 친구들
도심 속 울창한 비밀의 숲 샛강에는 버드나무 군락이 아름다워요. 오솔길

을 걷다 보면 아름드리 잘 자란 참느릅나무와 뽕나무, 팽나무도 아주 많아

요. 먹거리가 많아 박새, 직박구리 친구들의 소리가 언제나 끊이지 않아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면 딱따구리의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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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과 흰뺨검둥오리
샛강생태공원안에 한강물줄기가 흐

르는데요. 이 곳에 원앙과 흰뺨검둥오리

가족이 살고 있어요. 알을 품고 있을 때

에는 서식처 주변을 통제해서 알이 잘 

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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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와 맹꽁이
샛강생태공원에 오면 두꺼비와 맹

꽁이를 볼 수 있어요. 도심 

한 가운데 두꺼비와 맹

꽁이를 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생

태공원의 생태계는 매

우 건강한 것이에요. 봄

날 새벽이나, 저녁, 특히 

비가 온 날에 샛강공원 곳

곳에서 두꺼비와 맹꽁이의 

합창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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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용 에티켓
함께 누리는 한강, 이것만 지켜주세요!

샛강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아요. 

마실 물은 챙겨서 오세요.

아무리 예쁜 동물이라도, 예쁜 식물이라도 
함부로 만지거나 자르지 마세요. 
샛강은 우리 모두의 공원이에요.

샛강에 올 때는 
긴팔, 긴바지를 입고 오세요.

샛강 안에서는 
자전거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샛강에 쓰레기가 보인다고요? 
센터에 비치된 재활용천가방을 빌려서 

줍깅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샛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샛숲지기 활동에 참여해주세요.

여의샛강생태공원 생태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내  용

코로나는 멀리 자연은 

가까이 명상 산책
연중

• 오로지 자연 속에서 명상과 함께 생태탐방

• 생태탐방과 명상을 곁들여 산책하는 코로나 힐링  

프로그램

코로나 블루 치유 

낭독 산책
연중

• 버드나무 숲속을 걸으며 고전 속 아름다운 문장 낭독

• 코로나 블루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가을 숲속을 산책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샛강 얼리버드 4월 ~ 11월 • 샛강을 걸으며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조사하고 관찰

샛강의 소리를 찾아서 6월 ~ 12월
• 소리를 통해 자연의 향기를 상상하며, 샛강의 생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오감 체험 프로그램

샛강 버드나무 교실 연중
• 계절별 샛강의 다양한 모습을 보며 나무를 심고 돌보며 

숲 조성

샛강 유아 생태교실 연중
• 유아를 위한 놀이와 체험으로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

•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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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 : 여의샛강생태체험관 070)4647-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