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의 보물창고

예약 및 문의

팔당호 생태학습선을 타고 싶다면?
1

체험 방법

민물가마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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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마우지 는 물속 깊이 잠수해서 
민
긴 부리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최고의
사냥꾼입니다.

어떤 체험을 할까요?
팔당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주위의 명소들을 둘러봅니다.
큰고니, 원앙 같은 멋진 친구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한강물의 수질을
직접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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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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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배를 탈까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68번길 42 한강물환경연구소
(선착장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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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경의중앙선 양수역에서 하차 → 남부역 출구 
		
물레길(도보) 또는 자전거길 이용. 총2.2km

문의전화 031-790-2540, 24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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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목어(멸종위기Ⅱ급)

쉬리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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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납자루

물잠자리
 난히 늘씬한 몸과 투명한 날개를
유
지녔으며 여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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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태학습선은 어떤 배인가요?
A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민들의 팔당호 생태 체험을
위해 도입한 45인승 선박입니다.

Q 누가 탈 수 있나요?
A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선착순)로 
생태학습선을 타고 아름다운 팔당호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어리연
 김새와 빛깔에서 특유의 아름다움을
생
자랑하는 대표적 관상식물입니다.

한국강도래

Q 어떻게 운항되나요?
A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금(공휴일 제외)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이름 그대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한반도 특산 곤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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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
특이하게 생긴 마름의 열매는 녹말이
풍부해서 ‘물밤’이라고 불립니다.

 대한 입과 수염으로 유명한 메기는
거
수명이 40년이나 되는 장수 어류입니다.

물총새
 부리와 멋진 색깔을 자랑하는
긴
물총새는 물속에 뛰어들어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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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쉬리는 몸매와
영
색깔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흰목물떼새(멸종위기 Ⅱ급)
 변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둥지를 짓는
강
흰목물떼새는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한
텃새이며, 멸종위기종입니다.

큰고니(멸종위기Ⅱ급, 천연기념물 제201-2호)

황쏘가리(천연기념물 제190호)
 전체가 황금색으로 빛나는
몸
황쏘가리는 오직 한강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며,
맑
팔당호의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주는
지표종이기도 합니다.  

청둥오리
청둥오리도 암수의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수컷은 머리가 녹색이지만
암컷은 갈색입니다. 팔당호엔 그 외 
아주 다양한 야생오리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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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는 ‘백조’의 순우리말 이름입니다.
겨울이 되면 고니, 큰고니, 혹고니가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정한 부부의 상징인 원앙의 수컷은
다
화려한 색깔을 뽐내지만 암컷의 외모는
수수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소중한 텃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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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리(멸종위기Ⅰ급, 천연기념물 제243-3호)

팔당호 생태학습선 Q & A

 울철새인 참수리는 몸길이가 1m나
겨
되는 대형 맹금류이며,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예약은 어떻게 할까요?
한강유역환경청 생태체험 통합시스템(http://www.hanriver.or.kr)에서
‘생태학습선’ 클릭 후 체험 신청

궁금해요!

팔당호의 멋진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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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국 특산종이며 한강과 임진강에
대
주로 서식합니다.

물매화
 름~가을 사이에 하얀 꽃을 피워내는
여
아름다운 습지 식물입니다.

생태학습선으로 돌아보는

생태학습선으로 돌아보는

팔당호의 명소들

팔당호의 섬 이야기

수풀로 양수리(구 환경생태공원)

족자섬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아파트 단지 터에
조성되었으며, 정부와 기업과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생태공원입니다.

큰 발자국을 닮은 족자섬은
국제자연보전연맹의 ‘관심 대상’인
민물가마우지의 주요 서식처이며, 
배 위에서 새들의 움직임을 생생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미원

소내섬

수련과 창포 등을 활용하여 강의
오염물질과 중금속을 제거하는
자연정화 공원이며, 아름다운 연꽃으로
유명합니다.

팔당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기기 전에는
큰 우시장이 있던 곳이며 지금은 검정말,
마름, 생이가래, 어리연 등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두물머리

큰섬

두 물길(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는 옛날 한강을 오르내리던
뗏목과 황포돛배들이 머무는
포구였으며,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남한강의 퇴적 작용에 의해 생겨난
섬으로, 큰섬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아주 작고 아담합니다.

팔당호!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의 생명수

팔당호는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양평군에 걸쳐 있는 총 저수량
2억4,400만 톤의 거대한 인공호수로, 1973년 팔당댐이 완공되면서 만들
어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의 소중한 상수원으로서 다양한 법률
들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덕분에 주변 자연환경이 맑고 청정하게
보전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역사유적들을 동시에 둘러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생태관광지입니다.

팔당호
생태학습선
배를 타고 강물과 함께 흐르며
팔당호의 자연과 생태를 배워요!

북한강

팔당호 생태학습선 체험 코스
출발

한강물환경연구소

수풀로 양수리

족자섬

소내섬

팔당 취수장

팔당댐

운길산

수풀로 양수리

양평군
출발

큰섬

두물머리

한강물환경연구소

예봉산
8

한강물환경연구소

남양주시

세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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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팔당댐

큰섬

남한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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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유적지

족자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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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취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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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고 돌아보면 팔당호의 아름다움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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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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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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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내섬
15

하남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