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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소

태극기게양대

옛 비행장에서 도심 속 녹색 쉼터로

1971년 활주로가 있던 자리에 여의도 광장으로 문을 연 여의도공원은 다양한 

국가 행사와 휴식의 여가를 담당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9년 1월 

검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녹색 쉼터로 새롭게 태어난 여의도공원은 방송가와 

증권가, 한강유람선이 발착하는 노들나루, 63빌딩 등과 인접해 있어 누구나 쉽

게 자연을 접하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도심과 숲을 잇는 녹색 나들목

여의도공원

너와 나의 공원,

함께 지키는 愛티켓 
풀과 나무, 기념물과 시설물을 소중히 보호해 주세요

공원 시설물을 깨끗하게 이용해 주세요

음식물 반입과 취식행위는 피해 주세요

흡연과 음주, 소음은 삼가세요

안전을 위해 전동퀵보드 사용은 삼가세요

반려동물은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은 스스로 치워 주세요

여의도공원 안내

공원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이용시간   상시개방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02-761-4078~9

교통안내 지하철 / 도보 5분 거리 여의도역 (5호선 / 9호선), 
               국회의사당역 (9호선) 

버   스 /  파랑 - 160 / 260 / 360 / 600 / 662
               초록 - 5012 / 6623 / 6628
               빨강 - 8600 / 8601 / 8601A / G6001

주차안내   여의도공원앞 공영주차장 이용 (유료) 

다시, 푸르른 공원으로

재생과 숲을 의미하는 두 마크를 결합한 형태의 재생공원 마크는 쓰임을 다 

한 공간을 재생시켜 만들어진 친환경 생태공원을 의미합니다. 여의도공원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 도심과 숲이 공존하는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합니다.  

추천코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공원외곽을 순환할 수 있

도록 조성되어있으며, 출입구 9번에 위치한 지하

보도를 통해 한강시민공원과 연결되어있다. 

여의도공원 역사

자전거 씽씽 코스 (2.9km) 

여의도공원의 대표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순서대로 볼 수 있는 코스이다. 

태극기게양대문화의마당 비행기조형물

여의정 세종대왕동상

뚜벅이 산책 코스 (2.7km)

사색하며 공원 곳곳의 자연과 작품등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이다. 

여의정 지당연못,사모정

지당연못,사모정

전시정원

자연생태의 숲 문화의마당 잔디마당연못

여의정 지당연못,사모정 세종대왕동상

자연생태의 숲 문화의마당 잔디마당연못

여의정 지당연못,사모정 전시정원

자연생태의숲

한국전통의숲

생태를 관찰하는 도심 속 비밀정원

최소한의 관리시스템으로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자연 스스로 재현되도록 

조성된 녹색공간이다. 연못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어 도심속에서 자연

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다.  

주요 장소

도심과 자연이 하나되는 잔디밭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잔디마당은 잔디밭과 산책로, 

작은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잔디밭 주변에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함께 심어 

사계절의 변화와 푸르름을 함께 볼 수 있다. 

옛 비행장에서 도심 속 녹색쉼터로

[생태연못][생태학습실] [숲속휴식처]

잔디마당

[잔디마당연못][언덕 잔디밭] [세종대왕동상]

문화의마당

여의도공원의 중심 쉼터

각종 행사와 공연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광장안에는 태극기게양대와 공군기념조형물인 비행기가 설치되어 있어 의미

있는 장소로도 이용한다. 

[농구장] [공군기념조형물] [태극기게양대]

고즈넉한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  

한국전통의 숲을 재현한 공간이다.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개의 작은 

인공섬을 품은 지당과 지당을 운치있게 바라볼 수 있는 사모정이 함께있는 장소이다.

또한 전통 숲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여의정이 있다. 

[지당연못][사모정] [여의정]
서울의 산과공원 parks.seoul.go.kr

한강의 하중도인 여의도는 홍수에 자주 잠겼던 척박한 모래땅으로 사람들이 ‘나의 섬’, 

‘너의 섬’하고 말장난처럼 부르던 것을 한자화하여 지금의 여의도란 이름을갖게 되었

습니다. 여의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이 건설된 곳으로, 우리나라의 첫 비행사인 

안창남이 모국방문 기념비행을 선보인 곳입니다. 1971년 활주로가 있던 자리에 여의

도 광장으로 문을 연 여의도공원은 다양한 국가 행사와 휴식의 여가를 담당하는 공간

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