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천 방문자 센터 

● 방문자센터 시설 

층수 방문자센터 시설 

1층 직원사무실, 프로그램  운영실 

2층 영상 교육실, 생태전시관 

3층 옥상정원 

● 교통편 

버스노선 지하철 

지선버스 : 강남01, 강남05, 강남06, 3423, 4318, 4319, 4419 
              (대한도시가스 앞 하차하여 도보로 뚝방길 5분)  

3호선 학여울역 1번출구 대치교방면 도보 10분 

(학여울역 1번출구 → 횡단보도 횡단(SK주유소) → 우측으로 100m전진 

→ 대치교 진입 → 대치교를 건너면 좌측 표지판 → 270m전진 → 탄천 

양재천 방문자센터 도착) 

간선버스 : 340. 401  

직행버스 : 6900,9407, 9507, 9607 



양재천 안내도 – 전체 구간 



양재천 안내도 – 구급차 진입로 



양재천 안내도 – 산책로입구(경사로) 



양재천 안내도 – 산책로입구(계단) 



양재천 안내도 – 횡단교량(자전거 이용가능) 



양재천 안내도 – 징검다리 



구간안내도 - 수질정화시설 

수질정화시설 
영동2교  

~ 영동3교 

하천수질의 정화ㆍ개선을 통해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여, 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을 조성.  
자갈을 이용한 하천 수질정화시설은 자연상태의 하천에서 일어나는 침전ㆍ흡착ㆍ분해 등의 자정작용을 인위적으
로 극대화시켜 미생물들의 활동으로 오염물질을 물과 탄산가스로 변화시켜는 원리  
 
- 처리방법 : 자갈을 이용한 접촉산화법  
- 처리용량 : 32,000㎥/일 

식생호안 
영동6교  
~ 대치교 

자연소재를 이용한 호안공법은 침식의 우려가 적은 중ㆍ하류지역의 호안에 적합한 공법으로 욋가지, 나무말뚝, 갈
대매트, 식생롤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식생이 신속한 재상을 돕고, 어류ㆍ조류ㆍ수서곤충류의 서식공간을 제공
하는 식생 복원공법  
 
- 호안공법 종류 : 사주부 호안공법, 수충부 호안공법 

여울 
영동3교  

~ 영동4교 
양재천에는 물이 얕고 빠르게 흐르고 자갈이 많아 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여울이 많이 형성되어, 학과 같은 새들
이 많이 찾아옴으로 자연히 어류의 생존과 번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구간안내도 - 생태관찰시설 

벼농사학습장 
영동4교  

~ 영동5교 
학생들과 시민을 위한 벼농사 체험학습장이자 겨울에는 얼음썰매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학여울습지 
영동6교  
~ 대치교 

야생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자연학습원, 생태공원으로 이용. 
- 야생조류의 서식기반 확보 
- 천변저습지의 조성 
- 수제부의 폭넓은 정수식생대 조상 
- 하천변에 저슥지가 혹은 다양한 미소서식지를 다양한 조류의 먹이장소와 보금자리로 제공 
- 적은 면적에서 종 다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층의 공간구조를 위한 식재 
- 완충 식생대 확보 
- 자연생태학습장, 생태공원으로 활용 

수변테크 
영동3교  

~ 영동4교 
소극적인 친수활동(수면의 반영미 감상, 물소리 감상 등)을 위해 계획-조수로와 면하여 목재 테크를 설치 

조류관찰대 학여울 
제방 범면에 시작하는 곳에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존 수목이 형성하는 그늘 부위에 설치. 
고수부지에 직접 내려가지 않고 조류원에 날아드는 새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제방상단에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평상 
시 휴식장소로도 활용 



구간안내도 – 편의•기타 시설 

화장실 

     •영벼농사장 부근 영동5교 북쪽 교각부근  
     •영동2교~3교 사이 적십자 혈액원 
     •영동3~4교 사이 타이펠리스 
     •영동4교 부근 개포5공원 

양재천 간이 화장실 

공연장 영동3교, 영동5교 하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주민쉼터를 겸한 600석 규모의 공연장. 
목재와 자연석을 재활용하여 만든 친환경 공원장  
 
- 관람석이용문의 : 공원녹지과(02-3423-6255) 

징검다리  
(10개소) 

전구간 
양재천의 좌안과 우안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는 주민들에게는 고향의 정취를 떠
올리게 하는 상징물이자, 직장인들의 출퇴근길과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중요한 
이동통로로 이용 

물놀이장 영동4교(도곡역 근처)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된 물놀이장으로 무더운 여름날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환경보존의 중요성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 

등용문 
탄천-양재천 합수머리 자연형에 가까운 

지류 한곳 
양재천 등용문은 하천환경과 수질이 향상된 양재천으로 물고기가 산란과 번식
을 위하여 힘들게 올라는 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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