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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동쪽으로 남한산, 서쪽으로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성남시가 자랑할만한  

으뜸 자연유산은 다름아닌 탄천입니다. 

첨단 과학시설을 갖춘 현대식 고층빌딩을 가로지르는 생명수, 

여름과 겨울이면 철새가 날아오고, 

1급수에서 볼 수 있는 은어가 물 속을 헤엄치는 탄천은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쉼터이자 교육의 장 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문밖을 나와 탄천이 간직한 

수 만 가지 보물을 즐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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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현황

하천명
구			간 유역

면적
(㎢)

하천
연장
(㎞)

제			방
개수율 비고	

시점 종점 총연장 개수 미개수

계 8 구간 46.72 87.50 73.0 14.5 83.42

탄  천 용인시계 서울시계 111.98 15.7 31.4 31.4 -

동막천
분당구
대장동

탄천 28.76 7.12 8.30 2.35 5.95 28.31

분당천
분당저수지

직하
탄천 11.51 3.62 7.24 7.24 -

운중천
운중저수지

직하
탄천 23.10 7.98 15.96 13.83 2.13 86.65

금토천
안골교
지점

운중천 9.84 3.07 6.14 2.28 3.86 37.13

야탑천
야탑동버스

종점
탄천 4.90 2.68 5.36 5.36 -

여수천 갈현교 탄천 9.51 4.03 8.06 6.50 1.56 80.65

상적천
대왕저수지

직하류
탄천 11.13 2.52 5.04 4.04 1.00 80.02

 

하천	기본현황		

■탄천	수질	현황
등급  

연도 

Ⅰ등급
(BOD 2이하)

Ⅱ등급
(BOD 3이하)

Ⅲ등급
(BOD 5이하)

Ⅳ등급
(BOD 8이하)

Ⅴ등급
(BOD 10이하)

Ⅵ등급
(BOD 10초과)

측정위치
(개소)

비고

2007 1 5 4

여수대교

등 

10개소

2008 1 7 2

2009 5 5

2010 3 5 2

2011 8 2

2012 4 4 2

2013 6 3 1

2014 1 6 3

2015 3 5 2

2016 6 4

  ※ 연도별 수질등급은 매월 측정치의 연평균자료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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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하천	위치

탄

천

서울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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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천	면적

   총 2,186,000㎡(662,000평), 제방 및 고수부지 1,405,000㎡(425,500평),

   저수로 781,000㎡(236,500평)

□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	50.8km

●	보	도	교	:	22개소(탄천9, 여수천1, 야탑천2, 분당천6, 동막천1, 운중천3)

●					보					:	15개소 (고정보 8, 자동보 2, 가동보 5)

●	어						도	:	12개소

●	징검다리	: 52개소(탄천15, 여수천12, 분당천18, 운중천4, 금토천1, 동막천1, 독정천 1)

●	하	천	등	:	등주 1,505, 2,455등

●	화	장	실	: 25개소 54실

●	자전거거치대	: 35개소

●	운동기구	: 17종 80점

●	체육시설	: 6종 30개소(농구장,족구장,인라인 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베드민턴장, 파크골프장)

●	물놀이장	: 5개소 (구미, 정자, 맴돌, 야탑, 태평)

●	반려견놀이터	: 4개소 (구미, 정자, 야탑, 수진)

●	저 류 지	:	5개소(숯내, 봇들, 은하, 운중,섬말)

●	탄천	습지생태원	:	3개소(수내,수진,태평)

●	수생식물	: 부들, 갈대, 달뿌리풀, 여뀌, 고마리, 갯버들, 수크령등

●	조류현황	:	청둥오리, 왜가리, 뒷부리도요, 해오라기, 멧새

●	어류현황	: 잉어, 메기, 참붕어, 미꾸리, 피라미, 버들붕어, 모래무지 등

하천	시설물	현황

산		책		로	(탄성재	23.2㎞) 자	전	거		도	로	(아스콘	27.6㎞)

좌   안 우   안 좌   안 우   안

10.8㎞ 12.4㎞ 11.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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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놀 이 장

연번 구			분 총면적(㎡)
수조면적
(㎡)

편의시설 개장연도 비고

1 구미 3,665 440

샤워실·탈의실
화장실, 매점,

몽골텐트,
파라솔,

발지압장 등

2005년

2 정자 3,617 776 2005년

3 맴돌 2,595 478
2003년

샤워실·탈의실, 
매점 없음

4 야탑 1,782 1,230 2004년

5 태평 2,189 666 2004년

   반 려 견 놀 이 터

연번 위치 규모(m) 총면적(㎡) 시설운영 개장연도	

1 구미동(불곡중학교 부근) 15m×25m, 2면 750

대,소형견
분리운영

2012년

2 정자동(궁내교 부근) 15m×25m, 2면 750 2012년

3 야탑동(디자인센터 앞) 15m×25m, 2면 750 2012년

4 수진동(수진쉼터 옆) 15m×25m, 2면 750 2014년

    저류지 현황      5개소

서	설	명 위				치 면	적(㎡)	/	저류량(㎥) 비고

계 76,739  / 220,278

운중천

숯내저류지 분당구 삼평동 745(유) 6,900  /  44,974

봇들저류지 분당구 삼평동 667(유) 15,223  /  33,030

은하저류지 분당구 판교동 624, 642-2(유) 24,423  /  50,170

운중저류지 분당구 운중동 928(유) 17,948  /  69,808

여수천 섬말저류지 중원구 도촌동 668(유) 12,245  /  22,296

하천	주요	시설물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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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의	유래	

   습지생태원 현황     

구	분 태평	습지생태원 수내	습지생태원 수진	습지생태원

위 치
 탄천우안

(수정구 태평동 7033-1일원)
탄천좌안

(분당구 수내교 상류부)
탄천우안

(수정구 단대천 합류부)

시 설
현 황

○생태습지(10,194㎡)
   - 정수습지, 잠자리,
      민물고기(2), 수서곤충
   - 식용·밀원식물 등
      야생화식재
   - 꼬리명주나비 복원
      비오톱설치(쥐방울덩굴)

○ 생태습지(6,000㎡)
 - 징검다리 1개소 
 - 탐방데크 2개소
 - 관찰데크 4개소
 - 초화류 123천본 
 - 잔디 2,095㎡
 - 수질정화시설 (3천톤/일)

○ 생태습지(16,000㎡)
 - 생태연못 6,300㎡ 
 - 목재 데크 1개소 
 - 습지탐방로 678㎡
 - 휴게시설 4개소
 - 갈대 등 22종 
 - 초화류 317천본 등

조성일  2009년 10월  2010년 7월 2011년 7월

탄천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숯내’로 의미상으로는 숯처럼 검은 개울이란 의미이다. 

하천은 지역에 따라 ‘장장포’, ‘검내’, ‘험천’으로도 불렸다. 발원지로부터 용인에 이르러서는 ‘장장포’

로 불렸고, 다시 광교산 동쪽을 지나 꺽이면서 북쪽으로 흘러 광주군 낙생면(현재 성남시 판교동)에 

이르러 기우제를 지내는 곳에서는 푸른 물이 흐르는 큰 하천이라는 의미의 ‘검내’ 또는 ‘험천’이라 

불렸다. 1861년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에는 하류를 ‘탄천’으로, 상류를 ‘원우천’ 또는 ‘장천’으로 

표기하였다.

  ‘탄천’ 또는 ‘숯내’로 부르게 된 연유에는 조선시대 강원도 등에서 목재와 땔감을 한강을 통해 

싣고 와서 뚝섬에 부려 놓았는데, 이를 가지고 숯을 구운 곳이 탄천 주변이었으므로 개천물이 검게 

변했다고 전해오는 것에서 찾기도 한다. 또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삼천갑자 동방삭(三千甲子 東方朔)과 

관련된 설화가 있기도 하다. 옛날 염라대왕의 저승사자가 최판관의 명을 받고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동방삭을 잡으려고 용인 땅에 왔으나 그의 형체를 알지 못해 잡을 도리가 없었다. 이에 저승사자는 

한 꾀를 내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숯내의 큰 길목에서 숯을 갈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

가면서 이 모습을 보고 숯을 가는 까닭을 묻자 ‘이 검은 숯을 희게 하기 위해서 갈고 있다.’ 라고 

응답하자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어도 물에다 숯을 하얘지라고 가는 사람은 

처음 보겠다고 하였다. 이에 저승사자가 그 사람을 동방삭으로 알고 잡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저승사자가 숯을 갈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탄천’이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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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생태현황

판교동 묵논습지

용인방향
용인죽전
수질복원센터

낙생
저수지

운중
저수지운

중
천

2000년대 초까지 오염이 심하고 생물이 살기 어려웠떤 탄천은 

2010년 이후 성남시와 시민의 노력으로 깨끗하고 생명이 넘치는

하천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남시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흘러가는 지류로서 길이는 15.7km, 유역면적은 111.98km2

평균유량은 134.575m3/일(2016년 측정결과)입니다.

관내 탄천의 지류천(지방하천)으로는 동막천, 분당천, 운중천,

금토천, 야탑천, 여수천, 상적천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생명이 넘치는 탄천 

분당천

생명이 돌아옵니다

생태습지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조사

송사리 버들붕어

꼬리명주나비 금개구리

생물종 복원

태평동 생태습지 복원종

수내
습지생태원

화랑공원

분당
저수지

서현
저수지

대왕
저수지

판교수질복원센터(전망대)

금토천

상적천

여수천여수동
섬말저류지

5 4 6

1
4

생물종 다양성의 변화

16종
조류

민물고기

물속생물

67종

27종14종

29종 99종

한강방향

수진동 습지생태원

태평동 습지생태원

성남 수질복원센터

탄천이 맑아졌습니다

약간
좋음

시민이 함께합니다

SNS로 시민과
함께하는 탄천관리

탄천 미래발전
위원회 운영

탄천 수질환경
학교 운영

기업과 단체의
탄천보호 사회공헌

약간
좋음

약간
나쁨

보통

판교생태학습원

  동막천

야탑천

피라미

반딧불이

금개구리

꼬리명주나비

버들붕어

해오라기

가시연꽃



탄천을 따라가면 성남이 보인다 │ 9

탄천에서 볼 수 있는 식물(66과 164분류군)

 박주가리 토끼풀 털별꽃아재비

 닭의장풀 까마중 미국쑥부쟁이

 자귀나무 도꼬마리 왕고들빼기

 며느리배꼽 고마리 수크령

 억새 부들 가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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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꽃창포 말즘 좀개구리밥

 오리새 환삼덩굴 붉은토끼풀

 자주개자리 물칭개나물 큰고랭이

 돌나물 괭이밥 갈대

 사상자 노랑어리연 단풍잎돼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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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에서 볼 수 있는 조류 및 기타(67종)

 넓적부리 까치 청머리오리

 직박구리 쇠박새 흰뺨검둥오리

 백할미새 흰목물떼새 왜가리

 논병아리 민물가마우지 쇠오리

 검은등할미새 대백로 중대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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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개미 일본왕개미  소금쟁이 네팔나비

 쇠백로 붉은머리오목눈이 오목눈이 

 청둥오리 동고비 알락할미새

 참새 집비둘기 별쌍살벌  

 붉은귀거북 자라 고라니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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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에서 볼 수 있는 민물고기(27종)

 모래무지 잉어 피라미 붕어

 떡납줄갱이 참붕어 돌고기 누치

 버들붕어 버들치 각시붕어 줄몰개

 갈겨니 향어 밀어 민물검정망둑  

 메기 미꾸리 블루길 얼룩동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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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
수량이 풍부한 물길과 수변경관을 

감상하고 하천내 느티나무 그늘과 

물놀이장이 있어 매더운 여름을 탈출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야생화와 물억새군락지를 조성하여 

철새와 나비 등의 생물서식 환경을 제공

합니다. 한편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자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에게는 

생물 생육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됩니다.

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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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천보다 가을냄새가 풍성합니다. 

갈대, 물억새, 코스모스는 물론이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秋

The four seasos of TanCheon

탄천의 사계절 

冬
어른들에게는 잊혀졌던 시절의 추억을 

회상케 하고, 아이들에게는 우리 전통의 

건강한 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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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의 봄은..

S P R I N G
자전거길과 산책길이 잘 조성 되어있는 탄천은 봄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탄천의 경관과 함께 어우러진 벚꽃, 개나리, 진달래, 유채꽃을

보고있자면 마음속에도 봄의 기운으로 물듭니다.   

향긋한 봄 향기와 함께 가까운 탄천변을 따라 운동이나 산책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탄천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봄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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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의 봄은..

자전거길과 산책길이 잘 조성 되어있는 탄천은 봄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탄천의 경관과 함께 어우러진 벚꽃, 개나리, 진달래, 유채꽃을

보고있자면 마음속에도 봄의 기운으로 물듭니다.   

향긋한 봄 향기와 함께 가까운 탄천변을 따라 운동이나 산책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탄천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봄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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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의 여름은..

S U M M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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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의 여름은..

푸르름이 더욱 싱그러워지는 계절, 여름.

여름에는 탄천의 또다른 풍경이 이루어 집니다.

삭막한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물놀이장이 있어

가족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탈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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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의 가을은..

A U T U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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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의 가을은..

성남시 탄천은 계절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지만 특히 가을에 더없이 아름다운 하천입니다.

화려한 단풍, 은빛 억새, 핑크빛 코스모스, 메밀꽃밭이 어우러져 가을의 경관을 만드는데요 

 산책하는 내내 힐링의 시간을 갖을 수 있습니다.

찌들었던 일상을 벗어나 쾌적한 파란 가을 하늘의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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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의 겨울은...

W I N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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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의 겨울은...

겨울의 탄천은 텃새는 물론 멀리서 찾아오는 겨울손님 철새들을 보기 좋은 하천입니다.

새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새들의 생명력이 전해져옵니다.

그리고 눈이 온 뒤의 탄천은 눈꽃세상으로 바뀝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며 탄천길을 천천히 걷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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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길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구미공원,

여름철의 구미물놀이장, 

울긋불긋 단풍 든 불곡산길,

눈이 오면 더더욱 아름다운 탄천... 

탄천과 함께하는 사계절 여행, 

지금 떠나보세요 

사계절의 4色이 아름다운

오리교~돌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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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길

분당선 오리역 3번 출구하차 후 직진 → 농협을 끼고 

좌회전 → 구미로를 따라 300m 이동 

오리역 3-1, 33, 720-2, 390, 116

서식 동ㆍ식물

조류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원앙, 참새, 까치, 붉은
머리오목눈이, 직박구리, 박새 등

어류 피라미, 모래무지, 잉어, 붕어, 누치, 밀어 등

식물 물억새, 단풍나무, 개나리, 벚나무 등 

사계절의 4色이 아름다운

오리교~돌마교1

1		구미공원			

2		단풍	라이더길			

3		동막천	봄길			

4		물억새	군락지			

5		구미	물놀이장			

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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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금곡로 90(구미동)

오리교에서 출발해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보

면, 왼편 언덕 위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나무길이 펼쳐집니다. 단풍이 알록달록 물

들기 시작하는 초가을부터 낙엽이 지는 11월 

중하순까지 산책하기 좋습니다

탄천 둔치를 끼고 아침에 오리역 사이를 조깅하러 나온 시민들이 

거쳐가는 조깅코스의 하나인 구미공원은 조경시설 사이마다 배드민

턴장은 물론, 자전거 도로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주말이면 

각종 동호회 회원들로 북적입니다. 

또, 아늑한 타원형 야외무대는 시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어 있어, 소규모 공연 및 행사를 준비

하는 모임 및 단체들에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분당구 구미동 오리교 근처

1	구미공원			

2	단풍	라이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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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 근처에서 탄천은 동막천이라는 작은 지류

를 내어줍니다. 이 지류를 따라 걷다 낙생교가 보

이기 시작하면 좌우를 살펴보세요. 오른쪽엔 개

나리, 왼쪽엔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길’을 발

견할 수 있습니다. 탄천 본류의 산책로보다 덜 붐

비지만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최근 연인들의 인기

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아름다운 길이랍니다. 

구미교 근방에는 물억새가 장관을 이룹니다.

물억새는 습지에서 자라는 만큼,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걷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전용 산책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분당구 구미동 탄천 구미교 아래 

분당구 금곡로 90(구미동)

3	동막천	봄길

4		물억새	군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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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더위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어린이

를 위한 물놀이 공간으로 최대 성인 무릎 

높이로 어린이들이 놀기에 참 좋습니다.

시설현황 : 물놀이장, 화장실 등

운영기간 : 6월~8월

운영시간 : 10:00 ~ 19:00 (매주 월요일 휴장)

5	구미	물놀이장	(면적 : 960m²)

분당구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 탄천

  분당구 구미동  '불곡 중학교'를 찾아 오시면 학교 옆

미금역에서 7번, 2번 마을버스, 51번 일반버스를 타고 

'불곡 중학교'앞에서 하차

인라인	스케이트장  구미공원 앞과 불곡고등학교, 태평역인근탄천변에 각각 위치한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트랙이 있어 운동하기 좋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서 날씨 좋은 주말에는 특히 붐빕니다. 

농구장   동막천 시그마Ⅱ 앞과 불곡고등학교 태평역탄천부근에 설치된 

농구대에서 점프슛! 

배드민턴장  구미공원 내 귀족 스포츠로 유명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와 셔틀콕은 각자 준비해야합니다.

족구장 군대에서 날리던 족구 실력, 뽐내볼까요?

어린이	놀이터 엄마 아빠 운동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심심할 틈 없어요.

각종	운동기구  각종 운동기구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가까운 탄천에서 운동하세요!

 탄천에는 단순 운동기구부터 농구대,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무려 47곳에 체육시설이 고루 마련돼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는 조금 아쉽다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본격 스포츠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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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변화하는 풍경을 벗 삼아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탄천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운동을 한다면

건강과 마음속 힐링을

한번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힐링을 한번에

돌마교~궁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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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길

분당선 미금역 2번 출구에서 돌마로를 따라 875m 이동

우방우성빌라 하차 : 111

신원아파트, 청솔마을 하차

  116, 2-1, 33-1, 370, 51, 9000, 9407

서식 동ㆍ식물

조류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쇠백로, 참새, 까치, 
오목눈이, 집비둘기, 멧비둘기 등

어류
피라미, 모래무지, 잉어, 붕어, 버들치, 줄몰개, 
밀어 등

식물 갯버들, 수크령 등 

건강과 힐링을 한번에

돌마교~궁내교	2

1		금곡공원			
2		불정교	테니스연습장			

3		수크령	군락지			

4		정자	물놀이장			

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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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변에 위치한 금곡공원은 분당노인종합복

지관 건너편에 위치합니다. 이곳이 가장 자랑

할만한 시설은 바로 건강 지킴이 센터입니다.

세 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혈압과 체지방 측정

기 등이 마련돼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이

라면 누구나 쉽게 건강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정교 밑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테니

스를 즐기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리

의 기둥이 튼튼한 벽과 같아서 혼자서 테니스

를 치거나 야외에서 친구와 함께 스쿼시를 즐

기려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분당구 금곡로 298

1	금곡공원			

2		불정교	테니스	연습장		

분당구 정자동 불정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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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보면 커다란 강아지풀 같은 수크령이 바람에 한들한들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이 다소 생소한 수크령은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양지에서 주로 

자라고, 강아지풀보다는 훨씬 큰 30~80cm 내외로 8~9월에 흑자주빛으로 피어나, 점질토양에

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을에 수크령 군락지에 들어갔다간 도깨비바늘처럼 수크령 씨

가 옷에 촘촘이 꽂히는 재미있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자연교육에도 좋겠지요. 

여름철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공간입니다. 곡선의 풀장이 특징이

며 각진 모서리가 없어 안전합니다.

시설현황 : 물놀이장, 화장실 등

운영기간 : 6월~8월

운영시간 : 10:00 ~ 19:00 (매주 월요일 휴장)

부대시설 : 발지압장, 비치파라솔, 마큐텐트, 탈의실, 샤워실, 

              간이매점, 화장실

3		수크령	군락지

4		정자	물놀이장	(면적 : 1,029m²)

분당구 구미동 탄천 구미교 아래 

 분당구 정자동 100-3 신기초등학교 정자역 앞 탄천둔치

신기초등학교 찾은 후 이동

정자역 바로옆에 위치

109번 마을버스, 15번을 타시고 '신기초등학교' 앞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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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의 아이들은 물소리를 듣고

갯버들을 보면서 자연과 함께 커 나갑니다.

가족과 함께 탄천변에서 뛰어놀며

즐거움과 추억을 안겨주는건 어떠할까요

 자연과 함께하는

궁내교~양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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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길

분당선 및 신분당선 정자역 6번 출구에서 890m 이동

늘푸른고등학교 하차 2, 601

 로얄팰리스 하차 15, 220, 250, 300, 390, 500, 55-1, 

730, 102, 1111, 1303, 5500-1, 9414

서식 동ㆍ식물

조류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쇠백로, 민물가마우지, 참
새, 까치, 집비둘기, 중백로 등

어류 피라미, 모래무지, 잉어, 붕어, 줄몰개, 누치 등

식물 벚나무, 소나무, 수크령, 갈대, 밤나무 등 

자연과 함께하는

궁내교~양현교3
코 스

1			탄천	파크골프장			

2		수내동	습지생태원			

3			황새울공원	

4			맴돌	물놀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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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에 조성된 습지생태원은 다양한 

수생식물과 민물고기를 체험할 수 

있는 천연 자연 학습장입니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생태 체험 활동

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

은 생태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

니다.

2005년 12월 개장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성남생

활체육협의회가 운영관리를 맡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해 이용객이 1만8

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성남 시민의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

김하고 있습니다.

수내동 수내교 아래 탄천 

2	수내동	습지생태원

1		탄천	파크골프장		

분당구 수내1동 탄천 서쪽 둔치(백현교에서 수내교 방향)

분당선 수내역 3, 4번 출구에서 탄천 둔치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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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구 황새울로 287 일원

3		황새울공원	

4		맴돌	물놀이장 (면적 : 348m²)

분당구청과 탄천변 사이에 위치한 황새울공원은 확 트인 

잔디광장과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꽃들이 만개하는 휴식공

간입니다. 주변의 중앙공원, 율동공원 보다는 덜 붐비는 편

이라 편안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넓은 잔디광장에 

큰 게이트볼장, 분당천으로 이어지는 조깅코스와 전용 자

전거도로에서 체력을 길러보세요. 자녀와 함께 황새 모형

이 내려앉은 캐릭터 가로등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입니다. 

유아를 위한 물놀이 공간으로 분당구청 

뒤 탄천 둔치에 있습니다.

성인 무릎까지 오는 깊이로 유아들이 놀

기에 좋습니다.

시설현황 : 물놀이, 화장실 등

부대시설 : 발지압장, 비치파라솔, 마큐텐트, 화장실

운영기간 : 6월~8월 

분당구 수내동 44 분당구청 뒤 

분당구청까지 오신후, 탄천으로 이동 

222번, 380번, 116번 일반버스,

3500번 직행버스를 타고 분당구청 후문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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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수내동 44 분당구청 뒤 

분당구청까지 오신후, 탄천으로 이동 

222번, 380번, 116번 일반버스,

3500번 직행버스를 타고 분당구청 후문 하차

활력의 에너지가 넘치는 이매동

삼삼오오 모여 탄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게이트볼장에서 게임을 즐기고

반려견과 함께 탄천을

걸어보는건 어떠할까요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양현교~사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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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길

분당선 서현역 5번출구로 나와 양현사거리 방면으로 이동

이매촌 금강아파트 하차 116, 2, 222, 33, 55-1,

                                9407, 9403

서식 동ㆍ식물

조류
흰뺨검둥오리, 쇠백로, 참새, 까치, 직박구리, 
집비둘기, 딱새

어류
피라미, 모래무지, 잉어, 붕어, 참마자, 줄몰개, 
누치 등

식물 개나리, 갈대, 벚나무, 단풍나무 등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양현교~사송교4
코 스

1		운중천	산책길 2			게이트볼장			
3		반려견놀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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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판교 쪽으로 흘러가는 운중천 산책길은 호젓

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자전거 도로도 잘 닦

여 있어서 주말이면 붐비는 탄천의 본류에서 

벗어나 자전거 라이딩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

니다. 

하탑교 아래에 위치한 게이트볼장. 

직장의 여가 스포츠로 장려돼 애호가가 늘어났

으나 스포츠를 즐길 기회가 없었던 고령자 세

대가 게이트 볼을 시작하게 되면서 급속히 경

기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탄천 게이트볼장에서 레져활동을 즐겨보세요

분당구 이매동 소재 방아교  옆으로

분리되는 지류하천

1	운중천	산책길

2		게이트볼장		

분당구 하탑교 아래 

하탑초교 하차 222, 9403

아름마을 하차 116, 2, 55, 55-1, 9407, 3-1

탄천 방아교 근방에는 예술가 변남석씨가 쌓아 올린 돌 예술품도 군데군

데 놓여있습니다. 물에 그대로 노출된 그의 예술품은 일반적인 탑이 큰 

돌 위에 작은돌, 그 위에 더 작은 돌을 쌓는 이치와는 달리, 여러 개의 돌

을 동시에 쌓아 각각의 돌들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특징

입니다. 그는 이를 두고 ‘밸런싱 아트’라고 합니다. 새가 앉았다가 뒷발로 

돌을 차버릴 때도 있고,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아 무너진 탑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가는 탑들을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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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난 잔디밭에 야트막한 울타리. 울타리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반려견들이 힘차게 뛰놀고 있습니다.

꽉 막힌 집에서 갑갑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자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온 강아지들이 답답했

던 목줄을 풀고 있는 힘껏 달릴수 있습니다.

견주와 반려견 뿐만아니라 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놀이공간입니다.

3	반려견	놀이공간

Tip
 탄천의 반려견 놀이공간은 모두 4개소로  각각 아래 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야탑동 : 만나교회 건너편

- 정자동 : 백현중학교 앞 

- 구미동 :구미 물놀이장 위

- 태평동 : 수진 습지생태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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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탄천과 함께하는

 꽃길 여행,

가족, 연인과 함께 지금 떠나보세요

꽃 향기에 취하는

사송교~대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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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동ㆍ식물

조류
흰뺨검둥오리, 집오리, 청둥오리, 왜가리, 쇠백로, 
민물가마우지, 참새, 까치, 붉은머리오목눈이, 집비둘기 등

어류
피라미, 모래무지, 잉어, 붕어, 참붕어, 참마자, 줄몰개, 
줄납자루, 누치, 밀어, 얼룩동사리, 대농갱이, 납자루, 참게

식물 개나리, 벚나무, 단풍나무, 유채꽃, 메밀꽃

꽃 향기에 취하는

사송교~대곡교5

찾아가는 길

 분당선 야탑역 4번출구로 나와한국디자인진흥원 앞

횡단보도 건너 약 150m 이동

야탑역 하차 116, 2, 220

코 스

1		야탑	물놀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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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너무 어려 워터파크에 가기 어려운 아

이들을 위한 안전한 탄천 물놀이장으로 타 물

놀이장에 비해 규모고 풀장 주위로 발지압장

이 있습니다.

시설현황 : 물놀이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 발지압장, 비치파라솔, 마큐텐트, 화장실

1	야탑	물놀이장 (면적 : 1,838m²)

2			태평	물놀이장			
3		태평	습지생태원				

4			태평동	꽃	군락지	

분당구 야탑동 555  만나교회 앞 탄천둔치

  분당구 야탑동 '만나교회' 를 찾아 오신후 탄천으로 이동

  2번, 116번 버스를 타고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아파트' 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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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 물놀이장 옆에 조성된 탄천 민물고기 

습지생태원은 어린이들의 생태체험 환경교육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민물고기와 물 속에 사는 다양한 

수서곤충들을 만날 수 있고, 생태원 주변으

로 금낭화와 쑥부쟁이 등 81종의 꽃들이 심어

져 있어 식물을 관찰하기에도 좋습니다. 생태

원이 여는 생태체험 학습프로그램에는 매년 

1,000여명이 넘는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태평	습지생태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역 6번 출구에서 탄천방향 도보로 15분 

수내동 수내교 아래 탄천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시설로, 물 풀

장을 따라 지압길도 마련돼 있어 온 가족이 즐

길 수 있고, 태평 습지생태원과 인접해 있어, 

아이들과 하루 소풍 코스로도 제격입니다.

시설현황 : 물놀이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 발지압장, 비치파라솔, 마큐텐트, 화장실

운영기간 : 6월~8월

운영시간 : 10:00 ~ 19:00 (매주 월요일 휴장)

수정구 태평동 7003-13  삼정아파트 앞 탄천둔치

태평역에서 800M정도 걸어오시거나, 3-3번 버스를 타고

 '수진2동 삼정그린뷰 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자전거대여(탄천입구 앞)

탄천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장

2	태평	물놀이장	(면적 : 4,019m²)

하얀꽃눈으로 가득찬 뚝방길

놀이장 주변의 벚꽃길은

성남 벚꽃길 8경(景)으로도 꼽힐 만큼 장관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함께 벚꽃길을 걸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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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평동	꽃	군락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탄천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꽃이 군락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유채꽃을 시작으로 메밀꽃과 코스모스까지 아름다운 꽃 군락을 만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봄의전령 유채꽃은 벚꽃이 질 때쯤 봉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하여 5월에 가장 절정을 이

룹니다. 서늘한 가을이 찾아올 무렵에는 100만송이의 코스모스길을 볼수 있습니다. 살랑거리는 

코스모스를 만끽하며 사진을 찍거나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역 6번 출구에서 탄천방향 도보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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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는 개나리와 철쭉, 벚나무, 가을에는 단풍나무와 

물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명품 라이딩길입니다. 탄천 

본류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지류 동막천을 끝까지 

달리면 분당 일대 최대 규모의 낙생저수지에 이르게 

됩니다. 주변에 조성된 낙생유원지에서 땀을 식히고, 

여유를 가지고 수변공간을 감상하는 맛이 쏠쏠합니다. 

 탄천의 본류를 따라가다가 서현역 근처의 황새울공원으로 

길을 돌립니다. 공원 내 자전거 도로는 산책길과 분리돼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연결되는 분당천 역시 성남의 

중심지임에도 붐비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채꽃, 메밀꽃, 코스모스까지 아름다운 꽃 군락을 

만날수 있습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주의를 둘러보면 

탄천의 자연이 주는 여유를 느낄수 있습니다.

용인에서 시작된 탄천은 한강과 만나 여의도까지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기나긴 여정을 마치는 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늘 

함께한다는 사실!  라이딩을 하면서 탄천의 다양한 생태계를 

함께 볼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고정식 자전거 정비소와 이동식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합니다.

자전거 거치대 35개소, 12곳의 자전거공기주입기를 비롯해 

곳곳에 음수대와 공기주입기, 탈의실 등 동호인들의 편의시

설을 설치했습니다.

Bike Tour

자전거	투어

오리교	 단풍	라이딩길	 동막천

불정교	 황새울공원	 분당천

둔전교	 태평	습지생태원	 태평동	꽃	군락지

추천 1
코스 

추천 2
코스 

추천 3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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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잡한 일상을 벗어나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한 번 혼자 길을 나서 본 사람들은 그 

눈부신 외로움을 잊지 못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 15km에 이르는 성남시내 탄천에도 숨은 

장소들이 많습니다. 편안한 고요가 있는 곳, 혼자 여행하기 좋은 장소를 소개합니다.

혼자 떠나는 도보여행

천변 습지에 빼곡히 자란 물억새 사이로 걷는 산책로에는 

바람에 떠는 억새소리만 가득합니다. 키 큰 억새들 사이에 

폭 파묻혀 걷다 보면 여기가 도시인지, 시골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➊ 구미교 근처 ‘물억새	군락지’	(제 1코스)

철쭉과 개나리를 좌우로 한 조용한 길입니다. 탄천의 본류

가 아니라서 아직 발길이 드문 곳입니다. 

➋ 동막천	봄길 (제 1코스)

눈이 내린 다음날에도 발자국 하나 찍힌 곳 없는 길. 

어르신들의 소박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슬로우 공원입니다.  

➌ 금곡공원 (제 2코스)

서현역과 큰 길 하나 떨어져 있을 뿐인데, 황새울공원에는 

단풍잎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가을 정취를 제

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공원입니다. 

➍ 황새울공원 (제 3코스)

도보	투어
Walking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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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을이면 청보라빛으로 물드는 수크령도 아름답지만 늦

가을 도깨비바늘로 변신한 수크령 씨들로 짓궂은 장난을 쳐

보세요~

➋ 수크령	군락지	(제 2코스)

계절별로 바뀌는 꽃 군락을 보며 연인과 함께 다정한 시간

을 보내보세요.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을 찍을수 있을것입니다.

➌ 태평동	꽃	군락지	(제5코스)

살랑살랑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길을 손을 잡고 걸어보세

요. 마음까지 두근거리게 될것입니다.

연인과 함께 봄향기에 취해보는건 어떨까요.

➍ 태평동	벚꽃길	(제5코스)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시원하게 달리는 길의 배경이 빨

간 단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도 부럽지 

않은 닭살 데이트 코스 입니다.  

➊ 단풍	라이딩길	(제 1코스)

좋은 건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쁨은 두 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영화관-식당-프랜차이즈 카페’로 이어지는 데이트 코스가 식상한 

커플들의 이번 주 데이트 추천 장소는 탄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산책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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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변에는 5곳의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어른 무릎 정도 높이의 

풀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름철 가족끼리 피크닉 

하기에도 좋습니다. 

➋ 물놀이장	5총사	(구미, 정자, 맴돌, 야탑, 태평)

민물고기와 물 속에 사는 다양한 수서곤충들을 만날 수 있는 생

태체험 환경 교육공간입니다. 생태원 주변으로는 81종의 꽃들이 

심어져 있어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기에도 좋습니다.

➌ 태평	습지생태원	(제 5코스)

배드민턴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시설이 꽉 들어찬 공원입니다. 주중에 공부하느라 좀처럼 운

동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입니다. 

➊ 구미공원	(제 1코스)

아이 손 잡고 걷는	도보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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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분당	중앙공원	(중앙공원 내 분당천변 벚꽃 길)

 가족,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벚꽃길 

 서현역 2, 3번 출구에서 수내역 방향 도보로 5분(500m)

2경	 야탑동	분당보건소	앞	(분당보건소 앞 탄천변 벚꽃길)

 운동하면서 즐기는 벚꽃길

 야탑역 3, 4번 출구 광장에서 탄천 방향 도보로 5분

3경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 (지하철 산성역 ~ 남문매표소) 

 등산길 쉬어가는 벚꽃 군락지

 산성역 2번출구 신흥주공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52번 버스)

 한국폴리텍대학 버스정류장(52본, 9-1번 버스)

4경	 상대원	시설녹지대 (중원초등학교 앞 시설녹지대 내 벚꽃길)

 벚꽃과 함께하는 최고의 산책공간

 단대오거리역 3번 출구에서 33번 버스 승차 후 에스콰이아 정류장 하차

 남한산성입구역 3번출구에서 55번 버스 승차 후 에스콰이아 정류장 하차

 모란역 4번출구에서 350번 버스 승차 후 샤니후문 정류장 하차

5경	 분당	제생병원	앞	공공공지 (제생병원 앞 탄천변 공공공지 내 벚꽃길)

 휴식공간과 함께하는 벚꽃길

 서현역 4, 5번 출구에서 탄천 방향 도보로 5분

6경	 구미동	탄천변	녹지대
 탄천을 따라 여유로운 벚꽃 산책 

 미금역 2, 3번 출구에서 탄천방향(LH공사) 도보로 10분 (900m)

 오리역 1번 출구에서 탄천방향 도보로 5분

7경	 태평동	물놀이장 (태평동 탄천물놀이장 주변 벚꽃길)

 하얀꽃눈으로 가득찬 뚝방길

 태평역 6번 출구에서 탄천 방향 도보로 10분 (800m)

8경	 수진공원	진입로
 공원이용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태평역 5번 출구에서 수진중학교 방향 도보로 5분(수진공원 주차장)

 모란역 9번 출구에서 성수초등학교 방향 도보로 5분(수진공원 주차장)

벚꽃길따라 탄천에서 남한산성까지

성남	벚꽃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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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건강걷기대회

도심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았던 징검다리, 경쾌하게 흐르는 물소리, 힘차게 헤엄치는 잉어, 한가로이 

노니는 백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억새가 만들어주는 생명력 넘치는 탄천에서 ‘건강걷기 대회’를 

통해 탄천과 함께 건강해지자! 

탄천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야탑→이매→서현을 반환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반인을 위한 코스

(6km), 야탑→이매를 돌아오는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코스(3km)가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탄천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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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인근 
     가볼만 한 곳

판교	테크노밸리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일대

판교 테크노밸리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주도하에 국가 경쟁력 

및 판교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성한 IT, BT, CT, NT 

및 융합기술 중심의 첨단 혁신클러스터(연구개발단지)입니다. 게

임, 바이오, 통신 등 1200여개의 첨단기업이 연간 약 70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산업단지 입니다. 

T 031)888-6950  H www.pangyotechnovalley.org

정자동	카페골목 분당구 정자동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여유로움과 향긋한 커피향이 어우러진 이곳

에서 휴일의 나른한 오후를 맞아보세요. 작은 소품숍과

갤러리, 트렌디한 옷가게, 패션 아이템숍 등도

거리에 이국적인 느낌을 더한답니다.

분당도서관	 분당구 불정로 110 (정자동)

지하 1층, 지상 5층의 큰 규모를 자랑하며 일반열람실과 문헌정

보실 등 기본적 시설과 어린이도서관, 장애인열람실 등 맞춤형 공

간이 모두 마련돼 있는 지식의 보고입니다. 장애인 이용객은 택배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시청각실과 전자정보실에서 최첨

단 도서관 시스템을 경험해보세요. 

T 031)729-4800  H bd.snlib.net

한국잡월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외 최대규모의 직업체험관입니다. 

흥미와 재능을 발견할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T 1644-1333  H koreajobworl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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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카페거리	 분당구 백현동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와 함께 떠오르는 운중천 변 카페거리입

니다. 다양한 컨셉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밀집한 곳으로 브런치, 

디저트, 음료, 다양한 인테리어 카페들이 있습니다. 세련된 멋을 

풍기는  카페에서 여유를 즐겨보세요. 

율동공원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145(율동)

호수와 잔디밭, 야산 등 원래의 자연상태를 최대한 살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잔디광장 3곳과 사계절 꽃동산, 갈대밭, 휴게소와 

더불어 책 테마파크도 조성돼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배드민턴

장과 발지압장, 2.5km길이의 산책로가 있으며, 번지점프대가 특

히 눈길을 끕니다.

중앙공원  분당구 성남대로 550(수내동)

본래의 지형과 수림을 최대한 살린 공원으로 자연스러운 경관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수와 분수, 물레방아, 잔디광장, 상

록수광장 등의 조경시설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기 체조장, 

종합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주 안압지를 원형으로 만든 

분당호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경복궁 경회루와 창덕궁 애

련정을 본따 지은 돌마각과 수내정도 명물로 꼽힙니다.

 T 031)729-4907

탄천종합운동장	 분당구 탄천로 215

주 경기장은 축구와 육상 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으

로 현재 K리그 성남 일화 천마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주변의 보조 경기장은 평소 야구경기장으로 쓰이고,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빙상장, 헬스장, 테니스장 등의 스포츠 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요가, 유소년 축구, 라켓볼 등 주민을 위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 주민친화형 종합경기장입

니다.

T 031-725-7100  H www.2ssc.or.kr



성남시청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성남시는 시 청사의 실내 및 옥외 주요시설물을 시민들을 위

해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청사 밖 옥외광장에서 열리는 야

외콘서트 및 영화상영, 음악분수가 있는 너른 못, 자연과 어

울리는 조형물이 세워진 시 청사는 시민들의 특별한 휴식 장

소입니다. 주차장은 겨울이면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하고, 

분수 주변 산책로에는 사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각종 수

목들로 향기롭습니다. 

T 1577-3100  H www.seongnam.go.kr

모란시장 
모란민속 5일장은 매월 끝자리 4, 9일에 열리며, 하루 평균 8

만명이 이용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속 5일장입니

다. 성남시는 이 장터를 성남 9경(景)으로 지정하기도 했을 

정도로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의 전통 장입니다. 화훼, 

양곡, 약초, 잡화, 생선 등이 있으며, 생동감이 넘치고 정겨운 

옛 장터의 흥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

지 않습니다.

탄천 인근 
     가볼만 한 곳

성남아트센터 분당구 성남대로 808(야탑동)

2005년 10월 개관한 명품 공연장으로 오페라 하우스, 전문 클래

식 공연장인 콘서트홀, 소극장 규모의 공연을 소개하는 앙상블시

어터와 미술관, 녹지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남 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을 갖춘 음악분수와 야외광장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합니다.

H www.sn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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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관련 협의체 및 위원회 현황

		탄천미래발전	위원회

     새로운 탄천의 가치를 창출하고 종합적·근본적인 탄천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 구성인원	: 총17명 (관련공무원, 시의원, 하천관련전문가, 시민단체)

  ○ 위원회	발족	: 2016. 9. 21.

  ○	기					능	

●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하천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회의주기	: 필요시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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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천·양재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

  ○ 구성단체 : 6개자치단체(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송파구,강 남구,서 초구)

  ○ 발 족 일 : 2000. 8. 31   

  ○ 대상하천 : 탄천, 양재천

  ○ 협의내용 

●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협의회 개최 : 분기별 1회 및 필요시 수시 개최

 

  

			탄천수질개선	실무협의회

  ○ 협약체결 : 2013. 7. 22

  ○ 구성인원 : 7명(성남시 3, 용인시 4)

  ○ 회의주기 : 정기회의(년2회), 수시회의(필요시 수시 개최)

  ○ 주요 업무 

● 탄천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 경계지점 오염물질 제거방안

● 탄천 합동 정화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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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하천관리 일정
월별 녹지분야 수질분야 교육	프로그램

1월
 • 하천 맹아지,
     잡목 정비

 • 하천수 수질오염도 측정 및 유량 측정
 • 갈색거품 등 오염물질 제거

2월
 • 하천 맹아지, 
     잡목 정비

 • 하천수 수질오염도 측정 및 유량 측정
 • 갈색거품 등 오염물젤 제거

3월
 • 억새, 갈대,
     스크령 제초

 • 하천수 수질오염도 측정 및 유량 측정
 • 저수지 수질오염도 측정
 • 갈색거품 등 오염물질 제거

4월  • 갯버들 전정
 • 하천수 수질오염도 측정 및 유량 측정
 • 갈색거품 등 오염물질 제거

5월
 • 둔치 풀깎기
 • 위해식물 제거

 • 하천수 수질오염도 측정 및 유량 측정
 • 갈색거품 등 오염물질 제거

 • 수질환경교육
  - 찾아가는
     수질환경 교육
  - 탄천아, 같이 놀자
  - 탄천 물사랑 행사
     및 교육

6월
 • 둔치 풀깎기
 • 위해식물 제거

 • 하천수 수질오염도 측정 및 유량 측정
 • 저수지 수질오염도 측정

7월
 • 둔치 풀깎기
 • 위해식물 제거

 • 하천수 수질오염도 측정 및 유량 측정 

8월  • 위해식물 제거  • 하천수 수질오염도 측정 및 유량 측정

9월
 • 둔치 풀깎기
 • 위해식물 제거

 • 하천수 수질오염도 측정 및 유량 측정
 • 저수지 수질오염도 측정

10월
 • 둔치 풀깎기
 • 위해식물 제거

 • 하천수 수질오염도 측정 및 유량 측정

11월
 • 둔치 풀깎기
 • 하천 맹아지, 잡목 정비

 • 하천수 수질오염도 측정 및 유량 측정
 • 갈색거품 등 오염물질 제거

12월
 • 하천 맹아지, 
     잡목 정비

 • 하천수 수질오염도 측정 및 유량 측정
 • 저수지 수질오염도 측정
 • 갈색거품 등 오염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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