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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동네 육아정보

신나는 우리동네01

근린공원

여의도공원

전통의 숲, 지당연못, 생태연못, 사모정, 세종대왕동상, 

팔각정, 여의정, 야외무대, 잔디마당, 어린이놀이터, 

건강지압보도,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운동시설, 

자전거 도로, 휴식 공간, 포토존, 음수대, 편의점 등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02-761-4078~9(여의도공원 관리사무소)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yeouido.do

지하철 :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도보 9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숲속 길 따라 신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음
 ·  공원 안에 건강지압길이 있으며 잠시 신발을 벗고 지압길을 따라 걸을 수 
있음

 · 세종대왕 동상을 찾아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 나눌수 있음
 ·   숲 중앙에는 작은 호수가 있으며 수중 식물들과 물고기를 관찰해 볼 수 
있음

 · 여의도환승센터 인근에 위치하여 버스 교통이 매우 편리함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1358098?service=search_pc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yeouido.do


65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장, 음악분수, 원형광장, 무궁화동산, 

삼각광장, 장미원,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운동시설 야외무대, 휴식공간, 공원관리사무소 등

영등포구 신길로 275 

02-2670-3717(푸른도시과)

http://parks.seoul.go.kr/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유아숲 체험장이 있어서 경사놀이, 다리 건너기, 흙놀이터, 연못, 산책 등 
자유로운 숲 체험을 할 수 있음 

 ·  초록 잔디가 예쁜 공원이며 초록 배경을 바탕으로 ‘인생사진’ 한 컷 찍을 수 
있음

 · 영등포공원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음

이용시 tip

선유도공원

선유교, 선유도공원 전망대, 선유도이야기 전시관, 

선유마당, 원형소극장, 환경체험마당, 시간의정원, 

바람의언덕, 수생식물원, 원형소극장, 녹색기둥의 

정원, 자생습초지, 온실, 수질정화원, 방문자안내소, 

카페테리아, 산책로 등

06:00~24:00

영등포구 선유로 343 

02-2631-9368(선유도공원 관리사무소)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

seonyudo.do

지하철 : 9호선 선유도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9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과거 선유정수장 건물을 자연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 
환경재생 생태공원 

 · 공원 면적이 넓어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산책할 수 있음
 ·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 선유교를 건너기 힘들 수 있음. 날씨에 따라 시원한 
물이나 모자 또는 방한용품 등을 적절히 준비 해야함

 ·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휠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선유도 안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음. 장애인 운전자나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 이용 가능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8010790?service=search_pc
http://parks.seoul.go.kr/
https://place.map.kakao.com/17163566?service=search_pc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seonyudo.do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seonyu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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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마루공원

다목적광장, 산책로, 운동시설, 파고라, 화장실 등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14 

02-2670-3717(푸른도시과)

http://parks.seoul.go.kr/ 

지하철 : 1, 5호선 신길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영등포 지역의 상·공업 종사자와 직장인, 인근 주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사랑 받는 공원이며 도심 속 조용한 산책로에서 아이와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음

 ·  인근에 ‘영등포 재래시장’이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시장을 구경해 보며 
맛있는 먹거리도 구입해 보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음 

이용시 tip

자매공원(앙카라공원)

앙카라하우스, 조형물, 화가 최영림 기념표석,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여의도복지관, 화장실 등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02-2670-4086(푸른도시과)

http://parks.seoul.go.kr/ 

지하철 : 9호선 샛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1977년 서울시와 터키 수도인 앙카라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

 ·  공원 중앙에 위치한 앙카라 하우스는 1992년 건축된 면적 2층 규모의 
터키식 농가주택으로 터키 포도농장에서 직접 사용됐던 전통 생활기구와 
농기구, 주방용품등이 전시되어 있음(개방시간 09:00~18:00)

 · 멋진 자태의 장송과 조형소나무가 어울어진 산책로가 있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8071837?service=search_pc
http://parks.seoul.go.kr/
https://place.map.kakao.com/11285972?service=search_pc
http://park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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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공원

생태연못, 연못관찰데크, 배드민턴장, 미끄럼틀, 오르는 

기구, 모험놀이대, 흔들말, 운동기구, 배드민턴장, 

산책로, 팔각정, 공중전화, 경로당, 화장실, 음수대 등

영등포구 문래동3가 66 

02-2670-4086(푸른도시과)

지하철 : 2호선 문래역 1번 출구에서 도보 2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지하철 문래역 1번 출구, 버스 문래역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되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함

 ·  공원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물레 형상의 조형물을 찾을 수 있음. 그리고 
아이와 함께 동네 지명의 유래를 말해주는 물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음

 ·  문래역 7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망치모양의 벤치를 시작으로 ‘문래창작촌’이 
시작됨. 멋진 벽화와 조형물, 특이한 건축물들을 감상 할 수 있음

 · ‘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들어진 문래팽이놀이터가 
있음. 가정에 있는 팽이를 준비해서 팽이 놀이를 즐길 수 있음

 · 인근에 문래근린공원 공영 주차장이 있음

이용시 tip

신길공원

조합놀이대, 그네, 배드민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지압로, 산책로, 운동시설, 음수대,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영등포구 도림로 80길 6  

02-2670-4087(푸른도시과)

지하철 : 7호선 신풍역 4번 출구에서 도보 4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다양한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음
 · 지압보도를 걸으며 공원을 산책 할 수 있음
 ·  바로 옆에는 영등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가 위치하고 있음. 다양한 강습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1731618?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7972522?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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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공원(너와 나 우리 모두의 공원)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파고라, 생태연못, 산책길, 

화장실, 그네, 회전놀이대, 운동시설, 자전거주차장 등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2  

02-2670-4086(푸른도시과)

지하철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1번 출구에서 도보 2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당산공원은 지역사회 혁신계획 협치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완성
 ·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노는 놀이터’라는 무(無)장애 놀이터 

 ·  무장애 놀이터는 바닥면 턱을 없애고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함.  
몸이 불편한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바구니 그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회전놀이대가 있음 

 ·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 놀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어지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음

이용시 tip

메낙골공원

산책로, 바닥분수, 휴식공간,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화장실 등

영등포구 신길1동 4934-4 

02-2670-4087(푸른도시과)

지하철 : 7호선 보라매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8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할아버지, 할머니가 즐겨하시는 이색 스포츠인 게이트볼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음

이용시 tip

안양천 수변생태 순환길

자연체험장, 장미정원, 체력단련시설, 반려견 휴식공간, 

자전거길, 산책길, 체육시설 등

도림천~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수변생태 순환길  

02-2670-3140

지하철 : 5호선 양평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6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도림천에서 여의도까지 영등포구 안양천 수변 생태길이 길게 이어져 있음
 · 안양천 제방 벚꽃길은 벚꽃 산책의 명소
 · 안양천 수변생태 순환길 곳곳에 화장실이 있어 이용이 용이
 ·  생태 순환길에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어서 아이들과 자연 관찰 할 수      
있음

 ·  아이들과 함께 수변 생태 순환길을 따라 산책하며 건강도 지키고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27600122?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27391144?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1106431?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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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을공원

산책길, 휴게공간, 지압길, 체력단련시설

영등포구 양평동5가 78 

02-2670-3759(푸른도시과)

지하철 :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서울시와 주민이 동참하여 2009년 담을 허물어 만든 녹지공간
 ·  산책길, 휴게공간, 지압돌길,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 기구가 있으며, 주변에 
테 니스코트가 있음

 · 아이랑 산책하기에 아담하고 조용한 공원

이용시 tip

신길바라기공원

조합놀이대, 흔들놀이기구, 휴식공간, 운동시설 등

영등포구 도림동 255-2 

지하철 : 1, 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6분

 주요시설

 주       소

 교통안내

 · 운동기구가 많아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음
 · 공원 길이 길게 이어져 있어 산책하기 좋음
 · 곳곳에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편하게 쉴 수 있음

이용시 tip

문래소공원

산책길, 생태학습장, 휴게공간, 음수대, 체력단련시설

영등포구 문래로 10길 

02-2670-3760(푸른도시과)

지하철 : 2호선 문래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2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영문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을 찾기가 쉬움
 ·  아이들이 킥보드 타기, 줄넘기 등을 하며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려 놀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음

 · 계단이 없어 유모차 사용이 편리하고, 아기랑 산책하기 좋음

이용시 tip

이음소공원

산책길, 휴게공간, 버섯조형물

영등포구 당산동4가 98-1 

02-2670-3760(푸른도시과)

지하철 : 5호선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주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이어주듯 조성된 작은 이음소공원으로 
귀여운 버섯조형물이 눈에 띔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574599772?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781797059
https://place.map.kakao.com/26138378?service=search_pc
http://kko.to/vxbix8e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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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말소공원

산책길, 휴게공간, 체력단련시설

영등포구 당산동4가 85 

02-2670-3760(푸른도시과)

지하철 : 2, 9호선 당산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당산2동 주민센터 옆 소공원으로 접근성이 좋고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과, 
아파트주민의 쉼터가 되는 공간

이용시 tip

당산나루소공원

산책길, 휴게공간, 체력단련시설

영등포구 당산동5가 9-29 

02-2670-3760(푸른도시과)

지하철 : 2, 9호선 당산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도심속에서 잠시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전철과, 버스 이용객에게 
잠깐의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

이용시 tip

도리미소공원

흔들놀이기구, 휴식공간, 운동시설, 음수대 등

영등포구 도림동 821-3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6분

 주요시설

 주       소

 교통안내

 · 소박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조성되어 있음
 ·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많아 편안하게 쉬기 좋음

이용시 tip

http://kko.to/bRO3mRrxm
http://kko.to/O1VFB5ed5
https://place.map.kakao.com/2726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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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 수상무대 및 수상분수, 빛의 폭포, 너른들판,  

천상계단, 피아노물길, 광역여객선선착장, 친수형스탠드, 

페스티발랜드, 자연형 호안, 서울색공원 등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02-3780-0561~5(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

http://hangang.seoul.go.kr/archives/46758 

지하철 : 5호선 여의나루역 3번 출구에서 도보 4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여의도한강공원은 정치, 금융, 언론의 중심지인 여의도에 자리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아 직장인과 일반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이자 봄꽃축제, 세계불꽃축제, 각종 공연 및 마라톤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휴식공간

 · 날씨가 좋은 날 아이와 함께 도시락을 준비해서 피크닉을 떠날 수 있음
 ·  연날리기, 공놀이, 비누방울 등 다양한 야외 놀이를 준비하면 더욱 즐길 수 
있음

 · 유모차 및 휠체어 무료대여가 가능(09:00~18:00 신분증 필요)
 ·  아침 9시부터 일몰시 까지 자전거 대여점이 운영되고 있음(1인용 1시간당 
3,000원, 2인용 1시간당 6,000원 초과 시 추가 요금 발생)

이용시 tip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방문자센터(생태프로그램운영), 여의마당, 민속마당, 

버들광장, 여의못, 생태연못, 창포원, 버들숲, 

수질정화원 물억새마당 등

영등포구 여의도동 4-9 

02-3780-0570(여의도샛강 안내센터)

https://hangang.seoul.go.kr/archives/316 

지하철 : 5, 9호선 여의도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은 1997년 9월 25일 국내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
 ·  유아, 초등, 가족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강생태교육프로그램 
(해설프로그램, 자연관찰, 자연놀이 등)이 진행되고 있음.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완료 후 참여 가능함(프로그램 연중 운영)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0952963?service=search_pc
http://hangang.seoul.go.kr/archives/46758
https://place.map.kakao.com/7998604?service=search_pc
https://hangang.seoul.go.kr/archive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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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한강공원

양화선착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자전거대여소, 

양화대교전망대, 수변모래일광욕장, 야외씨름장, 

어린이놀이터, 해양스포츠훈련장, 당산역 승강기, 

휴식공간 등

영등포구 노들로 221 

02-3780-0581~3(양화한강공원 안내센터)

http://hangang.seoul.go.kr/archives/46804 

지하철 :   2, 9호선 당산역 3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여의도 샛강 하구에서 강서구 가양대교까지로 한강남단에 위치하고 있음. 
둔치에 넓게 조성된 잔디밭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이 다른 곳에서 쉽게 
보기 힘든 풍광을 제공

 ·  초록 잔디밭과 붉은 장미,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유명한 공원. 가족과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음

 · 유모차 및 휠체어 무료대여가 가능함(09:00~18:00 신분증 필요)
 ·  아침 9시부터 일몰시 까지 자전거 대여점이 운영되고 있음(1인용 1시간당 
3,000원, 2인용 1시간당 6,000원-초과 시 추가 요금 발생)

이용시 tip

어린이공원

양평어린이공원(생태놀이터)

큰부리새조합놀이대, 조합놀이대, 숲속미로, 

징검다리네트, 통나무 오르고 건너기, 통나무 균형잡기, 

운동기구, 모래놀이터, 세족장 등

영등포구 양평동 4가 301-7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9호선 선유도역 4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자연친화적인 생태놀이터로 모든 놀이기구가 천연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다양한 생태놀이를 즐길 수 있음 

 ·  놀이터 주변 높은 나무 위에 새들의 둥지와 둥지상자가 있음. 아이들과 
함께 새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찾아보는 놀이를 해보면 좋음 

 · 오르고 매달리며 뛰어 놀 수 다양한 대근육 놀이 활동이 많은 공원 
 ·  수도시설(세족장)이 있어서 놀이 후 깨끗하게 손발을 닦을 수 있음.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작은 수건을 챙기면 좋음

 ·  놀이터 입구에 당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린 ‘내가 만들고 싶은 놀이터’ 
그림이 전시되어 있음. 신나게 뛰어 놀고 그림감상도 할 수 있음

 · 안전 그네가 있어 처음 그네를 타는 영아들에게 매우 좋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8143124?service=search_pc
http://hangang.seoul.go.kr/archives/46804
https://place.map.kakao.com/1260516723?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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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어린이공원(창의어린이공원)

그물오름, 조합놀이대, 다양한 높낮이의 놀이 마운딩, 

언덕 미끄럼틀, 무장애 회전놀이대, 모래놀이터, 숲 속 

산책로, 나무아래 쉼터, 운동기구, 커뮤니티 공간 등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3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2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어린이와 주민과 함께 만든 창의어린이놀이터
 ·  새로운 것(New)과 기존의 것(Retro)이 만나 신구가 조화된 
뉴트로(Newtro) 콘셉트로 조성이 되어있음.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의 어릴 
적 놀이터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며 아이들과 함께 회전놀이대를 돌려 
볼 수 있음

 · 높낮이가 다른 놀이터 지형을 오르내리며 마운딩 놀이를 즐겨볼 수 있음
 ·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아울러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한 무(無)장애 놀이기구가 준비되어 있음

 ·  모래놀이터가 잘 되어 있어 모래놀이 용품을 챙겨 가면 더욱 즐겁게 놀 수 
있음 

이용시 tip

원지어린이공원(상상어린이공원)

양철나무꾼 조합놀이대, 조합놀이대, 스파이더 네트, 

그네, 운동기구, 커뮤니티 공간 등

영등포구 도림로47길 28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2, 7호선 대림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만든 시민고객 참여형 
상상어린이공원

 · 대림3동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있어 이용이 편리함 
 ·  ‘오즈의 마법사’ 동화 테마로 만들어진 공원이며 동화를 미리 읽고 가면 
동화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

 · 트래킹 코스가 있어서 운동화를 신고 산책하기 매우 좋음
 · 운동기구가 많이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운동하기에 좋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1187596?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5225340?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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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암어린이공원(상상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그네, 운동기구, 휴식공간 등

영등포구 대림동 715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2, 7호선 대림역 6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만든 시민고객 참여형 
상상어린이공원

 ·  요즘 공원에서 보기 힘든 철봉이 있으며 철봉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이라고 함. 아이와 함께 건강한 
철봉운동을 할 수 있음

이용시 tip

자유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지압길, 휴식공간, 운동시설 

농구장 등

영등포구 여의도동 50-3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9호선 샛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3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바로 옆에 평화어린이공원이 있으며 함께 이용하면 더욱 재미있음

이용시 tip

대림어린이공원

쌈지마당, 조합놀이대, 흔들놀이기구, 그네, 운동시설,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영등포구 대림로 106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2, 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대림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 이용이 
편리함

 ·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가족 나들이 하기에도 좋음
 · 넓게 인조잔디가 조성되어 있어 족구,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8318888?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8060616?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7822276?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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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지압길, 휴식공간, 운동시설 

농구장 등

영등포구 여의도동 50-3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9호선 샛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6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바로 옆에 자유어린이공원이 있으며 함께 이용하면 더욱 재미있음

이용시 tip

중앙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시소, 배드민턴장, 운동시설, 화장실 등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3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5호선 영등포시장역 4번 출구에서 도보 4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인근에 80년대에 생겨난 ‘영등포청과시장’이 있음. 2021년 영등포구에서 
‘보행친화거리 조성공사’를 쾌적하고 정돈된 시장이 되었음. 아이와 함께 
걸으며 다양한 과일을 구경할 수 있음

이용시 tip

강마을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그네, 흔들말, 운동기구, 산책로, 화장실 등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7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2, 9호선 당산역 4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봄 꽃을 대표하는 개나리를 잘 관찰 할 수 있음
 ·  서울시에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580년 된 은행나무를 찾아볼 수 있음. 
옛날 사람들은 이 보호수가 마을을 지킨다고 생각했다고 함 

이용시 tip

신우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흔들놀이기구, 그네, 화장실, 노인정, 

팔각정, 운동시설 등

영등포구 가마산로47길 13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7호선 신풍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7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2020년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로 인해 새 단장되었음. 여름에는 신나는 
물놀이장으로 이용이 가능함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5292557?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0643366?service=search_pc
http://kko.to/NaQpeUUE9
https://place.map.kakao.com/7978885?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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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말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그네, 휴식공간, 흔들놀이기구, 운동시설 등

영등포구 도림동 23-1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8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고추말은 영등포역 뒤편에 있는 ‘고추말 고개’에서 유래되었으며 겨울철 
바람이 고추처럼 몹시 차고 맵다는 뜻으로 정겨운 토속지명임

이용시 tip

동심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그네, 흔들놀이기구, 운동시설, 산책로 등

영등포구 대림로35길 7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2, 7호선 대림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있음. 아이와 함께 시원한 나무 그늘아래에서 책을 
읽어보는 여유를 즐길 수 있음

 · 족구장이 있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음

이용시 tip

서강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휴식공간, 운동시설 등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28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5호선 영등포시장역 2번 출구에서 도보 6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경찰서가 떠오르는 모양으로 조합놀이대가 꾸며져 있으며 아이와 함께 
경찰놀이를 할 수 있음

 ·  인근에 영등포평생학습관이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 가능함

이용시 tip

다사랑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그네, 파고라, 운동시설, 노인정 등

영등포구 대림로23가길 5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2, 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4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2020년 노후된 놀이터가 새 단장을 하였음.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훌륭한 놀이 공간이 되었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22894226?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470690019?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22894229?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24942652?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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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남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오르는 기구, 휴식공간, 운동시설 등

영등포구 선유로23길 18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5호선 양평역 2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어린이들의 꿈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걸리버여행기의 장면을 
가져와 놀이터로 만듦. 출렁이는 파도와 난파선의 모양이 재미있음

 · 민간기업인 ㈜토박스코리아에서 기부하여 만들어짐

이용시 tip

산성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휴식공간, 운동시설 등

영등포구 대림동 752-60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2, 7호선 대림 10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작은 미끄럼틀이지만 아이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공간

이용시 tip

신일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휴식공간 등

영등포구 신길동 455-1 

02-2670-3757(푸른도시과)

지하철 :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작은 놀이시설이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22894227?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372200961?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7941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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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 하절기에만 운영
 · 운영시간 :   (방학전) 주말에만 운영 13:00~16:50,  

(방학중) 평일 13:00~16:50, 주말 및 공휴일 11:00~17:50 
 · 우천 시 물놀이장 운영 중지
 · 이용 전 준비 운동을 하고 신발은 벗고 입장
 · 뛰어다니지 않고 안전하게 놀이 해야함 
 · 애완동물은 출입할 수 없음
 · 영유아 입장 시에는 방수용 기저귀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 동반

이용시 tip

영등포공원 물놀이장

조합놀이대, 물놀이 놀이기구, 워터레볼루션, 워터터널, 

기린의자, 야자수버켓, 몽골텐트, 워터샤워, 휴식공간, 

화장실 등

영등포구 신길로 275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6분

 주요시설 

 

 주       소

 교통안내

원지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합놀이대, 기린의자, 워터샤워, 휴식공간, 화장실 등

영등포구 도림로47길 28 

지하철 : 2, 7호선 대림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주요시설 

 주       소

 교통안내

문래목화마을마당 물놀이장

조합놀이대, 워터터널, 야자수버켓, 플라워버켓, 

워터레보루션, 워터스프레이, 정글탐험, 휴식공간, 

화장실 등

영등포구 문래3가 94-1 

지하철 : 2호선 문래역 3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주요시설 

 

 주       소

 교통안내

신우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합놀이대, 워터터널, 워터샤워, 야자수버켓, 

워터스프레이, 화장실 휴식공간 등

영등포구 가마산로47길 13 

지하철 : 1, 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7분

 주요시설 

 주       소

 교통안내

https://place.map.kakao.com/25449358?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5225340?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25149043?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7978885?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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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광장공원 꽃섬길마을마당 물놀이장

코끼리물총, 얼룩말물총, 물의정원해파리, 물의삼중주, 

황소개구리, 휴식공간 등

영등포구 신길5동 431-28 

지하철 : 7호선 신풍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주요시설 

 주       소

 교통안내

한강공원 물놀이장
 · 이용시간 : 09:00~19:00
 ·  만 5세 이하 유아는 무료 이용으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필수 
지참해야 함

 · 인근 매점, 화장실, 실외 샤워실, 간이 탈의실 등이 구비되어 있음
 ·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모를 쓰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함
 · 고무튜브 및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 등)의 사용을 금함
 · 파라솔은 4인기준 1개만 무료로 제공하여 드림
 ·  눈병, 피부병, 기타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음

 ·  주변 도로 및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  수영장 운영업체에서 주차권에 할인도장을 받아 오시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최초 30분 1,000원, 초과 10분당 200원)

이용시 tip

양화 물놀이장

성인(만19세 이상) 3,000원 

청소년(만 13~만18세) 2,000원 

어린이(만 6세~만12세) 1,000원 

유아(만 5세 이하) 무료

영등포구 노들로 99(양화 한강공원 내) 

070-4200-5418

https://hangang.seoul.go.kr/archives/46886

지하철 :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8분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가까운 주차장은 양화제2주차장
 · 매시 45분부터 정각까지 15분간 휴식시간 있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0528526?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0528526?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27220463?service=search_pc
https://hangang.seoul.go.kr/archives/4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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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한강공원

성인(만 19세 이상) ５,000원 

청소년(만 13~만18세) ４,000원 

어린이(만 6세~만12세) ３,000원 

유아(만 5세 이하) 무료

영등포구 여의도동 82-3(여의도 한강공원 내) 

02-785-0478

https://hangang.seoul.go.kr/archives/46886

지하철 :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물놀이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연약한 피부를 보호가 필요함

이용시 tip

체육공원

양평유수지 체육공원(생태공원)

생태연못, 습지, 생물군집서실공간(비오톱), 관찰데크, 

휴식공간, 조형물, 휴대폰 충전기, 체육시설 등

영등포구 양평동 3가 

02-2670-4131

지하철 : 5호선 양평역 1번 출구 도보 9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계절의 변화를 만끽 할 수 있는 공원. 봄에는 벚꽃의 아름다움을, 가을에는 
메타세콰이어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음 

 ·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해바라기, 억새풀, 연꽃, 조롱박 등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물들의 이름과 생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

 · 예전의 빗물 펌프장을 생태복원하여 공원을 만듦
 ·  다목적광장, 트랙, 배드민턴장, 족구장, 반코트 농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어 건강과 여가활동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임

이용시 tip

대림3동유수지 체육공원(생태공원)

조깅트랙, 인라인트랙,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

영등포구 도신로 1 

02-2670-3522(푸른도시과)

지하철 : 1, 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7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식물들과 곤충들을 찾을 수 있음
 · 인근에 대림도서관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함 
 · 우기를 제외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함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21332595?service=search_pc
https://hangang.seoul.go.kr/archives/46886
https://place.map.kakao.com/25547842?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75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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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2동유수지 체육시설

육상트랙,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클라이밍장, 

체력단련시설, 화장실 등

영등포구 도신로 15길 5  

02-2630-2981(다목적배드민턴 체육관), 

02-2630-2991(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지하철 : 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배드민턴 체육관 및 클라이밍 경기장 이용회원은 4시간 무료주차가 가능 
(1일 1회만 가능)

 · 조명 설치로 야간에도 자유롭게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배드민턴과 클라이밍의 경우, 기존회원은 매달 20~25일까지, 신규회원은 
매달 26일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접수 받고 있음

이용시 tip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영롱이갈대야구장, 영롱이갈대2, 3구장(축구장), 

하프코트 테니스장 등

영등포구 양평2동 안양천변  

02-2670-4096

지하철 : 9호선 신목동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6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안양천 양화교~양평교 일대 총 55,000㎡ 규모의 체육시설
 ·  주차 공간 및 조명 시설까지 완비되었고, 탁 트인 경기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 만들어짐

이용시 tip

영롱이 억새 1, 2, 3구장

축구장,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영등포구 문래동6가 안양천변  

02-2670-4096 

지하철 : 2호선 도림천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2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시설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에서 신청 가능함
 · 이용 전 전화로 문의 

이용시 tip

http://kko.to/-0TzuNXg8
https://place.map.kakao.com/772184119?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93201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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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이 인라인마당

인라인스케이트장, 고급자 외부트랙, 중·초급자용 

내부트랙 등

영등포구 문래동5가 안양천변 

02-2670-3140

지하철 : 2호선 도림천역 2번 출구에서 도보 9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이용 전 전화로 문의
 · 음식물 섭취를 금지
 · 조명 설치로 야간에도 자유롭게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음

이용시 tip

오목교 족구장

족구장, 휴게공간 등

영등포구 양평동 488(오목교 하단) 

02-2670-4096

지하철 : 5호선 오목교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2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시설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에서 신청
 ·  8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18:00까지 중에서 1타임을 선택하여 예약가능

이용시 tip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휴게공간 등

영등포구 가마산로31길 16 

02-2670-4096 

지하철 : 2, 7호선 대림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2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시설예약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에서 확인 가능  

이용시 tip

영롱이 농구장

풀코트 농구장, 체육시설 등

영등포구 문래동5가 안양천변 

지하철 : 2호선 도림천역 2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주요시설

 주       소

 교통안내

 ·  서울시가 스포츠 기업 아디다스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가는 ‘서울아 운동하자!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듦

 · 풀코트 농구장으로 2020년 새로 만들어져서 시설이 깨끗함
 · 언제나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게 시민들에게 상시 오픈되어 있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1587985?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2116050222?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1014337?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3748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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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시설

탁트인 맘스가든

세계장난감도서관, 여성문화공간, 어린이도서관, 

키즈라운지, 프로그램실, 수유실, 파우더룸 등   

화~토 1타임 09:30~12:00, 2타임 화~금 

13:00~17:30, 토 13:00~16:00(점심시간 

12:00~13:00 이용 제한)

월, 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 1)

무료

영등포구 신길로 204 인의빌딩 2층 

02-833-6022(내선6번)

https://www.ydpccic.or.kr:44998/s3_10_1.php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영, 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을, 육아에 지친 부모와 여성에게는 
일상을 치유하고 삶의 활력을 주는 문화허브 힐링 공간

 · 세계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시 장난감 및 도서대여가 가능

이용시 tip

여성소통문화공간 Hey YDP! 

스카이라운지, 강의실, 라이프스타일북스, 프라이빗룸, 

편의공간, 키즈라운지 등

월~금 주1회 1시간 30분씩 대관 가능 

(1회차 10:00~11:30, 2회차 13:00~14:30,  

3회차 15:00~16:30)

토, 일, 법정공휴일

무료

영등포구 당산로29길 9, 그린케어센터 건물 2층 

070-4647-2909

https://www.ydp.go.kr/story/2020/10/01.html

지하철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1번출구에서 도보 5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서울시 최초로 여성소통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등포구 여성이라면 
누구나 HEY YDP!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음

 ·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대관 예약 신청하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728265633?service=search_pc
https://www.ydpccic.or.kr:44998/s3_10_1.php
https://place.map.kakao.com/572211215?service=search_pc
https://www.ydp.go.kr/story/2020/1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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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방지턱 코스, 굴절코스, 8자코스, ㄹ자코스, 직선코스 등

월~금 10:00~12:00, 13:30~15:30

토, 일, 법정공휴일, 여름철 혹서기, 겨울철 혹한기

무료

영등포구 양화동 10-8 

(안양천 갈대1구장 옆 유휴부지) 

010-5397-7978(안전교육 책임자)

https://www.ydp.go.kr/reserve/

contents.do?key=4162&

지하철 : 9호선 신목동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4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안전을 직접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

 ·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생활을 
실천하도록 돕고 있으며, 미래의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등포구 관내 5세 이상 어린이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이용시 tip

YDP 곤충체험학습관

표본 전시실, 생태 체험실, 곤충체험학습 체험실, 

카페테리아 등

10:00~18:00(카페테리아는 9시부터 이용 가능)

설·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5. 1)

관내 3,000원, 관외 5,000원

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 구청별관 H동 지상 1층 

02-2636-0130

https://www.ydp.go.kr/www/

contents.do?key=5000&

지하철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희귀종표본, 화석, 골격표본 등 8백 여종의 곤충과 생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살아있는 곤충도 직접 만져볼 수 있음

 ·  어린이들은 곤충을 다양한 표본을 통해 배우고 생태체험을 해보며,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애틋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곤충 안내 도우미가 상시 배치돼 있어, 전시된 곤충 및 생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제공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938615833?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938615833?service=search_pc
https://www.ydp.go.kr/reserve/contents.do?key=4162&
https://www.ydp.go.kr/reserve/contents.do?key=4162&
https://place.map.kakao.com/27288842?service=search_pc
https://www.ydp.go.kr/www/contents.do?key=5000&
https://www.ydp.go.kr/www/contents.do?key=5000&


85

밤섬 생태체험관

생태학습용 VR, AR, 철새관찰 망원경 등

화~토 10:00~17:00

월, 일, 법정공휴일

무료

영등포구 여의도로 330 

02-3780-0526(여의도 안내센터), 

02-3780-0715(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지하철 :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밤섬은 내부습지로는 드물게 18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음 
람사르 습지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협회가 지정, 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를 말함 

 · VR로 수리부엉이가 되어 날아다니며 밤섬일대를 관찰 할 수 있음
 ·  생태교육 목적으로 강의실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밤섬의 계절별 생태변화를 
관찰 할 수 있음 

 · 한강의 해넘이를 전망할 수 있는 좋은 장소 

이용시 tip

국회 방문자센터

헌정기념관,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수유실, 

국회둘레길 등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마감 1시간 전 입장)

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 1), 국회개원기념일(5. 31)

무료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6788-2865, 02-6788-4865

지하철 :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과 헌정기념관 내 시설물과 전시물을 참관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과 안내와 함께 관람하실 수 있음

 ·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하시면 참관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음

 ·  국회에서는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관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참관기념품을 드리고 있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215291826?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8742697?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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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골 문화의 거리

당산골 행복곳간, 당산커뮤니티, 빛글공감마을도서관, 

책나무마을도서관 등

월~금 09:00~18:00, 토 09:00~13:00

일, 법정공휴일

수강료 무료(재료비 본인부담), 도서관 

무료대여(회원등록)

영등포구 당산로 16길 

02-2670-1105(프로그램 문의)

지하철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에서 도보 4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당산로 16번길이 당산골 문화의 거리로 새단장하여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이 생겨남

 ·  당산골 행복곳간에서는 종이접기, 천연비누, 꽃꽂이 손뜨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수강생도 모집하고 있음

이용시 tip

선유 걷고 싶은 거리

산책길, 휴게공간, 조형물, 프리마켓(10월, 행사 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57-4 

지하철 : 9호선 선유도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분

 주요시설

 주       소

 교통안내

 · 선유도역에서 선유도공원으로 가는 길을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함
 ·  양평2동 문화예술 작가들의 특별하고 다양한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음 

이용시 tip

밤섬 철새조망대(한강조망대)

망원경 철새관찰

12월~2월 09:00~17:00(겨울철 한시적으로 운영)

성탄절과 신정, 설날  

무료

영등포구 여의서로 62 

지하철 :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교통안내

 ·  밤섬은 마포 와우산에서 바라본 모습이 밤알을 닮았다 해서 밤섬이라 이름 
붙여졌음

 · 밤섬은 한강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들의 도심 속 보금자리
 ·  철새조망대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추운 겨울 몸도 녹이고, 겨울 
철새도 관찰해 보실 수 있음 

 · 여의도한강공원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614147013?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0490958
http://kko.to/5ukLyhJ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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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창작촌

설치미술, 사진벽화, 문래도시텃밭, 카페 등

365일 언제나, 문래 창작촌 투어는 3월~11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15:00에 집결

무료, 투어 10,000원(지도, 해설비, 전시공간 입장료 등)

영등포구 당산로38길 8 

02-2637-3313, 02-2670-3131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https://www.ydp.go.kr/tour/contents.do?key=4013

지하철 : 2호선 문래역 7번 출구에서 도보 9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철공소와 예술가의 공존으로 명소가 된 곳으로, 예술혼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산업예술문화 여행지

 ·  아이들과 지역의 역사를 살필 수 있고, 곳곳에 벽화와 설치작품을 찾고 
전시된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거리

이용시 tip

SeMA 벙커(서울시립미술관)

전시실, 역사갤러리

화~일 11:00~19:00(관람종료 30분전까지 입장)

월, 전시 준비중(1. 2~4. 4), 정기휴관(1. 1)

무료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76 

02-2124-8942

https://sema.seoul.go.kr/

지하철 : 5,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SeMA벙커는 사전 예약 없이 방문 가능, 이용요금 무료
 · SeMA벙커는 여의도 환승센터 지하에 위치해 교통이 매우 편리함
 ·  출입구는 2곳이며, 계단형 유리구조물로 된 신설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음 
 ·  SeMA 벙커는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됨. 2005년 
여의도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현지조사 중 발견되었으며,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됨 

 ·  2016년부터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10월 19일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SeMA 벙커로 개관

 ·  상대방을 배려하는 관람문화 필요함(미술관내 정숙, 핸드폰 사용금지, 
애완동물 반입금지, 미술관내 모든 지역 금연, 미술관내에서 뛰기 금지)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21798080?service=search_pc
https://www.ydp.go.kr/tour/contents.do?key=4013
https://place.map.kakao.com/27435105?service=search_pc
https://sem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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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온(On)

홍보관, 가상스튜디오, 미디어 교육장, TV부조정실 

체험장, 만화영화더빙체험 코너, 뉴스앵커체험장, 미니 

박물관, KBS교향악단 체험zone 등 

09:30~17:30(17:00 까지 입장) 

명절(신정, 설, 추석)연휴, 토, 일, 법정공휴일

무료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본관 

02-781-2224~2225

http://office.kbs.co.kr/kbson/

지하철 :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에서 도보 9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코로나19로 인해 단체와 개인 모두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관람이  
가능

 · 평일 단체(15명 이하) 예약가능한 시간 :   09:30,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16:30

 · 평일 개인 견학 가능한 시간 :   10:00, 11:00, 13:00, 14:00, 15:00, 
16:00

 ·  개인견학자 분들도 미리 시간때를 예약해주시면 해설원의 인솔하에 
견학이 진행됨

 ·  개인견학자분들은 자유관람형식이 아닌 해설원의 인솔하에 이동(단독으로 
이동 불가)

 · 안내데스크 옆 무료 개인물품보관함 이용이 가능
 · KBS본관과 신관 사이 방문객 주차장 이용이 가능(10분당 1,000원) 

이용시 tip

한국잡지정보관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수장고, 강당 등

월~금 09:00~18:00

토, 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 1)

무료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02-360-0041

지하철 : 9호선 샛강역 2번 출구에서 도보 6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한국잡지 100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잡지를 
전시하고 있음

 ·  주차요금은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1,000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26407143?service=search_pc
http://office.kbs.co.kr/kbson/
https://place.map.kakao.com/10950465?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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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문래청소년센터

프로그램실, 피아노실, 체육관, 조리실, 영상미디어실, 

댄스연습실, 대공연장, 달촌 북카페, 난타실 등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시간 상이

토, 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 1)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요금 상이

영등포구 문래로 110 

02-2167-0100

http://www.mullaeyouth.or.kr/

지하철 : 2호선 문래역 3번 출구 도보 1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유아를 위한 요리, 보드게임, 코딩, 바둑, 한자, 속독, 암산, 체스, 토론, 
논술, 영어, 뮤지컬, 미술, 조형, 종이접기, 바이올린, 난타, 성악, 피아노, 
수영(9월까지 공사 진행)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기존회원은 매달 18일~22일, 신규회원은 매달 25일부터 마감시까지 
방문하여 회원 등록 할 수 있음

이용시 tip

영등포평생학습관

문헌정보실, 어린이실, 디지털간행물실, 자율학습실, 

노트북학습실 등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시간 상이

매월 둘째, 넷째 월(단,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운영), 

법정공휴일(단,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임시휴관일(관장이 

자료의 정리, 보수공사, 장서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요금 상이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길 10 

02-6712-7533~4 

https://ydpllc.sen.go.kr

지하철 : 5호선 영등포시장 2번 출구에서 도보 8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프로그램 운영기간 및 접수기간이 상이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인 
에버러닝(https://everlearning.sen.go.kr)에 회원가입 후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가능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1087398?service=search_pc
http://www.mullaeyouth.or.kr/
https://place.map.kakao.com/10643609?service=search_pc
https://ydpllc.sen.go.kr
https://everlearning.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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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문화원

강의실, 전시실, 다목적 강당, 조리실, 영상실, 다목적실 등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시간 상이

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 1)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요금 상이

영등포구 신길로 275 

02-846-0155, 02-846-0156

http://www.ydpcc.co.kr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어린이를 위한 미술, 발레, 하모니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이용시 tip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대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기구필라테스실, 골프연습장, 옥외쉼터 등

월~금 06:00~21:50, 토 08:00~17:50, 일 

10:00~17:50

매월 둘째, 넷째, 다섯째 주 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5. 1)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요금 상이

영등포구 신풍로 1 

02-2650-1500

https://www.y-sisul.or.kr/

mod.asp?m=business&s=a01

지하철 : 7호선 신풍역 4번 출구에서 도보 4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어린이를 위한 수영, 창의가베, 아동미술, 한자, 요리교실, 점토, 주산암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기존회원은 매달 20~25일, 신규회원은 매달 26일~정원 마감 시 까지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음월 회원으로 등록 가능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21212305?service=search_pc
http://www.ydpcc.co.kr
https://place.map.kakao.com/1121477381?service=search_pc
https://www.y-sisul.or.kr/mod.asp?m=business&s=a01
https://www.y-sisul.or.kr/mod.asp?m=business&s=a01


91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대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스피닝실, 다목적실, 

문화강좌실, 옥외쉼터 등

월~금 06:00~21:50, 토 08:00~17:50,  

일 10:00~17:50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주 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5. 1)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요금 상이

영등포구 국회대로 615 

02-2630-2900

https://www.y-sisul.or.kr/

business.asp?m=sportscenter2

지하철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어린이를 위한 수영, 축구, 발레 등 체육프로그램 외에도 바둑, 미술, 주산, 
한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단,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인터넷 회원등록을 이용할 수 없음)

이용시 tip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아트홀

대규모 공연장, 분장실, 대기실, 다목적 전시장 등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요금 상이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영등포구민회관 내 

02-2670-4020

https://www.ydpcf.or.kr

지하철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주요시설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첨단 시설의 복합 문화예술공간인 영등포아트홀은 1층에는 대형 오페라, 
발레, 뮤지컬과 더불어 다양한 콘서트까지 수용하는 대규모의 공연장이, 
2층에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다목적 전시장이 운영되어 작품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8845335?service=search_pc
https://www.y-sisul.or.kr/business.asp?m=sportscenter2
https://www.y-sisul.or.kr/business.asp?m=sportscenter2
https://place.map.kakao.com/10643233?service=search_pc
https://www.ydp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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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유아도서, 놀이시설, 유아장난감 등

월~금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 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 1)

무료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 4층 

(영등포구가족센터 내) 

02-2678-2193

지하철 :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공동육아나눔터는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방문해 자유롭게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하는 공간

 · 주 2회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

이용시 tip

영등포구가족센터

배움교실, 언어발달실, 공동육아나눔터 등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시간 상이 

무료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 4층 

02-2678-2193

https://ydpfc.familynet.or.kr

지하철 :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영등포구가족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남

 ·  영등포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가족상담, 문화, 교육, 아이돌봄지원, 
다문화가족사업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어울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감

 ·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 하실 수 있음

이용시 tip

아이조아 열린육아방(영등포동주민센터)

놀이공간, 볼풀장, 유아장난감 등

월~금 09: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1)

무료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22 

02-2670-1055

지하철 : 5호선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에서 도보 9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이용요금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영등포동 자치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
 · 인근에 중마루 공원이 위치해 있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0641390?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0641390?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0641390?service=search_pc
https://ydpfc.familynet.or.kr
https://place.map.kakao.com/8010960?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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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영유아 장난감, 놀이시설, 휴식공간, 안내데스크 등

화~토요일 11:00~18:00(점심시간 13:00~14:00)

월, 일, 법정공휴일, 복지관 임시휴관일

영등포구 신길로13길 4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별관 

02-849-1454

http://www.childfund-ydp.or.kr/sub03/sub02.php

지하철 : 7호선 신풍역 3번 출구에서 도보 6분

 주요시설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난감 대여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아이들을 위한 자유놀이실과 무지개교실 등을 이용(운영 여부 확인 필요)할 
수 있음

이용시 tip

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  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안심 놀이공간. 
양육자들의 자조모임 및 공동체를 함께 키워감

 · 이용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5세 이하의 영유아와 보호자임
 · 이용시간 :   화~금 1회차 09:30~12:00, 2회차 13:00~17:30 

토 1회차 9:00~12:00, 2회차 13: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이용 제한)

 · 휴관일 : 월, 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 1)
 · 이용방법 :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ydpccic.or.kr)에서 

인터넷접수(하루전), 전화접수(1시간전), 현장접수(수시) 가능. 
현장접수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이 진행될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전 지점에서 도서 대여가 가능(회원별 1회 2권 14일) 

이용시 tip

 · 1회차는 어린이집 우선 예약으로 운영(어린이집 미예약시 개인이용 가능)
 ·  건물 지하에 신길4동 마을공원 공영주차장이 자리하고 있어 주차가 편리함

이용시 tip

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1호점(신길4동)

영유아도서, 놀이시설, 영유아장난감, 유아전용화장실 등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33-6022(내선4번 → 1번)

지하철 : 7호선 신풍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4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https://place.map.kakao.com/26380916?service=search_pc
http://www.childfund-ydp.or.kr/sub03/sub02.php
www.ydpccic.or.kr
https://place.map.kakao.com/27029356?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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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3호점(당산1동)

놀이시설, 영유아도서, 영유아장난감, 휴식공간, 

안내데스크, 장난감도서관 등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영등포구청 별관) 

02-833-6022(내선4번 → 3번)

지하철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구청 별관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함

이용시 tip

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4호점(당산2동)

영유아도서, 놀이시설, 영유아장난감, 장난감도서관 등

영등포구 당산로41가길 7(당산2동 주민센터) 

02-833-6022(내선4번 → 4번)

지하철 : 2, 9호선 당산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당산2동 주민센터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편리함

이용시 tip

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5호점(문래동)

영유아도서, 놀이시설, 영유아장난감 등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메가벤처타워 602호) 

02-833-6022(내선4번 → 5번)

지하철 : 2호선 문래역 1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1회차는 어린이집 우선 예약으로 운영(어린이집 미예약 시 개인이용 가능)
 ·  지하 주차장이 있음. 기본 30분에 500원, 추가 10분에 500원으로 이용가능

이용시 tip

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2호점(영등포동)

영유아도서, 놀이시설, 영유아장난감 등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4(영등포동자치회관) 

02-833-6022(내선4번 → 2번)

지하철 : 5호선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에서 도보 6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영등포동 작은도서관이 옆 공간에 마련되어 있음. 아이와 즐거운 놀이도 하고, 
재미 있는 책도 보는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27366329?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8299800?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9761136
https://place.map.kakao.com/800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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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6호점(대림동)

영유아도서, 놀이시설, 영유아장난감 등

영등포구 도신로4길 20 YDP미래평생학습관 

02-833-6022(내선4번 → 6번)

지하철 : 2, 7호선 대림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6분

 주요시설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통합열린놀이방으로 장애영유아 우선예약이 가능 
(미 예약 시 비장애 영유아 이용 가능)

 · 심리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누젤렌실’이 마련되어 있음

이용시 tip

장난감도서관 당산1호점(당산1동)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02-833-6022(내선3번 → 1번)

지하철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장난감도서관 당산2호점(당산2동)

영등포구 당산로41가길 7 당산2동 주민센터 

02-833-6022(내선3번 → 2번)

지하철 : 2, 9호선 당산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  가정에서 다양한 장난감을 경험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장난감을 대여해 

드리는 장난감 도서관
 ·  이용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주민으로 
회원가입을 한 사람

 · 이용시간 :   화~금 09:30~17:30, 토 09:30~16:00(점심시간 12:00~13:00 
이용 제한)

 · 휴관일 : 월, 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 1)
 · 이용료 : 연회비 10,000원(감면대상일 경우 증빙서류 지참)
 · 이용방법 :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ydpccic.or.kr)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 기관방문, 서류제출(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및 연회비 납부 → 
회원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633988569
https://place.map.kakao.com/27366329?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8299800?service=search_pc
www.ydpcc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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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도서관 신길점(신길동)

영등포구 신길로42길 1 신길4동 복합청사 

02-833-6022(내선3번 → 3번)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4분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장난감도서관 대림점(대림동)

영등포구 도신로4길 20 YDP미래평생학습관 

02-833-6022(내선3번 → 4번)

지하철 : 2, 7호선 대림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6분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세계장난감도서관점(신길동)

영등포구 신길로 204 인의빌딩 2층 

02-833-6022(내선6번)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https://place.map.kakao.com/9200299
https://place.map.kakao.com/633988569
https://place.map.kakao.com/17282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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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우리동네03

도서관

대림도서관

평일 09:00~22:00  주말 09:00~17:00 

월, 법정공휴일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정한 경우(장서점검 및 시설유지 

보수 등)

영등포구 도신로 27 

02-828-3700

www.ydplib.or.kr/drlib

지하철 : 1, 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4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유아, 어린이 자료 09:00~18:00
 ·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준회원)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카드(정회원) 
발급 진행

 ·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실명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가능
 ·  영등포 구립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여의샛강 마을도서관, 
생각나무 마을도서관, 드나드리 마을도서관, 꿈터 마을도서관, 마음서랍 
마을도서관, 도림 늘샘드리 마을도서관, 밤동산 마을도서관) 공통 사용가능

 ·   도서 대출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 사용, 대리 발급 불가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8862652?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dr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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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도서관

평일 09:00~22:00 주말 09:00~17:00

월, 법정공휴일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정한 경우(장서점검 및 시설유지 

보수 등)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49 

02-2629-8600

www.ydplib.or.kr/mllib

지하철 :   2호선 문래역 1번 출구에서 도보 6분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9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준회원)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카드(정회원) 
발급 진행

 ·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실명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가능
 ·  영등포 구립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여의샛강 마을도서관, 
생각나무 마을도서관, 드나드리 마을도서관, 꿈터 마을도서관, 마음서랍 
마을도서관, 도림 늘샘드리 마을도서관, 밤동산 마을도서관) 공통 사용가능

 ·   도서 대출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 사용, 대리 발급 불가

이용시 tip

선유도서관

평일 09:00~22:00  주말 09:00~17:00 

월, 법정공휴일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정한 경우(장서점검 및 시설유지 

보수 등)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10-8 

02-2163-0800

www.ydplib.or.kr/sylib

지하철 :   9호선 선유도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2, 9호선 당산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18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준회원)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카드(정회원) 
발급 진행

 ·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실명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가능
 ·  영등포 구립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여의샛강 마을도서관, 
생각나무 마을도서관, 드나드리 마을도서관, 꿈터 마을도서관, 마음서랍 
마을도서관, 도림 늘샘드리 마을도서관, 밤동산 마을도서관) 공통 사용가능

 ·   도서 대출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 사용, 대리 발급 불가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1857452?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mllib
https://place.map.kakao.com/12513946?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ylib


99

여의샛강 마을도서관

평일 09:00~20:00 주말 09:00~17:00

월, 법정공휴일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정한 경우(장서점검 및 시설유지 

보수 등)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별관 여의디지털 도서관) 

02-2629-2222

https://www.ydplib.or.kr/yulib/index.do

지하철 :   5, 9호선 여의도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분 

1, 5호선 신길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4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준회원)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카드(정회원) 
발급 진행

 ·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실명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가능
 ·  영등포 구립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여의샛강 마을도서관, 
생각나무 마을도서관, 드나드리 마을도서관, 꿈터 마을도서관, 마음서랍 
마을도서관, 도림 늘샘드리 마을도서관, 밤동산 마을도서관) 공통 사용가능

 ·   도서 대출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 사용, 대리 발급 불가

이용시 tip

영등포본동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신길로61길 17(영등포본동주민센터)  

3층 

02-847-8883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1, 5호선 신길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3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6559권 
 · 열람좌석수 : 8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908188449?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908188449?service=search_pc
https://www.ydplib.or.kr/yulib/index.do
https://place.map.kakao.com/21812157?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21812157?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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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동네 육아정보

영등포동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4(1층) 

02-2636-8222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5호선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에서 도보 6분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2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6559권
 · 열람좌석수 : 30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여의동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여의동주민센터 3층 

02-784-2268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9호선 샛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1호선 대방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7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7688권
 · 열람좌석수 : 10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무인예약대출반납기 사용 가능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21812162?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https://place.map.kakao.com/21812165?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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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1동 작은도서관

월, 화, 목, 금 10:00~12:00,13:00~17:00 

수 13:00~17:00, 18:00~20: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양산로23길 11 당산1동 주민자치센터 2층 

02-2677-7916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도보 2분 

5호선 영등포시장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3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6862권
 · 열람좌석수 : 22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당산2동 작은도서관

월, 화, 목, 금 10:00~17:00 / 수 10:00~20: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당산로41가길 7 당산2동 주민센터 3층 

02-2632-2276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2, 9호선 당산역 11번 출구에서 도보10분 

2, 9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6725권
 · 열람좌석수 : 10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7716506?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https://place.map.kakao.com/860564699?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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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동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도신로33길 4 도림동 자치회관 1층 

02-833-3036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9147권
 · 열람좌석수 : 30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문래동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도림로141가길 16 마을활력소 1층 

02-2068-8919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2호선 문래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분 

1, 2호선 신도림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6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6677권
 · 열람좌석수 : 50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21812147?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https://place.map.kakao.com/21812149?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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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1동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영등포로 11길 12 양평1동 주민센터 2층 

02-3667-9996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5호선 양평역 2번 출구에서 도보 7분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4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6812권
 · 열람좌석수 : 8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양평2동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선유로47길 30(양평2동 주민센터4층) 

02-2679-5252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9호선 선유도역 6번 출구에서 도보 4분 

2, 9호선 당산역 12번 출구에서 도보 16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5510권
 · 열람좌석수 : 13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401293928?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https://place.map.kakao.com/1722108608?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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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동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신길복지관(2층) 

070-8895-1184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1, 5호선 신길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11925권
 · 열람좌석수 : 15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화~금 10:00~20:00 / 토 10:00~14:00

월,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영등포로64길 15 청소년문화의 집 내  

1층 문고 

02-843-5935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1, 5호선 신길역 1번 출구에서 도보 7분 

1호선 대방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10350권
 · 열람좌석수 : 8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412391460?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https://place.map.kakao.com/95811869?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95811869?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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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무 마을도서관

월~목 10:00~20:00 / 금 10:00~17:00 / 토 

10:00~14:00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신길로41라길13-8 신길3동 주민센터 2층 

02-846-0399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7분 

7호선 신풍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8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4076 권 
 · 열람좌석수 : 6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드나드리 마을도서관

월~금 10:00~20: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신길로42길1 주민센터 2층 

02-3457-7688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4분 

7호선 신풍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7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7761권 
 · 열람 좌석수: 20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365006014?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https://place.map.kakao.com/1402031710?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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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터 마을도서관 

월, 화, 수, 금 10:00~18:00 / 목 10:00~17:00 / 토 

10:00~14:00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도림로 264(신길5동 주민센터 3층) 

02-836-1005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7호선 신풍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9945권
 · 열람좌석수 : 6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신길6동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대방천로 193 신길6동복지관(지하1층) 

02-835-7476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7호선 신풍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7호선 보라매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11422권
 · 열람좌석수 : 30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365330544?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https://place.map.kakao.com/8406780?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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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서랍 마을도서관 

월~금 10:00~20:00 / 토 10:00~14:00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0  

신길7동 주민센터 5층 

070-8895-1186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7호선 보라매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3분 

1호선 대방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7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8474권
 · 열람좌석수 : 18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대림1동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디지털로441 보건소분소 지하1층 

02-834-4560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7호선 신풍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2, 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13218권
 · 열람좌석수 : 24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464094670?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464094670?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https://place.map.kakao.com/9706785?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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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2동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5 

(동주민센터 옆 복지관4층) 

02-835-1215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2, 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2분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10478권
 · 열람좌석수 : 16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대림3동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대림로 197 대림3동 주민센터 2층 

02-832-4075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2, 7호선 대림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7호선 신풍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9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9564권
 · 열람좌석수 : 19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21812154?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21812154?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https://place.map.kakao.com/21812159?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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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마을 작은도서관 

화~금 10:00~20:00 / 월 10:00~17:00 /  

토 10:00~14:00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문래동6가) 

02-811-7410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2호선 문래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4분 

5호선 양평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6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8925권
 · 열람좌석수 : 24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구민회관 작은도서관

월, 화, 목, 금 10:00~17:00 / 수 10:00~20: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3층) 

02-2678-9997

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에서 도보 7분 

2, 9호선 당산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19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8610권
 · 열람좌석수 : 46석
 · 대출기간 : 1인당 10권 가능 / 21일간(연장불가)
 ·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74891190?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https://place.map.kakao.com/1532263968?service=search_pc
www.ydplib.or.kr/smal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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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어린이 작은도서관

월~금 14:00~18: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당산로44길 3 삼성타운 608호 

02-2679-6270

www.heorum.com

지하철 :   2, 9호선 당산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5분 

2, 9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3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4800권
 · 열람좌석수 : 15석

이용시 tip

빛 글 공감 마을도서관

월, 화, 목, 금 10:00~17:00 / 수 14:00~20: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당산로16길 5-1 

02-2671-7005

지하철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에서 도보 4분 

2호선 문래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1000권
 · 열람좌석수 : 20석
 · 대출기간 : 1인당 1권 가능 / 7일간(수기대출) 

이용시 tip

책나무 마을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당산로16길 17-1 

02-2671-7009

지하철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에서 도보 6분 

2호선 문래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2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1700권
 · 열람좌석수 : 16석 
 · 대출기간 : 1인당 2권 가능 / 7일간(수기대출)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219908503?service=search_pc
www.heorum.com
https://place.map.kakao.com/1614147013?service=search_pc
https://place.map.kakao.com/1246617529?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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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네 작은도서관

화~토 10:00~18:00

월, 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가마산로 313 바우빌딩 502호 

010-8699-0633

https://blog.naver.com/unnine2013

지하철 : 2, 7호선 대림역 5번 출구에서 도보 8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8000권
 · 열람좌석수 : 40석

이용시 tip

도림 늘샘드리 마을도서관

월~목 09:00~23:00 / 금 09:00~16:00 / 

토, 일 12:00~21:00

공휴일

영등포구 도영로7길 10 도림동주민자치센터 4층 

02-848-9622

https://www.ydplib.or.kr/small/index.do

지하철 : 1, 2호선 신도림역 4번 출구에서 도보 8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4380권
 ·   열람좌석수 : 32석 
*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1인당 5권)

이용시 tip

밤동산 마을도서관

화~금 09:00~20:00 / 토, 일 09:00~17:00

월, 공휴일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18-2 

02-849-9716

지하철 :   1호선 대방역 6번 출구에서 도보 6분 

9호선 샛강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2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회원가입 :   영등포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안내데스크에서 정회원 
전환(모바일 회원증 사용 가능) / 기존 구립도서관 회원증 
사용가능

 · 상호대차 : 1인 5권(제공도서관 대출권수에 포함)
 · 예약도서 : 1인 3권(대출 중인 도서만 가능)
 · 도서자료수 : 5500권
 · 열람좌석수 : 40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26244867?service=search_pc
https://blog.naver.com/unnine2013
https://place.map.kakao.com/147210936?service=search_pc
https://www.ydplib.or.kr/small/index.do
https://place.map.kakao.com/634946583?service=search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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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평생학습관 도서관

문헌정보실 월~금 09:00~20:00 / 토, 일 09:00~17:00 

어린이실 월~금 09:00~18:00 / 토, 일 09:00~17:00 

디지털 간행물실 월~금 09:00~18:00 / 토, 일 09:00~17:00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임시휴관일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길 10 

02-6712-7500

https://ydpllc.sen.go.kr/ydpllc/

index.do?getContextPath=

지하철 :   5호선 영등포시장역 2번 출구에서 도보 8분 

2, 9호선 당산역 9번 출구에서 도보 16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회원가입 :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방문시 
회원증 발급

 · 도서대출 : 2주 7권
 · 반납연기 : 홈페이지나 전화로 반납 예정일 전 1회에 한하여 7일 연기 가능
 · 자료예약 : 대출된 도서에 한하여 3권까지 예약 가능

이용시 tip

서울하우징랩 SH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일, 공휴일

영등포구 영신로 183 서울하우징랩 지하2층 

02-2135-5699

https://www.smalllibrary.org/library/

detail/2694966

지하철 :   5호선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에서 도보 7분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약 1980권
 · 열람좌석수 : 약 30석 
 · 대출 기간 : 1인 2권 14일(코라시스넷 사이트 또는 현장에서 가입 후 가능)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0643609?service=search_pc
https://ydpllc.sen.go.kr/ydpllc/index.do?getContextPath=
https://ydpllc.sen.go.kr/ydpllc/index.do?getContextPath=
https://place.map.kakao.com/412514289?service=search_pc
https://www.smalllibrary.org/library/detail/2694966
https://www.smalllibrary.org/library/detail/269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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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공존’

월~목 10:00~17:00 / 금(영화상영) 16:00

토, 일, 공휴일

영등포구 신길로 13길 4, 3층 

02-845-5331

http://www.childfund-ydp.or.kr/product/item.php

?it_id=1638247757&ca_id=10

지하철 :   7호선 신풍역 3번 출구에서 도보 6분 

2,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17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내

 · 타임 별 10인 미만 이용가능
 · 홈페이지 공간예약 접수 :   회원가입 → 참여하기 → 도서관 ‘공존’ 공간예약 

신청하기(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울 경우 유선 
신청 가능)

 · 도서자료수 : 3467권
 · 열람좌석수 : 12석
 · 대출기간 : 대출 불가능

이용시 tip

이룸센터 아름인도서관

월~금 09:00~18:00

토, 일, 공휴일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2층 

02-3433-0618

지하철 :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에서 도보 2분 

5, 9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3분

 이용시간

 휴  관  일

 주       소

 전화번호

 교통안내

 · 도서자료수 : 2600권(전자도서 포함)
 · 열람좌석수 : 약 20석
 · 대출기간 : 대출 불가능

이용시 tip

https://place.map.kakao.com/1088800091?service=search_pc
http://www.childfund-ydp.or.kr/product/item.php?it_id=1638247757&ca_id=10
http://www.childfund-ydp.or.kr/product/item.php?it_id=1638247757&ca_id=10
https://place.map.kakao.com/13010309?service=search_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