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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하이서울페스티벌매년5월경.

www.hiseoulfest.org

종묘 제매년5월첫째일요일. 종묘.

www.jongmyo.net 

고종 명성황후 가례 매년 4, 10월. �운현궁

02-766-9090 www.unhyungung.com 

서울약령시축제 매년 6월경. 서울 약령시 일

. �02-969-4793 www.seoulya.com 

숙박∙식당정보

서울유스호스텔 옛 안기부 본관 건물을 개∙

보수한 것. 객실 50개, 암벽 등반장, 자전거

하이킹, 남산산책로. �02-319-1318 

www.seoulyh.go.kr 

북촌게스트하우스북촌한옥마을소재. 

2인 1실 5만~6만원. �02-743-8530 

www.bukchon72.com

삼청동수제비삼청동큰길가의 20년된맛집.

수제비∙감자전5000원. 

�02-735-2965

nㆍGRILL N서울타워의 회전 전망 레스토

랑. 점식식사 5만원 선. 저녁식사 7만~8만원

선. �02-3455-9297

프로그램 성격

∙한국의전통과축제를즐길수있는프로그램으로구성한다. 

∙북촌한옥마을과운현궁은체험, 경복궁과덕수궁등은전통재현행사관람을위주로한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이열리는5월이적당하다.

여행 코스 : 광화문 - 경복궁- 삼청동 - 북촌한옥마을- 운현궁 - 시청 앞 광장, 하이서울페

스티벌관람- 덕수궁- 남산투어- 서울숲- 청계천야경

연계코스 : 003(김포)이나004(파주) 코스와연계해1박2일의여행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조선의법궁인경복궁(www.royalpalace.go.kr)에서는매시정각조선시 궁성문개폐와수문장교 식이

행해지고, 흥례문안내실앞에서경복궁무료해설이시간별로실시된다. 경회루특별관람은하루3회, 1회관

람인원은60명(온라인예약+현장선착순판매, 5000원)이다. 경복궁입장료어른3000원, 청소년1500원, 매

주 화요일 휴무, 주말과 공휴일은 7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주말에는 우리궁궐지킴이(www.rekor.or.kr),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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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길라잡이(www.palaceguide.or.kr) 같은 자원봉사 단체에서도 경

복궁 무료 해설을 해준다. 경복궁의 동쪽과 남서쪽에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은경복궁관람권으로모두볼수있다. 주말이나공휴일

에는주차장사정이좋지않다. 오전시간 를이용할것.

1984년에한옥보존지구로지정된북촌한옥마을은경복궁과창덕궁

사이에 있는 유서 깊은 동네로 원서동, 재동, 계동, 가회동, 인사동 일

를 말한다. 한국불교미술박물관(02-766-6000, www.buddhistmuseum.

co.kr), 궁중음식연구원(02-3673-1122, www.food.co.kr), 가회박물관

(02-741-0466, www.gahoemuseum.org), 매듭박물관(02-3673-

2778), 북촌문화센터(02-3707-8270) 등에서 전통 문화 체험이 가능하

다. 예약필수.

하이서울페스티벌(www.hiseoulfest.org)은 서울의 표 축제로 매

년 4월 말부터 5월 초에 걸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물론 청계천, 종

로, 한강, 남산골 한옥마을, 북촌한옥마을, 5 궁궐,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 전역에서 행사가 펼쳐진다. 왕실문화재현, 세종 왕즉위식, 고궁

뮤지컬, 지구촌 한마당, 한류 스타 패션 페스티벌 등이 메인 프로그램이

다. 입장료가필요없는행사들이많으므로날짜별로미리알아두고현장

에찾아갈것. 

덕수궁(02-771-9951, www.deoksugung.go.kr)은 역사적 사건이

많았던 궁궐로 중화전, 정관헌, 석조전 등은 동서양의 건축 양식이 조화

를 이룬 건축물이다. 정문인 한문 앞에서 왕궁 수문장 교 식이 하루

세 차례(오전 11시, 오후 2시, 3시 30분) 진행된다. 월요일 제외. 덕수궁

관람권(어른1000원, 청소년500원)을구입했더라도덕수궁미술관에입장하려면별도의관람권을사야한다. 

서울 중심에 자리한 남산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45년 전통의 남산 케이블카(02-753-2403,

www.cablecar.co.kr)를 타고 정상에 올라 N서울타워(www.nseoultower.com) 전망 , 팔각정, 봉수 를 돌

아보고‘85 타임캡슐’옆길로내려오면서서울성곽을보는코스가추천할만하다. 타워의야간조명과전망

에서내려다보는서울의야경이매우아름답다. 

47년 만에 복원된 청계천(cheonggye.or.kr)은 청계광장부터 22개 다리를 지나며 서울 한복판을 흐른다.

광통교, 정조 왕능행반차도, 오간수문, 관수교밑야외 화관, 빨래터등이볼만하다. 청계천의시설과이야

기는청계천문화관(www.cgcm.go.kr)에서짚어볼수있으며, 매시정각(오전10시~오후4시) 청계광장에서

문화유산해설사들의청계천투어가있다. 소요시간은40분, 비용은무료.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전주중앙회관 명동에 있는 48년 전통의 비빔

밥집. 비빔밥 9000원, 해물파전 1만2000원.

�02-776-3525

민가다헌 인사동 전통 가옥을 리모델링한 한

옥 레스토랑. 점심 3만원, 저녁 5만~7만원.

�02-733-2966 www.minsclub.net 

디미방 인사동의 약선 요리 전문점. 디미방

정식 1만2000원. �02-720－2417

고려삼계탕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삼계탕

집. 삼계탕 1만1000원. �02-752-9376

www.koreasamkyetang.com 

눈나무집 삼청동 소재. 이북식 김치말이

4500원, 떡갈비 7000원. �02-739-6742 

기타정보

서울시청www.seoul.go.kr

서울시티투어버스

�02-777-6090

www.seoulcitytourbus.com

서울도보관광코스안내

(7개지역9개코스) 

dobo.visitseoul.net 

1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2 덕수궁 수문장 교 식. 3 북
촌한옥마을 가회동 골목길. 4 아름다운 청계천 야경. 5 남
산의 N서울타워. 6 경복궁 항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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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고양행주문화제매년 10월초순.

�고양시청문화예술과031-961-4136 

양주전통문화축제매년5월.

�양주시청문화체육과031-820-2125

양주문화제매년 10월초순.

�양주시청문화체육과031-820-2102 

숙박∙식당정보

레마르크 펜션 장흥국민관광지 내에 위치.

33~79m2 규모의 다양한 객실 마련. 객실료

7만~24만원. 민박은 26m2 6만원(4인 기

준). 펜션 내 카페와 식당 구비. 아침 정식

7000원. 

�010-2027-6122 www.remarque.co.kr

엘르호텔 장흥국민관광지 내 위치. 객실료

3만~5만원. �031-855-4004

웰빙모텔 장흥국민관광지 내 위치. 객실료

2만~3만원. �031-855-7545

작은 토 장흥국민관광지 내에 위치. 시골밥

상 등 한정식과 참나무 장작을 이용한 바비큐

가능. 시골밥상 2인분 3만원. 바비큐 1인 추

가9000원. �031-855-5670 

시인과촌장 장흥국민관광지 내에 위치. 흑염

프로그램 성격

∙서울인근에있어하루코스로적당하다.

∙아이들을포함한온가족이자연을느끼고문화를체험할수있는코스로구성한다.

∙봄부터가을까지적기. 특히여름방학때는초등학생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적당하다.

여행코스 : 구파발- 1번국도(고양방면) - 삼송리검문소(356번지방도좌회전) - 농협 학- 원당허브랜

드 - 원당종마목장 - 1번 국도(외곽순환고속도로 통일로 IC 방면 좌회전) - 자 삼거리(39번 지방도 우회전)

- 중남미문화원- 39번국도(장흥방면) - 농협사거리도로밑으로P턴- 371번지방도(장흥국민관광원지방

면) - 청암민속박물관- 장흥아트파크

연계코스 : 004(파주)와연계해서1박2일프로그램가능. 

장소별소개∙특징

원당허브랜드(031-966-0365, www.wondangherbland.co.kr)는농협 학에서CF 촬 지로유명한포플

러가로수길지나원당종마목장못미쳐삼거리에있다. 10여년동안가꿔온9900m2 규모의허브농장에는허

고양과양주

아이들손잡고자연, 역사, 문화의향기찾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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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100여종이있고, 허브숍에서는허브로만든다양한허브제품을구입할수있다. 허브초만들기와허브비

누만들기체험은주중에만가능. 체험가능최소인원은5명이상, 비용은3000~5000원. 농장옆휴게실에서

향긋한허브티한잔마시는것도낭만적. 허브티는3000~4000원, 허브쿠키는1000~3000원. 

원당종마목장(031-966-2998)으로 들어서면 마치 미국 서부의 한 목장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넓은 초지

위로날렵한경주마들이한가로이풀을뜯는모습이이국적이다. 원당종마목장은한국마사회에서지역민을위

해매주수요일부터일요일까지개방한다. 목장안에는매점이없으니도시락등간단한먹을거리를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입장료는 무료, 개방 시간은 09:00~17:00(동절기 16:00)다. 목장 밖에는 돈을 받고 아이들을 태

워주는개인소유의말이있다.

중남미문화원(031-962-7171, www.latina.or.kr)은다년간외교관으로생활한이복형원장이중남미권에

서 수집한 민속 공예품과 가면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전시한 공간이다. 박물관, 미술관, 조각공원으로 구성되

며 연중무휴. 월요일부터 토요일 점심(12:00~14:00)에는 스페인 요리‘빠에야’를, 주말과 공휴일에는 조각공

원에서멕시코전통음식‘타코’를맛볼수있다. 입장료어른4500원, 중∙고생3500원, 어린이3000원. 개관

시간10:00~ 18:00. 문화원바로옆에는 성전, 명륜당, 전사청등의건물이들어선고양향교가있다.

양주시장흥면에위치한청암민속박물관(031-855-5100, www.cheong-am.co.kr)은흘러간우리네것들

로 가득한 공간이다. 종합전시관과 테마전시관 등 총 12개 전시관으로 구성. 어른들에겐 추억을 선사하고, 아

이들에게새로운체험을제공한다. 야생화관찰, 예절교육, 전통민속놀

이 체험, 피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준비돼 있다. 피자 만들기

체험(체험비 1인당 7000원)은 30인 이상 가능. 입장료 어른 2000원, 어

린이1000원. 개관시간평일10:00~18:00(토∙일요일21:00).

장흥국민관광지에 자리한 장흥아트파크(031-877-0500, www.

artpark.co.kr)에는 9900m2 규모의 야외 조각공원, 6개 전시장을 갖춘

미술관, 500명수용가능한야외공연장, 어린이미술관등이있다. 매주

토∙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

다. 상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판화 체험 놀이와 도예 체험 교

실 등이 있으며, 비용은 작품당 1만~1만5000원 선. 입장료 어른 7000

원, 어린이 5000원. 개관 시간 10:00~19:00. 매주 월요일 휴

관, 애완견출입금지. 

중남미문화원이나 청암민속박물관, 장흥아트파크 신 무

료로 공연되는 양주별산 놀이를 감상해도 좋다. 매년 5월

부터10월까지매주토∙일요일상설공연(단, 7월중순부

터8월중순에는무더위로인해공연중지).

13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소 요리 전문. 지리산 흑염소전골(2인분) 4만

원, 지리산 흑염소탕 1만5000원, 산채정식

9000원. �031-855-4688

행랑채 장흥국민관광지 내에 위치. 유황오리

요리, 갈치조림, 전라도 한정식 가능. 전라도

한정식(2인분) 2만~4만원, 생오리 로스 3만

5000원, 갈치조림(2인분) 2만원. 

�031-855-9554

기타정보

고양시청

www.goyang.go.kr

고양시청문화예술과

�031-961-4143

양주시청www.yangju.go.kr

양주시청문화체육과

�031-820-2120~3 

1 원당종마목장. 2 다양한 허브가 전시된 원당허브랜드.

3 장흥아트파크에 있는 조형물. 4 중남미문화원. 5 청암

민속박물관 내 테마전시관 내부 모습.

3

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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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선원사논두 연꽃축전매년8월초순. 

�선원사032-933-8234 

김포문화예술제매년9월하순. 

�김포시청문화예술과031-980-2746

강화도새우젓축제 9월하순~10월초순. 

�032-932-9337

강화고인돌문화축전매년 10월초. 

�032-930-3623 

숙박∙식당정보

약암홍염천관광호텔 명포구 근처 지하

400m 암반수에서 끌어올린 해수로, 철분과

무기질이 풍부해 붉은색을 띤 홍염천탕이다.

객실료는주중7만~15만원. 아침식사5000~

7000원

�031-989-7000 www.yakam.co.kr 

부메랑모텔 김포약암온천 부근. 깔끔하고 전

망이좋다. 

�031-997-3500 

강화남산유스호스텔 총 객실 86개로 학생 수

련회,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객에게 적합하다.

족구장, 야외수 장을갖추었다. 

�032-934-7777

프로그램 성격

∙호국여행, 문화유산답사, 웰빙먹거리체험으로구성한다.

∙호국유적지는자녀의교육에, 교육박물관과포구∙어시장기행은부모에게적당하다.

∙여행하기좋은때는밴댕이가나오는6월과김장철젓갈이나오는10~11월. 그러나초등학생체험학습이목

적이라면사계절어느때든무방하다.

여행 코스 : 48번국도(김포방면) - 양촌- 356번지방도(초지 교방면) - 명초등학교사거리우회전-

덕포진(덕포진유물전시관∙덕포진∙손돌목 묘) - 덕포진교육박물관(추억의 음악 수업) - 명초교 사거리 우

회전- 명포구 산책∙어시장- 강화초지 교건너우회전- 초지진(신미양요관련유적) - 강화동쪽해안도

로- 덕진진(남장포 ∙덕진돈 ) - 초지삼거리우회전- 광성보(안해루∙광성돈 ) - 갑곶교지나우회전-

갑곶돈 ∙강화역사관- 강화 교- 48번국도

연계코스 : 013(강화) 코스와혼합하거나석모도, 교동도를묶어1박2일여행으로구성할수있다.

1
김포와강화도

명포구산책과강화도국방유적답사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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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별소개∙특징

명포구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덕포진은 임진왜란 후 선조 때 구축한 것으로,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

함 와, 신미양요때는미국함 와치열한포격전을벌 다. 전시관(031-989-9794)에는이곳에서발굴된중

포와포탄, 상평통보등이전시되어있다. 몽고군이침입했을때왕이바다를건널수있도록도와준손돌목묘

가있다. 관람시간은09:00~ 18:00. 관람소요시간은한시간.

덕포진교육박물관(031-989-8580, www.dpjem.com)은 1950년 이후의 생활용품과 학교에서 사용하던

교과서, 학용품, 30년 전 교실, 서당의 모습 등 각종 교육 활동에 사용하던 자료가 총망라되어 학창 시절의 아

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실제 30분 수업이 이루어지는데‘땡땡땡’시작종이 울리면 학생들은 자

리에 앉고, 여선생님이 들어와 반장을 뽑고 인사를 나누고 풍금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한다. 입장료 어른 2500

원, 청소년2000원, 초등학생1500원, 유치원1000원. 체험시간은10:00~18:00. 

초지 교 옆 명포구는 강가의 나루터처럼 정겨운 포구로, 횟집마다 부분 자기 소유의 고깃배가 있어

회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봄에는 꽃게탕과 주꾸미, 여름에는 밴댕이

회, 가을에는 하구이와우럭회, 겨울에는 삼식이가일품으로계절별 먹

을거리가풍부해관광객의발길이끊이지않는다. 젓갈시장은주부들에게

인기가높다.

초지 교를건너염하를따라이어진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는구한

말 외세에 맞서 싸운 격전지다. 신미양요 때 치열한 싸움터 던 초지진

(032-937-4388)에는 성벽과 그 옆의 늙은 소나무에 신미양요와 병인

양요때외적들이쏘아댄포탄자국이뚜렷이남아있다. 고려때부터강

화해협을지키던외성의요충지덕진진은신미양요때가장치열한포격

전이벌어진곳. 공조루, 남장포 , 덕진돈 와외국선박의출입을통제

하는 경고비를 볼 수 있다. 광성보(032-937-4488)는 신미양요 때 미군

과 48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격전지로, 어재연 장군을 기리는 전적비와

350여명의순국 령들을기리는신미순의총이있다.

갑곶돈 (사적 제306호)는 고려 때 몽고와 줄기차게 싸운 현장이며,

강화역사관은선사시 부터근세까지국방유적등을한눈에볼수있으

며 마니산의 개국 이야기, 강화의 문화와 몽고항쟁, 구한말 비극을 담은

전쟁사를볼수있는곳이다. 입장료어른1300원, 청소년700원. 주차료

무료. 개관시간평상기09:00~18:00. 강화도여행시5개소일괄관람권

(역사관∙고려궁지∙덕진진∙초지진∙광성보)을 구입하면 입장료 부담

을줄일수있다. 어른2700원, 청소년1700원.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15

바다마을횟집 명포구에 위치. 200명 수용.

우럭탕∙삼식이탕(4인 기준) 3만원, 자연산

회6만~8만원. 

�031-981-5044 

선정 초지 교 근처. 초지 교와 강화도 갯

벌을 볼 수 있다. 강화도 토속 음식인 메 칼

싹두기∙시래기밥6000원.  

�032-937-1907

더리미집 강화역사관 근처 장어촌에 있음. 숯

불장어 1kg 5만원. �032-932-0787 

기타정보

김포시청www.gimpo.go.kr

김포시청문화예술과�031-980-2470

강화군청

www.ganghwa.incheon.kr 

강화군청문화관광과

�032-930-3220

강화역사관관광안내소

�032-932-5464 

gmn.incheon.go.kr

1 초지진. 2 손돌목 돈 아래 핀 진달래. 3 광성보의 안

해루. 4 덕포진교육박물관의 추억의 풍금 소리. 5 덕포진

유물전시관. 6 명포구 젓갈시장.

2

3
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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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율곡문화제매년 10월중순. 

�031-941-2425

파주개성인삼축제매년 10월말.

�031-940-4904

파주장단콩축제매년 11월중순.

�031-940-4904

숙박∙식당정보

호텔 Wiz 탄현면에 위치. 객실 57개. 객실료

8만~80만원. 전객실에사우나시설. 

�1577-0312 

로얄모텔 문산읍에 위치. 객실 36개. 객실료

주중 2만5000~3만원, 주말 3만5000원.

�031-953-6667 

드래곤모텔 아동동에 위치. 객실 29개. 객실

료 5만원. 

�031-945-3462 

반구각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 임진강 자연산

장어 요리와 황복 요리 전문. 장어 1kg 4만

5000원, 황복탕 3만원, 황복회시가. 

�031-954-7707

통일촌장단콩마을 문산읍 마장2리에 위치. 장

단콩 두부 전문점. 두부전골 2만5000원, 두

프로그램 성격

∙조국분단의현실을몸소느껴볼수있는여행코스다.

∙개별여행보다여행사의단체여행이용이편리한프로그램이다.

∙사계절관광지로손색없으나호국의달6월에적당하다.

여행코스 : 자유로- 임진각관광지- 비무장지 연계관광(제3땅굴, 도라전망 , 도라산역, 통일촌) - 1번

국도(파주 방면) - 37번 국도(여우고개 사거리 좌회전) - 율곡 제1교차로 - 화석정 - 37번 국도(파평 방면) -

두지교차로- 두지나루황포돛배 - 자유로

연계코스 : 002(고양&양주) 코스와연결하면1박2일여행이가능하다. 

장소별소개∙특징

임진각관광지(031-953-4744)는한국전쟁의그림자가그 로남아있는곳이다. 1972년북한실향민을위

해세워졌고, 매년내외국관광객200만명이찾는통일안보관광지다. 깨끗하게정돈된야외에는한국전쟁에

사용된 군장비가 전시되어 있으며,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팻말을 단 증기기관차는 비장한 여운마저 남긴

파주

조국분단의비극을몸으로느끼는호국여행

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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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30년 의 열차를 복원한 이 열차 뒤편에는 열차 카페도 조성되어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그외에도 임진각관광지에는 망배단, 자유

의 다리와 위령탑, 평화의 종과 통일연못 등 통일∙안보와 관련된 다양

한기념물이있어천천히둘러보려면시간을넉넉히잡는게좋다. ‘평화

누리공원’도놓칠수없는볼거리. 야트막한언덕에다양한조형물이있

고, 그주위로형형색색의바람개비가멋스럽게어우러진이곳은‘2005

세계평화축전’을 개최하면서 조성했다. 주차료 승용차 2000원, 중형차

3000원, 형차5000원.

비무장지 연계 관광은 순환버스를 이용해 비무장지 를 돌아보는

안보 관광 코스. 제3땅굴과 도라전망 , 도라산역, 통일촌을 돌아보는

A코스, 해마루촌과허준선생묘까지돌아보는B코스로구분. 소요시간

은 2시간 30분~3시간. 이용 요금은 A코스 평일 1만1700원이며, B코스

는 9000원. 출발 시간은 A코스가 오전 09:20, 09:40, 10:00, 10:30, 오

후 12:00, 13:00, 14:00, 15:00 등 1일 8회 운 하는 것에 비해 B코스는

13:00에1일1회만운 . 

30명 이상의 단체가 관광버스를 절할 경우에는 1인당 6600원으로 가

격이 다소 저렴하다. 비무장지 연계 관광은 국경일과 매주 월요일 휴

무, 임진각내에서현장예약만가능하다. 또민통선지역출입시에는신

분증을필히준비해야한다.

화석정(경기도유형문화재제61호)은고려말유학자길재가처음서

원을세운뒤율곡이이의5 조강평공이명신과이이의증조부이의석

이중수했고, 이후이숙함이화석정이라명명했으며, 이이때에이르러다시중수한유서깊은정자다. 정자주

변에는느티나무가울창하고, 정자아래로도도하게흐르는임진강이멋스럽다. 율곡이이관련유적지로는이

곳 말고 법원읍에 자운서원(031-958-1749)이 있으므로 연계해서 여행하면 좋다. 기왕 법원읍까지 갔다면 두

루뫼박물관(031-958-6101)도방문하면금상첨화다.

두지나루 황포돛배(031-958-2557~8)는 조선시 주요 운송 수단이던 황포돛배를 직접 타보는 체험. 유

람 코스는 적성면의 두지리 선착장에서 고랑포 여울목에 이르는 6km 구간으로 40분 정도 소요된다. 운항 거

리가 길지는 않지만 멋스러운 배 안에서 문화유산해설사의 구성진 설명을 들으며 임진강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놓치지말아야할것은임진강적벽감상. 임진강적벽은현무암으로조성되었는데, 그형성시기가

무려60만년전으로추정된다. 이외에도빨래돌바위나거북바위등기기묘묘한절경이이어진다. 

운임어른8000원, 어린이6000원. 운항시간10:00~18:00.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부보쌈2만원, 콩국수 5000원. 

�031-954-3443

임진강생선집 문산읍 마정리에 위치. 장어와

참게요리전문점. 장어구이 1kg 4만5000원,

참게장백반 1만5000원. 

�031-952-4047

허가네구이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 한우갈비

전문점. 쇠갈비 240g 2만2000원, 특수모둠

(4인) 10만원. 

�031-954-0015 

기타정보

파주시청www.pajuro.net

파주시청문화관광과

�031-940-4361~4

임진각관광안내소

�031-953-4744 

제3땅굴관광안내소

�031-940-8347

DMZ 매표소

�031-954-0303

도라산역

�031-953-3334

1 도라산역 전경. 2 평화누리공원에 있는 다양한 조형물.

3 도라산 전망 . 4 적성면 두지리에서 고랑포 여울목을

오가는 황포돛배.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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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화성포구축제매년6월초순. 

�031-369-2093

화성정조효행문화제매년5월중순. 

�031-369-2093

용주사승무제매년 10월.

�031-234-0040

숙박∙식당정보

백미리오션리조트 서신면에 백미리 갯벌 체

험 마을 내 위치. 마을 어촌계에서 운 하는

민박으로 주방 시설 완비. 숙박료는 4인 기준

4만원, 15인용(6실) 12만원, 7~8인용(4실)

6만원. �031-357-3379

프린스모텔서신면궁평리에위치. 

�031-355-2270 

금강파크모텔서신면궁평리에위치. 

�031-357-6218 

고향횟집 서신면 백미리 갯벌 체험 마을 내

위치. 각종 활어회와 매운탕 전문. 백리미 마

을 내 유일한 식당. 광어회 3만5000원, 매운

탕 2만~3만원, 바지락칼국수5000원. 

프로그램 성격

∙온가족이함께하는생태체험여행으로적합하다.

∙체험코스를중심으로중간중간쉬어갈수있는코스를추가하면좋다.

∙여행하기좋은때는갯벌체험과망둥어낚시가가능한여름과가을. 

여행 코스 : 서해안고속도로비봉IC - 322번지방도(제부도방면) - 305번지방도(사강입구교차로) - 공

룡알화석지 - 상안리 삼거리(궁평리 방면) - 서신면사무소 사거리(궁평항 방면) - 백미리 체험 마을 - 정용

채∙정용래가옥- 궁평포구(궁평낙조) - 서해안고속도로비봉IC 

연계코스 : 006(수원) 코스와연계하면1박2일여행이가능하다.

장소별소개∙특징

경기도화성시송산면고정리일 공룡알화석지는30여개둥지에서300개가넘는공룡알이발견된곳이

다. 공룡알화석지의규모는1597m2, 공룡알의크기는지름15cm 내외로세계적으로도손꼽히는규모. 송산면

공룡알화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문화해설사가 입구에 상주하면서 안내해준다. 우음도로 향하는

초입에서공룡알이처음발견된화석지까지는걸어서20분정도소요된다. 짧은거리는아니지만생태체험을

1
화성
공룡알화석지탐사하고갯벌체험하고낙조감상까지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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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한 산책 코스로 적당하다. 특히 공룡알화석지 인근은 갯벌이 뭍으로

변하면서염분을먹고자라는염생식물과육지식물이공존해생태체험

장으로도손색이없다. 바닷가에서식하는퉁퉁마디는 부분자취를감

췄지만갯길경이나칠면초등은아직도흔히발견된다. 화성시에문의하

면문화해설사예약도가능하다.

궁평리에서 인근 백미리까지 이어지는 2km 갯벌은 화성 지역에서

유일하게 갯벌 생태가 보존된 곳이다. 잇따른 방조제 건설로 물길이 바

뀌었지만 갯벌 체험을 하기에 좋으며, 특히 백미리 일 는 아직 훼손이

덜된편이어서다양한갯것을잡아볼수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어촌계에서 운 하는 백미리 체험 마을

(031-357-3379, www.baekmiri.co.kr)에선 바지락 캐기, 낙지 잡이,

망둥어 낚시 등 다양한 갯벌 체험이 준비돼 있다. 갯벌 체험은 예약해야

하며, 모종삽이나 바구니 등 갯벌 체험을 위한 간단한 장비는 현지에서

여가가능하다. 단, 운동화나갯벌용장화는각자준비해야한다. 조개

잡이 체험은 어른 6000원, 어린이 3000원. 낙지 잡이 체험은 1만원. 어

린이5000원. 망둥어낚시는어른2000원, 어린이1000원. 

서신면궁평리에있는정용채 가옥(중요민속자료제124호)은나지막

한 동산이 둘러싼 명당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한 고택이다. 솟을 문에

적힌 기록에는 고종 24년(1887)에 문을 세웠다고 적혀 있으나, 안채와

사랑채는 이 문보다 약 50여 년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용채 가

옥인근에위치한정용래 가옥(중요민속자료제125호)도함께둘러볼만

하다. 이들가옥주위로는마땅한주차시설이없을뿐아니라좁은농로

로이어져승용차이외의차량은진입이쉽지않다. 주차가가능한도로변에차를세워두고걸어가는게좋다.

도로변에서두가옥이위치한곳까지는500m 정도. 정용채가옥에는현재사람이거주하지않기때문에가옥

의내부를둘러보고싶다면미리연락(정순구011-475-9181)을하고가야한다.

공룡알화석지에가기전용주사와융건릉, 남양동의홍난파생가나남양성모성지도놓칠수없는볼거리. 혹은

공룡알화석지를보고나서제부도일주를해도좋다. 

화성의서쪽끝, 바다로향하다제부도를비껴가면궁평포구가나온다. 해질무렵궁평포구에도착하면화

성 8경의 하나인 궁평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사람 북적이는 제부도보다 호젓하며, 입파도 옆으로 넘어가는

일몰이 멋지다. 궁평항수산물직판장에서는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도리도와 입파도를 돌아오는 해

상일주유람선도궁평항에서출항한다. 해상일주에는1시간정도소요되며, 요금은어른9000원, 

어린이5000원.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031-355-6091

서신면 어촌마을 서신면에 위치. 시원한 바지

락칼국수가일품. 바지락칼국수5000원. 

�031-357-6111

그린회수산 서신면 제부리에 위치. 각종 활어

회와 해물 요리, 양굴밥, 바지락칼국수 등

을 맛볼 수 있다. 양굴밥 1만원, 바지락칼국

수5000원. 

�031-357-3838 www.ijebudo.pe.kr

기타정보

화성시청www.hscity.net

화성시청문화홍보과�031-369-2093

문화해설사예약∙상담�031-369-2094 

1 속살을 드러낸 백미리 갯벌. 2 백미리 갯벌에서는 다양

한 갯벌 체험이 가능하다. 3 정용래 가옥. 4 궁평포구.

5 공룡알화석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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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화성행궁 상설 한마당 장용 수위 의식(3월

25일~11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토요상설

공연(토요일 오후 2시), 무예 24기 공연(3~11

월매일오전 11시, 3∙12월은주말공연) 

수원화성문화제 10월 10일 전후(4일간). 정조

왕능행차연시 및 시민퍼레이드, 가족체험행

사등

�수원시청문화관광과031-228-2621

화성백중제음력 7월보름전후(2일간). 

백중명인전, 국악공연, 풍물마당등.

�사단법인우리031-246-1898

수원시티투어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연중 운행. 수원역 4번 출구 수원관광안내소

에서 버스 탑승. 요금 어른 8000원, 초∙

중∙고생 5000원, 미취학 아동 3000원.

�031-256-8300

숙박∙식당정보

호텔 캐슬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 특2등급 객

실81개. 객실료 20만~40만원. 

프로그램 성격

∙외국인관광객을위한한류체험여행코스다.

∙청소년들을위한세계문화유산체험여행으로도손색없다.

∙실학축전이열리는10월에찾아가면좋다.

여행 코스 : 경부고속도로수원IC - 42번국도(동수원방면) - 동수원사거리(팔달문방면) - 중동사거리

- 팔달문 로터리 - 종로 사거리 좌회전 - 수원화성 홍보관- 화성행궁- 서장 (팔달산 정상) - 성벽 길 혹은

차량이동- 화홍문- 방화수류정- 연무 - 연무정- 활쏘기(국궁) 체험- 창룡문- 동수원사거리- 42번

국도(용인방면) - 경부고속도로수원IC

연계코스 : 005(화성), 007(용인) 코스와연계하여1박2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수원화성 홍보관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알리기 위해서 2007년 3월에 마련되었다. 1층 홍보관에서는 화

성의축성과복원과정, 화성에서이뤄지는행사를소개한다. 2층축성실에서는화성의설계도, 축성장비, 축성

직후의모습을살필수있다. 지하1층에는기획전시실과3D 입체 상실이있다. 관람시간은09:30~18:00,

1

수원

한국의세계문화유산답사와한류체험

006006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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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은휴관. 

수원화성을 일주하려면 시에서 운 하는 화성열차를 타는 것이 편리하

다. 화성열차(팔달산 031-228-4683, 연무 031-228-4686)는 매일

10:00~17:00에 운행. 수원화성 관람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500원.

화성행궁(031-228-4480, hs.suwon.ne.kr)은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인 융릉을 참배할 때 머물던 처소로, 평상시에는 부사가 집무하는 관

아로 사용되었다. 건축 당시 576칸으로 전국 최 규모 으며, 2003년

부터 3년 동안 2700억원을 들여 행궁 복원 사업을 벌인 결과 지금은 제

법 궁궐의 규모를 갖췄다. 수원화성은 사적 제3호로, 1997년 12월에 유

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18세기 동양의 성곽을 표하는

한국 전통 건축물이다. 총 5.7km에 달하는 성곽을 따라 48개의 시설물

이 축조되었으며, 주요 시설 23개소에 누각이 설치되었다. 성곽 전체를

도는데빠른걸음으로2시간30분정도걸린다. 

서장 는 팔달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원화성의 지휘 본부다.

이곳에 오르면 사방 100리 안의 모든 동정을 살필 수 있다. 조선시 에

는 서장 앞 좌우에 붉은 외간이라는 깃 를 세워, 깃발만 보고도 성안

사람들이 군사 조련이나 특별한 행사 등 서장 에서 행하는 일을 알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서장 뒤편에는 8각 평면의 서노 (西弩臺)가 높게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쇠뇌를 쏘았다고 하는데, 서쪽으로 향한 전망이

좋아노을을보기에적당하다. 

방화수류정은수원화성의누각중에서가장화려하고빼어난곳으로꼽힌다. 물길이지나는북쪽수구문인

화홍문과 연결된 높은 언덕 위에 있으며, 누각의 아래에는 용연이라는 연못이 있다. 방화수류정은‘꽃을 찾고

버들을쫓는정자’라는뜻이다. 건물은아(亞)자형의평면구조로, 팔작지붕을ㄱ자로꺾어짜고툇간이생기는

부분마다작은지붕을덧붙여서위치에따라건물이달라보이게했다.

연무 는수원화성의동쪽을지키는창룡문아래쪽에있는데, 동장 를겸한다. 연무 는수원화성에주둔

하던병사들의훈련장이었다. 연무 바로앞에는활터연무정(031-255-8910)이있다. 서울사직공원의황학

정, 남산의석호정, 전주의청양정과더불어나라안에서오래된활터로알려져있다. 이곳에서활쏘기체험을

할수있다. 

화성답사후용주사(031-234-0040, www.yongjoosa.or.kr)와융건릉을찾아가볼만하다. 융릉은사도세자

와경의왕후가, 건릉은정조와효의왕후가잠든곳이다. 용주사는융건릉을모신화산뒤쪽산기슭에있다. 용

주사에서는템플스테이를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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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1-6666 www.hcastle.co.kr 

호텔 리젠시 팔달구 구천동에 있는 1등급 호

텔. 객실 53개. 객실료 15만~30만원. 

�031-246-4141 www.htregency.co.kr 

삼부자갈비 원천유원지에 위치, 한우양념갈비

2만9000원, 한우생갈비4만5000원. 

�031-212-3805 

신라갈비 통구원천동에위치. 좌석 250석. 

�031-212-2354 

연포갈비팔달구북수동에위치. 

�031-255-1337

본수원갈비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 양념갈비

가맛있다. �031-211-8434

선농단식당 장안구 파장동 음식골목에 있는

설 탕집. �031-247-6644

기타정보

수원시청www.suwon.ne.kr 

수원시청문화관광과�031-228-3086

팔달문관광안내소�031-228-2765 

연무 관광안내소�031-228-2763 

1 수원화성에서 가장 빼어나다고 알려진 방화수류정의 풍

경. 2 수원 팔달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서장 . 3 임금

이 행차하면 임시로 머물던 행궁. 4 연무정에서 동북공심

돈 아래의 과녁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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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용인봄꽃축제 매년 4월 중순에 용인시의 주

최로한택식물원에서열린다.

한택식물원 여름생태교실 학생들을 위해 방

학동안에진행된다.

용구문화예술제매년 10월초에열리는용인

의향토예술제.

숙박∙식당정보

양지파인리조트 용인시 독조산 기슭에 있는

종합 리조트. 객실 302개, 실내 수 장, 사우

나, 식당, 세미나실, 골프장, 스키장 갖춤.

�031-338-2001 www.pineresort.com 

한화리조트 객실 76m2 232개, 152m2 18개

보유. 야외 수 장, 노래방, 음식점 숲속가든,

운동장이있음. �031-332-1122 

www.hanwharesort.co.kr 

홈브리지케빈호스텔 애버랜드에서 운 하는

알프스풍 숙소. 온돌(4인 기준) 평일 13만원,

주말 15만원. �031-320-8841 

황새울농원 숙소 5~6인용 4만5000원,

10~15인용 11만원. 주말농장 3300m2, 운동

장, 수 장, 야외 무 갖춤. �031-333-

9080 www.hwangsaewool.co.kr 

프로그램 성격

∙청소년현장학습장소로이용하기좋다. 

∙가족끼리, 연인끼리문화체험여행에적당하다. 

∙여행하기좋은때는꽃이많이피는5월이다. 

여행 코스 : 동고속도로 마성 IC - 에버랜드 - 호암미술관과 전통 정원 희원- 동고속도로 마성 IC -

양지 IC - 고가도로에서 우회전 - 양지 사거리 - 아시아나골프장 방향 - 세중옛돌박물관- 양지 사거리 - 17

번국도(죽산방면) - 근곡사거리에서안성∙백암방면325번지방도로우회전(1km 진행) - 325번지방도장

평리방면좌회전(10km 진행) - 한택식물원- 동고속도로양지IC

연계코스 : 006(수원)이나008(안성) 코스와연계하여1박2일여행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호암미술관(031-320-1801, www.hoammuseum.org)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씨가 30여 년에 걸쳐 수

집한미술품1200점을바탕으로1982년에건립된미술관이다. 호암미술관은연건평4300m2의전통한옥형태

1

용인
박물관순례후식물원에서자연탐사

007

용인
1

007



23

의 본관 건물과 6만6000m2의전통 정원 희원, 프랑스 조각가 부르델의

작품을전시한부르델정원으로구성된다. 

호암미술관의초입에조성된‘석인(石人)의길’을지나면보화문( 華門)

이 나오고 나무숲, 간정(間庭), 소원(小園)을 거치면 법연지(法�池)가

있는 정원에 당도한다. 국내 최 의 사립 미술관인 호암미술관은 1층에

기획전시실과 불교미술실이 있고, 2층에 서화실, 청자실, 분청사기실,

백자실이 있다. 호암미술관에는 국보 36점과 보물 96점이 소장되어 있

다. 호암미술관에서는 소장품만 볼 게 아니라 미술관이 자리한 공간 전

체를 즐기고 감상할 만하다. 관람 시간 10:00~18:00. 관람 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20명 이상 단체는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

원. 에버랜드 매표소 부근에서 호암미술관행 무료 셔틀버스가 한 시간

간격으로운행한다. 

세중옛돌박물관(031-321-7001, www.stsmuseum.co.kr)은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에 있다. 탐라국의 동자들, 생활 속의 돌, 민속신앙 속의

돌, 한국불교와돌, 벅수동네, 동자들의마을, 십이지신상조형탑등야

외전시관 13개와 실내전시관에 석물 1만여 점이 있다. 이곳에는 장승과

벅수, 솟 , 망부석, 동자석, 돌하르방, 효자석, 연자방아, 맷돌, 돌솥 등 우리 민족과 함께

했던돌조각들이모여있다. 관람시간09:00~18:00(동절기17:00), 연중무휴. 관람료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노인 2000원. 30명 이상 단체는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노인1000원.

한택식물원(031-333-3558, www.hantaek.co.kr)은용인시백암면옥산리산자락에1970년 부터조성되

었는데, 66만m2 규모로33개의주제관을갖추고있다. 자생식물2400여종과외래식물5900여종이있어서해

마다,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특히 식물원에서 생태학교를 운 하여 식물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갈 만하다. 매표 시간 09:00~17:30(동절기 16:30), 연중무휴. 입장료 평일 어른

7000원, 청소년5500원, 어린이4000원, 주말과공휴일은어른8500원, 청소년6000원, 어린이5000원. 

한택식물원에서볼수있는꽃군락으로는3월에깽깽이풀, 4월매발톱꽃, 5월팥꽃나무, 6월산수국, 7월나리꽃

과원추리꽃, 8월벌개미취, 9월개상사화, 10월구절초등이다. 가을단풍과겨울설경도환상적이다.

�옵션코스하나 : 와우정사(031-332-2472, www.wawoo-temple.org)

부처님박물관이라할만큼다양한불상들이있다. 처인구해곡동에위치. 

�옵션코스둘 : 정몽주묘역

고려말충신정몽주선생의묘역. 처인구모현면능원리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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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은 순 로 유

명하다. 오래된 집은 70년이 되었다. 모둠순

1만2000원, 순 국 5000원. 

�중앙식당031-333-7750 

�백암순 031-332-4023 

�풍성식당031-332-4604

서일농원 전통 된장과 고추장 등 발효 식품

제조장. 

�031-673-3171 www.seoilfarm. com 

기타정보

한국민속촌기흥구보라동. 

�031-288-0000 www.koreanfolk.co.kr

경기도박물관기흥구상갈동에위치. 

�031-288-5400 www.musenet.or.kr

둥지만화박물관처인구원삼면죽능리. 

�031-333-6789 

www.dungji.or.kr

삼성교통박물관

처인구포곡읍유운리. 

�031-320-9900 

www.stm.or.kr

1 호암미술관 전경. 2 한국

민속촌의 태껸 시범. 3 한택

식물원의 모란∙작약원. 4 세
중옛돌박물관의 정원에 있는

석물들.

2

3

4



2424

축제∙행사정보

남사당바우덕이축제매년 10월초순.

�031-676-4601

숙박∙식당정보

레이크힐스골프텔안성 양성면 산정리에 있는

레이크힐스 골프장 내 최고급 호텔. 30만원

안팎의 가격이며, 럭셔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

다. �031-671-2888 www.lakehills.co.kr

안성비치호텔금광저수지를전망하기좋다.

객실 36개숙박료는4만~6만원

�031-671-0147 

배꽃향기펜션 삼죽면 기솔리. 황토방, 노래방,

운동장, 세미나실을 갖췄으며, 단체를 위한

83m2 객실도 있다. 숙박료는 10만~25만원.

�031-672-3370 www.pearflower.com

레이크펜션 칙칙폭폭 죽산면 용설리. 용설호

수를 끼고 있어 전망이 좋고, 산책 코스가 잘

되어있다. 숙박료 5만~20만원

�031-676-7799 http://lake7799.com 

안일옥 장터에서 안성 맞춤유기공방 쪽에 있

는 전통 방식의 안성설 탕, 곰탕의 원조집.

�031-675-2486 

약산골 독립병원 근처. 200명 단체 가능. 홍

프로그램 성격

∙4~10월토요일마다열리는태평무, 남사당놀이감상과사찰답사로구성한다.

∙술박물관에서는술만들기체험, 남사당전수관에서는남사당놀이와악기체험이가능하다.

∙4월중순에는 태평무전수관 일 에 배꽃이 만발한다. 안성목장은 청보리가 일 이는 4월 말이좋으며, 청룡

사부근서운면일 포도밭은8월말에서9월초가좋다. 

여행 코스 : 경부고속도로 - 안성 IC - 38번 국도(안성 방면) - 공도 삼거리 우회전 - 안성목장- 38번 국

도- 23번지방도- 57번지방도- 34번국도- 청룡사- 34번국도- 313번지방도- 석남사- 안성술박물관

- 칠장사- 안성시내- 70번지방도- 태평무전수관- 38번국도(일죽방면) - 325번지방도- 남사당전수관

- 38번국도(평택방면) - 경부고속도로안성IC 

연계코스 : 천안독립기념관과유관순생가, 아우내장터를묶어서1박2일여행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공도읍에 있는안성목장(031-672-3654)에 가면 서울 근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보리밭을 감상할 수 있으

안성
보리밭거닐고
남사당놀이의풍류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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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느티나무와어우러진호 밭과보리밭은한폭의수채화를연상케한

다. 유채꽃까지심어놓아사진작가들이많이찾는곳이어서출사를위한

여행 코스를 만들면 좋다. 형 버스는 느티나무 아래 주차하고 산책할

수있도록30분정도자유시간을준다.

안성포도가 몰려 있는 서운면 일 는 남사당패의 근거지로, 전설적

인 인물 바우덕이 묘도 있다. 서운면 청룡리의 청룡사(031-672-9103,

www.buddhahouse.com)에는 휜 자연송 기둥이 세워진 웅전(보물

제824호)을만날수있고, 배티재를넘으면천년고찰석남사(031-676-

1444)가 반긴다. 단출하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웅전과 학이 나는 듯한

처마선이돋보이는 산전(보물제823호)이눈에띈다.

마둔호수 근처에 자리 잡은안성술박물관(031-671-3903)에서는 술

에 관련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소주, 맥주, 와인, 양주, 전통 민

속주 등 국내 출시된 술병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야외에는 전통주를

빚을 수 있는 부뚜막 시설과 술방(발효, 숙성실)이 마련되어 술 빚기 체

험도가능하다.

죽산면 칠장리의칠장사(031-673-0776)는《임꺽정》에 등장하는 일

곱 도적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빛 바랜 단청과 담백한 분위기가 서린

웅전이 볼 만하다. 일곱 현인의 화신을 봉안한 나한전은 어사 박문수의

어머니가유과를올리고기도를드려아들이장원급제를한기도처로알

려져 오늘날에도 입시철이 되면 과자 공양이 끊이지 않는다. 마을 입구

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철당간을 볼 수 있다. 칠장사, 청룡사,

안성맞춤박물관등에는문화관광해설사가상주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사곡동 태평무전수관(031-676-0141, www.taepyungmu.net)에서 열리는 토요전

통무용 상설무 는 청소년부터 일반인,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춤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태평무, 부채

춤, 장고춤, 즉흥무, 북춤 등 20여 가지 레퍼토리로 진행된다. 보개면 복평리 남사당전수관(031-675-3925,

www.namsadangnori.or.kr)에서 18:30~20:00(한여름 19:00~20:30)에 열리는 남사당놀이 상설공연은 풍

물놀이여섯마당인땅재주놀이, 외줄타기, 탈춤, 덜미, 버나돌리기등남사당패의전통문화공연이다. 몸으

로 배우는 풍물놀이와 박첨지 인형 친구 되기 체험(16:30~17:30)은 소고, 장단 배우기와 박첨지 인형 만들기

체험을한다. 체험료는각1만2000원. 바로옆에는거꾸로선모습이특이한아트센터마노가자리잡고있다.

남사당전수관입구에 형버스도수용하는주차장이갖춰져있다. 차량이 집하는관계로개막시간보다

30~60분전에도착하는것이좋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25

삼한우탕 1만원. �031-674-1771 

모박사부 찌개 중앙 학교 안성 캠퍼스 부

근부 찌개전문. 부 찌개 6000~8000원. 

�031-675-5288

안성맞춤한우촌가든 일죽 IC에서 안성 방면

12km 부근. 한우 등심 3만2000원, 생갈비

3만5000원. �031-673-5550 

안성맞춤쌀밥집 금광저수지 근처 15가지 반

찬이나오는정식 1만원. �031-671-1009

기타정보

안성시청문화체육관광과

�031-678-2492 

tour.anseong.go.kr

태평무전수관

�031-676-0141

아트센터마노

www.mahno.co.kr

�031-676-7815

1 남사당놀이 여섯 마당 중에 하나인 외줄 타기. 2 서울 근

교에서 가장 넓은 청보리밭을 볼 수 있는 안성목장. 3 청룡

사의 휜 기둥. 4 안성술박물관.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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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왕숭모제전 세종 왕 탄신일(양력 5월

15일). �031-885－3123

여주도자기축제 매년 4월 말부터 한 달간.

�박람회추진위원회031-887-2282

천서리막국수축제매년9월초순경. 

�주민생활지원과031-887-3622

명성황후숭모제전 매년 음력 9월 25일 명성

황후탄신일. �여주문화원031-883-3450

숙박∙식당정보

일성콘도여주군유일의콘도.

�031-883-1199 www.eilsungcondo.co.kr

세종천문 강천면 부평리에 있는 천문 . 청

소년 수련원, 얼음썰매장, 잔디구장을 갖췄으

며, 강변체험도가능하다. 숙박료4만원선. 

�031-886-2200 www.sejongobs.co.kr

옛 보배네 집 오금리에 있는 토속 음식점. 만

두나 보리밥이 주 메뉴. 부분 메뉴 5000원

선. �031-884-4243 

조선옥 강천면에 있는 여주 쌀밥집. 전라도식

프로그램 성격

∙서울과인접해하루코스여행지로충분한프로그램이다.

∙체험거리와볼거리, 문화유적지가있어남녀노소누구나만족할만하다.

∙식물원방문적기는봄가을, 신륵사는겨울철물안개와설경도괜찮다.

여행 코스 : 동고속도로곤지암IC - 3번국도- 곤지암에서98번지방도- 해여림식물원- 상품리지나

365번지방도로우회전- 이포 교- 37번국도- 여주일성콘도앞에서좌회전- 신륵사- 목아박물관- 금

모래은모래유원지- 황포돛배 - 37번국도(여주방면) - 명성황후생가- 여주IC

연계코스 : 이천테르메덴등에서하루정도즐기고여주에서1박하는코스도생각해볼만하다.

장소별소개∙특징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흙석이골에 있는 해여림식물원(031-882-1700, www.haeyeorim.co.kr)은 전체 면

적이 69만4000m2, 관람 면적 20만m2 규모의 식물원이다. 식물원은 관람 동선이 10km로 일일이 걷기에는 무

리가따를정도로넓다. 특히땡볕이부담스러운여름에는힘들듯하지만초가을여행지로는손색이없다. 주제

별동산5곳으로구획을정리했다. 꽃심기체험, 허브초와허브비누만들기체험, 원목과학체험등의학습프

1

여주
천상의화원만나고남한강변문화유산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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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운 중. 입장료는 어른 7000원, 어린이 5000원. 개원 시간은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원. 관람 시간 어른 기준 2시간 소요. 한

다. 동절기에는휴원한다.

신륵사(031-885-2505, www.silleuksa.org)는 신라 때 원효 사가

건립한천년고찰로극락전앞의다층석탑, 조사당, 보제존자석종부도,

보제존자 석종비, 다층전탑 등 문화재가 많다. 그중에서도 강변에 세워

진 다층전탑은 묘한 운치를 풍긴다. 남한강을 끼고 있어 강변의 정취도

그만이다. 입장료2000원. 

목아박물관(031-885-9952, www.moka.or.kr)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박찬수씨가 설립한 불교 전문 박물관이다. 현 와 전통이 어우

러진전체적인건물양식이웅장하고근엄하다. 야외잔디에는미륵삼존

불과 백의관음 등 불상과 현 조각들이 조화를 이룬다. 실내 전시관

내부는 지상 3층과 지하로 구성되며, 각층에는 법상, 십이지, 나한상 등

목아 박찬수 선생의 목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단체로 예약하면 열

쇠고리, 휴 폰 고리, 목걸이 등을 만드는 목조각 체험 학습을 할 수 있

다. 개관 시간은 09:00~18:00, 연중무휴. 관람료 어른 3000원, 어린이

1000원.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신륵사 맞은편에 신륵사 강변관광지(일명 금

모래은모래 유원지)가있다. 입장료도없고, 신륵사를한눈에볼수있다

는것이큰강점이다. 여름철에는야 을할수있고, 낚시꾼과관광객이

많다. 근처에여주리버스랜드라는놀이동산이있다.

금모래은모래 유원지를 끼고 강변으로 내려가면황포돛배(031-887-

2861)가 기다린다. 황포 돛을 달고 나무로 만든 황포돛배는 군에서 직접

운 한다. 여주군청뒤편에서여주 교까지왕복5km 거리로, 30분정도

소요된다. 3~12월에운항하며, 11:00~17:00 이용가능. 하루6회매시간

정시에운항하며, 승선정원은50명. 승선비5000원, 월요일휴무.

여주읍 능현리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031-887-3576)는 여주 IC와

가깝다. 기념관에는명성황후와관련한각종사료들이당시의역사적사

건을증명하듯전시되어있다. 복원한생가터에서는명성황후가기거하

던 방도 둘러볼 수 있다. 문화 해설을 예약하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

을 수 있다. 해설 시간은 10:00~ 17:00, 입장 시간은 09:00~18:00다.

입장료어른500원, 어린이200원. 주차료소형1000원, 형2000원. 

27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한식을 즐길 수 있다. 여주쌀밥정식 1만5000

원선. �031-883-3939

홍원막국수 오학에 있는 막국수 전문점으로,

규모가 커서 단체 이용에 용이하다. 막국수

5000원, 편육 1만원선. 

�031-885-0559 

기타정보

여주군청(무료시티버스)

�031-883-2114 www.yj21.net

신륵사내관광안내소

�031-881-6817

명성황후생가기념관내관광안내소

�031-887-3578

문화해설사예약∙상담

�031-887-2868 

1 신륵사 강월헌에서 바라본 일출. 2 해여림식물원. 3 물
안개 자욱한 여주 남한강에 뜬 황포돛배. 4 목아박물관.

5 신륵사 다층전탑.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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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도자기축제매년4~5월. 

�031-644-2941 www.ceramic.or.kr 

이천쌀문화축제매년 10월. 

�031-644-2606 www.ricefestival.or.kr

설봉문화제매년 10월. www.icheon.go.kr 

이천산수유축제매년3~4월. 

�백사면사무소 031-644-8482

숙박∙식당정보

호텔미란다이천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숙박

시설로 자체 온천 시설인 스파플러스를 보유

하고 있다. 더블룸 23만원 선. 스파플러스 이

용시30% 할인. �031-633-2001 

www.mirandahotel.com

들꽃마을신둔면 도암1리에 있는 도자 갤러리

하우스로, 1층에는 도자 체험장, 2층에는 숙

박 시설이 있다. 체험료 1만5000원. 작품은

구워서 집으로 보내준다(택배비 수신자 부담.

25일 소요 예정). 숙박료 5만~9만원 선.

�031-631-6832 

www.2000ceramic.com

부래미 마을 농촌 체험 마을. 숙박료 4인 기

준4만원. 

�031-643-0817 www.buraemi.com

프로그램 성격

∙이천지방의명물인온천과도자기, 쌀밥을연결해구성한다.

∙온천을즐기기에는겨울이좋지만사계절상품도가능하다.

∙해강도자미술관, 도예체험등을추가하면초∙중생단체프로그램으로도적합하다.

여행 코스 : 중부고속도로- 일죽IC - 죽전삼거리(용인∙양지방면) - 17번국도(백암방면) - 70번국도

(이천 방면) - 이천 테르메덴- 이천 시내 - 42번 국도 우회전 - 3번 국도 좌회전 - 이천세계도자센터- 3번

국도- 쌀밥거리- 3번국도(광주방면) - 곤지암IC 

연계코스 : 009(여주) 코스와연계하여1박2일여행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이천시 모가면 신갈1리에 자리한 이천 테르메덴(031-645-2000, www.termeden.com)이 있다.‘테르메

덴’은‘온천의지상낙원’이라는뜻이다. 30m의바데풀, 쌀탕과솔잎탕등의야외온천, 산책로, 조깅트랙, 퍼팅

그린, DVD 화관 등의 시설이 있다. 환부의 각질을 뜯어먹는 닥터피시가 유명하다. 주말 기준 어른 2만5000

1
이천

온천욕과도자체험즐기는웰빙여행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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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어린이1만8000원. 닥터피시는추가비용(어른5000원, 어린이3000

원)을내야한다. 연중무휴. 

이천시 관고동에 자리한 이천세계도자센터(031-631-6512, www.

wocef.com)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운 하는 전문 도자 전

시∙박물관 중 하나다. 실내 전시뿐 아니라 야외 전시와 전통 장작 가마

가볼만하며, 곰방 가마속전시도볼것. 어린이(유치원, 초등학교저

학년)는 토야교육관‘도자가 뭐야’에서 도자에 한 흥미를 증폭시킬 수

있다. 흙놀이 공원(031-645-0637)에서는 자연 공간에서 흙을 밟아보고

던져보는등오감체험이가능하다. 10~60분이소요되는다양한체험코

스가있으며, 단순한흙놀이는2000원, 도자기만들기와흙놀이는1만원

이다. 도자센터의입장료는없으나부 시설별입장료가부과되는곳이

있다.

이천을 각선으로지나는3번국도주변에는쌀밥거리가있다. 이천

쌀은 임금님께 진상하던 귀한 쌀로, 일교차가 크고 찰흙과 모래가 적절

한 이천 땅의 특산품이다. 쌀밥집에 도착해 주문하면 돌솥에 개인별 밥

을지어나오기까지15~20분기다려야하므로예약하는것이편리하다. 

�옵션코스하나 : 설봉공원, 설봉산성, 삼형제바위

이천세계도자센터 앞쪽으로 설봉호가 펼쳐지고 뒤편으로 설봉산이 있

다. 설봉호는분수와산책로가좋고설봉산은이천8경의하나인삼형제

바위를 지나 월암에 오르는 길이 고즈넉하다. 설봉호와 이천세계도자

센터가한눈에보인다. 단풍이물들고 월암에은행잎이쌓이는가을철

이좋다.

�옵션코스둘 : 산수유꽃길

백사면 도립리, 송말리, 경사리 일 에는 수령 100년 내외의 산수유나무가 8,000여 그루 자라

고 있다. 3월 말부터 4월 말에 산수유축제가 열린다. 산수유 군락을 감상하는 동안 원적산

원사, 조선 중기에 건립된 육괴정, 반룡송(천연기념물 제381호, 일명 만룡송)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옵션코스셋 : 부래미마을(031-643-0817, www.buraemi.com)

전형적인농촌체험마을로봄나물캐기, 우 이잡기, 여름물놀이와감자캐기, 가을추수체험, 겨울새끼줄

꼬기, 얼음썰매타기등계절별농촌체험을할수있다. 포도, 복숭아, 배따기등수확체험과함께도자

체험, 염색체험등1일프로그램은어른2만원, 어린이1만5000원선이다.

29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전원산장 13~82m2까지 방의 크기가 다양하

며, 창밖으로 지산리조트가 보인다. 이천시 마

장면해월2리. 테르메덴에서 15~20분거리. 

�031-6373-114 www.jisanjeonwon.com 

고미정 3번 국도 옆. 사 부가의 한옥으로 경

치가 좋다. 백자정식 1만원, 분청정식 2만원.

�031-634-4811

이천쌀밥집 깔끔한 반찬과 밥이 맛있다. 소포

장이천쌀을판매한다. 쌀밥 8000원. 

�031-634-4813

청목 간장게장, 보쌈 등이 맛있고 비지찌개가

나온다. 주차장이넓다. 쌀밥 9000원. 

�031－634－5414

옛날쌀밥집반찬이많다. 쌀밥 1만원. 

�031-633-3010

임금님쌀밥집 매콤하고 쫄깃한 닭조림이 맛있

다. 쌀밥 1만~2만원. 

닭조림1만2000원. 

�031-632-3646

기타정보

이천시청www.icheon.go.kr 

이천시청문화관광과�031-644-2941

설봉관광안내소�031-644-2020 

1 이천세계도자센터 입구. 2 테르메덴의 바데풀. 3 테르메

덴의 닥터피시 체험장. 4 이천세계도자센터 전시장. 5 맛있

는 이천 쌀밥. 6 이천세계도자센터의 마스코트 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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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구리한강유채꽃축제매년5월중순.

�031-550-2065

구리코스모스축제(광개토 왕축제)

매년9월중순. �031-550-2065

광릉숲문화축제매년 10월초. 

�국립수목원031-540-1030

숙박∙식당정보

수목원근처�호수궁전031-542-5553 

�고모리성모텔031-542-8000 

동구릉 근처 �리베로모텔 031-562-9444

�쉐르빌모텔031-555-6513 

구리타워 레스토랑 해물볶음밥, 등심 스테이

크. �031-554-0003 

태능초가집 퇴계원 읍내 들어가는 초입 개천

건너에 있다. 배즙을 갈아 넣은 양념갈비가

일품이다. 돼지갈비 8000원, 냉면 5000원.

�031-572-2100 

서옹메 망우리 고개 넘어 GS칼텍스 옆. 막

국수∙만둣국∙설 탕 5000원, 수육 1만원.

�031-565-7006

큰집돌솥설 탕설 탕전문

�031-552-6633

프로그램 성격

∙생태체험코스와왕릉문화유산답사를겸한하루여행상품이다. 

∙아프리카문화원의공연과국립수목원숲길생태코스, 동구릉문화유산답사로구성한다.

∙국립수목원은꽃피는4~6월, 단풍시즌인10~11월, 동구릉은신록이우거지는4~6월이좋다. 

여행 코스 : 서울 - 동부간선도로 - 의정부 - 43번 국도(포천 방면) - 축석 삼거리 우회전 - 98번 지방도

(광릉내방면) - 아프리카문화원 - 국립수목원- 47번국도(구리방면) - 퇴계원- 43번국도(구리방면) - 동

구릉- 동구릉내야생화단지- 광개토광장(광개토 왕동상) - 43번국도- 워커힐- 서울

연계코스 : 고구려유적등산코스, 한강둔치공원생태기행, 구리타워를묶어1박2일상품도가능하다.

장소별소개∙특징

포천시소흘읍무림리에있는아프리카문화원(031-543-3600, www.africaculturalcenter.com)에서는검

은 륙아프리카의역사와문화를한눈에볼수있다. 아프리카30여개국150개부족의생활용품이나예술품

3000점을 볼 수 있다. 박물관 입장료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개원 시간 10:00~19:00.

국립수목원과조선왕조의역사가묻힌동구릉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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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전통무용단아닌카의공연도볼수있다. 공연관람료어른7000원, 청소년6000원, 어린이5000원.

공연시간평일10:30, 14:00, 16:30. 매주월요일공연없음. 

포천시소흘읍직동리에자리한국립수목원(031-540-1030, www.kna.go.kr)에는식물3344종이있으며

침엽수원, 활엽수원, 관목원, 외국수목원, 고산식물원, 만복원, 관상수원, 화목원, 습지식물원, 수생식물원, 약

용식물원, 식용식물원, 온실 등 전문 수목원 15곳과 우리나라 산림∙임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림박

물관이 있다. 데크가 놓인 침엽수원 산책로를 따라 육림호까지 걷는 코스가 호젓하며, 육림호 주변 숲에서 도

시락을 먹어도 좋다. 일주일 전에 인터넷을 통해 예약해야 하며, 1일 5000명 미달시 당일에도 입장 가능하다.

어른1000원, 청소년700원, 어린이500원. 개원시간09:00~18:00(동절기17:00). 토∙일요일, 공휴일휴원.

국립수목원에갔다면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의광릉(031-527-7105)에들러보자. 조선제7 세조와왕비정

희왕후윤씨의능이다. 주차장에서능까지200m의숲터널은사색하기좋은산책코스로사랑받는다. 

구리시동구동에자리잡은동구릉(031-563-2909, donggu.cha.go.kr)은검악산중앙북쪽에있는태조

이성계의건원릉을포함하여9개의능이조성되어있으며, 조선왕조500년의부침을한눈에볼수있는중요

한 문화유산이다. 시 에 따른 다양한 능제도 볼 수 있다. 능 전역에 우거진 숲과 능역을 가로지르는 개울 등

경관이 빼어나고, 능선을 따라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등산로도 준비되어 있다. 봄에는 양묘장 야생화 단지까

지 자생화가 핀다. 입장료 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 개장 시간

06:00~18:30.  

구리시 수택동 구리경찰서 맞은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광개토 왕

동상이있다. 고구려의국력을동아시아일 에크게떨친광개토 왕의

동상은 높이 4.05m, 너비 2.7m인 철동입상으로 2002년에 세워졌다.

동상의 얼굴은 30 모습이며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오른손에는 태양

을 상징하는 삼족오가 새겨진 알을 들고 있다.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감동을되새기는것도좋다.

�옵션코스 : 아차산

고구려를여행테마로꾸민다면아프리카문화원과국립수목원을아차산

산행으로 신할 수 있다. 고구려 유적의 보고 아차산은 해발 300m 남

짓되는야트막한산으로, 산세가험하지않아가벼운산

행에 적합하다. 40분 정도 등산로를 오르면 한강과 서울

시내가한눈에보이는전망이일품이다. 이일 는

고구려 유물인 아차산성을 포함한 보루 20여 개

가 있다. 3시간 소요되는 고구려 유적 등산 코스도

권할만하다.

기타정보

구리시청www.guri.go.kr

구리시청문화홍보과�031-550-2063 

동구릉관리소�031-563-2909

구리시민스포츠센타�031-558-3301 

1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 2 아프리카문화원. 3 구리타워.

4 동구릉 무인상. 5 동구릉 숲길. 6 광개토 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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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연인산들꽃축제매년4월중순. 

�031-580-2066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매년9월중순.

�031-580-2063

운악산산나물물사랑축제매년 10월중순.

�031-580-2651

유명산단풍축제매년 10월중순. 

�031-580-4062 

숙박∙식당정보

드림아일랜드 400명을 수용하는 숙박 시설

을 갖추고 있으며, 서바이벌 게임과 산악오토

바이를즐길수있다. 축구장,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도있다. 

�031-581-7708 www.hana1234.co.kr

벨리하우스 43~86m2 객실이 있으며, 단체일

경우 아침식사(6000원)도 가능하다.숙박료는

4만~12만원. �031-582-8428

가평관광호텔 가평 읍내에 있으며 용추폭포

와 남이섬이 가깝다. 양실과 한실을 포함한

객실41개를갖추고있다.

�031-581-0505 

청평풍림콘도 가평군 상면에 있으며 아침고

프로그램 성격

∙도심과 가까워 하루 생태 문화 코스로 꾸

수있다.

∙자연생태트레킹과야생화체험, 몽골문

화공연을곁들인상품이다.

∙사계절이가능한데야생화가많은4~5월

과한여름물놀이코스로좋다. 

여행 코스 : 서울- 성리- 46번국도

(춘천 방면) - 75번 국도(가평 읍내 사창리

방면 좌회전) - 38교 건너서 우회전 - 조무락계곡 - 가평 - 46번 국도(서울 방면) - 청평검문소 우회전 - 37

번 국도(현리 방면) - 항사리 삼거리 우회전 - 꽃무지풀무지 야생수목원 - 37번 국도 - 상면에서 좌회전 -

387번지방도(마석방면) - 몽골문화촌 전통문화공연- 387번지방도(마석방면) - 화도삼거리우회전- 46

번국도- 서울

연계 코스 : 011(구리)이나춘천(남이섬- 구곡폭포- 김유정문학촌) 코스와연계하여1박2일상품을구성할

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계곡이아름다워새가절로춤을추는계곡이라고한조무락계곡은서울근교에서가장깊숙하고깨끗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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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새들이춤추는계곡,
야생화, 
몽골문화탐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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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다. 석룡산을따라6km 구간에걸쳐크고작은용, 소등이맑은계

곡을 이루는 조무락골은 가평천의 상류로, 물이 맑고 기암괴석이 많다.

호랑이가웅크린모습을한복호바위, 이끼가좋아사진작가들이많이찾

는복호동폭포, 똬리를튼듯이폭포수가돌아흐르는골뱅이소도둘러볼

만하다. 주차장에서 복호동폭포까지 왕복 두 시간, 정상까지는 왕복 네

시간이소요된다. 다시용수목에서춘천방면2차선도로를따라가면길

왼쪽에가평군에서청정지역으로지정한도마치계곡이흐른다. 가평8경

중 하나인 적목용소폭포가 나오고, 그곳에서 800m쯤 들어가면 무주채

폭포가나온다.

가평군 북면 소재지에서 조무락골로 가자면 75번 국도를 타는데, 이 도

로 옆으로는 명지산, 강씨봉, 국망봉 등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가평천

을 이룬다. 이곳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곡을 흔히 명지계곡이라고 한

다. 여름철이면곳곳이수도권주민들의물놀이장으로변한다. 

하면 보리에 있는 꽃무지풀무지 야생수목원(031-585-4875,

www.mujimuji.co.kr)은 우리나라의 자생 꽃과 나무만으로 가꾼 야생

수목원으로, 4만9500m2 규모에 야생화 1000여종을한눈에 볼수있는

곳이다. 산채원, 향기원, 밭작물원, 수새식물원, 습지원, 난원등14개테

마를 갖추고 있다. 수목원 정상 부근에는 커다란 정자가 있어 쉬어 가기

좋다. 입장료에 들꽃 화분 값이 포함되어 있다.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개원 시간 08:00~19:00, 동계 휴원. 생태 교

육(1시간)은 무료로 진행된다. 도자기 체험(1시간 3000~2만원)은 전문

가의지도에따라생활도자기와화분을만든다. 분경∙분화체험30분소요, 7000~1만원.

꽃무지풀무지 야생수목원 신 상면 행현리에 자리한 아침고요수목원(031-584-6702)을 방문할 수도 있다.

침엽수정원, 능수정원, 분재정원, 허브정원, 하경정원, 아이리스정원, 단풍정원, 매화정원, 한국정원 등 19개

주제정원으로구성되어있다.

수동계곡에있는몽골문화촌(031-590-2793)은몽골의문화와전통생활상을볼수있는공간이다. 전통이

동식가옥겔에들어갈수있으며, 몽골의전통차를마실수있는공간도있다. 전시실에는몽골의악기와생활

을볼수있도록꾸며졌다. 입장료어른1000원, 청소년600원, 어린이300원. 개관시간09:00~18:00, 월요일

휴관. 몽골의 고유 교통수단인 조랑말의 사육과 승마 체험(1만원)을 할 수 있으며, 몽골 민속 예술 공연을 관람

할수있다. 전통춤, 악기연주, 기예, 허미노래, 마술, 서커스등수준높은공연이다채롭게꾸며진다. 공

연시간평일11:30, 14:30. 주말에는16:30 추가. 관람료어른2000원, 어린이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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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수목원, 꽃무지풀무지 야생수목원이 가깝

다. 유황광천사우나를갖추고있다. 

�031-584-9380

통령 가평 베네스트골프장 근처. 방갈로 숙

박가능. 토종한방백숙(1마리) 4만원.

�031-585-2081

조무락 조무락계곡 내. 한방백숙, 허브삼겹살.

�031-582-6060

가평잣국수북면 읍내 들어가기 전 왼쪽에 있

다. 가평의명물잣을이용한국수. 

�031-582-9462 

용추빌리지 가평 용추폭포 근처. 토종닭 4만

원. �031-581-7733

김옥자 산오리 남이섬 근처. 산오리 양주물

럭(4인) 3만5000원. �031-582-9997 

진짜네 매운탕 가평읍 복장리. 쏘가리매운탕

5만~8만원. 

�031-582-3588 

기타정보

가평군청문화관광과

www.gptour.go.kr

�031-580-2067 

가평역�031-581-2855 

1 조무락계곡의 적목용소폭포. 2 꽃무지풀무지 야생수목

원. 3 명지산 생태탐방학습원. 4 명지산 참숯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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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선원사 논두 연꽃축제 매년 8월 초 선원사.

�032-934-8484

강화고인돌문화축전매년 10월초강화고인

돌공원. �032-930-3623

강화도새우젓축제매년 10월초순강화외포

리일원. www.jutgal.co.kr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매년 10월 중순 전등사.

www.samrangseong.org 

숙박∙식당정보

주문도와 볼음도에는 호텔이나 모텔, 여관 등

의숙박시설은없고민박집만있다.

볼음도에는 섬마을민박(032-932-6507), 행

운민박(032-933-6717), 흙집민박(032-

932-6886) 등이 있으며 볼음도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숙박료

3만원 선.

주문도에는 우상길(032-932-7018)씨 등이

민박을 하며, 그외 민박은 서도면사무소

(032-932-7004)를통해소개받을수있다. 

갑비고차 강화본섬 내 강화 토박이가 운 하

는곳. 객실 10개. 숙박료 30㎡ 7만~11만원. 

�032-934-3614

프로그램 성격

∙여름휴가철을맞아한적한섬여행지로구성한다.

∙조용한해변과자연경관, 순박한인심이포인트.

∙성수기(7~8월)에는배편이증편된다. 봄이나가을에한적한섬여행지로도추천할만하다.

여행 코스 : 서울- 강변북로나올림픽 교- 48번국도(김포방면) - 강화 교- 84번지방도- 외포리-

볼음도(조개골해변, 뜰해변, 800살 은행나무, 볼음저수지)나 주문도(서도중앙교회, 뒷장술해변, 빈창해수

욕장) - 외포리(우회전) - 정수사- 동막해수욕장- 분오리돈 - 초지 교

연계 코스 : 003(김포와 강화도) 코스와 연계하여 1박 2일 여행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석모도를 방문하거나

강화도본섬으로나와서국방유적과강화역사관, 강화읍내의유적등을답사해도좋다.

장소별소개∙특징

볼음도(www.boleumdo.or.kr)행 배편은 강화도 서쪽 외포리 선착장에서 삼보해운(032-932-6007,

www.kangwha-sambo.co.kr)을 이용한다. 조개류가 많은 조개골해변이 유명하며, 물이 빠지면 갯벌 체험을

1

강화

고즈넉하게즐기는강화도외딴섬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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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볼음도 안쪽으로 민박집이 모여 있으며, 민박집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목적지에 데

려다주기도 한다. 민박집에서 아침∙저녁 식사가 가능하다. 볼음도 북단에 있는 800살 먹은

은행나무가볼만하고인접한볼음저수지는입질이좋다. 

도선료는 승용차 1,600cc 이하 2만5000원, 승합차 15인 이하 4만5000원, 25인승 이상 차량 21

만원이다. 운항코스는외포리- 볼음도- 주문도- 볼음도- 외포리순이다.

돌아오는배의승선차량은주문도10 와볼음도10 를기준으로차량수에따라실으니선착장에일찍도착

해야한다. 볼음도일 는민통선지역이라매표소에서검문하니신분증을필히지참해야한다. 

주문도역시외포리선착장에서삼보해운의배를타고들어가는섬이다. 한옥으로지은서도중앙교회가볼

만하며, 중국사신들이머물던 변청에서이름을딴 빈창해수욕장이넓고야 장소가충분하다. 산책하기

에는 뒷장술해변이 좋다. 섬 내에서는 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민박집에

부탁해야한다. 볼음도보다숙박시설이열악하다. 도선료는볼음도와동일.

성수기에는증편하므로주문도에내려잠시돌아본후볼음도에서1박하고나오는1박2일코스가가능하다.

화도면장화리에있는정수사(032-937-3611)는신라선덕여왕때회정스님이수련하기좋은곳이라하여

‘精修寺’라 지었으나, 조선 세종 때 함허스님이 법당 서쪽에서 샘솟는 맑은 물 때문에‘淨水寺’로 한자를 바꿨

다. 화병에꽂힌연꽃과모란이다발로핀문양의 웅보전(보물제161호) 꽃살문은꼭봐야한다. 8~9월노란

상사화군락을보려면전화확인후방문한다. 정수사 신전등사답사도괜찮다.

강화 남단의동막해수욕장은 세계 4 갯벌의 하나로,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강화도의 명소다. 

물 때는 모래밭의 폭이 10m 정도지만, 썰물이 되면 5950만m2 규모, 직선거리 4km의 갯벌이 펼쳐진다. 호미

나 갈고리, 작은 통을 준비하면 좋다. 여벌의 옷도 준비해야 한다. 갯벌 체험 후에는 잡은 생물들을 놓아주는

것이예의임을잊지않는다. 

동막해수욕장의동쪽끝에자리한분오리 돈 는강화해안을따라설치된54개돈 중하나. 돌출된능선

을그 로이용해가시거리가넓고, 포를놓고쏘던포좌가4문있다. 동막해변이한눈에보이며, 낙조조망

이뛰어나다. 분오리돈 밑에주차장이있으나협소한편이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www.ganghwaminbak.com

볼음식당 볼음도 선착장에 자리한 식당. 배를

기다리는 동안 요기할 수 있다. 메뉴는 소라

구이, 가무락수제비. 섬이라 문을 열지 않을

때도있다. �032-932-5564

선양식당 주문도에서는 식당을 찾기가 어렵

다. 주문도리에 있는 선양식당은 상합탕 백반

이 가능하지만, 전화로 예약하고 메뉴도 확인

해야한다. �032-934-0018

연꽃마을 강화 교에서 외포리 가는 왼쪽 방

향. 해물찜, 홍어회무침, 해물칼국수가 맛있

다. 해물찜 2만5천원. �032-933-3247

더리미 장어마을 강화 교에서 해안도로 따

라 오른편에 해변집(032-934-5494) 등 장

어 요릿집이 다수 모여 있다. 장어구이 1kg

5만원.

기타정보

강화군청

www.ganghwa. 

incheon.kr

강화문화원

�032-932-0011

강화로닷컴www.ganghwaro.com 

1 주문도에 있는 서도중앙교회. 2 고즈넉한 정수사. 3 볼음도 조갯골해변. 4 주문도 선착장. 5 정수사의 노란 상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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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당정보

호텔이나 여관 같은 시설은 없다. 섬 안에 있

는 가구에서는 부분 민박이 가능하다. 야

도 좋다. 집집마다 거의 뱃일을 하기 때문에

회도 먹을 수 있다. 펜션 가격은 보편적으로

4만~6만원 선이다. 단, 비수기와 성수기의

가격이다른것을참조.

베스트펜션과 이작횟집 큰마을. 1층 횟집에서

는 놀래미회, 우럭회, 생선매운탕 등을 팔며,

2층은민박집이다. 

�032-834-9944 

바다산책펜션큰마을.

�032-858-2180

푸른언덕장골.

�032-834-2710, 011-334-4708

풀등(동욱이네) 민박장골.

�032-834-6161, 010-3127-3945

가람펜션계남해수욕장.

�032-832-9422, 010-9289-9422

기타정보

옹진군청www.ongjin.go.kr

옹진군청관광체육과�032-880-2121~4

자월면사무소�032-833-6011

프로그램 성격

∙썰물때모습을드러내는풀등은여행상품으로충분하다.

∙ 이작도는부아산에올라바라보는전경이아름답고, 화<섬마을선생> 촬 지다.

∙여름철낚시나물놀이, 골뱅이잡기체험에좋다.

여행 코스 : 인천연안부두(하루4회정도운항)나 부도방아머리선착장에서(하루1회) 부고속페리호이

용. 이작도 큰마을 도착 - 낚시 혹은부아산산책 - 섬 숙박 - 큰풀안해수욕장, 작은풀안해수욕장- 계남마

을자월초등학교계남분교( 화<섬마을선생> 촬 지) - 풀등골뱅이잡기체험

연계코스 : 이작도바로앞에있는소이작도나승봉도등을연계해도좋다.

장소별소개∙특징

이작도는 옛날 해적들이 은거한 섬이라 하여‘이적도’라고 불렸다. 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

고 이작도까지1시간40여분가면 이작도큰마을에도착한다. 

바다낚시를체험해본다. 유어선선장은손맛이좋은포인트에닻을내린다. 낚싯줄에갯지 이를꿰어바다

1

옹진 이작도

주먹만한골뱅이가모래밭에가득숨은‘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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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넣고 당기면서 손맛을 즐기는 것은 섬 여행의 필수 코스라 할 수 있

다. 입질이 잘 안 되면 선장이 입질 잘 되는 장소를 찾아 이리저리 이동

해준다. 고기를 잡지 못해도 미리 준비한 횟감을 이용해 즉석 회를 썰어

준다. 점심상도 기본이다. 배 위에서 구색 없이 차려 낸 점심밥 먹는 재

미가쏠쏠하다. 낚싯배빌리는가격10인기준에1인당3만5000원정도.

큰마을에서 천천히 걸어서 20분 정도 오르면부아산을 만난다. 길이

68m의 구름다리는 아기자기한 산세를 더욱 빛나게 한다. 목조 계단을

올라가면 구름다리가 반기고, 전망 겸 쉼터 구실을 하는 정자가 나온

다. 이곳에 서면 자월도, 승봉도와 덕적도를 비롯한 덕적군도가 일망무

제로조망된다. 기암이솟구친산정의발아래로는선착장의아기자기한

모습과올망졸망한서해의섬들이어우러져아름답다. 

이작도의 육로 여행은 어떨까? 큰마을에서 길이 끝나는 계남까지

4km 정도. 마음먹고 산책을 해도 될 정도로 길지는 않다. 부아산 고갯

길을 넘어서면 장골마을을 만나는데, 제법 잘 지어놓은 민박집들이 있

다. 이 마을 앞에서큰풀안, 작은풀안으로 가는 길로 나뉜다. 두 곳의 해

변 길이를 합치면 3km 정도에 이르지만 중간에 해벽이 가로막아 넘나

들 수는 없다. 길이 끝나는 지점인 계남마을에는 떼넘어(계남)가 기다

린다. 

이곳에는자월초등학교 계남분교가 있는데, 화 <섬마을 선생>의 촬

지다. 무성해진조릿 사이로올라가면텅빈운동장이나오고, 화촬

지라는기념석만덩그러니놓여있다. 

이작도 여행의 백미는풀등(모래섬)에서 즐기는 골뱅이와 조개 잡

기체험이다. 썰물때면풀등이모습을드러낸다. 풀등은육로로는갈수

없고 배편을 이용해야 한다. 풀등에 도착하면 물이 빠져 끝이 보이지 않

을 정도로 넓은 모래밭이 펼쳐진다. 동서 2.5km, 남북 1km의 규모라는

데, 허허벌판 모래밭이다. 물이 빠지면서 약간 올라온 자리를 파내면 어

김없이 명주조개와 살찐 골뱅이가 잡힌다. 다리로 슥슥 문질러도 잡을

수있을정도로지천이다. 시간가는줄모르고즐거움을만끽할수있는

곳이다. 풀등에 들어갈 때는 파라솔이나 식수 지참은 필수다. 또 급한

‘볼일’이있을때는큰낭패. 미리생리현상을해결하고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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