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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둥산억새감상

춘천의암호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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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마임축제 매년 5~6월. �033-242-0585

www.mimefestival.com 

춘천인형극제매년8월중순. 

�033-242-8450 www.cocobau.com 

김유정문학제매년4월. 

�김유정문학촌 033-261-4650 

www.kimyoujeong.org

숙박∙식당정보

춘천베어스호텔 7만~9만원선.

�033-256-2525 www.hotelbears.com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숲속의 집 33m2 이하 3만~5만원. 66m2  7만

~9만원. 

�033-243-1443 www.jipdari.com 

소양예술농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수 골.

소양댐 선착장에서 5분 거리. 수련네 8만원,

우륵 15만원, 모차르트30만원. 

�033-242-4555 

www.soyangartfarm.com

부귀리 농촌 체험 마을 북산면 부귀리. 4만

~8만원, 황토집 20만원. 식사는 5000원. 

�033-244-0576 www.greentourings.or.kr 

오봉산장 청평사 입구. 식사 가능. 숙박료

프로그램 성격

∙북한강과호수가빚어내는춘천의아름다움을즐기는코스다.

∙소양호유람선탑승과청평사답사가가장큰매력포인트.

∙여행시기는사계절어느때라도무방하다.

여행 코스 : 46번국도(춘천방면) - 춘천- 403번지방도- 애니메이션박물관- 박물관앞삼거리좌회전

- 신장절공묘역- 403번지방도좌회전- 신매 교우회전- 70번국도- 소양댐밑세월교우회전- 소양댐

입구주차장- 선박이용- 청평사- 선착장- 춘천시내- 46번국도(가평방면) - 강촌

연계 코스 : 012(가평) 코스나남이섬과연결, 1박2일코스로구성할수있다. 김유정역과김유정문학촌탐

방, 도립화목원(033-243-6034), 막국수체험박물관관람을추가해도좋다.

장소별소개∙특징

춘천시 서면 현암리에 있는애니메이션박물관(033-243-3112, www.animationmuseum.com)은 의암호와

잘어울린다. 매직실루엣, 핀스크린등을이용해애니매이션의 원리와 기법을 체험할 수 있다. 만화 화 <홍길

1
춘천

호반의도시에서즐기는멋과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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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촬 한 카메라, <태권V>와 <황금날개>의 친필 원고, 효과음 체험

공간을 챙겨볼 것. 관람 시간은 10:00~18:00,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날

휴무. 관람료어른4000원, 청소년3000원. 별도의체험료는없다. 매년

가을 열리는 춘천애니타운페스티벌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

객에게인기.

춘천시 서면 방동리에 위치한 신장절공묘역은 고려 태조 왕건의 신

하신숭겸의묘다. 적군이베어간머리 신황금머리를만들어장사를

치 다. 때문에 도굴 방지를 위해 봉분이 3개나 되는 것이 특징. 소나무

숲과 정각, 신도비각, 기념관, 제실 등이 있다. 가까이에 있는 방동리

고분도 들러볼 만하다. 문화유산 답사에 관심이 적은 여행객은 서면 현

암리의 현암민속관에 가볼 것. 이 민속관에는 신라시 부터 조선시 에

이르기까지 도자기 300여 점과 민화 40점, 민속품 100여 점이 곳곳에

전시돼 있다.‘강으로 향하는 문’(033-244-7726)이라는 카페 아래층에

위치. 주말에만개방하며, 입장료는없다.

소양댐(관리소 033-241-9251)은 동양 최 의 다목적댐. 자연 경관

이수려하고청평사, 오봉산이있어하루코스나들이장소로좋다. 소양

댐 선착장(033-242-2455)에서 관광유람선을 이용해 청평사로 간다.

유람선은 30분 간격으로 운항하며, 소요 시간은 10~15분. 청평사에서

나오는막배오후6시. 도선료(왕복)는어른5000원, 어린이3000원. 

고려 광종 24년 현선사가 창건하여‘백암선원’이라 불리던청평사

(033-244-1095)는선착장에서오르는길이아름답다(10분거리). 청평사고려정원 지, 청평사회전문, 3층

석탑 등은 꼭 보고 올 것. 아홉 가지 소리를 낸다는 구성폭포도 볼 만하다. 육로로 청평사에 갈 경우 소양댐

1km 전에서양구방면으로진행해배후령고개를넘고간척리사거리에서우회전, 다시백치고개를넘으면청

평사입구주차장에닿는다. 40분정도소요된다. 입장료어른1300원, 청소년700원, 어린이400원.

춘천 시내에서는 명동과 닭갈비 골목이 유명하다. 명동은 드라마 <겨울연가> 촬 지로, 주말이면 즉석 공

연과 마임이 펼쳐진다. 뒷길의 닭갈비 골목에는 춘천의 명물 닭갈빗집이 수십 곳 있고, 명동과 이어지는 지하

상가도볼만하다.

강촌(관리소033-262-4464)은철길과강촌역에서구곡폭포까지이어진다. 강촌역안의낙서와철길이예

전 그 로다. 자전거도로가 잘 닦인 곳으로 하이킹 코스가 여럿 있다. 자전거 여료(1시간 기준)는 1인용

3000원, 커플용6000원. 2륜미니바이크는1만원, 4륜바이크는2만원선이다. 바이크이용시교통사고에각

별히주의할것.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41

3만원부터. �033-244-6607

샘밭막국수 소양강댐 입구인 천전리 삼거리.

3 를 잇는 맛집. 막국수 4000원, 감자전

4000원. �033-242-1712

부안막국수집춘천시 후평동 로터리. 가정집

분위기. 막국수에 총떡을 곁들이면 좋다. 막

국수 4500원, 총떡 4000원. 

�033-254-0654

평남횟집 춘천댐 바로 옆. 쏘가리매운탕 2인

5만원, 향어회 1kg 1만8000원. 

�033-244-2379

명물닭갈비명동 닭갈비 골목. 30년 전통. 뼈

없는 닭갈비 8500원, 표고 닭갈비 1만원.

�033-257-2961 

기타정보

춘천시청www.chuncheon.go.kr

춘천시청관광과�033-250-3545

막국수체험박물관�033-250-4134 

www.makguksumuseum.com 

강촌여행정보강촌넷www.gangchon.net

1 애니메이션박물관. 2 주말 이벤트가 열리는 춘천 명동.

3 신장절공묘역. 4 청평사 회전문. 5 청평사 구성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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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해맞이축제 12월31일~이듬해1월1일. 

�양양군청문화관광과033-670-2723 

송이버섯축제 매년 9월 말~10월 초. 송이채

취현장체험, 송이보물찾기등사전예약필수.

�양양군청문화관광과033-670-2723

양양연어축제매년 10월 중∙하순경. 연어 맨

손잡이 체험 어른 2만원, 초등학생 1만5000

원. 산천어 쪽 잡이 체험 어른 1만원, 초등학

생 5000원.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

케팅033-670-2207, 2724

숙박∙식당정보

낙산비치호텔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에 있는

호텔. 13만~35만원 선. �033-672-4000

www.naksanbeach.co.kr. 

스위트호텔낙산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위

치. 주중(2인 1실) 8만5000~11만5000원, 주

말 12만5000~15만5000원. 

�033-670-1100 naksansuites.co.kr

명콘도 쏠비치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93m2 성수기 48만원(비수기 50% 할인).

�033-670-3611

어성전 숲속의 집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

프로그램 성격

∙산행길이힘겹지않아서남녀노소, 어린이를동반한가족트레킹코스로충분한프로그램이다.

∙용소에서시작해주전골입구매표소까지걸어야하기때문에여행사상품을만들면효과적이다.

∙사계절여행상품이될수있고, 가을단풍철이백미.

여행 코스 : 한계리 민예단지 삼거리에서 44번 국도 이용. 한계령 고갯길 밑 용소폭포 주차장에 하차 - 용

소폭포 - 12선녀폭포- 오색2약수터- 주전골매표소까지트레킹- 양양 상설장- 논화삼거리에서구룡령으

로난59번국도이용- 송천떡마을- 인진쑥엿마을- 구룡령 가을단풍숲- 동고속도로속사IC

연계코스 : 022(속초)나025(강릉) 코스와연계해서일정을늘릴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흔히‘오색약수터지구’라고 일컫는 남설악지구(설악산국립공원 오색분소 033-672-2883)의 주전골은 가

족동반트레킹장소로인기를누리는곳이다. 남설악지구에서가장빼어난계곡미를자랑한다. 선녀탕, 용소폭

포, 미륵암, 여심폭포와작은소가기암괴석과어우러진환상적인곳이다. 왕복2~3시간이면주전골을모두구

1

양양

남설악의비경과함께하는주전골웰빙트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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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할수있어가족과함께산책

을즐기기에그만이다. 

산행길은 평평해 남녀노소 편

안하게즐길수있다. 트레킹의

시작은 용소 매표소에서 시작

하면 내림길이라서 편하다. 용

소를 거쳐 12선녀폭포를 둘러

보고 성국사, 오색2약수터를

거쳐내려오면된다.

양양 상설장(4,9일)은 원

래 5일장이었다가 몇 해 전부

터 관광객을 위해 상설장으로

만들었다. 상설장이라고는 하

나 5일장의 모습을 그 로 간

직하고 있다. 양양장의 특징은

가을철 송이버섯이지만, 봄철

산나물도풍성하다. 양양군골깊은산지에흩어져있던지역특산물을난전에파는주름진할머니의얼굴에서

정겨움이 넘쳐난다. 바다와 인접해서 생선류도 풍부하고, 동해안 특산물 가자미젓이나 명란젓도 별미로 구입

할수있다. 멀지않은곳에있는물치항의일출도멋지다.

양양군 서면 송천리의송천떡마을(033-673-7020, songcheon.invil.org)은 점봉산 자락에 묻혀 있는 오지

마을. 이곳에서는찹쌀을시루에얹어장작불로찌고떡메로쳐서손으로빚는떡을만들고체험할수있다. 떡메

로쳐서만들기때문에떡이쫄깃하고말랑말랑하다. 20여년전부터떡을빚어온마을에서는떡만드는광경을

구경할수있으며, 관광객이직접참여하는떡빚기행사도개최한다. 예약해야하며, 체험인원의수가어느정

도맞춰져야가능하다. 

논화리에서미천골- 갈천약수터가는길목에인진쑥엿(서광농업협동조합033-672-2953~5)을파는집들

이즐비하다. 인진쑥을키우는밭도많다. 

갈천리에서 홍천 방면 56번 국도를 따라구룡령을 넘어서는 길이 사철 아름답다. 구룡령은 구 이가 길을

알려줬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인데, 옛길은 찾아볼 수 없지만 길은 여전히 숨가쁘기만 하다. 가을철 단풍이

들 때의 모습이 절묘하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잠시 구불구불한 도로와 단풍 숲을 구경해봄 직하다. 구절양

장이니안전운전에주의. 구룡령에서남쪽으로길을잡아삼봉휴양림입구를지나고운두령을넘으면

동고속도로속사IC에닿는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43

8만~12만원선. 

�033-673-7372 www.숲속의집.kr

남설악식당 오색온천단지 내에 있는 토속 음

식점. 비빔밥등5000~1만원선. 

�033-672-3159

고향산천 가든 관동 옆. 약수돌솥밥 8000

원. �033-671-9244

천선식당 남 천변. 은어구이∙튀김 2만원.

�033-672-5566

오산횟집섭국(자연산홍합) 7000원. 

�033- 672-4168

기타정보

양양군청

www.yangyang-gun.gangwon.kr

양양군청문화관광과�033-670-2251

농어촌민박문의

�양양군청농정과

033-670-2701~2

낙산관광안내소

�033-670-2397~8

하조 관광안내소

�033-670-2516

1 양양 주전골의 오색 단풍. 2 한계령 고갯길. 3 물치항 일출. 4 흘림골 여심폭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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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축제 매년 12월 1일~이듬해 1월 1일.

�관광기획과033-570-3842

비치마라톤 회매년8월첫째일요일. 

�문화공보실033-570-3253

청정해변축제 매년 7월 10일~8월 20일.

�관광홍보계033-570-3846

맹방유채꽃축제매년4월말~5월초. 

�농업정책과033-570-3372

숙박∙식당정보

팰리스호텔 객실 105개, 커피숍, 스카이라운

지, 레스토랑, 연회장, 예식장, 스파시설이있

다. 시내에서 5~10분 거리. �033-575-

7000 www.palace-hotel.co.kr

삼흥모텔 화 <외출> 촬 지. 죽서루가 지척

이다. 3만5000원. �033-574-2121

크라운모텔 조용해서 휴식하기 좋은 곳. 3만

원. �033-573-8831

장호항민박어촌체험도할수있다. 

�장호1리어촌계033-572-4227

신리너와마을농촌 체험 마을 3끼 식사 포함.

4~6인용 6만~7만원, 15인용 12만~15만원.

�033-552-5967 neowa.invil.org 

프로그램 성격

∙동해안7번국도를따라가며해수욕장과포구를즐기는것이포인트.

∙북에서남으로내려가는노선이지만남에서올라가는것도좋다.

∙사계절어느때라도무방하다.

여행 코스 : 동해고속도로- 동해IC - 7번국도(삼척방면) - 삼척해수욕장- 새천년해안도로- 정라항-

척주동해비- 7번국도(근덕방면) - 맹방해수욕장- 부남해수욕장- 궁촌항- 황 조기념공원- 용화해수욕

장 - 장호항- 신남마을해신당- 임원항 - 416번 지방도(가곡 방면) - 427번 지방도(태백 방면) - 38번 국도

(사북∙정선방면) - 59번국도(평창방면) - 진부IC 

연계코스 : 020(동해) 코스나삼척내륙( 금굴)과연계해1박2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새천년해안도로는 삼척시 정라동(정라회센타)에서 삼척시 교동(삼척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다.

2000년개통한도로옆으로는소망의탑, 비치조각공원등유원지가조성되어있으며 화<외출>의촬 지이

1
삼척

7번국도변해안절경찾아가기

017



자배용준이묵었던팰리스호텔이있다. 해안절경을따라약4km 이어

지는 드라이브 코스가 일품이고, 카페 마린데크에서 차를 마시며 보는

바다경치가좋다. 소망의탑은일출명소로매년1월1일해맞이행사가

개최된다. 

정라항(033-572-2024)의 공식 이름은‘삼척항’으로 조선시 동해

수군을 관할하던‘정라진’에서 비롯되어 정라항이라 불린다. 어판장과

횟집, 빨간 등 가 멋지다. 여름에는 물회, 겨울에는 곰칫국을 먹어볼

것. 정라항이한눈에보이는정육향산에는조선시 삼척부사미수허목

이 폭풍을 잠재운 시를 새긴척주동해비가 있다. 이 비 신 관동8경 중

제1경죽서루를관람하는것도좋다.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에 있는맹방해수욕장(033-572-3011)은 삼

척시청에서 남쪽으로 12km 거리. 초당동굴에서 흘러나오는 마읍천의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해수욕과 담수욕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피서철에는 맨손송어잡기 회, 명사십리달리기 회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된다. 봄에는 인근 상맹방리(한재 밑)에서 교가리까지 약

4km에걸친벚꽃길과유채꽃밭에서축제가열린다. 

용화해수욕장과 장호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말국재 전망 에서는 용

화해수욕장과 장호해수욕장, 장호항의 멋진 해안선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인다. 비취빛 바다와 은빛 백사장이 발 아래 드리워진 동해안 제일의

천연전망 다. 

장호항(033-572-4227)은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 안쪽 해안이 잔잔하며, 장호2리 끝 부분

에는 기암으로 이루어진 해안선 옆으로 맨발공원이 있다. 장호해수욕장에는 야 장, 취사

, 샤워장, 주차장, 화장실, 민박집등이있다. 2004년부터해양수산부지정어촌체험마

을로선정되어 다양한체험활동이가능하다. 가자미배낚시를 추천할만하다. 4인, 3시간

기본인 체험비용은 10만원 선. 운 좋으면 짜릿한 손맛도 보고 푸짐하게 가자미를 잡을 수

있다(체험문의장호어촌계장010-9949-4204). 

7번 국도변의 신남마을에는해신당(033-572-4429)이 있다. 결혼을 앞둔 처녀‘애랑’

이갯바위에서미역을따다목숨을잃어흉년이이어지니해신당을짓고남근을깎아바치

며처녀를위로했다고한다. 해신당공원에는어촌민속전시관, 성민속공원이조성되어있

다. 어촌민속전시관입장료어른3000원, 청소년2000원, 어린이1500원. 주차무료. 연중무휴. 어촌민속전시

관의제4전시실은세계성민속실이라초등학생이관람하기에는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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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스횟집 새천년해안도로변. 회정식 2만원,

해물탕 3만원. �033-573-8112

신화횟집정라항소재. 물회 1만원. 

�033-574-3810

바다횟집정라동에 위치. 해장용 곰칫국이 일

품. 곰칫국 7000원. �033-574-3543

새은혜식당삼척의료원 인근. 배용준이 <외출>

촬 기간에 밥을 먹은 곳. 한정식 1만2000

원, 백반 6000원. �033-573-7969

나원해장국삼척 시내 위치. 24시간 업. 올

갱이해장국5000원. �033-572-8523

관음굴식당 환선굴 입구. 송어회 2만원, 산채

비빔밥5000원. 

�033-541-1624 

기타정보

삼척시청www.samcheok.go.kr

삼척시청관광정책과�033-573-4096

삼척종합관광안내소�033-575-1330

황 조기념공원�033-576-0009 

근덕면사무소�033-572-3011

1 7번 국도변 전망 에서 바

라본 용화해수욕장. 2 삼척

바닷가의 미역 말리기. 3 삼
척 해변의 일출. 4 팰리스 호

텔 드라마 객실. 5 신남마을

해신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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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어축제매년 1월말~2월초. 

�인제군청문화관광과033-460-2082 

www.injefestival.net 

황태축제매년2월말~3월초. 

�황태축제위원회033-462-5855 

www.yongdaeri.com

고로쇠축제매년3월경상남면미산리. 

�고로쇠축제추진위원회 033-461-6797

www.misan1.org 

레포츠축제매년 7월중순경. 

�인제군축제추진위원회033-461-2122 

www.leports.gangwon.kr

숙박∙식당정보

만해마을 북면 용 리에 있는 만해마을에는

한용운의 얼을 계승하고 그의 문학 세계를 배

울 수 있는 만해기념관을 비롯하여 청소년 심

신수련장 등이 있다. 단체 숙박이 가능하다.

2~3명기준5만원선. 

�033-462-2303 www.manhae.net

아웃도어패 리내린천고사리입구강변에있

는펜션. 2~4인기준평일7만원, 휴일8만원. 

�033-461-1659

프로그램 성격

∙여름철레포츠를즐기려는체험객을한꺼번에모을수있는프로그램이다.

∙계곡물놀이, 낚시등을유도하거나고성군바다상품까지연계하면금상첨화.

∙레포츠는 여름철 상품으로 좋지만, 빙어축제나 황태축제 등이 펼쳐지는 겨울철 상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봄철 고로쇠축제를 하는 미산마을을 개인약수터와 함께 엮어 웰빙 여행지 상품을 만들거나 방태산자연휴양림

의단풍상품도기획해볼만하다.

여행 코스 : 홍천에서 44번 국도 - 신남 - 인제 읍내의 산촌민속박물관- 합강정공원- 합강정공원 바로

밑에서번지점프와 슬링샷 등 레포츠 체험- 합강교 건너 31번 국도 - 원 리 - 내린천 래프팅 - 동아실 계

곡- 임도따라 MTB 즐기기

연계코스 : 곰배령, 방태산자연휴양림, 방동약수등을연계하는코스를만들어도좋다. 

장소별소개∙특징

인제 읍내에 강원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미니어처와 소품으로 장식한 산촌민속박물관(033-460-2085,

1

인제

자연과내가하나되는레포츠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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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www.injemuseum.go.kr)이 있다. 한지에 소원을 써서 붙이는 코너에

서는 잠시 사람들의 발길이 머문다. 야외에는 강원도에서만 볼 수 있는

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옆에 있는 공터는 박인환 시인의 생가

터다. 입장료어른1000원, 어린이500원, 단체20명이상할인. 개관시

간09:30~18:00. 

합강정공원에서 눈길이 닿는 곳은 박인환 시인(1926~1956)의 시비

다. 30세에 요절한 박인환 시인은‘명동의 댄디 보이’라 불리며 술과 로

맨티시즘에젖은보헤미안이었다. 늘정장을하고다니면서진한커피를

마셨고, 멋지게 시가를 피워 물던 시인. 딱히 볼거리는 없지만, 시인의

노래를떠올리면서잠시둘러볼만하다. 

합강정 바로 밑, 강변으로 내려오면 번지점프와 슬링샷, 나는 박쥐

등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아름다운인제관광(033-461-5216,

www.injejump.co.kr)에서 운 한다. 번지점프 체험비는 3만~4만원

선, 슬링샷은2만원선, ATV는3만원선. 

내린천 래프팅은 원 에서 밤골쉼터까지 7~8km 구간이며, 3시간

정도소요된다. 골짜기마다기암이펼쳐지고수량이많아서래프팅을즐

기려는 사람들의 즐거운 비명이 온 계곡을 쩌 쩌 울린다. 래프팅 외

에도카약, 카누등물속에서즐기는레포츠가다양하며하추리, 피아시,

고사리 계곡도 이어진다. 전날 비가 내려 천변이 흙탕물로 변할 때면 빠

가사리 낚시를 즐겨도 좋다. 초보자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금세 고기

가물린다. 

동아실은 남밭골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는 복숭아나무가 마을

을 뒤덮다시피 많았다고 해서‘도화실’이라 불렸다고 한다. 한때 이곳은

화전민이 촌락을 이루고 살았는데, 지금은 초입의 두어 채를 빼고는 애

써 민가를 찾아야 할 정도다. 초입에 펼쳐지는 계곡은 깊고 수목이 울창

하여 사계절 물이 많이 흐른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자그마한 폭포 하

나를 만난다. 동아실 어귀에 있는 폭포로, 일명‘가마소 폭포’라 부른다. 폭포가 가마솥과 비슷하다 해서 붙은

이름. 낙폭이크진않지만주변엔기암이하늘을향해솟구쳐있고나무가그늘을만들어준다. 

인제군이‘하늘내린레포츠축제’를할때면동아실의첩첩산골임도를따라MTB 회가펼쳐진다. 원 분

교- 원남공원- 새터고개- 남전리- 동아실- 갈 밭정상- 원 분교(49km)까지산악자전거 회

코스로이용된다. 축제가아닌때는산악자전거동호인들이즐겨찾는코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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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utdoorfamily.co.kr 

www.paddler.co.kr

한국관인제 읍내에 산채 요릿집으로, 토속적

인 분위기가 멋지다. 산채정식 9000원.

�033-461-2139

박가네 44번 국도변에 있는 식당. 38휴게소

주변. 감자옹심이, 청국장, 막국수 등 토속 음

식일색. 5000원선. �033-461-7981

피아시매운탕 내린천 피아시유원지에 있는

메기매운탕집. 2만~4만원선. 

�033-462-2509

용바위식당용 리에 있는 황태 요릿집. 황태

구이정식 7000원. �033-462-4079 

기타정보

인제군청�033-461-2122

www.inje.gangwon.kr

인제군청문화관광과

�033-460-2082 

www.injetour.net

인제관광정보센터

�033-460-2170

한계리내설악광장내

관광안내소�033-463-4870

1 내린천 래프팅. 2 인제 읍내 여름 풍경. 3 산촌민속박

물관. 4 동아실 계곡.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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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관령눈꽃축제매년 1월말~2월초. 

�033-336-6112

평창산꽃약풀축제매년8월초. 

�033-336-5412

효석문화제매년9월초(10일간). 

�033-335-2323

오 산불교문화축전매년 10월초. 

�033-332-6417 

숙박∙식당정보

의야지마을 관령면 횡계2리. 사계절 농촌

체험 마을로, 특히 눈썰매와 얼음 미끄럼 등

겨울철 놀이 코스로 좋다. 펜션은 4인 기준

10만원. windvil.com

용평리조트 관령면 용산리. 스키장과 다양

한 산책로를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 교

육, 수학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다. 숙박료는 7만~40만원

�1588-0009 www.yongpyong.co.kr

사파리펜션 관령면 차항리. 소나무 사이에

펜션이 자리 잡고 있어 숙박 자체가 삼림욕이

다. 목장에서는 양, 소, 경주마를 볼 수 있으

며, 아이들을 위한 자연 체험 학습이 가능하

프로그램 성격

∙등산동호회를위한트레킹여행과야생화체험상품이다.

∙의아지마을의산촌체험코스를넣어가족이함께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구성한다.

∙ 관령눈꽃축제시즌인2월에백두 간눈꽃트레킹이가능하다. 

여행 코스 : 동고속도로횡계IC - 456번지방도(횡계방면) - 횡계읍내- 의아지마을- 관령삼양목장

- 선자령 트레킹 - 옛 관령휴게소 -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횡계 읍내에서 횡계 IC - 동고속도로(선자령

에서 관령목장으로역순해도좋음)

연계 코스 : 월정사∙상원사 답사, 한국자생식물원 탐방, 봉평 이효석 문학관과 생가, 허브나라, 이승복 기

념관, 방아다리약수, 금당계곡 등의 명소를 모두 포함하면 평창군 여행만으로도 1박 2일이 충분하다. 025(강

릉), 021( 월) 코스와연계해도1박2일여행이가능하다.

장소별소개∙특징

횡계에서 관령삼양목장가는길중간에자리잡은의야지마을(033-330-2608)은해발750~800m, 관

1

평창

이국적풍경가득한 관령목장과선자령트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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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최정상부에 위치해 일찍 첫눈이 내리고, 그 양도 많아서 겨울 관광지

로 특히 유명한 곳이다. 화전민들이 터를 닦은 이곳에서 국내 고랭지 농

업이 시작되었으며, 감자와 배추, 당근, 산나물까지 깨끗하고 신선한 채

소를 량재배한다. 봄에는산나물채취, 여름에는민물고기잡기, 가을

에는감자와당근을수확하며, 겨울에는얼음조각만들기와눈조각만들

기, 비료포 썰매타기와 관령눈꽃축제가준비되어있다. 

도암면 횡계 2리에 있는 관령삼양목장(033-335-5044, www.

samyangranch.co.kr)은 해발 850~1470m의 관령 고원지 에 있으

며, 동양 최 의 목장이다. <가을동화> <태극기 휘날리며> <연애소설>

<이중간첩> 등 드라마와 화 촬 지로 명성을 얻으며, 너른 초원에 방

목된 소뿐만 아니라 양, 토끼, 타조를 볼 수 있다. 셔틀버스를 타고 동해

전망 에 오르면 검푸른 동해가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원시림과 드넓은

초지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백두 간을 따라 선자령까지 트레킹을 즐길

수 있지만 원점 회귀형으로 하산하겠다면 동해전망 - 풍차 - 삼정호

- 단풍 계곡길 - 연수원 - 은서준서집 - 광장(편도 2시간) 코스를 이용

하는 것이 좋다. 관람료 어른 7000원, 어린이 5000원. 관람 시간

09:00~18:00.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의 경계를 이루는 선자령(1157m)은 백두

간의 주능선에 야트막이 솟아오른 봉우리로, 남쪽으로는 발왕산, 서쪽

으로는 계방산, 서북쪽으로는 오 산, 북쪽으로는 황병산이 장쾌하게

이어진다. 날씨가좋을 때는강릉 시내와 푸른동해가 내려다보인다. 눈

이 많기로 소문난 관령 인근에 있기 때문에 겨울 트레킹 코스로 알려

져 있다. 관령의 해발고도가 832m여서 정상까지 표고 차가 300m밖

에 나지 않는다. 관령삼양목장에서 올라와 구 관령휴게소로 하산하

는코스와초막교로하산하는코스가있다(왕복3시간).

옛 관령휴게소에 자리 잡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033-336-5008)

은 신재생에너지의 역사와 원리,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 등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있으며, 관령풍력발전단지의모든것을볼수있다. 특히자

전거페달을이용한전기만들기, 태양전지벌레, 물자동차, 바람악기, 바람농구등미래에너지를활용한체험

공간이아이들의시선을사로잡는다. 구 동고속도로 관령휴게소에있다. 입장료없음, 월요일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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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료는9만~35만원. 

�033-335-5675 www.dkrsfr.com

용평레포빌펜션 옛 관령휴게소에서 5분 거

리. 객실 21개(33~132m2). 숙박료 주중 8만

~30만원, 주말 10만~35만원선. 

�033-336-8338 www.lepovill.co.kr

노다지 관령면 횡계리. 오삼불고기∙황태구

이정식8000원. �033-335-4448

황태회관 관령면 횡계리 황태해장국∙황태

미역국5000원, 황태구이정식 1만 2000원. 

�033-336-5795 

부일식당 진부면 하진부리 SK주유소 근처.

산채백반 7000원. �033-335-7232

오 산 가마솥식당 월정사 입구. 30여 가지

산채요리가나온다. 산채정식 1만3000원. 

�033-333-5355 

기타정보

평창군청

www.yes-pc.net

평창군청문화관광과

�033-330-2753

1 선자령 눈꽃 트레킹. 2 관령삼양목장의 풍력발전기.

3 신재생에너지 전시관.4  의야지 옆 두미물마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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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추암해맞이축제 12월 31일~이듬해 1월 1일. 

�동해시청관광진흥과033-532-2801

오징어축제매년9월중순경. 

�동해시청문화체육과033-530-2384

늘푸른바다축제매년 7월말~8월초. 

�동해시청문화체육과033-530-2384

숙박∙식당정보

망상그랜드관광호텔 객실에서 보이는 망상해

수욕장의 풍경이 아름다운 관광호텔. 스카이

라운지 식당과 커피숍 등의 편의 시설이 좋

다. 8만~13만원. �033-534-6682~6

www.mangsanggrand.co.kr

동해해목팬션 어달해수욕장에 인접한 숙소.

유럽풍으로 방마다 설치된 테라스가 인기. 야

외 바비큐장도 이용 가능하다. 숙박료 5만

~14만원선. 

�033-531-5851 www.hemok.com

풍경팬션묵호항에 인접. 옥(玉)으로 인테리어

된 웰빙 펜션. 바다 조망이 좋은 숙소. 단체

객실도있다. 6만~10만원선. 

�033-535-5919

망상오토캠핑장 오토캠핑과 리조트 개념이

프로그램 성격

∙우리나라에서가장손꼽히는일출명소인동해의추암을테마로하는자연경관감상여행이다.

∙동해를여행하지만산여행느낌이강한계곡과동굴로여행이풍성하다.

∙사계절가능하지만숲이우거진여름, 신년일출여행이가능한1월이좋다.

여행 코스 : 동고속도로강릉JC - 동해고속도로동해IC - 삼척방향7번국도(추암해수욕장입간판따

라 좌회전) - 추암해수욕장과 촛 바위- 7번 국도(동해 방면) - 천곡동굴- 묵호어시장- 정선 방면 42번 국

도(무릉계곡방면으로좌회전) - 무릉계곡∙용추폭포 트레킹- 42번국도(정선방면) - 백복령- 정선나전삼

거리우회전- 59번국도(평창∙진부방면) - 동고속도로진부IC 

연계 코스 : 017(삼척)이나 025(강릉)와 연계하여 1박 2일 여행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여름철 프로그램이

라면정선의내륙명소들과엮어도좋다.

장소별소개∙특징

추암해수욕장과 촛 바위는동해를배경으로최고의일출을보여준다. 절벽에서있는촛 바위는주변경

1

일출감상후무릉계곡과해수욕장으로달려간다

020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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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함께 사진 촬 의 명소. 바다

를배경으로하는삼척심씨의정자

해암정, 드라마 <겨울연가> 촬 지

인 민박집 등도 찾아볼 장소. 오징

어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 판매장,

식당이많다. 

천곡동굴(033-532-7303)은 국

내에서 유일하게 시내 중심부에 위

치한 동굴. 총 길이 1400m의 석회

암 동굴로, 동해 여행의 동굴 탐방

코스로 알맞다. 5억 년 전 태고의

신비는 자연스러운 지구과학 학습

장. 여름휴가철늦은저녁의시원한

천곡동굴 탐방은 이색 피서지로 좋다. 입장료 어른 2000원, 청소년

1100원, 어린이700원. 관람시간08:00~18:00(여름성수기에는연장).

소요시간1시간.

동해의중심어업기지묵호항은싱싱한활어를맛볼수있는묵호어

시장을 중심으로 2km에 달하는 횟집거리가 좋다. 현 적 시설의 식당

과카페들이사람들의발길을모은다. 일출공원과함께자리잡은묵호등 는동해와묵호항을한눈에담는풍

경을자랑한다.

1977년국민관광지제1호로지정된무릉계곡(033-534-7306)은수많은옛풍류객이새겨넣은 귀‘무릉

반석’에서 시작된다. 두타산(1353m)과 청옥산(1404m)을 사이로 이어지는 기암괴석의 절경은 신선 세계의 모

습이다. 우리나라폭포최고의경관으로알려진‘용추폭포’까지두시간에이어지는용추폭포 트레킹은‘제2의

금강산’이라는별칭이과장된것이아님을느끼게한다. 입장료어른1500원, 청소년1000원, 어린이600원.

무릉계곡에서는 삼화사를 답사해야 정석이다. 삼화사는 1300여 년 전에 자장율사가 오 산 상원사처럼 이곳

에도절을짓고‘흑연 ’라고한것이시초. 훗날고려태조왕건은이곳에와서후삼국을하나로통일해달라는

기도를했다. 그런사연으로절이름이삼화사로바뀌었다. 

�옵션코스 : 북평 5일장(동해시청관광진흥과033-530-2801)

전국5 전통장터가운데하나인북평5일장은3, 8일이면마을전체가축제의장으로변모한다. 북평우체국

앞채소전, 어물전, 잡화전 등그야말로 왁자지껄한 북평장은 한국의 3 삼베로 꼽히는‘강포’를 거래하는 시

장으로유명하다. 장터한쪽을지키는작고아담한북평성당은드라마<겨울연가>의촬 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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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진 자동차 전용 캠핑장. 캐빈 5만

5000~11만원, 캐러밴 4만4000~11만원, 코

티지8만8000~19만8000원. 

�033-534-3110 

www.campingkorea.or.kr 

밭골가든 용정동에 위치한 장어 요리 전문

식당. 10년 넘은 손맛과 싱싱한 장어로 유명

하다. 장어구이 1만5000원, 장어돌솥밥 1만

원. �033-531-8194. 

혜림횟집 망상해수욕장 인근에서 곰칫국으로

유명한 집. 아침식사도 준비된다. 자연산 활

어도 다양하다. 곰칫국 7000원, 광어회 8만

원. �033-534-3898.

반석식당무릉계곡 입구에 위치한 식당. 무공

해 재료로 맛을 내는 산채비빔밥이 유명하다.

산채비빔밥5000원, 닭백숙 3만원. 

�033-534-8382

기타정보

동해시청�033-533-3011

www.dhtour.go.kr

망상관광안내소�033-530-2905

천곡동굴관광안내소�033-530-2868

추암관광안내소�033-530-2869 

1 추암 촛 바위는 전국적인 일출 명소다. 2 추암해수욕장

에서는 오징어 말리는 진풍경을 가깝게 볼 수 있다. 3 추암

해변의 해암정. 4 동해 시내 한복판에 있어 탐방이 편한 천

곡동굴. 5 촛 바위는 낮에 가도 좋은 탐방지이다. 6 바다

와 가깝지만 깊은 산속, 무릉계곡.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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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계곡축제매년8월첫째주말. 

�033-370-2369 www.suju.co.kr

단종제매년4월. 

� 월군청문화관광과033-370-2227

동강축제매년 7월. 

� 월군청문화관광과033-370-2542

김삿갓문화큰잔치매년9월중순. 

� 월군청문화관광과033-370-2227

숙박∙식당정보

펜션 엘솔 주천면 판운리에 있는 아담한 펜

션. 평창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객실 5개. 숙

박료는8만~15만원.

�033-374-1112 www.elsol.co.kr 

리버텔 청령포에 있는 모텔. 식당과 수목원,

캠프파이어 시설이 있다. 객실 46개. 3만

5000원. �033-375-8801

창 펜션 월읍에서 고씨굴 방향. 4륜 바이

크, 서바이벌게임가능. 숙박료 7만원부터.

�033-372-3313 www.changpension.com

청령포 모텔 화 <라디오 스타>의 로케이션

장소로, 스타들이 묵었던 곳. 숙박료는 2만

~3만원선. �033-372-1004

프로그램 성격

∙구불구불흘러가는서강의사행천을드라이브한다. 

∙서강주변의작은마을주천과무릉, 법흥의볼거리를위주로구성한다.

∙섶다리가놓인겨울이여행하기좋다. 

여행 코스 : 중앙고속도로 - 신림 IC - 88번 지방도(황둔 방면) - 황둔 - 411번 지방도 좌회전 - 서마니강

따라 강변 드라이브- 요선정- 법흥사- 주천(섶다리∙주천 5일장∙주천 술샘∙호랑이 무덤)- 88번지방도

(남면∙ 월방면) - 월책박물관지나삼거리우회전- 선암마을- 88번지방도( 월방면) - 38번국도(제천

방면) - 제천IC 

연계코스 : 019(평창)나028(정선) 코스와연계해1박2일여행이가능하다.

장소별소개∙특징

강원도 월군 주천과 도천, 무릉 지역을 도는 서강의 줄기는 사행천으로 구불구불하다. 심하게 구부러져

가운데는섬의형상을띠니‘섬안의강’이입으로전해져‘서마니강’이라부른다. 

1

월

서강과주천강물도리동따라, 이야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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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마니강 드라이브 코스로는 황둔 - 섬안교 - 도원교 - 요선정 구간이 아름답다. 황둔 찐빵마을에서 간식용

찐빵을사면좋다. 

월군 수주면 무릉리에 위치한요선정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4호로, 통일신라시 징효 사가 열반했

을때사리1000여개가나온곳이다. ‘신선을맞이하는정자’라는뜻의요선정에는조선19 임금숙종의어

제시가보관되어있다. 법흥천에서흘러내리는물과서마니강이만나는곳으로경관이수려하다. 정자옆으로

3.5m의 마래여래좌상과 작은 석탑 1기가 남아 있다. 요선정 아래 강가의 요선암이 볼거리다. 새벽 물안개 촬

포인트. 입장료없음. 

월군 수주면 법흥리에 자리한법흥사(033-374-9177, www.bubheungsa.or.kr)는 신라 선덕여왕 12년

(643)에자장율사가당나라에서가져온부처님의진신사리를봉안하기위해창건한고찰이다. 상원사, 정암사,

통도사, 봉정암과 함께 5 적멸보궁으로 꼽힌다. 적멸보궁 뒤쪽 사리탑 옆에는 자장율사가 수도하던 토굴이

있다. 불력이좋아수험생부모들의발걸음이잦다. 앞쪽에흐르는법흥천을따라민박집과야 장이있다. 

주천농협하나로마트옆길안쪽에주천 5일장(1, 6일)이선다. 산나물과묵, 호미등의농촌살림살이와꼴두

국수 등 지방 먹거리가 선보인다. 주천강가에는섶다리가 놓여 있고, 건너편에는주천 술샘이 있다. 양반이 가

면술이나오고상놈이가면물이나왔다는전설의샘이다. 길건너에는효자금처사와호랑이의이야기가전해

지는 호랑이 무덤이 있다. 차량은

주천강가강변주차장을이용할것.

주천에서 월 방면으로 가다

보면 선암마을을 만난다. 구불구불

서강이만든작품으로강을낀동쪽

은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절벽이

고, 서쪽으로갈수록경사가완만해

지는 지형은‘동고서저’형의 한반도

지형과똑같다. 자세히보면북쪽에

백두산이 보이고, 오른쪽 귀퉁이에

호미곶도있다. 주천에서 월가는

88번 지방도로 월책박물관을 지

나면 이정표가 있다. 산길 안쪽

500m쯤에 전망 가 있다. 입장료 없음. 여름철에는 전망 주변에 무궁화가 피어나 선

암마을한반도지형과무궁화를함께카메라에담는사진촬 동호인들의발길이잦다.

�옵션코스 : 판운섶다리

주천면소재지에서평창읍방면을따라자동차로10분거리인판운리에도섶다리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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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마니관광농원 서마니강에 위치. 객실 10여

개. 축구장, 수 장, 식당구비. 

�033-764-1139 www.sumani.co.kr 

솔밭 오토캠핑장 법흥천 송림 사이에 텐트

100여 동 수용. 식당, 매점, 화장실 등. 여름

철 자동차 1 당 이용료 3만원, 비수기 2만

원. �033-374-9659 

청산회관 월 읍내 삼거리에 있는 한식집.

곤드레나물밥 7000원. �033-374-3030 

주천묵밥묵밥 5000원. 두부빈 떡 6000원.

�033-372-3800

신일식당메 꼴두국수3500원. 

�033-372-7743

옥동송어횟집 김삿갓계곡 가는 길. 송어회

1kg 2만원. �033-372-9143

기타정보

월군청www.yw.go.kr

월군청문화관광과�033-370-2061

주천면사무소�033-372-7001 

수주면사무소�033-372-8001

1 요선정 아래 요선암. 2 서

면 선암마을의 한반도 지형.

3 월 무릉의 요선정. 4 주
천강 요선암의 물안개. 5 판운

섶다리 풍경.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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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초해맞이축제매년 1월 1일. 

�속초시청관광과033-639-2365

설악눈꽃축제매년2월경설악동일원. 

�설악눈꽃축제위원회033-639-2365

학사평순두부축제 매년 10월경 노학동 학사

평순두부마을(학사평순두부축제운 위원회)

속초양미리축제 매년 11월 중순~12월 중순

경. �속초시청해양수산과033-639-2735 

숙박∙식당정보

설악한화리조트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콘도.

설악워터피아와< 조 > 세트장이있다. 

�033-635-7711 www.hanwharesort.co.kr

금호설악리조트속초시 노학동에 있다. 89m2

기준 30만원. �033-636-8000

www.kumhoresort.co.kr

켄싱턴스타호텔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호텔.

숙박료 16만9000원부터. 

�033-635-4001 www.kensington.co.kr

호텔설악파크속초시 설악동에 있다. 숙박료

19만3600원부터. �033-636-7711 

www.hotelsorakpark.co.kr

호텔 마레몬스 속초시 포동에 있는 최신식

프로그램 성격

∙새해일출맞이무박여행상품으로가능한프로그램이다.

∙설악산뿐아니라속초시내의구석구석을들여다보면서맛기행을겸해도괜찮다.

∙겨울설악산의설경도매우아름답다. 운전하기쉽지않기때문에오히려여행상품의가치를높일수있다. 

여행 코스 : 46번국도(홍천~인제) - 미시령터널- 속초- 금정 일출- 속초등 - 동명항 어시장- 청

초호반드라이브와범바위- 랑호 화랑도 체험지- 청호동 갯배 타고 <가을동화> 촬 지 둘러보기- 중앙시

장에서특산물구입- 설악산권금성케이블카타기- 7번국도(속초~양양) - 동해고속도로현남IC

연계 코스 : 속초 시내와 주변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바쁘지만, 북쪽의 고성군 화진포호수와 건봉

사나남쪽의양양낙산사답사를곁들이는것도품격있는여행이다.

장소별소개∙특징

속초8경에는속초시동명동에위치한 금정 일출이있다. 옛날속초동명항앞바다에사방이절벽을이룬

석산이 있었는데, 파도가 석산에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신령한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 해서 금정이라 불렸

1

속초

금정의일출과속초시내옛속살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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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이 석산은 일제강점기에 항구 확장을 위해 잘려나가고 말았

다. 속초8경의 하나인속초등 ( 금정 속초등 전망 )도 연계한다. 등

전망 에는옥외전시실과홍보관, 옥외전망 등이있다.

금정일출을보고나서찾을곳은동명항 어시장이다. 조업을마친

배들은큰고무그릇을일렬로늘어놓고경매를기다린다. 그날그날생선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자연산이다. 전날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하나 둘

씩들어오면서활어입찰이진행된다. 활어를사려는중매인들과고기를

팔려는어부들이북적 는항구는살아있는삶의현장이다. 

속초 시내의 랑호반에는 일방통행길이 호수를 끼고 한 바퀴 에둘

러 나 있다. 주로 속초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데, 호수 물 밑으로

설악산전경이잠겨멋진풍취를자아낸다. 특히속초8경의하나라는범

바위의기암은매우독특하고멋지다. 

랑호 화랑도 체험지(033-637-3400, www.hwarangdoexperience.

com)에서는 기초 승마 체험, 활 쏘기 체험, 지상격구(보격구), 공성무기

투석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10:30�11:00, 16:00�16:30(우천시 공연

중지)에 상설 공연도 펼쳐진다. 관람료 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 11

월 말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공연 쉰다. 말 시승 체험은 어른 4000원,

어린이2000원이다. 단체30인이상부터할인. 매주월요일휴무. 

속초시내에는청호동 갯배 타는 곳이있다. 드라마 <가을동화> 촬

지로 큰 인기를 얻는 곳이다. 힘겹게 줄을 잡아당기며 바다를 건너는 갯

배(왕복 400원) 타는 재미가 쏠쏠하다. 갯배를 타는 곳 주변으로 오랫동

안 이 자리를 지켜온 식당이 많다. 실향민들이 정착해 터전을 일구고 사

는 집단 지구. 가자미회, 회냉면, 아바이순 , 오징어순 등 이곳의 특

미를 맛볼 수 있는 곳이 구석구석 숨어 있어 시내 속살을 들여다보는 여

행도좋다.

중앙시장 특산물 코너는이미지변신에성공했다. 가운데길을터양

쪽으로 상가 간판을 달아놓은 모습 등이 깔끔하다. 특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잠시들러도좋다.

겨울설악산의모습도멋지다. 겨울철에는설악산에서케이블카(033-636-4300)를타고 권금성에올라만

물상을비롯하여울산바위등설악산의겨울풍경을한눈에내려다보자. 이용료어른8000원, 어린이

5000원. 주차료소형4000원, 형6000원, 운행시간08:00~17:00(사전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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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료 23만원. �033-630-7000

www.hotelmaremons.co.kr

사돈집 속초시 랑동에 있는 물곰탕 집. 물

곰탕8000원. �033-633-0915 

송도횟집속초시 중앙동 청호동 갯배 타는 근

처에 있는 횟집. 회 3만~5만원 선, 회덮밥

1만원선. �033-633-4727

감나무집 속초시 중앙동 중앙시장 근처. 감자

옹심이5000원. �033-633-2306

단천식당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순 1만~

3만원. �033-632-7828 

진양횟집 속초시 중앙동. 오징어순 1만원.

�033-635-9999

김 애손두부집 속초시 노학동. 순두부정식

6000원선. 

�033-635-9520 

기타정보

속초시청관광과

�033-633-3171 

sokchotour.com

엑스포유람선

�033-637-4711

트리노네마린잠수함�033-636-3736 

www.tritonemarine.com

1 금정 여명. 2 청호 교 야경. 3 권금성. 4 랑호반.

5 설악워터피아.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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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눈축제매년 1월 중∙하순 태백산도립

공원일원. 

�태백시청관광문화과033-550-2081 

�태백산도립공원033-550-2741, 2745 

태백산철쭉제매년6월초태백산도립공원.

태백산해바라기축제매년 7월 말~8월 중순.

�033-553-9707 festival.taebaek.go.kr

태백제매년 10월초태백산천제단. 

�태백시청관광문화과033-550-2085 

숙박∙식당정보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철암역 근처 금광골에

있는 휴양림.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한다. 입

장료 어른 2000원, 어린이 1000원. 30인 이

상 할인. 숙박료 비수기 3만원 선 성수기 5만

원선이다.  �033-550-2849, 582-7238 

forest.taebaek.go.kr

호텔 메르디앙 황지동에 위치. 2인 1실 5만

~9만원이상. 

�033-553-1266 www.merdian.co.kr

태백산도립공원 민박촌 태백산 입구에 있다.

비수기 3만5000원, 성수기 4만5000원. 

�033-553-7440 minbak.taebaek.go.kr

프로그램 성격

∙아직까지많지않은국내해바라기농장을겨냥해서상품을만들어봄직한프로그램이다.

∙고랭지채소밭또한관광상품으로만들지않은곳이므로희귀성이있다.

∙태백시는봄철태백산철쭉과분주령트레킹상품, 겨울태백산설경기차여행지로좋다.

여행코스 : 태백시용연동굴입구를지나하장으로난35번국도로좌회전- 태백고원자생식물원- 매봉산

삼수령 고랭지 채소밭과 풍력발전단지- 통리에서우회전- 철암역(사라져가는막장보기) - 구문소- 태백산

도립공원지나414번지방도- 만항재 정상부근에서야생화감상- 정암사- 38번국도- 월- 신림IC

연계 코스 : 태백은의외로멀고거쳐가야할곳이많다. 정선의화암8경이나삼척의 금굴등을연계하면

좋다. 017(삼척)이나028(정선) 코스와연계해도좋다.

장소별소개∙특징

황연동 구와우 마을에 있는태백고원자생식물원(033-553-9707), 일명‘구와우 해바라기농원’에는 여름철

해바라기가만발한다. 39만7000m2 규모. 전국최 의해바라기농원이라할수있다. 해바라기꽃밭탐방로는

1
태백
해바라기농원, 고랭지채소밭, 풍력발전단지등풍광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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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km 정도. 해마다축제를열고다양한프로그램을마련한다. 입장료어른5000원, 어린이2000원. 관람시

간09:00~18:30. 

해바라기농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삼수령을 만난다. 삼수령(三水嶺)은 한강과 낙동강, 오십천의 발원지

라하여붙은지명이다. 매봉산 삼수령(1303m) 자락에 고랭지 채소밭과 풍력발전단지가있다. 고랭지채소밭

은해발1250m의매봉산북사면에조성됐다. 여름철에심어놓은배추는9월초순에출하한다. 경사가급한밭

에푸르디푸른배추가성성히자라는모습이장관이다. 

철암역은 옛 탄광촌의 모습을 그 로 간직하고 있다. 하루 종일 석탄열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석탄이 쏟아

지는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던 철암 지역. 주민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탄광촌이지만, 외지인들 눈에는 마치

몇십년을거슬러올라온것처럼낯설고경이롭다. 

황지에서 발원하는 낙동강 상류의 물줄기가 큰 바위산을 뚫고 지나가면서 큰 석문과 깊은 소를 만들었다.

구문소(천연기념물 제417호)는 기암과 주위의 낙락장송이 어우러진 경관이 빼어나다. 이 소는 약 1억5000만

년에서3억년전사이에생성되었다고한다. 

정선군 고한읍과 월군 상동읍 등 세 고장이 한 군데서 만나는 지점에만항재라는 고개가 있다. 우리나라

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함백산(1573m) 줄기가 태백산(1567m)으로 흘러 내려가다가 잠시 숨을 죽인 곳이라는

만항재는 포장도로가 놓인 고개 가운데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고갯길로 알려져 있다. 이곳 정상 휴게소 부

근에서잠시차를멈추고여름철흐드러지게피어난야생화를 감상하는재미가있다. 휴게소는겨울이면문을

닫는다.

만항재 고갯길을 넘어 고한으로 내려가면 신라시 에 창건된 정암사를 만난다. 오 산 상원사, 양산 통도

사, 월 법흥사 등과 더불어 석가의 정골사리를 모신 5 적멸보궁의 하나다. 적멸보궁의 입구에는‘선장단’

이라는고목이있고, 적멸보궁뒤산자락에는수마노탑이우뚝서있다. 강원도산골여행의감동을

차분하게반추해볼수있는사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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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실비식당태백 시내에 위치. 연탄불에 쇠

고기를구워먹는집. 2만1000원. 

�033-552-5287

한서방칼국수통리 미인폭포 가는 길목에 있

는 칼국수와 콩국수 전문점. 칼국수 4500원,

콩국수 5000원. �033-554-3300

산골식당 태백산도립공원 입구에 있는 한식

당. 5000~8000원. �033-553-6622

태함식당 태백산 가는 도로변에 있는 연탄불

곱창구이식당. 5000원. �033-552-5252

기타정보

태백시청�033-552-1360

www.taebaek.go.kr

태백시청관광문화과

�033-550-2085 

tour.taebaek.go.kr

태백산도립공원

�033-550-2741 

태백석탄박물관

�033-550-2743 

1 고랭지 채소밭과 풍력발전단지. 2 만항재 넘어 화방재 가는 길. 3 철암역 주변의 흰 구절초. 4 분주령 야생화 군락지.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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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문화제매년정월 보름에개최. 

�횡성군청기획실033-340-2224

횡성한우축제매년 10월경. 

�횡성군청기획실033-340-2224

안흥찐빵축제매년 10월초순. 

�안흥면사무소033-340-2643, 2603

숙박∙식당정보

새말관광농원 우천면 오원1리에 있는 관광농

원. 단체(30명)가 이용할 수 있는 146m2 방

은 18만~20만원선, 방갈로는3만원이다. 

�033-344-2378 www.saemalfarm.com 

코레스코 콘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2리에 있

는 콘도. 객실 162개. 86m2(주중 8만원, 주말

12만원). �033-343-8073 

www.korescocondo.com 

청태산자연휴양림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비

수기 23m2 3만2000원, 주말 5만5000원. 

�033-343-9707 www.huyang.go.kr 

장미산장 새말에서 안흥 가는 길목 코레스코

콘도 입구에 있다. 한우와 곤드레나물밥이 맛

있다. �033-342-2082

강림순 집 강림면 강림4리 수레 너머 입구

프로그램 성격

∙치악산부곡지구에는알려지지않은트레킹코스가있다.

∙산행이어렵지않아가족동반여행에적당하고, 산을넘어야하기때문에여행사상품이인기를끌것이다.

∙봄철산나물이나올때나가을단풍시즌이적기.

여행 코스 : 동고속도로- 새말IC - 42번도로(안흥방면) - 안흥찐빵마을- 안흥삼거리에서우회전-

부곡마을- 노고소- 태종 - 치악산매표소- 곧은재트레킹- 향로봉정상넘어원주보문사쪽으로하산-

원주시내거쳐중앙고속도로남원주IC

연계 코스 : 치악산 구룡사나 고판화박물관, 치악산휴양림, 횡성온천과 횡성자연휴양림, 숯가마 체험 등과

연계하면1박2일상품을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안흥찐빵마을의 찐빵은 가루 반죽을 이스트 신 막걸리로 발효시켜 시간이 지나도 쫄깃한 맛이 유지된

다. 팥소가달지않고빵이쫄깃해맛이좋다. 25개에6000원. 

1

계곡∙폭포비경품은트레킹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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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면을지나부곡마을로가는초입도로변으로노고소를지나

고 이어서 태종 를 만난다. 태종 는 조선 태종과 운곡 원천석의

일화가 깃든 유적지다. 이방원이 조선 3 태종으로 등극하여 왕위

에 오르기 전에 스승으로 섬기던 운곡 원천석을 찾았으나 원천석은

태종이 이곳에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치악산으로 들어갔다. 태종은

끝내스승을찾지못하고이바위에서기다리다스승이자신을만나

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후 태종이 운

곡을기다리며머물 다하여뒤에이곳을‘태종 ’라했으며,‘주필

’라는비석을세워누각에보호하고있다. 

원주시 방면의 치악산은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횡성군 관할인

동치악산 부곡지구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횡성 쪽의 치악산

을후치악산이라부르기도한다. 치악산여느코스보다경사가낮아

산책하기에좋다. 

치악산국립공원 부곡관리사무소 매표소(033-342-7640)부터 곧은

재까지4.1km 구간. 등산로초입은두어사람이어깨를비비며걸을

수있을만큼좁다. 10여분도걷기전에왼쪽으로따라붙던계곡속

에멋진부곡폭포가모습을드러낸다. 부곡폭포는낙차가큰폭포가

아니라기암을타고흘러내린다. 

곧은재를앞두고울창한소나무숲길이나온다. 걷기편하도록나무

로 버팀목을 만들어두었고, 숲이 우거져 한낮에도 어둠침침할 정도

로그늘이진다. 곧은재에서면길은치악산비로봉(1288m), 향로봉

(1043m)으로 나뉜다. 곧은재는 원주 국향사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

과 향로봉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만나는 길목이다. 하산은 향로봉을

거쳐 보문사 - 국형사로 내려오는 것이 최단 코스다. 총 8km로, 4

시간정도소요된다. 

하산길에만나는보문사는신라경순왕때창건된고찰. 현재태

고종에소속된사찰이다. 이후의연혁이전하지않아사찰의자세한

역사는 알 수 없다. 《보문암창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

가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건물로는 웅전과 약사전,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등이있으며유물로는보문사청석탑이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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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토속 음식점. 형 버스는 올라갈 수

없다. 6000원선. �033-342-7148

치악산 송어양식장 부곡저수지 근처에 있는

송어횟집. 자연 용출수에 송어를 기른다.

�033-342-7295

성식당횡성 IC와 곡교리 먹거리 단지에 있

는횡성한우집. 3만~4만원선이다. 

�1호점 033-343-0977, 

2호점 033-343-0966

기타정보

치악산국립공원부곡관리사무소

�033-342-7640

횡성군청www.hsgtour.com

횡성군청기업관광도시과

�033-340-2544
1 부곡폭포. 2 치악산 부곡계곡. 3 곧은재 등산객. 4 태종 . 

5 등산로.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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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경포∙정동진 해돋이축제 매년 1월 1일에 경

포 와정동진. �033-640-5129

경포 벚꽃축제 4월 벚꽃 개화기 전후 일주

일동안경포 . �033-640-5904

강릉단오제 신주 빚기는 음력 4월 5일 칠사

당에서, 관령 산신제는 4월 15일 관령에

서, 단오제는 음력 5월 3~7일 남 천 주변에

서열린다. �033-640-4951

허균∙허난설헌 문화제 매년 9월 초 경포

주변허난설헌생가터. �033-640-5122

현율곡이이선생제 매년 10월 25~26일오

죽헌경내. �오죽헌033-640-4460 

숙박∙식당정보

호텔현 경포 경포호와 동해가 한눈에 내

려다보이는 특2급 호텔. 객실 96개, 숙박료

13만~60만원. �033-651-2233 

www.hyundaihotel.com

선교장 전통문화체험관 조선 후기 사 부가

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하룻밤을 지

낼 수 있다. 방 1칸 6만원, 집 1채(방 2~3개)

15만~25만원. 

�033-646-3270 www.knsgi.net

프로그램 성격

∙외국인들을위한한국문화체험여행이다.

∙정동진의일출, 관령의눈꽃, 동해안의어시장과연계할수있다.

∙음력4월5일부터5월5일전후의단오축제기간에맞춰가면좋다.

여행 코스 : 동고속도로횡계IC - 관령 동고속도로옛길- 옛 관령휴게소뒤편산길- 관령 산

신각- 동고속도로옛길- 35번국도(강릉방면) - 관동 방면- 내곡동사무소앞삼거리에서우회전- 학

산 서낭당∙오독떼기 전수관 - 굴산사지 - 테라로사 커피공장 - 강릉 남 천 단오제 행사장∙단오문화관 -

7번국도(강릉방면) - 강릉운전면허시험장- 해살이마을- 동고속도로

연계코스 : 019(평창)과020(동해) 코스와연계하여1박2일이나2박3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강릉단오제는우리나라에서가장성 하게열리는축제로, 2005년11월25일유네스코‘인류구전∙무형유

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음력 4월 5일에는 강릉 시내 칠사당에서 신주 빚기 행사가 열리고, 음력 4월 15일에

1
강릉
산신제∙단오제관람하고, 동지방농요도배우고

0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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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령에서산신제가치러진다. 4월15일오전10시까지 관령 산신

각에 가면 산신제에 참여할 수 있다.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제관들이 국

사서낭신의 신위를 모시고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고 무녀들이 어깨춤을

추며 관령옛길을따라내려오는단오행렬은훌륭한연희이자볼거리

다. 이날에맞춰하루여행을감행할만하다. 

학산마을(학마을)에 있는 학산 서낭당은 관령 국사서낭당에서 산

신제를지낸단오행렬이들르는곳이다. 마을숲안에돌담으로쌓인서

낭이 있는데, 이곳에서 4월 15일에 무녀들이 굿을 하고 마을의 안녕을

빈다. 학산마을(haksan.invil.org)에는 범일국사의 탄생 설화가 전해오

는우물이있고, 강원도무형문화재제5호로지정된농요오독떼기가전

해온다. 마을에오독떼기 전수관이 있어서 보존회 회원들에게서 오독떼

기농요를배울수있다. 

굴산사지는 범일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신라 불교의 종파인 5교 9산

중의 하나 다. 폐사지로 남아 있지만, 보물 제85호 굴산사지 부도, 보

물제86호굴산사지당간지주, 문화재자료제38호굴산사지석불좌상이

남아 있다. 관령 서낭당의 서낭신인 범일국사의 탄생 설화가 얽힌 학

바위가부근에있다.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테라로사 커피공장(033-648-2760,

www.terarosa.com)에서는 원두커피를 만든다. 레스토랑이 있고, 견학

도 가능하다. 특히 커피 마니아들이 꼭 한번 찾아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원두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커피 맛을

즐길수있다. 

음력5월5일전후로남 천 단오제 행사장에서단오제가열린다. 단

오제기간에아침마다건강과안녕을기원하는조전제(朝奠祭)가행해지고, 단오굿과관노가면극등이벌어진다.

마지막날엔국사서낭신을 관령으로, 국사여서낭신을여서낭사로다시모시는송신제를올리고, 제사와단오

굿에 사용한 지화, 등, 용선, 신위, 신목을 불태움으로써 단오제는 막을 내린다. 남 천에 자리한 단오문화관

(033-640-4951)에는단오제를홍보하는전시관과특산품판매코너가있다. 이곳에서관노탈가면써보기, 동

해안무속음악듣기, 단오부적찍어보기를할수있다. 개관시간평일09:00~18:00. 입장료는없다. 

강원도 사천면 사기막리해살이 마을(033-647-0115, haesari.go2vil.org)은 단오 체험 마을로 알려져 있

다. 단오제 기간이 아니라도 마을에서 자라는 창포로 머리 감기, 단오 부채 만들기, 수리취떡 만들기, 관노 가

면만들고가면극배우기를할수있다. 그밖에도농촌체험과한과체험, 개두릅축제를즐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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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휴심 경포 에 있는 펜션. 통나무집,

기와집, 귀틀집, 황토방 등 다양한 숙소가 있

다. 객실 13개. 23㎡ 비수기(2인 1실) 5만~6

만원, 성수기 10만원. 

�033-642-5075 www.hyusim.com

서지초가뜰강릉 반가집의 음식을 맛볼 수 있

는식당. 난곡동에위치. �033-646-4430

초당순두부 경포호 주변의 초당동은 순두부

와모두부가맛있기로유명하다. 

�초당할머니순두부033-652-2058 

�옛날초당순두부033-645-0557

창하식당 시내 택시부 광장이 있는 성남동에

위치. 오색 양돌솥밥 8000~1만원, 한정식

1만5000~2만원. �033-648-2132

한미횟집 경포 해수욕장 상가에 있는 형

횟집. �033-644-1045

기타정보

강릉시청www.gangneung.go.kr 

강릉시청문화예술과�033-640-5122

강릉단오제위원회�033-641-1593

www.danojefestival.or.kr 

강릉시관광안내소�033-1330

오독떼기전수관�033-647-9736

1 관령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학산 서낭당에서 벌어진

굿판. 2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국사여서낭사의 여신상.

3 조선시 관아로 쓰이던 칠사당. 지금은 단오제 제물을

준비하는 곳으로 쓰인다. 4 강릉 단오제 행사장에서 펼쳐

진 관노가면극. 5 범일국사의 탄생 설화가 얽힌 우물.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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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치악산복사꽃축제매년4월말. 

�033-731-9008

원주따뚜매년9월~10월. 

�033-737-5981 www.wonjutattoo.com

강원감 제매년 10월. �033-766-1838

한지문화제매년9월중순.

�033-766-1366 wjhanji.co.kr/festival

천서리막국수축제매년9월초순.

�031-883-2114 

숙박∙식당정보

치악산자연휴양림 원주시 판부면 금 리. 산

막 14동, 체력 단련장,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

장을갖추고있다. 

�033-762-8288

매산관광농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32m2

건물과 방갈로 3동, 정자동 3동, 1650m2의

야 장을 갖추고 있다. 사과∙배∙복숭아 따

기체험을할수있다. �033-762-5002 

오크밸리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골프장, 수

장을갖추고있다. �033-730-3500

남한강민물매운탕 법천사지와 거돈사지가 위

치한 부론면에 있으며, 민물매운탕 전문이다.

프로그램 성격

∙학생이나문화유산답사단체를위한남한강폐사지여행코스.

∙청룡사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흥법사지, 고달사지 등 일반인이 찾기 힘든 폐사지

상품은답사전문인솔자가안내하는것이좋다. 

∙사계절모두좋지만황량한겨울에찾아가면폐사지의깊은맛이난다.

여행 코스 : 서울 - 중부내륙고속도로 - 감곡IC - 38번국도(제천 방면) - 목계교(목계장터∙가흥창터) -

다리건너좌회전- 남한강드라이브- 소태방면우회전- 청룡사지- 599번지방도(부론방면) - 거돈사지-

부론면 - 법천사지- 49번 지방도(문막 방면) - 문막 - 88번 지방도(여주 방면) - 흥법사지- 88번 지방도(여

주방면) - 고달사지- 88번지방도(여주방면) - 신면우회전- 37번국도(양평방면) - 천서리막국수촌

연계 코스 : 원주(치악산, 간현유원지), 여주(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릉)를묶어1박2일이나2박3일여행

으로구성할수있다.

1

충주~원주~여주

026

2

남한강변옛절터에서역사의향기에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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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별소개∙특징

목계교가 있는 충주시 엄정면 목계장터는 남한강 뱃길에서 가장 큰

포구가있던장소다. 한때는장터로북적거렸지만지금은조용하다못해

적막하다. 신경림의 표시<목계장터>의배경이되는곳이기도하다. 목

계교에서 남한강과 나란한 강변도로는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 그만

이며, 물안개가 깔리고 철새들이 무리 지어 날아갈 때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한다. 

남한강 주변에 사찰이 많은 이유는 남한강의 수운이 중요한 교통로

고, 그 교통로를 따라 왕실이나 유력 귀족들이 수많은 사찰을 건립했

기때문이다. 충주시소태면의청룡사지(043-850-6631)는산중에폐허

가 된 절터로 보각국사정혜원륭탑(국보 제197호), 보각국사정혜원륭탑

비(보물 제658호), 보각국사부도 앞 사자석등(보물 제656호) 등이 있다.

고려 말 국사이자 태조 이성계의 스승인 혼수가 말년을 보낸 곳으로, 태

조는‘보각’이라는시호를내리고절을크게중창했다.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거돈사지는 남한강에서 가장 절터 같은 분위

기가느껴지는곳이다. 500년된느티나무가자라는폐사지에서거돈사

삼층석탑(보물 제750호)과 거돈사 원공국사 승묘탑비(보물 제78호)를

만날 수 있다. 발에 채는 주춧돌을 어루만지며 화려했던 건물을 상상하

는 것도 답사의 재미다. 법천사지는 고려시 융성했던 사찰이 있던 곳

으로, 현재 남아 있는 지광국사현묘탑비(국보 제59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화려하고정교한비석이다. 탑비앞에는 가루를주물러놓은듯한

고려 석물이 전시되어 있다. 원주시 지정면의 흥법사지는 통일신라 말

사찰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며, 왕건의 스승 진공 사를 기리는 유물인

진공 사탑비 귀부 및 이수(보물 제463호), 흥법사지 삼층석탑(보물 제

464호)이남아있다. 

여주군북내면고달사지에가면고려석조예술의진수를맛볼수있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우람한 방형 석불좌(보물 제8호), 금방이라

도 꿈틀거리며 기어갈 것 같은 원종 사 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보물 제

6호), 원종 사 혜진탑(보물 제7호)이 남아 있으며, 우리나라 부도의

표격인고달사지부도(국보제4호)의섬세한조각미와고려인의호방한기상을엿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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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033-731-6663

흥업묵집 흥업면 공용주차장 앞. 메 묵밥∙

메 전4000원. �033-762-4210

홍원막국수 여주 천서리막국수촌에 있다. 막

국수 5000원, 편육 1만원. 

�031-882-8259

강계봉진막국수여주 천서리막국수촌에 있다.

막국수 5000원, 편육 1만원. 

�031-882-8300

걸구쟁이식당 여주 목아박물관에 있다. 사찰

음식, 산채비빔밥, 도토리수제비. 

�031-885-9875 

기타정보

원주시청 tourism.wonju.go.kr

�문화관광과033-737-2831

여주군청

www.yj21.net

�문화관광과

031-887-2068

3

4

5
1 거돈사지. 2 고달사지 원종 사 혜진탑비 귀부 및 이

수. 3 청룡사 보각국사정혜원륭탑. 4 남한강. 5 우리나라

최고의 부도비인 지광국사 현묘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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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제매년 10월초순.

�철원군청문화예술담당033-450-5224

한탄강레포츠축제매년 7월중순.

�철원군청관광기획담당033-450-5365 

숙박∙식당정보

복주산자연휴양림 근남면 잠곡리에 위치. 숲

속의집 주말 8인실 8만5000원. 휴양관 4인

실 5만5000원. �033-458-9426

아르고 통나무펜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위치한 캐나다식 통나무 펜션. 숙박료 주중

7만~11만원, 주말 10만~15만원. 

�033-455-8001 www.argohouse.co.kr

마운틴밸리 동송읍에 위치. 숙박료는 33m2

10만원(주말 12만원), 40m2 12만원(주말 14만

프로그램 성격

∙무더운여름편안히쉬었다올수있는여행지로제격이다. 

∙부담없이둘러볼수있는코스다.

∙여행하기좋은때는시원한계곡이그리워지는여름철이다.

여행 코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퇴계원IC - 47번국도(철원방면) - 자등우체국삼거리(56번지방도우

회전) - 신술터널- 56번지방도(잠곡마을방면좌회전) - 복주산자연휴양림- 56번지방도(매월동방면) - 매

월 ∙선암폭포∙청석골 야외 세트장- 서면소재지에서463번지방도(고석정방면) - 고석정(전적지견학) -

직탕폭포- 도피안사- 노동당사∙백마고지

연계 코스 : 위일정을일부줄이고돌아오는길에경기도연천군의신탄리역방면으로나와서재인폭포, 전

곡리선사유적지, 숭의전등을가보는것도좋은코스다.

장소별소개∙특징

복주산자연휴양림(033-458-9426)은인근에 형관광지가없어조용한휴가를즐길수있다는게가장큰

1
철원

시원한숲과안보관광지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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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다. 등산로는 복주산(1157m) 정상까지 편도 2.5km와 1.5km 두

곳이 마련되어 있다. 산책 코스를 따라 걸으며 길가에 핀 야생식물을 관

찰하는것도가능하다. 특히용탕골계곡을따라가는산책로는나무다리

와 정자가 있어 운치를 더해주며, 계곡물에 잠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

힐수도있다. 

매월당김시습이은거했다고전해지는매월 일원에는울창한숲과

깊고맑은계곡이펼쳐지며, 맞은편산기슭에서쏟아져내리는선암폭포

가 절경이다. 선암폭포는 기암절벽을 타고 떨어지는 높이 20m의 시원

스런 물기둥으로, 매월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닿을 수 있

는 곳에 위치. 선암폭포까지는 길이 제법 험하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이

어져아이들도큰힘들이지않고다녀올수있다. 매월 입구에는드라

마<임꺽정>과<다모>, 화<황진이>의촬 장으로알려진청석골 야외

세트장이 있다. 강원도의 건축 문화와 옛날의 모습을 그 로 재현해 볼

거리이외에도교육적인가치가높다.

고석정은한탄강중류에위치한철원8경중하나로, 의적임꺽정의전

설이 서려 있는 철원군의 표적인 관광지. 강 중앙의 고석바위와 정자,

그일 의현무암계곡을통틀어일컫는말이다. 고석정관광지내에위치

한 한탄강 관광사업소에서는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 (모노레일 이용료

어른∙청소년3000원, 어린이2000원, 미취학어린이무료) 견학신청은

당일 한탄강 관광사업소 1층 접수처에서 출발 20분 전까지 접수해야 하

며, 출발시간은09:30, 10:30, 13:00, 14:30(동절기14:00)이다. 견학비용

은30인이상의단체인경우어른1400원, 어린이500원이며, 개인은어

른1500원, 어린이800원이다. 견학시간은2시간30분정도소요된다. 단,노동당사와 백마고지 전투전적비는

별도의신고없이일반차량으로도개별관람이가능하다.

철원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직탕폭포는 일반 폭포와 달리 너비가 넓은 것이 특징. 높이는 3m에 불과하지

만50~60m에이르는폭포의너비와시원한물줄기가여름날의더위를잊게한다. 주변에는민물고기매운탕

을 끓여주는 식당이 많아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깔끔한 계절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주차료 소형 2000원, 형

4000원.

도피안사(033-455-2471)는통일신라경문왕5년(865)에도선국사가세운사찰. 절내에도선국사가만든

국보제63호철조비로사나불좌상과보물제223호로지정된높이4.1m의3층석탑이보존되어있다. 

도피안사는TV 프로그램에서황금개구리가나오는사찰로알려지면서유명세를타기도했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65

원), 50m2 15만원(주말 17만원).

�033-455-5596

드림파크모텔동송읍에위치. 객실 29개. 숙박

료는주중3만원, 주말4만원, 성수기5만원. 

�033-455-9198 www.dreammtl.com

고석정 송어횟집 동송읍에 위치. 장어구이

1kg 4만원, 송어회 1kg 2만원, 메기매운탕

3만5000원. �033-455-0015

폭포가든 동송읍에 위치. 민물매운탕과 송어

회 전문. 메기매운탕 2만~3만원, 송어회 1kg

1만6000원. 숙박 가능. 30~66m2에 이르는

다양한 객실 구비. 숙박료 8만~20만원.

�033-455-3546

기타정보

철원군청www.cwg.go.kr

철원군청관광문화과

관광개발담당

�033-450-5544 

태봉 교번지점프장

www.bmt114.com 

한탄강관광사업소

�033-450-5558

1 통일신라시 도선국사가 세운 도피안사. 2 청석골 야

외 세트장 모습. 3 노동당사 야경. 4 임꺽정의 전설이 서

린 고석정. 5 백마고지 전적비 갤러리 내 조형물. 6 시원

스레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일품인 선암폭포.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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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제매년9월말~10월초.

�033-563-2646 www.arirangfestival.org

화암약수제매년4월말. 

�동면사무소033-560-2641

석탄문화제매년6월초.

�사북읍사무소033-560-2621

두위봉철쭉제매년5월말~6월초.

�신동읍사무소033-378-8001

아우라지뗏목축제매년8월초. 

�북면사무소033-560-2655

민둥산억새꽃축제매년 10월중순. 

�남면사무소033-591-9141

백두 간함백산야생화꽃축제매년8월.

�033-592-5455 gogohan.go.kr

숙박∙식당정보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정선읍 회동리에 위치한

휴양림.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4인 기

준) 주중 3만2000원, 주말 5만5000원. 

�033-562-5833 www.huyang.go.kr

그림바위호텔 동면 화암리에 위치. 객실 31

개. 숙박료 4만5000원. 식사 가능. 백반∙곤

드레나물밥6000원. 황기돼지갈비 350g 1만

프로그램 성격

∙가을의전령사로불리는민둥산억새산행코스.

∙민둥산산행후정선의비경으로꼽히는화암8경을감상한다. 

∙여행하기좋은시기는억새가절정을이루는10월중순.

여행 코스 : 중앙고속도로 제천 IC - 5번 국도(제천 방면) - 제천 - 38번 국도( 월 방면) - 31∙38∙59번

국도병합구간- 석항리- 별어곡- 38번국도- 증산초교- 민둥산 - 421번지방도- 몰운 - 정선 소금강

- 화암동굴 - 중앙고속도로제천IC 

연계코스 : 021( 월)과연계해1박2일상품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정선군의남면에솟은민둥산(1119m)은이름에서도짐작할수있듯이산에나무가거의없으며,‘억새산’이

라불러도좋을만큼곳곳에억새가군락을이루고있다. 산행기점인해발800m의발구덕마을에서정상에이

르는 동안 억새 무리가 없는 곳이 없는데, 특히 정상에서 바라본 억새밭의 장관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을

1

정선

가을의전령사, 민둥산억새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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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한다. 억새밭 면적은 46만m2 규모로 전국 5 억새 군락지 가운데

하나다. 10월 중순이면 민둥산억새축제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여행객이

많이모여든다. 

민둥산 등산 코스는 증산초교에서 쉼터를 거쳐 정상에 오르는 방법(1시

간 30분 소요), 삼내약수에서 갈림길을 거쳐 정상에 오르는 방법(2시간

소요), 화암약수에서구슬동과갈림길을거쳐정상에오르는방법(3시간

50분소요) 등크게세가지코스로나눌수있다.

가장일반적인코스로알려진발구덕에서출발할경우등산코스에는약

수터나간이판매 가없으므로등산을시작하기전물이나간단한음료

수를준비하는게좋다.

화암8경 중 제7경 몰운 는 조양강으로 흘러드는 강변에 우뚝 솟은

바위산이다. 몰운 에오르는것은그리어렵지않다. 한치고개정상에있

는주차장에차를세우고5분정도만걸어가면정상에닿을수있다. 절벽

아래에는 수백 명이 쉴 수 있는 광활한 반석이 펼쳐져 있으며, 계곡에는

맑은물이흘러여름철에는소풍객이끊이지않는다. 아름다운경관에반

해구름도쉬어간다는몰운 의제모습을감상하려면고갯길을내려와

처음 만나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해 차를 세우고 바라보면 된다. 병풍처럼

펼쳐진몰운 의모습을한눈에담아낼수있는곳이다. 

정선 소금강은 정선군 동면 화암1리에서 몰운1리에 이르는 4km 구

간을 일컫는다. 백전리 용소에서 발원한 어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100~150m의 멋스러운 기암절벽이 이어지는데, 그 기묘하고 장엄한 형

상이금강산을방불케한다하여소금강이라알려진명승지다. 도로변에

작은주차장이마련돼있다.

화암동굴은강원도지방기념물제33호로지정되었으며, 1922년부터

1945년까지 금을 캐던 천포광산으로 국내 5위의 금광이었다. 화암동굴

은 금광 굴진 중 발견된 천연 종유굴과 금광 갱도를 이용하여‘금과

자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개발한 국내 유일의 테마형 동굴이다. 전체

관람 구간은 5개 장, 41개 존으로 구성되며, 관람 소요 시간은 1시간 30

분정도다. 이용시간09:00~17:00. 관람료어른5000원, 청소년3500

원, 어린이 2000원. 모노레일카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67

원. �033-563-6222

화암파크동면 화암리에 위치. 객실 23개. 숙

박료비수기3만원, 성수기 4만원. 

�033-563-7731

할머니횟집 동면 석곡2리에 위치. 향어와 토

종닭을 이용한 향어백숙 3만5000~4만

5000원, 황기백숙 3만5000원, 송어비빔회

2만원, 곤드레나물밥5000원. 

�033-563-2785 www.grandmafish.com

정선황기숯불 정선읍 봉양9리 정선역 인근에

위치. 황기양념삼겹살 200g 8000원, 황기양

념목살200g 7000원. �033-563-5292

동광식당정선읍 봉양5리 정선 5일장 인근에

위치. 황기족발 1만8000원, 콧등치기국수

4000원. �033-563-0437

기타정보

정선군청

www.jeongseon.go.kr

정선군청관광문화과

�033-560-2365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033-560-2578

1 억새와 단풍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 민둥산. 2 정선

소금강 절경. 3 화암8경 중 7경인 몰운 의 모습. 4 화암

약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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