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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경기 그랜드 투어 소개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인 1018년, 고려 현종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제도를 정비했다. 당시 고려의 수

도인 개경과 그 주변의 12개 군현 도시 을 묶어 ‘경기 京畿’가 탄생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한강과 서울을 품에 안고 있다. 지난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경기도 동부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청정 레포츠 휴양 지역이다. 우수한 산악 및 강변 자원을 통해 다

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경기도 서부는 동북아를 대표하는 해양 생태 지역이다. 아름다운 갯벌로 환경

을 보전하면서도 역동적인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다. 경기도 남부에는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문화유산

과 유적지가 많아 찬란했던 역사 속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경기도 북부는 자연과 역사의 현

장이 가득하다. 냉전시대의 역사가 숨 쉬는 평화 관광지일 뿐 아니라 개발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아 그 보전 

가치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생태 관광지이기도 하다. 

경기 그랜드 투어는 경기도를 일주하는 역사·문화·생태 관광 코스다. 산재한 역사·문화와 생태 관광

지를 연결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기 그랜드 투어를 통해 역사·문화 유적지가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경기도를 체험해보자. 

총길이 1,089km

총 소요 시간(자동차 이용 시) 30시간

메인 스폿 50개

연계 스폿 147개

시군 22개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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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경기 그랜드 투어 주요 여행지 50

 1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당대 기술의 집약체다. 이를 

중심으로 한 일대는 말하자면 세계 최초의 

신도시였다. 200여 년이 지난 현재 

수원화성은 수원 시내 한복판을 지키는 

버팀목이다.      

  

 2  융릉과 건릉

정조의 효심이 드러나는 장소로, 

융릉과 건릉이 한데 모여 있어 흔히 

‘융건릉’이라고도 불린다. 융건릉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3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1919년 4월 15일, 3·1 운동의 보복으로 

12명의 일본군이 제암교회에 가둔 15세 이상 

남자들 23명을 학살하고 교회까지 불태운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2001년엔  

제암리 3·1 운동순국기념관이 개관했다. 

4  수도사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661년 문무왕 1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 신라 시대 고승 

원효대사가 동굴에서 하룻밤 머무른 뒤 얻은 

깨달음이다. 수도사는 바로 원효대사가  

해골 물을 마신 뒤 득도한 곳이다.     

  

 5  궁평리마을

궁평리마을은 취향에 따라 한적한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휴양을 하거나 어촌 체험을 

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궁평리 앞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넓은 갯벌로 이어져 

있어 다양한 연안 서식 생물의 보금자리다.      

 

 6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이름처럼 싱그러운 바다향을 느낄 수 

있는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이다. 서울 

여의도공원의 4.3배 크기의 드넓은 부지는 

진입광장, 테마화훼단지, 해안녹음숲, 

잔디광장 등 9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7  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시화호발전소 

옆에 자리한다. 25층 아파트에 해당하는 

75m 높이 전망대 꼭대기 층에 오르면 

발아래로 시화방조제와 조력발전소,  

서해 풍경이 펼쳐진다.    

 

 8  별망성지

15세기 조선 시대에 바다에 면한 경사면을 

따라 축조한 석축 진영 터로, 해안방비를 

위한 수군의 보루로 쓰였다.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 받아 1979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었다.        

 9  월곶포구

시흥시 월곶 앞바다를 매립해 만든 포구다. 

인근 주민들이 월곶을 부르는 애칭인 

‘달월’은 조선시대 때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포구와 가까워질수록 스치는 풍경마다 

정겨운 멋이 흘러 넘친다.    

 

 10  시흥갯골생태공원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흥 갯골에 

조성한 공원이다. 1930년대 이곳에는 

1,145만 평의 소래염전이 펼쳐져 있었다. 

작은 염전에서는 소금 생산 과정을 교육하는 

갯골생태학습교실도 열린다.   

 

 11  광명동굴

1972년 폐광된 후 약 40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이며 잊혀졌던 광명동굴이 2011년부터 

새 옷을 갈아입고 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근대화, 산업화를 거친 영광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12  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은 잊혀가는 우리나라의 

만화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시관이다. 우리 만화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배워갈 수 있다.      

  수원화성

 13  행주산성

축성 시기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적 제56호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행주대첩이 벌어진 장소다. 

조선 명장 권율 장군은 바로 이곳에서 

왜군을 크게 이겼다.    

 

 14  독립운동기념관

역사문화의 고장인 김포 시내 곳곳에 흩어진 

애국선열의 흔적과 역사를 모아 정리해둔 

곳이다. 1919년 김포 지역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열을 

기리는 역사 교육의 장이다.    

 

 15  문수산성

1694년 숙종 20 바다를 통한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 쌓은 산성으로, 강화해협을 

지키던 요새였다. 1964년 사적 제139호로 

지정된 이곳에서는 산수가 어우러져  

탁 트인 경관을 즐길 수 있다.    

 

 16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예술 서적 전문 브랜드 미메시스가 운영하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아트 뮤지엄이다. 

흰 책을 펼친 형상을 단순하고 우아하게 

표현한 건물은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루 

시자의 작품이다.   

 

 17  송암스페이스아트센터

천문대, 영상관, 케이블카, 레스토랑을 갖춘 

테마파크다. 스페이스센터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계명산 꼭대기의 

천문대에서는 망원경을 이용해 직접 하늘을 

관측할 수 있다.       

 18  벽초지문화수목원

동양식 정원과 서양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약 12만m
2의 

넓은 부지에 1,4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한 

수목원이다. ‘벽초지’는 푸른 수목과 연못이 

어우러진 터란 뜻이다.    

 

 19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임진각 국민관광지는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 관광지로 

1972년에 조성했다. 임진각, 평화의 종  

등 상징적인 장소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수백만 명에 이른다.      

 

 20  양키시장

동두천중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애신시장은 ‘양키시장’이란 별칭으로 더 

유명하다. 1960년대와 달리 현재는 주한 

미군 수가 급감하면서 거창한 환락가 대신 

소박한 상점들이 남아 명맥을 잇고 있다.       

 

 21  연천전곡리유적

다양한 선사시대 유물이 발굴되었던 

유적지에 조성한 대규모 공원이다. 공원에는 

전곡선사박물관과 선사체험마을이 

자리한다.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22  태풍전망대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이자 가장  

가까이에서 북한을 느낄 수 있는 전망대다. 

서울에서 약 65km, 평양에서 약 140km  

떨어진 비끼산 수리봉에 위치해 있다.  

청명한 날에는 개성까지 내다보인다.    

 

 23  재인폭포

수직절벽과 협곡이 이어지는 유려한 한탄강 

풍광 가운데서도 서쪽 깊숙이 자리잡은 

재인폭포는 남다른 위용을 자랑한다.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와 

그 아래 옥빛 물웅덩이가 절경을 이룬다.       

 

24  화적연

한탄강이 휘돌아 흐르는 곳에 형성된 호수와 

그 수면 위로 우뚝 솟아 있는 화강암 바위가 

범상치 않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진경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해악전신첩> 

에서도 화적연의 비경을 살필 수 있다.        

 

 25  평강식물원

한국 자생식물을 비롯한 전 세계 식물 

7,000여종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동양 최대 규모의 고산식물 전시장인 

암석원이 볼만하며, 이 밖에도 12개로 테마로 

이뤄진 다양한 식물 생태계를 만날 수 있다.        

행주산성



6 7

 26  포천아트밸리

버려져 있던 신북면 기지리의 폐채석장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여러 드라마에 등장하기도 한 옥빛 천주호가 

이곳의 대표 명소다. 자연과 예술, 사람이 

어우러지는 곳이다. 

 27  짚와이어

짚와이어는 타는 이의 중력을 활용해 무동력 

자유낙하로 이동하는 짜릿한 레포츠다. 

가평에 위치한 스카이라인 짚와이어를 타고 

자라섬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발아래로는 

북한강과 자라섬의 수려한 경관이 펼쳐진다.

28  아침고요수목원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각기 다른 특색의 

22개 주제 정원으로 이루어진 수목원이다. 

약 5,000종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고 

세 개의 온실이 있다. 계절별로 화려한 꽃 

축제가 펼쳐지며 겨울이면 빛 축제가 열린다. 

 29  쁘띠프랑스

낭만적인 프랑스의 목가적 풍경에 매료된 

대표가 만든 국내 유일 프랑스 테마파크. 

길가에는 유럽 골동품이 늘어선 벼룩시장이 

서고, 고운 오르골 멜로디가 들려오며, 

광장에서는 마리오네트 공연이 펼쳐진다. 

 

 30  구하우스

예술과 디자인이 주는 즐거움을 생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집을 콘셉트로 

만든 뮤지엄이다. 거실, 서재 같은 생활 

공간에서 회화, 조형, 디자인, 건축 등 여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31  두물머리

일출뿐 아니라 일몰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진 곳이라 하여 두물머리란 이름이 

붙었다.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경 덕에 

드라마와 영화 촬영 장소로도 자주 쓰인다.  

32  슬로시티조안

수도권 최초의 슬로시티다. 자연의 수려함과 

다산 정약용의 얼이 스민, 전통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고 배려해 얻은 자연 먹거리 나누기 등 

마을 별 각종 체험을 제공한다.  

 33  다산유적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청렴한 

삶과 업적을 살필 수 있는 유적이 모여 있다.  

검소한 생활상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생가 

여유당과 묘, 다산기념관, 다산문화관 등이 

있다. 매년 9월이면 다산문화제가 열린다.

 34  여운형 생가

일찌감치 신학문을 익히며 민족의식에 

눈을 떴고 민족 계몽 운동에 투신한 몽양 

여운형의 생가다. 생가 바로 옆에 기념관을 

조성해 여운형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35  지평주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다. 

1925년에 설립된 후 한결같은 전통 제조 

기술로 전통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부터 막걸리 주조를 위해 설계한 건물은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다. 

 36  신륵사

여주의 아름다운 경치 여덟 가지를 일컫는 

여주팔경에서 첫 번째가 바로 신륵사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다. 신륵사는 신성한 

경관을 지닌 천년 고찰로 여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절이다.    

 37  강천섬

강천섬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의 

멋이 느껴지는 강천섬은 남한강 4대강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인공 섬이다. 특히 

가을이면 길게 늘어선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38  자채방아마을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흙 내음이 

이곳이 풍요의 땅임을 알려준다. 예로부터 

이천은 왕에게 진상한 양질의 쌀이 생산되어 

‘쌀의 고장’이라 불렸다. 쌀뿐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한 각종 농작물이 자라난다.

아침고요수목원

39  이천세라피아

알록달록한 도자 조형물과 잘 가꾼 정원이 

관람객을 반기고, 안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도자 생활용품이 즐비한 공방과 전시장이 

보인다. 작가들이 실제로 도자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하다.

  40  화담숲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뜻의  

‘화담 和談’이라는 이름처럼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목원이다. 

15개의 테마 정원과 산책로가 있으며 국내 

자생식물과 도입 식물을 전시하고 있다.     

 41  천진암

우산리 산길을 따라 깊숙이 올라가면 거대한 

십자가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바로 

한국천주교의 발상지인 천진암 성지이다. 

한국 천주교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가 

곳곳에 있다.   

 42  남한산성

북한산성과 함께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을 

지키던 남한산성은 이제 유명 산책로가 되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국방의 임무를 

수행한 선조의 기백과 기품이 서려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43  와우정사

와우정사는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대업과 그 시대 호국 불교 정신을 재현하고자 

세워졌다.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국내 

유일의 사찰이다. 연화산의 48개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어 신비로운 풍경을 이룬다.

  

 44  한국민속촌

국내 유일의 전통 문화 테마파크 한국 

민속촌이다. 관광객 사이로 우렁찬 목소리의 

각설이, 뒷짐을 지고 유유자적 걸어가는 

선비, 주막의 재치 있는 주모 등 개성 만점의 

다양한 옛 캐릭터들을 볼 수 있다.  

   

 45  안성 미리내마을

1800년대 초 신유박해와 기해박해로 

천주교가 탄압받던 시절, 미리내마을은 

신도들의 안식처였다. 천주교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미리내 성지가 마을 뒤에 조성돼 

천주교 성지 순례 코스로 알려져 있다.  

  

 46  남사당공연장

주말마다 남사당공연장에서는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들은 조선 최초의 연예인으로 여겨지는 

안성 바우덕이의 명맥을 잇는다. 남사당패의 

신명나는 공연을 함께 즐겨보자.   

 

47  3·1운동기념관

1919년 3월 11일, 안성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와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메아리는 학교와 읍내,  

장터, 마을, 산으로도 이어졌다. 자주 독립을 

염원하는 외침이 안성을 물들였다. 

48  삼봉기념관

유학자이자 정치가 삼봉 정도전을 기리는 

기념관이다. 그의 후손들은 이곳  

은산리에 터전을 꾸렸다. 정도전의 위패를 

봉안한 문헌사, 정도전의 맏아들의 사당 

희절사 등이 모여있다.

 

49  웃다리문화촌

옛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 터에 자리한 

웃다리문화촌은 전통과 놀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무형문화재의 

터전에서 즐기는 전통 놀이와 공예는 

남녀노소 공감하며 색다른 체험을 즐겨보자.

 

50  광교호수공원

광교호수공원은 광교 신도시가 생기면서 

2013년에 새롭게 조성된 호수공원이다. 

총면적 205만m
2로 국내 호수공원 중 가장 

크다. 지난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경관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남사당공연장

3·1운동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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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경기도 개요
출처. 경기통계

39.8
2017년 기준

꽃

Korean

Forsythia
개나리

새

Pigeon
비둘기

나무

Ginkgo
은행나무

평균연령

인구

25 %

면적

10%

1,345만
2018년 12월 기준 — 전국 인구의 25%

10,172 
2012년 기준 — 전 국토의 10%

km
2

명

세

2

1

3

4

5

HOW TO USE THIS BOOK

경기 그랜드 투어 활용법

지도

p. 3에 해당하는 지도는 경기도 22개 시군별 주요 명소를 기준으로  

경기도 여행 루트를 제안합니다. 각 명소별 주요 테마는 역사, 자연, 평화, 문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하는 테마를 선택해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그 밖에

이 책에 실린 정보는 2018년 12월까지 수집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여행을 할 때는  

교통편, 운영 시간 등의 정보를 미리 검색해보시길 권합니다.

내지

1 주요 명소를 기준으로 여행 코스를 안내합니다. 

2 해당 명소에서 주변으로 이동 시 활용하기 좋은 교통수단 및 거리를 표시합니다.

3 서울에서 해당 주요 명소로 이동하는 방법과  

대중교통 이용 방법, 활용 가능한 콜택시 번호를 안내합니다.

4 기존 코스에 더해 에디터가 추천하는 맛집, 카페, 숙소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5 QR코드를 활용하면 해당 위치로 바로 연결됩니다.

1

3

2

28

3

시

군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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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수원문화재단 031-290-3600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swcf.or.kr

 서울에서. 1호선 수원역

  대중교통. 수원역에서 버스 7-1, 66-4, 82-1번

  콜택시. 휴먼콜 1588-0208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유모차 대여, 수유실 

‘치느님’으로 등극한 치킨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거리로,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가마솥 통닭, 

프라이드와 양념통닭 같은 수수한 

옛날 스타일의 통닭이 대부분이다. 

진미통닭, 용성통닭, 매향통닭  

등의 가게는 수십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이곳의 명물이다. 

행궁은 지방에 마련된 궁궐로, 왕이 

잠시 머물거나 임시로 거처하던 곳이다. 

화성행궁은 국내 행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경복궁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다. 많은 행궁 중 이곳을 가장 

아낀 정조는 11년간 12차례 능행하면서 

여러 행사를 치렀다.  

마을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돌아보는 

행궁 인근 골목이다. 골목 여행을 

하다 보면 마치 조선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든다. 신풍초등학교에서 

화서문까지의 1코스, 신풍초등학교에서 

화홍문까지의 2코스, 행궁동 

공방거리에서 통닭거리까지의 3코스, 

총 세 가지 코스가 있으며 온라인 

예약으로 참가할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00번길 16

왕의 골목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031-290-3600 

 09:00~18:00

 어른 1,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700원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031-290-3564 

  10:00, 11:00, 13:00  

 14:00, 15:00

 무료(체험 코스 선택 시  

 체험 요금은 유료)

에디터 추천 식당

<백종원의 3대 천왕>   

추천 맛집

진미통닭  

수원 통닭거리의 3대 통닭집 중 하나다.  

여느 옛날 가게들이 그러하듯 점포가 좁았으나 

얼마 전 이전 개업하며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쓰게 되었다. 바삭한 통닭과 함께  

닭똥집튀김도 제공한다.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00번길 21

 031-255-3401

 12:00~24:00 

 월요일 휴무

  프라이드 1만 5,000원  

 양념통닭 1만 6,000원

수원화성 수원 통닭거리

5분 / 13분

1.2km

6분

381m

6분

404m

화성행궁 왕의 골목

수원화성 조선 제22대 왕 정조는 효성이 깊으며 

어진 임금이었다. 부친인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 화산으로 옮긴 정조는 화산 부근의 고을을 팔달

산 아래로 옮기면서 임진왜란 당시 허물어진 성들을 능가하

는 새로운 성을 쌓고자 했다. 정조의 참모였던 번암 체재공

이 총지휘를 맡고 다산 정약용이 축성 전반을 기획하고 감

독했다. 정약용의 발명품인 활차와 거중기를 이용한 공사는 

2년 6개월 만에 마쳤다. 수원화성은 당대 기술의 집약체다. 

이를 중심으로 한 일대는 말하자면 최초의 신도시였다. 

200여 년이 지난 현재 수원화성은 수원 시내 한복판을 

지키는 버팀목이다. 처음으로 벽돌을 사용한 성곽은 모양

새가 단단하며 우아하다. 정조의 효심과 정치적 야망이 담

긴 이 성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문화 관광 해설사가 수원화

성의 이모저모를 전문적으로 해설해주는 문화 관광 해설을 

신청하는 게 좋다. 개인은 수원화성 내에 마련된 관광안내

소 7곳에서 현장 신청을, 20인 이상 단체는 방문일 7일 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화성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

사도 펼쳐진다. 독특한 스탬프를 모으는 ‘수원화성 스탬프 

투어’ , 순종이 타던 자동차와 조선 시대 국왕의 가마를 모

티브로 한 ‘화성어차’ , 연무대에서 활을 쏘는 ‘국궁 체험’ 등

의 상설 체험부터 정조의 효와 리더십 등을 배우는 현장학

습 프로그램인 ‘리틀정조체험학교’ , 야간 투어 프로그램인 

‘수원화성 달빛동행’ 등 테마 체험까지 수원화성에는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화성행궁

수원 통닭거리

융릉과 건릉
Rou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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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1

 031-222-0142

 2~5월·9~10월 09:00~18:00 

 6~8월 09:00~18:30, 11~1월 09:00~17:30

 내국인 만 25~64세 1,000원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무료  

 외국인 만 19~64세 1,000원, 만 7~18세 500원

 서울에서. 1호선 병점역

  대중교통. 병점역 후문 정류장에서 버스 34, 34-1, 35-1번 

백제 시대에 쌓은 성으로 1964년 사적 

제140호로 지정되었다. 전체 둘레는 

1,100m, 내성 둘레는 350m로 크지 

않지만, 오산, 수원, 화성에 걸쳐 있는 

평야 한가운데 솟아 있어 주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임진왜란 중이었던 선조 25년에는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전라도 순찰사 

권율 장군이 물이 풍부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백마를 산 위로 끌고 가 쌀로  

씻기는 시늉을 해 왜군을 물러나게 했다. 

이 일화에서 ‘세마대’라는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산시 세마대길 94

 오산시청 문화체육과 

 031-8036-7603, 7611

정조는 젊은 나이에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숨을 거둔 부친, 즉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사찰을 지었다. 

경기도 양주 배봉산에 있던 부친의 묘를 

최고의 명당이라 꼽히는 이곳 화산으로 

옮겨온 것도 이때다. 이후 용주사는 

전국의 사찰을 통제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올랐다. 현재 이곳은 효심의 

본찰로 ‘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차담, 

108배 체험, 포행 숲길 명상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성시 용주로 136

 031-235-6886

 yongjoosa. 

 templestay.com

에디터 추천 식당

선채향   

집에서 해 먹기에는 다소 번거로운 

생선구이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선채향 정식을 시키면 

생선구이는 물론 제육볶음, 된장찌개, 

우렁이 쌈장 그리고 각종 쌈 채소까지 

푸짐한 한 상을 차려낸다. 

  화성시 봉담읍 세자로406번길 13 

 031-221-9808

 10:00~22:00

  선채향 정식 1만 5,000원 

 모둠 생선구이 정식 1만 2,000원

에디터 추천 숙소

용주사 템플스테이   

효찰 대본산 용주사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해보자. 

주중에는 대부분 자유 일정으로  

꾸린 휴식형을, 주말에는 명상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을 운영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용주로 136

 031-235-6886

 휴식형 1박 7만 원 

 체험형 1박 6만 원 

 (미취학 아동 5만 원)

 yongjoosa. 

 templestay.com

 6분 / 26분

1.7km

 15분

7.9km

융릉과 건릉 용주사 독산성

융릉과 건릉 
정조의 효심이 드러나는 또 하나

의 장소로, 융릉과 건릉이 한데 모

여 있어 흔히 ‘융건릉’이라고도 불린다. 추존왕 장조와 그의 

비 헌경황후가 묻혀 있는 융릉은 본래 배봉산에 있었으나 

1789년인 정조 13년, 정조의 뜻에 따라 현재의 자리로 옮겨

져 새롭게 조성되었다. 진입부에 놓인 정자각과 능침이 일

직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는 풍수적 논리

에 따른 것으로, 대다수의 왕릉은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가 

일직선상에서 축을 이룬다. 

효심이 지극했던 정조는 살아생전 죽으면 반드시 융릉 

근처에 묻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 바람대로 정조가 세상

을 떠난 후 그의 능은 융릉 동쪽 언덕에 조성되었다. 그러다 

효의황후마저 세상을 떠나자 반대편인 서쪽 언덕에 합장릉

인 건릉이 조성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조선 시대 왕과 왕비

의 능이 총 40기 남아 있는데, 그중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능역에 모셔진 곳은 융건릉을 비롯해 선정릉, 동구릉, 홍유

릉 단 4곳뿐이다. 

융건릉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6월 유

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해설사 안내소에서 시작되는 정기 해설은 융건릉을 

자세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용주사

독산성

수원화성
Route

1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Rou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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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평항

3역사의 상흔이 서린 땅

H W A S U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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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54년간 

미군의 폭격이 계속된 곳이다.  

공식 이름은 쿠니 사격장 Koo-ni Range. 

‘쿠니’는 이곳의 옛 지명인 고온리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2005년 

마침내 사격장이 폐쇄됐고 이후 

마을에 복합 문화 공간 등이 자리 

잡으면서 아픔과 상처가 치유돼가고 

있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2-4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031-353-1615

 서울에서. 5호선 송정역 

  대중교통. 송정역에서 버스 22번

  콜택시. 김포통합콜택시 1899-3040 

 

 장애인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점자 블록

에디터 추천 카페

멜팅    

궁평항 초입에 자리한 카페로 화사한 

핑크빛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커피 등 각종 음료와 더불어 스콘, 머핀 

등의 디저트도 판다. 바깥쪽에는  

널찍한 데크가 있으며 사진을 찍거나 

노을을 감상하기 좋다.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69-6

 031-356-2621 

 화~금요일 11:00~20:00

 토~일요일 11:00~21:00

 월요일 휴무

 아메리카노 3,500원 

 머핀 6,000원

경기도에서는 꽤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항구다. 200여 척의 어선이 드나들 

수 있는 선착장과 방파제를 갖췄다. 

여기서 백미리 어촌으로 향하는 길은 

2018년 해양수산부가 ‘걷기 좋은 

해안 길’로 선정했다. 1,000여 그루의 

해송 군락지와 화성팔경에 속하는 

낙조가 백미다. 

전망이 탁 트인 화성방조제는 

2002년 완공해 서신면 궁평리와 

우정읍 매향리를 연결한다. 이곳의 

화성호는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이 대거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생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곳이다.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궁평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031-356-7339

화성방조제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화성시청 

 1577-4200

30분

18.4km

11분

5.7km

10분

6km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매향리 평화마을 화성방조제 궁평항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수원에서  남

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자리한 화성의 한 평온한 농촌 마을에 안타

까운 사연이 서려 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으로 만세 운동이 퍼졌다. 화성 일대에서

도 만세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본래 3·1운동은 비폭력을 

원칙으로 했지만, 화성 일대에서는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불태우고 순사 2명을 처단하는 등 무력 항쟁이 전개되었다. 

일제가 이를 가만둘 리 없었다. 화성 전역에서 방화와 

학살을 일삼으며 잔혹한 보복을 이어갔다. 또한 만세 운동 

주동자들을 체포하려고 군인을 추가로 파견하고 수촌리, 

장안면, 우정면 등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같은 

해 4월 15일, 15세 이상 남자들을 제암교회로 불러 모은 아

리타 중위 외 12명의 일본군은 문을 폐쇄한 뒤 무차별 사격

해 23명을 학살하고 교회까지 불태웠다. 

일제의 만행은 63년이 지난 1982년이 돼서야 전동례 

할머니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23명의 유해를 발굴해 제암교회 뒷동산에 안치한 것도 이

때다. 화성시에서는 항일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화성 지역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2001년 제암리 3·1운동순

국기념관을 개관했다. 3·1운동과 제암리 사건과 관련된 다

양한 유물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시하는 이곳에

서는 슬픈 역사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된다. 

매향리 평화마을

궁평항

융릉과 건릉
Route

2
수도사

Rou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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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59

 평택호 관광안내소  

 031-8024-8687

 평택시 포승읍 호암길 58

 031-682-3169

 09:00~18:00 

 월요일·명절 당일 휴무

 서울에서. 평택고속버스터미널 

 1호선 또는 기차 평택역

  대중교통. 평택고속버스터미널 또는 평택역에서 버스 83, 8131번

  콜택시. Hi평택콜 031-660-0000

에디터 추천 식당

수도사 사찰 음식   

슬로푸드 시범 마을로 지정된  

수도사에는 사찰 음식 연구가  

적문 스님이 있다. 이곳에서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는 전통  

사찰 음식을 직접 조리하고 

맛볼 수 있다. 

 평택시 포승읍 호암길 58

 031-682-7732 

평택 포승면에서 태어나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조선 시대의 충신 

이대원 장군 1556~1587 의 묘와 신도비다. 

1583년 선조 16 무과에 급제 후 1587년 

남해안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쳤다. 그러나 

1587년 흥양 전남 고흥의 옛 지명 에 다시 왜구가 

침입하여 군사 100여 명을 이끌고 싸우다 

포로로 잡히고,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다 

끝내 전사했다. 확충사는 이대원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사당으로 그의 영정과 

신위를 모시고 있다. 매년 3월 28일이면 

이곳에서 추모 제향을 올린다.

고요한 평택호 주변이 예술과 놀이로 

물들었다.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이 

인상적인 평택호예술관은 대형 

전시실과 명상 공간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연중 다양한 문학과 사진,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멋진 호수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오리배와 윈드서핑, 

요트,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도 있다. 

호수 주변을 걸으며 평택을 테마로 

구성한 설치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말자.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산83-6

 평택시청 문예관광과  

 031-8024-3213

에디터 추천 숙소

수도사 템플스테이  

원효대사가 하룻밤 머무르고  

깨달음을 얻은 이곳에서 평온한  

시간을 가져보자. 몸과 마음  

깊은 곳까지 정화하는 사찰 음식을  

맛보고 탁본, 인경, 연꽃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평택시 포승읍 호암길 58

 031-682-3169

4시간도 머물러 가는 곳

P Y E O N G T A E K

 14분

8.2km

16분

10.4km

수도사 이대원 장군 묘 및 신도비 평택호관광단지

수도사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661년 문무왕 1 당나

라 유학길에 오른 신라 시대 고승 원효대

사가 동굴에서 하룻밤 머무른 뒤 얻은 깨달음이다. 깜깜한 

밤, 바가지에 담긴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다음 날 아침 자

신이 마신 물이 해골에 담긴 물임을 알고 구토를 한다. 이때 

원효는 모든 것은 마음에 있음을 깨닫고 당나라 유학을 포

기한다. 수도사는 바로 원효대사가 해골 물을 마신 뒤 득도

한 곳이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는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이 자리한다. 원효대사의 일대기를 비롯해 업적과 유학길, 

깨달음을 얻었던 토굴을 재현한 동굴 등 알찬 전시가 마련

돼 있다. 토굴로 들어서자 파노라마 스크린을 통해 원효대

사 이야기가 영상으로 펼쳐진다. 원효대사의 심정을 간접

적으로 체험해보고, 직접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공

간이다. 

이곳은 사찰 음식으로도 유명하다. 사찰 음식을 만드

는 과정은 일종의 수행이다. 자연과 자신은 하나이며 자신

을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라는 생명의 가르침을 내포한다. 

음식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깨우친 원효대사처럼 살을 

찌우기 위한 음식이 아닌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음식을 만

든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적문 스님과 함께 사찰 음

식을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한다.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으로 나뉘어 있으며, 계절마다 생산되는 제철 재료를 활용

해 사찰 음식을 만들어본다. 은행튀김, 쑥튀김, 두부소박

이, 인삼야채말이, 오색연근밥, 가죽순떡국 등 담백하고 정

갈한 사찰 음식으로 건강한 한 상을 완성해보자.

이대원 장군 묘 및 신도비

평택호관광단지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Route

3
궁평리마을

Rout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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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 수도사 연꽃



28 29

5바닷가 마을 다이어리

H W A S U N G

제부도 제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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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69-11

 031-356-7339

 bada.invil.org

 서울에서. 1호선 또는 기차 수원역

  대중교통. 수원역에서 버스 400, 400-2, 990번

  콜택시. 코리요택시(앱) 031-290-3297

에디터 추천 식당

사강쭈꾸미       

철판 생주꾸미와 전골, 주삼불고기 등 

주꾸미 요리를 낸다. 싱싱한 생주꾸미와 

칼칼한 국물, 듬뿍 얹은 야채로  

시선을 사로잡는 철판 생주꾸미 전골이 

대표 메뉴다.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 65

 031-356-8895

 10:00~22:30

하루 두 번 바닷물이 갈라지는 

물길의 시작점에 설치된 다리 모양의 

구조물이다. 밀물 땐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 되고, 썰물로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면 드넓은 평야를 

감상하는 전망대가 되어준다. 특히 

세상이 온통 빨갛게 물드는 해 질 녘, 

제부도 워터워크에 올라보자.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 몽환적인 분위기가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줄 것이다.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377-46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577-4200

 tour.hscity.go.kr

하루 두 번 갈라지는 바닷물의 물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신비의 섬 제부도.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어우러진 즐길 

거리가 가득해 도보 여행에 최적이다.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제부도 

아트파크 JAP 는 컨테이너 박스를 

조립해 만든 전시관 겸 전망대이다.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경관벤치와 빨간 등대와 전망대 등 

예술과 자연의 조화를 엿볼 수 있다. 

이곳에서 남긴 사진은 평생 간직하고 

싶은 인생 사진이 될 것이다. 

제부도 워터워크

제부도

17분

8.3km

7분

3.9km

궁평리마을 제부도 워터워크 제부도

궁평리마을 궁평리마을은 서해안에 위치한 어

촌 마을이다. 취향에 따라 한적한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휴양을 하거나 어촌 체험을 하며 추

억을 만들 수 있다. 궁평리란 지명은 옛날 국가 궁 에서 관리

하던 땅이란 뜻의 ‘궁평’ ‘궁들’에서 유래했다. 국가에서 관

리할 정도로 천혜의 자연을 고이 간직한 곳이다. 

궁평리 앞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넓은 갯벌로 이어

져 있어 바지락, 맛조개, 굴, 가무락, 낙지, 칠게 등 다양한 

연안 서식 생물의 보금자리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어촌 체험을 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조금 더 깊

이 있는 어촌 체험을 하고 싶다면 낚싯배나 유람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보자.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마을 풍경은 한 폭

의 그림 같다. 어촌체험은 갯벌, 먹거리, 수상 레저 체험으로 

나뉜다. 조개 잡기나 갯벌 썰매타기, 망둥어 낚시는 갯벌에

서 진행된다. 갯벌에서 자라는 해산물을 이용해 만드는 슬

로푸드와 굴밥, 바지락 칼국수, 연포탕, 낙지회, 소라무침 등

의 메뉴를 맛보는 먹거리 체험도 가능하다. 이 외에 꽃게장 

만들기나 젓갈 담그기도 할 수 있다. 매년 4~10월에 운영하

는 딩기보트, 페달보트, 카약과 7~9월에 운영하는 워터슬

라이더를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도 있다.

바닷가 마을답게 간장게장과 소라무침, 낙지볶음 등 신

선한 해산물 요리가 일품이다. 낮에는 어촌을 거닐며 여유

롭게 산책을 즐기고, 저녁에는 인근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

한 해산물로 푸짐한 한 끼를 누릴 수 있다

수도사
Route

4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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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1-10 서울에서. 4호선 오이도역

  대중교통. 오이도역에서 버스 790번

 

 주 출입구 단차 없음,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에디터 추천 식당

사또조개구이칼국수   

대부도에서 조개구이와 칼국수를 

빼놓을 수 없다. 사또조개구이칼국수는  

식사 시간대는 물론 늘 사람이  

많은 인기 식당이다. 조개구이부터 회,  

튀김, 칼국수까지 코스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479

 032-881-4424~6 

 10:00~24:00

 사또 조개구이 5만~7만 원

우리나라에도 와이너리가 있다. 

그린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랑꼬또 와이너리는 청정 지역인 

대부도의 높은 언덕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의 포도로 와인을 생산한다. 

와이너리에서 시음도 하고 와인을  

살 수도 있다.

 안산시 단원구 뻐꾹산길 107

 032-886-9873

 월~토요일 09:00~18:00  

 일요일 14:00~18:00

 그랑꼬또 M56 750ml  

 5만 6,000원

대부도를 구석구석 보고 싶다면 

대부해솔길을 걷자. 옛 오솔길과 해안가 

길을 걸으며 갯벌, 해송 숲, 전망대 등을 

감상할 수 있다. 7개 코스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백미는 대부도 관광안내소부터 

24시횟집까지의 1코스다. 전체 길이가 

11.3km로 넉넉잡고 4시간이면 모두 

돌아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개소해 60여 년간 

면사무소로 사용된 공간이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변신했다. 한국과 

일본의 건축양식이 뒤섞인 특색 있는 

건물로 2004년 경기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에코시민학교, 인문학 

강의, 전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31  

 대부도 관광안내소

 1899-1720

대부도에코뮤지엄센터 대부해솔길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경기창작센터  

 032-880-9669

6선물 같은 대자연 속으로

A N S A N

7분

3.4km

6분

2.3km

8분

3.4km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그린영농조합 대부도에코뮤지엄센터 대부해솔길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1994년 2월, 시

흥시에서 대부

도까지 잇는 시화방조제가 완공되었다. 이로 인해 갯벌이었

던 곳이 습지가 되었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공원의 4.3배 크

기의 드넓은 부지는 아름다운 수변 공원이 되었다. 이름처럼 

싱그러운 바다 향을 느낄 수 있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진입광장, 테마화훼단지, 해안녹음숲, 잔디광장 등 9개 구역

으로 나뉘어 있다. 

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자연을 감상하며 

인생샷을 찍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가 많다. 황량한 습지

와 소금기가 있는 곳에서만 자라는 염생식물이 뒤섞인 풍경

이 이색적이다. 바람에 한들한들 나부끼는 갈대밭 사이나 

1,200그루의 메타세쿼이아가 늘어선 메타세쿼이아 길은 걷

기 좋은 산책로로도 정평이 났다. 다채로운 꽃이 자라는 테

마화훼단지는 색색의 백일홍과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에 유

독 아름답다. 여기서 출발해 진입광장과 청춘불패동산을 거

쳐 다시 테마화훼단지까지 순환하는 무료 전기 자동차나 시

간 단위로 요금을 받는 전동 바이크를 빌려 이용하면 공원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대부도는 해안 길을 따라 달리는 드

라이브 코스가 인기인 만큼 차를 타고 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도는 사람도 많다.

그린영농조합 
그랑꼬또 와이너리

궁평리마을
Route

5
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

Rout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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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발아래 펼쳐지는 서해 풍광

A N S A N

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 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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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27

 032-885-7530

 10:00~22:00

 tlight.kwater.or.kr  

 서울에서. 4호선 안산역

  대중교통. 안산역에서 버스 123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단차 없음,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청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유모차 대여

에디터 추천 식당

<백종원의 3대 천왕>  

추천 맛집

위드유     

<백종원의 3대 천왕> ‘생면 파스타’  

편에 소개된 레스토랑이다.  

요리 특성상 건면을 써야 하는  

오일 파스타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스타는 모두 생면을 사용한다.  

그 맛이 검증된 파스타는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라 먹고 난 뒤에 더욱  

기분이 좋다.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67-12

 031-485-5252

 11:30~22:00 

 (쉬는 시간 16:00~17:00)  

 일요일 휴무 

 로제만조파스타 1만 2,500원  

 카르보나라 9,500원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도립 

미술관이다. 주변의 호수와 녹지를 

반영해 지은 건축물부터 인상적이다. 

사무실과 수장고, 전시실 외에도  

아트 숍과 카페, 로비 라이브러리를 

마련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교육과 

행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031-481-7007

 10:00~18:00 

 월요일 휴무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13 

 031-481-3168

 10:00~17:00

성호공원 내에 자리한 식물원이다. 

주변의 성호기념관, 단원조각광장, 

노적봉폭포와 연계된 테마형 휴게 

공간이기도 하다. 1만 6,000여 평의 

부지에 온실 전시관 3개와 부대시설이 

들어서 있다. 식물원 안팎에서 

야생화부터 열대 식물까지 다채로운 

식물을 접할 수 있다. 관리동 동쪽의 

열대식물원에서는 꽃기린, 카나리야자, 

극락조화, 몬스테라, 인도고무나무 

등을, 관리동 북쪽의 중부식물원에서는 

천리향, 구절초, 찬나리, 우산이끼 

등을, 관리동 서쪽의 남부식물원에서는 

노루오줌, 두릅나무, 설초롱꽃,  

동백나무 등을 볼 수 있다. 

 33분

22.1km

 18분

6.7km

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 경기도미술관 안산식물원

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

시화방조제는 오이도와 대부도를 연결한다. 시화방조제를 

곧장 내달리지 않고 이름마저 ‘작은 가리섬’인 인근의 작은 

섬으로 향하면 달을 테마로 한 공원이 등장한다. ‘티라이트 

T-Light’라고도 부르는 시화나래조력공원은 시화조력발전소 

조성 시 생긴 토사를 이용해 만든 해상 공원이다. 

공원 내 시화나래휴게소와 달전망대, 조력문화관 중에

서 달전망대는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다. 국내 최초이자 세

계 최대의 시화호발전소 옆에 자리한 달전망대는 25층 아

파트에 해당하는 75m 높이이다. 덕분에 꼭대기 층에 오르

면 발아래로 시화방조제와 조력발전소, 서해 풍경이 펼쳐

진다. 전망대 바닥의 일부는 유리 데크로 이루어져 있어 짜

릿한 스릴도 느낄 수 있다. 전망대 1~3층에는 각각 수제 버

거집, 레스토랑, 카페 등 편의 시설도 마련돼 있다. 3층 카

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을 즐기며 서해의 탁 트인 풍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바쁜 일상으로 쌓이기만 했던 스트레스

가 해소된다.  

또한 석양이 지고 난 후 달전망대를 비롯해 주변 조명

이 일제히 켜진다. 특히 달전망대의 기둥을 뒤덮은 미디어 

파사드는 환상적인 영상으로 꾸며져 전망대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다.

경기도미술관

안산식물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Route

6
별망성지

Rout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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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6

 031-481-2796

 서울에서. 서해선 원시역

  대중교통. 원시역에서 버스 500번

에디터 추천 식당

유니스의 정원   

1975년부터 가꾼 숲, 정원과 함께 오래된 

집을 개축해 2007년에 정식 개방했다. 

2014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식물원인 

이풀실내정원을 개관했다. 자연, 먹거리, 

전시,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다.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

 031-437-2045 

 11:00~22:00, 월요일 휴무

 그릴 620(2인 스테이크 플래터)  

 3만 9,500원     

 리코타치즈샐러드 1만 5,900원

 안산시 상록구 목장길 36-21

 031-418-5400

 승마 체험 08:00~12:00 

 13:00~18:00 

 18:00~21:00 

 월요일 휴무

 체험 승마(15분 기준)  

 3만 원

동네 공원을 걷는 것만큼 그 지역에 

녹아들 수 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소풍 나온 가족, 산책하며 잠시 

머리를 식히는 학생, 운동하는 

어르신 등 동네 주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포예술공원에는 

곳곳에 모양과 재질이 각양각색인 

여러 조각이 전시돼 있으며 

소설 <상록수>의 저자인 심훈의 

문학비도 세워져 있다. 대규모 야외 

공연장에서는 종종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2,500여 평의 넓은 부지에 조성한 

클럽하우스와 승마장, 1만 3,000여 평의 

대지에 펼쳐진 산악 코스를 갖춘 승마 

클럽이다. 비회원은 1회 15분 기준의 일일 

승마 체험을 통해 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승마를 이해할 수 있다. 일일 승마 

체험에는 승마장 소개와 승마 기초 이론 

교육부터 마사 체험, 승마 체험, 사진 

촬영까지 포함돼 있다. 

  안산시 상록구 상포동 582

 031-481-3059

8바닷가 옛 성터

A N S A N

 20분

7.7km

12분

4.8km

별망성지 성포예술공원 안산해피홀스클럽

별망성지 15세기 조선 시대에 바다에 면한 경사

면을 따라 축조한 석축 진영 터로, 해안 

방비를 위한 수군의 보루로 쓰였다.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 

받아 1979년에 경기도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었다. 본래 

이 성의 둘레는 1km, 높이는 1.5~2.1m에 달했다. 산허리

와 바다 쪽에는 좀 더 앞선 시기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건

물 터로 추정되는 계단식 평지에서는 깨진 기와와 그릇 조

각이 많이 발견되었다. 

 <세종실록>은 ‘초지량 만호의 수군은 안산의 사곶에 

군선을 정박하며, 중대선 5척과 무군선 4척이 있었고, 장

번 수군 8명과 이곳 소속의 각 고을에 소속된 선군 615명

이 배속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진영이 폐지된 후에도 서해

안을 살피는 곳으로 사용했으며 17세기 초까지 존재하다가 

6·25전쟁 때 대부분 파괴됐다. 

1988년에 복원했으나 길이 225m, 높이 1.45m로 규

모가 대폭 축소됐다. 현재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옛 성터

에 불과하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여전히 뛰어나다. 

해안 방비를 하던 곳인 만큼 서해안이 한눈에 들어온다. 성

벽을 따라 산책하며 서해안 풍광을 감상하다 보면 왠지 모

를 감상에 젖게 될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매년 수확의 계

절에 길일을 택해 별망성 산신제도 열린다. 안산문화원 주

최로 전통 유교 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이 전통 민속 문화 행

사에서는 제사를 지낸 후 풍물놀이 공연도 펼쳐진다. 

성포예술공원

안산해피홀스클럽

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
Route

7
월곶포구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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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월’에 조성된 포구

S I H E U N G

월곶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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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월곶동

 031-310-2331~4

 서울에서. 수인선 월곶역

  대중교통. 월곶역에서 도보로 9분

에디터 추천 식당

바오스앤밥스  

포구 근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다. 신선한 현지 

식재료를 사용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요리를 선보인다.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 한잔하기에도 적합한 

곳이다. 

 시흥시 월곶해안로 107

 070-7756-0070 

 11:00~22:00     

 (쉬는 시간 15:00~17:00) 

 월요일 휴무

 아메리칸 브런치 1만 2,000원 

 새우나시고렝 9,000원
  화성시 송산면 공룡로 659

 031-357-3951

 09:00~17:00 

 월요일 휴무

2012년 해발 100m 높이의 우음도 

정상에 조성한 높이 40.45m의 

전망대다. 꼭대기 층인 4층에 오르면 

마치 아름다운 대지 미술 같은 시화호 

갈대밭과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물론 간척지 너머 서해안에 펼쳐지는 

낙조도 한눈에 담긴다. 4층은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옥상 전망대, 

3층은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실내 

전망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의 

철새 도래지, 공룡알 화석지, 시화호 

등을 함께 둘러보면 좋다. 

국내 천연기념물 제414호이자 세계  

3대 공룡알 화석지로 꼽힐 만큼 

자연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1999년 

시화호 간척지를 위한 기초 조사를 

하던 중 남쪽에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후 12개 지점에서  

둥지 30여 개와 공룡알 200여 개, 

식물화석 등을 더 발견했다. 이처럼 많은 

공룡알 화석이 한데 몰려 있는 것은  

매우 희귀한 경우이기에 아이들의  

생생한 자연 학습장으로 제격이다.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1-38

 031-369-8315

 10:00~17:00 

 월요일 휴무
41분

37.6km

5분

3.5km

월곶포구 송산그린시티전망대 공룡알 화석지    

월곶포구 시흥시 월곶동에 조성된 포구로, 월곶 

앞바다를 매립해 만든 곳이다. 그래서 

포구 자체의 역사는 길다고 볼 수 없지만, 월곶동은 조선 시

대부터 종종 회자되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1843년에 편찬

된 <경기지 京畿誌> 안산군 승지고적조에는 ‘마유면의 월곶에

는 첨사가 있었는데, 예전에 강화도로 옮겼다고 한다. 그 터

의 모양은 지금도 뚜렷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 해안 방어 체계를 수립하면서 내륙으로 통하는 물길

이 드나들던 길목인 월곶에 진을 설치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인근 주민들이 월곶을 부르는 애칭인 ‘달월’도 조선 시

대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조선지지자료 朝鮮地誌資料> 

안산군 마유면조에는 월곶리를 이루는 월동리와 월서리를 

모두 ‘달월이’로 부른다고 쓰여 있다. 

현재 월곶포구는 여의도에서 차로 1시간이면 닿는 근교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차로 달릴 수 있는 도로도 잘 정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구와 가까워질수록 스치는 풍경

마다 정겨운 멋이 흘러넘친다. 사시사철 어선이 오가는 활

기찬 포구인 만큼 맛있는 먹을거리도 풍부하다. 어선에서 

갓 내린 각종 해산물을 회, 구이, 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원재료가 싱싱하기에 평소에 도심에서 즐겨 먹던 

음식인데도 그 맛이 남다르다. 

송산그린시티전망대

공룡알 화석지

별망성지
Route

8
시흥갯골생태공원

Rout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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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소금꽃이 피어나던 갯골

S I H E U N G

시흥갯골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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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동서로 287

 인포센터 031-488-6900

 siheung.go.kr/culture/시흥갯골생태공원  

 서울에서. 지하철 서해선 시흥시청역

  대중교통. 시흥시청역에서 버스 32, 63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수유실

에디터 추천 카페

동키커피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시키는 흰색과 

파란색의 외관이 돋보이는 바닷가  

카페다. 2층까지 있어 공간이 여유롭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이도 바다 전망이  

커피와 디저트 맛을 한층 더해준다. 

 시흥시 정왕3동 2031-13

 031-503-3820

 10:00~22:30

 에스프레소 3,800원  

 아포가토 6,000원

사적 제441호로 지정된 시흥 오이도 

유적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조성되어 

2018년 4월에 개장한 공원이다.  

사냥, 농사, 어로 등 선사 문화시대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선사체험마을과 움집 체험이 가능한 

야영마을, 발굴 터, 사냥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불어 신석기시대 오이도 

패총의 중요성을 알리는 패총전시관, 

오이도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산책에 적합한 억새길 등도  

갖추고 있다. 하루 세 차례 해설사 투어가 

진행되며 비정기적으로 신석기시대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열린다. 

  시흥시 서해안로 113-27  

 031-310-3460

 09:00~18:00

  시흥시 오이도로 240 

 010-9666-6865

 10:00~17:00 

 월요일 휴관

250톤급 퇴역 해경 경비함이 전시관과 

체험관을 갖춘 함상 전망대로 

탈바꿈했다. 1층 전시관에서는 각종 

전시물을 통해 독특한 생태를 비롯해 

오이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위층 체험관에서는 가방 만들기,  

티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진행한다. 나무 데크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낙조 풍경이 일품이다. 

19분

10.3km

 4분 / 27분

2.1km

시흥갯골생태공원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오이도함상전망대

시흥갯골생태공원 2012년 2월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흥 갯골에 조성한 공원이다. 이곳에는 1934~1936년에 

조성된 145만 평의 소래염전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 생

산된 소금은 대부분 수인선과 경부선 열차로 부산항을 거

쳐 일본으로 반출된 아픈 역사가 있다. 이제 그 기능을 많

이 상실한 염전은 일부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대신 경기

도 유일의 내만 갯골과 옛 염전이 다채로운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공원으로 거듭났다.

공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칠면초, 나문재 등 염생식물과 

붉은발농게, 방게 등 각종 어류 및 양서류를 마주하게 된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작은 염전에서는 소금 생산 과정을 교육

하는 갯골생태학습교실도 열린다.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핀 소금꽃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염전을 

지나 커다란 풍차가 서 있는 갈대밭은 인기 촬영 장소다.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오이도함상전망대학습 주제 프로그램 내용

실내

학습

갯벌 이야기
갯벌에 대해 알아볼까요?

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특징을 말해요.

갯벌 생물 이야기
갯벌 생물(게, 조개, 고둥)에 대해 알아봐요.

갯벌 생물은 무엇을 먹을까요?

소금 이야기
소금 이용의 역사 알기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체험

학습

염생식물 관찰하기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알아보기

방게, 농게 관찰하기

수차 돌리기

월곶포구
Route

9
광명동굴

Rout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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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02-2610-2010

 09:00~18:00, 월요일 휴관

 어른 6,000원, 군인 4,000원, 청소년 3,500원  

 어린이(만 3세~초등학생) 2,000원

 gm.go.kr

 서울에서. 7호선 철산역 또는 KTX 광명역

  대중교통. 철산역 또는 광명역에서 버스 17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수유실

에디터 추천 식당

<2TV 생생정보> <생방송 오늘저녁> 

<생방송 투데이> <생생정보통>

추천 맛집

광명전통시장 먹거리             

광명의 랜드마크이자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규모의  

큰 시장이다. 솜사탕, 달고나, 꽈배기,  

떡메 치기, 게릴라 콘서트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   

 광명시 광이로13번길 17-5

 02-2614-0006

이곳은 버려지는 물건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작품 또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 

upcycle: upgrade+recycle 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디자인 교육, 이벤트가 

진행되는 예술 공간이다. 패션, 예술, 

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는 

업사이클의 위대함을 살펴보자.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광명동굴 제1주차장 내

 02-2680-6928

 10:00~18:00, 월요일 휴관

 gmupcycle.modoo.at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6

 02-898-0505

 10:00~17:00  

 월요일·명절· 

 동절기(12~2월) 휴관

 chunghyeon.org

1916년에 지은 오리 이원익 선생의 생가다. 

조선 시대 선비 문화를 계승·보호하기 

위해 1994년 전시실 충현관을 건립한 

후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했다. 

우리나라 유일의 종가 박물관으로, 선조를 

섬기고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나라의 

종가 문화를 살필 수 있다. 사계절 내내 운치 

있는 전통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시인 기형도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살피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기형도 시인의 문학 자료와 필체가 

담긴 노트, 상장, 동아일보 신춘문예 

상패와 생전에 발표한 원고 등을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을 테마로 구성한 

전시를 감상한 후 북카페와 도서 

공간에서 사색의 시간을 즐겨보자.

 광명시 오리로 268

 02-2621-8860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월요일 휴관

 kihyungdo.co.kr

11문화 놀이터로 변신한 폐광

G W A N G M Y E O N G

12분

4.9km

5분

338m 

13분

890m

광명동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기형도문학관 충현박물관

광명동굴 1912년 당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

던 일본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광명

동굴 구 시흥광산 을 개발해 금, 은, 동, 아연을 채굴했다. 1972년 

폐광된 후 약 40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이며 우리의 기억에

서 잊혀졌지만 2011년부터 새 옷을 갈아입고 문화·관광 명

소로 탈바꿈했다.

광명동굴 내부에는 빛을 이용한 산책로와 전시가 열리

는 웜홀광장, 빛과 레이저, 퍼포먼스가 결합된 공연이 열리

는 동굴예술의전당, 지하 암반수가 만들어낸 기적을 보여

주는 동굴아쿠아월드, 지하 암반수를 활용해 친환경 채소

를 재배하는 식물 공장과 동굴의 지하 세계, 황금과 근대 

역사를 살피는 알찬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미디어 파

사드 쇼’와 첨단 미디어를 접목한 디지털 VR 광산 체험도 

가능하다. 징용과 수탈의 현장이자 역사의 산물인 동굴의 

갱도를 따라가다 보면 동굴 벽에 채굴 흔적과 해방 후 근대

화, 산업화를 지나온 영광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역

사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준다.  

한편 동굴 외부에는 세계 유수의 예술가 전시와 특별 

전시가 개최되는 라스코전시관이 있으며 동굴 주변에 산책

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 하루 나들이로 제격이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충현박물관기형도문학관

시흥갯골생태공원
Route

10
한국만화박물관

Route

1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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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길주로 1

 032-310-3090

 10:00~18:00, 월요일·명절 휴관

 komacon.kr/comicsmuseum

 서울에서. 7호선 삼산체육관역, 1호선 부개역 또는 송내역

  대중교통. 부개역에서 버스 79번, 송내역에서 버스 37, 87번

  콜택시. 부천브랜드 콜택시 032-344-1515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단차 없음,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청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장애인 관람석, 유모차 대여, 수유실

에디터 추천 식당

<생방송 투데이> <생생정보통> 

추천 맛집

황해도김치만두전골            

하루 400명 이상의 손님이  

찾는 부천의 명물 맛집이다. 손으로 빚은 

김치만두만을 사용해 만든 전골은  

깊은 김치 맛과 쫄깃한 만두의 식감으로  

중독성이 강하다.   

 부천시 원종로51번길 64

 032-672-5509

 10:00~22:00

워터파크&스파, 뽀로로플레이파크, 

스노우도시, 골프도시로 이뤄진 

이곳에는 놀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모여 있다. 계절, 취향, 동행자에 따라 

다양한 놀이 시설을 선택해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부천시 조마루로 2

 1577-5773

 워터파크&스파  

 주중 10:00~18:00, 주말 10:00~21:00 

 뽀로로플레이파크 09:30~19:00 

 월요일 휴장 

 스노우도시(11월부터)  

 09:30~21:00, 월요일 휴장 

 골프도시 06:00~23:00

 playdoci.com

 부천시 평천로 655, 401동

 070-7094-5479

 10:00~18:00,  

 월요일·명절 휴관

 robopark.org

로봇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 공간이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던 

로봇부터 일상에서 만나는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의 종류와 변천사를 살필 수 

있다. 신기한 로봇들을 둘러보고 로봇이 

그려주는 그림, 로봇과의 게임, 로봇의 

공연·연주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걸어서 세계를 일주할 

수 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랜드마크 미니어처가 모여 있다. 

야간에는 세계야경판타지빛축제가 

펼쳐져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전 

세계의 야경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

 032-320-6000

 10:00~23:00

 aiinsworld.com

12온 가족이 즐기는 동심의 나라

B U C H E O N

7분

1.7km

12분

819m

11분

2.5km

한국만화박물관 웅진플레이도시 아인스월드 부천로보파크

한국만화박물관 잊혀가는 우리나라의 만화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시관이다. 우리 만화에 담긴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도록 만화의 역사를 정립해간다.

1층부터 4층까지 영화상영관, 체험마당, 도서 및 영상 

열람실, 체험교육실, 전시관 등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가 모여 있다. 1~2층은 주로 영상 관람과 체험이 이루어진

다. 남녀노소 누구나 만화를 주제로 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체험에 참여하고, 애니메이션과 영화, 캐릭터 공연 등을 감

상할 수 있다. 3층과 4층 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 만화의 역

사를 두루 살피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시대별로 

정리된 만화 역사 전시물과 추억의 만화방과 골목을 재현

해놓았다. 한국 미디어 아트의 대표 작가 이이남의 <크로

스오버 디지털 병풍>은 미술과 만화의 독특한 만남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만화 캐릭터 ‘머털이’ ‘로봇찌빠’ 

‘고인돌’ ‘맹꽁이서당’이 산수화를 배경 삼아 움직인다. 아이

에게는 역사를 통해 만화를 배우는 귀중한 체험과 추억을, 

어른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 과거를 회상하고 새로운 추억

을 쌓는 기회를 선사한다. 특히 4층에는 만화가의 머릿속, 

크로마키 체험 등 눈으로만 보는 전시를 넘어 오감이 깨어

나는 체험형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웅진플레이도시

부천로보파크아인스월드

광명동굴
Route

11
행주산성

Rout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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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율 장군의 얼이 스민 산성 

G O Y A N G

행주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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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5번길 89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운영관리팀 031-8075-4642~4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월요일 휴무

 어른 1,000원, 유아·경로·국가유공자·장애인 무료

 goyang.go.kr/haengju

 서울에서. 3호선 화정역, 합정역에서 버스 921번

  대중교통. 화정역에서 버스 82, 85-1, 11, 12번 

  콜택시. 고양동콜택시 031-963-4141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휠체어 대여, 유모차 대여

 5분

3km

 15분

13km

 5분

3km

행주산성 아쿠아플라넷 일산호수공원 원마운트

행주산성 축성 시기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

라가는 사적 제56호 행주산성은 한산

도대첩,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행

주대첩이 벌어진 장소다. 조선 명장 권율 장군은 바로 이곳

에서 왜군을 크게 이겼다. 서울 부근으로 집결하던 일본군

은 병력이 대단하고 사기도 충천해 있었으나 권율 장군이 

이끄는 우리 군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왜군과 맞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갔다. 당시 부녀자들까지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입고 돌을 나르며 항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

다. 1602년에 세운 행주대첩초건비가 남아 있어 나라를 지

키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을 되새겨보게 한다. 

행주대첩의 승전은 삼국시대부터 군사·문화·교통의 

요충지였던 행주산성의 특별한 지형 덕분이기도 했다. 동

남쪽으로는 험준한 절벽 아래 한강이 흐르고 북서쪽으로는  

2개의 좁은 골짜기가 평원을 향해 흐른다. 그 때문에 행주

산성은 예로부터 절경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행주산성에서 

가장 높은 지형에 위치한 행주대첩비에 오르면 한강 너머 

김포 일대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행주산성에는 대첩기념관, 영상교육관, 투호놀이 체험

장 등 교육 및 체험 시설도 잘 조성되어 있다. 또한 주 산책

로가 크게 가파르거나 길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주말을 보

내기에도 좋다. 

한국만화박물관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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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1566-2232 

 평일 10:00~18:00, 주말  10:00~19:00

 워터파크 1인 종일권  

 2만 5,900원 

 스노우파크 1인 종일권  

 1만 5,000원 

 (시간, 인원별로 상이)

 onemount.co.kr

에디터 추천 식당

마니산산채 일산점     

모든 음식에 효소를 사용한다.  

굴비나 떡갈비 등의 주요리에  

계절마다 달라지는 약초 반찬과 

산채비빔밥, 수제 묵으로 차린  

건강한 한정식.

 고양시 일산서구 산남로 210

 031-915-8712

 11:00~20:30

 보리굴비 정식 2만 3,000원  

 우돈 떡갈비 1만 5,000원

 mnssc.cafe24.com

지상 5층 규모의 아쿠아리움으로 교육 

뮤지컬, 인기 동물 생태 설명회, 먹이 주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적절하다.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2  

 031-960-8500

 10:00~19:00 

 일반(14세 이상)  

 2만 9,000원 

 어린이·노인 2만 6,000원 

 유아(36개월 미만) 무료

 aquaplanet.co.kr

테마파크와 회원제 스포츠 클럽, 

쇼핑몰로 이루어진 도심 속 복합 

레포츠파크. 테마파크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워터파크와 겨울 스포츠가 

가능한 스노우파크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즌별 페스티벌과 

공연이 열리니 미리 체크할 것.

1996년 개장 이후 고양 시민들이 

애용하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공원. 동양 최대의 인공 호수를 

중심으로 자연학습원, 자전거도로, 

야외 식물원, 인공 폭포와 분수, 

고양꽃전시관 등 볼거리와 놀 거리가 

다양하다. 유모차와 휠체어 무료 

대여도 가능하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해 사시사철 

다채로운 행사도 열린다.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

 031-909-9000

 3~10월 05:00~22:00 

 11~2월 06:00~20:00

 goyang.go.kr/park

아쿠아플라넷

원마운트일산호수공원

독립운동기념관
Rout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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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30번길 46

 031-996-6270~1

 10:00~18:00, 월요일·공휴일 휴무

 무료

 1931gimpo.fgy.or.kr

 서울에서. 5호선 송정역 또는 김포공항역 

  대중교통. 송정역 또는 김포공항역에서 버스 22번

  콜택시. 김포통합콜택시 1899-3040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143·1만세운동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

G I M P O

1시간

18km

 10분

900m

독립운동기념관 오라니 장터 만세운동 유적비 고촌면민 독립만세 유적탑

독립운동기념관 역사·문화의 고장인 김포 

시내 곳곳에 흩어진 애국선

열의 흔적과 역사를 모아 정리해둔 곳이 있다. 1919년 김포 

지역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열을 

기리는 독립운동기념관이 바로 그곳이다. 당시 김포 지역의 

총 9개 면 가운데 7개 면에서 15회에 걸쳐 만세 시위가 일

어났으며, 그 규모는 양촌면 오라니 장터 시위에 1만 1,000

여 명이 집결할 정도로 컸다. 

1층은 ‘김포평야에 울려 퍼지는 독립의 함성–김포 사람

들 속에 살아 숨 쉬는 호국과 애국의 DNA, 그 뜨거운 열망

이 독립의 함성으로 되살아난다’를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

이는 상설전시실이다. 이곳에서는 실제 사용했던 태극기, 

태극기 목판, 독립선언서, 항일 의병 무기 등 3·1만세운동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그 밖에 영상실, 기획전시실, 사료

열람실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영상실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 무렵이면 기

획 공연과 체험 부스를 운영해 3·1만세운동의 정신을 되새

길 수 있게 한다. 사료열람실은 북 카페를 겸한 휴식 공간으

로 꾸몄다. 독립운동기념관은 김포시의 랜드마크이자 아이

부터 어른까지 교과서 밖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한민족의 얼을 일깨워주고 김포 항일 독립

운동사에 대한 이해와 독립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 많은 기

여를 하고 있다. 

행주산성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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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양곡시장이 바로 김포 

지역에서 처음 만세 시위가 일어난 

오라니 장터다. 양곡시장에서 옛 

모습을 찾기 어려운 대신 시장 근처에 

터를 마련해 애국선열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다. 이곳은 오라니 장터 

만세운동의 주역인 박충서 지사의 

생가 터이기도 하다.

고촌면 노을공원 내에 있는 탑으로 

당시 20세였던 김정의 지사를 

비롯해 선두에서 만세운동을 이끈 

6명의 애국지사를 기리는 곳이다. 

2017년부터 매년 3월 24일이면 고촌 

3·24만세운동 기념식을 거행한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06  

 노을공원 

 (양곡고등학교 삼거리)

 031-980-2975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031-980-5288

에디터 추천 식당

청초수물회   

강원도 속초에서 유명한 물회 식당의 

분점으로 현지 맛을 그대로 옮겨왔다. 

사골 육수와 전통 장을 배합해  

진한 국물에 싱싱한 해물이 푸짐하게  

든 해전물회가 대표 메뉴. 

 김포시 김포한강4로 211-45

 031-981-7792 

 11:00~22:00 

 월요일 휴무

 해전물회(2인) 4만 원

오라니 장터 만세운동 유적비

고촌면민 독립만세 유적탑

문수산성
Rout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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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요새

G I M P O

문수산성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6-2

 031-980-2965~6 

 gimpo.go.kr/culture

 서울에서. 5호선 송정역

  대중교통. 송정역에서 버스 88번

  콜택시. 김포통합콜택시 1899-3040

 10분 / 30분

2.3km

 3시간

13.4km

문수산성 덕포진 대명포구

문수산성 해발고도 376m로 낮은 산이지만 사

계절 모두 경치가 아름다워 ‘김포의 금

강산’이라 불리던 문수산 자락에 있다. 조선 시대인 1694년 

숙종 20 바다를 통한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 쌓은 산성으로, 

강화도 갑곶진과 더불어 강화해협을 지키던 요새였다. 한

강이 서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자리한 만큼 동쪽으로는 삼

각산, 서쪽으로 인천 앞바다, 북쪽으로 개성 송악산까지 두

루 볼 수 있으니 과연 요충지라 할 만하다. 지금은 산수가 

어우러져 탁 트인 경관을 즐기기 위해 찾는 등산객으로 붐

빈다.

1964년 사적 제139호로 지정된 문수산성은 둘레 약 

1.4km에 21만㎡의 작지 않은 규모다. 병인양요와 한국전

쟁을 거치며 해안 쪽 성벽과 7개의 성문 일부가 유실됐지만 

1990년대부터 꾸준하게 보수 및 복원 공사를 거치며 본래

의 위용을 되찾고 있다. 현재 서문과 북문, 남문이 복원됐으

며 훼손된 성곽과 장대도 대부분 복구됐다. 

문수산산림욕장에서 출발해 성곽을 따라 오르는 등산

로는 가벼운 트레킹 코스로 제격이다. 정상에서는 신라 진

성여왕 때 창건한 문수사를 둘러볼 수 있다. 남문은 평화누

리길 2코스인 한강철책길과 이어져 덕포진까지 걸어갈 수 

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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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평화누리길 2코스 조강철책길 

문수산성 남문부터 애기봉 입구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총 8km 길이

를 걷는 데 약 3시간 20분이 소요된다. 북한과 가장 인접한 코스라 민

간인 통제구역이 많은데, 조강 철책을 따라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걸

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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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포구

병인양요 1866, 신미양요 1871 의 

격전지이자 분단의 철책으로 

둘러싸여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야트막한 포진. ‘손돌목’이라 불리는 

강화해협의 소용돌이치는 물살이 

유명하다. 인근 대명포구와 부래도를 

잇는 둘레길의 중간 지점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쉬어 가기 좋은 

고즈넉한 공간이다.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109

김포시의 유일한 포구로, 강화도와 

맞닿은 김포 끝자락에 자리한다. 

선박이 길게 늘어선 대명항과 이어지는 

해변은 2001년 한국관광공사가 

‘겨울 바다 7선’에 선정한 아름다운 

해변으로, 겨울에 방문하면 정감 

있으면서 낭만 가득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포구 직판장과 어시장에서는 

매일 먼바다로 나가 잡아 온 싱싱한 

제철 해산물과 이를 이용해 만든 

젓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철마다 다양한 자연산 회와 향토 

음식을 맛보기 좋다.

  김포시 대곶면  

 덕포진로103번길 224-4

 031-980-2965

 0 9:30~17:30

 월요일·공휴일 휴무

 gimpo.go.kr/culture

에디터 추천 식당

소반가강릉해변막국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단골집이었던 강릉경포송정해변막국수에서 

전수받은 막국수 맛으로 성업 중인 

강릉해변막국수의 김포 본점.  

 김포시 월곶면 곰바위로17번길 9

 031-984-7836 

 매일 10:00~21:00

 물막국수, 비빔막국수 7,000원

 sobanga.com

덕포진

대명포구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Rout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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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문발로 253   

 031-955-4100

 10:00~18:00(동절기 17:00까지, 하절기 19:00까지) 

 월~화요일 휴관

 어른 5,000원 

 학생·노인·군인·국가유공자·장애인 4,000원  

 미취학 아동 무료

 mimesisart.co.kr

 서울에서.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대중교통. 합정역 홀트아동복지회 정류장에서  

  직행버스 200, 2200번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버스 780번  

  금촌역에서 버스 78번, 운정역에서 버스 87번

  콜택시. 파주시브랜드콜택시 1577-2030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단차 없음

16예술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

P A J U

5분 / 30분

2km

 15분

1km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지혜의 숲 명필름아트센터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출판사 열린책들

의 예술 서적 전

문 브랜드 미메시스가 운영하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

의 아트 뮤지엄. 책을 펼친 형상을 단순하고 우아하게 표현

한 흰색 건물은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루 시자의 작품이다. 

1992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그는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이라고도 불린다. 주변 

환경을 짓누르는 화려한 외관 대신 건축물 내외가 사용자 

관점에서 불편 없이 어우러지도록 배려하는 그의 건축 철

학이 이곳에도 깃들어 있다.  

이곳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을 지향하는 공간답

게 운영하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도 알차다. 특히 미술관 

견학과 관람을 묶은 아트스쿨 프로그램, 건축 놀이, 인문학

당, 아티스트 토크 등 어른을 대상으로 한 예술 강좌는 저렴

한 수강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지만 교육의 질이 매우 높기

로 정평이 나 있다. 

관람이 끝났다면 다시 한번 주변 환경과 뮤지엄의 어울

림을 감상한 뒤 파주출판도시로 향하자. 알고 보면 알바루 

시자뿐 아니라 승효상, 조성룡, 민현식, 세지마 가즈요, 니

시자와 류에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축물이 파

주출판도시에 빼곡하니 유심히 살펴보면 더욱 즐겁다. 

문수산성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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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추천 식당

청산어죽    

대표 메뉴는 자연산 민물 생선을 푹  

고아낸 깊은 맛의 국물이 일품인 어죽,  

작은 민물 생선에 감칠맛 나는 고추장 

양념을 발라 뼈째 즐기는 도리뱅뱅이. 

  파주시 돌곶이길 99

 031-939-8106

 10:30~21:00(쉬는 시간 15:30~16:30)  

 명절 당일 휴무

 청산어죽 8,000원      

 도리뱅뱅이민물새우튀김 1만 원

2014년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에 조성한 

현대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다. 총 3개 관이 

있는데, 1관은 학자, 지식인, 연구소에서 

기증한 인문학 도서를 갖추어 그들의 삶을 

가늠해볼 수 있다. 2관은 출판사 기증 

도서로 꾸며 한국 대표 출판사들의 책을 

마음껏 읽으며 국내 출판 및 출판사의 

역사도 살펴볼 수 있다. 3관은 북스테이를 

표방한 게스트하우스 지지향으로, 차분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공간에서 머물며 독서에 

흠뻑 빠질 수 있다.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031-955-0082

 1·2관 10:00~20:00  

 3관 24시간

 forestofwisdom.or.kr

   파주시 회동길 530-20

 031-930-6600

 상영관 수 1관 186석 

 다목적 공연장 250석

 mf-art.kr

전문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관람 

환경의 극장과 다목적 공연장이 어우러진 

한국 대표 영화 제작사 명필름의 다목적 

아트 센터로, 건축계의 거장 승효상이 

설계한 건물로도 유명하다. 기본적으로 

극장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갖춘 

상영관이 있어 풍성한 음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영화 관련 행사, 예술 공연, 

강의가 자주 열리고 명필름이 제작한 영화 

소품 아카이브도 마련되어 있다. 자세한 

상영 시간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에디터 추천 숙소

갤러리 그안 아트 스테이   

전망 좋은 헤이리에 자리한 복합 시설로  

아트 숍, 전시 공간, 숙소로 구성돼 있다. 

한국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가 열리며  

객실 역시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흰색으로 

깔끔하게 꾸며졌다.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6-60

 010-3085-3570

 입실 15:00 이후, 퇴실 12:00까지

 2인 기준 15만 원

 g-an.co.kr/artstay

지혜의 숲

명필름아트센터

송암스페이스센터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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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185번길 103

 031-894-6000

 화~금요일 11:00~21:00, 토요일 11:00~21:30 

 일~월요일 휴무

 더블 티켓(2인) 5만 원 

 패밀리 티켓(3인) 6만 9,000원

 songamspacecenter.com

 서울에서. 3호선 구파발역, 1호선 가능역

  대중교통. 가능역 또는 구파발역에서 버스 360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17별빛 반짝이는 꿈의 공간

Y A N G J U

14분

9km

 10분

700m

송암스페이스센터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송암스페이스센터 천문대, 영상관, 케이블

카와 숙소, 레스토랑을 

갖춘 테마파크다. 한일철강의 송암 엄춘보 회장이 아이에게

는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을, 어른에게는 고

향 하늘에 반짝이던 별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그리며 사

재 350억 원을 들여 2007년에 개관했다. 이곳은 크게 스페

이스센터와 계명산 꼭대기의 천문대로 나뉜다. 스페이스센

터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천문대에서는 

망원경을 이용해 직접 하늘을 관측할 수 있다. 

스페이스센터에 자리한 아시아 유일의 챌린저 러닝 센

터는 미국 30개 기관과 미 항공우주국 출신 전문가들이 만

들어 수준 높은 시뮬레이션을 구현했다. 디지털 플라네타

리움은 돔형 상영관으로, 실내의 반구형 스크린에서 밤하

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송암스페이스센터의 또 다른 자랑인 케이블카를 타고 

계명산 형제봉 정상에 올라가면 관측실과 전망대, 카페를 

갖춘 천문대에 도착한다. 가족끼리 오붓한 추억을 만들기에

도,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 높은 양주시의 명소다. 

연말연시 해돋이 행사, 계절 별자리 관측 등 참여형 프로그

램도 다양하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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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추천 식당

송추가마골 송추 본관    

1981년에 개업해 기업으로 성장한 

갈비 맛집 송추가마골의 본점이다. 

송추가마골은 문화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100대 한식당에 꼽히기도 했다. 갈비탕, 

육회비빔밥 등 식사 메뉴도 다양하다.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525

 031-826-3311

 평일 10:00~22:00 

 주말·공휴일 09:00~22:00

  가마골갈비(380g) 3만 6,000원 

 왕갈비탕 1만 5,000원

한국 근현대기의 거장 장욱진을 

기리는 미술관으로 장욱진의 작품 

362점을 소장하고 있다. 신진 

및 중견 작가들의 창작 산실로도 

잘 알려졌다. 독특한 미술관 건물은 

2014 김수근 건축상 수상 등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야외 

조각과 개명산 자락의 절경이 건물과 

어우러져 예술적 정취를 자아낸다.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3 

 031-8082-4245

 10:00~18:00 

 월요일 휴무

 어른 5,000원 

 어린이 1,000원

 changucchin. 

 yangju.go.kr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72

 031-871-2796

 09:00~18:00

 huyang.go.kr/   

 comforestmain. 

 action

아세안 10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테마로 2015년 개장한 휴양림. 아세안 

국가들의 전통 의상, 놀이, 음식을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서 체험할 수 

있다. 각국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은 

숙소는 1인실부터 12인실까지 규모가 

다양하다. 각 객실의 요금은 홈페이지에서 

시설 상세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벽초지문화수목원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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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푸른 수목과 연못이 어우러진 곳

P A J U

벽초지문화수목원 마장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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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242

 031-957-2004

 3~10월 09:00~일몰, 11~2월 13:00~22:00

 어른 9,000원 

 유아·경로·국가유공자·장애인 6,000원  

 36개월 미만 무료

 bcj.co.kr

 서울에서. 경의·중앙선 월롱역 또는 금촌역

  대중교통. 구파발역에서 버스 31, 33, 703번 

  금촌역에서 버스 67번, 광탄면사무소에서 버스 15번 

  서울역에서 버스 9709번, 불광역에서 버스 774번

  콜택시. 파주브랜드콜택시 1577-2030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3분 / 15분

1.4km

 16분 / 40분

10km

벽초지문화수목원 기산미술관 마장호수 흔들다리 

벽초지문화수목원 동양식 정원과 서양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 약 12만㎡의 넓은 부지에 

1,4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벽초지’는 푸른 수목

과 연못이 어우러진 터란 뜻이다.

수목원 중심에 자리한 9,900m
2의 연못 벽초지는 수

양버들과 연꽃, 단풍으로 화려하면서도 한국적 미의 품격

이 돋보이도록 설계했다. 이어지는 조각공원, 잔디공원, 장

미공원 등은 서양 테마에 충실하게 꾸며 이국적인 풍광을 

보여준다. 덕분에 TV 드라마와 CF, 영화 그리고 웨딩 사진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 

나오는 장수주목터널, 화가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을 꼭 

닮은 무심교와 무늬원의 연리지는 벽초지문화수목원의 백

미로 꼽힌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계절에 맞는 튤립, 국화 등의 꽃 축

제가 열리고 동절기 11-2월 에는 일몰 후 빛 축제가 열린다. 

‘BCJ Place’ 건물에는 아트 갤러리와 카페,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송암스페이스센터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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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추천 카페

오랑주리카페   

“여기가 카페야, 식물원이야?”  

넓은 통유리로 된 카페 내부에 들어서면  

당신도 이런 자문을 할 것이다.  

인공 호수까지 갖춘 카페 내부는  

한겨울에도 푸르름이 가득하다. 경치를 

감상하기 좋은 테라스 좌석도 인기다.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23-19

 070-7755-0615

 11:00~21:00

 아메리카노 8,000원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65

 031-940-4720

 흔들다리 09:00~18:00  

 호수 둘레길 상시 개방

 majanghosu.com

풍광이 좋은 조소 전문 미술관.  

연 1회 조소와 회화 기획전을 

개최하고 조소와 유화 작품을 상설 

전시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조각, 핸드페인팅,  

점토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미리 홈페이지나 

전화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편리하다. 

2017년에 개장한 길이 220m,  

폭 1.5m의 보도용 현수교. 개장 

6개월 만에 관광객 200만 명을 

돌파한 마장호수의 랜드마크로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15m 높이의 전망대와 조망 데크, 

3.3km 길이의 호수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어 고요한 호수의 운치를 

즐기기에 좋다. 입장료와 주차비가 

없고 애완동물 동반 입장도 가능하다.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186번길 59

 031-943-8232

 10:00~17:00, 월요일 휴무

 어른 4,000원  

 청소년·군인 3,500원  

 어린이 3,000원 

 장애인 무료  

 카페 이용 시 무료

 기산미술관.com

기산미술관

마장호수 흔들다리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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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

 031-953-4744 

 연중무휴

 서울에서. 경의·중앙선 문산역

  대중교통. 문산역 또는 문산터미널에서 버스 58번

  콜택시. 파주브랜드콜택시 1577-2030, 파주콜 031-815-5570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단차 없음, 시각·청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9분

7km

 6분

3km

 12분

8km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화석정 율곡수목원 리비교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임진각국민관광

지는 분단의 아픔

을 되새기며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 관광지로 1972년에 조

성했다. 임진각을 비롯해 임진강 철교, 자유의 다리, 실향민

들이 북쪽의 가족에게 배례하는 장소인 망배단, 평화의 종 

등 상징적인 장소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수백만 명에 이른

다. 분단의 아픔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을 둘러

본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기에는 아무래도 평화누

리공원에서의 휴식이 제격이다.

평화누리공원은 야외 공연장을 너른 잔디밭이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건축가 민현식이 설계한 공연장과 

카페 건물은 녹슨 철조망을 연상시키는 강판을 외장재로 

사용해 분단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가슴에 와닿게 했다. 잔

디밭에는 이경림의 <솟대 집>, 최평곤의 <통일 부르기>, 김

언경의 <바람의 언덕> 등 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드넓은 잔디밭에 색색의 바람개비가 일제히 회전하도

록 설치한 <바람의 언덕>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

누리공원의 상징이 되었다.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평화로운 

휴식을 만끽해보자.

벽초지문화수목원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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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나루 벼랑 위에 조선 시대 양식으로 

지은 팔작지붕 정자. 조선 중기의 

대학자 율곡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파주에서 말년을 보내며 화석정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화재와 전쟁으로 

유실과 복원을 거쳤지만 560년 된 

느티나무만은 묵묵히 그 자리에 있다.  

강 건너로 임진강 변 풍경이 보인다.

율곡수목원

2013년에 조성을 시작해 2019년 

준공 예정이나 2016년부터 정돈된 

구역을 임시 개방하고 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목원을 감싸고 있는 

5km의 둘레길과 사계정원, 침엽수원, 

암석원, 사임당숲 등 전시원을 관람할 

수 있다. 

한국전쟁 중 건설해 민통선 북쪽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의 이동로  

역할을 했던 군용 도로로, 2016년 

안전 문제로 폐쇄됐다. 37번 국도를 

따라 임진강 상류로 이동하는  

길에 리비교의 전경을 볼 수 있다. 

현재 파주시가 근대문화유산 등재와 

관광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진동로 

 (37번 국도 리비 사거리   

 임진강 방향)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95-7

 031-952-0624 

 동절기(12~2월) 휴원

  파주시 파평면 화석정로  

 152-72

 031-952-9233

 09:00~17:00 

 월요일 휴무

에디터 추천 식당

<수요미식회> 유시민  

추천 맛집

민바리매운탕  

직접 담근 고추장을 사용해  

텁텁하지 않고, 민물 특유의 비린내 대신 

구수한 맛이 나는 민물 매운탕이  

전문이다. 토종 옻닭과 참게장도 별미.

  파주시 쌀뚜기길 44-42

 031-949-8266 

 11:00~22:00, 명절 휴무

 메기매운탕(소) 3만 원 

 토종 옻닭 5만 원

화석정

리비교

양키시장
Rout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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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생연동 660-49

 031-862-8503

 09:00~21:00

 서울에서. 1호선 동두천중앙역

  대중교통. 동두천중앙역에서 도보 이동

  콜택시. 이담콜 031-864-0004

20리틀 아메리카

D O N G D U C H E O N

 10분

600m

 13분

900m

 10분

700m

양키시장 동광극장 상패수변공원 캠프보산 그라피티 아트 거리

양키시장 
동두천중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

는 애신시장은 ‘양키시장’이란 별칭으

로 더 유명하다. 동두천의 지역 경제가 미군 2사단을 중심

으로 활성화됐던 1960년대, 미군 부대의 보급품과 수입품

을 주로 판매하는 상점과 유흥업소가 양키시장에 밀집하면

서 긴 호황을 누렸다. 지금은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이 확대

되고 주한 미군 수가 급감하면서 거창한 환락가 대신 소박

한 상점들이 남아 명맥을 잇고 있다. 

양키시장에 들어서면 군용품과 수입품이 길을 따라 늘

어선 독특한 광경이 방문객을 반긴다. 바비큐 그릴, 공구함

처럼 덩치 큰 집기류부터 의류, 가방, 소품과 주류까지 취급

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이들과 야외 활동을 즐기는 캠

핑족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오래된 시장인 만큼 근처에서 역사가 깊은 맛집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식사를 한 뒤에는 방금 먹은 음식의 재료

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이 지역 명물 부대찌개의 재

료인 ‘부대 고기’ , 즉 미국제 소시지와 햄, 베이컨 등 가공육

류와 각종 통조림, 소스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수입 상점

이 동두천 구도심에서 활발히 영업 중이다. 

동두천시에서는 2019년까지 생연동 자유상가부터 동

광극장에 이르는 1km 구간의 골목을 실버 세대 특화 거리

인 ‘두드림 5060 청춘로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름 그대

로 1950~1960년대를 연상케 하는 이 거리가 완성되면 시

장은 더욱 활기차게 변할 것이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Route

19

에디터 추천 식당

<백종원의 3대 천왕> 

추천 맛집

텍사스바베큐   

숯불 향이 가득한 부드러운 닭고기,  

12가지 재료로 만든 새콤달콤한  

소스에 1968년 개업한 식당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 

   동두천시 중앙로 366

 031-861-3634

 12:00~22:00 

 일요일 휴무

 치킨 바비큐(한 마리) 1만 9,000원    

 생목살스테이크(250g) 1만 3,000원

  동두천시 평화로 2539

 동두천시청 전략사업과 

 031-860-2275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200여 석 규모의 

극장으로 1959년에 개관했다. 극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사기와 소파, 예스러운 

간판과 손수 적은 상영 시간표는 옛 모습 

그대로지만, 관람객들이 손쉽게 예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갖췄다. 

동두천시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 리모델링 

후 추억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동광로 33

 031-867-3030

 좌석 수 286석

 dgt.movieplus.or.kr

미군을 상대하던 클럽과 옷 가게, 

최근 들어선 식당과 공방이 살림집과 

공존하는 벽화 마을로, 유흥가의 

흔적이 남아 있다. 1997년 외국인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보다 

청결하고 안전해졌다. 이국적인 

간판과 화려한 벽화 사이로 자리 잡은 

40여 개의 수공예 공방도 볼거리다.

미군 2사단 산하 21개 캠프 중 

동두천에서 처음으로 반환된 

캠프 님블 터에 조성한 휴식 공간. 

공원을 둘러싼 ‘기억의 벽’에는 

동두천시의 아픈 역사와 함께 과거 

경관을 보여주는 사진이 새겨져 

있다. 건너편의 보산역과 그 일대의 

야트막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좋다.

 동두천시 상패동

 031-860-3180

동광극장

캠프보산 그라피티 아트 거리상패수변공원

연천전곡리유적
Rout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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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당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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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전곡리유적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

 031-832-2570

 3~10월 10:00~19:00  

 11~2월 10:00~18:00, 월요일 휴무

 어른 4,000원, 초등학생·청소년·군인 2,000원  

 7세 이하·노인·장애인 무료, 경기도민 할인

 전곡선사박물관 jgpm.ggcf.kr

 서울에서. 경원선 전곡역, 1호선 동두천역 또는 소요산역

  대중교통. 전곡역에서 도보 이동 

  동두천역 또는 소요산역에서 버스 39, 53번

  콜택시. 연천콜택시 031-834-1177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유모차 대여, 수유실

연천전곡리유적 한탄강관광지 새둥지마을 연천 당포성

10분

700m

 10분

6km

25분

15km

1977년 봄, 동두천 주둔 미

군인 상병 그레그 보웬은 

한탄강에서 여자 친구와 데이트 중이었다. 본국에서 고고학

도였던 보웬이 그날 한탄강 변에서 발견한 석기가 전곡리 선

사 유물 발굴의 시작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고고학계가 흥분에 빠졌다. 전곡리에서 동아시아 최초

로 발견된 아슐리안형 석기는 기존 구석기 문화에 대한 가

설을 완전히 뒤엎는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1979년 사적 제268호로 지정된 연천전곡리유적에서는 

이후 30여 년 동안 17회 이상의 발굴 조사로 다양한 유물이 

발굴됐다. 지금은 약 35만 평 대지에 대규모 선사유적공원이 

조성돼 있다. 다양한 선사시대 조형물로 꾸며진 공원 내 탐방

로는 전곡선사박물관과 선사체험마을로 이어진다. 박물관에

서는 매시 3D 교육 영상을 상영하고, 체험마을에서는 연천

의 자연 속에서 장신구를 만들고 바비큐를 구우며 역사를 체

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매년 봄이면 공원에서 연천구석기축제도 열린다. 독일, 

스페인, 인도 등 세계의 선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져 

원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다. 구석기 동굴 벽화 그리기, 

선사시대 악기와 사냥 무기 알아보기, 비누로 석기 만들기, 

활쏘기 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남녀노소 누구나 특

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양키시장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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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추천 식당

구석기숯불장군   

국산 와규와 푸짐하고 질 좋은  

수입육까지 취급하는  

숯불 고기 식당. 깔끔한 밑반찬과  

선도 좋은 고기로 연천에서  

입소문 난 곳이다.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533-33

 031-832-9290

 11:00~22:00

 와규 등심(250g) 2만 5,000원 

 갈빗살(250g) 1만 5,000원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

 031-839-2144 

한탄강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주상절리와 폭포가 발달한 특별한 

여행지다. 이 한탄강을 배경으로 조성된 

한탄강관광지는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한탄교와 사랑교 사이의 강변 1.5km에 

걸쳐 펼쳐져 있다. 오토캠핑장 등 야영 

시설과 물놀이장, 축구장, 어린이교통랜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끈다.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031-833-0030

 09:30~17:30  

 월요일·공휴일 휴무

 hantan.co.kr

임진강의 자연 절벽을 이용해 쌓은  

삼각형 형태의 석성이다. 사적 

제468호로 경기 북부 고구려 유적 

중 한 곳이다. 성벽 붕괴를 막기 위해 

심은 잔디가 운치를 더하고,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평화롭다. 

평화누리길 11코스에 포함돼 가벼운 

트레킹도 가능하다.

불과 20여 년 전 민통선에서 해제된  

청정 지역으로 농협이 후원하는  

전국 유일의 식교육장을 갖춘 농촌 

체험 마을이다.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자재를 판매하고  

계절별로 김장, 땅콩 수확, 장 담그기, 

깻잎김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천군 백학면  

 노아로491번길 86

 031-835-7345

 gumiri.com

에디터 추천 숙소

한탄강오토캠핑장  

오토캠핑과 캐빈하우스,  

캐러밴 캠핑 모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깔끔한 샤워장,  

어린이 놀이터, 전동 자전거 대여,  

배터리 충전소 등 세심한 서비스로  

캠핑족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 사전 예약 필수.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031-833-0030

 hantan.co.kr

한탄강관광지

새둥지마을 연천 당포성

태풍전망대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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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전곡리유적 새둥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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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중면 횡산리 산109

 031-834-7287

 09:00~16:00(신분증 지참 필수), 화요일 휴무

 연천군청 문화관광과 tour.yeoncheon.go.kr

 서울에서. 경원선 전곡역 또는 전곡시외버스터미널

  콜택시. 연천콜택시 031-834-1177

22대한민국 최전방 전망대

Y E O N C H E O N

태풍전망대 임진강평화습지원 연천로하스파크 나룻배마을

5분

2.4km

13분

8.5km

11분

7.4km

태풍전망대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이자 

가장 가까이에서 북한을 느낄 수 

있는 곳, 태풍전망대다. 서울에서 약 65km, 평양에서 약 

140km 떨어진 비끼산 수리봉에 위치해 있다. 맑은 날에

는 임진강과 더불어 북한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고, 망원

경 없이도 밭일하는 북한 주민이 보이기도 한다. 가시거리

가 좋은 날에는 개성까지 내다보인다. 아름다운 풍경이 눈

앞에 드넓게 펼쳐지지만 닿을 수 없는 곳이기에 아쉬움도 

크다. 눈에만 담아야 하는 것 역시 못내 아쉽겠지만 북쪽을 

향해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유념하자.

태풍부대에서 1991년 이 전망대를 건립했다. 당시만 해

도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2km 지점에 위치했다. 이후 철

책선이 점점 밀려나 현재는 휴전선까지 800m, 북한 초소

까지 1,600m 거리에 있어 가장 가까이 북한을 느낄 수 있

는 곳이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북녘 땅

에 대한 아쉬움을 느낀다. 실향민을 위로하는 망향비와 한

국전쟁 전적비, 6·25 참전 소년전차병기념비 등이 있다. 

별도로 마련된 전시관에는 이곳에서 약 2km 떨어진 임진

강 최상류에 위치한 필승교에서 수습한 북한의 생활용품을 

살필 수 있다.

태풍전망대를 방문하는 개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신분

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25인 이상 단체 관람을 원할 때

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천전곡리유적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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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왕징면 북삼로 98

 031-833-5005 

 일출~일몰

태풍전망대 초입 임진강 변에 자리한 

습지원이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 청정 자연이 보존돼 

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곳 

주변으로 여러 겨울 철새가 찾아든다. 

천연기념물 두루미부터 고라니와 

노루 등 야생동물도 종종 볼 수 있다.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852

 연천군청 문화관광과  

 031-839-2061

 09:00~16:00 

 (신분증 지참 필수)       

 화요일·설날·추석 휴무

140여 농가가 쌀, 인삼, 잡곡, 채소 

등을 영농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임진강 최상류에 접해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생태 학습장이기도 하다. 나룻배 

타기, 고구마 캐기, 가마솥 밥 짓기 

등 계절별로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전통 한옥 숙박 시설을 갖춘, 

고즈넉하고 고요한 매력을 뽐내는 

연천의 대표 명소 중 하나다. 된장, 

고추장 등 장류 가공 공장도 있다. 

봄에는 들판에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이의 발길을 붙든다. 줄지어 

늘어선 장독대와 아름다운 한옥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 또한 정겹다.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1259-3

 031-839-2061

 일출~일몰

임진강평화습지원

나룻배마을연천로하스파크

에디터 추천 카페

코밀카페   

옥수수, 고구마, 팥, 쑥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코리안 밀크티’를  

맛볼 수 있다. 설탕 대신  

아카시아 벌꿀 등으로 단맛을 내  

건강까지 신경 썼다. 밀크티  

외에도 농산물을 활용한 차와 기본  

커피 메뉴, 생과일 스무디 등을  

즐길 수 있다.  

 연천군 미산면 청정로1707번길 2

 031-833-0527

 10:00~22:00, 일요일 휴무

 코밀(코리안 밀크티) 5,500원

재인폭포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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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폭포의 슬픈 전설

옛날 이곳 인근 마을에 금실 좋은 광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에게 흑심을 품은 원님이  

남편 재인에게 폭포에서 줄을 타라는 명을 내리고, 

그 줄을 끊어버렸다. 줄을 타던 재인이 폭포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되자 아내는 원님의 코를 

물어버리고 자결하였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코문리’라 부르게 되었고, 현재의 

고문리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진다.

문헌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전설과는  

또 다르다.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던 재인이 마을 

사람들과 내기를 하여 호기롭게 줄을 타다가  

사람들이 줄을 끊어버려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다. 

그 후로 이 폭포를 ‘재인폭포’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임진강 

함경남도 덕원군 두류산에서 시작해 남

서 방향으로 254km를 흘러 파주시 탄

현면에서 한강과 합류한다. 마치 병풍을 

두른 듯 아름다운 수직의 주상절리가 수 

킬로미터에 걸쳐 발달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을이면 주상절리의 절벽이 담쟁

이 넝쿨과 돌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적벽’

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동막골유원지

드넓은 계곡에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

고 그 주변으로 기암괴석과 숲이 어우러

져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곳

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 계곡 유원지

는 대부분 지역의 수심이 낮아 어린이가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여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피서지로 주목

받는다. 

고대산

고대산에는 해발 832m의 등산로가 형

성돼 있다. 최북단인 연천군 신서면 신탄

리와 강원도 철원군 사이에 있는 고대산 

정상에서는 철원평야와 북녘 땅을 한눈

에 볼 수 있다. 또한 신탄리역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 접근성

이 좋다. 전망이 수려하고 코스별 볼거리

가 다양해 많은 등산객이 즐겨 찾는다.

재인폭포

보개산과 한탄강이 어우러지는 주변의 빼

어난 경관과 맑은 물로 사시사철 관광객

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연천 7경

에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 아래로 푸

른 물줄기가 쏟아지는 모습이 마치 그림

처럼 느껴진다. 재인폭포 주변에는 천연

기념물인 어름치와 멸종 위기 종인 분홍

장구채 등이 서식할 만큼 맑은 수질을 자

랑한다.

열두개울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서 포천시 신북

면 덕둔리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한다. 

계곡과 절벽이 맞닿은 풍경이 일품이다. 

선녀바위, 무장소, 보안소, 만장바위, 평

바위, 도라소, 돌묵소, 봉바위, 쌍무소, 

용수골소 등으로 이름 붙은 명소가 10리

에 걸쳐 펼쳐진다. 

백학저수지

휴전선 인접 지역에 자리한 저수지로 

1989년까지는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다가 

1990년 이후 개방된 곳이다. 드넓은 백학

저수지는 빼어난 풍경을 자랑할 뿐만 아

니라 풍부한 어종의 서식지로도 이름난 

곳이다. 카약을 타고 저수지를 누비며 루

어 낚시를 즐길 수 있어 최근 더욱 각광받

고 있다. 겨울에는 빙어 낚시 축제가 펼쳐

진다. 

한탄강관광지

맑고 푸른 한탄강이 휘감아 도는 곳에 자

리 잡은 관광지다. 깨끗한 물과 모래, 미

루나무 숲이 멋진 경관을 만들어낸다. 래

프팅을 즐기기에도 좋다. 관광지 안에는 

캠핑 시설과 산책로는 물론 물놀이장, 어

린이캐릭터공원 등이 있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양손 무겁게 캠핑 

준비를 하지 않아도 이곳에 갖춰진 시설

을 이용해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연천 자연 7경

연천군이 자랑하는 수려한 자연경관 일곱 군데를 따라 연천을 여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양주시

임진강

고대산

재인폭포

열두개울백학저수지

한탄강관광지

동막골유원지

임진강

참고. 연천군 문화관광, 두산백과 등

23한탄강이 빚은 절경

Y E O N C H E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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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1호선 소요산역, 경원선 신탄리역  

  대중교통. 전곡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56, 56-1번 

  경원선 신탄리역에서 연천시티투어버스

  콜택시. 연천콜택시 031-834-1177

재인폭포 한탄강댐물문화관 통현리 고인돌공원

10분

3.6km

12분

6.5km

재인폭포 연천을 굽이쳐 흐르는 한탄강은 우리

나라 어느 강보다도 수려한 풍광으로 

이름나 있다. 곳곳에서 한 폭의 산수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

는데, 이는 약 27만 년 전에 분출된 용암이 식으며 생긴 독

특한 지형 덕분이다. 

수직 절벽과 협곡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한탄강 서쪽 

깊숙이 자리 잡은 재인폭포는 남다른 위용을 자랑한다. 연

천 자연 7경 p.85 참고 중에서도 으뜸가는 경관으로 꼽힌다. 본

래 평지였던 곳이 갑자기 움푹 내려앉으며 지장봉에서 흘러

내리던 계곡물이 폭포를 이루게 된 것이다. 높이 약 18m에

서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 아래로 떨어지며 하얗게 부서지

는 물줄기와 그 아래 옥빛 물웅덩이가 어우러진 모습은 한 

번 보고 나면 쉬이 잊히지 않는 절경이다. 제주도 천지연폭

포에 비견되기도 한다. 멋진 절경에는 전설 p.84 참고 이 서리기 

마련이다. 재인폭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마저 이 폭포에 

신비로움을 더한다.

재인폭포로 가는 길에는 전망대가 있다. 투명한 유리 

바닥 위에서 발아래 펼쳐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

워크 전망대다. 27m 높이의 전망대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

가면 Y자 형태의 협곡이 이어진다. 계단을 내려서면서부터 

폭포가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장관에 시선을 빼앗겨 발

을 헛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산21

 031-834-7287

 09:00~16:00(신분증 지참 필수), 화요일 휴무

 연천군청 문화관광과 tour.yeoncheon.go.kr

태풍전망대
Route

22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전시관에서 한탄강의 유래와  

생성 과정을 전시와 놀이, 체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전시관 

맞은편에는 연천군 홍보관이 있다. 

연천 주민과 예술가들이 기증한 

전시물을 통해 연천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898-1

 1577-0600

 10:00~17:00  

 월요일 휴무

 kwater.or.kr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197-5

 031-357-3951

 상시

연천 곳곳에 흩어져 있던 고인돌을 

한데 모아 2004년 현재 위치에 

고인돌공원을 조성했다. 공원이 

자리한 연천읍 통현리 일대는 연천 

지역에서도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다. 넓은 잔디 

마당에 전시된 총 16기의 고인돌에는 

각각의 출처와 설명이 적혀 있어 

연천군의 지질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탄강댐물문화관

통현리 고인돌공원

에디터 추천 식당

망향비빔국수 본점   

입소문이 자자한 망향비빔국수  

본점이 연천에 있다.  

1968년에 영업을 시작해 현재까지도  

그 맛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깔끔한 매운맛에 상큼 달콤함이  

조화를 이룬 양념장과 탱글한 식감의  

면이 만난 비빔국수가 추천 메뉴다.  

  연천군 청산면 궁평로 5

 031-835-3575

 10:00~20:30

  비빔국수 6,000원

에디터 추천 숙소

연천재인폭포오토캠핑장  

한탄강댐을 배경으로 4만 평  

대지에 조성한 캠핑장이다. 캐러밴,  

카바나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이  

마련돼 있다. 카트 레이싱, 수영장,  

트램펄린, 농구장, 댐 둘레길 등  

즐길 거리가 다채로워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에 좋다.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508번길 140

 031-834-7271

 www.연천재인폭포오토캠핑장.com

화적연
Route

24



88 89

24협곡의 비경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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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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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115

 031-538-3025

 상시

 한탄강 지질공원 hantangeopark.kr

 서울에서.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대중교통.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3002번 승차 후  

  운천터미널에서 버스 5-1번 환승  

  콜택시. 포천콜 031-535-5088

화적연 한탄강 멍우리협곡 비둘기낭폭포     교동가마소

25분

15km

12분

6.8km

14분

7.2km

화적연 예부터 화강암 바위가 마치 볏단을 쌓아놓

은 모습 같다고 하여 이름 붙은 화적연. 한

탄강이 휘돌아 흐르는 곳에 형성된 호수와 그 수면 위로 우

뚝 솟아 있는 화강암 바위가 범상치 않은 풍경을 만들어내

는 곳이다.

사실적인 표현 기법으로 새로운 화법의 시대를 연 진경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도 이 비경이 반해 금강산 유람길

에 들러 화적연을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 현재 간송미술관

에 소장된 <해악전신첩>에서 화적연을 볼 수 있다.

화적연의 멋진 화강암 바위 비경은 한탄강이 곡류하는 

가운데 물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바위를 깎으며 생겨난 것이

다. 여러 지질 활동의 영향으로 주변에는 다양한 암석이 분

포한다. 현무암층을 비롯해 주상절리, 화강암 암반, 상류에

서 흘러와 퇴적된 자갈과 모래 등 다양한 지형적 요소를 한

꺼번에 볼 수 있다.

또한 화적연은 영험한 기운 덕분에 조선 시대에 가뭄

이 들면 국가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

기에 따르면 옛날 한 농부가 3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극심한 

흉년이 들자 이 호숫가에 앉아 “이 많은 물을 두고도 곡식을 

말려 죽여야 하느냐? 용이 3년을 내리 잠만 자는가 보다”라

며 원망했다. 그러자 이내 물이 뒤집히며 용 한 마리가 나와 

하늘로 올라갔고, 그날부터 비가 내려 풍년이 들었다. 이후 

가뭄이 들면 화적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는 

이를 기념하며 기우제 재현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재인폭포
Route

23

에디터 추천 식당

김근자할머니집   

포천 이동갈비의 원조 집이다.  

천연 과일로 담근 발효 효소와 한약재가 

들어간 특제 양념장으로 맛을 낸  

갈비는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인기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갈비에 직접 담근 시원한  

동치미를 곁들이면 맛이 배가된다.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099

 031-531-2157

 10:00~22:00

  양념갈비 1인분(400g) 3만 원 

 생갈비 1인분(300g) 3만 3,000원

 김근자할머니집.net

 포천시 관인면 중리  

 290

 031-538-3025 

 상시

 한탄강 지질공원  

 hantangeopark.kr

현무암 협곡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한국의 그랜드캐니언’이라고도  

불린다. 술을 먹고 가서 넘어지면 멍이 

든다고 해 ‘멍우리’라 불렸다는  

설이 있다. 한탄강에 흐른 용암의 

형성 과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다. 협곡의 양쪽 기슭이 완경사와 

급경사로 다른 것이 특징이다.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783-17

 031-538-3025

 상시

 한탄강 지질공원  

 hantangeopark.kr

한탄강의 지천인 건지천을 따라 

역류한 용암이 식어 굳은 곳이다. 

이곳의 용암 가스 튜브는 용암이 식을 

때 용암 내 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간 

흔적이다. 궁예가 옥가마를 타고 

와 목욕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천연기념물 제537호로 현무암 

침식 협곡이다. 주변 지형이 비둘기 

둥지처럼 움푹 들어간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어 ‘비둘기낭’이란 이름이 

붙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의 대피 시설과 군인 휴양지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10-3

 031-538-3025

 09:00~18:00

 한탄강 지질공원  

 hantangeopark.kr

한탄강 멍우리협곡

교동가마소비둘기낭폭포

평강랜드
Rout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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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마음이 넉넉해지는 풍경

P O C H E O N

평강랜드

 서울에서. 운천시외버스터미널

  대중교통. 운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10-1번

 

평강랜드 산정호수

9분

3.5km

1시간

3.2km

6분 / 1시간

3.5km

산정호수 둘레길 명성산

평강랜드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싶다

면 평강랜드로 향하자. 한국 자생식물

을 비롯한 전 세계 식물 7,000여 종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다. 특히 동양 최대 규모의 고산식물 전시장인 암석원에는 

백두산과 한라산 등 국내 산을 비롯해 히말라야산맥, 알프

스산맥, 로키산맥 등 전 세계의 고산식물과 바위에 붙어 사

는 다육식물 등 1,000여 종이 전시돼 있다. 대한민국 최북

단에 위치한 기후적 특성과 특수 기술을 활용해 이뤄낸 결

과다.

이 밖에도 자연 생태를 복원한 습지원, 40여 개의 연못

과 화려한 꽃으로 단장한 수련원, 사시사철 푸르른 잔디광

장, 다양한 야생화가 피어 있는 들꽃동산 등 12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평강랜드가 최근 더 주목받게 된 이유는 바로 하늘거리

는 핑크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핑크뮬리밭 덕분이다. 핑

크뮬리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인 9-11월 방문한다면 아름다

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다.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인 <런닝맨> 촬영지로 소개되기도 했다.

겨울에는 눈싸움과 눈썰매 등을 즐길 수 있고, 고요한 

겨울밤이 찾아오면 정원을 화려하게 밝히는 오색 불빛이 빛

의 향연을 펼친다.

맑은 햇살과 청아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를 가

슴 깊이 느낄 수 있는 평강랜드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아보

는 건 어떨까.

 포천시 영북면 우물목길 171-18

 031-532-1779

 09:00~17:00(입장 마감 16:00)

 어른 7,000원, 어린이 5,000원

 peacelandkorea.com

포천아트밸리
Rout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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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산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411번길 89 

 031-532-6135

 상시

 sjlake.co.kr

에디터 추천 카페

가비가배   

단정한 한옥 건물에 들어선 전망 좋은 

카페다. 정원에 앉아 있노라면  

명성산과 산정호수의 그림 같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카페 곳곳에 작품도 

전시돼 있다. 산정호수 둘레길에 있으니 

여유로이 걷다 들러서 목을 축이기에 

안성맞춤이다.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849-130

 031-535-3460

 평일 10:00~18:00      

 주말·공휴일 10:00~19:00

  아메리카노 5,000원

  포천시 영북면  

 명성산

 포천시청 산림녹지과  

 031-538-3342 

 상시

명성산을 병풍처럼 두른 채 좌우에 

망봉산과 망우봉이 자리 잡고 있어 

마치 산속의 커다란 우물 같다.  

놀잇배를 타고 맑은 호수가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을 둘러보기에 좋다. 

겨울이면 썰매와 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한다. 

산정호수 둘레길을 걷다가  

빠져나오면 명성산 등산로로 

올라가는 입구가 나온다. 명성산은 

억새꽃 군락지로 이름난 산이다.  

매년 10월경에는 흐드러지게  

핀 억새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억새축제가 열린다.

호수 주변을 따라 나 있는 약 3.2km 

길이의 산책로다. 여유롭게 걸으며 

산정호수와 호수를 둘러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수변 데크와 숲길로 

이루어진 둘레길은 잰걸음으로 35분,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걷더라도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402

 031-532-6135

 상시

 sjlake.co.kr

산정호수

명성산산정호수 둘레길

포천아트밸리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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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예술 공간으로 변신한 채석장

P O C H E O N

포천아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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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031-538-3485

 3~10월 09:00~22:00(입장 마감 20:00) 

 11~2월 09:00~21:00(입장 마감 19:00)

 어른 5,000원

 artvalley.pocheon.go.kr

 서울에서. 1호선 의정부역

  대중교통. 의정부역에서 버스 138, 138-5, 138-6, 138-7번  

  승차 후 신북면사무소에서 버스 73번 환승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단차 없음, 휠체어 대여, 유모차 대여, 수유실

포천아트밸리 어메이징파크 허브아일랜드 소요산국민관광지

 37분

20.2km

 22분

13.2km

9분

6.9km

포천아트밸리 그림 같은 에메랄드빛 호수, 병

풍처럼 둘러진 화강암 절벽이 

함께하는 자연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포천시에서는 버려져 있던 신북면 기지리의 폐채석

장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자연과 예

술, 사람이 하나 되는 이곳은 이제 연간 40만 명이 찾는 

명소다. 

인기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보보경심 려> <화유

기> 등에 등장하기도 한 천주호가 포천아트밸리의 대표 명

소다. 화강암을 채석하며 판 웅덩이에 샘물과 유수가 유입

되어 생겨났다. 가재와 도룡뇽이 서식할 정도로 1급수 수질

을 자랑하는 깨끗한 옥빛 호수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도 마음이 맑아진다. 이 밖에도 포천에서 생산되는 화강암

을 소재로 한 돌조각공원, 하늘정원 전망대, 신비로운 화강

암 직벽을 무대로 활용한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공연, 

모노레일과 전망 카페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2014년에는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을 감상할 수 있

는 천문과학관을 열었다. 아이들에게는 진귀한 체험 교육의 

장소이며 연인들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다.

평강랜드
Route

25

에디터 추천 카페

카페동화   

구석구석 주인장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인테리어는 이름 그대로  

동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루프톱 테라스도 있다. 한잔의 

커피와 함께 석양을 감상하는 낭만을 

누려보자. 

  동두천시 평화로2910번길 145

 010-7447-8304

 아메리카노 4,000원 

 조각 케이크 5,000원  

 동두천시  

 평화로2910번길 145

 포천시청 공원녹지과  

 031-860-2416~8 

 상시

 1,000원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과학 놀이터다. 자연 속에 여러  

시설을 마련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다. 

  포천시 신북면 탑신로 860 

 031-532-1881

 10:00~18:00(입장 마감 16:00) 

 월~화요일 휴무

 어메이징 패키지  

 어른 1만 3,000원  

 어린이 1만 원

 amazingpark.co.kr

소요산은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다워 

‘경기의 소금강’이라고도 불린다. 

가을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무렵 

특히 그 진가를 발휘해 많은 사람이 

찾는다. 소요산국민관광지 입구 쪽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비롯해 건강 

오행로, 천년 고찰 자재암, 원효폭포 

등의 관광 명소가 있다.

일 년 내내 허브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10만 평 부지에 허브를 

테마로 한 각종 체험장과 국내 최대 

규모의 허브 박물관, 야외 정원, 허브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마련돼 있다. 

겨울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정원을 

수놓는 불빛동화축제가 펼쳐진다.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35

 031-535-6494

 평일·일요일 09:00~22:00  

 토요일·공휴일  

 09:00~23:00

 어른 6,000원 

 어린이 4,000원

 herbisland.co.kr

어메이징파크

소요산국민관광지허브아일랜드

짚와이어
Rout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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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로 1024

 031-582-8091

 4~10월 09:00~19:00, 11~3월 09:00~18:00

  4만 4,000원(남이섬 입장료 포함)

 zipwire.co.kr

 서울에서. 인사동·남대문·명동에서 남이섬 직행버스 운행

 경춘선 또는 ITX 가평역

  대중교통. 가평역에서 버스 33-5번

  콜택시. 031-582-2141

27하늘을 가르는 짜릿한 비상

G A P Y E O N G

짚와이어 이화원

 1분 20초

640m

15분

1km

자라섬

짚와이어 짚와이어는 타는 이의 중력을 활용해 

무동력 자유낙하로 하늘을 가르며 나

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의 레포츠다. 

스카이라인 짚와이어를 이용해 자라섬으로 이동하는 

코스는 새로운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다. 25층 아파트 

높이의 타워에 올라 발아래 펼쳐지는 북한강과 자라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고공 낙하하듯 아래로 하강

해보자. 전율을 일으키는 속도감은 스트레스를 날려주기에 

충분하다. 

짚와이어 어드벤처 코스를 이용하면 자라섬으로 곧장 

이동할 수 있다. 길이 약 640m, 최고 시속 80km에 해당

하는 코스다. 이후 전용 선박을 이용해 남이섬으로 이동하

는 것 역시 가능하다. 

강바람을 맞으며 상쾌하게 하늘을 날아 섬에 도착한다

면 감상도 더 특별해질 테다.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있어

도 한 번만 타는 사람은 없다는 짚와이어. 전문 직원이 상주

하여 기본 안전 교육부터 여러모로 안전을 챙겨주니 걱정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이

용하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단, 당

일 기상 조건에 따라 이용 여부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포천아트밸리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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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와이어 어드벤처 코스를 이용하면 

경유하게 되는 섬이다. 1934년 청평댐이 

건설되며 북한강에 생겨난 섬으로, 

자라처럼 생긴 언덕이 바라보고 있는 

섬이라고 해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동도, 서도, 중도, 남도의 4개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오토캠핑장과 자연 생태 

테마파크를 갖추고 있다. 가을이면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 낭만적인 무대가 

된다.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1 

 031-8078-8028

 상시

 jarasum.net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31

 031-581-8193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월요일 휴무

 성인 7,000원 

 2~19세 5,000원

 9forest.kr

자라섬 캠핑장 인근에 자리한 자연 생태 

테마파크다. 유자 과수원, 비파 과수원, 

대나무 숲, 나비교육관, 나비생태관, 

커피나무관, 올리브나무관, 느티나무 

숲, 한국식 정원 등으로 구분되는 자연 

생태 전시장과 카페가 자리한다. 특히 

나비교육관에서는 박식한 해설사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나비를 살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생태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사계절 언제 찾아도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보석 같은 

장소다.

에디터 추천 식당

<수요미식회>, 만화 <식객>  

추천 맛집

송원막국수   

가평 시내에 있는 유명 맛집으로 다양한 매체에 

소개됐다. 메뉴는 막국수와 제육 단 두 가지로 

단출하지만 내공 있는 맛을 뽐낸다. 면은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뽑아 삶아서 식감이 살아 있다.  

기본으로 나오는 빨간 양념장에 취향껏 육수를 

더해 비벼 먹으면 된다.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76-1

 031-582-1408

 11:30~19:30, 비정기 휴무

  막국수 7,000원, 막국수 곱빼기 8,000원 

자라섬

이화원

아침고요수목원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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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ASU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자라섬 일대를 재즈의 선율로 물들이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2019년에 16회를  

맞이하는 재즈 음악 축제다. 55개국 이상 1,000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찾았다. 해마다 다른 국가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국가별 포커스 프로그램 

2018년 스위스’은 늘 새로운 나라의 재즈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창구로 발전했고, 세계 주요 재즈 

축제와도 교류한다. 

음악 페스티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2004년 1회 개최 당시부터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재즈라는 특별한 장르를 고집하고 있다. 재즈는 스윙, 보사노바,  

비밥, 퓨전, 월드뮤직 등 수많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뉘며 모든 장르를 수용할 수 있는  

독특한 음악이다. 재즈라는 이름 아래 묶일 수 있는 수많은 음악을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 

음악계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 역할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라섬 국제 

콩쿠르’ , 한국 재즈 쇼케이스’ 등을 개최해 국내의 실력 있는 재즈인을 발굴, 소개한다.

또 음악 공연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잘 몰라도 즐길 수 있는 소풍 같은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도 펼쳐진다. 가평의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장이 열리고, 그를 이용해 만든 재즈 막걸리와 뱅쇼로 ‘가평 팜파티’를 열기도 한다.  

댄스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해 음악 그 이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매년 가을 

가평군 자라섬 일대

jarasumjazz.com

사
진

 제
공
.  
자
라
섬
재
즈
페
스
티
벌

아침고요수목원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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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고요수목원

28아이와 함께 오감 여행

G A P Y E O N G

아침고요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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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1544-6703

 08:30~18:30(폐장은 일몰에 따라 유동적)

 어른 9,5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6,000원

 morningcalm.co.kr

 서울에서. 시외버스 청평터미널, ITX 청춘열차 경춘선 청평역

  대중교통. 청평터미널 또는 청평역에서 가평시티투어버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유모차 대여, 수유실

아침고요수목원 가평딸기팜랜드

50분

25km

44분

23.5km

축령산자연휴양림

아침고요수목원 가평 축령산 자락, 10만 평 

부지에 자리한 아침고요수

목원은 본래 염소를 키우던 돌밭이었다. 이곳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건 설립자 한상경 교수의 뜻이 

컸다. 그는 미국에서 교환 교수로 재임하던 당시, 세계 각국

의 정원과 식물원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담

은 한국 정원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한국으

로 돌아와 축령산 자락 10만 평 부지를 마련해 돌을 골라내

고 찬찬히 지반을 다진 후 수목원의 틀을 잡아나갔다. 

 그렇게 터를 잡은 아침고요수목원은 야생화 정원, 고

향집 정원, 아침광장 등 10개의 주제 정원 조성을 시작으로 

개원했다. 각 주제 정원은 한국 고유의 곡선과 여백, 비대칭

의 균형미를 담아 고전적인 우아함과 멋스러움을 표현했다. 

‘아침고요’라는 이름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조선을 ‘고요

한 아침의 나라’라고 예찬한 것에서 비롯했다. 

현재는 그 수를 더 늘려 제각기 특색 있는 22개의 주제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5,000종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수목원은 세 곳의 온실 시설을 갖추고 있고, 계절별로 

화려한 꽃 축제가 펼쳐진다. 

국내 최초로 겨울 빛 축제를 정원에 도입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쓸쓸함이 찾아오는 겨울이면 빛 축제 ‘오색별빛

정원’이 펼쳐진다.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불빛은 겨울밤 정

원을 따뜻하고 화려하게 수놓는다.

짚와이어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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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추천 카페

모아이카페   

푹신한 빈백 소파가 놓인 넓고 푸른 

잔디밭과 축령산이 내다보이는  

탁 트인 풍광이 지친 일상에 여유를 

가져다준다. 가평의 명물인 잣을  

듬뿍 올린 타르트가 별미다.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164번길 29

 010-3396-7988

 10:00~22:00

  아메리카노 7,000원 

 카페라테 8,000원 

 잣 타르트 9,000원  

 moaiyellow.com

축령산은 광주산맥이 가평군에 

이르러 명지산과 운악산을 솟구치며 

내려오다가 한강을 앞에 두고 형성된 

산으로 울창한 숲과 계곡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에 자리한 자연휴양림은 

잣나무 산책로와 넓은 산림욕장, 

체육 시설과 물놀이장, 야영 시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인근에는 수동계곡 

국민관광지와 천마산 스키장 등이 

있다.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99 

 031-592-0681

 06:00~20:00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farm.gg.go.kr/sigt/41

  가평군 상면 축령로 183-184

 010-9319-2406

 12~5월 상시

 어른 12월 2만 원  

 1~5월 1만 5,000원  

 어린이 12월 1만 5,000원  

 1~5월 1만 2,000원

 jwb2406.com

밭에서 마음껏 딸기를 따 먹고 

500g의 별도 수확분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딸기 수확 체험이 

가능한 딸기 농장이다. 트램펄린과 

물놀이장, 아기 동물 농장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부대시설도 

갖췄다.

에디터 추천 숙소

아침고요 카라반 글램핑  

뾰족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어 모든 

사이트에 그늘이 생겨 여름을 

즐기기 좋다. 편의 시설을 다 갖춘 

글램핑도 가능하다. 

 가평군 상면 임초밤안골로 306

 010-8938-1584

 상시

 글램핑A  

 5만 9,000~13만 9,000원  

 캐러밴  

 7만 9,000~17만 9,000원 

 (날짜별 상이)

 morningcamp.co.kr

축령산자연휴양림

가평딸기팜랜드

쁘띠프랑스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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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동화 속 주인공처럼

G A P Y E O N G

청평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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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063

 031-584-8200

 09:00~18:00

 어른 1만 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pfcamp.com

 서울에서. 경춘선 청평역 또는 가평역

  대중교통. 청평역 또는 가평역에서 가평 관광지 순환버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단차 없음

쁘띠프랑스

 1분 / 10분

770m

15분

9.7km

청평호반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쁘띠프랑스 낭만적인 프랑스의 목가적 풍경에 

매료된 한홍섭 대표는 가평에 작고 

아름다운 프랑스 마을을 지었다. 길가에는 유럽 골동품이 

늘어선 벼룩시장이 서고, 고운 오르골 멜로디가 들려오며, 

광장에서는 마리오네트 공연이 펼쳐진다. 국내 유일의 프

랑스 테마파크인 쁘띠프랑스에서 아이들은 꿈을 키우고 어

른들은 동심을 떠올린다.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마을 풍경

은 영화나 드라마, TV CF에도 종종 등장한다. MBC 드라

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애청자였다면 당시 촬영지가 단지 

내에 그대로 보존된 모습에 반가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쁘띠프랑스 내에는 생텍쥐페리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념관과 오르골 하우스, 프랑스 전통 주택 전시관, 

골동품 전시관 등 각종 전시장은 물론, 조각 작품이 있는 

에뚜왈공원 등이 있어 짙은 프랑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전통 주택 전시관은 150년 된 프랑스의 고택

을 한국으로 옮겨온 듯 실감 나게 재현해두었다. 세월을 머

금은 목제 기둥과 기와, 바닥 소재, 창에 이르기까지 모두 

프랑스 감정평가사에게 인증받은, 18-19세기 프랑스 주택

에 실제 사용되었던 자재로 이뤄져 있다. 각종 생활 집기도 

갖춰 당시 프랑스 생활상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아이와 함께라면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

고 인형극을 관람한 후 어린 왕자를 콘셉트로 한 동화적인 

숙소에 머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아침고요수목원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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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추천 식당

<밥블레스유>  

이영자 추천 맛집

종점가든    

가평의 특산물인 잣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최근 이영자가 즐겨 찾는 단골집으로 

알려져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담백하고 고소한 잣 고유의 맛이 살아  

있는 잣칼국수와 잣묵밥이 추천 메뉴다.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6

 031-584-0716

 10:00~19:00

  잣칼국수 8,000원 

 잣묵밥 1만 원

쁘띠프랑스 인근에 자리한 고유한 

호수다. 호수 양편으로 높이 

솟은 호명산과 어우러진 풍광이 

서정적이다. 수상스키를 즐기는 

장소로도 인기가 좋다. 이곳에 치어를 

방류해 낚시터로도 각광받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상시

  가평군 설악면 다락재로 226-57

 031-581-9400

 평일 10:00~18:00 

 주말 09:00~18:00

 어른 9,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swissthemepark.com

스위스의 작은 마을을 테마로 한 

공원이다. 스위스의 건축물과 풍경, 

박물관과 갤러리, 포토존과 트릭  

아트 등을 마련해 스위스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전원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청평호반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구하우스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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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서종면 무내미길 49-12

 031-774-7460

 화~금요일 10:30~17:00, 주말·공휴일 10:30~18:00  

 월요일·명절 당일 휴관

 어른 1만 5,000원(음료 포함),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koohouse.org

 서울에서. 경의·중앙선 양수역

  대중교통. 양수역에서 버스 8-2번

  콜택시. 양수리콜택시 031-775-728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단차 없음,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30예술과 문학의 뜨락

Y A N G P Y E O N G

구하우스

6분

3km

12분

5km

13분

5.7km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문호리 리버마켓 내추럴가든529

구하우스 직선과 곡선을 유려하게 조합한 회색 

벽돌 건물부터 눈길을 끄는 구하우스. 

예술과 디자인이 주는 즐거움을 생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집을 콘셉트로 한 컨템퍼러리 아트&디자인 컬렉션 

뮤지엄이다. 거실, 서재, 라운지 같은 생활 공간에서 회화, 

조형 작품 외에 디자인, 인테리어, 건축 관련 등 다방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서도

호 작가의 <Gate-Small> 2003 을 시작으로 앤디 워홀, 나

라 요시토모, 데이미언 허스트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

이 전시되어 있다. 외부에는 다양한 설치미술과 공공 미술, 

조각 작품이 곳곳에 전시돼 있어 산책을 즐기며 감상할 수 

있다. 또 미술관 옥상에 오르면 어떤 위압감도 없이 미술관

을 조용히 품고 있는 양평의 산과 하늘을 조망할 수 있다.

매표소 맞은편에는 아이들이 미술품을 만지고 타면서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마련돼 있다. 아이의 감성 지수를 

높이기에 손색없는 곳이다. 어른 입장권 1장당 음료 1잔이 

포함돼 있으니 관람을 마치면 카페테리아에서 음료를 즐겨

보자.

쁘띠프랑스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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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추천 식당

문호리팥죽        

양평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음식점 중 

하나가 문호리팥죽이다. 국산  

팥으로 만든 전라도식 팥죽이 언 몸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팥죽 외에 칼국수와 

해물파전, 감자전도 판매한다.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641

 031-774-5969

 10:30~20:00, 월요일 휴무

60여 년 동안 시와 소설의 세계를 

넘나들며 순수와 절제의 미학을 이룬  

황순원 작가의 문학적 업적과 

아름다움을 기리고자 건립한 곳이다. 

황순원 소설의 백미인 <소나기>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거닐며 휴식을 

누리거나 전시와 영상을 통해 새롭게 

작가를 만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양평군 서종면 소나기마을길 24

 031-773-2299

 3~10월 09:30~18:00  

 11~2월 09:30~17:00

 일반 2,000원  

 청소년·군경 1,500원  

 어린이 1,000원

 양평군 서종면 내수입길  

 108-8

 031-771-7208

 10:00~21:00

 어른(음료 포함) 7,000원     

 어린이(음료 포함) 5,000원

2013년 경기도 정원문화대상을 받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 가꾼 개인 정원 

카페로 2017년 여름부터 일반에 

공개됐다. 벽계 계곡이 휘돌아 치는 

2,000여 평의 넓은 정원에 카페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자리해 있어 차와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가든 웨딩, 공연, 

전시, 사진 촬영도 예약하면 가능하다.

한 달에 이틀, 매월 셋째 주 주말에 

문호리 강가에 플리마켓이 열린다. 

인형, 그릇, 목공예, 천연 염색 

같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비롯해 

지역 농산물, 식품 등을 판매한다. 

플리마켓 뒤편에 텐트를 칠 수 있어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다양한 공연도 열린다.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941

 010-5267-2768

 셋째 토·일요일  

 10:00~19:00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내추럴가든529문호리 리버마켓

슬로시티 조안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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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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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13

 031-521-5686

 체험별 상이

 slowcityjoan.kr

 서울에서. 경의·중앙선 운길산역

  대중교통. 운길산역에서 650m 도보 이동

8분

3.7km

19분

8.3km

슬로시티 조안 아라크노피아 생태수목원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슬로시티 조안 수도권 최초의 슬로시티다. 북

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품은 자연의 수려함과 청렴결백했던 다산 

정약용의 얼이 스민, 전통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새가 편안히 깃든다’는 뜻을 지닌 조안은 구불구불 이

어진 마을 안길에 자리 잡고 있다. 느림의 미학이 있는 이

곳에서는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고 배려해 얻은 자연 먹거

리를 함께 나누는 등 각종 체험을 제공한다. 마을별로 체험 

프로그램이 다르니 마을을 찾기 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슬로시티 조안은 그 이름에 걸맞게 천천히 돌아봐야 제

맛이다. 물의정원 강변산책길에서 강바람을 느끼며 자전거

를 타거나, 자연의 고마움이 절로 느껴지는 다산길을 걸어

보자. 자연의 속도에 맞춰 느림이 전하는 감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매월 둘째 토요일에는 깨끗하고 신선

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슬로장터가 열린다. 

구하우스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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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막국수닭갈비       

탁 트인 북한강 전망을 바라보며  

숯향이 고루 밴 맛있는 숯불 닭갈비와  

메밀 막국수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메밀 막국수는 양념을 하지 않은 순수한  

메밀 면을 맛본 뒤 소량의 겨자와 양념을 

넣고 비벼 먹은 후, 동치미를 자작하게  

부어 먹으면 1석 3조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908

 031-521-4200

 11:00~20:30

 메밀 막국수 8,000원 

 숯불 닭갈비(1인분) 1만 2,000원 

아라크노피아 생태수목원의 또 다른  

이름은 주필거미박물관이다. 

한국거미연구소를 설립한 대표가 

전 세계를 누리며 채집한 상당량의 

자료가 이곳 전시장에 전시돼 

있다. 주변 산책로는 자연 체험 

학습장으로의 활용은 물론 나들이를 

나서기에도 좋다.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로 316

 031-576-7908

 3~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30

 어른 7,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4세 이상~초등학생)  

 5,000원

 arachnopia.com

다양한 유기농 콘텐츠를 전시하는 

박물관, 아이들이 꼬마 농부가 

되어 오감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코몽팜빌리지, 유기농 먹거리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레스토랑이 

있는 파머스마켓, 유기농  

재배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장 등이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81

 031-560-1471

 09:00~18:00(입장 마감 17:00)  

 토~일요일 휴무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organicmuseum.or.kr

아라크노피아 생태수목원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두물머리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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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체험 프로그램

장소 프로그램 내용

슬로시티  

문화관

물의 정원 나들이(60분), 느린 편지 쓰기(30분),  

친환경 EM 흙공 만들기(40분),  

연잎밥 만들기(40분), 고추장 만들기(60분),  

천연 비누 만들기(60분), 새집 만들기(60분),  

연필꽂이 만들기(40분), 도마 만들기(40분)

체험 

농장

유기농 딸기 수확 체험(60분),  

유기농 오디 수확 체험(60분),  

고구마 또는 감자 수확 체험(60분),  

두부 만들기 체험(60분),  

전통주 만들기(60분), 정원 체험(90분)

* 시기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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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두 물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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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두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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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평군청 관광진흥과 031-770-2068

 상시

 서울에서. 경의·중앙선 양수역

  대중교통. 양수역 1번 출구에서 버스 8-7번

  콜택시. 양수리콜택시 031-775-728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5분 / 20분

1.5km

8분

560m

20분

7.4km

두물머리 세미원 연꽃박물관        양수리전통시장 두메향기

두물머리 일출뿐 아니라 일몰도 아름답기로 유명

한 이곳은 북한강과 남한강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진 곳이라 하여 두물머리란 이름이 붙었다. 두물

머리가 소재한 양수리 兩水里 라는 지명 또한 이런 지형에서 유

래한 것이다.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경 덕에 드라마와 영화 촬영 장

소로도 자주 쓰이는 두물머리는 과거에 호황을 누리던 나

루터였다. 마을에 40가구가 거주하던 시절에 배가 30척 

넘게 있을 정도로 번창했다가 팔당댐 건설로 육로가 생기

자 쇠퇴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나루터 

기능이 유지되다가 현재는 완전히 중단됐다.

두물머리를 양평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한 또 하

나는 수령 400년이 넘은 느티나무다. 세 그루의 느티나무

가 마치 한 그루처럼 모여 커다란 우산 형태를 이루며 정자

목 역할을 한다. 강가를 따라 늘어선 수양버들과 신양수대

교의 모습도 훌륭하다. 사계절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해 사

진가들에게 최고의 명소로 꼽힌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 3-7월, 9-11월 에는 7.2km에 이르

는 두물머리 둘레길을 따라 인문 생태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다. ‘두물머리 인생 이야기’라 이름 붙은 이 테마 여행은 

연꽃여행, 한복여행, 강들탐험, 강변트레킹, 역사생태여행 

등 다섯 개의 갈래로 나뉘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해당 여행에 대한 문의와 신청은 양평군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슬로시티 조안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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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연핫도그        

연핫도그의 가장 큰 특징은 반죽에 

연잎을 넣어 은은한 초록색을  

띤다는 것. 큼지막한 연핫도그에 

설탕, 케첩, 겨자 소스를 취향껏  

뿌려 먹어보자.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103-8

 평일 10:00~일몰 

 주말 09:00~일몰

 연핫도그 3,000원

두물머리에서 20여 분 걸으면 

다다르는 세미원 연꽃박물관. 

아름다운 수변 산책로로 돌아가거나 

배를 연결해 만든 다리로 건너갈 수 

있다. 연꽃을 테마로 한 생활용품, 

고서, 음식 등이 전시된 세계 유일의 

연꽃박물관으로, 6만 2,000평  

규모의 정원에 연이 가득하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031-775-1835

 09:00~18:00 

 월요일 휴무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592번길 62-59

 031-774-3114

 10:00~22:00

 어른 6,000원 

 청소년·어린이 5,000원

4만 7,000평 부지에 다양한 식물과 

함께 아름다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밤이 되면 오색 조명을 밝히는 

불빛축제가 열린다. 생화 화분, 산나물 

비누 만들기와 천연 염색, 도자기  

공방, 숲 체험 등 다양한 커리큘럼의 

체험 프로그램과 농촌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다양한 음식점을 비롯해 꽃집, 

이발소, 미용실, 기름집 등 100여 개 

상점이 들어서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매주 토·일요일에는 

수리수리시장으로 변모해 스탬프 

투어, 작은 상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양수리전통시장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060

 031-775-3110

 11:00~16:00

세미원 연꽃박물관

두메향기

다산유적지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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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다산의 발자취를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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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747번길 11

 031-590-2837

 09:00~18:00, 월요일 휴무

 서울에서. 중앙선 운길산역

  대중교통. 운길산역에서 다산유적지행 버스 56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휠체어 대여,  

 시각·청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유모차 대여

다산유적지

1분 / 5분

210m

 15분

7.3km

 4분 / 16분

1km

다산생태공원 팔당유원지 남양주시립박물관

다산유적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유적지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정

약용은 조선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결국은 오랜 유배 생활 

끝에 고향인 이곳에서 숨을 거뒀다. 

기나긴 유배 기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시절이

었지만, 고통의 세월을 그는 학문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았

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많은 저서는 모두 유배 생활 

동안 완성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그는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이 위대한 업적을 통해 조선 후기 실

학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다산유적지에는 나라의 부패를 꾸짖던 정약용의 청렴

한 삶과 업적을 살필 수 있는 유적이 모여 있다. 그의 검소

한 생활상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생가 여유당과 묘, 시대를 

앞서간 그의 업적을 전시해놓은 다산기념관, 그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다산문화관 등이 있다. 

매년 9월이면 이곳에서 다산문화제가 열린다. 다산 묘

역 참배와 기념식, 다산 사상 강연, 백일장, 미술대회 등을 

열어 다산을 기리는 축제다.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이 어우

러지는 한마당에서 다산의 생애와 사상을 다시금 돌아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적지 주변을 둘러싼 자연 풍광에도 그 못지않게 눈이 간

다. 찬찬히 거닐며, 현인의 업적을 기리며 마음을 수양해보

는 건 어떨까.

두물머리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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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녀석들>  

추천 맛집

팔당초계국수     

닭 육수와 동치미 국물이 어우러진 

깊은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인상적인 팔당초계국수의 본점이다.  

담백한 닭고기 살점과 배추도  

푸짐하게 고명으로 올라가  

꽤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다.

 남양주시 와부읍 다산로 43

 031-576-0330

 09:30~21:30

 초계국수 9,000원  

 온계칼국수 9,000원

다산유적지와 실학박물관을 지나면  

바로 마주치는 공원이다. 팔당호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산책로에 세워진  

팔각정인 수월정과 팔당호가 

한눈에 보이는 소내나루전망대는 꼭 

들러보자.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67 

 031-590-8634

 상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로 121

 031-590-8600

 10:00~18:00

 nyjmuseum.blog.me

남양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필 수 있는 민속품과 다양한 석조 

유물이 전시돼 있다. 전시와 교육, 

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아이와 함께하면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서울에서 팔당유원지에 이르는 

코스는 자전거 라이딩족에게도 

인기다. 여름에는 이곳에서 

수상스키와 보트 등 각종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고, 겨울이면 

고니를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찾는 사람들도 있다.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4

 031-590-4900

 상시

 무료

다산생태공원

남양주시립박물관팔당유원지 

여운형 생가
Route

34



126 127

다산유적지 다산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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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66

 031-770-2309

 09:30~18:00, 월요일 휴관

 어른 1,000원, 중고생·군인 800원  

 초등학생 500원

 yp21.go.kr/museumhub

 서울에서. 경의·중앙선 신원역

  대중교통. 신원역에서 도보 10분

  콜택시. 031-774-1282, 031-772-7068

 

 휠체어 대여, 장애인 전용 화장실

34평화와 치유의 시간

Y A N G P Y E O N G

여운형 생가           

30분

22km

20분

10.5km

12분

7.3km

기흥성뮤지엄        들꽃수목원       쉬자파크

여운형 생가 몽양기념관
        

어릴 적부터 배재학

당, 홍화학교 등에서 

신학문을 익히며 민족의식에 눈을 떴고 일찌감치 민족 계

몽 운동에 투신한 몽양 여운형의 생가다. 생가 바로 옆에 기

념관을 조성해 여운형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대한민국 근

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 중앙선 신원역에서 

기념관으로 걸어오는 길부터 ‘몽양 유객문 夢陽 留客文’을 비롯한 

여운형 선생의 말씀이 새겨진 16기의 어록비를 볼 수 있다. 

기념관은 총 2층으로, 1층에는 여운형의 삶과 업적이 

고스란히 담긴 전시물이 놓여 있어 그의 일대기를 살필 수 

있다. 또한 여운형과 함께 크로마키 사진을 찍고 1매씩 출력

해서 가져갈 수 있어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층에는 생가를 복원해놓았다. 1885년에 태어나 1908

년 부친 탈상을 끝내고 서울로 이사 갈 때까지 살았던 집으

로, 점차 퇴락해 바깥채 지붕이 초가로 변경됐다가 한국전

쟁 중 소실되기도 했다. 2001년 양평 군민들의 노력으로 생

가 터가 정비됐고 2011년 복원됐다. 집 안에 전시된 가구는 

1930년대 이후 여운형이 살았던 서울 계동 집에 있던 것으

로 후손들이 기증했다.

다산유적지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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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추천 식당

연꽃언덕         

양수리 대표 맛집으로 직접  

뽑은 손두부 정식, 두부코다리찜  

등 다양한 두부 요리와  

누룽지백숙 등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펜션을 겸하며 글램핑장,  

수영장 같은 부대시설도 갖춰져 있다. 

 양평군 양서면 용늪언덕길 57

 031-774-4577

 11:00~24:00

50년간 모형 제작이라는 한길을 걸어온 

기흥성이 모형 예술의 가치 정립과 문화 

발전을 위해 건립한 국내 유일의 모형 전문 

박물관이다. 기흥성이 50년간 제작한 

1,000여 점의 작품을 순환 전시한다. 

황룡사지 9층 목탑, 종로타워 등 다양한 

모형 문화재와 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267

 070-7789-2188

 평일 13:00~19:00  

 주말·공휴일 11:30~19:00 

 화요일 휴무

 keemuseum.com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031-770-1009

 10:00~22:00

 어른 6,000원 

 청소년·어린이 5,000원

 swijapark.com

초가원, 솔쉼터, 트리마켓, 야생화정원, 

암벽등반장, 양평산림교육센터 등  

기존 용문산자연휴양림 시설을 

바탕으로 다시 꾸민 휴양 단지다. 

2017년에는 치유의 숲과 치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 최초의 산림 문화 

휴양 단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남한강이 감아 도는 곳에 자리해  

강변의 정취와 들꽃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이다. 

야생화단지, 허브정원,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연꽃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양평군 양평읍 수목원길 16

 031-772-1800

 09:30~18:00

 어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5,000원

 nemunimo.co.kr

기흥성뮤지엄

쉬자파크들꽃수목원

지평주조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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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주조 이재효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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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62번길 27

 080-700-7030, 031-773-7030  

 jpjujo.com

  서울에서. 경의·중앙선 지평역

  대중교통. 지평역에서 도보 이동

  콜택시. 용문콜택시 031-771-1848

 

 장애인 전용 화장실

 2분

720m

 10분

5.3km

 20분

9.9km

지평주조 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 이재효갤러리 용문천년시장

지평주조 하늘로 솟은 커다란 수양버들 가지가 

바람에 나른하게 흔들리는 모습에 심

취하다 보면 어느샌가 수양버들을 마당목으로 쓰는 독특한 

양식의 커다란 건물에 이르게 된다. 90년 전통을 자랑하

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지평주조다. 

1925년에 설립된 후 한결같이 전통 제조 기술로 전통

주를 만들고 있는 곳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곳이 UN

군 사령부로 쓰이기도 했다. 1960년대에 김교섭이 지평주

조를 인수해 2대 대표가 됐고 아들, 손자까지 대대로 이어

져 어느덧 4대째를 맞았다. 양조장 한편에는 이러한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전시실도 마련돼 있다.

지평주조 술도가는 처음부터 막걸리 주조를 위해 설계

한 건물로, 역사와 건축학적 의의를 인정받아 2014년 대한

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594호로 지정됐다. 한식

과 일식이 합쳐진 절충식 건축물은 당시 탁주 생산 공장의 

기능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지평주조 막걸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설립 때 만든 

30m 깊이 지하수와 품질 좋은 이천 쌀, 양평 친환경 쌀을 

고집하고 30년 경력의 장인이 전통 주조 방식으로 술을 만

드는 것이 비결이라 할 수 있다. 깊고 구수한 맛의 ‘옛막걸

리’와 걸쭉하고 감칠맛이 도는 ‘쌀막걸리’가 대표적이다. 막

걸리 만들기 체험 클래스도 조만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즐길 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여운형 생가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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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산 등 양평 곳곳에서 얻을 수 

있는 산채, 한우, 기름을 특화한 상품 

특화형 전통 시장이다. 최근 가로  

환경 정비와 아케이드 설치를 

끝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말 장터와 5일, 10일마다 

열리는 오일장 때는 왁자지껄한 

활기가 느껴지는 양평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항일 의병 활동과 한국전쟁 당시  

중요한 장소였던 지평리.  

1951년 미군과 프랑스군으로 구성된  

연합군은 1·4후퇴 이후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총공세를 펼치는 것을  

막아냈다. 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은  

이 전투에서 거둔 첫 승리를 기념해  

건립한 것이다. 

한국의 대표 조각가 이재효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세계 각지의 

미술관, 호텔, 개인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 줄을 선다. 이재효는 

‘베이징 올림픽 환경조각작품전’ 

우수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나무와 

돌 같은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깎고 

다듬어 완성한 그만의 자연이 갤러리 

안에 오롯이 담겨 있다. 

 양평군 용문면  

 용문시장3길 9

 031-773-6172

 양평군 지평면 지평로 357

 031-771-6625 

 09:30~17:30 

 월요일·공휴일 휴무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010-4666-0468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leeart.name

에디터 추천 식당

호호분식 

겉에서 보면 여느 곳과 다를 바  

없는 작은 식당이지만 늘 사람들이  

줄을 서는 곳이다. 집에서  

만들어 먹던 것과 같은 손만두와 

손칼국수를 국물부터 한 입  

들이켜면 시원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4 

 031-773-7154 

 10:00~20:00  

 화요일 휴무

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

용문천년시장이재효갤러리

신륵사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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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신륵사길 73

 031-885-2505

 silleuksa.org

 서울에서. 경의·중앙선 지평역

  대중교통. 지평역에서 버스 987-2번

  콜택시. 용문콜택시 031-771-1848, 지평택시 031-774-858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3분

187m

30분

신륵사 황포돛배 세종대왕릉

신륵사 여주의 아름다운 경치 여덟 가지를 일컫는 

여주팔경에서 첫 번째가 바로 신륵사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다. 신륵사는 신성한 경관을 지닌 천년 

고찰로 여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절이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문헌 자료가 없어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한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은 신륵사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예는 무수히 

많다. 조선 초기 학승인 신미의 제자 김수온은 “여주는 국

토의 상류에 위치해 산이 맑고 물이 아름다워 낙토라 불렸

는데 신륵사가 이 형승의 복판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

도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신륵사의 뛰어난 경관을 경외

했다.

신륵사에서는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행복의 원리

를 깨우치는 ‘지금, 행복하기’ 명상 프로그램, 풍등 날리기, 

민화 그리기, 108배, 남한강 트레킹 등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당일형, 체험형, 휴식형으로 나눠 진행

한다. 

‘강 따라 바람 따라’라는 부제의 템플스테이 1박 2일 는 공

양과 예불, 108배, 염주 만들기와 스님과의 차담으로 이뤄

진다. 휴식형 템플스테이 ‘지금, 행복하기’는 1박에서 최대  

3박까지 가능하다. 체험형과 달리 예불과 포행 천천히 걸으며 참

선하는 것 으로 이뤄져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는 수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www.templestay.com 를 통해 할 수 있다.

지평주조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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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추천 카페

연양정원           

주변에 놀이공원인 리버스랜드와  

금모래은모래공원 등이 있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다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정원 카페다. 간단한 디저트와 

커피, 생맥주, 칵테일 등을 판매한다.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91

 10:00~23:00

황포돛배는 말 그대로 누런 포를 돛에  

달고 바람의 힘으로 물자를 수송하던 배다. 

나루터에 가면 두 종류의 황포돛배를  

탈 수 있다. 하나는 남한강을 한 바퀴 

돌아오는 배다. 강원유원지에서 시작해 

아름다운 여주보를 감상하는 코스이다. 

다른 하나는 근처 세종대왕릉까지 가는 

배다. 강변유원지에서 출발해 신륵사를 

지나 영릉 세종대왕릉까지 본 후 다시 

강변유원지로 돌아온다. 잔잔한 남한강의 

물줄기를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

 여주시 천송동 신륵사국립관광지 내

 031-882-2206

 09:00~18:00 

 월요일 휴무

 어른 6,000원 

 어린이 4,000원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031-880-4700

 2~5월, 9~10월 09:00~18:00   

 6~8월 09:00~18:30 

 11~1월 09:00~17:30 

 월요일 휴무

 일반 500원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

조선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세종대왕과 왕비 소헌왕후를 합장한 

능이다. 원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던 것을 1468년 예종 1년 에 

여주로 옮겨왔다. 현재 자리는 조선 

시대 3대 명당으로 손꼽힌다. 옆에는 

효종대왕릉이 있어 두 능을 함께 

돌아보기 좋다.  

에디터 추천 숙소

썬밸리호텔 & 워터파크   

가족 단위로 묵기 좋은 신륵사 근처  

호텔이다. 고대 그리스를 콘셉트로 한 

헬레니즘 건축양식의 워터파크가 있어 

슬라이드, 유수풀 등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031-880-3889

 워터파크  

 평일 10:00~17:50, 주말 09:00~18:50 

 (동절기 10:00~18:00) 

 어른 3만 4,000원     

 어린이(36개월~초등학생) 2만 4,000원

 sunvalleyhotel.co.kr

황포돛배

세종대왕릉

강천섬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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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27 서울에서. 여주종합터미널

  대중교통. 여주종합터미널에서 버스 991번

  콜택시. 가남콜택시 031-881-5757, 베스트콜 031-885-8284

 

 휠체어 대여, 장애인 전용 화장실

12분

8km

8분

7km

9분

5.9km

강천섬 해바라기체험마을 목아박물관 황학산수목원

강천섬 남한강 변을 따라 달리다 보면 남이섬 1.5

배 크기의 강천섬이 나온다. 아직 다듬어

지지 않은 자연의 멋이 느껴지는 강천섬은 남한강 4대강사

업 과정에서 조성된 인공 섬이다. 이 섬이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진 계기는 은행나무 길. 특히 가을이면 길게 늘어선 은

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노란색 단풍 터널을 거닐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얻고, 

그 옆 널따란 잔디밭에서 피크닉이나 캠핑을 즐기는 것도 

좋겠다.

강천섬은 한때 멸종 위기였던 단양쑥부쟁이의 자생지

이기도 하다. 강천섬 내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강천섬을 한 바퀴 돌아보자. 계절마다 다른 색 옷을 입

는 은행나무와 연보랏빛 꽃잎과 노란 꽃술이 아름다운 쑥

부쟁이가 곳곳에서 자태를 뽐내고, 드넓은 잔디밭에 우뚝 

솟은 아름드리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을 만끽할 수 

있다. 곳곳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며 쉬어 갈 수 있는 벤

치와 평상이 마련돼 있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물과 고요한 섬의 풍경이 인상적

이다. 덕분에 이곳은 캠핑족에게도 인기가 많다. 돗자리를 

깔고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보거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를 들으며 힐링을 만끽해보길 바란다. 

최근에는 강천섬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

는 ‘강천섬 명소화 사업’을 시작해 조만간 더욱 다양한 볼거

리와 체험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륵사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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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3대 천왕>  

추천 맛집

천서리막국수         

막국수는 주로 여름에 즐기지만  

겨울에도 줄을 서는 맛집이다.  

비빔국수, 동치미물막국수와 편육을 

판매한다. 오래된 주전자에  

담아내는 육수도 반갑다. 양이 넉넉해  

한 그릇이면 배가 든든해진다.  

 여주시 세종로 361

 11:00~21:00

마을 뒤쪽에는 태봉산이 병풍처럼 솟아 

있고 동쪽으로는 섬강이 유유히  

흐른다. 진상미였던 여주 자채쌀을 비롯해 

고구마, 버섯, 장뇌삼, 배,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이 나는 곳이라 다채로운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다. 4km에 이르는 

해바라기 꽃길이 나 있으며 매년 9월이면 

해바라기꽃 축제가 열린다.

 여주시 강천면 부평로 368

 031-886-8668

 sune.invil.org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수목원관리팀 

 031-887-2741, 2744~5

 09:00~16:00  

 월요일·명절 당일 휴무

 무료

습지원, 석정원, 산열매원, 항아리정원 

등 식물의 생태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  

14개의 테마 정원으로 구성된 

수목원이다. 멸종 위기인 단양쑥부쟁이, 

층층둥글레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아들의 오감 발달을 위한 

숲체험원을 운영하는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국 전통 목공예와 불교미술을 

알리기 위해 설립한 불교 박물관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벽돌  

건물로 불법승 삼보를 상징하는 둥근 

계단에 전통 맞배지붕을 본떠 지붕을 

얹었다. 각종 목불상, 탱화, 삼존도  

등 다양한 불교 관련 미술품과 귀중한 

유물을 전시 및 소장하고 있다.

 여주시 강천면 이문안길 21  

 학예연구실

 031-885-9952

 09:00~18:00, 월요일 휴무

 일반 5,000원,  

 어린이·청소년· 
 만 65세 이상 3,000원

해바라기체험마을

황학산수목원목아박물관

자채방아마을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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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358번길 168-24 

 031-634-4283

 2000banga.com

  서울에서. 경강선 이천역, 이천종합버스터미널

  대중교통. 이천역에서 버스 28-2, 28-20번

  이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 28-2, 28-28번

  콜택시. 행복콜택시 1333, 031-631-2200

38농촌의 정취를 만끽하다

I C H E O N

 24분

11.4km

 15분

6.8km

 20분

11.1km

자채방아마을 이천농업테마공원 성호호수 연꽃단지 돼지박물관

자채방아마을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흙 

내음이 이곳이 풍요의 땅임을 

알려준다. 예로부터 이천은 왕에게 진상한 양질의 쌀이 생

산되어 ‘쌀의 고장’이라 불렸다. 비옥한 토질을 바탕으로 쌀

뿐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한 각종 농작물이 자라나는 땅이

기도 하다. 마을 이름에 붙은 ‘자채’란 이천을 중심으로 이 

부근에서만 재배하던 양질의 올벼를 뜻한다. 

자채방아마을에서는 우리 농촌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

는 전통문화와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다. 연중 가능한 승마 

체험, 열전사 염색, 게걸무 조청 만들기 등과 봄, 여름, 가

을, 겨울에 따라 달라지는 20여 개의 맞춤형 체험 프로그

램이 준비돼 있다. 체험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활쏘기, 장치기 등 전통 놀이를 배우며 추

억을 쌓고 개울가에서 미꾸라지를 잡거나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며 농촌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다. 특히 방앗간에

서 직접 찧은 쌀로 밥을 짓거나 떡메 치기를 체험하며 이천

의 쌀을 맛보는 것도 좋다. 자전거를 타고 농촌의 들길과 숲

길을 하이킹하거나 밤하늘에 총총 박힌 별을 감상하며 하

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농촌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이다. 어

느 계절에 찾아도 좋은 자채방아마을에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해보자.

강천섬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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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미식회> <생생정보통>

추천 맛집

임금님 쌀밥집  

밥과 함께 먹으면 별미인 게장,  

굴비 등의 반찬을 대표로 선보인다.  

제철 나물로 만든 국과 찰기가  

흐르는 이천 쌀밥의 조화가 환상적이다.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34

 031-632-3646 

  10:00~21:00

  imkumnim.com

다랭이논과 체험용 경작지, 인공 폭포, 

자연 정화 연못 등 농업을 테마로  

조성한 공원이다. 이 외에도 계절과 

시기에 따라 축제를 열거나 물놀이장, 

썰매장을 운영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

 031-632-6607 

 4~10월 09:30~18:30 

 11~3월 09:30~17:00 

 월요일·명절 당일 휴무

 2000farmpark.or.kr

직접 보고 만지며 돼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농장이다.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졌다.  

전 세계에서 공수한 돼지 인형과 예술 

작품, 돼지 저금통의 유래, 우리나라 

민속 신앙에 나오는 돼지 이야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돼지가 직접 등장하는 

공연을 관람하고 돼지 먹이 주기 체험을 

하며 돼지에 대한 편견을 없애보자.

성호저수지 한쪽에 마련된 연꽃 

단지로 해마다 7-8월이면 연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주변에 조성된 

둘레길을 거닐며 풍경을 만끽해보자. 

특히 비가 올 때면 빗방울이 연꽃잎에 

‘토독토독’ 떨어지는 소리와 호수 

주변에 서식하는 개개비의 지저귐이 

어우러져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천시 율면 임오산로372번길 129-7

 돼지보러오면돼지 

 031-641-7540 

 09:00~18:00 

 월요일 휴무

 pigpark.co.kr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330

에디터 추천 숙소

어농골 펜션  

합리적인 가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신식 한옥 펜션이다.  

이천농업테마공원 안에 있어 산책로, 

바비큐장,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  

 이천농업테마공원 내

 031-632-6430 

 2000farmpark.or.kr

이천농업테마공원

돼지박물관성호호수 연꽃단지

이천세라피아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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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호수 연꽃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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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한국 도자 문화의 산실

I C H E O N

이천세라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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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경충대로2697번길 167-29

 031-645-0730

 평일 09:00~18:30, 주말 09:00~18:00 

 월요일 휴무

 어른 3,000원, 초등학생·청소년·군인 2,000원

 kocef.org

 서울에서. 경강선 이천역

  대중교통. 이천역에서 버스 20-1번

  콜택시. 장호원콜택시 031-643-5440 

  이천콜택시 031-632-2000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단차 없음,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유모차 대여, 수유실

6분

2.7km

2분

150m

24분

10km

이천세라피아 설봉공원 안흥지 이천산수유마을

이천세라피아 도자의 도시답게 홀수 해마다 

이곳에서는 세계도자비엔날레

가 열린다. 국내외 작가들의 도자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공

간으로, ‘이천세계도자센터’라고도 불린다. 세계 도자 예술

의 흐름과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도자 전문 미술관과 예술

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 레지던시 및 공작

소, 체험 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이다. 도자기 기

술 개발을 위한 도자연구지원센터, 대규모 국제 회의를 수용

할 수 있는 국제세미나실, 대강당, 도자전문도서관 등이 갖

춰져 있어 도자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얻어 갈 수 있다.

알록달록한 도자 조형물과 잘 가꾼 정원이 관람객을 반

기고, 안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도자 생활용품이 즐비한 공

방과 전시장이 보인다. 공방에서는 작가들이 실제로 도자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하다. 사전 예약을 

하면 도자기 만들기, 핸드페인팅 등의 현장 학습 체험도 할 

수 있다. 1만~2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도자 체험을 하고 나

만의 작품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수업이다. 

전시장에서 국내외 작가들의 도자기를 감상한 뒤 전통 

가마와 곰방대 가마, 흙의 감촉을 느껴볼 수 있는 흙놀이

장, 다양한 놀이 공간이 있는 흙놀이공원 같은 부대시설도 

경험해보자. 눈으로만 즐기던 도자를 좀 더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기회다.

자채방아마을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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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          

쌀로 유명한 고장답게 맛있는  

이천쌀밥을 내놓는 한정식집. 

명태양념구이, 묵사발, 간장게장 등 

반찬과 솥밥이 한 상 부러지게  

나오는 이천쌀밥 정식이  

1만 3,000원으로 가성비 좋은  

맛집이다.  

 이천시 경충대로 3052

 031-636-9900

 09:30~22:00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지로 평소에는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한다. 이천세라피아를 

비롯해 설봉호수, 도자기공원, 

이천시립박물관, 시립월전미술관, 

현충탑,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이 들어서 있다. 겨울에는 

눈썰매장도 개장한다. 

 이천시 관고동 418-2

 031-644-2645

 상시

 무료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775번길 17 산수유사랑채

 031-632-4304

 상시

 2104산수유.com

봄이면 노란 산수유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는 마을이다.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를 피해 낙향한 선비가 

뜻이 맞는 다섯 명의 선비와 함께 

육괴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주위에 

느티나무와 산수유나무를 심은 것이 

시초다. 노란 물결을 이루던 마을이 

11월쯤이면 산수유 열매의 붉은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천시 미란다호텔 뒤에 있는 

저수지로 ‘이천둑방’이라고도 불린다. 

이천9경 중 제7경인 애련정이 있는 

연못으로 유명하다. 1474년 건립한 

단청이 아름다운 정자 애련정은 

1907년 일본인에 의해 소실되었다가 

1998년 이천시가 복원했다. 밤이 

되면 불을 밝힌 애련정이 연못에 비쳐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진다.

 이천시 안흥동 404-3

설봉공원

이천산수유마을안흥지

화담숲
Rout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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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자연과 이야기를 나누다

G W A N G J U

화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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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031-8026-6666

 평일 08:30~17:00, 주말 07:30~17:00

 어른 1만 원, 경로·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hwadamsup.com

 서울에서. 곤지암터미널

  대중교통. 곤지암터미널에서 버스 37-3번

  콜택시. 지제이콜택시 031-761-1000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수유실

15분

6.2km

3분

1.5km

화담숲 백담도요 곤지암도자공원

화담숲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뜻의 ‘화담  

和談’이라는 이름처럼 자연과, 함께하는 사

람들과 치유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목원이다. 약 41만 평 부

지에 15개의 테마 정원과 산책로가 들어서 있으며 국내 자

생식물과 도입 식물 4,000여 종을 전시하고 있다. 관람객

이 산책을 하면서 식물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산책로

와 정원 형태로 만들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소나무 정원’에는 1,300여 그루의 명

품 소나무가 어우러져 숲을 이루고 ‘추억이 있는 정원’에서

는 노래, 문학, 속담 등과 관련된 향수 어린 수목을 감상할 

수 있다. 계곡을 따라 조성된 ‘이끼원’은 여느 식물원에서 볼 

수 없었던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반딧불이 관찰 체험’

은 아이와 어른을 나누지 않고 함께 즐기는 동심의 세계로 

인도한다. 수국, 벚나무, 수련, 진달래 만병초 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식물원이기도 하다. 형형색색의 계절 꽃과 조

화를 이루는 숲의 하천에는 다슬기가 서식한다. 다슬기를 

먹고 자란 반딧불이가 여름철 밤하늘을 날아다니고, 도롱

뇽이 알을 낳고, 호수에서 토종 민물 거북 남생이가 낮잠 자

는 풍경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 

이끼원 입구부터 화담숲 정상, 분재원 사이를 지나는 

1,213m 길이의 모노레일을 약 20분 동안 운영한다. 아름다

운 화담숲을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오르며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곳곳에 마련된 전망 데크, 잔디 마당, 쉼터 

등에서 자연의 영롱한 빛을 한껏 만끽할 수 있다.

이천세라피아
Route

39

에디터 추천 카페

퍼들하우스          

자연 그대로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힐링 카페로 도시적인 건축물과 자연이 

어우러져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각광받는 곳으로 

브런치와 파스타, 샐러드 등을 판매한다.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337-74

 031-766-0757

 11:30~21:00, 월요일 휴무

 puddlehouse.com

평생 도공의 길을 걷고 있는 백담 

이광의 도예 터다. 백자에서 분청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힘으로 빚어낸 

다도구 작품들은 뛰어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했다. 백담도요 안에 

자리한 ‘가마터 동산’은 조선 세종 

때부터 왕실의 백자를 빚어온 

관요지로 사적 제314호다. 작업실, 

등요, 원두막, 괴석, 돌 탁자 등 

하나하나가 투박하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모여 숨 쉬고 있다.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32

 031-762-8000

 baekdamyo.com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031-799-1500

 09:00~18:00  

 월요일·월 1일 휴무

 어른 3,000원 

 (경기도민 2,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흙으로 빚은 토야 조형물이 방문자를 

반기는 곳이다. 도자박물관과 

전통공예원, 도자체험장, 쇼핑몰, 

조각 작품, 야외 공연장, 카페가 

모여 있다. 매월 첫째 토·일요일에는 

전통 장작 가마 불 지피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통 가마에 장작을 넣고 

고사 지내기 체험도 할 수 있다.  

공원 내 경기도자박물관에서는 

수시로 기획 전시가 열린다.

백담도요

곤지암도자공원

천진암
Rout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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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203 천진암성지

 031-764-5994

 chonjinam.org

 서울에서. 경강선 경기광주역

  대중교통. 경기광주역에서 버스 38-43번

  콜택시. 광주콜택시 031-763-7566, 지제이콜택시 031-761-1000

 

 장애인 전용 화장실

41한국 천주교의 발상지

G W A N G J U

20분

10km

10분

4km

14분

7km

천진암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경안천습지생태공원 팔당전망대

천진암 우산리 산길을 따라 깊숙이 올라가면 거대

한 십자가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바로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인 천진암 성지이다. 보통 한국 천주

교 역사가 1784년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졌지만 한국 천주

교사는 이보다 4년 앞선 1780년을 첫출발의 해로 본다. 이  

4년 동안 천주학을 공부하고 전도의 실마리를 마련한 곳이 

천진암이다. 

본래 앵자봉 동쪽 기슭에 자리한 수행승 300명이 넘

는 큰 사찰이었으나 18세기 중엽에는 서학에 눈뜬 유학자

들이 강학 장소로 이용했다. 이들은 유교 경전에서 출발했

으나 곧 천주 신앙으로 발전했다. 이후 1801년 신유박해 때 

이곳에서 천주학을 공부했던 최창현, 정약종, 이승훈 등이 

참수되어 이곳에 묻혔다. 당시 천진암에 있던 10여 명의 스

님들은 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함께 참수되고 절은 폐사

됐다. 갖은 박해를 당한 한국 천주 신앙의 발상지로 한국천

주교회 주도 아래 성지화 작업이 진행 중인 천진암 일대를 

한 바퀴 돌아보자. 한국천주교천진암박물관, 200주년기념

비, 조선교구설립자묘역, 성모성당, 광암성당 등 한국 천주

교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가 곳곳에 있다. 

산기슭에 자리한 성당은 천주교도들의 성지 순례 장소

로 유명하다. 1993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하

기도 했다. 가는 길에 천진암계곡이 있어 더위를 식히거나 

절경을 감상하기도 좋다. 성당 근처에는 천주교 성인들이 

아침저녁으로 마시고 세수하던 빙천수가 있다. 한여름에는 

얼음처럼 차가워 무더위를 식혀주고, 한겨울에는 얼지 않아 

사계절 즐길 수 있다. 

화담숲
Route

40

에디터 추천 식당

<백종원의 3대 천왕>  

추천 맛집

포사이          

물 좋고 공기 좋은 퇴촌에 자리한  

베트남 음식점이다.  

쌀국수, 월남쌈이 대표 메뉴다.  

베트남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인테리어가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광주시 퇴촌면 정영로 574

 031-767-9251

 평일 10:00~20:30 

 주말 10:00~20:00

광주 일대는 땔감이 풍부하고 질 좋은 

백토가 나며, 한강으로 수송하기  

편리한 지리적 조건 덕에 백자 

제작의 최적지로 꼽혔다. 조선백자와 

청화자기, 철화백자, 분청사기를  

굽던 82곳의 가마터가 곳곳에 남아 

있다. 광주시에서는 무명 도공의  

비를 건립해 매년 제향을 올린다.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광주시청 문화공보실 

 031-760-2541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09:00~18:00

 무료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있는 건물로,  

1층은 아기자기한 포토존, 2층부터 

8층은 업무 공간이다. 9-10층이 

팔당전망대로 창가 곳곳에 망원경이 

설치돼 있어 가장 좋은 위치에서 

아름다운 팔당호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팔당호를 제대로 둘러볼 수 있는 

VR체험존을 운영한다.

팔당호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없애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공원이다. 주차장, 화장실, 

벤치 등의 편의 시설이 있으며 약 

2km에 이르는 산책길에는 소나무, 

왕벚나무, 왕버들, 선버들 등이 우거져 

장관을 이룬다. 갈대 군락과 부들 

군락, 철새 조망대 등이 설치돼 있다.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031-760-3762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팔당전망대경안천습지생태공원

남한산성
Rout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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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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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42옛 성곽 길을 걷다

G W A N G J U

남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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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 031-743-6610

 상시

 gg.go.kr/namhansansung-2

 서울에서. 8호선 산성역

  대중교통. 산성역에서 버스 9번

  콜택시. 성남브랜드콜택시 031-721-7000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5분

365m

11분

744m

23분

12.7km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남한산성 전통음식마을          율봄식물원

남한산성 북한산성과 함께 조선 시대 수도 한양

을 지키던 남한산성은 이제 유명 산책

로가 되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 이뤄진 발굴 조

사에서 8세기 중반에 조성된 성벽과 건물 터 등이 확인돼 

조선 시대보다 앞선 신라 주장성의 옛터인 것으로 추정된

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군수 물자를 저장하는 특수 창고를 

설치한 중요 거점 성으로, 조선 시대에는 외성과 옹성을 갖

춘 전형적인 산성으로 쓰였다. 국방의 보루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튼튼

하게 쌓은 구축물 로서 이 땅을 지키는 역할을 해냈다. 오늘날의 남

한산성은 조선왕조 인조 2년 1624년 부터 축성되어 인조 4년 

1626년 에 완공되었다. 산성 내에는 행궁과 숭열전, 여녀무관, 

지수당, 청량당 등이 들어서면서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모양을 갖추었다.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굳이 그중 하나를 꼽자면 단

풍이 무르익는 가을이 아닐까. 빨갛고 노란 단풍 옷을 입

은 성벽 길을 따라 남문에서 서문까지 쉬엄쉬엄 걸으면  

1시간쯤 지난다. 부담 없는 산책 코스인 데다 중간중간 경

기도유형문화재 제1호인 수어장대, 정자 같은 쉼터가 있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겨 찾는다. 산성의 남동쪽에 위치한 

동문 좌익문 부터 서문 우익문, 남문 지화문, 북문 전승문 을 차례로 걷

다 보면 자연환경을 이용해 지은 튼튼한 요새에서 적의 동

태를 관찰했던 당시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곳곳에는 

소나무 군락지가 조성돼 기묘한 모양새의 소나무를 볼 수 

있으며 소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 덕에 건강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천진암
Route

41

에디터 추천 카페

파머스대디             

일찌감치 정원 문화를 예견한  

공간 디자이너가 직접 가꾼 농장.  

빈티지 가구와 소품으로 꾸민  

그린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며 갖가지  

작물과 꽃으로 찬란한 농장의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380

 070-8154-7923

 10:00~18:00

 어른 8,000원  

 어린이 6,000원

남한산성 내에 있는 기념관으로,  

만해 한용운이 불교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저술한 도서 원전과 시집 

<님의 침묵> 초간본, 연구 논문 등 

600점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만해의 

출가와 수행, 3·1운동과 옥중 투쟁, 

계몽, 문학, 신간회 활동 등 만해의 

일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792번길 24-7

 031-744-3100

 10:00~18:00  

 월요일·1월 1일 휴무

 일반 2,000원  

 청소년·군인·장애인  

 1,000원

 광주시 퇴촌면 태허정로 267-54

 031-798-3119

 09:00~18:00,  명절 당일· 

 11월 중순~3월 휴무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500원

2만 평의 야외 공간에 조성한 식물원으로 

잣나무 산림욕장, 느티나무 산림욕장, 

밤나무 숲, 참나무 숲, 작은 온실 정원 등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계절별 

농촌 체험, 비누·염색·양초 등의 공예 

체험 등을 진행한다. 푸른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남한산성 산책을 마친 뒤 출출함을 

달래려면 남한산성 전통음식마을로 

가자. 전통 한옥으로 지은 70여 개의 

음식점이 한데 모여 있는 곳으로  

쌀밥, 도토리묵, 토종닭 등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문헌을 토대로 고증을 

거쳐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음식 

효종갱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

 광주시 관광안내소 

 031-762-3010

만해기념관

율봄식물원남한산성 전통음식마을

와우정사
Route

43



43평화를 염원하는 산사 산책

Y O N G I N

와우정사



166 167

 용인시 처인구 해곡로 25-15

 031-332-2472

 wawoo-temple.org

 서울에서.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 5005번

  대중교통. 용인공용버스터미널에서 버스 10-4, 16번

  콜택시. 용인앱택시 1566-0440

 

 장애인 전용 화장실

36분

23.4km

30분

13.7km

와우정사 벗이미술관 한택식물원

와우정사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비로소 빛을 발

하는 것들이 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여럿이 되고, 그 여럿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

을 때 우리는 이를 화합, 평화, 통일이라 말한다. 와우정사

는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대업과 그 시대의 호국 불교 

정신을 재현하고자 세운 곳이다.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

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사찰이다. 연화산의 48개 봉우리

에 둘러싸여 있어 신비로운 풍경을 이룬다. 다른 사찰과 달

리 공원처럼 꾸며 곳곳을 산책하듯 둘러보기 좋다.

사찰 내에 세계 여러 곳에서 모은 불상 3,000여 점이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두가 위엄 있게 자리해 

있다. 돌을 쌓아 만든 불단 위에 8m 높이의 불두가 놓여 있

는데, 그 거대한 규모에 한 번,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의 

부처 얼굴에 한 번 더 놀라게 된다. 

와우정사의 대표 불상인 ‘누워 계신 부처님’의 모습도 

놓치지 말자. 높이 3m, 길이 12m에 달하는 와불은 인도네

시아산 향나무를 다듬어 만들었다. 세계 최대의 나무 불상

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황동 8만 근으로 10년 

동안 제작한 장육존상5존불,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세

계 각국의 성지에서 가져온 돌로 한층 한층 쌓아 올린 통일

의 탑 등 마치 불교 박물관에 온 듯 볼거리가 가득하다.

남한산성
Route

42

에디터 추천 카페

어 로프 슬라이스 피스            

빵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빵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한 달에 한 번 용인의  

청년 농부들이 모여 진행하는 파머스 

마켓인 빵긋마켓도 열린다.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 47

 031-339-1488

 10:00~21:00

벗이 Versi 는 ‘벗’이라는 한글과 

‘다양성’을 뜻하는 diversity에서 따온 

이름이다. 소중한 친구이자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이곳은 아시아 최초의 

아르 브뤼 Art Brut: 가공하지 않은 원시 형태의 순수 예술  

전문 미술관이다. 예술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본능과 무의식에 따라 만든 

창작물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전시한다. 무장애 여행을 

위한 편의 시설도 갖추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촌로53번길 4

 031-333-2114

 미술관 10:00~18:00 

 월요일·명절 당일 휴무

 versi.co.kr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택로 2

 031-333-3558

 3~10월 09:00~18:00 

 11~2월 09:00~16:30

 hantaek.co.kr

우리의 자생식물들이 잡초로 홀대받던 

1970년대,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식물원을 만들어보자는 신념으로 탄생한 

곳이다. 미로같이 꾸며진 탐방로와 

9,700여 종의 식물로 채워져 있어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다. 

생태 환경에 맞춰 조성한 온실과 

원예·조경 학교, 양봉학교, 가드닝 교육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벗이미술관

한택식물원

한국민손촌
Rout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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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031-288-0000

 2~4월, 10월 09:30~18:00 

 5~9월 09:30~18:30  

 11~1월 09:30~17:30 

 (주말 30분 연장 운영)

 koreanfolk.co.kr

 서울에서. 1호선 수원역, 신논현역에서 버스 5001-1번 

 강남역에서 버스 1560번, 종로에서 5500-1번

  대중교통. 수원역에서 버스 10-5, 37번

  콜택시. 용인앱택시 1566-0440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청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장애인 관람석, 유모차 대여, 수유실

44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Y O N G I N

7분

2.8km

13분

877m

53분

22.5km

한국민속촌 법륜사 내동마을 농도원목장

한국민속촌 한복을 입고 거니는 관광객 사이로 

우렁찬 목소리의 각설이, 뒷짐을 

지고 유유자적 걸어가는 선비, 기품 있는 암행어사, 아름다

운 복장의 기생, 주막의 재치 있는 주모 등 개성 만점의 다

양한 옛 캐릭터들을 볼 수 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전통문

화 테마파크로 우리나라 사극 배경의 영화와 드라마에 자

주 등장하는 한국민속촌이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우리 문

화와 풍속을 한데 모아 국내외 관광객들이 흥미롭게 다가

설 수 있도록 했다. 

한국민속촌 내 조선 시대 마을은 실제 각 지방에서 이

건·복원한 실물 가옥으로 이뤄져 있으며 철저한 고증과 자

문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 문화를 반영했다. 놀이마을에서 

즐기는 각종 놀이 기구는 물론 마치 조선 시대에서 문을 열

고 나온 듯한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가 이곳의 매력을 한

층 높여준다. 상황극을 펼치거나 마을 곳곳을 활보하는 캐

릭터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또한 이곳에서는 매월 색다른 행사가 열린다. 춥고 긴 

겨울, 조선 시대 사람들이 즐기던 놀이를 체험해보는 ‘설원

의 사냥꾼’ , 추억의 라디오와 흑백사진관, 뽑기 사탕 등 놀

거리를 제공하는 ‘추억의 그때 그 놀이’ 등 365일 즐거운 웃

음 소리가 채워진다.

와우정사
Route

43

에디터 추천 식당

<수요미식회> 추천 맛집

제일식당           

인근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식당이다. 오랜 시간 가마솥에  

우려낸 진한 순댓국과 할머니 손맛으로  

꾹꾹 담은 순대 맛이 일품이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201번길 11

 031-332-4608

 06:00~21:00

용인 문수산에 자리한 법륜사는 푸른빛의 

아름다운 기와가 인상적인 사찰이다. 

우아하고 화려한 대웅전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고 싶을 만큼 인상적인 

모습이다. 아 亞 자 복개형 건물은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겹겹이 

퍼져나가는 모습처럼 부처의 진리도 그와 

같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126

 031-332-5703

 beomnyunsa.or.kr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377번길 1-34

 031-321-0445

 10:00~15:00 

 (1일 1회, 사전 예약 필수)

 nongdo.co.kr

이국적인 건축물과 푸른 초원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곳이다. 

2005년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장으로 

선정됐다. 건초 주기, 송아지 우유 주기, 

젖 짜기 등의 낙농 체험과 치즈 또는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우유와 요구르트를 

맛보고 구매할 수도 있다.

용담저수지 둘레길을 지나 

농촌테마파크로 향하는 길 양옆으로 

펼쳐진 연밭과 시골 풍경이 

어우러진다. 매년 7~8월이면 연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된다. 

겨울철에는 연밭의 물이 얼어 자연이 

만든 썰매장으로 변신한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23번길 6

 내동마을회관 

 031-324-4053

 blog.naver.com/  

 gonggan70

에디터 추천 숙소

법륜사 템플스테이    

단 하루만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륜사 템플스테이로 휴식형,  

체험형, 당일형 중 목적에 따라 선택해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126

 010-6766-8700

 beomnyunsa.or.kr

법륜사

농도원목장내동마을

안성 미리내마을
Rout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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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양성면 미산1길 2

 010-9335-7821

 mirinaesolmoe.com

 서울에서. 안성종합버스터미널

  대중교통.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 50-7번

45성스러운 목자의 마을

A N S E O N G

12분

5.2km

20분

16.6km

안성 미리내마을             안성맞춤박물관 안성팜랜드

안성 미리내마을 1800년대 초 신유박해와 

기해박해로 천주교가 탄

압받던 시절, 미리내마을은 신도들의 안식처였다. 현재는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미리내 성지가 마을 

뒤에 조성돼 있어 천주교 성지 순례 코스로 알려져 있다. 당

시 신도들이 밤에 피운 불이 마치 은하수처럼 보인다 하여 

미리내 은하수의 순우리말 라는 이름이 붙었다. 밭을 일구고 도자기

를 구워 팔며 생계를 이어온 마을이다. 주민 대부분이 천주

교 신자이며 늘 기도하는 신도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 마을은 산과 숲, 저수지를 끼고 있어 다양한 농촌 체

험을 할 수 있다. 마을 앞 미산저수지에서는 붕어와 잉어, 

향어 낚시를 즐기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쌍령산을 오르며 

몸과 정신을 맑게 일깨운다. 수백 년 이어온 청정한 자연환

경을 바탕으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다. 계절별로 짚 공예, 허브 목욕, 천연 물비누 만들기, 눈

썰매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미산저수지 솔뫼길을 걷

는 체험이 특히 인상적이다. 저수지를 따라 마을 주변을 잇

는 둘레길을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치유하는 힘

을 기를 수 있다. 당일 체험과 1박 2일 체험으로 나뉘며 자

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조용한 마을을 산책하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내

려놓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을 누려보길 바란다.

한국민속촌
Route

44

놋쇠 또는 통쇠로 만든 유기는 

우리나라 전통 그릇이다. 안성은 

경상도와 전라도로 통하는 길목에 

있으며 충청도와 연접해 삼남  

지방의 물산이 다 모였다. 상권이 

발달하며 안성장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시장이 됐다. 이를 토대로 유기의 

본고장인 안성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유기를 만드는 장인이 많았다. 

이곳에서는 안성 유기와 농업의 역사를 

살피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특별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15

 031-676-4352

 09:00~18:00 

 월요일 휴무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031-8053-7979

 2~11월 10:00~18:00 

 12~1월 10:00~17:00 

 nhasfarmland.com

1969년 독일의 지원을 받아 젖소 

200마리를 들여와 우유를 생산했던 

것이 안성팜랜드의 시작이다. 

우리나라 낙농 역사와 발전 과정을 

배우고 우유와 치즈 만들기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독일의 어느 

마을에 온 듯한 분위기다. 동물들이 

펼치는 공연과 초원에서 자라는  

소, 타조를 구경하는 등 동물원을 

방불케 한다. 

에디터 추천 식당

약수터식당             

소 곱창과 떡, 중면, 버섯, 깻잎,  

마늘 등을 넣어 얼큰하게 끓여  

먹는 곱창전골 전문점이다.  

이 집의 곱창전골을 먹기 위해  

안성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다.  

 안성시 양성면 만세로 667

 031-672-4728

 평일 09:30~21:00 

 주말 09:30~21:30 

 (주말 쉬는 시간 16:00~17:00) 

 월요일 휴무

안성맞춤박물관

안성팜랜드

남사당공연장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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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신명 나는 마당놀이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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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당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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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2

 031-678-2518

 토요일 16:00~18:00, 일요일 14:00~16:00

 www.namsadangnori.or.kr

 서울에서. 안성종합버스터미널

   대중교통.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 15-1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장애인 관람석, 유모차 대여, 수유실

14분

7.8km

4분

260m

8분

3.4km

남사당공연장 안성시사계절썰매장 안성객사 태평무전수관

남사당공연장 ‘얼씨구나 좋다! 덩기덕 쿵덕쿵!’ 

남사당패의 신명 나는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으로 함께 외치게 된다. 

주말마다 남사당공연장에서는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

이풍물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들은 조선 최고의 예술가

이자 최초의 연예인으로 여겨지는 안성 바우덕이의 명맥을 

잇는다. 또한 우리 민족의 얼과 흥의 집합체인 마당놀이를 

보존하고 세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고단한 농사일에도 

흥겨운 풍물놀이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얼쑤’ 추임새를 

넣으며 놀이패와 관객이 함께 즐기는 것이 마당놀이의 매력

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많은 놀이패가 흩어

지고 사라졌지만 안성남사당놀이패는 여전히 역사를 이어

가고 있다. 

‘마당’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함박눈이 쌓이는 겨

울을 지나 봄비가 내리고 길가엔 야생화가 피어난다. 여름

의 긴 장마를 이겨내고 무더위를 견딘 후엔 들판이 노랗게 

물들며 곡식이 익어간다. 안방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

는 마당은 우리 조상의 희로애락이 담긴 공간이다. 그런 마

당에서 흥을 돋우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장려하던 춤사위가 

마당놀이이다.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은 점점 사라지는 마

당 문화를 살려 해학의 웃음과 휴식터를 제공한다.

과거 마당에 둥글게 둘러앉아 공연을 보던 것처럼 원형

으로 꾸민 무대 주변을 둘러싼 좌석에 앉아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실내로 옮겨온 마당에서 박수를 치고 어깨를 들썩

이며 우리의 전통 공연을 즐겨보자.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예매 후 관람할 수 있다.

안성 미리내마을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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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내고향> <생생정보통>

추천 맛집

안성장터국밥            

전국에서 장사꾼이 모이던  

조선 시대 3대 시장에 속한  

안성장의 명물은 장터국밥이었다. 

안성장터국밥은 100여 년간  

4대째 이어오며 자타 공인  

원조 장터국밥으로 오늘날까지  

이름을 날리고 있다.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60

 031-674-9494

 07:00~21:00

안성맞춤랜드 안에 있는 썰매장으로  

눈이 오지 않아도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썰매를 즐길 수 있다. 여름에는 

물썰매, 겨울에는 눈썰매, 봄·가을에는 

오일썰매를 탈 수 있다. 특히 여름에는 

수영장도 함께 개장한다.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3

 031-675-6868

 봄 4~6월, 여름 7~8월  

 가을 9~11월  

 겨울 12~2월 중 개장  

 월요일·명절 당일 휴무

 asimc.or.kr/sled

 안성시 태평무길 42

 031-676-0141

 토요일 14:30(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taepyungmu.net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왕비를  

표현한 전통 춤 ‘태평무’의 맥을 

이어가는 곳이다. 우아하고 섬세한 

손놀림과 화려한 의상, 절도 있는 

발동작이 특징이다. 꽃이 피어나는 

듯한 부채춤과 장단에 맞춰  

펄럭이는 치맛자락이 꽃이 만개하는 

모습과 같다.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이 

열린다.

객사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한 관사를 말한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나 외국  

사신이 내왕할 때 묵었던 숙소로  

고려 시대 건축의 특징인 주심포 양식 

건물과 주 건물 좌우에 뻗어 나온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 초 14세기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 몇 개  

안 남은 주심포 건축물 중 하나다.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

 안성시 관광안내소 

 031-677-1330

안성시사계절썰매장

태평무전수관안성객사

3·1운동기념관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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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868

 031-678-2475~8

 09:00~18:00, 월요일·명절 당일 휴무

 anseong.go.kr/tourPortal/41/main.do

 서울에서. 1호선 평택역

  대중교통. 평택역에서 버스 8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유모차 대여, 수유실

3·1운동기념관             안성선비마을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운수암

11분

3.5km

4분

250m

10분 / 27분

4.6km

3·1운동기념관 1919년 3월 11일, 안성은 태

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

와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메아리는 학교와 

읍내, 장터와 마을, 산으로도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자주 독

립을 염원하는 3·1운동의 외침은 이렇게 안성을 물들였다. 

3·1운동기념관은 안성 지역의 만세 운동과 관련한 유

물과 기록, 기념비를 모아놓은 의미 있는 장소다. 역사 자료

와 모형, 영상, 체험관으로 이뤄진 전시관과 안성 지역 독립

운동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는 사당 광복사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일전쟁, 을사늑약과 같은 민족의 수

난부터 3·1 독립선언, 그 후 2일간의 해방과 고난의 장소인 

서대문형무소, 안성의 독립운동가 등을 주제로 한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3·1운동과 관련된 역사

를 배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태극기를 만들거나 문화해설사와 전시를 감상하며 자

세한 설명을 듣는 등 3·1운동기념관 곳곳에서 애국심을 고

취하는 테마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시기에 따라 역사를 깊

이 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의 우

리나라가 있기까지 목숨 바쳐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희생정

신과 독립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남사당 공연장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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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시원한 묵밥과 말린 묵을 넣어 꼬들함이 

살아 있는 묵샐러드 등 도토리묵을  

재료로 한 요리를 선보인다. 색다른 맛을 

원한다면 참깨, 들깨, 흑깨와 도토리 

수제비를 넣어 만든 임자탕을 추천한다.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6

 031-671-0511

 08:00~21:00 

 첫째·셋째 월요일 휴무

조선 시대 명문 해주 오씨 가문의 

정무공파 자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다. 

현재 마을 주민의 95%가 해주 오씨다. 

마을 곳곳에 다양한 문화·역사 자원이 

남아 있다. 전통 예절과 인성 교육을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루 동안 선비가 되어 선비 정신과 

생활을 체험해보는 선비 체험, 도장 

만들기, 제례 체험, 다도 체험, 국궁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안성시 양성면 덕봉길 45

 031-672-6875

 10:00-18:00

 sunbidm.com

 안성시 양성면 성하길  

 80-63

 031-673-7372

 09:00~18:00, 월요일 휴무

 unsuam.or.kr

높이 298m의 고성산 중턱에 자리한 

암자다. 맑은 목탁 소리가 숲 사이로 

새어 나와 방문객을 먼저 반긴다. 

작지만 아름다운 정원과 잘 보존된 

오래된 건물이 조화를 이룬다. 

고성산의 등산 코스는 운치 있기로 

유명하다. 운수암을 둘러본 뒤 산 

정상에 올라 멋진 풍경을 마주해보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75호로 

1510년에 지어 1650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조선 중기와 후기의 

가정집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일반 사대부 가옥과 

달리 사랑채와 안채가 이어진 독특한 

구조다. 

 안성시 양성면 덕봉길 66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031-677-1330

안성선비마을

운수암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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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기념관

 평택시 진위면 은산길 58-4

 031-666-1385, 010-9328-3257

 10:00~17:00

48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의 발자취

삼봉기념관 진위향교 진위고을길 바람새마을

 서울에서. 1호선 진위역 

  대중교통. 진위역에서 버스 8번

  콜택시. Hi평택콜 031-660-0000

 33분

7.5km

18분

11km

7분

470m

P Y E O N G T A E K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활동한 유학

자이자 정치가 삼봉 정도전을 기리

는 기념관이다.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경북 영주에서 자라

고 전남 나주에서 유배 생활을 한 정도전의 기념관이 왜 평

택에 있을까? 삼봉기념관이 자리한 진위면 은산리에는 정

도전의 후손 봉화 정씨 가문의 집성촌이 있다. 정도전은 당

시 정치 구조에 개혁을 시도한 인물이다. 왕권국가를 지향

했던 당시 정권과 대립해 운명을 달리했다. 조상이 지은 죄

가 후손에게 대물림되던 시대임을 떠올려보자. 감시와 탄

압을 피해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그의 후손들은 이곳 은사

리에 터전을 꾸렸다. 이것이 정도전의 위패를 봉안한 문헌

사, 정도전의 맏아들 정진의 사당 희절사 등이 이곳에 있는 

까닭이다. 

삼봉기념관에는 정도전의 초상화와 삼봉집 목판, 유배 

생활 당시 부인 경숙택주 최씨에게 보낸 서간문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다. 권근의 <삼봉 선생 진찬>에 담긴 정도

전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온후한 빛과 엄중한 용모는 쳐다보면 높은 산을 우러

러보는 듯, 다가서면 봄바람 속에 앉은 듯하다. 그 얼굴이 

윤택하고 등이 펴진 것을 보니 온화함과 순함이 속에 있음

을 알겠다.” 

삼봉기념관에 전시된 초상화를 보고 나면 이 문장에 고

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온화한 동시에 다부진 그의 기품을 

느낄 수 있다.

삼봉기념관

웃다리문화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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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화재자료 제40호로 지정된 

조선 초기의 향교이다. 과거 조상들이 

유학을 공부하던 명륜당과 공자의 

위패와 초상화를 모신 대성전이 

자리해 있다. 곳곳에 수령 200년이 

넘은 나무가 자리를 지키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바람새마을진위고을길

경기옛길 삼남길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도로 연결한 역사·문화 

탐방로다. 평택의 옛 중심지였던 

진위고을을 지나는 진위고을길 경기옛길 

삼남길 제9길 은 맑음터공원에서 시작해 

원균 장균 묘까지 17.4km에 달한다. 

약 4시간 50분이 소요되는 코스를 

걸으며 옛 정취에 흠뻑 빠져보자.

도시의 복잡한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체험 마을이다. 

어른에게는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아이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 놀이터를 

제공한다. 습지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논에서 왕우렁이를 채취하는  

등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진위향교

에디터 추천 카페

커피냅 로스터스 HQ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카페다.  

빈티지한 소품과 내부  

정원 등이 묘한 분위기를 만든다.  

커피와 빵, 디저트 메뉴가  

인기 있다. 

 평택시 진위면 봉남2길 35

 031-666-4131 

 10:00~22:00

  평택시 진위로 49

 031-664-7073

 평택시 고덕면 새악길 18

 031-663-5453

 balamsae.com

  평택시 진위면 봉남길 61

 ggoldroad.ggcf.or.kr

진위고을길

웃다리문화촌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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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Y E O N G T A E K

49알록달록 전통문화 기행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438-14

 031-667-0011, 1611

 09:00~18:00

 wootdali.or.kr

 서울에서. 1호선 송탄역  

 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대중교통. 송탄역 또는 송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5번

  콜택시. Hi평택콜 031-660-0000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 출입구 단차 없음

웃다리문화촌 평택국제중앙시장 진위천유원지

16분 / 24분

5km

16분 / 31분

5.1km

웃다리문화촌

송탄관광특구에 자리 잡은 평택국제 

중앙시장은 ‘경기도의 이태원’이라  

불릴 정도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즐비한 곳이다. 낮에는 전통 재래시장으로 

활기를 띠고, 밤에는 미국, 동남아시아, 

터키 등을 테마로 한 이국적인 상점들이 

불을 밝힌다. 특히 평택 미 공군  

기지의 영향으로 탄생한 부대찌개와 

햄버거는 꼭 맛봐야 한다.

평택 진위천 주변에 조성한 유원지로  

주변 산에서 내려온 깨끗한 물과 4만 평의  

평야로 이루어졌다. 맑은 물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카약과 놀이 기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2km 길이의 꽃밭을 도는 

레일바이크는 드넓은 평야를 감상하기에 

최적이다. 이용료는 1회 2,000원  

평택 거주자 50% 할인 이며 한 대에 최대 4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해 질 무렵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유원지 

곳곳을 오색 전구가 불을 밝히며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동절기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하절기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반짝이는 꽃밭 구경을 놓치지 말자.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264-15

 031-665-6231

 09:00~21:00(여름  

 물놀이장  10:00~17:00)

  jinweepark.com

   평택시 중앙시장로25번길  

11-8

 031-666-4275

  facebook.com/ 

 ptcentralmarket

에디터 추천 식당

<백종원의 3대 천왕> 

추천 맛집

김네집  

송탄 지역의 수많은 부대찌개집  

가운데 원조로 꼽히는 곳이다.  

푸짐한 건더기와 사리, 중독성 강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평택시 중앙시장로25번길 15

 031-666-3648 

 11:10~22:00 

 첫째·셋째 월요일 

 명절 당일 휴무

평택국제중앙시장

진위천유원지

옛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 터

에 자리한 웃다리문화촌은 전

통과 놀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1945년 개교

해 50여 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놀던 학교는 2000

년에 폐교되면서 마을의 애물단지로 남았다. 황량한 폐건

물이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로 채워진 건 2006년 

무렵이었다. 지역 문화·예술인과 강사들이 생활 도예, 공

예, 전통 놀이부터 장난감 만들기, 창작 동요, 캘리그래피 

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비어 있던 교실이 배움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웃다리’라는 명칭은 농악의 한 종류에서 따왔

다. 웃다리 농악은 경기·충청 지역의 농악을 이른다. 평택

의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대표적인 웃다리 

농악 중 하나다. 무형문화재의 터전에서 즐기는 전통 놀이

와 공예는 모두가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다.

푸른 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는 돗자리를 깔고 소풍 

온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푹신한 잔디밭 위

로 아이들의 해맑은 뜀박질이 이어진다. 운동장 한쪽 동물

원에서는 토끼, 흙염소, 꽃사슴 등 귀여운 동물들이 자라고 

있다. 주변에서 풀을 뜯어 직접 먹이를 주며 동물과 교감하

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옛 시절로 돌아간 듯한 복고풍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풍금, 미닫이문, 칠판, 책상 등 다

양한 소품이 놓여 있다. 다시금 배움의 열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찬 학교에서 뜻깊은 추억을 남겨보자.

광교호수공원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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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도심 속 휴식 공간

S U W O N

광교호수공원 수원광교박물관

 13분

4.1km

 4분 / 10분

1.1km

광교 카페거리 

광교호수공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102

 031-228-2198

  gglakepark.or.kr

 서울에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대중교통. 광교중앙역에서 버스 18번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광교

는 2011년에 생긴 신도시다. 

‘광교’라는 명칭은 본래 광악산이라 불리다가 928년 고려 

태조 왕건이 이 산 위로 솟아오르는 광채를 보고 ‘광교산’이

라 명명한 데에서 유래했다. 광교호수공원은 광교 신도시

가 생기면서 2013년에 새롭게 조성된 호수공원이다. 총면

적 205만m
2로 국내 호수공원 중 가장 크다. 원천호수와 

신대호수를 중심으로 어번레비, 커뮤니티 숲, 신비한 물너

미 등 크게 7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행사, 소풍, 산책 등

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기본적으로 공원 내 시설 대부

분은 기존의 호수와 숲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해 설치했다.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손을 거친 여느 공원

에 비해 경관이 더욱 아름답다.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에

서 ‘경관대상’으로 선정했을 정도다. 곳곳에 광장이나 너른 

잔디밭이 마련돼 있어 간단한 소풍을 즐기면서 멋진 풍광

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도 있다. 

두 호수 중에서는 원천호수에 주요 볼거리 및 즐길 거리

가 몰려 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1.6km 구간의 어번레비

다. 이곳은 날이 어둑해지면 더욱 빛을 발한다. 호수를 가로

지르는 데크에 LED 조명이 켜지면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

된다. 국내 호수공원 중 유일한 오토캠핑장도 인기다. 4인용 

캐러밴 6대, 4인용 캠핑 텐트 21개가 마련돼 있다. 이를 이

용하려면 수원도시공사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홈페이

지 suwonudc.co.kr/ggcamping 를 통해 매월 1~15일에 이용 신청

을 하고 16일 추첨을 기다리거나, 17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의 미예약분을 선착순으로 예약하면 된다. 

광교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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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로 바뀐 지역의 과거 모습은 

어땠을까? 광교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적과 근현대사 

유물을 전시해놓은 수원광교박물관에서 

그런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다. 

어린이체험실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고고학자가 되어 유물을 발굴하는 ‘나도 

고고학자’ , 올림픽 마스코트를 만나고 

올림픽 운동장 트랙에서 신나게 노는 

‘올림픽에서 놀자’ , 독도 블록 쌓기를 

체험하는 ‘독도야 안녕’ 등 전시 유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82

 031-228-4175

 09:00~18:00, 첫째 월요일 휴관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노인 무료

 ggmuseum. 

 suwon.go.kr

길이 1km 거리에 카페와 맛집이 

즐비하다. 한우, 삼겹살, 초밥,  

브런치, 디저트, 커피 등 원하는  

모든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광교에서 떠오르는 명소인 만큼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거리가 항상 북적인다.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127번길 51

에디터 추천 카페

카페드로잉 광교점  

아브뉴프랑 1층에 자리한 카페로  

‘광교 브런치의 성지’라 불린다.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에서 유명한 

카페드로잉의 분점이다.  

브런치 외에도 타르트가 유명하다. 

가격대는 다소 높은 편이다.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85  

 광교 C1블록 호반베르디움

 031-213-5129

 09:00~24:00

  드로잉 프렌치토스트 1만 6,900원  

 아메리카노 7,000원

광교 카페거리

수원광교박물관

광교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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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아침고요수목원 p.106

29  쁘띠프랑스 p.110

30  구하우스 p.112

32  두물머리 p.120

33  다산유적지 p.124

36  신륵사 p.136

39  이천세라피아 p.150

40  화담숲 p.154

42  남한산성 p.162

43  와우정사 p.166

44  한국민속촌 p.168

46  남사당공연장 p.176

47  3·1운동기념관 p.180

49  웃다리문화촌 p.186

1  수원화성 p.12

6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p.32

7  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 p.36

10  시흥갯골생태공원 p.46

11  광명동굴 p.48

12  한국만화박물관 p.50

13  행주산성 p.54

14  독립운동기념관 p.56

16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p.62

17  송암스페이스센터  p.64

18  벽초지문화수목원 p.68

19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p.72

21  연천전곡리유적 p.78

26  포천아트밸리 p.98

PLUS

문턱 없는 경기 여행

경기도 무장애 여행

경기도는 북동부 산악 지역과 남서부 해안 지역에 이르는 천혜의 환경과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여행지이다. 물리적·심리적 제약과 정보 부족으로 여행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관광 약자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우러지며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문턱 없는 경기 관광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50개 코스 중 현재 무장애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살피며 문턱 없는 경기 여행을 떠나보자.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1666-0420

ggsts.gg.go.kr

경기도수화통역센터

031-252-6420

ggdeaf.kr/2382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031-299-5000

ggnurim.go.kr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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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VISIT 5

경기도 대표 테마파크 5

마법이 걸린 산속, 영원한 땅에 펼쳐진 

환상적인 세계가 있다. 용인시 처인구 깊숙한 

곳에 자리한 에버랜드는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사로잡은 테마파크다. 글로벌 

페어, 아메리칸 어드벤처, 매직랜드, 유러피언 

어드벤처, 주토피아의 5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건축물 사이를 거닐거나, 미 서부 

지역에서 놀이 기구를 타거나, 유럽 마을에서  

정원을 감상하거나, 배를 타고 동물과 

교감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거리가 

한가득이다.

2016년 투표 결과 에버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은 주토피아의 

로스트밸리. 세계 최초의 수륙양용차를 타고 

야생의 초원을 닮은 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길 수 있다. 그 뒤를 잇는 명물인 

T익스프레스는 낙하 각도가 77도에 

달하는 나무 레일을 시속 104km로 달리는 

롤러코스터다. 어둠을 밝히는 오색찬란한 

문라이트 퍼레이드도 빼놓을 수 없다. 

번쩍번쩍 거대한 퍼레이드 카를 따라 신나는 

야간 행렬이 이어진다. 

수도권 중심에 자리하며 안양, 군포, 과천, 

수원, 성남, 안산 등 6개 시와 인접한 

의왕에는 수도권 최대 호수인 왕송호수가 

있다. 제방 길이 640m, 총저수량 207만 톤 

규모의 이 인공 생태 습지에는 사계절  

다양한 철새, 어종, 습지 및 수중식물이 

분포되어 있다.

의왕레일파크는 호수 둘레를 따라 

이동하는 바이크를 비롯해 다채로운 볼거리, 

이벤트 등을 갖췄다. 탑승장에서 시작해 

꽃터널을 지나 팝업뮤지엄, 정차장, 포토존, 

스피드존, 미스트존까지 거치면 총길이 

4.3km의 코스를 완주한 것이다. 오픈 

바이크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묵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듯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곳의 일몰은 

수도권 최고로 꼽힐 만큼 아름답다. 석양이 

뿜어낸 오묘한 빛을 그대로 머금은 호수는 

낮과는 또 다른 신비로운 매력을 뽐낸다.

주변에는 조류생태과학관, 

자연학습공원, 맑은물처리장 등이 있고 

철도기술연구원·교통대학·철도박물관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유일의 철도  

특구가 조성돼 있어 아이들의 체험 학습 

여행지로도 제격이다.

1988년 5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울랜드가 문을 열었다. 독특한 테마로 

조성한 세계의 광장, 모험의 나라, 환상의 

나라, 미래의 나라, 삼천리동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테마파크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서울랜드는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며 가족, 연인이나 

친구들끼리 많이 찾는 경기도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트랙션으로는 

키즈랜드, 구름빵, 붕붕카, 베스트키즈 

등이 있다. 이 중 베스트키즈는 면적이 약 

1,300m
2에 달하는 대규모 실내 놀이  

시설로 타워놀이터, 키즈트레인, 

파도슬라이드 등이 모여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다. 한편 킹바이킹, 급류 타기, 

스카이엑스, 은하열차888 등은 스릴과 

재미를 모두 만족시키는 어트랙션이다. 

케이블 하나에 매달려 상공 50m 높이에서 

낙하하거나 시속 85km 속도로 52m  

높이를 수직으로 상승할 때면 온몸이 

짜릿해진다. 여기에 계절별로 열리는 

다채로운 페스티벌까지 즐기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이다.

도심형 레저 스포츠 테마파크로 9만  

4,000m
2
 면적에 실내 스키장, 워터파크 

&스파, 골프 연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그야말로 언제든지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천국이다. 우선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실내 스키장이 눈에 띈다. 

길이 270m, 폭 70m, 고급 15도,  

중급 11도의 스키장은 연중 최상의 눈 상태를 

유지해 언제든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다. 눈썰매 전용 슬로프와 이글루 체험 

공간도 있어 아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도 

손색없다.

워터파크와 스파가 있는 워터도시는 

물놀이를 위한 최적의 공간이다. 실내  

약 5,000여 평, 실외 약 1,000여 평 규모에 

들어선 제브라 슬라이드, 스페이스 볼을 

비롯한 일곱 가지 워터 슬라이드와 각종  

스파 시설은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내 최장 거리, 최대 타석의 골프 연습장 

역시 웅진플레이도시의 자랑거리다.  

그물망 없는 아치형 설계로 도심에서도 

시원한 시야로 골프 감각을 키울 수 있다. 

365일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신개념 

테마파크이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에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스포츠 클럽, 쇼핑몰이  

꽉 들어차 있다. 즉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입맛대로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다. 

특히 워터파크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가 가득하다. 

실내외를 넘나드는 슬라이드와 파도 풀, 

유수 풀, 아쿠아 플레이 등은 모험심을 

한껏 자극한다. 반면 겨울 왕국을 닮은 

스노우파크도 있다. 사계절 눈 내리는 

스노우힐에서는 썰매 타기 외에도 눈싸움, 

눈사람 만들기 등의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아이스로드에서는 허스키, 

사모예드 등 멋진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질주할 수 있다. 스포츠 클럽은 피트니스, 

골프, 수영뿐만 아니라 스크린 승마,  

스포츠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트리트형 원마운트 

쇼핑몰에서는 패션부터 뷰티, 헬스, 키즈, 

식음료까지 논스톱 쇼핑을 할 수 있다. 

 1

 Everland 

 Resort
에버랜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월·요일별로 운영 시간 상이 

홈페이지 참고 

031-320-5000 

everland.com

 2

 Uiwang

 Rail Park
의왕레일파크

 

의왕시 왕송못동로 209 

월~금요일 10:30~17:30 

토·일요일 10:00~18:30

031-462-3001

uwrailpark.co.kr

 3

 Seoul 

 Land
서울랜드

 

과천시 광명로 181

월~금요일 10:00~18:00 

토·일요일 09:30~19:00

02-509-6000

seoulland.co.kr

 4

 Woongjin

 Play City
웅진플레이도시

 

부천시 조마루로 2

시설별 운영 시간 상이 

홈페이지 참고

1577-5773

playdoci.com

 5

 Onemount

 Ilsan
원마운트 일산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월~금요일 10:00~18:00 

토·일요일은 19:00까지 

1566-2232

onemount.co.kr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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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평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2004년 미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등 12개국 30여 개 팀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초가을 가평의  

자라섬에서 열리는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다. 재즈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음악을 온몸으로 

느껴보자.

가평 자라섬 일대 

10월경

2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의 쌀은 예로부터 진상미로 선택될  

만큼 그 품질을 자랑한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이천시의 상징인  

쌀과 농경 문화의 백미인 가을걷이를 

전국적인 관광 축제로 승화시켰다.  

전통 농경 문화를 체험하고 이천 쌀을 

직거래할 수 있는 기회다.

이천 설봉공원 일대 

10월경

3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는 국내 

최초의 대중 연예 집단인 남사당 전통문화의 

‘바우덕이 예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2006년부터는 

유네스코 공식자문협력기구 CIOFF 의 공식 

축제로 지정되어 전통을 소재로 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다.

안성맞춤랜드, 안성 시내 일대 

10월경

4
수원화성문화제

조선 22대 정조대왕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원대한 꿈으로 지어진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펼쳐지는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관광 축제. 정조대왕 능행차를 

필두로 혜경궁 홍씨 진찬연 등의 재현 행사, 

수원천에서 펼쳐지는 수원사랑등불축제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로 이뤄진다.

수원화성 일대 

10월경

5
시흥갯골축제 

경기도에서 유일한 내만 갯벌인 시흥갯골을 

중심으로 열리는 생태 예술 축제다. 염전 

소금 체험, 갈대밭 공작 체험 등 방문객이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숲속 

예술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고, 어쿠스틱 음악제도 펼쳐진다.

시흥갯골생태공원 

9월경

6
여주오곡나루축제

쌀을 비롯해 고구마, 땅콩, 과일 등  

여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종합 축제다.  

여주의 옛 나루터 풍경을 재현한 곳에서 

도시민들은 여주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만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여주 신륵사관광지 

10월경 

7
연천구석기축제

‘전곡리안의 숨소리’를 테마로 구석기문화와 

선사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 형 축제다. 세계의 선사 문화를 

배우는 선사체험국제교류전과  

전곡리 고고학 아카데미, 구석기인의  

삶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연천 농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이루어진 축제다.

연천 전곡리 유적 및 전곡읍 일대 

5월경

8
파주장단콩축제 

가을이 무르익어가면 파주 임진각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웰빙 축제로 자리매김한 

파주장단콩축제가 열린다. 파주시가 예부터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파주장단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11월  

콩 수확 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있다.

임진각광장 및 평화누리 일대 

11월경

9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만화대상 수상작 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만화 전시와 더불어 콘퍼런스, 만화 마켓 

등 다양한 관련 행사가 열린다. 연계 

행사로 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도 열리는데, 

코스프레 퍼레이드, 국제코스프레챔피언십 

퍼포먼스, 포즈, 댄스 부문  등 국내외 코스플레이어를 

위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부천시 일대 

8월경

 10 
남양주 다산문화제

경기 동북부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 

축제다. 다산 정약용의 사상 계승과  

지역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다산대상시상식을 

비롯해 학술경연대회 다산문예대회, 서예대전, 

과거시험, 저잣거리 체험, 다산의 소서팔사 

체험 더위를 이기는 8가지 방법 등이 진행된다.

다산유적지 및 다산생태공원 

9월경

 11
군포철쭉축제 

봄날의 따스함과 분홍 꽃이 주는 설렘을  

만끽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 봄꽃 축제다. 

축제가 열리는 철쭉동산은 20만 그루의 

철쭉이 군락을 이뤄 봄이 되면 분홍빛 

장관을 이루는 군포의 핫플레이스다.  

봄기운이 가득한 곳에서 다채로운 야외 

공연과 이색 프로그램을 즐겨보자.

철쭉동산 등 군포시 일대 

4월경

 12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국내외 다양한 거리공연팀들이 

선보이는 거리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국내공식초청작과 해외공식초청작, 

자유참가작, 광대의 도시 같은 공연 

프로그램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프로젝트로 도심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환상을 경험할 수 있다.

안산문화광장 일대 

5월경 

 13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국내 최대규모의 산나물 축제. 용문산을 

중심으로 12개 읍·면에서 자란 각종 산나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양평에서 생산되는 

곰취, 참취, 곤드레, 당귀 등은 동국여지지에 

임금님 진상품으로 나올 만큼 유명하다. 

특별히 마련된 산촌마을 테마관에서 다양한 

산촌문화도 경험할 수 있다.

용문산관광지 일대 

5월경

 14
화성 뱃놀이축제 

1,000년 전 중국과 교역의 관문이었던 

전곡항이 요트는 물론 다양한 뱃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화성 뱃놀이축제를 시작으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 대표 해양  

레저 축제로 손꼽히는 화성 뱃놀이축제는 

요트, 범선 등 다양한 탈것과 함께 공연, 

캠핑, 먹거리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화성 전곡항 일대 

5월경

 15
오산독산성문화제

권율 장군의 애국심과 정조대왕의 애민 

사상이 깃든 독산성세마대지,  

청동기 문화가 남아 있는 고인돌공원에서 

과거와 만나는 역사·문화 축제가 열린다.  

조선 시대로 회귀한 듯 9개의 테마파크형 

역사 체험 공간에서 흥미 가득한 6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산 고인돌공원 일대 

10월경

4월

11  군포철쭉축제

5월 

7  연천구석기축제

12  안산국제거리극축제

13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14  화성 뱃놀이축제

8월

9  부천국제만화축제

9월 

5  시흥갯골축제

10  남양주 다산문화제

10월 

1  가평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2  이천쌀문화축제

3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4  수원화성문화제

6  여주오곡나루축제

15  오산독산성문화제

11월 

8  파주장단콩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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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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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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