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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 
포털

경기도의 여행 정보를 한눈에! 
경기관광포털 사이트와 함께하세요.

Tel. 031-259-4700

www.ggtour.or.kr

경기관광
홍보물 신청

경기도 홍보물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

Tel. 031-255-8424

www.ggtourmap.or.kr

365일 24시간 폭력 피해 
위기 상담긴급 보호를 
위한 긴급 피난처 운영

경기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00번길 43                  
                  (우리빌 가동 303호)

경기북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54-1

경기도 
산업관광
지도

국문
 기술산업

 자원재생

공해 없는 생활환경과 환경 보존, 에너지 절감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설계, 시공 되었습니다.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하루 200톤까지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소각장의 굴뚝인 구리타워는 구리의 관광 명소입니다.

D3 26.구리자원회수시설 & 구리타워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로 49
  031-566-5506/031-550-2478
  www.guri.go.kr/main/recall

· 소각장 시설 견학
· 전망대

산업관광 프로그램

 도시재생

부천아트벙커B39는 높이 39미터의 거대한 벙커와 인더스트리얼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연중 
진행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폐소각장 문화재생시설입니다. 

C3 24.부천아트벙커B39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53 (삼정동)
  032-321-3901
  https://artbunkerb39.org

·  시설투어  
·  전시회 

산업관광 프로그램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동굴은 도심 근처에서 동굴을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동굴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한국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1972년 폐광된 후 40여 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이며 잠들어 있던 광명동굴을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하여 역사ㆍ문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C3 25.광명동굴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070-4277-8902
  www.gm.go.kr/cv

· 동굴체험
· VR체험

· 와인동굴
· 공연 및 행사

산업관광 프로그램

 화장품제조산업
D2 06.코비카

코비카는 연구개발/부자재/디자인/제조 등 화장품 제조와 전과정을 다룰 수 있는 토탈 뷰티케어 
업체입니다.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화장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자인팀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패키지 디자인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851호(경민대학교 벤처센터, 가능동)
  031-876-7369
  www.cobica.co.kr

산업관광 프로그램

· 뷰티 체험

D5 08.hy팩토리+
누구에게나 친근한 발효음료 야쿠르트! 야쿠르트는 어떻게 만들어져 우리에게 오는걸까요?
제품생산에서 포장까지의 생산공정, 위생관리, 프로바이오틱스 정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즐겁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2 hy평택공장
  1577-3651
  hyfactory.fredit.co.kr

산업관광 프로그램

· 방문견학
· 온라인견학

 과학체험
D2 04.어메이징파크

상상했던 것들을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체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알게 될 때, 아이들의 
호기심은 즐거움이 됩니다. 어메이징파크는 현장학습을 자연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이 즐거운 미래로 만들어질 수 있는 체험 
과학교육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탑신로 860 
  031-532-1881
  www.amazingpark.co.kr

산업관광 프로그램

· 어메이징패키지
· 어메이징+과학관패키지
· 지피라인

 유리공예산업

대부도 유리섬박물관은 유리의 역사와 유리조형물을 소개하는 전시장과 극장식 유리공예 시연장 및 
유리공예 체험장을 비롯하여 현대미술의 맥아트 미술관, 해안길의 유리조각공원, 아트샵, 식당, 카페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유리공예 유명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수집·전시하여 미술관을 찾는 여러분들께 
흥미와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C4 30.유리섬박물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54
  032-885-6262
  www.glassisland.co.kr

· 블로잉 체험
· 램프워킹 체험
· 샌딩 체험

· 클라스페이팅 체험
· 유리팔찌만들기
· 와인병 시계만들기

산업관광 프로그램

평강도요에서는 고유의 것을 전승한 전통작품, 현대를 아우르는 창작품, 아름다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차 도구를 빚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 놀러 온 개구쟁이 꼬마와 함께 흙 놀이를 하며 행복했던 
순간이 너무 좋아서 도자기 체험을 시작하였습니다.

D4 28.평강도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6번길 106
  031-637-8860
  www.pkcera.com

· 물레체험
· 핸드페인팅

· 흙놀이
· 마카로 그리기

산업관광 프로그램

 도예산업

공예 명장이 운영하는 업체로 도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며 연령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일 체험 뿐만 아니라 공방 연간 회원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갤러리도 함께 운영하여 상시 볼거리가 
있습니다.

D4 27.백암도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246번길 11
  031-339-4711
  https://url.kr/k4ius5

· 물레체험
· 세라믹 페인팅

· 접시 만들기
· 컵 만들기 

산업관광 프로그램

D1 39.교동 장독대마을

교동장독대마을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마을의 주작목은 뽕나무이며 오디와 누에를 생산하여 
가공하고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무공해 먹거리와 향토음식을 계절별로 구성하여 각종 음식체험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신교동로 148-11
  031-534-5211
  www.교동장독대마을.com

D4 42.용인농촌테마파크
용인농촌테마파크는 곱등고개와 용담호수의 아름다운 자연속에 위치한 10ha(헥타르) 규모인 
농업·농촌체험장으로 휴식·휴양과 다양한 체험교육 등 방문객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1  
  031-324-4025/031-324-4081
  www.yongin.go.kr/tour

C5 41. 농업회사법인 평생평소로컬푸드 체험마을
자연에서 키워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배하고 체험하는 농장입니다. 건강 먹거리를 책임지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현지 농가에서 직접 수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자연의 깨끗함을 
알려주는 푸짐한 농산물을 체험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알찬 먹거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3길 49-16
  031-681-1514
  www.gireum.co.kr

경기도자박물관은 조선시대 500년간 왕실용 도자기를 생산했던 관요의 고장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도자전문 박물관입니다. 한국의 청자 및 백자는 물론 근ㆍ현대 도자에 이르기까지 관련한 유무형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자기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4 29.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031-799-1500
  www.ggcm.or.kr

· CLAYPLAY교육체험
산업관광 프로그램

장단콩 마을은 우리 콩과 우리 농산물을 지켜가며 우리 콩 보급률 향상을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을 구성원들과 함께 뜻을 이루고자 결성된 영농조합입니다. 천혜의 
자연과 환경을 자랑하는 DMZ지역에 위치하며 이 지역에서 생산한 장단콩을 원료로 슬로우푸드 
체험학습장 운영과 전통방식으로 담근 장들은 수백 개의 항아리에 숙성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64
  031-953-7600 / 식당 031-954-3443
  www.tongilchon.co.kr

산업관광 프로그램

· 장단콩마을 슬로푸드 체험

C2 13.파주장단통일촌콩영농조합법인

D4 10.씨즈커피코리아
씨즈커피는 공장견학과 커피체험(핸드로스팅, 핸드드립)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바리스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새 시대의 커피 체험관입니다. 또 직접 내린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파담로 149번길 30
  1522-8866
  www.seescoffee.com

산업관광 프로그램

· 씨즈커피공장 견학체험
· 핸드로스팅 & 드립체험

산머루농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유일한 와이너리로, 
포도가 아닌 산머루를 이용하여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와인을 직접 병에 담아볼수 있는 
나만에 와인, 산머루쨈 만들기, 와인터널 관람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윗배우니길 441-25
  031-958-4558
  www.sanmeoru.com

산업관광 프로그램

· 나만의 와인 만들기
· 잼 만들기
· 와인 터널 투어

C1 14.산머루농원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S/I/M)은 2014년 4월 21일 과학의 날에 개관하였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산업사 박물관이자 삼성전자의 홍보관입니다.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구현한 전자산업의 역할과 활동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전기의 발견과 함께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발명가들의 다양한 혁신 스토리와 기업들이 구축한 전자산업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대표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창조하는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삼성전자 
  031-200-3113
  https://www.samsunginnovationmuseum.com

산업관광 프로그램

· S/I/M 투어
· S/I/M 온라인투어
  ※ 사전예약 필수

D4 01.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전자 반도체전기

C3 02.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자동차
제조

필룩스에서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명전문박물관으로 빛, 색, 조명을 주제, 소재로 하는 
박물관입니다. 빛의 역사, 빛과 예술, 빛과 환경, 빛과 공연, 조명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235-48
  070-7780-8911 
  www.lighting-museum.com

산업관광 프로그램

· 전시관람
· 스노우하우스
· 마법저금통

· 숲속의 반딧불이
· 공연관람

C2 03.필룩스 조명박물관 조명 소재부품

 전통주산업

술샘은 고문헌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좋은 재료와 정성, 자연으로 전통주와 
전통발효 식초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내 견학 및 전통주 시음(약 1시간), 막걸리 빚기 
체험(약 2시간)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298-1
  070-4218-5225
  www.sulseam.com

· 양조장 견학 프로그램
· 막걸리 빚기 프로그램
· 견학+체험+시음 프로그램

산업관광 프로그램

D4 19.농업회사법인 술샘

전통술의 풍류와 낭만이 있는 공간 산사원은 배상면주가의 대표 술인 산사춘의 원료가 되는 
‘산사나무 정원’이라는 뜻으로 2009년 10월에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술에 대한 체험, 교육, 양조, 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문화체험 공간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432번길 25
  031-531-9300
  www.soolsool.co.kr

· 가양주빚기체험
산업관광 프로그램

D2 21.산사원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지난 1937년 창립 이래 84년간 오직 우유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유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유업체입니다. 
특히 서울우유 양주신공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가공 공장이자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형 
공장이며 제품생산 공장 내부 견학체험이 가능합니다. 

D2 07.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예원대학로 62
  031-928-8311
  www.seoulmilk.co.kr

산업관광 프로그램

· 공장견학

 식품제조·가공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국내 최대의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입니다. 자동차를 의미하는 ‘Motor’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Studio’를 결합한 공간으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동반자로 거듭난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자동차 문화 전문가인 ‘구루’의 가이드를 통해 자동차의 
탄생과정부터 최신 기능까지 친근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최신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들을 직접 시승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 
  032-310-3090~3091
  https://motorstudio.hyundai.com/goyang

산업관광 프로그램

· 체험전시 “Into the Car” 
· 아트전시 
· 차량전시

· 시승 프로그램
· 키즈 워크샵
· 모빌리티 워크샵

 항만산업
C5 05.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 인프라 개발촉진과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평택항 
시네마, 화분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8 
  031-682-5663
  www.gppc.or.kr

산업관광 프로그램

· 머그컵 만들기
· 화분 만들기

· 평택항 시네마

한경에프앤비(주)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한과와 장류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한 체험 및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국내외 유통판로를 
개척하며 6차 산업을 선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안성맞춤대로 2362-34 (난실리 23)
  031-677-8926
  blog.naver.com/hkfb1 | songreen.modoo.at

산업관광 프로그램

· 전통한과&로컬푸드 체험을 통한 
  융복합(6차)산업의 이해
· 꼬마농부의 6차산업과 잡곡이야기

D5 09.농업회사법인 한경에프앤비

 농촌체험
C1 34.새둥지마을

농업자원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고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새둥지마을”입니다. 새둥지마을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실습 및 농촌/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아로 491번길86
  031-835-7345
  www.gumiri.com

산업관광 프로그램

· 사과찹쌀 고추장 만들기 
· 찹쌀 주먹떡 만들기
· 퓨전 쌀강정 만들기 체험 

· 한지 만들기
· 문화관광투어

킨텍스는 10만㎡의 전시 면적과 63개의 회의실을 보유한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 입니다. 
킨텍스에서는 국내 MICE 중심지로서 서울모빌리티쇼, 서울식품산업대전 등 매력적인 전시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C3 32.킨텍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031-995-8114
  www.kintex.com

· 박람회 관람
· 전시회 관람

산업관광 프로그램

E3 15.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내에 위치한 공립박물관으로, 양평의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양평역사실과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친환경농업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설로는 자연요리연구소와 다도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670 
  031-772-3370
  https://www.yp21.go.kr/museumhub

산업관광 프로그램

· 에코·베이킹 강좌
· 어린이 양평문화단
· 용문산 산나물축제 연계 박물관 체험 한마당

· 양평문화유산 온라인투어
· 재활용 D.I.Y 체험마당

 농축산업

D3 12.팜아트홀릭
팜아트홀릭은 농업도 완성도를 높여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농업과 
업을 융합시킨 융복합 농산업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남양주의 대표 농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와 체험을 통해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우회로88
  031-574-5820
  www.farmartholic.co.kr

산업관광 프로그램

· 애완식물 테라리움
· 수제과일청
· 허브 포푸리

E5 18.한국조리박물관
한국조리박물관은 조리산업종사자와 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합식문화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의 조리발전에 이바지한 조리인들의 업적을 기록, 보존, 연구, 전시하고 
신진조리사 양성을 통해 세계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158-60
  031-673-9966 / 02-2094-9900~902
  http://moca-museum.co.kr

산업관광 프로그램

· 전시관람
· 조리진로특강

· 서양요리의 이해
· 발사믹/시저 드레싱 시연

 한식문화

국내 최대 농축산 테마파크 즐거운 체험목장 안성팜랜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가까이서 가축을 체험하고 공연 및 먹이주기 체험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다양한 체험, 풍부한 
풍부한 먹거리가 가득합 곳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031-8053-7979
  www.nhasfarmland.com

산업관광 프로그램

· 체험목장
· 방목장

· 승마센터
· 레이싱카트
· 전동자전거

D5 17.안성팜랜드

22톤 2만 2천종, 3천 8백만자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자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도시 활판인쇄박물관은 
우리나라 마지막 금속활자주조공장인 제일활자공장이 돌아가는 역사현장이며, 실제 작동이 가능한 
인쇄제책 설비까지 관람이 가능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출판문화강국의 
4대요소(제지술, 주조술, 문장술, 인쇄술)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C2 23.활판인쇄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145
  031-955-7955
  www.letterpressmuseum.co.kr

· (활판인쇄기초)책갈피 만들기 
· (활판인쇄기초)활판액자 만들기 
· (책만들기)가슴에 새기는 명언집 

산업관광 프로그램

· (책만들기)내가 만든 한영대역 
· 문장조판 심화

C3 22.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은 우리 만화자료를 수집·보존해 나감으로써 만화의 문화예술적 가치 증대 
및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물려주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이 만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
  032-310-3090~3091
  www.komacon.kr

·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
· 거울잔상(프락시노스코프) 애니만들기
· 한국문학과 만화영화 읽기

산업관광 프로그램

 문화산업

E4 33.여주곤충박물관
여주곤충박물관은 곤충 및 파충류 등 소동물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정서치유’를 최우선 목적으로 
새로운 접근 시도를 통한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곤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곤충이 일상 생활 속 하나의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명성로 114-146
  031-885-1400
  www.여주곤충박물관.kr

· 박물관 상설전시
· 곤충을 JOB아라~!
· 애벌레와 가족이 되었어요

· 표본을 만들어 보아요
· 나무곤충목걸이 만들기

산업관광 프로그램

 생태·교육사업

천년 넘는 긴 역사를 간직한 우리 술의 역사성과 그 신비로운 맛과 향을 재현한 좋은술은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술을 빚습니다. 밑술을 만들고 삼양주(3번 빚음), 오양주(5번 빚음) 등 
다양한 주법으로 미생물 배양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현대화된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뜰길108
  031-681-8929
  https://smartstore.naver.com/nicedrink

· 시음 및 관람
· 막걸리만들기체험
· 누룩소금만들기체험
· 칵테일만들기체험

산업관광 프로그램

D5 20.좋은술

D4 31.수원컨벤션센터
수원컨벤션센터는 호텔, 백화점, 아쿠아리움, 광교호수공원 등과 함께 MICE 복합단지에 조성된 
컨벤션센터입니다. 다양한 회의실이 준비되어 있어 규모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031-303-6000
  www.scc.or.kr

· 박람회 관람
· 전시회 관람

산업관광 프로그램

 MICE산업

D1 16.애심목장 
DMZ 청정지역 연천군에 위치한 애심목장은 젖소, 우유, 치즈를 즐길 수 있는 정통낙농목장입니다. 
인근 낙농가를 모아 애심뜰영농조합을 구성하여 농업교육과 체험학습, 유가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길 10-36
  031-834-3601
  welovefarm.modoo.at

산업관광 프로그램

· 낙농체험
· 치즈체험
· 피자체험

쌀의 고장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마실은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업체로 다양한 
스타일의 교육과 공예체험 및 힐링 할 수 있는 감성공간입니다. 
꼼지락마실(공예체험), 냠냠마실(푸드테라피), 풀꽃마실(원예치유), 소풍마실(팜크닉)등 테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율면 임오산로372번길 150
  070-8805-2134
  http://이천마실.com

산업관광 프로그램

· 쌀 or 압화 레진공예(키링)
· 한지공예(한지등)
· 쌀쿠키만들기

· 컵케잌만들기
  (앙금플라워 or 라이스클레이)
· 볼테라리움모스공예(토피어리)

E5 11.마실 농업회사법인 

E5 36.부래미마을 영농조합법인
부래미마을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입니다. 계절별 농작물체험과 염색장인이 직접 진행하는 
자연염색체험, 이천 쌀을 이용한 쌀찜빵 만들기,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귤과 설봉향(한라봉)수확, 떡메를 
이용하여 쫀득쫀득한 인절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640번길177
  031-643-0817
  www.buraemi.com

산업관광 프로그램

· 천연염색(손수건)
· 천연염색(티셔츠)
· 천연염색(스카프)
· 쌀찜빵만들기

· 인절미떡메치기
· 딸기따기체험
· 설봉향수확체험
· 상고 귤수확체험

· 포도따기체험
· 고구마수확체험
· 미니케익만들기
· 다육식물심기

E3 35.농업회사법인 뚱딴지마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뚱딴지마을은 돼지감자를 재배 가공하는 양평군 대표 6차 산업 인증마을입니다. 
돼지감자를 이용한 가공품들과 들기름, 참기름등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마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교육,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학곡양지말길 35-10
  031-775-6655
  뚱딴지마을.kr

산업관광 프로그램

· 봄철딸기체험
· 계절별수확체험
· 음식체험

· 김장체험
· 마을교육및 선진지 견학
· 기타체험

C2 37.맹골마을
스트레스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까운 곳, 양주에 맹골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과 시간이 빚어낸 전통 발효음식을 경험하고 바쁜 일상 속 느림의 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443번길 29-6
(종합체험관)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 422

  031-863-6978
  http://mengol.invil.org / http://blog.naver.com/mengol2017

· 전통장 담그기
· 두부와 청국장 만들기
· 전통주(막걸리) 담그기

산업관광 프로그램

· 도자기 만들기
· 칠보공예
· 치유체험(당일)

D2 38.초록지기마을
초록지기 마을은 허브농장, 서예관, 생태공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마을로 자연을 이용한 각종 
체험과 관광이 활성화 되어 관광객에게 자연과 전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양연로 173번길 26
  031-863-4666 / 031-866-5366
  chorok.invil.org

· 두부만들기체험
· 강정만들기체험
· 떡메치기체험

산업관광 프로그램

· 천연염색
· 숲속체험 등
· 짚풀공예

· 우리 쌀 클레이
· 전통고추장 만들기
· 오디강정 만들기

산업관광 프로그램

· 뽕잎와플 만들기
· 오감만족 삼시세끼 (1박2일)
· 팜-라이프 (삼일살기) 2박3일

D3 40.질울고래실영농조합
질울고래실영농조합은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에 주소해 있으며 청계산 산자락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곳으로 
농촌 전통문화와 농부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도시민들과 소통하는 체험과 쉼터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서도곡길 76
  010-3939-7539 / 070-4131-7539
  https://goraesil.modoo.at

산업관광 프로그램

· 들살이
· 농사체험
· 놀이문화체험

· 생활문화체험
· 음식문화체험

산업관광 프로그램

· 감자캐기 체험학습
· 강낭콩따기 체험학습
· 수박,멜론 수확체험
· 오이피클 체험학습

· 한라봉, 천혜향 체험학습
· 김장체험학습
· 파파야 체험학습

· 식물체험
· 곤충체험
· 장체험

산업관광 프로그램

· 버섯체험
· 숲체험

※ 관광지 이용에 관한 사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나는
산업관광 지도
산업관광은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 자원
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관광 모델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산업유산, 생산현장, 농촌체험 등의 자원을 관광과 접목하여 
새로 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업관광 지도”는 새롭고 특별한 관광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
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31개 시군의 다채로운 산업   
관광 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산업관광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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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땅굴

자라섬

광명시

경기도 
산업관광 지도
경기도 
산업관광 지도

1

2

3

5

4

1

2

3

5

4

A B C D E

A B C D E

15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31  수원컨벤션센터

33  여주곤충박물관

40  질울고래실영농조합

 23  활판인쇄박물관

18  한국조리박물관

01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42  용인농촌테마파크

22  한국만화박물관

32  킨텍스

27  백암도예

24  부천아트벙커B39

29  경기도자박물관

28  평강도요

지도위치번호  기술산업

01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D4

02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C3

03  필룩스 조명박물관 C2

지도위치번호  과학체험

04  어메이징파크 D2

지도위치번호  항만산업

05  경기평택항만공사 C5

지도위치번호  화장품제조산업

06  코비카 D2

지도위치번호  식품제조·가공

07  서울우유협동조합 D2

08  hy팩토리+ D5

09  농업회사법인 한경에프앤비 D5

10  씨즈커피코리아 D4

11  마실 농업회사법인 E5

12  팜아트홀릭 D3

13  파주장단통일촌콩영농조합법인 C2

14  산머루농원 C 1

지도위치번호  농축산업

15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E3

16  애심목장 D 1

17  안성팜랜드 D5

지도위치번호  한식문화

18  한국조리박물관 E5

지도위치번호  전통주산업

19  농업회사법인 술샘 D4

20  좋은술 D5

21  산사원 D2

지도위치번호  문화산업

22  한국만화박물관 C3

23  활판인쇄박물관 C2

지도위치번호  도시재생

24  부천아트벙커B39 C3

25  광명동굴 C3

지도위치번호  자원재생

26  구리자원회수시설 & 구리타워 D3

지도위치번호  도예산업

27  백암도예 D4

28  평강도요 D4

29  경기도자박물관 D4

지도위치번호  유리공예산업

30  유리섬박물관 C4

지도위치번호  MICE산업

31  수원컨벤션센터 D4 

32  킨텍스 C3

지도위치번호  생태·교육사업

33  여주곤충박물관 E4

지도위치번호  농촌체험

34  새둥지마을 C 1

35  농업회사법인 뚱딴지마을 E3

36  부래미마을 영농조합법인 E5

37  맹골마을 C2

38  초록지기마을 D2

39  교동 장독대마을 D 1

40  질울고래실영농조합 D3

41  농업회사법인 평생평소로컬푸드 체험마을 C5

42  용인농촌테마파크 D4

02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03  필룩스 조명박물관

04  어메이징파크

21   산사원

19  농업회사법인 술샘

20  좋은술

05  경기평택항만공사

26  구리자원회수시설 & 구리타워

07  서울우유협동조합

14  산머루농원

 08  hy팩토리+

11  마실 농업회사법인

10  씨즈커피코리아

16  애심목장

39  교동 장독대마을

34  새둥지마을

37  맹골마을

38  초록지기마을

12  팜아트홀릭

농업회사법인 
평생평소로컬푸드41

30  유리섬박물관

농업회사법인 
뚱딴지마을35

25  광명동굴

파주장단통일촌콩
영농조합법인13

농업회사법인 
한경에프앤비09

 17  안성팜랜드

부래미마을 
영농조합법인36

 06  코비카

※ (주) 표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