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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전국관광안내   1330

고양시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주요 문화유적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 1일 전까지 예약 가능)

예약   www.goyang.go.kr/visitgoyang
HOME  e-관광안내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예약

고양시관광안내
Goyang City Tour Guide

문화관광 해설사

고양시교통안내
Goyang City Traffic Information

고양시 교통정보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3(행신동)

 1577-0961     www.its.goyang.go.kr

방면 노선
번호 주요 경유지

김
포
공
항

56 교하 ▶ 대화역 ▶ 주엽역 ▶ 마두역 ▶ 백석역 ▶ 대곡역 ▶김포공항

85 고양동 ▶ 관산동 ▶ 원당 ▶ 화정 ▶ 행신동 ▶ 무원마을 ▶ 김포공항

150 대화역 ▶ 마두역 ▶ 백석역 ▶ 능곡역 ▶ 행주대교 ▶ 김포공항

3700 고양동 ▶ 고양시청 ▶ 화정1동 ▶ 능곡초교 ▶ 김포공항

7300 의정부역 ▶ 북한산국립공원 ▶ 마두역 ▶ 승리교회 ▶ 킨텍스 ▶ 김포공항

인
천
공
항

3200 원당 ▶ 화정 ▶ 고양경찰서 ▶ 능곡역 ▶ 행신동 ▶ 인천공항

4800 고양동 ▶ 삼송역 ▶ 원흥역 ▶ 김포공항 ▶ 인천공항

3300 대화동 ▶ 대화역 ▶ 주엽역 ▶ 마두역 ▶ 백석역 ▶ 인천공항

7400 증산동 ▶ 풍동 ▶ 강촌마을 ▶ 승리교회 ▶ 킨텍스 ▶ 인청공항

공항버스

시외버스 이용안내

고양종합터미널 화정버스터미널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백석동)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74 (화정동)

www.goyangtr.kr www.hwajungterminal.co.kr

1688-2113 1577-9884

버스이용안내

행주산성    031-938-0903

서오릉    02-353-6363

서삼릉    031-966-6776

고양600년기념관   031-905-2527

밤가시초가   031-908-6776

가와지볍씨박물관   031-8075-4274

북한산성    02-359-5327

현충전시관	 	  031-924-2010

  행주산성 4E

  장항습지 3D

  북한산/북한산성 7D

  흥국사 7D  중남미문화원 6C  서오릉 6E   고양향교 6C  서삼릉 5D

고양시 문화유적지와 축제ㆍ체험학습을 연계, 다양한 코스를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고양시티투어!

문의  고양시티투어    010-5106-3158   www.goyang.go.kr/citytour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3D

  호수공원 3D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 3D

  고양관광정보센터 3D

  고양 원마운트 3D

  킨텍스 3D

범 례 고양시 
관광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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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호수예술축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600년의 문화유적을 
간직한 역사도시

국제적 신한류 
문화예술 도시

MBC 드림센터  3D SBS제작센터  3C EBS디지털통합청사  3D

고양
관광특구

시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문화 대축제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

북한산성  7D

백제 개루왕 5년(132)에 축조, 조선 숙종 
37년(1711)에 축성공사를 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고양 600년을 맞아  
산영루 복원작업을 완료하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중이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02-909-0497

행주산성과 행주산성역사공원  4E

조선시대 권율장군이 임진왜란 3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역사의 
현장이다. 정상에 오르면 한강과 자유로의 
멋진 풍광이 눈앞에 펼쳐진다.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행주산성 역사누리길이 조성
되어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031-8075-4642~44

고양국제꽃박람회

‘꽃의 도시’ 고양시에서 매년 4월 말에 개최되는 꽃박람회이다. 국내 
190개 업체, 해외 35개국 120개 업체가 참여하는 국제 화훼무역의  
장으로서 국내 최고의 꽃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양 600년의 
찬란한 역사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환희와 감동의 축제를 선보
인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031-908-7750~4    www.flower.or.kr

고양호수예술축제 

호수, 거리, 사람, 자연이 어우러진 도심의 축제로 거리극, 무용, 연극, 
음악 등 국내외 유명극단의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고양문화재단  1577-7766    www.gylaf.kr

고양행주문화제 

임진왜란 3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대첩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고양시 대표 전통문화축제로 시민 퍼레이드, 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고양문화재단  1577-7766    www.hjfestival.or.kr

서오릉과 서삼릉  6E  5D

서오릉과 서삼릉은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양식으로 세계유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600년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고양의 문화유산 명소이다.

서오릉  02-359-0090  서삼릉  031-962-6009

흥국사  7D

1350여년 전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조선 영조 때 흥국사로 개칭
하였다. 예불, 참선 등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흥국사  02-381-7970~1
 www.heungguksa.or.kr

고양 원마운트  3D

워터파크, 스노우파크와 쇼핑몰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 공간 
이다.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비롯 런닝맨, 각종 영화 로케이션  
장소로 활용되어 신한류의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1566-2232    www.onemount.co.kr

엠블호텔 고양  3D

북부권의 유일한 특급호텔로서 한류월드와 함께 수도권 관광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있다. 단순한 여유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 호텔을 표방하고 있다.

 031-927-7700    http://www.mvlhotel.com/goyang

아쿠아플라넷일산  3D

325종 36,500마리의 해양생물과 육지동물들이 어울려 있는 국내 최초의 
컨버전스 아쿠아리움이다.

 031-960-8500    http://www.aquaplanet.co.kr/ilsan/

노래하는 분수대  3D

호수공원의 서쪽 광장에 위치, 매년 4~10월까지 음악에 맞춰 도심 속  
한 마리 나비처럼 환상적인 분수쇼를 보여준다.

 031-924-5822    music.gys.or.kr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3D

국내 최대의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로서 자동차의 탄생 과정 및 기능을 
친근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1899-6611    http://motorstudio.hyundai.com/goyang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3D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쇼핑과 문화의 복합공간이다.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거리로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라페스타  031-920-9600    www.lafesta-ilsan.com
웨스턴돔  031-931-5114

고양아람누리  3D

‘아름답고 큰 세상’을 뜻하는 아람누리는 
최신식 무대장치와 설비를 갖춘 전문공연장 
으로 세계적인 예술과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최적의 예술공간에서 펼쳐
지는 전시와 공연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양문화재단  1577-7766   
 www.artgy.or.kr

고양어울림누리  5D

수도권 최대의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다양한 공연 관람 및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참여 가 가능하며 국제규격의 종합운동장, 아이스링크, 
실내수영장 등 최신식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생활과 문화, 휴식이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고양문화재단  1577-7766    www.artgy.or.kr

고양아쿠아스튜디오  6C

아시아 최대 특수촬영용 실외세트장인 고양아쿠아스튜디오는 2011년  
6월 개장하여 영화 ‘타워’와 ‘명량’을 비롯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촬영이 진행중인 곳으로 수중장면, 수면위 전투
장면, 대규모 폭파장면 등 다양한 특수촬영 장면등을 촬영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시설이다.

 031-960-7857    www.aquastudio.kr

킨텍스  3D

한국 최대 규모의 무역 전시장으로 교통과 
통신, 첨단 비즈니스 인프라를 두루 갖춘 
국제 컨벤션 센터이다. 

 031-810-8114    www.kintex.com

호수공원  3D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생태공원으로 사계절  
언제 와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휴식공간이자 관광명소이다.

 031-8075-4347~8   

 www.goyang,go.kr/park

고양생태공원  3C

도심 속 나대지를 활용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쉽게 관찰
하고 체험 할 수 있는 공원이다. 

 031-924-7341    ecopark.goyang.go.kr

장항습지  3E

한강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수 천년 
동안 만들어진 국제적인 자연생태 습지이다.  
천연기념물이 많기로 유명한 장항습지는  
고양선언문(2012)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중에 있다.

환경보호과  031-8075-2661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도시

스타필드 고양  6D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쇼핑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온천수로 즐길 수 있는 아쿠아필드, 스포츠와 놀이가 결합된 스포츠
몬스터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 복합 쇼핑몰이다.

고객센터  1833-9001    www.starfield.co.kr/goyang/main.do

스타필드 고양

스포츠몬스터아쿠아필드

전통시장  3C 5D 4E

원당시장과 능곡시장은 훈훈한 정이 듬뿍 느껴지는 골목형 재래시장이다. 
일산시장은 상설시장으로 매월 3일, 8일에는 일산민속 5일장이 열리
는데, 이는 300년의 역사가 깃든 전통시장이다. 

일산전통시장  031-975-3903   원당전통시장  031-963-0013   
능곡전통시장  031-974-7889

원당시장 5D

일산시장 3C능곡시장 4E

증권박물관  4D

국내외에서 발행된 6,500여 점의 
증권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증권의 400여년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증권박물관이다.

 031-900-7070

 museum.ksd.or.kr

원당종마목장  5D

목장 가득한 싱그러운 풀내음, 파란 
하늘과 맞닿은 푸른초원, 하얀 울타리  
너머로 여유롭게 풀을 뜯는 말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곳이다.

 02-509-1682

 www.kra.co.kr

중남미문화원  6C

마야ㆍ잉카ㆍ아즈텍 문명의 유물들을 
전시한 박물관과 미술관, 조각공원, 
종교전시관 등이 있어 중남미문화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031-962-7171

 www.latina.or.kr

쥬라리움 파크  5C

호랑이, 사자, 원숭이, 악어, 뱀 등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으며  
재미있는 이색공연과 체험이 가능한 
어린이들의 천국이다.

 031-962-4500

 www.zoorarium.com

고양어린이박물관  4E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도시환경,  
자연생태 등 10개의 테마로 구성된 
전시실에서 체험하며 꿈과 상상력을 
키워 가는 학습형 교육공간이다.

 031-839-0300

 www.goyangcm.or.kr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5D

한반도 최초 재배볍씨인 5,000여년 
전 가와지 볍씨를 비롯하여 선사시대
부터 근대까지 고양시 농경문화의 
변천사와 선조들의 민속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031-8075-4274    agr.goyang.go.kr

화정 문화의 거리  4E

화정역을 중심으로 영화관, 쇼핑몰, 
음식점, 오락시설 등 이 즐비하며 
길거리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지는 
젊음의 거리이다.

풍동애니골  4D

일산 풍동에 자리한 고양시의 대표
적인 먹거리 카페촌이다. 한정식,  
일식, 양식, 고깃집과 통기타와  
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카페까지 
다양하게 있다.

 031-907-6080

고양시 최고의 명산 북한산  8D

고양시 최고의 명산으로 울창한 숲과  
산봉우리가 절경을 이루며 수십개의 고찰, 
북한산성을 비롯한 문화유산, 44km의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북한산에서 가장  
높은 백운대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번지이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02-909-0497   
  bukhan.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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