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관광포털
www.ggtour.or.kr
경기도의 여행정보를 한눈에
경기관광포털사이트와 함께하세요.

  031-259-4700

경기관광 홍보물 신청
www.ggtourmap.or.kr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로 
경기도 관광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031-255-8424

www.ggtour.or.kr

경기관광포털

www.ggtourmap.or.kr

경기관광홍보물신청

경기도 대중교통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공항철도 서울메트로 코레일

QR 코드로 스마트하게~ 
경기도를 누리세요!

Korea Travel Hotline
관광 통역 안내전화

▪이용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내용 :  관광안내, 관광통역, 관광불편신고,  
     관광경찰 연결
▪서비스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국내 이용시 국번 없이 1330
▪해외 이용시 +82-2-1330

120
경기도 콜센터
(031)120

전화상담, 문자상담, SNS상담, 농아인 수화상담(화상통화), 
외국어 상담(19개 언어 상담서비스 제공)

www.gg.go.kr

경기 관광 핸드 가이드북
발행일  2017. 10. 10     발행인  경기도지사     기획  경기도관광협회     디자인·제작  티엔씨

본 가이드북은 경기도가 경기도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매품으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북에 실린 기사와 사진 및 편집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경기도

관광

가이드북



운수회사
E-LAND CRUISE   문의 02-3271-6900

운수회사
대부해운   문의 032-886-7813~4

현대유람선            문의 032-882-5555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아라김포여객터미널

방아머리항 여객선터미널

궁평항

선착장 여객선 안내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여객터미널이다.
위치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문의  031-8024-8962

평택항 항만안내선 : 55톤급 씨월드호를 타고 평택항 
일원의 개발현장 답사 5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금)
예약방법 평택항만공사 www.gppc.or.kr

한강 하류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뱃길로수변을 따라 다양한 친수공간이 펼쳐진다.
위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270번길 74
문의  031-985-0042

자월도, 승봉도, 이작도, 덕적도, 육도, 풍도 등 섬 여행을 위한 여객선 터미널이다.
위치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67-3

입파도(입하도), 국화도, 육도, 풍도로 운행하는 배편이 있다.
위치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
문의  031-356-9387(서해도선), 031-366-7588(카페리 여객선)

운수회사
평택교동훼리
대룡해운(주)

연운항훼리(주)

일조국제훼리(주)

문의 031-684-5999
문의 031-683-9300
문의 031-684-3100
문의 031-686-5892

여의도 출발

연안부두 터미널

갑문체험코스

갑문체험코스

아라뱃길코스

아라뱃길코스

아라김포터미널

아라인천터미널

밤섬

월미도앞바다

주운수로(수향8경, 아라파크웨이)

선유도

작약도앞바다

주운수로

행주대교

영종대교

인천아라터미널

김포갑문체험

아라서해갑문체험

주운수로

아라김포터미널

아라인천터미널

아라김포터미널

아라김포터미널

Tip

85   부록 ■ 

유리섬

시화호달전망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용인농촌테마파크

용인대장금파크

안성맞춤랜드

안성팜랜드

세라피아
사기막골도예촌

여주도자세상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미리내성지

한국만화박물관
한옥체험마을

웅진플레이도시

월곶포구

갯골생태공원

백운호수

망월사

재인폭포

비둘기낭폭포

포천 아트밸리

몽골문화촌

옥구공원

피아노폭포

우석헌자연사박물관

국립(광릉)수목원

수종사

다산유적지

세미원

더그림식물원카페

소나기마을

양평레일바이크

쁘띠프랑스

곤지암도자공원

한국잡월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❸ 

수원박물관

광교호수공원

송탄관광특구

지영희국악관

평택호관광단지

바람새마을

정자동·백현동카페거리

동구릉
홍·유릉

하남위례길

남한산성

융릉·건릉

세종·효종대왕릉

누리천문대
의왕레일파크

안산갈대습지공원

반월호수

광명전통시장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축령산자연휴양림

연꽃테마파크

해우재

수원화성
화성행궁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광명동굴
안양예술공원

영은미술관

장흥관광지
의정부명물찌개거리

유명산자연휴양림

운악산자연휴양림

열쇠전망대

용추산자연휴양림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애기봉전망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벽초지문화수목원

허브빌리지

전곡선사박물관

회암사지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한탄강관광지

임진각·평화누리

판문점

도라산평화공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원당종마목장

원도봉산

행주산성

파주삼릉

파주이이유적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테마동물원
쥬쥬

아쿠아플라넷

중남미문화원

덕포진

원마운트

파주출판도시김포문수산성

서오릉
서삼릉

경기도문화의전당

안성맞춤박물관

직탕폭포

철의삼각전적관
심원사

고석정

도피안사

백마고지전투전적비

노동당사

순담계곡

한탄강래프팅

삼부연폭포

철원군

저격능선
전투전적비

철원평화전망대

승리전망대 칠성전망대

만산동계곡

오봉산

소양댐

용화산
(등산로)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삼일계곡

춘천월드온천

장절공
신숭겸묘역

애니메이션 박물관

공지천유원지

촛대바위

국립춘천박물관

연화사

춘천숲 자연휴양림

금학산

홍천온천

두릉산
자연휴양림

팔봉산
팔봉산관광지밤벌강변

한서 남궁억선생 묘역

호반관광지

김유정
문학촌

상원사
등선폭포

구곡폭포관광지
구곡폭포

배후령터널

법장사

광덕계곡

광덕산

용담계곡

화강쉬리공원

제2땅굴

상해계곡

매월대폭포

대성산

복주산 자연휴양림

천불사

우리별천문대

유현문화관광지
(풍수원성당)

법천사지

거돈사지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초평저수지

김유신탄생지

큰바위얼굴조각공원

중원고구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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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체 지도 
경기도 소개 04

경기  북동부 Relaxing, 쉼을 찍다
24 | 포천 아트밸리 ▶ 허브아일랜드 ▶ 비둘기낭폭포 ▶ 산정호수관광지코스1

26 | 아침고요수목원 ▶ 쁘띠프랑스 ▶ 자라섬 ▶ 용추계곡  코스2

28 | 고구려대장간마을 ▶  동구릉 ▶ 다산유적지코스3

33 | 용문사 ▶ 양평 레일바이크 ▶ 더그림식물원카페코스7

30 | 우석헌자연사박물관 ▶ 국립(광릉)수목원 ▶ 몽골문화촌 ▶ 축령산자연휴양림코스5

29 | 수종사 ▶ 남양주종합촬영소 ▶ 피아노폭포 코스4

32 | 두물머리 ▶ 세미원 ▶ 소나기마을코스6

경기  북서부 Fantastic, 다양함을 누리다

18 | 소요산관광지 ▶ 자유수호평화박물관 ▶ 회암사지코스7

20 | 북한산 ▶ 원도봉산 ▶ 망월사 ▶ 회룡사코스9

19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 벽초지문화수목원 ▶ 파주 이이 유적코스8

16 | 재인폭포 ▶ 허브빌리지 ▶ 한탄강관광지 ▶ 전곡선사박물관코스6

  8  | 임진각·평화누리 ▶ 헤이리예술마을코스1

12 | 행주산성 ▶  서오릉 ▶ 테마동물원쥬쥬 ▶ 중남미문화원코스4

14 | 아쿠아플라넷 ▶  서삼릉 ▶ 원당종마목장 코스5

10 | 파주출판도시 ▶ 경기영어마을파주캠프 ▶ 프리미엄아울렛(신세계 사이먼, 롯데) 코스2

11 | 김포국제조각공원 ▶ 덕포진 ▶ 대명항코스3

CONTENTS

경기  남서부 Blooming, 자연에 머물다
36 | 웅진플레이도시 ▶ 한국만화박물관 ▶ 한옥체험마을 ▶ 아인스월드코스1

38 | 연꽃테마파크 ▶ 갯골생태공원 ▶ 월곶포구 ▶ 옥구공원코스2

40 | 안산갈대습지공원 ▶ 시화호 달전망대 ▶ 대부도 ▶ 유리섬코스3

47 | 지영희국악관 ▶ 평택호관광단지 ▶ 바람새마을 ▶ 송탄관광특구코스7

44 | 국립과천과학관 ▶ 서울랜드 ▶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대공원 코스5

42 | 광명동굴 ▶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 안양예술공원 ▶ 광명전통시장코스4

48 |  융릉·건릉 ▶ 물향기수목원코스8

49 | 누에섬등대전망대 ▶ 제부도 ▶ 궁평항·궁평유원지코스9

46	| 의왕레일파크 ▶ 누리천문대 ▶ 반월호수 코스6

경기  남동부 Time travel, 과거를 부르다
52 |  수원화성 · 화성행궁 ▶ 해우재 ▶ 수원박물관 ▶ 광교호수공원코스1

54 |  남한산성 ▶영은미술관 ▶ 곤지암도자공원코스2

56 | 한국민속촌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 백남준아트센터 ▶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코스3

64 |  세종·효종대왕릉 ▶ 여주도자세상 ▶ 신륵사 ▶ 여주프리미엄아울렛코스7

60 | 모란민속5일장 ▶ 정자동·백현동카페거리 ▶ 율동공원 ▶ 한국잡월드코스5

58 | 용인대장금파크 ▶ 미리내성지 ▶ 용인농촌테마파크 ▶ 와우정사코스4

66 | 사기막골도예촌 ▶ 세라피아 ▶ 테르메덴코스8

62 | 안성팜랜드 ▶ 안성맞춤랜드 ▶ 칠장사 ▶ 한택식물원코스6

부록 | 경기도를 즐기다, 느끼다, 누리다
유네스코 지정 유산 | 68   조선왕릉 | 69   경기도 10대 축제 | 70   시티투어 | 71 

드라마·영화 촬영지 | 72   템플스테이 | 74   캠핑장 | 75   경기관광 인증 우수 프로그램 | 76  
문화관광해설사 이용안내 | 77   쇼핑 | 78   즐길거리 | 79   먹거리 | 80  

경기도 숙박 | 82   고속도로 정보 | 83   철도·교통 정보 | 84   선착장 여객선 안내 | 85

유네스코 세계유산 주차 휠체어 대여 유모차 대여알아두기



About Gyeonggi

시·군 인구 수 (내국인 기준)

100만 이상 (2개 시) 수원 119만 명, 고양 103만명

인구수가 가장 많은 시/군

연천군

약 45,922명

수원시

약 1,190,417명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

구리시

33.3km2 

양평군

877km2 
(구리시의 약 27배)

(2016년12월 기준)

우리나라 중앙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는 현재와 함께 자연의 고요함, 장엄한 
역사의 자취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매력적인 관광지로 가득 찬 경기도, 독특한 
컨텐츠의 즐거움을 담고 있는 경기도를 만나보자. 

Gyeonggi-do

경기도 인구
 1,299만명15~64세 939 만명

0~14세 189 만명

65세 이상 135만명
외국인 36만명

문화재 현황

  국가지정(건)
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무형
문화재

중요민속
문화재

등록
문화재

357 10 161 67 4 19 11 22 63

  도지정(건)
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

자료

681 256 59 183 12 171

미술관 현황 총 51개소 

사립 39개소

국공립 10개소(현대미술관, 성남아트센터 큐브,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월전미술관, 
세계생활도자관, 양평군립미술관, 아람미술관, 장욱진미술관, 단원미술관)

대학 2개소

박물관 현황 총 126개소 

사립 70개소

국공립 46개소

대학 10개소(경기대, 신구대, 용인대, 명지대, 단국대, 경희대, 수원대, 청강산업대, 한신대, 한국항공대)

서울보다 큰 시군
양평 877km2, 가평 843km2, 포천 826km2, 
화성 689km2, 연천 675km2, 파주 672km2, 여주 608km2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시: 구리(33㎢)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 화악산 해발 1,468m

(2016년 12월 기준)

(2016년 12월 기준)

(2016년 12월 기준)

면적
총 10,175km2

(경기북부 4,266㎢, 경기남부 5,909㎢)
31개 시·군(28개 시 3개 군)

서울의 
17배

싱가폴의 
15배

홍콩의
 9배

* 공립분류 기준: 도·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 공기업 등 설립·운영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

수원시

과천시광명시
안양시 성남시시흥시

김포시

포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의왕시



1

김포문수산성

2

1 2

A

B

C

D 대명항
덕포진

김포국제조각공원

헤이리예술마을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파주출판도시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도라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

판문점

제3땅굴

3 4

3 4

A

B

C

D

전곡선사박물관

허브빌리지 재인폭포

소요산관광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회암사지

한탄강관광지

임진각
평화누리

아쿠아
플라넷

행주산성

테마동물원 
쥬쥬

서오릉

중남미문화원

원당
종마목장서삼릉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벽초지문화수목원

파주 이이 유적

회룡사
원도봉산

숭의전

열쇠전망대

일산호수공원

원마운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청암민속박물관

장흥관광지
의정부제일시장

고석정

망월사

북한산

  8 | 임진각·평화누리 ▶ 헤이리예술마을코스1

12 | 행주산성 ▶  서오릉 ▶ 테마동물원쥬쥬 ▶ 중남미문화원코스4

14 | 아쿠아플라넷 ▶  서삼릉 ▶ 원당종마목장 코스5

18 | 소요산관광지 ▶ 자유수호평화박물관 ▶ 회암사지코스7

10 | 파주출판도시 ▶ 경기영어마을파주캠프 ▶ 프리미엄아울렛(신세계 사이먼, 롯데) 코스2

20 | 북한산 ▶ 원도봉산 ▶ 망월사 ▶ 회룡사코스9

11 | 김포국제조각공원 ▶ 덕포진 ▶ 대명항코스3

19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 벽초지문화수목원 ▶ 파주 이이 유적코스8

16 | 재인폭포 ▶ 허브빌리지 ▶ 한탄강관광지 ▶ 전곡선사박물관코스6

Fantastic, 다양함을 누리다

경기
북서부
Gyeonggi-do



평화누리

임진각·평화누리
임진각은 분단으로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곳
이며, 평화누리는 3,000개의 바람개비가 있는 푸른 잔디와 대형 야
외공연장 등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도라전망대, 제3땅
굴 등 대표적인 안보체험 코스가 시작되는 곳이다.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 임진각 
 031-953-4744 (임진각관광안내소) / 편의시설    

임진각·평화누리

헤이리
예술마을

헤이리예술마을
예술문화공간이 모여있는 마을이다. 문
화예술의 창작, 전시, 공연, 교육 등이 이
루어지며 개성있는 건축물과 조형물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031-946-8551  www.heyri.net

편의시설  

도라산평화공원▶도라산역 일원에 마련된 공원으로 
한반도 모형 생태연못에서 DMZ 자연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다. 상징탑, 전시관, 평화통일 염원 조각품, 통일의 숲, 
산책로 등이 있다.
위치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1  
문의 031-953-0407

비무장지대연계견학▶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3시 까지 
임진각관광지 내에서 순환버스를 타고 DMZ 지역을 
둘러보는 코스로 운영된다. 
평화누리광장의 임진각 관광안내소에서 매표가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은 투어가 없다. 방문할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자. 
코스 A 임진각 출발-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
           통일촌-임진각 도착 (약 3시간 소요)

문의 031-954-0303 (DMZ매표소),
       031-940-8523 (파주시 관광진흥센터)

제3땅굴

헤이리예술마을

임진각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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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평화누리 헤이리예술마을

21.65km 24분

북서부
관광 코스 1 1 2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파주출판
도시

파주출판도시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출판도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책을 위한 도시로 한국 내 300여 개의 출판사와 
인쇄, 제본, 디자인사 등 출판관련업체가 모여있다. 책 페스티벌과 
이벤트가 열리며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한 멋진 건물이 많다.

 파주시 회동길 145  031-955-0050  www.pajubookcity.org
편의시설  

경기영어마을파주캠프
영어권국가의 이국적인 마을 분위기 속
에 놀이, 체험, 교육을 접목한 영어마을
이다.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 
 031-956-2000 
 www.english-vilage.or.kr

편의시설  

프리미엄아울렛(신세계 사이먼, 롯데)
세계 각국의 유명 브랜드가 직접 입점하는 형태로 식당과 카페, 야외 
탁자 등 문화적 공간의 역할까지 담고있다.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00 
 1644-4001  www.premiumoutlets.co.kr / 편의시설    
 (롯데프리미엄)파주시 회동길 390
 031-960-2500  store.lotteshopping.com

편의시설    

영어마을파주캠프

김포국제조각공원
통일을 주제로 조성된 테마공원으로 세계적인 조각가들의 작품 30여점이 산책로를 따라 전
시되어 있다. 공원 안에는 사계절 썰매장과 수영장, 짚라인의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체험과 
놀이가 가능하다.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 13번길 38  031-980-2980
편의시설  

덕포진
한강 입구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을 지키던 조선시대의 군영이다. 현재는 
포대와 파수대를 복원했고 유물 전시 관도 건립했다. 

 김포시 대곶면 덕포진로 103번길 130  031-989-9794
편의시설 

대명항
강화해협을 사이에 두고 강화도와 마주하고 있으며 김포
시에 하나밖에 없는 포구다. 어시장과 횟집들이 있어 신선
한 횟감과 해산물을 살 수 있다.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109 
 031-988-6394 / 편의시설 대명항

김포국제조각공원

덕포진

김포국제
조각공원

덕포진
대명항

애기봉전망대▶우리나라에서 1.8㎞에 위치한 북한 개성직할시 판문군 조강리 일대를 
최단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서 북한주민의 생활모습과 대남방송, 선전용 
위장마을 및 각종 장애물을 조망할 수 있다.
위치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평화공원로 291번지 
문의 031-988-6128, 매주 월요일 휴무
차량만 출입가능, 신분증 지참 필수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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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km 25분 2.5km 6분 15.12km 21분

2 3

북서부
관광 코스 2

파주출판도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1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4

10.08km 30분 2.65km 10분

2 3

김포국제조각공원 덕포진
1

대명항 북서부
관광 코스 3



행주산성
사적 제56호로 삼국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성이다. 임진왜
란 때 권율 장군이 이곳에서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매년 행
주대첩제가 열려 제례행사와 여러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5번길 89 
 031-909-9000 (고양시 문화관광)  www.goyang.go.kr/visitgoyang
 매주 월요일 휴무 / 편의시설    

행주산성

행주산성에 들어서면 충장공 권율 장군이 장검을 빼어 짚고 서 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을 
맞아 격렬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행주대첩 역사의 현장인 이곳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승리의 기운을 전달한다. 산성 정상에 오르면 사방이 탁트여 한강에서 자유로까지 시원한 
경치가 이어진다.

중남미문화원

행주산성

테마동물원
 쥬쥬

서오릉

 서오릉
사적 제198호로 숙종의 능인 명릉을 비롯해 경릉, 창릉, 익릉, 홍릉이 있는 조선시대 왕가의 
무덤이다. 이 외에도 순회세자의 순창원이 있으며 장희빈의 대빈묘도 옮겨 놓았다.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02-359-0090 
 매주 월요일 휴무  royaltombs.cha.go.kr / 편의시설    

테마동물원쥬쥬
한국 유일의 민간 동물박물관으로 150여 종의 다양한 동물
들이 있는 생태공원이다. 동물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으며 
시간표에 따라 동물공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
다.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458번길 7-42  031-962-4500 
 www.themezoozoo.or.kr / 편의시설    

중남미문화원
전 멕시코 대사가 30여 년 수집한 중남미 토기, 가
면, 공예품, 가구, 미술작품 등이 박물관, 미술관, 조
각공원에 전시되어 있다. 스페인 음식 빠에야와 멕
시코 음식 타코를 팔기도 한다.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 285번길 33-15 
 031-962-7171 
 latina.or.kr / 편의시설 중남미문화원

서오릉

테마동물원쥬쥬

일산호수공원▶동양 최대의 인공호수 공원이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인공 폭포와 세계의 
정원을 재현한 주제정원, 조각 공원, 어린이 
놀이터, 자연학습장, 음악 분수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이  있다.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 
문의 031-909-9000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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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km 15분10.94km 25분11.63km 20분

2 3

테마동물원
쥬쥬서오릉

중남미
문화원행주산성북서부

관광 코스 4 1 4



아쿠아플라넷
차별화된 ‘컨버젼스 아쿠아리움’으로 수족관 건물에 육상생물과 조
류까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으로 만들어졌다. 수족관인 
‘더 아쿠아’, 동물원인 ‘더 정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다, 육상을 거
쳐 하늘까지 생물의 진화를 전시 콘셉트로 한다.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2  031-960-8500
 www.aquaplanet.co.kr / 편의시설   

원당종마목장
서삼릉

아쿠아플라넷

아쿠아플라넷

원당종마목장

 서삼릉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윤씨의 능인 희릉, 중종의 아들 인종과 그의 비 인성왕후 박씨의 능인 
효릉, 철종과 그의 비 철인왕후 김씨의 능인 예릉을 서삼릉이라고 부른다.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031-962-6009 
 매주 월요일 휴무 / 편의시설 

원당종마목장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 장애물 경주 경기장으로 건설된 곳이다. 말들이 뛰어 노는 초원
과 훈련 트랙을 볼 수 있으며 아이들을 위해 말 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12  02-509-1682  
 매주 월, 화, 공휴일 휴무  www.horseracingacademy.com / 편의시설 

원마운트▶세계 최초로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결합한 형태의 공간으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쇼핑몰, 고급 스포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시설로 ‘지상 최고의 놀이터’를 모토로 한다.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문의 1566-2232 

PLUS

15 경기 북서부 ■ 14 ■ 경기도 관광 가이드 북

26.11km 31분 592m 2분

2

아쿠아플라넷 서삼릉 원당종마목장북서부
관광 코스 5 1 3

서삼릉



재인폭포
수차례 발생한 화산폭발로 분출된 용암이 한탄강 유로를 따라 흐르
며 만들어낸 비경. 높이 18m, 폭포수 너비 30m의 폭포로 계절적 특
성에 의한 강수량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진다.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1  031-839-2061  tour.iyc21.net

재인폭포

전곡선사박물관

한탄강관광지

허브빌리지
재인폭포

허브빌리지
잘 가꾸어진 정원과 지중해풍 휴양지를 연
상시키는 건물이 들어서있다. 무지개가든, 
화이트가든, 문가든, 시인의 길 등 다양한 테
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당, 카페, 찜질방 등
이 있다.

 연천군 왕징면 북삼로 20번길 55 
 031-833-5100 
 www.herbvillage.co.kr / 편의시설  

한탄강관광지
전곡리 한탄교와 사랑교 사이의 강변에 펼
쳐져 있다. 아기자기한 계곡과 절벽이 절경
을 이루고 래프팅 장소로도 좋다. 가족 캠핑
장, 보트장, 다목적 운동장, 오토 캠핑장 등이 
있다.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76  031-833-0030  hantan.co.kr / 편의시설  

전곡선사박물관
마치 UFO가 내려앉은 것 같은 모습의 외관에 70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총 14개체의 화석인
류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복원해 전시하고 있다.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2  031-830-5600 
 매주 월요일 휴관  jgpm.ggcf.kr / 편의시설    

허브빌리지

 한탄강오토캠핑장▶한탄강 관광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6인승, 4인승용 캐라반과 10동의 통나무집이 
갖춰져있다. 사이트 지정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기 
사용료는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 시설이용을 위한 
오토캠핑장 구역 입장은 당일 14:00부터 가능하다. 
이용당일 반드시 신분증과 예약자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전기 시설뿐 아니라 공동취사장, 분전함, 화장실, 샤워실, 산책로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전기 사용을 위한 배전반도 제공되며, 연결선만 직접 준비하면 된다. 
위치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76  문의 031-833-0030
규모   오토캠핑장 86사이트, 4인용 6인용 캐라반 23대, 캐빈하우스 15동, 
       공동취사장 2개소, 이동식 화장실 1개 
사이트 크기 1개 사이트당 600cm×800cm (주차공간 600cm×280cm 포함)

PLUS

한탄강관광지

전곡선사박물관

17 경기 북서부 ■ 16 ■ 경기도 관광 가이드 북

13.70km 31분24.20km 37분 1.82km 5분

2 3

재인폭포 허브빌리지 한탄강관광지
전곡선사

박물관북서부
관광 코스 6 1 4



소요산관광지
만물상을 연상하게 하는 기암괴석과 시원한 계곡이 유명해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린다. 봄철 진달래와 철쭉, 가을엔 단풍이 유명하다. 
원효대사가 큰 도를 깨친 산으로 알려져 있다.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145  031-860-2065 
편의시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
고 유엔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을 위해 건립되었다. 유엔 참
전국의 유물 및 자료가 전시
되어 있으며, 야외전시장에서
는 전차와 함포, 전투기 등을 
볼 수 있다.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96-63  031-860-2065 
 매주 월요일 휴무  www.ddc.go.kr

편의시설 

회암사지
현재는 터만 남아있지만 260칸의 규모로 3,000여 명의 승려가  
머물렀던 최고의 절로 국보급 문화재가 다수 나와 역사적 가치가 크
다. 

 양주시 회암동 산14번지  031-8082-5650 (양주시 문화관광과) 
/ 편의시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회암사지

소요산관광지

소요산
관광지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회암사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한국의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장욱진을 기리며 미술작품과 자료를 전시하고 연구, 수집을 목
적으로 하는 곳이다. 양주시립 창작 스튜디오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211  031-8082-4245  매주 월요일 휴무  
 changucchin.yangju.go.kr /  편의시설    

벽초지문화수목원
한국식 정원과 서양식 정원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진 식물원. 특히 큰 
연꽃과 연잎들이 무성한 벽초지 연못과 계절마다 식재하는 식물이 
바뀌는 퀸스가든이 장관을 이룬다.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166-1  031-957-2004  www.bcj.co.kr

파주 이이 유적
1615년(광해군 7년)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율곡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율곡 이이의 위패와 영정이 봉안돼 있는 서원
이다.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  031-959-9233  tour.paju.go.kr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벽초지문화수목원

파주 이이 유적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장흥관광지▶울창한 숲과 맑은 물로 유명하다. 주변에 아트파크, 송암 스페이스 센터, 조각 
스튜디오 및 권율장군 묘 등이 있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 하는 문화관광지이다. 
위치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3
문의 031-828-9727

PLUS

벽초지수목원

파주 이이 유적

19 경기 북서부 ■ 18 ■ 경기도 관광 가이드 북

650m 4분 17.28km 40분

2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소요산관광지 회암사지북서부

관광 코스 7 1 3

21.6km 31분 11.3km 20분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1

파주 이이 유적벽초지문화수목원

32

북서부
관광 코스 8



원도봉산
높이 739.5m로 주봉은 자운봉, 북한산과 나란히 솟아있고, 북한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
다. 기복과 굴곡이 다양한 봉우리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유명한 계곡이 많다.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51-97  031-828-8000 / 편의시설 

망월사
신라 선덕여왕 때 왕실의 융성을 기리고자 창건한 절
이다. 원도봉산의 수려하고 빼어난 봉우리들을 배경으
로 명승들을 많이 배출해 이름있는 선(禪) 사찰로 유명
하다.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211-500  031-873-7744
편의시설 

회룡사
망월사 다음으로 오래된 절이다.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
졌으나 복원과 신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이곳으로 무학대사를 찾아 왔다는 전설이 전
해진다. 

 의정부시 전좌로 155번길 262  031-873-3391  
 www.hoeryongsa.net / 편의시설 

망월사

회룡사

PLUS

의정부 제일시장▶의정부 시민들의 역사와 삶의 애환을 함께해 온 전통시장이다. 한국전쟁 
이후 1954년 10월 11일 의정부 제1공설 시장조합이 생기며 지금의 제일 시장이 탄생하게 
됐다. 이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대화된 도소매 시장으로 대규모 주차장과 주차장 연결 
엘리베이터, 수유실, 카트기 등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옛날 통닭 등 각종 먹거리와 훈훈한 
인심으로 인기가 높다.
위치 의정부시 태평로 73번길 20  문의 031-846-2617

북한산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도심 속에 있는 북한산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
은 등산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20여 개의 
봉우리와 14개의 성문이 있고 21개의 둘레길이 있다.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265  02-909-0497 
 Bukhan.knps.or.kr / 편의시설 

북한산

회룡사

망월사

원도봉산

북한산

원도봉산

21 경기 북서부 ■ 20 ■ 경기도 관광 가이드 북

10.3km 31분 4.6km 21분0.8km 4분

2

북한산 원도봉산 망월사북서부
관광 코스 9 1 3 4

회룡사



직탕폭포

철의삼각전적관

심원사

고석정

도피안사

백마고지전투전적비

노동당사

순담계곡

한탄강래프팅

삼부연폭포

철원군

저격능선
전투전적비

철원평화전망대

승리전망대 칠성전망대

만산동계곡

오봉산

소양댐

용화산
(등산로)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삼일계곡

춘천월드온천

장절공
신숭겸묘역

애니메이션 박물관

공지천유원지

촛대바위

국립춘천박물관

연화사

춘천숲 자연휴양림

금학산

홍천온천

두릉산
자연휴양림

팔봉산
팔봉산관광지밤벌강변

한서 남궁억선생 묘역

호반관광지

김유정
문학촌

상원사
등선폭포

구곡폭포관광지
구곡폭포

배후령터널

법장사

광덕계곡

광덕산

용담계곡

화강쉬리공원

제2땅굴

상해계곡

매월대폭포

대성산

복주산 자연휴양림

천불사

우리별천문대

유현문화관광지
(풍수원성당)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1

4

3 4

C

D

B

고구려대장간마을

동구릉

비둘기낭폭포

포천 아트밸리

허브아일랜드

우석헌자연사박물관

국립(광릉)
수목원 몽골

문화촌

5 6

5 6

A

B

C

D

다산유적지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자라섬

용추계곡

산정호수관광지

양평레일바이크

용문사
더그림식물원카페

축령산
자연휴양림

남양주종합촬영소

피아노폭포

수종사

두물머리

세미원

소나기마을

24 | 포천 아트밸리 ▶ 허브아일랜드  ▶ 비둘기낭폭포 ▶ 산정호수관광지코스1

26 | 아침고요수목원 ▶ 쁘띠프랑스 ▶ 자라섬 ▶ 용추계곡 코스2

28 | 고구려대장간마을 ▶  동구릉 ▶ 다산유적지코스3

30 | 우석헌자연사박물관 ▶ 국립(광릉)수목원 ▶ 몽골문화촌 ▶ 축령산자연휴양림코스5

29 | 수종사 ▶ 남양주종합촬영소 ▶ 피아노폭포  코스4

33 | 용문사 ▶ 양평 레일바이크 ▶ 더그림식물원카페코스7

32 | 두물머리 ▶ 세미원 ▶ 소나기마을코스6

Relaxing, 쉼을 찍다

경기
북동부
Gyeonggi-do



포천 아트밸리
버려진 폐채석장을 문화와 예술로 치유하고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만
든 복합 문화 예술공간이다. 돌문화 홍보전시관, 화강암을 소재로 한 조
각공원과 천문대가 설치되어 있는 무한상상 과학관이 있다.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031-538-3485 
 www.pocheonartvalley.or.kr / 편의시설    

산정호수관광지

비둘기낭폭포

허브아일랜드

포천 아트
밸리

포천 아트밸리

허브아일랜드
야외와 실내에 세계 각지의 대표적인 허
브를 엄선해 수집하고 재배하고 있다. 허
브를 테마로 한 가게와 음식점, 카페 등이 
있으며 미리 예약하면 아로마 테라피체험
실에서 숙박할 수 있다.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947번길 35 
 031-535-6494 
 www.herbisland.co.kr

편의시설    

비둘기낭폭포
포천 한탄강의 8경 중 하나로 비둘기 둥
지처럼 움푹 파인 낭떠러지라는 이름에
서 유래되었으며 천연기념물 제537호다. 
신비로운 분위기로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했다.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15-2 
 031-538-2106  dovenang.invil.org 

편의시설 

산정호수관광지
산 속의 우물과 같은 호수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졌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호수를 끼고 
도는 드라이브 코스도 좋지만 한 시간 정도 걷는 5km 남짓의 둘레길이 유명하다.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411번길 89  031-532-6135 
 www.sjlake.co.kr / 편의시설   

비둘기낭폭포

PLUS

한가원(한과문화박물관)▶전통과자인 한과를 테마로 세워진 국내최초의 한과문화 
박물관이다. 한과의 제작과정과 재료, 한과의 역사와 다양한 종류 등 한과에 대한 기본정보를 
1층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고 2층에서는 한과와 세계과자, 한과명인들을 접할 수 있다. 한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과 판매점도 있다. 
위치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322번길 26-9  문의 031-533-8121

허브아일랜드

산정호수관광지 25 경기 북동부 ■ 24 ■ 경기도 관광 가이드 북

14.4km 22분 35km 48분 14.4km 31분

2 3

산정호수관광지비둘기낭폭포허브아일랜드
1

포천 아트밸리
4

북동부
관광 코스 1



아침고요수목원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 5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적인 순
수함을 간직한 정원으로 다양한 테마의 정원이 구성되어 있다. 겨울
에는 3개월 동안 <오색별빛정원전>이란 축제가 펼쳐진다.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1544-6703 
  www.morningcalm.co.kr / 편의시설    

아침고요수목원
용추계곡

쁘띠프랑스
아침고요
수목원

자라섬

이국적인 정원보다 아름다운 한국형 정원이 여기에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꽃과 나무로 
가득하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정원들은 계절에 따라 다른 얼굴로 사람을 만난다. 조금 
느려지고, 잠깐씩 멈춰서도 좋을 것 같은 풍경이 여기저기에 놓여있다. 

쁘띠프랑스

쁘띠프랑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를 콘셉트로 꾸며진 
프랑스 테마파크다. 150년 된 프랑스 실제 
고택을 옮겨 놓은 전통주택 전시관과 기념
관, 분수광장, 오르골하우스 등 다양한 볼거
리와 공연이 펼쳐 진다.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063 
 031-584-8200 
 www.pfcamp.com / 편의시설    

자라섬
북한산의 수려한 경관과 잔디광장, 생태문화공원을 갖추고 있어 친환경 오
토캠핑지로 인기가 좋다. 또한 매년 가을에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열
리고 있다.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0  031-580-2067 
 www.jarasum.net / 편의시설 

용추계곡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그림 같은 아홉 굽이 경치를 수놓았다고 
해서 용추구곡으로도 불린다. 와룡추, 무송암, 탁령뇌로부터 농완개
에 이르는 9군데 비경을 옥계구곡이라고 부른다.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291  031-580-9900 / 편의시설 

자라섬

용추계곡

PLUS경기도 잣향기 푸른숲▶수령(樹齡) 80년 이상의 잣나무림이 국내 최대로 분포하고 있으며, 
피톤치드 가득한 쾌적한 잣나무숲에서 숲체험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산림휴양 공간이다.
위치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146 문의 031-8008-6769(안내), 6771(매표소)

에델바이스스위스테마파크▶스위스의 작은 마을 축제를 주제로 만들어진 
에델바이스에서는 아름다운 스위스 건축물과 풍경, 그리고 다양한 박물관, 갤러리, 테마관, 
포토존, 트릭아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위치 가평군 설악면 다락재로 226-57 문의 031-581-9400

27 경기 북동부 ■ 26 ■ 경기도 관광 가이드 북

24.47km 40분 15.77km 24분 5.38km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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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자라섬
1

용추계곡
4

북동부
관광 코스 2



수종사
수종사는 운길산의 정상 부근에 위치한 봉선사의 말사로 풍광이 빼
어나다.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솟아 있고, 한강으로 합류하기 직전 
북한강의 물길이 장관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33번길 186  031-576-8411

남양주종합촬영소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촬영소이며 <공
동경비구역JSA>, <취화선> 등을 찍은 야
외 세트가 있고, 다양한 규모의 스튜디오
와 영상지원관, 미니어처체험전시관, 영화
인 명예의 전당 등이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55번길 138 
 031-579-0605 
 매주 월요일 휴무  Studio.kofic.or.kr / 편의시설    

피아노폭포
하수처리 방류수를 이용해 만든 세계 최대높이의 인공폭포이다. 환
경체험관은 물의 소중함 및 하수처리과정 등을 느끼는 체험의 장이
며 생태공원, S자형 물놀이장, 피아노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562  031-590-4660                     
 www.hwadostp.go.kr / 편의시설 

고구려대장간마을
드라마 <태왕사신기>를 촬영했던 곳이다. 아차산에서 발굴한 고구
려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웅장한 시설과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 
찬란했던 고구려 철기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구리시 우미내길 41  031-550-2363  매주 월요일 휴무
편의시설  

 동구릉
사적 193호로 조선 태조의 건원릉
을 비롯해 현릉, 목릉, 숭릉, 휘릉, 
혜릉, 원릉, 경릉, 수릉 등 조선시대 
임금 아홉 명의 9능과 17위의 왕
비, 후비 등을 안장한 왕가의 능이 
모여있는 곳이다.

 구리시 동구릉로 197  031-563-2909  매주 월요일 휴무 
 royaltombs.cha.go.kr / 편의시설    

다산유적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유적지로 생가 여유당, 홍
씨부인과의 합장묘, 다산기념관과 다산문화관이 있다. 축조에 사용
된 거중기 및 직접 집필한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이 새겨진 동판이 
전시되어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1  031-590-2481 
 www.nyj.go.kr/dasan / 편의시설    

수종사

피아노폭포

다산유적지

다산유적지

동구릉

고구려
대장간마을

고구려대장간마을

남양주종합
촬영소

수종사

피아노폭포

남양주종합촬영소

동구릉

29 경기 북동부 ■ 28 ■ 경기도 관광 가이드 북

725m 4분 7.39km 18분18.67km 41분 6.28km 12분

2 2

고구려
대장간마을 수종사동구릉 피아노폭포
1 1

다산유적지 남양주종합촬영소
3 3

북동부
관광 코스 4북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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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헌자연사박물관
우석헌은 어여쁜 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생대, 중생대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을 비롯해 여러 공룡을 볼 수 있다. 
46억 년 전 탄생한 지구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095  031-572-9555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무
 www.geomuseum.org / 편의시설 

국립(광릉)수목원
몽골문화촌

축령산자연휴양림
우석헌

자연사박물관
우석헌자연사박물관

국립(광릉)수목원
150만 평에 조성된 국립수목
원은 상쾌한 공기와 푸른 나무
를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자
연 공간이다. 2,844종의 다양
한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문 수목원과 산림동물원, 산림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희
귀 동물과 천연기념물(크낙새 서식지) 그리고 자연 속에 자라난 식물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
이 될 것이다.     
❖ 예약입장제 시행: 인터넷으로만 예약 가능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031-540-20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무
 www.kna.go.kr / 편의시설  

몽골문화촌
몽골의 이색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몽
골의 생활도구 및 역사, 생태, 전통음식, 승마, 
몽골전통가옥인 게르와 몽골민속예술공연 
등을 볼 수 있다.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635 
 031-559-8018   매주 월요일 휴무 
 www.mongoliatown.co.kr / 편의시설  

축령산자연휴양림
깎아지듯 위태롭게 서 있는 절벽, 깊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 60년 넘은 잣나무, 고
로쇠나무 등이 빼곡하게 들어찬 숲이다. 축령산 자연휴양림이 품은 비경은 사철 다른 모습
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두드린다. 매년 5월이면 축령산과 서리산에서 철쭉축제가 열려 또 다
른 기쁨을 선사한다.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99  031-592-0681  www.chukryong.net / 편의시설  

몽골문화촌

축령산자연휴양림

국립(광릉)수목원

31 경기 북동부 ■ 30 ■ 경기도 관광 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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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북동부
관광 코스 5



두물머리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곳으로 400여년의 세월을 품고 서있는 느티나무가 
있다. 신비로운 운해와 물안개, 해돋이와 일몰 등 사시사철 환상적인 분위기의 자연풍경을 
연출한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031-773-5101 / 편의시설 

세미원
일년 내내 수련 꽃을 볼 수 있는 세계 수련관과, 수련 및 연꽃의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여 실험하는 시험재배단지, 갤러리 등 자
연과 문학, 미술이 융화된 곳이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031-775-1834  매주 월요일 휴무 
 www.semiwon.or.kr / 편의시설  

소나기마을
소설가 황순원과 그의 유명한 소설 ‘소나기’를 배경
으로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형 문학관이다. 황순
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입체 비주얼 체험 전
시관과 영상실, 카페테리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평군 서종면 소나기마을길 24 
 031-773-2299  매주 월요일 휴무 
 www.소나기마을.kr / 편의시설  

세미원

두물머리

소나기마을

세미원

소나기마을

두물머리

용문사
용문산에 있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사찰로 경내에 수령이 1,100년
이 넘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는 마의태자가 심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어 있다.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031-773-3797 / 편의시설 

양평 레일바이크
철로 위를 시속 15~20km로 달리는 철길 자건거를 탈 수 있다. 용
문~원덕까지 3.2km(왕복 6.4km) 코스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산과 강이 어우러진 양평의 자연을 경험하기에 좋다.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277 
 031-775-9911   www.yprailbike.com / 편의시설 

더그림식물원카페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집, 울창한 소나무 뒷산과 유럽식 건물이 약 1,500평의 정원과 유명산 
산줄기가 어울어져 있어 영화, 드라마, cf 등 촬영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길 175 
 070-43257-2210  www.thegreem.com / 편의시설 

용문사

양평 레일바이크

더그림

양평 
레일바이크

더그림식물원카페 용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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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경사

기지시줄다리기
전수회관

도비도농어촌휴양단지

십교호함상공원

수도사전통사찰음식체험관

평택항

E

2

1 2

E

F

G

H

유리섬

대부도

시화호 달전망대

누에섬
등대전망대

궁평항
궁평유원지

제부도

공룡알화석지

3 4

3 4

D

E

F

G

H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옥구공원
월곶포구

아인스월드

웅진플레이도시

한옥체험마을

안산갈대
습지공원

광명전통시장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광명동굴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반월호수 의왕레일파크
누리천문대

융릉·건릉

물향기수목원

평택호관광단지
지영희국악관

바람새마을

송탄관광특구

안양예술공원

한국만화박물관

백운호수

하피랜드

36 | 웅진플레이도시 ▶ 한국만화박물관 ▶ 한옥체험마을 ▶ 아인스월드코스1

38 | 연꽃테마파크 ▶ 갯골생태공원 ▶ 월곶포구 ▶ 옥구공원코스2

40 | 안산갈대습지공원 ▶ 시화호 달전망대 ▶ 대부도 ▶ 유리섬코스3

47 | 지영희국악관 ▶ 평택호관광단지 ▶ 바람새마을 ▶ 송탄관광특구코스7

44 | 국립과천과학관 ▶ 서울랜드 ▶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대공원코스5

42 | 광명동굴 ▶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 안양예술공원 ▶ 광명전통시장코스4

48 |  융릉·건릉 ▶ 물향기수목원코스8

49 | 누에섬등대전망대 ▶ 제부도 ▶ 궁평항·궁평유원지코스9

46 | 의왕레일파크  ▶ 누리천문대  ▶ 반월호수코스6

Blooming, 자연에 머물다

경기
남서부
Gyeonggi-do



웅진플레이도시
365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레포츠 멀티플렉스이다. 사계절 이용 가
능한 실내스키장, 한국 내 최장거리 골프연습장과 초대형 워터파크 
및 스파, 피트니스클럽 등을 갖추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  1577-5773 
 www.playdoci.com / 편의시설  

웅진플레이도시

아인스월드

웅진플레이도시

한옥체험마을

한국만화
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
사라져가는 한국의 만화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유산
으로 물려주고자 만들어진 곳이다.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만화를 쉽게 이해하
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032-310-3090~1  매주 월요일 휴무 
 www.komacon.kr/comicsmuseum / 편의시설    

한옥체험마을
향토문화와 전통문화를 전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통예절교육, 풍물, 음식 등의 문
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옥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말에는 전통 혼례가 열리며 다례 
체험장도 운영 중이다.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032-326-1542  www.bucheondulture.or.kr / 편의시설  
 www.komacon.kr/comicsmuseum / 편의시설    

아인스월드
피라미드, 버킹엄 궁, 에펠탑, 만리장성 등 세계 25개국 109점의 유명 건축물을 축소해 전시해 놓
은 미니어처 테마파크로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입체영상과 특수효과도 구경할 수 있다.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032-320-6000 
 www.aiinsworld.com / 편의시설    

한옥체험마을한국만화박물관

아인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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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스월드 한국만화박물관웅진플레이도시 한옥체험마을남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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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생태공원
세계에서도 희귀한 내만갯골이 있는 곳으로 다양한 갯벌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거대한 소
금밭이 있었던 곳으로 천일염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시흥시 동서로 287  031-488- 6701~5  www.siheung.go.kr/culture
편의시설 

월곶포구
월곶은 육지에서 바다로 내민 모습이 반달같이 생겼다고 붙
은 이름으로, 밀물과 썰물에 관계없이 24시간 배가 들어올 
때마다 경매로 신선한 횟감을 맛볼 수 있다. 

 시흥시 월곶동 1020-2  031-318-4409
 www.siheung.go.kr/culture / 편의시설 

옥구공원
옥구도 일대 47,500여 평의 부지에 위치한 옥구공원의 주요시설은 고향동산, 숲속교실, 해
양생태공원, 산책로 등으로 나눠진다. 이 공원의 가장 큰 장점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인천 앞
바다, 시화방조제, 대부도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시흥시 서해안로 277  031-310-2853  www.siheung.go.kr/culture / 편의시설 

갯골생태공원

오이도

월곶포구

PLUS

오이도▶어촌이자 넓은 갯벌로 유명한 관광지. 아름다운 낙조와 썰물 때면 살아 움직이는 
바다생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해양자원을 이용한 식도락 거리도 조성되어 있다.
위치 시흥시 정왕동 2063  문의 031-310-6743

연꽃테마파크
한국에서 처음 연꽃이 재배된 관곡지 주변으로 조성된 18ha의 공간
에 백련, 홍련, 수련 등 100여 종의 연꽃이 가득하다. 연꽃은 7월 초
순부터 피기 시작하여 7월 말경에 절정을 이루며 10월 초순까지 감
상이 가능하다.

 시흥시 관곡지로 139  031-310-6222 
 www.siheung.go.kr/culture / 편의시설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월곶포구

옥구공원

연꽃테마파크

39 경기 남서부 ■ 38 ■ 경기도 관광 가이드 북

5.73km 12분 4.87km 12분 5.54km 9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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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달전망대

시화호 달전망대 
시화호와 서해를 조망할 수 있는 20층 높이의 달 전망대. 대부도와 오이도를 잇는 시화방조
제에 지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와 에너지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조력문화관이 있
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27  032-889-3365  tlight.kwater.or.kr / 편의시설 

대부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종현어촌체험마을, 선감어
촌체험마을이 있고 동주염전에서 직접 생산한 소금
으로 소금비누를 만들며 유리섬에선 유리작품을 만
든다. 대부남동에는 해변을 달리는 체험이 가능한 승
마클럽도 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31  1899-1720 
 www.daebudo.com / 편의시설 

유리섬
글라스아트를 소개하고 유리조형작품의 제작, 감상, 
교육, 체험이 결합된 종합문화 휴양공간이다. 유리섬
미술관, 공예시연장, 체험장, 유리박물관, 맥아트미술
관, 레스토랑, 카페를 운영한다.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54  
 032-885-6262  매주 월요일 휴무 
 www.glassisland.co.kr / 편의시설 

대부도

유리섬

공룡알 화석산지▶30여 개의 둥지와 200여 개의 공룡알 화석, 
식물화석과 저서생물의 흔적화석이 발견되었으며 현재도 발굴 
중이다.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되었다.   
위치 화성시 송산면 공룡로 659 
문의 031-357-3951 

PLUS

시화호 달전망대

유리섬

대부도

안산갈대
습지공원 안산갈대습지공원

시화호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갈대를 이용한 자
연정화처리 방식으로 조성된 인공습지로 290여 종의 야생화
를 볼 수 있으며 150여 종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자연
의 명소다.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20-116  031-481-3810
 매주 월요일 휴무  Wetland.iansan.net / 편의시설 

안산갈대습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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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업사이클이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광명 업사이클 아
트센터는 ‘업사이클’이란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디자인 교육 및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시민
을 위한 예술 공간이다.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02-2680-6952 
 cavern.gm.go.kr / 편의시설 

안양예술공원
국내외 52명 유명 작가들의 설치예술작품이 계
곡과 산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상류에 만들어
진 소형 댐에서 공급하는 맑은 물을 따라 산책
을 즐기듯 산을 오르며 자연과 작품을 관찰할 
수 있는 야외전시장이다.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번길 
 031-389-5552 / 편의시설 

광명전통시장
광명시 최대의 전통 재래시장으로 의류 및 잡화, 먹거리 등 388개의 점포와 휴식, 교육, 공연이 이
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인 쉼터가 있다. 할머니빈대떡, 홍두깨칼국수를 맛보는 것도 좋겠다.

 광명시 광이로13번길 21-11  02-2614-0006  sijang.gm.or.kr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광명전통시장

안양예술공원

광명동굴
1972년까지 금, 은, 아연을 생산하던 수도권 유일의 금속폐광산으로 
문을 닫은 후 2011년 다시 일반인에게 동굴 관광지로 개방되었다. 
전시실과 저장고, 영화관, 공연장, 체험장, 전망대 등이 있다.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  1688-3399
 www.gm.go.kr/cv 편의시설  

광명동굴

광명전통시장

광명동굴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안양
예술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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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 안양예술공원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광명전통시장남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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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랜드
놀이, 교양, 조경, 휴양, 운동, 관리시설 등 8개 
부문에 걸쳐 250여 가지의 각종 시설을 갖
추고 5개의 테마구역으로 조성된 주제공원
이다. 여러 가지 공연과 행사가 펼쳐 진다.

 과천시 광명로 181  02-509-6000 
 seoulland.co.kr

편의시설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최고의 미술관으로 옛 성곽과 봉화
대, 담장과 계단 등 전통 양식을 가미하여 
지은 독특한 건물 외관을 가진다. 건축, 디
자인, 공예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장르를 아
우르며 자연 속에서 휴식을 제공한다.

 과천시 광명로 313  02-2188-60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www.mmca.go.kr
편의시설    

서울대공원
370여 종 3,900여 마리의 세계 각국 동물이 보호, 관리되고 있는 한국 최대 규모의 동물원과 
1,262여 종의 식물이 전시되는 식물원, 어린이동물원이 함께하는 테마가든과 장미원, 캠프
장이 있다.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02-500-7335  grandpark.seoul.go.kr
편의시설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기초과학관, 첨단기술관, 전통과학관, 천체투영관, 생태체험학습장 
등을 갖추고 2008년 문을 연 한국 최대의 최첨단 과학관이다. 다양
한 특별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과천시 상하벌로 110  02-3677-1500  매주 월요일 휴무 
 www.sciencecenter.go.kr / 편의시설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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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희국악관
평택호관광단지

바람새
마을

송탄관광특구

지영희국악관
평택이 낳은 근대 국악의 아버지 지영희를 소개하는 전시관으로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 세
계화를 이끌었던 그의 업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2호 시나위 예능보유
자였던 그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공연도 열리는 종합예술의 장이다.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47  031-8024-3231  매주 월요일 휴무 

평택호관광단지
바다와 호수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서해대교에서도 
보이는 105m의 수중고사분수와 자동차극장, 조형보도육교, 목
조수변데크, 드라마 촬영장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48  031-8024-8687
편의시설  

바람새마을
자연습지와 논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농
촌체험마을이다. 황토체험장, 논풀장, 머드체험장으로 구성되
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평택시 고덕면 새악길 18  031-663-5453 
 www.balamsae.com / 편의시설  

송탄관광특구
주한미군 주둔지인 K-55기지 주변에 형성되어 내외국인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다. 기
지 앞에서 부대철로변까지 275m의 보행자 전용 쇼핑몰 거리에서 쇼핑과 휴식을 즐길 수 있
다.

 평택시 서정동,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일원  031-8024-3232 

평택호관광단지

바람새마을

지영희국악관

의왕레일파크
4.3km의 왕송호수 둘레를 따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로 호수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사계절 철
새 도래지인 왕송호수의 수많은 철새들을 관찰 할 수 있다. 

 의왕시 왕송못동로 209  1670-3110  www.uwrailpark.co.kr

누리천문대
원형돔에 대형 굴절망원경이 설치되어 태양, 달, 행성, 은하, 성운 등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곳이다. 천문대와 천문우주 체험, 4D입체상영관, 
플라네타리움 등 알찬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포시 대야2로 139  031-501-7100  매주 일, 월요일 휴무
 www.gunpolib.or.kr / 편의시설  

반월호수
북서쪽에 있는 집예골, 샘골, 지방바위골의 물이 흘러들어 유입되는 호수
다. 산으로 둘러싸여 뛰어난 경관을 가지며 특히 노을이 아름답다. 평일
엔 낚시꾼, 주말엔 가족이나 연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군포시 둔대동 460번지  031-392-3000 / 편의시설  

의왕레일파크

누리천문대

반월호수

철도박물관▶ 철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사라진 
증기기관차는 물론 미래의 열차까지 내다볼 수 있다. 철도역사실, 
철도차량실, 모형철도 파노라마실, 철도체험실, 옥외전시장 등이 
있다. 
위치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문의 031-461-3610

휴무 매주 월요일 휴무

PL
US

반월호수

누리천문대

의왕레일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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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희
국악관 송탄관광특구 
1

바람새마을
평택호 

관광단지

3

남서부 
관광 코스7

6.1km 14분 2.9km 6분

2

의왕레일파크 누리천문대 반월호수남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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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섬등대전망대
대부도 남쪽 무인도 누에섬 정상이 있는 아름다운 전망대
로 하루 두번 갯벌이 드러나면 걷거나 차를 타고 갈 수 있
다. 등대 및 바다 관련 자료와 모형 전시물, 전망대가 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7  032-886-0126 
 매주 월요일 휴무 편의시설 

제부도
서해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행지다. 하루 두 번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지면서 ‘제부모세’로 불리는 육지와 섬
을 연결하는 2.3km의 시멘트 포장길이 열린다.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224  031-355-3924 
 www.hscity.go.kr / 편의시설  

궁평항·궁평유원지
명품낙조로 소문난 궁평항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어
항이다. 궁평유원지는 싱싱한 수산물과 갯벌을 이용한 
어촌체험이 가능하며 물놀이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 지이다.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49-24
 1577-4200(화성시청 콜센터)
 www.gungpyeong.com / 편의시설  

누에섬등대전망대

궁평항

제부도

누에섬등대전망대

제부도

궁평항
궁평유원지

 융릉·건릉
융릉은 정조의 생부로서 훗날 장조로 추존된 장헌세자(사도세자)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의 합장릉이다. 효성스러운 아들 정조와 효의 
왕후의 합장릉인 건릉이 바로 옆에 모셔져 있다.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  1577-4200 
 매주 월요일 휴무  tour.hscity.go.kr / 편의시설    

물향기수목원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지역 및 식물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 20개 주제원이 특
징. 곤충이나 조류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오산시 청학로 211  031-378-1261 
 farm.gg.go.kr / 편의시설 

정조가 뒤주에 갇혀 죽은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긴 이곳은 구석구석 정조의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곳이다. 참배하러 올 때마다 가슴 아프게 울었다는 그는 임금이 
되던 첫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융릉과 건릉에 누워있다. 

융릉·건릉

물향기수목원

융릉·건릉

물향기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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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섬등대전망대 제부도
궁평항

궁평유원지 

1

남서부 
관광 코스9

9.1km 15분

융릉·건릉 물향기수목원남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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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별천문대

유현문화관광지
(풍수원성당)

취석정계곡

한솔뮤지엄

간현관광지

취석정

법천사지

거돈사지

강천보

여주보

파사성

중원고구려비

양평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

6 7

6 7

F

D

E

G

사기막골도예촌
세라피아

테르메덴

칠장사

여주도자세상
신륵사

세종·효종대왕릉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이천롯데
프리미엄

미사리조정경기장

하남위례길

52 |  수원화성·화성행궁 ▶ 해우재 ▶ 수원박물관 ▶ 광교호수공원코스1

54 |  남한산성 ▶ 영은미술관 ▶  곤지암도자공원코스2

코스3

64 |  세종·효종대왕릉 ▶ 여주도자세상 ▶ 신륵사 ▶ 여주프리미엄아울렛코스7

60 | 모란민속5일장 ▶ 정자동·백현동카페거리 ▶  율동공원 ▶ 한국잡월드코스5

58 | 용인대장금파크 ▶ 미리내성지 ▶ 용인농촌테마파크 ▶ 와우정사코스4

66 | 사기막골도예촌 ▶ 세라피아 ▶ 테르메덴코스8

62 | 안성팜랜드 ▶ 안성맞춤랜드 ▶ 칠장사 ▶ 한택식물원코스6

56 | 한국민속촌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 백남준아트센터 ▶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Time travel, 과거를 부르다

E

4 5

4 5

E

F

G

수원화성·화성행궁 광교호수공원

해우재 수원박물관

남한산성

영은미술관

곤지암도자공원

한국민속촌

경기도어린이
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와우정사
용인농촌테마파크

용인대장금파크

한택식물원

모란민속5일장

율동공원한국잡월드

정자동·백현동카페거리

미리내성지

안성맞춤랜드

안성팜랜드

물향기수목원

경기
남동부
Gyeonggi-do

안성맞춤박물관



해우재
사찰에서 화장실 명칭으로 쓰이는 해우소
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커다란 변기 모양
의 건물 안에 시대별 화장실 문화와 각 나
라별 화장실 표지판 등 다양한 조형물과 
볼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 
 031-271-9777  매주 월요일 휴무 
 www.haewoojae.com / 편의시설  

수원박물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수
원역사박물관과 한국서예사의 흐름을 한눈
에 볼 수 있는 한국서예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의 자료와 고서 등이 전시된 
사운 이종학사료관도 있다.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031-228-4150  매달 첫째 월요일 휴무 
 museum.suwon.ne.k / 편의시설    

광교호수공원
도심 속 수변 산책로로 조성되어 ‘신비한 물너미’, ‘재미난 밭’, ‘신대호수 먼섬숲’, ‘커뮤니티
숲(다목적체험장, 캠핑장)’ 등 6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수를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도
로가 조성되어 있다.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42번길 52  070-8800-2460 / 편의시설 

해우재

수원박물관

광교호수공원 

굿모닝하우스▶1967년 건립된 후 49년간 스물 두 명의 도지사가 머물렀던 경기도지사 관사가 
‘굿모닝 하우스’로 다시 태어났다. 관사 일부를 게스트 하우스형 숙박시설로 재정비하여 숙박, 
연회, 전시, 공연, 커뮤니티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위치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8  / 월요일 휴무
문의 031-248-2903(게스트하우스), 031-248-2904(굿모닝카페) 

PLUS

 수원화성·화성행궁
아름다운 곡선미가 뛰어난 화성은 조선 후기 토목건축의 백미로 꼽
히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행궁은 왕이 지방에 
행차할 때 머물던 임시처소로 규모와 기능면에서 뛰어나다.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031-228-4672  www.swcf.or.kr
편의시설  

수원화성
화성행궁

해우재
수원박물관

광교
호수공원

수원화성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화성에는 4개의 문이 있어 어디로든 들어갈 수 있다. 걸어서 돌아볼 수 
있지만 화성을 반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열차도 운행된다. 임금의 임시 궁궐로 657칸이 되는 
화성행궁은 아름답고 웅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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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미술관

영은미술관
경안천변에 위치한 영은미술관은 동시대 현대미술 작품을 소장, 전시하는 현대미술관과 국
내 초유의 창작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현대미술작품의 전시와 연구, 교육 프로
그램으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지반을 넓혀 나가고 있다.

 광주시 청석로 300  031-761-0137  www.youngeunmuseum.org 편의시설 

곤지암도자공원
경기도자박물관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터, 야외공연장, 조
각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책하기 좋은 도자의 길과 
토야흙놀이장, 옛 가마터, 다례시연장, 교육체험실 등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031-799-1500 
 매주 월요일 휴무  www.ggcm.or.kr / 편의시설    

PLUS미사리조정경기장 ▶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조정과 카누 경기를 벌였던 곳이다. 넓고 시원한 
호수에 조깅, 하이킹, 산책, 자전거, 야외전시,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위치 하남시 미사대로 505   문의 031-790-8270

곤지암도자공원

하남위례길 ▶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위례사랑길,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하며 
걷는 위례강변길, 하남시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위례역사길, 위례성의 궁 안 지역을 
둘러싼 산을 걷는 위례둘레길 등 4개 코스가 있으며 
총 길이는 64km이다.
문의 031-790-6341

 남한산성
병자호란때 인조가 45일간 머물며 항전하던 곳으로 북한산성과 함
께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는 산성 중 하나다.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걷
기명소로 크게 5가지 코스로 나누어져 맞춤형 걷기가 가능하다.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31 
 031-8008-5170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ggnhss.ggcf.mbdev.kr / 편의시설 

남한산성

영은미술관
곤지암
도자공원

남한산성

전체11.7km(본성 9km, 외성 2.71km)의 남한산성은 국가사적 제57호로 5개의 옹성과 4대문 
등이 노송군락 주변 자연경관과 함께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조선시대 인조, 숙종, 영조, 
정조기의 다양한 축성기법의 표본이 잘 남아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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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어린이박물관
놀이, 체험, 교육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놀면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8개의 전시공
간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031-270-8600 
 매주 월요일 휴무 
 www.gcmuseum.or.kr / 편의시설    

백남준아트센터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무한한 상
상력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정기적으
로 전문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백남준의 예
술세계를 만나는 도슨트 투어를 진행한다.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031-201-8500 
 매주 월요일 휴무 
 njp.ggcf.kr / 편의시설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아찔한 높이의 롤러코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기구와 맹수들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로스트밸리’, 판다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판다월드’가 있는 한국 최대의 테마파크. 국내 최초
이자 최대 워터파크를 자랑하는 캐리비안  베이는 초대형 복합 워터 슬라이드 ‘메가스톰’, 역회
전 바디슬라이드 ‘아쿠아루프’ 등 차별화된 물놀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031-320-5000
 www.everland.com / 편의시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한국민속촌
세계 5대 야외민속박물관 중 하나인 이곳은 270여 채의 전통가옥, 
관아, 서당, 서원,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있고 전통놀이 체
험이 가능하다. TV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031-288-0000 
 www.koreanfolk.co.kr / 편의시설    

한국민속촌

백남준
아트센터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경기도어린이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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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경기도어린이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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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성지
천주교의 유서 깊은 성지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유해 일부와 천주교인에게 사용된 고문 
형구, 순교 참상의 모형물이 전시되어 있다.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420 
 031-6740-1256~7  www.mirinai.or.kr / 편의시설 

용인농촌테마파크
온 가족이 도심 속에서 농촌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
로 곤충 전시관과 농기계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주말농장, 덩굴원, 암석원, 수생
식물원 등이 있다. 

 용인시 원삼면 농촌파크로 80-1  031-324-4053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www.yithemepark.kr / 편의시설 

와우정사
대한불교열반종의 총본산이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높이가 8m의 황금빛 불두를 모신 사
찰로 유명하며 거대한 돌탑들과 3,000여 점에 이르는 크고 작은 불상들을 만날 수 있다. 

 용인시 처인구 해곡로 25-15  031-332-2472  www.wawoo-temple.org / 편의시설 

와우정사

용인농촌테마파크

용인대장금파크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무량수전, 규장각, 동궁전, 혜민서 등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저잣거리’, ‘포청과 옥사’, ‘인정전’, ‘연무장’ 등 24곳의 
관람동선에 따라 즐길 수 있다. 또한 드라마 촬영현장을 재현한 포토
존에서 사극의 주인공이 되어 볼 수 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청드라마길 25 
 평일 02-789-1674 주말 및 공휴일 031-337-3241
 djgpark.imbc.com  편의시설 

용인대장금파크

와우정사

용인농촌
테마파크미리내 

성지

용인대장금
파크

이곳은 한류의 중심지이자 MBC 사극의 주무대이다. 여길 걷다보면 신라의 선덕여왕이었다, 
최초의 어의녀 장금이가 되고, 고구려의 주몽도 될 수 있다.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삼국시대 이후의 건축 양식과 생활공간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낸 
이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과거 여행을 해 보자.

미리내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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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장금파크 미리내성지
용인농촌
테마파크 와우정사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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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공원

정자동·백현동카페거리
정자동 카페거리는 테라스 거리라고도 불
린다. 상가마다 독특한 건물과 화려한 조
명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이다. 백현
동 카페거리는 수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건물들이 있으며 벤치, 분수, 정원이 조성
되어 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동

율동공원
호수와 야산, 잔디밭 등 원래의 자연을 살
려 만든 대규모 공원이다. 분수대, 사계절
꽃동산, 갈대밭, 수변 휴게소, 국궁장 등 편
의시설이 많다. 한국 최대 높이인 45m 번
지점프대가 있다.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 145 
 031-729-4387 / 편의시설 

한국잡월드
진로설계관, 어린이체험관, 청소년 체험관, 직업세계관 등 총 4개의 전시 및 체험시설로 나
누어져 건전한 직업관을 만들고 올바른 직업선택을 지원한다. 공연, 강의 등 다채로운 프로
그램도 진행된다.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1644-1333  매주 월요일 휴무 
 www.koreajobworld.or.kr / 편의시설    

정자동·백현동 카페거리

한국잡월드 

율동푸드파크▶율동공원 근처 국궁장 방향 은행나무길은 가을이 되면 장관을 이룬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숨어있는 음식점 앞에 발걸음이 멈추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들로 율동푸드파크에서 골라먹는 재미를 찾는 것도 좋겠다. 
위치 성남시 분당구 만세길 (율동)

PLUS

모란민속5일장
종합 재래시장으로 5일에 한번 열리는 5일장이다. 공영주차장에 장
날이 되면 온갖 종류의 상품과 상인, 손님 수만명이 모여들어 옛 시
골 장터의 향수를 자아낸다. 근처에 상설 모란시장도 있다.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79  031-721-9905 
장날 :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www.moranjang.org 

모란민속5일장

정자동·백현동
카페거리

율동공원

한국잡월드

모란민속5일장

말 그대로 없는 것이 없는 
곳인 모란민속 5일장을 돌며 
거리를 가득 채운 물건들을 
구경하는 것만도 하루가 
바쁘다. 거리 이곳 저곳을 
차지하고 앉은 상인들과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들,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하다.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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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민속5일장 정자동·백현동카페거리 율동공원 한국잡월드 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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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을 중심으로 4계절썰매장, 공예문화센터, 4D영상관이 있는 안성맞춤천문과학
관 등 다양한 학습과 놀이가 가능한 공간이다. 매년 3월~11월에 안성남사당놀이가 열리며 
매주 토요일 16시, 일요일 14시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  031-677-1330  www.anseong.go.kr / 편의시설    

칠장사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4호로 총 12동의 건
물이 있으며 국보 제296호인 오불회괘불탱
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9호 철당간, 경기
도 유형문화재 제115호 소조사천왕상, 경기
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대웅전, 석불입상과 
보물 제488호인 혜소국사비 등 많은 유적이 
있다.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031-673-0776 / 편의시설 

한택식물원
비봉산 20만 평에 자리한 식물원으로 자생
식물 2,400종, 외래식물 6,600종을 포함한 
총 9,000여 종 900여 만 본의 식물을 보유하
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택로 2 
 031-333-3558  www.hantaek.co.kr

편의시설   

안성맞춤랜드

한택식물원

칠장사

칠장사안성팜랜드
39만평의 푸른 초지에서 25종의 가축과 함께 4계절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는 농축산테마파크. 가축 먹이주기, 트랙터마차로 호밀밭 드
라이브, 체험승마, 치즈제작 등 다양한 농축산 체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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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팜랜드
칠장사

안성맞춤 
랜드

한택식물원

안성팜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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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팜랜드 안성맞춤랜드 칠장사 한택식물원남동부 
관광 코스6 1 4



명성황후생가▶ 고종황제의 황후로 개화기 국정에 
참여하였으나 을미사변으로 일인에 의해 시해되어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던 명성황후가 출생하여 8
세까지 살았던 집이다.
위치 여주시 명성로 71
문의 031-880-4024

 세종·효종대왕릉
한글을 창제한 성군 세종대왕과 왕비 소헌왕후의 합장릉은 조선왕
조의 능제를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700m 떨어진 곳에 효종과 왕
비 인선왕후의 쌍릉이 앞뒤로 나란히 있다.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031-887-2833 
 매주 월요일 휴무 / 편의시설   

여주도자세상
한국 최초의 도자쇼핑문화관광지로 도자기를 구경하고 구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여주시 여주읍 신륵사길 7 
 031-887-8232  www.dojasesang.com /  편의시설 

신륵사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고려 고승 나옹선사가 입적
한 곳으로 유명하다. 남한강변에 위치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맞
은 편에는 신륵사 강변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다.

 여주시 신륵사길 73  031-885-2505 
 www.silleuksa.org / 편의시설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국내외 명품브랜드 140여 개 매장이 들어서 있으며 산책하듯 쇼핑
을 즐길 수 있다. 

 여주시 명품로 360  1644-4001
 www.premiumoutlets.co.kr / 편의시설 

PLUS

프리미엄 아울렛세종대왕릉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세종· 
효종대왕릉

여주도자세상

신륵사

여주도자세상

신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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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효종대왕릉 여주도자세상 신륵사
여주프리미엄

아울렛남동부 
관광 코스7 1 4



4.32km 11분 12.60km 26분

2

사기막골도예촌 세라피아 테르메덴남동부 
관광 코스8 1 3

사기막골도예촌
한국 도자기 열풍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도자기 산지 중 한 곳이
다. 여러 도예관과 도예교실이 있어 다양한 체험과 구매도 가능
하다. 

 이천시 사음동 546번지 
 031-634-6770  /  편의시설 

세라피아
세라믹(ceramic)과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인 세라피
아는 신개념 도자 테마파크로 화장실, 벤치, 호수외경, 건
물 인테리어 및 아웃테리어, 놀이터, 조형물 등 모든 것이 
도자로 만들어진 세상이다.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63 
 031-631-6501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휴무  www.kocef.org
편의시설 

테르메덴
한국 최초의 독일식 온천 리조트로 실내 바데풀, 실외 온
천풀과 온천 사우나, 테라피 센터와 피트니스, 생태연못, 
푸드코트 등의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 988  031-645-2000 
 www.termeden.com  /  편의시설 

사기막골도예촌

사기막골도예촌

세라피아

테르메덴

세라피아

테르메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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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 유산 | 조선왕릉

남양주
광릉

7대 세조와 정희왕후의 능으로 정자각을 중심으로 왕과 왕비를 좌우 언덕에 봉안한 
동원이강능이다.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4  031-527-7105  월요일 휴관
 royaltombs.cha.go.kr

구리
동구릉

한국 최대의 왕릉군으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의 건원릉을 비롯해 현릉, 목릉, 숭릉, 
원릉, 수릉, 경릉, 휘릉, 혜릉이 있다. 

 구리시 동구릉로 197  031-563-2909  월요일 휴관  royaltombs.cha.go.kr
남양주 
사릉

단종의 비 정순왕후의 능으로 간소한 형태다.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  031-573-8124  월요일 휴관  royaltombs.cha.go.kr

파주
삼릉

장순왕후의 공릉과 성종의 비 공혜왕후의 순릉, 영조의 장남인 추존왕 진종과 그의 비 
효순왕후의 능이다.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031-941-4208  월요일 휴관  paju.cha.go.kr 

고양
서오릉

서쪽에 다섯 개의 능이 있다해서 붙은 이름이다. 추존왕인 덕종 경릉과 예종 창릉, 
숙종 명릉, 익릉, 홍릉을 비롯하여 순창원 등 2원 1묘가 있다.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02-359-0090  월요일 휴관 
 royaltombs.cha.go.kr

고양
서삼릉

희릉, 효릉, 예릉이 자리하고 있다.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의 회묘와 일제에 의해 
강제 집장된 왕자와 공주, 후궁들의 묘 46기와 태실 54기가 함께있다.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031-962-6009  월요일 휴관 
 royaltombs.cha.go.kr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조선왕조 4대 임금임 세종대왕과 비 소헌왕후 심씨의 능, 17대 효종과 인선왕후의 
능이 있다.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031-885-3123, 031-887-2833  월요일 휴관 
 sejong.cha.go.kr 

화성 
융릉과 건릉

장조로 추존된 장헌세자(사도세자)와 그의 비 헌경왕후 혜경궁 홍씨의 합장릉인 
융릉과 그들의 아들인 정조와 그의 아내 효의황후 김씨가 합장된 건릉이 모여있다.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  031-222-0142  월요일 휴관 
 royaltombs.cha.go.kr

파주
장릉 

인조의 아버지로 추존된 원종과 그의 비인 인헌왕후의 쌍릉이다. 
 김포시 장릉로 79  031-984-2897  월요일 휴관  royaltombs.cha.go.kr

남양주
홍릉과 유릉

조선시대 말기에 조성된 능역으로 26대 임금인 고종과 명성황후의 합장릉인 홍릉과 
조선의 마지막 왕릉으로 27대 순종과 그의 두 왕비가 합장된 유릉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031-591-7043  월요일 휴관  royaltombs.cha.go.kr

519년의 세월을 이어오며 27대에 걸쳐 왕과 왕비를 배출한 조선왕조의 조선왕릉은 역대 왕과 
왕비의 무덤 42기를 의미한다. 이 중 조선 개국 초기에 만들어져 현재의 북한 개성에 자리한 
태조왕비 신의왕후 제릉과 정종 후릉 2기를 제외한 40기의 왕릉이 서울 시내와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다. 2009년에 조선왕릉 40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수원화성
1997년 등재된 세계 문화 유산이다. 조선 정조대왕 때 지어져 조선 후기 성벽. 거중기, 녹로 
등 근대 과학적 기구를 활용하였으며 성곽의 전돌, 건조물의 기와 등이 독특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중국,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지산성의 형태로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성곽 시설의 기능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있어 동양 성곽의 으뜸이다.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031-228-4672  www.swcf.or.kr

남한산성
2014년 등재된 세계 문화 유산이다.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자연지형을 따라 총 둘레 12km가 넘는 
성벽을 구축해 많은 병력으로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한 
임시수도이자 종묘와 사직을 지닌 행궁까지 갖춘 
군사행정도시로 80여 개가 넘는 우물과 45개의 연못 등 성 
안에 수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성곽 
둘레길을 도는 5가지 걷기 코스로 나뉘어져 있다.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31  031-8008-5170  ggnhss.ggcf.mbdev.kr

남사당놀이
2009년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중요무형문화재 3
호이며 조선후기 남사당패가 농촌과 어촌을 돌며 서민층을 
대상으로 했던 놀이로 풍물놀이, 버나(대접 돌리기), 살판(
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보기(탈놀이), 덜미(꼭두각시놀음)
가 이어진다. 경기도 안성을 중심으로 안성남사당놀이가 
전승활동을 하고있다.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6-31 남사당전수관
   안성시관광안내소 031-677-1330  
남사당전수관 031-675-3925
 www.anseong.go.kr/tour/main.do

유네스코 지정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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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함께 즐기는 경기도 | 시티투어 

양주시 매주 토·일 운행  1544-4590  www.korailtour.com
출발지 ▶ 양주역 09:10, 구파발역 10:00

부천시 매주 토 운행  032-656-4306  bucheonculture.or.kr
출발지 ▶ 부천시청 10:00

평택시 매주 토 운행  031-656-0600  www.ptmunhwa.or.kr
출발지 ▶ 평택문화예술회관 09:00

고양시 매주 화~일(월 휴무), 정기코스, 문화체험코스 운행 
출발지 ▶ 아람누리  031-975-3838  www.goyang.go.kr/visitgoyang

광주시 계절별 다양한 코스 운행  031-760-2723  www.gjcity.go.kr/tour
출발지 ▶ 서울시청역 07:30, 서울교대역 08:00, 경기광주역 09:00  

안성시 매주 토, 계절별 다양한 코스 운행  031-678-2492  www.anseong.go.kr 
출발지 ▶ 서울시청 앞 07:30, 서울교대역 08:00

광명시 매주 화~일(월 휴무), 두 가지 코스운행  02-2610-2014  www.gm.go.kr/tr
출발지 ▶ KTX광명역 09:30, 광명사거리역 09:00

연천군 매주 수~일(월,화 휴무), DMZ-train 1일 1회 운영 
 1544-7755  www.dmztourkorea.com 출발지 ▶ 경원선 신탄리역 09:27

파주시 다양한 요일 및 테마별 코스 운행   031-940-8516  tour.paju.go.kr 
출발지 ▶ 합정역 09:30, 운정역10:15, 문산역 10:20 

성남시 매주 토, 다른 코스 운행   070-7813-5000   seongnamtour.com
출발지 ▶ 서울시청역 08:00, 교대역 08:30, 성남시청 09:00

수원시  031-256-8300   www.suwoncitytour.co.kr 

제 1코스 - 반일투어
(수원시티 반일투어)

1일 2회(09:50, 13:50) 약 3시간 소요(월요일 휴무)
출발지 ▶ 수원종합관광안내소(수원역 4번 출구)

제 2코스 / 제 3코스 - 1일투어
(수원~광명 / 수원~화성) 

토요일 09:30~16:30 / 일요일 09:30~16:30
출발지 ▶ 수원종합관광안내소(수원역 4번 출구)

남양주시  031-590-2799  www.nyj.go.kr/culture/tour/01.jsp

공연코스(4, 8월) / 역사코스(5, 9월)
문화·예술코스(6, 10월) /
힐링코스A(7월), 힐링코스B(8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정기코스), 수시운행 (단체코스)
출발지 ▶9:00 별내역, 9:30 도농역

화성시  031-366-8921  www.hscitytour.co.kr

공룡의 숨결, 문화의 숨결, 바다의 숨결,
자연의 숨결, 파도의 숨결, 테마투어 등

매주 토·일·공휴일 9시~17시
출발지 ▶ 동탄-병점-봉담-향남 

안산시  031-413-1212  www.ansancitytour.com

안산 문화·예술탐방, 대부해솔길,
단체 맞춤형 체험코스

매주 화~토
출발지 ▶ 10:00 중앙역

서울출발 2층버스 투어 매주 월~일
출발지 ▶9:30 광화문역, 10:00 신도림역

가평군  031-582-2421  www.gptour.go.kr 

A코스(아침고요수목원 순환) 매일 수시운행 출발지 ▶ 9:00 가평터미널출발 

B코스(아침고요수목원 순환) 매일 2회 운행 출발지 ▶ 11:00, 16:00 목동터미널

경기도 10대 축제 |경기도를 즐기다(2017년 선정기준)

안산국제 거리극축제

5월

국내·외 공식초청작, 프린지참가작 거리예술 공연, 거리극학교, 
게릴라 공연 등

 www.ansanfest.com  안산시 안산문화광장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세계구석기선사체험교실, 구석기바베큐, 구석기퍼포먼스 등
 festival.yeoncheon.go.kr  연천군 전곡선사유적지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7월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 및 아마추어 뮤지션들의 재즈공연
 www.jarasumjazz.com  가평읍 자라섬 일대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 만화콘텐츠페어, 컨퍼런스,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등
 www.bicof.com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영상문화단지

수원화성 문화제

9월

정조대왕 능행차, 공연(화성,정조의 꿈),
혜경궁 홍씨 진찬연, 정조대왕 친림 과거시험 등

 www.swcf.or.kr
 화성행궁 광장, 수원천, 연무대(창룡문) 등 수원화성 일원

시흥갯골축제
갯골 사생대회, 갯골 탐사대, 어쿠스틱 음악제, 갯골 
갈대조명아트, 갯골 수상자전거, 갯골 물놀이 등

 sgfestival.com  시흥갯골생태공원

안성맞춤 바우덕이 축제
바우덕이 추모제, 길놀이 퍼레이드, 퓨전국악, 남사당 공연, 
인형극 등 

 baudeogi.com  안성맞춤랜드, 안성 시내 일원

이천쌀문화축제

10월

가마솥밥짓기, 무지개가래떡만들기, 용줄다리기 등
 www.ricefestival.or.kr  이천 설봉공원 일원

여주 오곡나루 축제
오곡풍년기원 공연, 놀이마당, 마당극, 씨름, 풍물한마당, 
강강수월래 등

 www.yjfestival.co.kr  여주 신륵사 관광지 일원

파주장단콩축제 11월
파주장단콩판매장, 농특산물, 가공품 판매장 및 재래장터 운영, 
길놀이 행사, 장단콩 오색 가래떡 나누기, 힘자랑 대회 등

 tour.paju.go.kr  임진각광장 및 평화누리 일대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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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미술관 <사랑을 믿어요>, <러브픽션> 등
 광주시 청석로 300 영은미술관
 031-761-0137  www.youngeunmuseum.org

장암저수지 <별에서 온 그대>, <감격시대> 등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산 74-16

철도박물관 <에덴의 동쪽>, <써니> 등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031-461-3610  www.railroadmuseum.co.kr

평강식물원 <아랑사또전>, <넝쿨째 굴러온 당신>
 포천시 영북면 우물목길 203
 031-532-1779  www.peacelandkorea.com

마임비전빌리지 <시크릿 가든>, <내일도 칸타빌레>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 443
 031-884-1717  www.maiimvisionvillage.co.kr

아침고요수목원 <달려라 장미>, <여왕의 꽃>, <그녀는 예뻤다>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1544-6703  www.morningcalm.co.kr

양평 두물머리 <그녀는 예뻤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123
 031-770-2068  tour.yp21.net

가평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리멤버(아들의 전쟁)>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다락재로 226-57 
 031-581-9400  www.swissthemepark.com

송암 스페이스센터 / 양주 장욱진미술관 <딴따라>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185번길 103 /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1
 031-894-6000 / 031-8082-4245  www.starsvalley.com / changucchin.yangju.go.kr

더그림 <넝쿨째 굴러온 당신>, <옥탑방 왕세자>, <왕가네 식구들>, <가면>, <미녀의 탄생>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길 175
 070-4257-2210  www.thegreem.com

벽초지 수목원

드라마, 영화 촬영지 | 특별한 추억을 만들다

남양주 종합촬영소 <해적:바다로 간 산적>, <기황후>, <상의원>, <간신>
약 40만 평의 부지에 영화촬영용 야외 세트와 규모별로 6개의 실내 촬영스튜디오, 녹음실, 각종 제작 
장비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작 시설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55번길 138  031-579-0605  studio.kofic.or.kr

용인대장금파크 <화정>, <밤을 걷는 선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 330 MBC드리미아
 031-337-3241  djgpark.imbc.com

벽초지문화수목원 <49일>,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2>, <용팔이>, <그녀는 예뻤다>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242
 031-957-2004  www.bcj.co.kr

쁘띠프랑스 <별에서 온 그대>, <시크릿 가든> 등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063 
 031–584-8200  www.pfcamp.com

산정호수 <신데렐라 언니>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411번길 89
 031-532-6135  www.sjlake.co.kr

설매재자연휴양림 <관상>, <불의 여신 정이>, <장영실>
 양평군 옥천면 용천로 510
 031-774-6959  www.snrf.co.kr

서일농원 <신들의 만찬>, <식객>, <잘키운 딸하나> 등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332-17                                                       
 031-673-3171  www.seoilfarm.com

허브아일랜드 <하이드 지킬, 나>, <프로듀사>, <오 마이 비너스>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947번길 35 
 031-535-6494  www.herbisland.co.kr

안성팜랜드 <역린>, <닥터 이방인>, <구여친클럽>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031-8053-7979  www.nhasfarmland.com

남양주 종합촬영소

73   부록 ■ 72 ■ 경기도 관광 가이드 북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57   031-548-0075
자라섬캠핑장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0   031-8078-8028~9
국립유명산 자연휴양림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031-589-5487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031-481-9800
진위천유원지  평택시 진위서로 264-15   031-665-6231
포천 비둘기낭 캠핑장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108   031-540-6501
이포보 오토캠핑장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935-177   031-881-6384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76   031-833-0030
성남시 가족캠핑 숲  성남시 수정구 가마절로 47   031-729-4299
천보산자연휴양림캠핑장  포천시 동교동 원동교길 303   031-544-6678
포천자연마을 서울캠핑장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371-115   031-533-9535
용인자연휴양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220   031-336-0040
산장관광지  가평군 상면 덕현산장길 71   031-8078-8057~8
중미산휴양림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로 1152   031-771-7166
산음자연휴양림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   031-774-8133
청운오토캠핑장  양평군 청운면 수풀길 37   031-775-1231
오커빌리지  양평군 용문면 장수길 22   031-775-5071
용문산관광지 야영장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684   031-773-4768
용문산자연휴양림  양평군 양평읍 약수사길 78-14   031-775-4005
바라산자연휴양림야영장  의왕시 북골안길 96   031-8086-7482~3
이포보웰빙캠핑장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935-69   031-881-6384
금은모래캠핑장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 리버스랜드   031-887-2859
병목안캠핑장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47번길 37   031-469-8642
광명도덕산캠핑장  광명시 밤일안로 42번길 69   02-899-8030
축령산 자연휴양림야영장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99   031-592-0681
야인시대캠핑장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상동)   1899-5584
여월농업공원캠핑장  부천시 오정구 원미로281번길 75   032-202-7992
서울대공원캠핑장  과천시 막계동 산 65-75   02-500-7870
양주미술관옆캠핑장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400-6   031-828-9881
연인산캠핑장  가평군 북면 백둔로 441 연인산캠핑장   031-8078-8068

 필요를 채우는 곳 | 캠핑장템플스테이 | 거기있는 것들의 아름다운 고요함 

대광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031-715-3000  www.daegwangsa.org

대원사
 가평군 북면 백둔로 21-123  031-585-3853 
 www.deawonsa.com

법륜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126 
 031-6766-8700  www.beomnyunsa.or.kr

화운사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111-14 
 031-337-2576  www.hwaunsa.kr

금강정사
 광명시 설월로 58
 02-898-8200  www.sejon.org

용주사
 화성시 용주로 136 
 031-234-0040  www.yongjoosa.or.kr

신흥사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031-357-2695  www.shinheungsa.or.kr

신륵사 
 여주시 신륵로 신륵사길 73 
 031-885-9024  www.silleuksa.org

연주암 
 과천시 자하동길 63 
 02-502-3234  www.yeonjuam.or.kr

흥국사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02-381-7980  www.heungguksa.or.kr

봉녕사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봉선사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031-527-9969  www.bongsunsa.net

봉인사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56번길 293
 031-574-5585  www.bonginsa.net

수진사
 남양주 천마산로 115-13                           
 031-591-7710  www.sujinsa.com

묘적사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661번길 174 
 031-577-1761  www.myojeoksa.org

육지장사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471번길 190 
 031-871-0101  www.yukjijangsa.org

백련사 
 가평군 상면 샘골길 159-50 
 031-585-3853  www.baekryunsa.org

회암사 
 양주시 회암사길 281 
 031-866-0355  www.hoeamsa.com

용문사
신라 신덕왕 때 창건한 절로 경내에는 보물 제531호 및 지방유형문화재 제172호, 천연기념물 제
30호 은행나무가 있다. 템플스테이는 산사체험 프로그램과 휴식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031-773-5797   www.yongmuns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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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 이용안내

시군명 해설 대상지 연락처
가평군 가평안내소, 호명호수, 청평안내소, 현등사, 현암박물관, 시티투어 031-580-2066

고양시 행주산성, 서오릉, 서삼릉, 호수공원, 고양600년기념관, 밤가시초가, 시티투어, 
관광안내센터, 가와지볍씨, 북한산성 031-8075-3412

과천시 추사박물관, 과천향교, 온온사(요청시), 연주암(요청시), 보광사(요청시) 02-3677-2476

광명시 광명동굴, 관광안내소, 오리서원, 향토사료관, 충현박물관, 업싸이클아트센터, 
빛을품은 광명여행(시티투어) 02-2680-0700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031-746-1088
구리시 아차산(고구려대장간마을), 동구릉 031-550-8353
김포시 장릉, 덕포진, 김포국제조각공원, 태산패밀리파크, 김포함상공원 031-980-2114
남양주시 다산유적지, 홍유릉, 몽골문화촌, 남양주역사박물관, 광릉,사릉, 유기농테마파크 031-590-4243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031-860-2067

부천시 향토역사관, 옹기박물관, 활박물관, 유럽자기, 수석박물관, 부천시티투어, 
찾아가는해설 032-625-2971

수원시 화성행궁, 팔달문, 서장대, 장안문, 연무대, 창룡문 031-228-2411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오이도, 소래산 031-310-6743

안산시
성호기념관(031-481-2574), 최용신기념관(031-481-3039), 안산향토사박물관
(031-415-0041), 안산어촌민속박물관(032-886-2912), 단원미술관(031-481-
0504), 시화호조력발전소(032-885-7530), 대부도관광안내소(1899-1720)

031-481-3060

안성시 미리내성지, 3.1운동기념관, 안성맞춤박물관, 안성맞춤랜드, 칠장사, 청룡사, 
조병화문학관, 이경순소리박물관, 팜랜드 031-678-2492

안양시 안양사지관, 구)서이면사무소 031-8045-2449
양주시 회암사지, 관아지, 조소앙기념관, 장흥관광지(권율장군묘), 양주역관광안내소 031-8082-5664

양평군 용문산관광지, 농업박물관, 세미원, 두물머리, 소나기마을, 곤충박물관, 
몽양기념관, 들꽃수목원, 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 031-770-2069

여주시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영릉, 여강길, 폰박물관, 종합관광안내소, 박물관, 
여주박물관, 여주역관광안내소 031-887-3573

연천군 숭의전지, 경순왕릉, 안보교육관, 시티투어 031-839-2063
오산시 독산성, 궐리사, 고인돌공원(금암리지석묘군) 031-8036-7603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용인농촌테마파크, 정몽주선생묘소, 한택식물원, 
한국등잔박물관, 한국민속촌(예약시),  심곡서원(예약시), 용인대장금파크(
예약시), 와우정사(예약시)

031-324-2068

의정부시 회룡사, 노강서원, 박세당고택, 신숙주선생묘, 정문부장군묘 031-828-2693
이천시 설봉공원, 시립박물관, 세라피아, 이천도자예술촌, 사기막골도예촌, 이천9경 031-645-1988

파주시 임진각, 파주이이유적지, 도라산역, 파주삼릉, 황희선생유적지, 윤관장군묘, 
통일촌박물관, 시티투어 031-940-4363

평택시
평택호관광관단지 ,평택항, k-55정문앞,지영희국악관,정도전사당, 안재홍생가, 
평택시 농업박물관 및 테마식물원,  웃다리문화촌, 심복사, 이대원장군유적, 
원균장군 유적, 진위향교, 평택향교 및 팽성읍객사, 대동법시행기념비

031-8024-3234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산정호수 031-538-2069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융릉·건릉, 용주사, 
우리꽃식물원, 화성시 향토박물관 031-369-6014

*문화관광해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 바랍니다.

경기관광 인증 우수 프로그램

시군명 기관명 프로그램명 전화번호

가평군 옻샘마을 통나무집짓기 프로그램 031-584-9339

고양시 원마운트 원마운트와 함께하는 빙상체험교실 1566-2232 

군포시 군포수학체험관 찾아오는 수학체험관, 찾아가는 수학교실 031-397-0045 

김포시 (주)워터웨이플러스 아라마리나 수상안전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1577-4359

남양주시 남양주유기농박물관 유기농 생태투어 031-560-1471

우석헌자연사박물관 뮤지엄 사파리 031-572-9555 

남양주역사박물관 뮤지엄 어드벤처 - 나도 고고학자 ! 031-576-0558 

부천시 부천로보파크 부천로보파크 전시연계 프로그램 070-7094-5479 

부천자연생태공원 자연생태공원 관람 및 체험학습 032-320-3000 

옹기박물관 옹기야놀자 032-684-9057 

부천활박물관 대나무 활 만들기, 활쏘기 체험 032-614-2678~9 

한국만화박물관 만화보물섬 032-310-3090~1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전시ㆍ생애 체험 프로그램 1644-0891 

판교생태학습원 아빠랑 엄마랑 생태놀이터 031-8016-0100 

수원시 KBS수원센터 KBS방송센터 방송제작ㆍ체험 견학 031-219-8000

안산시 동주염전 소금꽃교실 010-5441-6829 

유리섬 유리와 만나다! 032-885-6262 

양평군 중미산(천문대) 천문프로그램 070-8826-1955 

여주시 곤충박물관 곤충의 이해와 관찰, 체험 031-885-1400 

연천군 애심목장 농업생태체험, 목장에서 놀아요 031-834-3601 

연천선사관리사업소 연천전곡리유적 선사체험마을 031-832-2570

모아베리교육농장 딸기, 블루베리, 백향과, 원예, 카페체험 031-832-8694 

용인시 청계목장 청계목장 밀크스쿨 031-322-5200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제따라 박물관 한바퀴 031-270-8600 

한우랜드 한우랜드 동물여행 010-4061-4912 

의왕시 승림식물원 우리 같이 크자 나무야 031-426-2557 

이천시 돼지박물관
돼지가 있는 마을 
(소시지체험+돼지공연+한살이이야기)

031-641-7540 

부래미마을 농작물 수확체험, 가족캠프, 마을축제 031-643-0817 

평택시 바람새마을 바람새마을 논풀 & 부들체험축제 031-663-5453 

평택문화원 
다리문화촌

편백나무로 만드는 DIY 가구 만들기 031-667-1611 

포천시 산사원 산사원 가양주 교실 031-531-9300 

허브아일랜드
공방 : 허브를 이용한 DIY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031-535-6494 

평강식물원 녹색수업, 누리교육, 약용식물 체험 031-532-1779 

*경기관광공사가 기준에 따라 선정·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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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비안베이  031-320-5000   www.everland.com/caribbean
웅진플레이도시  1577-5773   www.playdoci.com 
썬밸리호텔 워터파크  02-3660-3007   www.sunvalleyhotel.co.kr
원마운트  1566-2232   www.onemount.co.kr
안양워터랜드  031-474-5555   www.anyangwaterland.com
이천테르메덴  031-645-2000   www.termeden.com  
이천미란다스파플러스  031-639-5116   www.mirandahotel.com
하피랜드  1577-5752   www.hapyland.co.kr

에버랜드  031-320-5000   www.everland.com
서울대공원  02-500-7335   grandpark.seoul.go.kr 
서울랜드  02-509-6000   www.seoulland.co.kr
하니랜드  031-945-2250~3   www.honeyland.co.kr

미사리경정공원  031-790-8114   www.krace.or.kr
곤지암리조트  1661-8787   www.konjiamresort.co.kr
베어스타운  031-540-5000   www.bearstown.com
스타힐리조트  02-2233-5311   www.starhillresort.com
양지파인리조트  031-338-2001   www.pineresort.com
지산포레스트리조트  031-644-1200   www.jisanresort.co.kr
카트랜드  031-944-9736   www.kartland.co.kr
광명스피돔  02-2067-5204   www.krace.or.kr

물놀이

테마파크

레저스포츠

즐거움이 가득한 경기도 | 즐길거리

가평군 설악장(1, 6일), 청평장(2, 7일), 가평장(5, 10일)
고양시 일산장(3, 8일)
광명시 광명시장
광주시 경안장(3, 8일)
김포시 양곡장(1, 6일), 김포장(2, 7일), 마송장(3, 8일), 하성장(4, 9일)
남양주시 장현장(2, 7일), 마석장(3, 8일)
성남시 모란장(4, 9일)
수원시 지동시장, 영동시장
안성시 안성장(2, 7일), 죽산장(5, 10일), 일죽장(5, 10일)
양주시 덕정장(2, 7일), 신산장(2, 7일), 가래비장(4, 9일)
양평군 양수장(1, 6일), 양평장(3, 8일), 용문장(5, 10일)
여주시 가남장(1, 6일), 대신장(4, 9일), 여주장(5, 10일)
연천군 연천장(2, 7일), 전곡장(4, 9일)
오산시 중앙시장
용인시 백암장(1, 6일), 용인장(5, 10일)
이천시 이천장(2, 7일), 장호원장(4, 9일)
파주시 금촌장(1, 6일), 봉일천장(2, 7일), 문산장(4, 9일), 적성장(5, 10일)
평택시 안중장(1, 6일), 서정장(2, 7일), 송북장(4, 9일), 통북장(5, 10일)
포천시 관인장(2, 7일), 일동장(2, 7일), 이동장(3, 8일), 포천장(5, 10일)
화성시 남양장(1, 6일), 사강장(2, 7일), 조암장(4, 9일), 발안장(5, 10일)
동두천시 동두천장(5, 10일)

여주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1644-4001   www.premiumoutlets.co.kr/yeoju
파주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1644-4001   www.premiumoutlets.co.kr/paju
파주롯데프리미엄아울렛  031-960-2500   store.lotteshopping.com
이천롯데프리미엄아울렛  031-777-2500   store.lotteshopping.com
김포현대프리미엄아울렛  031-812-2233   www.ehyundai.com
웨스턴돔  031-931-5114
센터포인트몰  031-371-7000   www.centerpointmall.com
라페스타  031-920-9600   lafesta-ilsan.com
안양1번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 중앙시장
서현역 로데오거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죽전아울렛거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쇼핑 | 정이 흘러넘치는 전통시장과 세련된 멋이 가득한 거리

전통시장(5일장)

대형쇼핑몰 & 쇼핑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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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바지락 칼국수 - 푸짐하게 나눠먹는 맛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는 대야만한 그릇에 몇 인분씩 한꺼번에 
담겨져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렇게 나온 칼국수는 각자 
자기 양만큼 국자로 퍼서 먹는데 서로 덜어주며 국물까지 나누어 
먹는 ‘칼국수문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양평 옥천냉면 - 망향의 애절함 어린 알싸한 맛
전쟁 후 실향민들이 옥천에 정통 황해도냉면과 똑같은 냉면이 
있다는 소문에 ‘고향의 맛’을 보러 몰려들었다. 이 냉면의 특징은 
면발이 굵으면서도 탱탱하고 쫄깃하지만 투박하고 맨송맨송한 
맛이 오히려 강한 중독성을 띤다. 

 

여주 천서리 막국수 - 물길따라 전해진 강원도의 맛
1960년 무렵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로 여행을 오가면서 그 길목에 
있던 천서리의 막국수는 강원도 못지 않은 유명세를 탔다. 시원한 
동치미의 오묘하고 깊은 맛과 톡 쏘는 듯하면서 입을 화하게 하는 
특별한 막국수 소스 맛이 입맛을 사로 잡는다.

 

용인 백암순대국, 모듬순대 - 팔도장사꾼들이 손꼽는 장터음식
다른 지역의 순대보다 야채가 많고 선지와 갖은 양념 등이 
들어가며 재료가 성글고 거칠었는데 이는 아무리 소를 키우고 
돼지를 쳐도 고기 한 점 씹기 힘든 장터 사람들에게 고기 씹는 
행복과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장터 아낙들의 배려였다. 

 

의정부 부대찌개 - 동서양의 만남, 최고의 퓨전요리
부대찌개에서 말하는 ‘부대’는 군부대를 의미한다. 6.25 전쟁 
직후, ‘부대에서 나온’ 소시지 등의 재료에 김치, 고추장과 떡, 
신선한 야채를 섞어 우리 입맛에 맞춰 얼큰한 찌개로 만들어 낸 
‘부대찌개’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천 쌀밥정식 - 임금님도 반한 맛 
미식가임을 자처하던 성종의 입맛과 기운을 돋궈 수라에 올리게 
된 것이 바로 이천의 ‘자채쌀’이다. 지금은 이천쌀밥으로 9첩과 
12첩 수라상 등 수라상 메뉴를 개발하여 이천의 대표 맛으로 
선보이고 있다.

 

포천 이동갈비 - 어머니의 애틋한 아들사랑 
아들을 위해 멀리서 가져온 소갈비가 쉬어버리자 돼지갈비집 주인은 
몰래 새로운 소고기를 사 양념에 재워 노모와 장병에게 내어주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주변사람들의 성화에 돼지갈비집에 소갈비 메뉴가 
추가되면서 이동갈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화성 바지락 칼국수 - 눈을 맑게 하는 영양식 
화성 바지락은 깨끗한 바닷물과 넓은 갯벌 덕분에 유난히 맛이 
진하고 쫄깃하다. 일평생 갯벌에서 일한 몸은 고되지만 눈이 밝고 
정신이 맑은 허리가 굽은 노인의 화성 갯벌에서의 삶이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에 오롯이 담겨 있다.  

특색있는 음식먹거리

스토리가 있는 경기도 맛집

음식문화 시범거리
가평 남이섬 춘천닭갈비마을

구리 돌다리곱창골목

광주
남한산성 전통한식마을
분원리 붕어찜마을

김포 대명포구 횟타운

부천 까치울 먹거리촌

성남 닭죽촌 민속마을

안양 안양명물 순대곱창골목

여주 천서리 막국수촌

의정부 명물찌개거리

파주 임진나루 황복마을

포천
이동갈비거리
깊이울 오리촌

화성 송교리 횟타운

 

광주 소머리 국밥 - 아내의 사랑으로 탄생한 맛
병치레가 잦은 남편을 위해 여러 차례 소머리 고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이웃이나 포장마차 손님에게 내어 놓았는데 그 맛이 
구수하고 깊다며 비법을 묻는 이가 많았다. 연구를 거듭하는 동안 
‘소머리국밥’의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동두천 떡갈비 - 대물림되는 효도갈비
고향과 건강을 잃은 시어머니가 딱했던 며느리는 갈비에서 발라낸 
다진 살을 곱게 빚고 가래떡을 저며 넣어 말랑말랑하게 구워 
시어머니께 올렸고 잘게 잘라 부침개처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면서 동두천 떡갈비를 완성해 나갔다.

 

성남 남한산성 닭죽, 닭도가니탕 - 산성 아래 마을 서민들의 손님대접
이 마을 닭들은 근육이 많고 힘이 센 탓에 1시간에 고아낼 수가 
없었다. 산성 올라가는 길에 ‘백숙 먹을 심산이다’라고 말하면 
서너시간 푹 고아 찹쌀죽과 함께 내놓았는데 깊은 맛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남한산성 밑 닭죽 마을’의 소문이 퍼져 나갔다. 

 

수원 왕갈비 - 해장국 건더기에서 주메뉴로 변신
해방무렵, ‘화춘옥’에서 해장국에 갈비를 넣어 주었는데 한 
손님이 ‘이렇게 큰 갈비를 그냥 따로 불에 구워 먹어보자’며 
제안했고 1956년 처음으로 ‘수원갈비’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매년 
갈비축제를 개최해 수원왕갈비의 위용을 더 하고 있다.   

가평 운악산 우리콩두부마을

고양 풍동애니골

남양주 미음나루 음식문화거리

동두천 생연로 맛거리

성남 율동 음식문화거리

수원 나혜석 음식문화거리

시흥 오이도 음식문화거리

안산 대부도방아머리먹거리타운
전통음식거리, 다문화 음식거리

안성 안성맞춤 먹거리타운

안양 평촌 먹거리촌 음식문화거리
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

양주 양주골 한우마을

용인 기흥 맛깔촌 음식문화거리

파주 맛고을 음식문화거리

화성 제부도 모세거리

먹거리 | 경기도의 특별함을 맛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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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연계 코스

휴게소 특화 시설현황

한국도로공사 안내 전화 1588-2504

고속도로번호 고속도로 이름 진입로 지역 연계 코스

1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성남⇢하남⇢구리
오산IC 오산⇢수원⇢용인
안성IC 안성⇢용인

15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평택⇢화성
35 중부고속도로 하남IC 하남⇢남양주
45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JC 여주⇢이천

50 영동고속도로
안산JC 안산⇢시흥
군포IC 군포⇢의왕⇢과천
여주IC 여주⇢이천⇢광주

100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자유로JC  고양⇢의정부⇢양주
김포IC 김포⇢파주⇢연천
구리남양주IC 남양주⇢양평
의정부IC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

의정부⇢포천
110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광명⇢부천⇢안양

노선별 휴게소명 특화시설

경부선
(5개소)

서울만남 비즈니스센터, 쇼핑몰, 무료법률상담소, 유료주차장

죽전(서울) 복합쇼핑몰, 테마공원(죽전 포은휴게소), 쇼핑몰, 전문식당가 HACCP
지정

기흥(부산) 쇼핑몰, 향천전문점 HACCP지정, 향천전문점 산소방 설치
기흥복합쇼핑몰 쇼핑몰
안성(서울) 복합쇼핑몰, 안성맞춤의원, 정도전사당 전망대
안성(부산) 건강검진코너, 쇼핑몰

중부선
(4개소)

하남만남 유료주차장, 쇼핑몰
이천(하남) 솔숲쉼터(테마), 쇼핑몰

이천(통영) 비즈니스 센터, 쇼핑몰, 1970년대 포토존, 보건복지부 인증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마장 롯데마트, 쇼핑몰

영동선
(5개소)

용인(서창) 쇼핑몰, 화물차편의시설(샤워실), 야생화공원 산책로, 분수대 공원
용인(강릉) 쇼핑몰, 분수대 공원, 의류매장(에코로바), 야구장
덕평 강아지 파크, 쇼핑몰
여주(서창) 비즈니스센터, 쇼핑몰

여주(강릉) 도자기전시관, F-4D전투기 전시, 야구연습장, 비즈니스센터, 쇼핑몰, 
전문식당가 HACCP지정

서해안선
(3개소)

화성(시흥) 쇼핑몰

화성(목포) 해넘이공원, 분수고객쉼터(테마), 청년창업매장(효소덩어리, 옹골밥, 
식객), 쇼핑몰, 자동·셀프세차장

목감(시흥) 쇼핑몰

영동고속도로

중
부

내
륙

고
속

도
로

중
부

고
속

도
로

경
부

고
속

도
로

서
해

안
고

속
도

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여주군포안산

서평택

조남
판교

하남

구리남양주
자유로

김포

고속도로 정보 

특1
수원

노보텔앰배서더수원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2   031-547-6600 
 novotel.ambatel.com/suwon

라마다프라자호텔수원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0   031-230-0001 
 www.ramadaplazasuwon.com

여주 썬밸리호텔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031-880-3889
 www.sunvalleyhotel.co.kr

특2

가평 클럽인너호텔앤리조트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로 382   031-581-2270
 www.clubinner.com

부천 고려호텔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   032-329-0001
 www.hotelkoryo.net

성남 코트야드바이매리어트서울판교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2
 031-8060-2000   www.courtyardpangyo.com

수원
이비스앰배서더수원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031-230-5000 

 ibis.ambatel.com/suwon

호텔캐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3    031-211-6666 
 www.hcastle.co.kr

안산 호텔스퀘어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81   031-490-2000
 www.hotelsquare.co.kr

안양 아발론호텔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2   031-444-6600
 www.hotelavl.com

양평 블룸비스타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316   031-770-8888
 www.bloomvista.co.kr

평택 평택호그랜드호텔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39-15   031-683-8899 
 hotelgrandkorea.com

화성
롤링힐스호텔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90  031-268-1000

 www.rollinghills.co.kr

신라스테이동탄  화성시 노작로 161  031-8036-9000
 www.shillastay.com/dongtan

1급

가평 가평설악관광호텔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808-20  031-585-9100

광명 광명JS부티크호텔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6-18  02-2619-3001
 gmhotel.co.kr 

다이아나호텔  광명시 디지털로 27  02-2625-2000  www.hoteldiana.co.kr

김포 약암홍염천관광호텔  김포시 대곶면 약암로 965-7  031-989-7000
 www.yakam.co.kr

부천

비스테이(B-STAY)부천호텔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31  032-326-8181 
 www.bucheonhotel.co.kr

제니스관광호텔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번길 19-22  032-329-3333
 www.znshotel.com

폴라리스관광호텔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27  032-323-1500 
 www.polarishotel.co.kr

수원
(주)코리아관광호텔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75번길 62 

 031-221-5678  www.koreatouristhotel.com
리젠시관광호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59  031-246-4141

호텔리츠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34번길 44-11 
 031-224-1100  www.hotelritz.co.kr 

시흥 (주)시흥관광호텔  시흥시 평안상가4길 21  031-433-0001 
 www.siheunghotel.net

안산 하이비스호텔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85  031-410-6350

안양

CS프리미어호텔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80   02-866-2233
 www.thecshotel.com

삼원프라자호텔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39번길 7  031-448-6671
 www.samwonhotel.co.kr

어반부띠크호텔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97  031-421-0000 
 www.urbanhotel.co.kr

이루다호텔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71  031-443-2700
 www.hoteliruda.com

평택
평택관광호텔  평택시 평택1로 7  031-654-3333  www.pthotel.co.kr
평택로얄관광호텔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455  031-683-3310 

가보호텔  평택시 평택5로76번길 18-10  031-658-7700 
  www.hotelkabo.com

경기도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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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 정보 

터미널 정보
터미널명 전화번호 터미널명 전화번호

수원종합버스터미널 1 6 8 8 - 5 4 5 5 평택고속버스터미널 0 3 1 - 6 5 5 - 2 4 5 3
서수원버스터미널 0 3 1 - 2 7 8 - 8 2 0 0 광 명 종 합 터 미 널 0 2 - 8 9 7 - 0 7 9 9
여 주 종 합 터 미 널 0 3 1 - 8 8 5 - 9 5 9 6 포천시외버스터미널 0 3 1 - 5 3 5 - 7 3 0 1
용인공용버스터미널 0 3 1 - 3 3 9 - 3 1 8 1 시흥종합버스터미널 0 3 1 - 4 3 4 - 8 6 8 6
광 주 종 합 터 미 널 0 3 1 - 7 9 9 - 7 9 0 1 안양역시외버스터미널 1 6 8 8 - 0 6 5 8
송탄시외버스터미널 0 3 1 - 6 6 2 - 3 9 9 7 양평시외버스터미널 0 3 1 - 7 7 2 - 2 3 4 1
성 남 종 합 터 미 널 0 3 1 - 7 0 4 - 2 1 8 6 문산시외버스터미널 0 3 1 - 9 5 2 - 2 6 5 7
부 천 종 합 터 미 널 1 6 8 8 - 0 7 7 1 운천시외버스터미널 0 3 1 - 5 3 2 - 5 2 1 7
고 양 종 합 터 미 널 1 6 8 8 - 2 1 1 3 용문시외버스터미널 0 3 1 - 7 7 3 - 3 1 0 0
성남종합버스터미널 1 5 7 7 - 5 5 0 7 일 동 버 스 터 미 널 0 3 1 - 5 3 2 - 3 2 8 6
청 평 터 미 널 0 3 1 - 5 8 4 - 0 2 3 9 죽산시외버스터미널 0 3 1 - 6 7 6 - 6 0 5 1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1 6 8 8 - 0 3 1 4 일죽시외버스터미널 0 3 1 - 6 7 2 - 5 0 6 3
가평시외버스터미널 0 3 1 - 5 8 2 - 2 3 0 8 조암시외버스터미널 0 3 1 - 3 5 1 - 8 1 8 5
이 천 종 합 터 미 널 0 3 1 - 6 3 5 - 5 8 3 1 장호원시외버스터미널 0 3 1 - 6 4 1 - 2 6 8 8
안성종합버스터미널 1 6 8 8 - 1 8 4 5 태평시외버스터미널 0 3 1 - 8 8 2 - 6 2 0 2
안 산 버 스 터 미 널 1 6 6 6 - 1 8 3 7 오 산 버 스 터 미 널 0 3 1 - 3 7 3 - 3 3 5 5
화 정 터 미 널 1 5 7 7 - 9 8 8 4

교통망 전화번호 교통망 전화번호
인 천 국 제 공 항 1 5 7 7 - 2 6 0 0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 0 2 - 6 2 8 2 - 0 6 0 0
한 국 도 심 공 항 02-551-0077~8 서 울 남 부 터 미 널 0 2 - 5 2 1 - 8 5 5 0
김 포 공 항 0 2 - 2 6 6 0 - 2 1 1 4 동서울종합터미널 1 6 8 8 - 5 9 7 9
K T X 광 명 역 1 5 4 4 - 7 7 8 8 상 봉 터 미 널 1 6 8 8 - 5 8 9 8
서 울 역 1 5 4 4 - 7 7 8 8 한국도심공항터미널 0 2 - 9 4 9 - 2 3 1 3
청 량 리 역 1 5 4 4 - 7 7 8 8 서부시외버스터미널 0 2 - 3 5 5 - 5 1 0 3
영 등 포 역 1 5 4 4 - 7 7 8 8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0 3 2 - 8 8 0 - 7 5 3 0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영동선) 1 6 8 8 - 4 7 0 0

주요 교통망 전화번호

철도 연계 코스
노선 전국 연계 지역 경기도 연계 지역
KTX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광명역·수원역·행신역

경부선·호남선·전라선·장항선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평택역⇢오산역⇢수원역
중앙선 강원·충북·경북 덕소역⇢양평역
경춘선 경기·강원 금곡역⇢대성리역⇢가평역
경원선 서울·경기 의정부역⇢동두천역⇢연천역
경의선 서울·경기 행신역⇢일산역⇢파주역⇢문산역
교외선 경기 송추역⇢삼릉역

철도고객센터 문의 전화 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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