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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위치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민통선 내 위치)

숙박   최대 240명 수용 (각실 10명, 병영식 숙소)

부대시설   대강당(150명 수용), 식당(분임토의실) 5실 / 각 24명 수용

운영비용    5만원 이내 (중·고등학교 기준 / 1박3식 / 차량비 제외 / 프로그램 

변경 및 협의 조정 가능)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 14:00  민북 투어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 등) 

DMZ1129 프로그램 이용 (개별 워크북 제공)

•  19:00 캠프그리브스 축제 (장기자랑 및 레크리에이션)

2일차 프로그램

•  09:00 도전 DMZ 골든벨

•  10:30 부엉이 위문편지쓰기 및 평화기원 리본달기

※  본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임

이용안내

캠프그리브스  031-953-6970 (www.dmzcamp131.or.kr)

시설개요

위치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
숙박   최대 600명 수용

부대시설   교육ㆍ문화ㆍ체험ㆍ숙소시설 등 49개동

운영비용   8만원 선 (기본프로그램 1인 기준)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 13:30 입소 및 출입국체험

• 15:00 영어체험 (요리, 과학)

• 19:00 보드게임 (퀴즈대회)

2일차 프로그램

• 09:00 시설체험 (경찰서, 은행)

• 10:30 부엉이 위문편지쓰기 및 평화기원 리본달기

• 10:30 뮤지컬 관람 또는 레일바이크 체험

이용안내

파주영어마을  031-956-2171 (www.english-village.or.kr)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년간 

미군이 주둔하던 

공간으로  

미군 철수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평화안보체험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DMZ의 상흔을  

생명과 희망으로 

되살려가는 장소이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는 

영어권국가의 이국적인 

마을 분위기 속에서 

살아있는 체험위주 

프로그램으로  

놀이, 체험, 교육을 

접목한 대한민국 

표준영어마을이다.

캠프그리브스 
평화안보체험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체험

01 파주시 02 파주시

외부전경 보드게임(퀴즈대회)전략 도미노 뮤지컬 관람숙소 영어마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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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위치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숙박    최대 472명 수용 (4인실/88실, 6 ~ 8인실/12실)

부대시설    체육관, 식당, 통일미래체험관 등

운영비용    8만원 내외  

(기본프로그램 1인 기준 / 차량비 제외 / 2박 6식 / 변경 및 협의 

조정 가능)

운영형태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연계하여 이동형 실시

•운영은 2박 3일형을 기본으로 하며 학교 측 요구시 3박 4일형도 실시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들이 전담하여 실시

•세부일정은 사전 협의 후 확정 시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직영 통일체험 연수 시설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안전하고 유익한”시설임

주요 프로그램

• 기본프로그램 :  북한말 따라잡기, 통일미래도시건설, 뜻모아 하나되기, 

미래통일체험, 한반도퍼즐 등 

•인근현장체험 : 주상절리, 오두산통일전망대, 도라산 전망대, 합수머리전망대

이용안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031-839-7932 (unifuture.unikorea.go.kr)

자연과  
미래로의 여행

03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전경 통일 미래 체험관 생활관

청소년들에게 

수학여행을 통해 

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의 소중함에 대하여 

체험교육을 통해 

학습하고,  

분단국가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 통일 주역세대로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청소년들에게 

수학여행을 통해 

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의 소중함에 대하여 

체험교육을 통해 

학습하고,  

분단국가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 통일 주역세대로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자연과  
미래로의여행

04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시설개요

위치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55
숙박   최대 461명 수용 (태양관, 바다관, 본관)

부대시설    대강당, 식당, 갯벌체험장, 도자기체험장 등

운영비용    8만원 내외  

(기본프로그램 1인 기준 / 차량비 제외 / 2박 6식 / 변경 및 협의 

조정 가능)

운영형태

•운영은 2박 3일형을 기본으로 하며 학교 측 요구시 3박 4일형도 실시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전담하여 실시

•세부일정은 사전 협의 후 확정 시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건전한 신체와 덕성을 겸비하고 세계 속의 주역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설립한“경기도립 청소년수련시설”임

주요 프로그램

•기본프로그램 :  도전활동 (인공암벽, 양궁, 자전거하이킹) 

문화활동 (두드리, 수화, 핸드벨, 도미노, 카프라등) 

기타 (갯벌체험, 도자기체험 등)

•인근현장체험 :  수원화성, 안산갈대습지공원, 시화조력발전소 

용인민속촌, 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백남준아트센터 등

이용안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070-5029-2748 (www.ggyc.kr)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전경 갯벌체험 인공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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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숙박   최대 100여명 수용 (각 실당 4 ~ 6명의 유스룸 형식)

부대시설   회의실 및 대형식당

운영비용   8만원 선 (기본프로그램 1인 기준)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 14:00 화성행궁 관람 및 상설체험 (문화해설사와 동행)

• 15:00 무예24기 관람 (화성행궁 광장)

• 16:00 화성열차 탑승, 국궁체험

• 19:00 화성 야간 체험 (화성 달빛 동행 / 2 ~ 3시간 소요)

2일차 프로그램

•  09:00 전통문화관 체험 (다도 및 전통예절 체험)

• 10:30 수원화성박물관 견학

이용안내

수원문화재단  031-254-5555 (www.swcf.or.kr)

수원의 과거(古)와  

현재(今)를 華城을  

통해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역사,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고금의 빛나는
유산 수원華城
탐방

05 수원시

시설개요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경기창작센터  

(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숙박    최대 200명 수용 (온돌형 - 10인실 20개, 침대형 - 4인실 8개)

부대시설   대강당 (150명 수용), 식당 (300명 수용), 교육실 (200명 수용)

운영비용   64,000원 (1인기준 1박 2일형)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 13:00 시화호조력발전소 관람 또는 대부해솔길 1코스 체험

•  14:00  여는 마당 및 안전교육, 창의예술체험  

(드로잉콜라쥬, 입체조형, 미디어퍼포먼스 분야별 택1) 

•  17:00 선감역사관 및 전시관 투어 (전시관 별 도슨트 진행)

•  19:00 단체예술체험 (우드모자이크) 및 장기자랑 / 레크레이션

2일차 프로그램

• 09:00  경기창작센터 ~ 대부해솔길 7코스 아트탐방  

(공공미술프로젝트 및 작품 도슨팅)

※  본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임

※ 차 상위계층 학교 측 상담 후 감액

이용안내

경기창작센터  032-890-4811 (www.gyeonggicreationcenter.org)

06 안산시

현대 미술작가와 
함께하는  
창의예술캠프

일제 강점기시  

선감학원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장소이다.

이후, 경기도립직업

전문학교를 거쳐  

현재 50인의 다양한 예술가의 

작업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작가지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예술을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모두의 예술 발전소이자  

열린 전시관이다.

국궁체험 무예24기 숙소 / 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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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위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번지 일원

숙박   최대 150명 수용

부대시설    안성남사당공연장,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안성시사계절 썰매장, 

안성맞춤캠핑장,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숲체험장 (현재 사업 

진행 중)식당, 카페 등

운영비용   67,000원 (기본프로그램 1인 기준)

※ 캠핑장비 (텐트, 침낭 등) 및 자체 취식 시 참가비 30,000원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13:30 캠핑장 텐트 설치 (안성맞춤캠핑장 보유 텐트 및 취침도구 이용)

•14:00 공예체험 (금속공예, 한지공예, 목공, 도자기 선택)

•20:00 천문대 천체관측 (4D 풀돔입체영상 관람 및 천문강연, 천체관측 등)

•21:30 캠프파이어 (캠핑장, 우천시 천문영상물로 대체)

2일차 프로그램

•10:00 바우덕이 둘레길 산책 및 숲탐방

•11:00 귀가

※  우천시 천문대에서 과학영화 시청, 저녁식사 및 아침식사는 랜드 내 식당,  

출장부페, 또는 자체취식 가능

이용안내

안성맞춤랜드  031-678-2672 (www.asmcland.co.kr)

안성맞춤랜드 
별밤 청소년  
체험캠프

07 안성시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안성남사당놀이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시설개요

위치   공룡수목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작촌로 282)

숙박    혜지움연수원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 41 / 150명 수용)

부대시설     대강당 세미나실(200명 수용), 식당, 분임토의실 5개실 

운영비용   7만원 (1인 기준)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13:00 ~ 15:00 공룡수목원 관람 및 사진 촬영 

•15:00 ~ 16:00 숙소배정 및 짐정리 후 휴식 

•16:00 ~ 18:00  새미공방 or 쪽빛나라 - 염색 (출장체험) 

미니목공 - 액자 (출장체험)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21:00 휴식 및 취침

2일차 프로그램

•07:00 ~ 09:00 기상 및 세면 후 식사

•09:00 ~ 10:00  내 피부 진단 및 쌀 화장품 만들기  

(립밤, 클랜징폼, 스킨로션 등)

•11:00 퇴소

이용안내

(사)이천농촌나들이  031-636-2723 (담당자 황선하 010-6228-5001)

공룡수목원(공룡관) 염색체험 미니목공체험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이 자연을 보고, 

손으로 만드는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08 이천시

안성맞춤랜드의 다양한 

전통문화·천문과학·

공예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청소년 

체험문화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발달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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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위치   농업테마공원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숙박    혜지움연수원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 41 / 150명 수용)

부대시설     대강당 세미나실 (200명 수용), 식당, 분임토의실 5개실

운영비용   7만원 (1인 기준)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 14:00 ~ 15:00 농업테마공원 도착 및 전시관 관람 / 견학

•15:00 ~ 17:00 숙소배정 및 짐 정리 후 휴식

•17:00 ~ 18:00 내 피부 진단하기

•18:00 ~ 19:00 저녁식사 후 휴식

•19:00 ~ 21:30 모둠별로 화장품 만들기

•21:30 ~ 22:30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22:30 취침

2일차 프로그램

•07:00 ~ 09:00 기상 및 세면 후 식사

•09:00 ~ 10:00 이천쌀 한과 만들기 체험 (출장체험)

•10:00 ~ 10:30 강정 만들기 체험

•10:30 퇴소

이용안내

(사)이천농촌나들이  031-636-2723 (담당자 황선하 010-6228-5001)

이천쌀 화장품 이천쌀 화장품 만들기 이천쌀 한과 만들기

농경문화를 통한 쌀의 

유래를 알아보고 쌀의 

우수성과 쌀의 원료를 

활용한 「우리엄마 

화장품 만들기」 와  

「한과 만들어 가기」

체험을 하며, 쌀의 

다양한 활용도를 

경험한다.

이천쌀  
화장품체험

09 이천시

시설개요

위치    이천도자기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159번길 149-12) 

설봉공원, 세라피아 (도자박물관)

숙박   혜지움연수원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 41 / 150명 수용)

부대시설   대강당 세미나실 (200명 수용), 식당, 분임토의실 5개실

운영비용   7만원 (1인 기준)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13:00 ~ 15:00 설봉산 세라피아 도자박물관 관람 

•15:00 ~ 17:00 이천도자기 (여명요) 도자관련 강의 및 체험 

•17:00 ~ 18:00 숙소배정 및 자유시간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21:00 휴식 및 취침

2일차 프로그램

•07:00 ~ 09:00 기상 및 세면 후 식사

•09:00 ~ 10:00  내 피부 진단 및 쌀 화장품 만들기  

(립밤, 클랜징폼, 스킨로션 등)

•11:00 퇴소

이용안내

(사)이천농촌나들이  031-636-2723 (담당자 황선하 010-6228-5001)

이천 유명 특산품인 

도자기를 보고, 듣고, 

만드는 체험을 통해  

역사와 함께한 이천 

도자기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오감만족 
이천도자기

10 이천시

도자기만들기 체험 도자기 강의 이천쌀 화장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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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위치    돼지박물관 (이천시 율면 임오산로 372번길 129-7) 

와우목장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 665번길 95-14)

숙박   혜지움연수원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 41 / 150명 수용)

부대시설   대강당 세미나실 (200명 수용), 식당, 분임토의실 5개실

운영비용   7만원 (1인 기준)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14:00 ~ 15:00 돼지박물관 도착 (공연 및 박물관 관람)

•15:00 ~ 17:00  와우목장의 낙농체험  

(우유주기, 건초주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치즈, 피자만들기)

•17:00 ~ 18:00 숙소배정 및 휴식

•18:00 ~ 19:00 저녁식사 후 휴식

•19:00 ~ 21:00 휴식 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21:00 정리 및 취침

2일차 프로그램

•07:00 ~ 09:00 기상 및 세면 후 식사

•09:00 ~ 10:00 내 피부 진단하기

•10:00 ~ 11:00 내 화장품 만들기

•11:30 퇴소

이용안내

(사)이천농촌나들이  031-636-2723 (담당자 황선하 010-6228-5001)

시설개요

위치   이천승마클럽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동산로 338번길 27-74)

숙박    혜지움연수원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 41 / 150명 수용)

부대시설     대강당 세미나실 (200명 수용), 식당, 분임토의실 5개실 

운영비용   7만원 (1인 기준)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14:00 ~ 15:00 숙소배정 및 짐 정리

•15:00 ~ 18:00 말 먹이 주기, 말 교감 프로그램, 승마 기본강의, 승마체험

•18:00 ~ 19:00 저녁식사 후 휴식

•19:00 ~ 21:00 휴식 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21:00 정리 및 취침

2일차 프로그램

•07:00 ~ 09:00 기상 및 세면 후 식사

•09:00 ~ 10:00 내 피부 진단하기

•10:00 ~ 11:00 내 화장품 만들기

•11:30 퇴소

이용안내

(사)이천농촌나들이  031-636-2723 (담당자 황선하 010-6228-5001)

이천시 말산업특구 지정 승마 체험 이천쌀 화장품 만들기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 및 

사회성 향상을 

도와주고 승마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 인구를 

발굴한다.

와우목장  
낙농체험

말과 교감하는 
승마체험

11 이천시 12 이천시

낙농체험과  

돼지공연을 통해 

가축과 인간의 관계 및 

인류발전에서  

가축이 차지하는 

기여도와 중요성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가축의 미래 생산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젖소 우유주기 돼지 공연 치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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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위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339-10
숙박   최대 80명 수용 (총16실)

부대시설   세미나실 (200명 수용), 식당 (80명 수용)

운영비용   10만원 선 (기본프로그램 1인 기준)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14:00 연천 투어 (재인폭포, 전차대대 안보체험, 임진강주상절리)

•19:00 전통문화체험 (풍등날리기, 한방비누만들기 등)

2일차 프로그램

•09:00 태풍전망대 안보체험 

※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

•10:30 선사시대체험 (선사박물관 및 전곡리유적)

※ 안보체험은 현지사정에 의해서 불시 통제될 수 있음

이용안내

조선왕가 한옥호텔  031-834-8383 (www.chosun1807.com)

태풍전망대  031-839-2061

시설개요

시설명   전곡리유적, 전곡선사박물관, 한탄강오토캠핑장

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76 일원

숙박    한탄강오토캠핑장 최대 200명 숙박

※ 인근 사립캠핑장 (돔하우스, 소나무캠핑장) 수용가능인원 150명

부대시설     세미나실 180명 (오토캠핑장80, 선사박물관100)  

연천 전곡리 유적 (도보5분)

운영비용   7만원 선 (기본프로그램 1인 기준 숙박, 체험비 포함)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 14:00 ~ 16:00 전곡선사박물관 (관람 및 맞춤체험)

•16:00 ~ 20:00  전곡리유적  

(선사문화체험 및 구석기인과 함께 선사바비큐파티)

※ 숙박 (한탄강 오토캠핑장 카라반, 캐빈하우스)

2일차 프로그램

•09:00 ~ 11:00 도전! 구석기 둘레길 (구석기인과 함께)

※ 본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합니다.

이용안내

연천군 선사관리사업소  031-839-2562

조선왕가 전경 전곡리 유적 구석기 바비큐전차대대 안보체험 현장 전곡리 유적 전경재인폭포 전경 캐라반 전경

조선왕가 염근당은 

고종황제의 영손으로 

조선의 역대와의 

종묘제례를 관장하였던 

왕족 「이근」 의 고택을 

그대로 이건(移健)하여 

그동안 왕족과 

특권층만을 위한  

공간에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명소로 

거듭난 장소이다.

연천 전곡리 유적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68호이자 국가지질

   공원(2015. 12)으로 

세계 구석기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화

   유산이며, 인접한 

한탄강 오토캠핑장은 

카라반 등 

이색숙박으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조선왕가  
전통한옥체험  
(역사문화)

연천 한탄강  
선사체험캠프

13 연천군 14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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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연번 명칭 위치 금액 
(1인 기준/단체적용)

1 산정호수 한화리조트 안시 영북면 산정리 26,000원

2 베어스타운 내촌면 소학리 23,000원

3 아침햇살수련원 관인면 냉정리 12,000원

4 광림유스타운 소흘읍 직동리 11,000원

주요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14:00 한탄강 팔경 자연유산 탐방  - 운영시기 : 매년 6월 ~ 10월  

- 체험인원 : 100명 이내

•19:00 아트밸리 천문과학관 견학

2일차 프로그램

•09:00  선택프로그램 운영  

- 한가원 (한과박물관 견학 및 한과만들기 체험)  

- 어메이징파크 (과학테마파크) 

- 광릉국립수목원 (국내 유일국립수목원)  

- 더파크아프리카뮤지엄 (아프리카 문화체험)

이용안내

포천시 관광사업과  031-538-2068

한탄, 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테마로 한 

지질공원으로 

포천권역에 11개소의 

지질명소가 있어 

아름다운 명소를 

감상하고 지질학적 

학습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체험

15 포천시

프로그램개요

위치   경기도 포천시 일원

인원   100명 이내

내용   국가지질공원 체험 및 학습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질탐사 프로그램 (1일차)

연번 명칭 장소 활동내용

1
한탄강

생생체험

• 비둘기낭 폭포 탐사 
(천연기념물 제537호)

•가마소 지질탐사

• 화적연 지질탐사 
(명승 제93호)

•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 탐사

• 하천침식 지형 관찰

• 한탄강 침식작용 탐사

2 아트밸리 
• 아트밸리 및 천문 

과학관 견학

• 아트밸리 지질구조 관찰 및 

천문대 관측

•선택 프로그램 (2일차)

연번 명칭 내용

1 한가원
한과박물관과 문화체험장으로 구성되어 한과의 

문화 및 한과만들기 체험이 가능

2
어메이징

파크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 할 수 있는 자연과학  

테마파크

3
국립

수목원
 자연림 및 산림박물관, 산림생물표본관 등으로 구성 

되어 다양한 국내외 식물 및 곤충 관찰 

4
더파크

아프리카
뮤지엄

 아프리카 공연, 전시, 축제를 통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운영비용 

•입장료 및 체험료

연번 명칭 (위치) 내용 금액 
(1인 기준/단체적용)

1 한탄강생생체험 지질공원 탐사 없음

2
아트밸리 

천문과학관
아트밸리 및 천문관 관람 2,000원

3 한가원 한과만들기 체험 18,000원

4 어메이징파크 과학체험관 관람 8 ~ 12,000원

5 국립수목원 수목원 견학 700원

6
더파크

아프리카뮤지엄
아프리카 전시관 및 공연 관람 6,000원

비둘기낭 폭포 한과만들기 체험 어메이징 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