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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이란? 우수한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경제

에도 활력을 주는 여행입니다. 대규모 단체관광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

는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 등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잘 보전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기

는 자연 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는 공정

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1.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는데 기여하고,

2.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3.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입니다. 

생태관광의 여러 정의 

세계생태관광협회(TIES,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에서는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염두

에 두고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으로 정의한다. 

국내법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 

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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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을 위한 약속

01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도심지를 벗어나 평소와 다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태관광을 떠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합니다. 

02

자연을 보고 느끼기

한줌씩 캐어가는 산나물, 

몇 개씩 집어가는 도토리가 

주민과 동물의 생활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04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큰소리로 고함치거나 

소리내기보다는 조용조용, 

생물들의 터전을 

존중해주세요. 

03
자연과 시설물 사용

투명한 발걸음, 

투명한 손길만 남기고 옵니다. 

05

느린 발걸음의 여유

자연이 본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식 탐방로를 따라 

자연을 만끽하면서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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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가이드북)를 위한 미리보기

생태관광지의

가치를 특징과
함께 설명했어요.

특징적인

관광지는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관광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덧붙였어요.
주소/운영시기/비용/

문의/홈페이지 등

생태관광

주요 지점을
지도에

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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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먹을거리와 
여러 자원을

소개했어요.

그 지역의
자원에 관해

설명했어요.

경기도 생태관광의 더 많은 정보, 경기도 여행의 더 많은 정보는 경기관광포털 www.ggtour.or.kr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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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젖줄 경기도의 강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14

마음을 씻어주는 세미원 16

큰고니의 겨울쉼터 당정섬 17 

수상레포츠의 천국 미사리경정공원 17 

정약용의 생애를 담은 다산유적지 18 

세조 임금의 전설이 깃든 수종사 19 

역사를 따라 걷는 남한산성 19 

산과 호수의 절경을 따라가는 북한강 자전거길 20 

여행자들의 작은 쉼터 능내역 21 

아름다움이 흐르는 남양주 피아노 폭포 21 

남한강을 따라 흐르는 여강길 22

예술가와 주민의 정이 가득한 문호리리버마켓 24 

주민이 만든 여행 양평 관광두레 25 

도심 속 자연 양평들꽃수목원 26 

사계절 나비가 날아다니는 양평두물머리생태학교 27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간 자라섬 28 

고요한 아침을 담은 아침고요수목원 29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긴 연인산도립공원 29 

울창한 잣나무가 감싸주는 경기도잣향기푸른숲 30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는 강씨봉 자연휴양림 31 

자연 속 휴식과 배움이 있는 유명산 자연휴양림 32 

치유의 숲 산음자연휴양림 33

동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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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여행+자연+지구+만남

지속가능한 여행,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행 

생명의 원천 경기도 바다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인공습지 안산갈대습지공원 44

갯가의 생활상을 배우고 즐기는 시흥갯골생태공원 45 

자연의 놀라운 회복능력의 산물 시화호 45

코리아케라톱스의 고향 화성공룡알화석산지 46 

오직 화성에서만 즐길 수 있는 나들이! 화성시 생태관광 ‘소풍’ 48 

싱싱한 맛으로 꽉 찬 화성 백미리마을 50 

바닷길이 열리는 화성 제부모세마을 51 

일출과 낙조의 아름다움 화성궁평리마을 52 

야생화를 가득 품은 섬 풍도 53 

요트가 만들어내는 이국적 풍경 전곡항 54

아픈 역사를 감싸 안은 매향리 평화마을 55 

맛과 멋, 낭만이 가득한 대부도 56

녹색에너지의 보고 시화호조력발전소 57

낙조가 아름답게 번지는 구봉도 57

고향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종현마을 58

그림 같은 풍경 선감어촌체험마을 59 

바닷길로 찾아오는 낭만 탄도항 바닷길 60 

소금꽃이 피는 동주염전 61  

수도권 최대 조류관찰지 시화호 대송습지 62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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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경기도

손으로 만드는 추억 행궁동 공방거리 74 

호반의 정취가 피어나는 왕송호수 76 

호수의 풍경속으로 빠져들다. 의왕레일바이크 77

자연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의왕조류생태과학관 77 

도심 속 맑은 쉼터 물향기 수목원 78

바오밥 나무가 살고 있는 한택식물원 80

자연을 즐기고 농촌을 배우는 용인농촌테마파크 81 

구수하게 장이 익어가는 서일농원 82 

문화체험의 모든 것 너리굴 문화마을 83

신명나는 선조들의 놀이문화 남사당 전수관 83

남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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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여행+자연+지구+만남

지속가능한 여행,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행 

경기도에서 만나는 지구의 역사

중생대 용암이 만들어놓은 신비 재인폭포 93 

자연이 빚은 가마솥 교동가마소 94 

아름다운 화강암바위 화적연 95 

바위와 물이 그린 신비 비둘기낭 폭포 95 

고구려가 남긴 흔적 당포성 96 

궁평리 마을의 수호신 좌상바위 96 

한탄강이 간직한 비경 구라이골 96 

지질체험 학습장 은대리판상절리 97 

육지에서 보기 힘든 지질자원 아우라지 베개용암 97

시간이 쌓아올린 예술품 동막골 응회암 98 

동막계곡이 만들어놓은 가족휴식지 동막골 유원지 99

생명ㆍ평화ㆍ역사가 숨쉬는 DMZ 100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 태풍전망대 100

DMZ 원시생태계를 지키는 DMZ 생태연구소 101 

민통선 안에서 보내는 하룻밤 캠프그리브스DMZ체험관 102

국내 최장 감악산 출렁다리 103

통일염원을 간직한 평화누리길 104

44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임진강 생태탐방로 106

주민의 손에서 탄생한 율곡습지공원 107

강과 바다의 자연스러운 만남 장항습지 112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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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젖줄 
경기도의 강 동부

경기도의 동쪽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큰 물줄기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연인들이 사랑을 키우고 약속하는 것을 지켜본다. 추억을 만들어 가는 곳

이자 강의 수질정화를 위하여 심은 연꽃이 마음을 씻어주고 맑고 푸른 숲이 많아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

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두물머리

세미원

당정섬 

미사리경정공원 

다산유적지 

수종사 

남한산성

북한강 자전거길

능내역

남양주 피아노폭포

여강길

문호리리버마켓 

양평 관광두레 

양평들꽃수목원

양평두물머리생태학교

자라섬 

아침고요수목원 

연인산도립공원

경기도잣향기푸른숲

강씨봉 자연휴양림

유명산 자연휴양림 

산음 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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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인산도립공원

미사리조정경기장

황학산수목원

아침고요수목원

유명산자연휴양림

자라섬

가평

남양주

하남

광주

양평

여주

리버마켓

세미원수종사

두물머리

다산유적지

여강길

남한산성

당정섬

능내역

피아노 폭포

양평들꽃수목원

잣향기 푸른숲

강씨봉자연휴양림

산음자연휴양림

북한강자전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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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는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한 식생이 서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습지에 흐르거

나 고여있는 물, 습지의 바닥을 이루는 흙, 그리고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구성되며, 자연의 정화조, 홍

수 방지, 수변부 재충전, 생물다양성 유지, 온실효과 방지, 기후 안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습지 생태계는 

지구상의 어떤 생태계보다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경작지인 논을 친자연적 영농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생물

생육지로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지에 위치한 고층습원은 많지 않으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바다의 습지인 서해안 갯벌을 보

유하고 있으며, 하천변에 발달한 저층습원은 흔한 편이다.

두물머리에는 강과 습지가 있어요

습지는 이런 일을 해요

영양분과 먹이의 공급

습지는 물의 이동을 지연시키며 영양

분과 각종 퇴적물을 함유하게 된다.

여가활동과 관광을 위한 자원

다양한 동식물과 자연 그대로의 아

름다움을 지닌 습지는 생태관광지

로의 역할도 수행한다. 수많은 습지

지역이 국립공원, 세계유산, 생물

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며 

관광수입을 창출한다.

생물종다양성 유지

담수습지에는 전세계 생물종의 40%

이상, 특히 포유류의 12% 이상이 서

식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 강에는 

1,800여 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

다. 일부 습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

한 중요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기후 조절

습지는 대기 중 탄소 유입을 차단하

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

소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며, 특정

지역의 대기온도 및 습도 등 국지적

인 기후를 조절한다.

문화적인 가치

여러 습지 지역이 종교적, 역사적, 

고고학적 또는 문화적 관점에서 지

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

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질정화

대부분의 습지식물은 농경 하수, 공

장 및 탄광 폐수 등에서 배출되는 유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

고 있다.

해안선의 안정화 및 폭풍방지

연안습지는 폭풍이나 다른 기상이변

으로 발생된 큰 파도로부터 육지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

람과 파도, 조류를 완화시키며 해상

으로부터 육지로 들어오는 각종 물

질을 습지 내에 퇴적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먹거리 생산

습지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어패류

와 같은 음식과 목재 등 각종 생활 물

품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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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창녕 우포늪(자료출처 : 창녕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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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 두 물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유명한 나루터로 매우 번창하다가 팔당

댐 건설 이후 육로가 생기고 쇠퇴하기 시작해,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고 나루로서의 기능은 정지되었다. 아침 

물안개, 나루터, 강에 흐드러지게 늘어진 수양버들 등 강가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진동호회, 영화, 광고, 

드라마는 물론 웨딩촬영 장소로도 각광받는 곳이다. 주변 가까운 곳에 여러 문화재와 카페촌, 서울종합촬영소, 미

술전, 음악회, 건축전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이 여럿 있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97  031-775-8700  무료  http://tour.yp21.net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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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 나무가 있다고 생각

했다. 우주나무인 당수에 소원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이다. 누군가 심은 나무가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을 

굽어보며 서 있는 풍경은 신비한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

1. 양평 용문사 1100년 은행나무

2. 부안 내소사 1000년 느티나무

3. 청양 장곡리 620년 느티나무

4. 수원 화성 600년 느티나무

5. 남양주 수종사 500년 은행나무

6. 양평 두물머리 400년 느티나무

7. 서산 해미향교 400년 느티나무

나무 한그루가 

만드는 여행지



동

부

16

세미원은 물을 보며 마음을 깨끗이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중 수련을 볼 

수 있으며 수생식물의 환경 정화능력을 실험하고 교육하는 환경교육장소이다. 작은 갤러리를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전시회를 여는 등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031-775-1835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성인 4000원, 어린이(6세 이상)·청소년 2000원  www.semiwon.or.kr

마음을 씻어 주는 세미원



동

부

17

하남시에 있는 섬으로, 산곡천이 한강

과 만나는 지점인 팔당대교 하류부에 

위치한다. 1989년 10월부터 1990

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골재 채취 사

업으로 완전히 사라졌으나, 2000년

대에 들어서 퇴적 작용이 일어나 다

시 복원되어 큰고니 도래지가 되었다. 

하남 스타필드, 유니온 타워에 인접

해 있다.

미사리경정공원은 조정경기장을 중심으로 스

포츠시설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경정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올라가면 

하남의 외곽을 감싸 안고 아름다운 한강의 풍

경을 보며 걷는 위례강변길(13.5km) 코스와 

연결되어 있다.

하남시 미사대로 505    

 031-790-8114  07:00~19:00  

 주차요금 대형 10,000원, 소형 4,000원  

*하남시민할인    

 http://www.ksponco.or.kr

큰고니의 겨울쉼터 당정섬

수상레포츠의 천국 미사리경정공원

TIP ● 당정섬의 생물

당정섬에는 천연기념물 큰고니(천연기념물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2급),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243-4호, 멸종위기야

생동물1급), 참수리(천연기념물243-3호, 멸종위기야생동물1급), 호사비오리(천연기념물448호, 멸종위기야생동물2급) 등 

40여 종 5,000여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들어 겨울나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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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생가인 여유당과 

선생의 묘, 다산문화관과 다산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다산문화관에는 정약

용이 18년간의 긴 유배생활 동안 집필했던 수많은 저서들을 소개하는 전시

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다산기념관에는 수원성 축조에 쓰였던 거중기, 녹로 

등이 전시되어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다산 정약용선생의 정신과 문화를 계

승하고자 유적지 일대에서 매해 다산문화제를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6  031-590-2481   

 09:00~18:00, 1월 1일, 설, 추석휴무  무료  www.nyj.go.kr/dasan

정약용의 생애를 담은 다산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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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길산 자락에 있는 오래된 절이다. 절마당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보는 강 풍경이 아름답다. 1458년 세조가 하룻

밤을 묵다가 종소리에 잠을 깨어 절을 짓고 수종사라 하였다는 유래가 전해지며, 큰 절터가 남아있어 과거 웅장

한 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방문객은 수종사 내 다실인 삼정헌에서 차를 마시며 산 아래로 보이는 강의 풍경

을 즐길 수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33번길 186  031-576-8411  연중무휴  무료  www.sujongsa.com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

다. 병자호란때 인조가 청나라에 대항한 곳으로 알려

져 있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산성을 둘러보며 항쟁

과 치욕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소이다.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    

 031-777-7500  연중무휴  무료   

 http://nhss.ggcf.kr

세조 임금의 전설이 깃든 수종사

역사를 따라 걷는 남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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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자전거길은 서울과 춘천을 잇는 길로 청평호, 의암호, 운길산, 축령산 등을 지나, 산과 호수의 아름다운 풍

경을 감상하며 달리기에 좋은 곳이다. 학생들이 MT장소로 즐겨 찾는 대성리, 청평유원지, 강촌유원지 등을 지나 

추억과 낭만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두물머리 지역에 조성된 ‘남양주 밝은 광장’을 지나 커피박물관, 유기

농 테마파크, 피아노폭포까지 이어지는 28.1km의 우회노선은 편도 2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초보자들이 달리기에

도 무리 없는 코스이다. 경춘선 폐기찻길을 따라 달리다보면 어느새 호반의 도시 춘천에 도착한다.

산과 호수의 절경을 따라가는 북한강자전거길

광나루 자전거 공원
(서울 광진구)

북한강 철교
만남의 광장

대성리역

청평역

TIP ● 길을 따라 흐르는 자전거는 지구와 인간에게 가장 좋은 여행수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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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내역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작은 역으로 지금은 폐역이 되었지만 예전의 시골 간이역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여행

자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주변에 열차카페와 자전거 대여점이 있어 차를 마시며 풍

경을 즐기고, 자전거를 대여해 역 앞을 지나는 북한강 자전거길을 신나게 달릴 수도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시원하게 흐르는 물줄기와 피아노를 본떠 만든 화장실이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곳은 남양주시에 위치

한 하수처리장이다. 남양주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맑은 물로 바꾸는 곳이자 환경체험관, S자형 물놀이 시설 등

을 통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47-48  031-590-8225~8227, 4653  3~11월 09:00~18:00, 12~2월 가동중지  무료

여행자들의 작은 쉼터 능내역

아름다움이 흐르는
남양주 피아노 폭포

가평역

신매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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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대왕릉

세종대왕릉

세종산림욕장
대로사

영월루

여주시청

여주도서관

여주종합터미널
여

주
보

여
주

대
교

여주 사람들은 남한강을 여강이라 불렀다. 여주에 위치한 강이란 뜻이다. 먼 옛날 여주의 사람들이 여강을 따라 

마을을 이루고 나루터를 지으면서 그 사이를 잇는 길들이 생겨났고 그 길이 남아 지금의 여강길이 되었다. 이 길

을 거닐다보면 국내에서 보기 힘든 강변사찰 신륵사와 수달, 단양쑥부쟁이 등 여주의 역사와 자연, 아름다운 문

화를 느낄 수 있다.

여주시 신륵로 73  031-884-9089  연중무휴  무료  www.rivertrail.net

남한강을 따라 흐르는 여강길

영월루

영월루 정자에서 바라본 여주 시내 모습이 아름

답다. 인근에 황포돛배와 금은모래강변 유원지 

등을 함께 둘러보면 좋다.
금은모래강변공원

우리나라 생태공원 중 최대 규모로 알

려진 금은모래강병공원은 야생초 화원, 

수변관찰 데크 외에도 명승고적지 축소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생태 및 역사학습

이 가능하다.

세종대왕릉

조선최초의 합장릉으로 동쪽 방은 왕후의 능으

로 삼고, 서쪽 방은 왕이 살아있을 때 미리 마

련한 능으로 1450년에 왕이 승하하자 합장하였

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주변으로 세종대왕 시

절의 여러 발명품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나라 과

학기술의 업적을 돌아볼 수 있다. 또한 비정기적

으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여강길 1코스

여강길 2코스

여강길 3코스

여강길 4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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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관광은 관광자의 대량이동과 활동으로 야기되는 사회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관광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데, 새로운 소비자 보호운동(consumerism)의 출현과 대중관광

으로 인한 피해에 반작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대안적 관광은 지

역사회의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주

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안관광은

신륵사

금당교

목아박물관

대순진리회

남한강교

섬강교

개치나루터

소너미고개삼합교

건창이마을

도리마을회관

중군이봉

장안리마을

자산 홍원창

바위늪구비

강천마을(강천교)

해돋이산길

해돋이산길입구
닷둔리

강천섬

강변유원지

부리우나루터

혼암리나루터

우만리나루터

금은모래
강변공원

이호대교

남한강교

강천보

바위늪구비

국화과 식물인 단양쑥부쟁이(멸

종위기야생동식물Ⅱ)의 서식처

로 알려져 있다.

신륵사

여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강가에 자리

한 사찰이다. 약 1,700여 년의 불교문

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유산

으로 현재는 체험형, 휴식형 템플스테이

를 운영하여 새벽예불, 108배 참회기

도, 발우공양 등을 통해 승가생활을 체

험할 수 있다.

목아박물관

목아박물관은 1989년 우리

나라 전통 목조각과 불교미술

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건립된 

곳이다. 야외전시장과 실내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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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 마켓(River Market)이란 이름처럼 문호리 북한강가에 열리는 장터이다. 지역의 예술가와 농민들이 직접 농

사 지은 농작물과 손으로 직접 만든 물건, 음식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예술가와 주민의 정이 가득한 문호리리버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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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

광아이템을 만들어가는 행복 체험여행이다. 문호리 리버마

켓, 양평 트레킹, 양평 두바퀴 쉼터, 양평 카누체험, 양평 자

연의 소리들, 양평 수미마을이 있다. 경기도 양평은 양수리

에서 갈라지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수도권의 대표 여행지로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산과 강 

그리고 농촌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천연의 

입지 덕에 다양한 체험 여행으로 각광받고 있다.

주민이 만드는 여행 양평 관광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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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들꽃수목원은 한강변을 따라 길게 만들어진 강변수목원이다. 수목원의 여유로운 분위기는 소풍 오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든다. 수목원내 자연생태박물관에는 1급수에서만 사는 금강모치 등의 어류와 다양한 곤충 

표본 등이 전시되어 있다. 허브정원, 야생화 전시원은 아름다운 색과 향기로운 향으로 가꿔졌고, 이국적인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열대온실도 갖추어져 있다.

양평군 양평읍 수목원길 16  031-772-1800  www.nemunimo.co.kr

도심 속 자연 양평 들꽃수목원

TIP ● 체험학습

초등부 봄 체험학습 A코스 :  수목원관람-모종심기(다육식물)-레일썰매타기-레크리에이션-목공예 만들기

 B코스 :  수목원 관람-토피어리 만들기-레일썰매타기-레크리에이션

 요금 : 16,000원, 식사별도

초등부 가을 체험학습 수목원 관람-레일썰매-레크리에이션-고구마캐기-천연비누만들기

 요금 : 17,000원. 식사별도

유치부 봄 체험학습 A코스(13,000원) :  수목원 관람-모종심기(다육심기)-레일썰매타기

 B코스(15,000원) :  수목원 관람-모종심기(다육심기)-레일썰매타기-목공예만들기

 C코스(20,000원) :  수목원 관람-모종심기(다육심기)-레일썰매타기-쿠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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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어린이의 단체 생태체험으로 유명한 곳이다. 사슴벌레, 나비 등 곤충과 양서류, 파충류를 살펴보거나 미꾸

라지, 지렁이 등을 직접 잡아보는 체험이 가능하다. 절기에 따라 부침개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감자 캐기 등 농

업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108-22  031-771-0551  younhees.com

사계절 나비가 날아다니는 양평 두물머리생태학교

TIP ● 양평 두물머리생태학교의 프로그램

아기동물 먹이주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동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먹이도 줄 수 있다. 10:00~17:00 / 5,000원

생태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장수풍뎅이, 누에 실뽑기, 모래놀이, 한지만들기, 두부만들기, 나비 한살이 관찰, 콩나무로 종이 만들기, 미꾸라지 잡기 등 

다양한 체험관람 프로그램 및 계절별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

10:00~14:00(점심시간 포함) / 개인 22,000원 / 단체(28명 이상) 17,000원



동

부

28

자라섬캠핑장에서는 밤에는 별을, 낮에는 북한강의 물안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바캉스 시즌이 지나고 한적해지

는 9~10월은 캠핑하기 가장 좋다. 모빌홈, 캐라반사이트, 오토캠핑장, 다목적운동장 등이 있으며, 잔디광장과 

산책로,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모험놀이공원 등의 부대시설에서는 각종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주변에는 남

이섬과 용추계곡, 아침고요수목원 등 볼거리가 풍부해 원하는 대로 여행코스를 추가할 수 있다.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0  031-8078-8028~9  연중무휴  10,000~180,000원    

 http://www.jarasumworld.net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간 자라섬

아침고요수목원 체험 프로그램

살아숨쉬는 자연 스쿨

대상 만5~9세, 그룹당 15명

평일(월요일 제외)

오전반 10:00~12:30, 

오후반 ~15:50

연인산도립공원 체험 프로그램

민물고기 여름 생태체험학교

대상 초등학생 및 학부모

매년 7~8월(매주 금요일, 8회)

자라섬 청소년 재즈센터

다양한 악기강좌, 미술관 나들이, 영

화상영, 만화도서관 운영, 장날콘서트

(연극, 라이브공연) 등

TIP ● 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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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만평 부지에 지어진 아침고요수목원은 허브정원, 무궁화동산, 에덴정원, 연못정원 등 다채로운 20개의 테

마정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을 둘러보는데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1일 2회씩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식물 가꾸는 방법 등

을 배울 수 있다.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1544-6703  08:30~20:00 연중무휴      

 어른 9,000원, 청소년 6,500원, 어린이 5,500원, 경로 6,000원  http://www.morningcalm.co.kr

연인산도립공원에서는 ‘숲체험 힐링프로그램’을 운

영 중이다. 용추폭포까지 조성된 자연관찰로를 따

라 걷는 체험프로그램, 계곡 소릿길을 따라 연인산

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자연생태 프로

그램 등이 있다. 특히 1박 2일로 운영되는 아토피가

족캠프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229-41       

 031-580-9900  매주 월요일 휴무  무료

고요한 아침을 담은 아침고요수목원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긴 연인산도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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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잣향기푸른숲은 수령 80년 이상의 잣나무가 국내 최대로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 숲속 요가, 숲태교, 명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울창한 잣나무 숲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

에 얻을 수 있다.

가평군 상면 행현리 922-1  031-8008-6769  http://farm.gg.go.kr/sigt/89

울창한 잣나무가 감싸주는 경기도잣향기푸른숲

관광의 기본적인 목적을 새로운 장소와 공간에 대한 호기심 충족, 

휴양과 재충전에 둔다면, 생태관광은 이러한 목적 외에 자연에 대

한 적절한 학습을 통한 지적 만족감과 자연을 보호한다는 개인적

인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관광이다. 또한 관광 대상 지역을 지속적

으로 보전할 수 있는 관광이다.

생태관광은

TIP ●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치유명상태극권(그린샤워로 디톡스) 수, 금 오전(4~11월)

잣향기 피톤치드 속 뚜벅이 목 오전, 금 오후(4월~11월)

잣향기 숲속요가 수, 목 오후(4월~11월)

잣나무 숲태교 월 2회(5~7월, 9~10월)

청소년 건강증진 1박 2일(5월~10월)

일반프로그램

잣향기 솔솔~힐링나들이 상시운영(4월~11월)

잠자는 행복을 깨우는 순간(명상) 상시운영(4월~11월)

흥겨운 산림치유(숲나라!신나라!) 상시운영(4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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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강씨봉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천연림의 경관을 살려 조성되었다.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산책로,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과 물놀이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단위 또는 단체 방문객이 함께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가평군 북면 논남기길 520  031-8008-6611  http://farm.gg.go.kr/sigt/56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는 강씨봉자연휴양림

TIP ● 숲속 모험놀이시설

숲속에서 나무와 나무사이를 와이어, 로프, 목재

구조물 등으로 구성된 시설물로 연결하여 땅을 밟

지 않고 공중에서 이동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모험

심을 길러주는 체험시설이다.

이용시간 1회/일(15:30 시작)

대상 : 만 7세 이상(인터넷 선착순 예약)

이용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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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산 자연휴양림은 유명산 입구 계곡 안쪽에 조성된 유원지다. 참나무류가 많은 천연림 지대와 낙엽송, 잣나무 

등을 심어놓은 인공림 지대가 어우러져 뛰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또한 기암괴석과 계곡들, 등산로 주변의 갈참나

무와 단풍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 특산물인 취나물과 고사리, 더덕, 머루와 표고버섯 등이 자생하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031-589-5487  09:00~18;00  입장권 : 1,000원    

 http://www.huyang.go.kr

자연 속 휴식과 배움이 있는 유명산 자연휴양림

TIP ● 체험활동

숲해설(매년 3월~4월 무료)

숲과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숲 탐방 및 숲 체험 방법을 안내

대상 : 누구나

산림문화/교육 프로그램(매년 3월~11월 유료)

자연에서 오감을 통해 우리 식물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숲 체험교육 제공

대상 :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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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음 자연휴양림은 용문에서 홍천 쪽으로 가는 길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명비발디파크와 용문사 방향 비슬고개를 

넘어 정상에 서면 높은 주봉들이 장엄하게 늘어서 있다. 휴양림 계곡을 따라 인공조림한 낙엽송 잣나무 숲과 참나

무, 층층나무, 단풍나무 등 원시림으로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계곡과 다양

한 동·식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 되어있다.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97-45  031-774-8133  09:00~18:00

치유의 숲 산음 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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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온갖 특산물과 재화가 몰려드는 요지였다. 뱃길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던 강원도의 특산물들이 하루 쉬어 가는 나루였으며, 여주와 이

천의 맛 좋은 진상미(米)가 출발하는 곳이었다. 배를 빌어 탄 장사꾼들

과 나무 나르는 벌목꾼, 과거 보러가는 서생들까지 한데 모이는 만남의 

광장이었던 셈이다. 주고받을 화폐가 부족했던 그 시절엔 나르던 물건

이 돈 대신 요긴하게 쓰이는 노자였다. 그 가운데서도 메밀가루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 없는 품목이었다. 강원도에서 출발한 메밀은 

남한강을 따라 국밥이며 탁주 등과 교환되면서 여주에도 막국수가 흔해

졌다. 현재 여러 맛집이 자리를 잡고 있는 천서리 막국수 골목의 주 메뉴

는 메밀 막국수와 편육이다.

경기도 광주는 과거 경상도 지방에서 과거시험 보러 한양에 갈 때 지나

던 길목으로 이 지방에서 숙식하던 사람들은 주로 소머리국밥을 먹었

다고 한다. 소머리국밥은 소 머릿고기와 사골을 끓이다가 무 등을 넣어 

마저 푹 끓인 국물에 밥과 가지런히 썰은 머릿고기를 함께 담아낸 음식

이다. 이 지역에서는 고기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인삼, 무, 찹쌀 

등을 넣거나 소 혀를 넣는 등의 연구를 계속해왔으면 이를 통해 곤지암

은 소머리국밥의 고장으로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동부 지역 먹거리

곤지암 소머리국밥

경기도 음식문화

바다와 평야, 산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는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식품이 고루 생산된다. 경기도 음식은 전박적

으로 소박하며 양이 많은 편이다. 또한 간은 세지도 약하지도 않아 서울과 비슷하며 양념도 많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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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한우는 조선시대부터 유명 했으며 근래에 와서 더욱 개량되고 발

전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소의 내장과 선지를 주재료로 한 양

평해장국이 한양 장안에까지 유명했다고 한다. 양평해장국은 매운 고

추기름과 고추씨 등으로 얼큰하게 만든 국물에 선지와 각종 내장, 콩

나물 등을 넣어 만든다.

잣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식품이었다. 특히 가평 잣

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기본영양 성분은 물론 무기질과 비타민

까지 골고루 갖춘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빈혈 예방, 피부

미용은 물론, 고혈압, 중풍 등 성인병 예방과 두뇌건강식품으로도 널

리 애용되고 있다.

하남 부추는 검단산 자락의 맑은 물과 부추 재배에 적합한 하남의 사질양토에서 

재배되어 그 맛과 향이 뛰어나고 영양가 또한 우수하다. 비타민 B1, B2 등이 

많이 함유되어 ‘비타민의 보고’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칼륨, 칼슘 같은 

무기질도 풍부하여 식용뿐 아니라 약재로도 사용된다.

양평해장국

가평 잣

하남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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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다산문화제

다산문화제는 남양주출신의 조선 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실사구시 위민정신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1980년대

부터 시작됐다. 현재는 남양주의 대표축제이자 경기도 10대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조선시

대 과거시험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장원급제’ ,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으로 온 그대’ 등 전통문화와 현대를 결합한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정약용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747번길 11  031-576-6760

주최·주관 : 남양주시/남양주시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

행사장소 : 다산유적지 및 다산생태공원

여주오곡나루축제

쌀, 고구마, 땅콩 등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종합축제이다. 가을철 알차게 여물어 가는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뜻하는 오곡이란 명칭에서 여주의 건강한 농특산물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방문객은 농산물 외에도 

마당극, 황포돛배 체험 등 지역의 특색이 물씬 풍기는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여주시 신륵사길 7(천송동)  031-883-3450

주최·주관 : 여주시 여주오곡나루축제추진위원회

행사장소 : 여주 신륵사관광지 일원

동부 지역 축제

남양주다산문화제 여주오곡나루축제



37

동

부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5월 양평의 대표적인 축제로 용문산관광지와 용문역 일원에서 펼쳐진다. 동국여지지에서 “용문

산 산나물은 임금님 진상채” 로 소개된 용문산 산나물의 봄기운을 가득 입안에 담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힐링축제라고 할 

수 있다. 강좌와 시연을 통해 양평의 산나물을 소개하고, 산나물 및 양평한우 판매, 전시, 체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

를 진행한다.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655(용문면)  031-770-2096

주최·주관 : 양평 용문산산나물 축제 추진위원회

행사장소 : 용문산관광지, 용문역 일원

세미원 연꽃문화제

지역의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미원 연꽃문화제는 전시와 체험,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구성되어 있다. 물빛 위에 생명

이 피는 정크아트전, 연잎밥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축제의 백미는 물가에 핀 

연꽃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031-775-1835

주최 : 양평군

행사장소 : 세미원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세미원 연꽃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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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밸리호텔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031-880-3889  www.sunvalleyhotel.co.kr

설악관광호텔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808-20  031-585-9100 

서울 근교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양평에 위치해있는 아바타 

펜션은 북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

는 펜션이다. 푸른 정원과 장미터널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새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변 관광지로는 북한강 두물머리

와 아침고요수목원, 수종사, 세미원 등이 있다.

양평군 서종면 길곡2길 52-27(서종면)

 010-3000-0090

아바타 펜션

동부 지역 숙박

경기 양평의 용문산 한자락에 위치한 양평밸리 펜션은 넓은 숲속에 펜

션을 비롯하여 운동장, 강당, 세마나실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펜션 단지이다. 객실은 2인 커플실부터 가족실, 단체실까

지 크기별로 준비되어 있으며 원룸형 객실과 거실과 주방, 침실로 나누

어진 다중룸 등 그 크기와 종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객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사가 가능하고 갖가지 편의용품과 집기가 잘 갖춰져 있

다. 워크샵, 세미나, 기업 연수 및 각종 단체모임의 장소로 좋다. 또 여

름에는 천연 계곡물로 만들어진 수영장도 운영 한다. 식음료장에서는 

식사도 가능하다. 양평밸리 옆으로 용문산자연휴양림이 위치해 있으

며 백운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어 산행도 가능하다.

양평군 양평읍 백안길60번길 14   031-774-3000

양평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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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원천 
경기도 바다 서부

서해에는 갯벌의 가치를 배우고 생물종다양성과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갯골이 있다. 이곳에서는 생명

의 원천과 만나는 동시에 바닷가 사람들의 생활력과 문화를 느끼며 자연과 하나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안산갈대습지공원

시흥갯골생태공원

시화호

화성공룡알화석산지

화성시 생태관광 ‘소풍’ 

화성 백미리마을

화성제부모세마을

화성궁평리마을

풍도

전곡항

매향리 평화마을

대부도

시화호조력발전소

구봉도

종현마을

선감어촌체험마을

탄도항 바닷길

동주염전

시화호 대송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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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시흥

안산

화성

시흥갯골생태공원

갈대습지공원

공룡알화석산지

대송습지

해솔길

구봉도

동주염전

풍도

백미리마을

제부모세마을

시화호조력발전소

궁평리마을

전곡항

매향리평화마을

종현마을

선감어촌체험마을

탄도항바닷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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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은 조수가 드나드는 바닷가나 강가의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을 말한다. 조류로 운반되는 모래나 점토의 

미세입자가 파도가 잔잔한 해역에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역이다. 만조 때에는 물속에 잠기나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며 퇴적물질이 운반되어 점점 쌓이게 된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갯벌의 35%가 있어요

간석지 사이에 발달해 있는 하도 형태의 유로로서 만·간조 시에 주로 해수의 유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갯

골 중에는 육지로부터 유입하는 하천 하도의 연장선상에 발달하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갯골의 하계망

은 그 형태가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갯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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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은 이런 가치가 있어요

생물의 보물 창고

갯벌에는 플랑크톤을 비롯

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영양염류와 에너지

가 풍부하다. 대부분의 어

류 및 무척추동물은 물론 

물새와 일반 조류들도 먹이

와 휴식, 번식 장소로 갯벌

을 이용하고 있다.

자연재해를 막는 스펀지

갯벌의 흙과 모래는 스펀

지처럼 그 틈새에 많은 양

의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

문에 홍수가 났을 때 순간

적으로 물이 범람하는 것

을 막아준다. 또 태풍이 불

어오면 갯벌 습지에 살고 

있는 염생 식물의 줄기나 

잎이 바람의 힘을 흡수하

여 거센 파도의 위력을 약

화시킨다.

바다의 콩팥, 지구의 허파

갯벌에 사는 각종 동식물은 

바다에 흘러드는 오염 물

질을 분해정화한다. 우리

나라 갯벌은 전국의 하수

종말처리장을 합한 것보다 

약 1.5배이상 뛰어난 정화

능력이 있다.  또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의 70% 

이상은 숲이 아닌 바다에서 

생산되는데, 바로 식물 플

랑크톤이 바다에서 광합성

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 내

는 것이다. 갯벌 흙에는 1g

당 수억 마리의 식물 플랑

크톤이 있어서 같은 면적의 

숲보다 더 많은 산소를 배

출하기도 한다.

생태 체험 관광지

갯벌에서는 철새 관찰은 물

론 조개 캐기, 낙지 잡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

다. 갯벌체험을 통해 자연

의 신비와 어민들의 삶을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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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정화처리를 위해 만든 인공습지가 생물다양성 유지와 서식지 보호, 휴식처, 교육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20-116(사동 1031-8)  031-481-3810      

 동절기(11월~2월) 10:00~16:30, 하절기(3월~10월) 10:00~17:30 매주 월요일 휴무(설, 추석 명절 당일 휴무)  무료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인공습지 안산갈대습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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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갯골은 넓게 펼쳐진 바닷가 진흙 벌판과 다르게 들고 나는 바닷물의 생동감 있는 모습과 바닷물길 옆 갯

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내만갯골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내만 갯골과 옛 염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공원이다. 칠면초, 마누재, 퉁퉁마디 등

의 염생식물과 붉은발 농게, 방게 등 각종 어류, 양서류가 서식하는 등 자연 생태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국가습

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소금을 생산하던 염전 일부를 복원하여 천일염 생산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매년 

공원에서는 시흥갯골축제가 열린다.

시흥시 동서로 287  031-488-6900  20:00~18:00  http://gaetgol.siheung.go.kr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인공호수이다. 방조제로 바닷물을 막고 인근 하천에서 흘러드는 물을 

모아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으나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환경 개선을 위해 1997년 

이후 인공 담수 조성 계획을 철회하였다. 해수가 흘러들면서 한 때 ‘죽음의 땅’으로 불리다 현재는 아름다운 습지와 

갈대밭이 조성된 생태환경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031-481-2105  연중무휴  무료  http://www.shihwaho.kr

갯가의 생활상을 배우고 즐기는 시흥갯골생태공원

자연의 놀라운 회복능력의 산물 시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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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년 전에 공룡이 뛰어놀던 주요 서식지이다. 공룡화석 코리아케라톱스를 비롯해 20여 개의 둥지와 공룡알 화

석 130여개, 식물화석이 발견되었고, 현재도 발굴 중이다. 방문자센터에서 해설사가 상주하여 자세한 안내와 해

설을 들을 수 있다. 화석산지는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되어있다.

화성시 송산면 공룡로 659(공룡알화석지 방문센터)  031-357-3951  연중무휴  무료    

 http://dinopia.hscity.go.kr

코리아케라톱스의 고향 화성공룡알화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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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렌하오터는 아시아 최초의 공룡 화석과 세계 최대 공룡알 화석 

발견지로 유명하다. 중국 내몽골은 7천만 년 전에는 매우 습윤하

여 수풀과 삼림이 우거지고 호수가 발달하여 공룡이 많이 살았다

고 한다. 그런데 몇백 만년 후에 공룡은 멸종하고 이곳의 기후도 

차츰 건조하게 바뀌었다. ‘공룡의 고향’이라는 별칭이 붙여질 정도

로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어 세계 여러 나라의 고생물학자와 지

질학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얼렌하오터의

공룡알 화석지

대부도

마도면사무소

남양동사무소

꼬마길앞잡이

화성시청

309

306
궁평항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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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는 멋진 풍경과 자연을 간직한 명소가 많다. 나를 키우는 여행,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 지구를 아름

답게 만드는 여행, 화성에서 펼쳐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소풍’에 참여해보자.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화성에코투어)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607-1  031-355-8685/8664  www.hsecotour.co.kr

오직 화성에서만 즐길 수 있는 나들이! 화성시 생태관광

● 운영일시 : 연중 가능

● 참가대상 : 청소년 및 성인

● 참 가 비 : 2만원~ (식사포함, 사회적취약계층 20%할인) 

상상바람 - 공룡의 땅 화성, 화석지 테마여행

천연기념물 414호인 공룡 알 화석산지는 1억 년 전, 초식공룡의 산란지로 중생대 백악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지붕없는 박물

관 ‘에코뮤지엄’. 전문해설사와 함께 중생대 백악기의 비밀을 알아가는 여행.

여행코스 : 공룡알 화석산지 – 우음도 전망대 

생명바람 - 갈대숲길 따라 만나는 습지 생명들

습지 산책로를 걸으며 다양한 수생식물과 곤충, 새 등 많은 생명을 만나며 습지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아름다운 풍

경 속에서 느린 발걸음으로 나에게 쉼을 선물하는 여행. 

여행코스 : 화성비봉습지공원 - 농촌체험마을

평화바람 - 1만 km의 위대한 비행, 도요와 매향리

한국전쟁 직후부터 54년간 미공군의 훈련지로 사용되며 매일 같이 포탄소리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마을. 지금은 봄, 가을

로 도요새가 찾아오며 평화의 바람을 불어 넣는 곳. 매향리에서 느끼는 평화의 바람 속으로!! 

여행코스 : 매향리평화마을 – 구비섬·농섬 - 도요새탐조

신바람 – 미션도시 화성, 런닝맨 바다를 달리다

반짝이는 서해바다를 가로 지르는 세일링 요트. 누구나 한번쯤 

꿈꾸어 보는 이국적인 풍경.

요트를 타고 바라보는 제부도와 누에섬 풍경은 매우 평화롭고 아

름답다. 수상레포츠 전문 지도자와 함께 안전하고 신바람 나는 

요트체험 속으로~

여행코스 : 전곡항 마리나(세일링 요트체험) - 고렴갯벌 탐방

섬바람 – 모세의 기적, 구석구석 제부도

하루 두 번 물길이 열리는 제부도는 화성의 대표적인 섬 여행지

이다. 해설사와 함께 제부도의 숨겨진 비경을 찾아 떠나는 섬 트

래킹. 섬 주민과 함께하는 갯벌 탐방을 통해 서해갯벌의 소중함

을 알아가는 여행.  

여행코스 : 제부도 트래킹(해안로-탑제산) - 매바위 갯벌 탐방

TIP ● 화성에 부는 작은 바람 생태관광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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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여행 ‘하루’ 운영 안내
● 일시 : 매주 토·일·공휴일 9~17시

● 출발지 : 동탄, 병점, 봉담, 향남

착한여행 ‘하루’ 원칙

개인 컵·손수건 사용하기, 자연·문화유산 훼손 않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배려하기, 화성시 농산물 이용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착한여행 ‘하루’ 코스 안내

생태문화투어 

- 바다의 숨결 : 화성호/매향리 철새탐조, 궁평사구, 매화리염전/고렴지구 등 바다 생태탐방

- 파도의 숨결 : 입파도, 국화도, 제부도 섬 생태탐방

- 공룡의 숨결 : 공룡알화석산지, 우음도, 비봉습지공원 등 시화호유역 생태탐방

- 문화의 숨결 : 용주사, 융건릉,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당성 등 역사탐방

- 자연의 숨결 : 우리꽃식물원, 남양성모성지, 서봉산, 삼봉산 숲생태체험

테마 투어 

- 농어촌 체험 : 매화리염전, 창문문화농촌체험마을, 행복텃밭, 고운염색, 향기농원, 백미리 갯벌체험, 

  제부리 갯벌체험, 전곡리 갯벌체험, 탱글이딸기농장, 꿀딸기농장, 최박사의 버섯농장, 금당엄나무마을, 

  송나리마을, 샌드리버, 연꽃농원, 로컬푸드 직매장

- 목장승마 체험 : 또나따목장, 진주목장, 돌샘터(승마)체험, 궁평승마장, 홀스메이트 승마장

- 해양레저 생태 : 화성요트체험, 시화호환경학교, 경기도종합사격장

- 문화예술 체험 : 예랑도예원, 창문아트센터, 민들레연극마을, 소다미술관, 엄미술관, 움아트센터, 하내테마파크,  

  배혜정도가 전통술빚기 

- 지역축제 투어 : 융·건릉제향, 뱃놀이축제, 송산포도축제, 민들레연극마을축제, 봉선축제, 정조효문화제, 

  매향리평화예술제

착한여행 하루夜 축제 : 착한여행하루 참가자, 활동가 및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시티투어 축제

TIP ●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여행지의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고, 역사와 문화, 환경과 지역경제를 존중하면서, 진

정한 감동과 재미, 경험과 체험을 나누고, 여행을 통해 맺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여행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1층

  031-366-7110, 8921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www.hscitytour.co.kr

화성시 시티투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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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와 시원한 갯바람이 만나는 곳, 백미리 마을은 해산물의 종류가 많고 그 맛 또한 다양하여 ‘백미’라는 이

름이 붙은 어촌 체험 마을이다. 드넓게 펼쳐진 깨끗한 갯벌에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초보자와 어린이들도 즐

길 수 있는 망둥어 낚시는 백미리의 묘미이다.

화성시 서신면 백미길 210-35  031-357-3379  http://baekmiri.invil.org

구분 내용 체험시기

조개캐기 바지락조개 등을 캐며 가족이 함께 갯벌을 체험한다.
연중 1~6시간

아동 5,000원, 성인 8,000원

망둥어낚시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7월 말~11월 말

아동 3,000원, 성인 4,000원

굴따기 겨울철 물빠진 틈새에서 굴을 딸 수 있다.
12월 중~3월 말

아동 3,000원, 성인 5,000원

고동, 게 잡이 갯벌에서 고동, 게 등 다양한 해양생물을 채취한다.
연중 1~6시간

아동 3,000원, 성인 5,000원

낙지잡이 손등을 타고 오르는 낙지발의 감촉을 느낄 수 있다.
3월~5월, 9월~11월

성인 10,000원

싱싱한 맛으로 꽉 찬 화성 백미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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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스러운 바닷길로 더 많이 알려진 제부도는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린다. 매바위와 낙조 등 볼거리도 많은 제부

모세마을은 갯벌에서 다양한 생태체험과 함께 운치있는 먹을거리도 즐길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

는 여행지로 그물낚시나 배낚시 등 낚시체험도 아이들의 흥미를 자아낸다. 아름다운 서해 바다 너머로 펼쳐지는 

낙조 또한 장관이다.

화성시 서신면 제부말길 96  031-357-3808  http://jebumose.invil.org

구분 내용

바지락캐기 바지락, 고둥, 쏙 등 갯벌 서식생물을 관찰하고 채집한다.

바다배낚시 낚싯배를 타고 제부도 인근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즐길 수 있다.

그물체험 갯벌을 따라 경운기와 트랙터를 타고 미리 설치한 그물 현장으로 가서 고기를 잡는다.

농장체험 말, 당나귀, 앵무새, 타조 등 다양한 동물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바닷길이 열리는 화성제부모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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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평리는 소나무 숲 사이로 지는 서해의 낙조로 유명하다. 해송 숲과 바다가 만드는 풍경이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궁평리 마을은 휴양과 싱싱한 해산물, 각종 어촌체험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슬로푸드 체험장

에는 국밥, 칼국수, 연포탕, 낙지회, 매운탕, 소라무침, 해물파전, 회무침, 낙지철판볶음 등 먹거리가 가득하다.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69-11  031-356-7339  http://bada.invil.org

구분 내용

갯벌체험 조개(바지락, 가무락)캐기, 고동, 게잡이, 뻘 썰매타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망둥어 낚시 피싱피어에서 바다 위 낚시터 망둥어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먹거리 체험 바다와 갯벌에서 채취한 꽃게, 바지락, 낙지 등을 먹거리체험장에서 먹을 수 있다.

레저체험 딩기보트, 카약, 페들보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일출과 낙조의 아름다움 화성 궁평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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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가 많아 조선말까지 단풍나무 풍(楓)자를 써서 풍도(楓島)로 표기하였으나, 농토가 없고 섬 주변 어장에 

해산물이 여의치 않아 섬 이름을 풍년 풍(豊)자로 바꾸어 풍도(豊島)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모래사장이 없어 낚

시여행객이 많고 주민들은 한약재와 산채를 주로 채취한다. 복수초, 노루귀, 변산바람꽃, 홀아비바람꽃 등 아름

다운 야생화가 많이 자라는 섬으로도 유명하다.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031-481-2000

야생화를 가득품은 섬 풍도

걷기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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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풍도 가는 뱃길

인천에서 정기 여객선을 타고 2시간 정도 걸린다. 풍도행 배는 인천 연안부두와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탑승할 수 있

다. 방아머리 선착장은 대부도 입구에 위치해 있다. 기상 상태와, 밀물과 썰물 때에 따라 섬에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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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항과 마주하는 항구로 서신면과 안산시의 대부도를 잇는 방파제가 항구 바로 옆에 건설되어 밀물과 썰물에 관

계없이 24시간 배가 드나들 수 있다. 요트와 보트가 접안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 있으며, 파도가 적고 수심이 

3m 이상 유지되는 수상레저의 최적지이다. 전곡항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신나는 요트체험을 할 수 있다. 

해양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요트에서 스노쿨링, 선상낚시도 즐길 수 있다. 당일체험도 가능하고 요트에서 숙박

하며 아름다운 일몰과 일출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5번지

구분 내용

요트 세일링 기본적인 안전 교육 후 요트세일링을 할 수 있다.

요트 세일링+낚시 요트세일링과 낚시를 함께하는 패키지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요트가 만들어내는 이국적 풍경 전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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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만들어져 주한

미군의 공군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었다. 4,000여 명에 달하는 인근 주민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하루 600여 차례의 폭격으로 주택 파괴, 소음

에 의한 난청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 고통에 시달렸다. 또한 미군이 쉬는 주

말에만 농사와 수산물 채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았다.

2000년 5월 미군의 오폭으로 마을주민 6명이 부상당하는 ‘매향리 오폭사건’을 

계기로 주민대책위원회가 앞장서 각고의 노력을 펼친 끝에 2005년 8월 사격장

이 폐쇄됐으나 아픈 역사는 쉬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웃말길 27(매향리정보화마을)  031-351-6117

아픈 역사를 감싸안은 매향리 평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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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는 시흥과 시화방조제 및 화성군의 남양 방면으로도 육로가 연결되어 접근이 편리한 섬이다. 하루 2번 바

닷물이 빠지면 넓은 갯벌이 드러나 어촌과 산촌의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천일염과 조개, 포도 등 다양한 특

산물로도 유명하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1899-1720  http://tourinfo.iansan.net

맛과 멋, 낭만이 가득한 대부도

대부도 1박2일 추천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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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

다. 조력발전은 하루 두 번, 밀물 때 발

생하는 수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에너지를 뜻하는데, 시화호는 최고 

9m의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해 국내 조력

발전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조

력 발전소 옆에 조성된 시화나래공원에

는 서해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달 전망

대와 식당, 카페 등이 있어 연인들의 데이

트 코스로도 각광 받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27   

 032-890-6520    

 http://tlight.kwater.or.kr

구봉도는 예전에는 섬이었으나 구봉 염전이 조성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다. 선동, 개미허리, 약수터 등과 구봉도 

서쪽으로 떨어지는 해넘이는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구봉도 갯벌에서는 맛조개·동죽·고동·소라 등을 직접 잡을 

수 있으며, 망둥이·넙치·우럭·놀래미 등의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 25  연중무휴  무료

녹색에너지의 보고 시화호조력발전소

낙조가 아름답게 번지는 구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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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어디서든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바닷가마을이다. 해솔길 1코스와 연결되어 산길, 바닷길로 구봉도를 

돌아볼 수 있다.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240  032-886-6044  오전 9시~오수 6시  http://daebudo.invil.org/index.html

고향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종현마을

관광객이 목적지나 경유지 등에서 스스로 손과 몸을 움직여 무언

가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체험 : 몸소 경험함 또는 그 경험,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행사의 취지를 느끼고 진행

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활동의 형태이다.

체험관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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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와 야트막한 산들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전경을 자랑하는 선감마을은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어 자연스

럽게 해양생태계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95-2  032-886-6133  http://seongam.seantour.com

그림같은 풍경 선감어촌체험마을

TIP ● 대부도 펜션마을

대부도 펜션타운  www.ddtown.co.kr  1588-1934

대부구봉도펜션단지  www.gubongpension.kr  070-7764-1838

대부도펜션시티  www.pensioncity.kr  157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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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이 열리면 낭만이 찾아든다.

안산의 유일한 어항인 탄도항은 불도, 선감도와 함께 대부도 방조제로 이어지기 전에는 독립된 섬이었다. 지

금도 ‘숯무루’라고 불리고 있는 데 주민들이 탄도의 울창한 참나무를 베어 숯으로 구워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해안 천혜의 갯벌이 형성되어 있고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바다낚시 및 갯벌체험

으로 유명하며, 탄도항에서 누에섬까지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7 / 찾아가는 길 : 시화방조제를 지나 대부황금로를 따라 탄도방향으로 약 17km 직진 후 탄도

사거리에서 우회전

바닷길로 찾아오는 낭만 탄도항 바닷길

누에섬

인근 탄도(炭島)에서 1.2km 떨어진 작은 무인도로 

대부도의 부속도서에 속한다. 자연 학습을 겸한 어

촌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해안 고깃배들의 안

전한 조업을 유도하기 위해 누에섬 정상 부근에 4층

으로 등대전망대를 세웠다. 전망대 3층에 설치된 

망원경을 통해 멀리 조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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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지역의 대표적인 천일염전으로 1953년부터 염전을 시작해 지금까지 재래 방식을 고수하며 소금을 채취하

고 있다. 뛰어난 상품성으로 과거 청와대에 천일염을 납품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옹기 타일 바닥을 활용해 일반 천

일염보다 염도가 10도 정도 낮은 고품질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산 235  010-5441-6829  www.djsalt.co.kr/  9,000원  5월~10월

소금꽃이 피는 동주염전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대파질을 해 보고 소금지게지기 등 염전 체

험을 한다.

저수지 해주증발지 결정지

동주염전이 유명한 이유! 대부도 옹기 토판염 깸파리소금이기 때

문이다. 친환경 옹기 토판을 깸파리라 하는데 깸파리를 염전에 깔

면 깸파리 틈새로 유해물질은 빠져 나가고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질 좋은 친환경 소금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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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습지는 시화호 남측 간척지 일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농지 사업지구 

내에 있는 습지이다.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송산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시화호 방조제와 왼

쪽 대송단지 내에 흔히들 대송단지 저류지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는데, 이곳이 안산시 대부동의 ‘철새들의 천국’으

로 알려진 곳이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송습지는 해가 갈수록 철새들에게 중요한 서식지가 되어 가고 있으

며 해마다 15만~20여만 마리가 이 장소를 찾고 있다. 특히 대송습지는 겨울철새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여름철새

들에게도 중요한 먹이 서식처가 되었으며 다양한 조류들의 주요 번식장소가 되었다. 대송습지에는 해마다 5월에

서 10월까지 저어새 300여 마리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흰꼬리수리 등의 

겨울철새들이 대송습지를 찾으면서 이곳은 철새탐조 관광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일본의 전문

가, 학생들도 철새 조사 및 관찰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안산시 대부도 북동 1985번지  1899-1720

수도권 최대 조류관찰지 시화호 대송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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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생태우수지역 육성을 위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를 도입

(‘13.3.22), 현재까지 국내에 총 20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규제중심의 자연보전정책의 패러다임을 현명한 이용으로 전환하여 자

원을 소비하는 관광이 아니라 자원과 지역주민, 관광객이 함께하는 생

태관광을 추구한다.

생태관광

지역이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

구분/지역 담당 부서 연락처

부산 부산 낙동강 하구 낙동강하구에코센터 051-209-2000

울산 울산 태화강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052-227-4111

경기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대부도생태관광주민협의체 032-890-4850

강원

양구 DMZ 양구DMZ생태관광협회 033-481-3822

인제 생태마을(용늪) (사)하늘내린인제로컬투어사업단 033-463-8680

평창  어름치마을(백룡동굴) 마하리어름치마을생태관광협의회 033-332-1260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강릉생태관광협의회 033-648-3390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과 괴산호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 043-832-3527

충남
서산 천수만 서산버드랜드사업소 041-664-7455

서천 금강하구와 유부도 서천조류생태전시관 041-956-4002

전북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 063-563-6664

전남

순천 순천만 순천만생태관광협의회 061-749-4383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 영산도명품마을영어조합법인 010-7330-7335

완도 상서 명품마을 상서명품마을영농조합법인 061-554-5474

광주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 무등산평촌명품마을영농조합법인 062-266-2287

경북 울진 왕피천계곡 울진왕피천계곡에코투어사업단 054-781-8897

경남
창녕 우포늪 창녕우포늪생태관광협회 055-532-1141

남해 앵강만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 055-862-8677

제주
제주 동백동산습지 선흘1리생태관광추진협의체 064-784-9446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064-767-0144

서해안의 최대습지인 대송습지는 안산의 대부도와 함께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4년 12월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에 선

정됐다. 이곳은 전국 20개의 생태관광지역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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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칼국수는 갯벌에서 나는 바지락조개를 우려낸 국물에 면을 넣어 

삶은 음식을 말한다. 바지락에는 비타민 A와 B, 칼슘, 미네랄 등이 풍

부해 맛은 물론 빈혈이나 간장 보호에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안

산의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대부도의 바지락칼국수는 대부도를 찾는 많

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다른 지역의 바지락칼국수보다 

대부도의 칼국수가 유명한 이유는 대부도 인근의 넓고 기름진 갯벌에

서 질 좋은 바지락이 많이 나기 때문이다.

천혜의 자원, 푸른환경과 함께 선사시대 이래로 역사유물이 

풍부한 시흥의 서쪽 해변에 위치한 오이도는 섬 전체에 걸쳐 

패총이 분포되어 있으며, 해양 생태의 풍부한 조건으로 수도

권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오이도라는 지명은 섬의 모양

이 마치 ’까마귀의 귀‘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한

다. 2003년 개장한 대규모 종합어시장을 중심으로 서해 바

다의 넓은 갯벌에서 채취한 싱싱한 조개구이를 즐길 수 있다. 

서부 지역 먹거리

바지락 칼국수

오이도 조개구이

지역먹거리와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는 것도 생태관광이다. 지역사람의 삶이 풍요로울 때 지속가능한 여행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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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릉지 논에서 깨끗한 저수지물과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 재배하는 시

흥미나리는 아삭거리고 질기지 않으며 독특한 향과 맛을 낸다. 미나리

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주로 봄, 가을에 들판이나 개울에 자라는 것

을 채취해 이용하던 입줄기채소다. 봄에 개울가에서 뿌리째 캐거나 시

장에서 판매하는 미나리의 뿌리를 잘라 텃밭이나 플라스틱 용기에서 

재배할 수 있다.

화성시는 맑은 공기, 맑은 물 등 버섯재배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갖추

고 있다. 화성 느타리버섯은 독특한 향기와 맛을 지니고 있으며 육질

이 쫄깃하고 아미노산, 비타민 효소 등 인체에 영양원이 되는 각종 물

질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콜레스테롤 감소와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고 알려져 있다.

옛날부터 ’평택으로 시집가면 밥걱정, 반찬걱정 안 한다‘라는 말이 있다. 꽃게, 쌀 등

이 유명해서인데, 맛있는 쌀이 있고 밥도둑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게장이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평택에서 잡히는 꽃게는 암적색 마름모꼴이 선연하고 맛이 

달 뿐 아니라 실하기로 소문났다. 게 위에 끓인 간장을 부은 다음, 끓였다 

식힌 청장(진하지 않은 간장)을 붓고 따라내기를 반복해 만들어내 맛은 

물론 정성도 일품이다.

시흥미나리

화성 느타리버섯

평택 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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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갯골축제

경기도에서 유일한 내만갯벌인 시흥갯골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생태예술축제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의 장을 마련하

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이들은 염전의 소금체험과 갈대밭의 공작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시흥갯골생태공원에 조성된 숲

속 예술놀이터에서 자연을 소재로 악기를 만들고 체험하며 아이들만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흥시 섬말길 94(장곡동)  031-310-6747  http://sgfestival.com

주최·주관 : 시흥시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2005년부터 매년 5월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거리축제 한마당으로 ’거리에서의 새로운 문화 발견‘을 지향하며, 

일상의 공간을 예술적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이다. 국내외 초청 공연 프로그램과 해외거리예술

가의 강습 프로그램인 거리극학교와 국제심포지움 등 기획 프로그램,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문화체험행사 

등 부대행사와 기타행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031-481-0531  www.ansanfest.com

주관 : 안산시, (재)안산문화재단

서부 지역 축제

시흥 갯골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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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평화예술제

주한미군의 폭격훈련장이었던 쿠니사격장으로 인해 54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린 매향리 일대 주민들

을 위해 진행되는 예술제이다. 반백년 이어진 포탄의 굉음과 화약냄새에 신음하던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 위한 마음

이 담겨있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주최 : 화성시

화성 뱃놀이축제

요트, 보트, 유람선승선체험 등 바다에서 배로 즐길 수 있는 모든 탈거리는 물론 카약, 노보트, 펀보트 등 수상레저체험을 즐

길 수 있는 축제로 머드체험, 맨손물고기잡기, 어린이낚시대회 등 다양한 육상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21(서신면)  031-8051-8274  www.hs-festival.co.kr

주최·주관 : 화성시 화성문화재단

매향리 평화예술제 화성 뱃놀이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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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지역 숙박

경기도 안산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에리카는 캠퍼스 내 학연산 클

러스터 존에 위치하며 숙박 시설 뿐 아니라 학회 및 세미나 등을 위한 다

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객실은 단정하고 깔끔할 뿐 아니라 객실

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이 이용객들에게 재미를 준다. 비즈니스를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및 차량 등의 비품 렌탈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으며, 세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스카이라운

지, 컨퍼런스홀, 레스토랑, 컨벤션홀, 연회장 등이 있다.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031-436-8014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대부도 펜션타운은 약 3만 

5천 평 부지에 자리 잡은 국내 최대 규모의 대규모 펜션단지이

다. 가족형펜션, 커플펜션, 캠핑카 등 100여 채의 다양한 평

형의 펜션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수영장, 세미나실, 운동장, 

캠핑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참살이 2길12(선감동)  

 1588-1934  www.ddtown.co.kr/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대부도 펜션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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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지오  시흥시 연성로13번길 4  031-404-7711  www.hotelbellagio.kr

시흥관광호텔  시흥시 평안상가4길 21  031-433-0001  www.siheungho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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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경기도 남부

역사는 시간여행이다. 수원 화성을 거닐다보면 아버지를 생각하며 축성을 계획한 정조대왕의 효심과 성벽 

하나하나를 쌓아올린 백성들의 노고를 만나게 된다. 오랜 시간을 지나 현재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우

리는 과거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행궁동 공방거리 

왕송호수

의왕레일바이크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물향기 수목원

한택식물원

용인농촌테마파크

서일농원

너리굴 문화마을

남사당 전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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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레일바이크

왕송호수

수원화성

물향기수목원

한택식물원

남사당 전수관

행궁동공방거리

용인자연휴양림

용인농촌테마파크

의왕

수원

용인

오산

안성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서일농원

너리굴문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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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을 미리 만나요!
당쟁에 휘말려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대왕의 효심을 바탕으로 1796년에 

지어졌다. 또한 축성 당시 민가들이 성 밖으로 밀려나게 되자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주민들을 포용한 정

조의 애민정신이 담긴 성이기도 하다. 백성들의 실생활을 돕고 삶을 풍족하게 하고자 했던 실학사상의 영

향으로 벽돌과 석재를 혼용한 축성법, 거중기, 목재와 벽돌의 조화를 이룬 축성법 등이 사용된 동양성곽 

축성술의 결정체이자 희대의 수작으로 손꼽힌다. 특히 정약용을 비롯한 당대학자들의 연구와 세심한 계

획에 의해 축성되었기 때문에 건축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수원 화성은 현재 사적 제3호로 지정되어 있으

며, 1997년 12월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성곽 둘레는 5.7km, 면

적은 130ha로 동쪽지형은 낮은 구릉을 이루고 서쪽은 팔달산에 걸쳐 있는 평산성의 형태이다. 축성 당시 

50개의 시설물로 성곽이 이루어져 있었으나 수해와 전란으로 7개의 시설물이 소멸되는 등 세월을 거쳐 현

재는 약 40개의 시설물이 남아있다.

역사관광이란?

역사관광은 과거에서 자연과 문화를 알고 현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 생태관광이다.

역사관광을 떠나기 전 미리 공부하거나 박물관을 먼저 둘러보자.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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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정조는 실학자로 불리는 유형원과 정약용의 성설을 설계의 기본 지침으

로 삼아 영의정 채제공, 화성유수 조심태 등과 함께 화성을 건설하였다. 

이곳은 군사적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그보다 효심의 성격이 더 강하여 

성곽 자체가 동양의 철학인 효 사상을 담고 있다. 성곽의 축조에는 골차

를 응용한 거중기, 녹로 등을 고안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구조

물을 치밀하게 배치하였다. 화성 성곽에는 북쪽에는 장안문, 남쪽에는 

팔달문, 서쪽에는 화서문, 동쪽에는 창룡문이 있으며, 각 문의 사이에

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공심돈을 만들었다. 또한 서장대, 동장대의 장대 

2곳을 만들어 군사를 훈련시키고, 통신시설인 봉돈을 비롯해 각 5개씩

의 포루, 2개의 노대, 4개의 각루, 성안에 흐르는 수원천 위에 북수문(

화홍문), 남수문(유실) 등을 축조하였다. 특히, 석재와 전을 병용한 것, 

화살과 창검을 방어하는 구조뿐만이 아니라 총포를 방어하는 근대적 

성곽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용재를 규격화하고 거중기 등의 

기계장치를 활용한 점 등을 통해 과학적인 설계 아래 축조되었음

을 알 수 있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화

성성역의궤는 화성 축성 공사의 전 과정을 기록한 책으로 (다

른 의궤들이 대부분 필사본인데 비해 서적발간에 관심이 컸

던 정조의 명으로) 금속활자를 이용해 간인된 것이 특징

이다.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전쟁까지 일부 손실되었

던 화성은 축성 직후 발간된 화성성역의궤를 바탕

으로 많은 부분이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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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공방거리는 아름다운 행궁길과 생태교통마을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핸드메이드공방, 음식점, 문화예술 볼

거리 등이 모여 있다. 화성행궁 왼쪽으로 접어들어 팔달문에 이르면 30여개의 아름다운 행궁길 공방과 47개의 식

당을 만날 수 있다. 개성 있는 간판과 다양한 벽화로 가득한 이곳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쌓으며 추억을 만들어 보자.

수원시 행궁동일대  031-228-7603   연중무휴  무료 *예약하면 골목해설사와 함께 둘러 볼 수 있다.

손으로 만드는 추억 행궁동 공방거리

팔달문 화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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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축조할 때 성곽 위에 지어진 정자다. 높은 벼랑 위

에 위치한 평면 구성의 건축물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낸다.

방화수류정 밖 용머리바위 아래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살려 연못을 파고 작은 섬을 만들어 용연이라 하였다.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수원화성 
방화수류정

수원화성 
용연

창룡문 화성행궁 장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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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암동 왕송호수는 산책, 나들이와 생태체험이 가능하다. 호수 주변 자연학습공원에서는 각종 습지식물과 수서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습지대, 물레방아와 실개천이 흐르는 도섭지,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 미니동물원, 

자연숲 산책길, 황토산책길, 꽃 산책길, 잣나무숲 등이 있어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의왕시 왕송못동길 307  031-345-2533  월요일 휴무  무료  http://tour.uw21

호반의 정취가 피어나는 왕송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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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교에서 호수 순환 레일바이크를 탑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포토존, 조류생태존, 스피드존 등 다양한 

코스가 있으며 주변에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어 가족이나 연인, 해외관광객

들이 방문하기에 좋다. 

의왕시 왕송못동로 209(월암동)  1670-3110, 070-7178-4393      

 평일 10:30~20:00, 주말 09:00~20:00 연중무휴  레일바이크 4인용(1대) 32,000원, 의왕시민 할인   

 http://www.uwrailpark.co.kr *하루 전까지 인터넷을 통한 예약만 가능, 당일 예약 불가

호수의 풍경속으로 빠져들다 의왕레일파크

왕송호수 자연학습관과 철도박물관 인근에 위치하여 연계방문이 용이하

다. 과학관 앞마당 정원은 Bio-Top으로 꾸며져 있고 아름다운 꽃과 나

무, 실개천이 흐르는 곳으로 풍경좋은 버드-북카페와 아름다운 왕송호수

를 접하고 있다. 왕송호수와 주변 논, 밭, 숲에서 만나는 새, 물고기, 수서

곤충 등 조류와 생태에 관하여 관찰하며 체험하고 학습하는 전시공간으로 

채워져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과학관에서 간접체험 가능

의왕시 왕송못동로 209(월암동)  031-8086-7491  09:00~18:00   

 성인 3,000원 / 청소년 2,000원 / 어린이 1,000원 / 단체(20인 이상) / 의왕시

민 50%할인, 아동(6세 이하 아동) /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등 무료    

 http://bird.uw21.net

자연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의왕 조류생태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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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아름다운 숲속의 쉼터 물향기 수목원은 

경기도립 습지전문 수목원으로 예쁜 이름만큼이나 볼거리가 많다.

오산시 수청동 경기도 임업시험장 내에 10만평 규모로 조성된 이

곳은 16개 테마원과 각종 부대시설, 1,6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

고 있다.

오산시 청학로 211  031-378-2161     

 소요시간 1시간 30분~2시간 

 http://mulhyanggi.gg.go.kr

도심 속 맑은 쉼터 물향기 수목원

※  물향기 수목원에는 매점과 식당은 물론 휴지통도 없다. 환경을 생각해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도록 했다. 간단하게 도시락

을 가져가면 식사 장소로 지정된 ‘숲속의 쉼터’에서 식사할 수 있다.

TIP ● 생태관광지의 관광 목적

우리는 배우고 체험하고 삶을 즐기기 위해 여행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한 자리에서 꿋꿋하게 삶을 살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독립적인 존재들, 나무들의 

군락지, 숲은 사람을 반겨주는 생태관광지이다.

TIP ● 물향기 수목원의 주제별 테마원

만경원

등나무, 담쟁이덩굴처럼 덩굴성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다. 기둥을 감아 오르는 덩굴성 식물의 특성을 활용해 만든 

터널을 지나면 자연에 빠진 듯한 행복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미로원

나무로 만들어낸 미로를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중앙까지 찾

아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은 물론 남녀노

소 누구나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단풍나무원

가을이 되면 붉은색 노란색 고운 자태를 뽐내는 단풍나무들

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

으며 추억을 남기기 좋다. 다양한 품종의 단풍나무가 많아 품

종별로 차이점을 찾아보는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습지생태식물원

생물다양성 유지, 온실효과 방지 등 지구 생태계에 주요 역

할을 하는 습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나무로 만든 길

을 따라가며 아름다운 습지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곤충생태원

식물의 친구인 곤충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비ㆍ장수풍뎅

이ㆍ사슴벌레ㆍ잠자리ㆍ물방개 등 다양한 곤충의 서식지와 생

활모습, 성장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유실수원

사과, 배처럼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

을 심어놓았다. 계절에 따라 다르게 열리는 과일을 관찰해보

고 나무는 어떻게 자손을 퍼뜨리는지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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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밥 나무가 살고 있는 한택식물원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식물원이다. 총 20여 만 평의 규모에 9천여 종에 

이르는 식물종을 보유하고 있다. 희귀, 자생, 염료, 약용식물을 식재하

여 보존, 관리하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

문 바오밥 나무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택로 2  031-333-3558  09:00~일몰시  

 4,000~8,500원  http://www.hanta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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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농촌테마파크는 농경문화 전시와 각종 체험장을 마련하여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가능하다. 어린이들의 자

연공부와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농촌 자연을 소재로 한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  031-324-4053       

 09:30~17:30(동절기~16:30)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휴무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 용인시민 무료  www.yithemepark.kr

자연을 즐기고 농촌을 배우는 용인농촌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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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농원은 서분례 전통식품 명인이 건강한 식재료를 

우리 전통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정성스레 키워내 하

나하나 고르고 다듬고 익혀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

는 곳이다.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332-17  031-673-3171  

 http://www.seoilfarm.com

구수하게 장 익어가는 서일농원

청국장 체험

1. 몸에 좋은 우리 콩에 대해 알아보기

2. 삶은 콩을 직접 맛보기

3. 삶은 콩을 발효(띄우기)시켜 보기

4. 청국장을 직접 만들어보기

5. 마무리

청국장은 사람에게 유익한 균이 고스란히 살아있어 건

강에 이로운 전통식품이다. 냉장 또는 실온에서 장기

간 보관시 발효가 진행되어 끈적해지고 곰팡이가 핀

다. 두고 먹을 경우 냉동보관하는 것이 좋다.

전통 두부 만들기 체험

1. 어처구니란 무엇일까?

2. 불린 콩을 맷돌에 갈기

3. 두유 만들기 및 시음

4. 순두부 만들기 및 맛보기

5. 모두부 만들기 및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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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시골 동네보다 규모가 큰 너리굴 문화마을에는 

총 6km 정도에 이르는 비봉산 종주코스 등산로와 가

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오솔길 산책로가 있다. 너리

굴 미술관은 총면적 120여 평, 높이 4.2m 규모로 국

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진 중견작가들

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예술인이 모여

있는 안성 내에서 전시 발표 공간 역할을 하고 있어 예

술가들의 집성촌 이라고 불릴 정도다.

미술관과 아트숍에서 예술작품을 한껏 감상하고 금속 

공방, 천연비누 공방, 도자기 공방 등 여러가지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방 

체험도 즐길 수 있다. 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전

통문화교실과 과학교실도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습의 장이 된다.

문화체험의 모든 것 너리굴 문화마을

안성시 보개면 너리굴길 100 (신장리 63-1)  031-675-2171  연중무휴  입장 무료/시설별 상이

 http://neorigul.com

남사당전수관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옛 대중문화인 남사당놀이를 공연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또한 남사당 인형과 풍

물을 소재로 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자연스럽

게 배울 수 있는 문화체험교실도 운영하여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여행지로 제격이다.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6-31    

 031-675-3925  토요상설 공연 운영(동절기 제외)

신명나는 선조들의 놀이문화 남사당 전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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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의 청계산과 백운산지역은 밀원이 풍부하고 꿀 재배에 필요한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져 있어 고품질의 벌꿀을 생산하기에 좋은 지역이다. 청계산 벌

꿀은 100% 자연의 향과 맛을 그대로 간직한 순수 벌꿀로 피로 회복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아미노산 등 이상적인 종합영양성

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식품’이라고 불린다.

의왕 꿀

이천은 옛날부터 땅이 기름지고 백성이 많았으며 부유한 농부가 많았

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촌이다. 점토 함량이 높은 마사토가 채워진 농

경지는 물조절이 쉽고 양분이 많아 벼농사에 그만이다. 또한 복하천 하

류에 있던 강창(江倉)에 모았다가 여주를 거쳐 한양으로 운반하는 수

송로까지 갖췄으니 임금님 상에 오른 햅쌀이 전국 어느 곳에서 온 쌀보

다 신선하고 기름졌을 것이다. 사람과 자연환경이 함께 만든 명작, 그것

이 바로 이천 쌀이다. 지금은 이천 쌀밥으로 9첩과 12첩 수라상 등 메

뉴를 개발하여 이천의 대표 맛으로 선보이고 있다. 자체 브랜드화하여 

이천쌀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매와 유통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다.

백암순대는 조선시대부터 만들어 먹던 토속음식으로 백암면 백암 5일

장을 통해 전통이 유지 보전되어 온 용인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이다. 백

암 순대는 다진 채소를 풍성하게 넣어 일반적인 순대보다 순대의 잡맛

이 덜하고 담백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부 지역 먹거리

이천 쌀밥

용인 백암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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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배는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저장력 또한 강해 궁중에 진상

되기도 했던 한국배의 대명사이다. 과피가 곱고 크기도 커서 선물용으

로 안성맞춤이다. 안성시에서는 원활한 배 수확을 위해 품종 다양화를 

시도하는 등 안성 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우시장 덕분에 수원에서는 질 좋은 소고기를 쉽

게 접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소갈비가 발달하였다. 양념소스를 발라 구

워내는 양념갈비와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생갈비구이, 커다란 갈비뼈

를 넣어 만든 갈비탕이 유명하다.

오산은 고려시대 수원부에 속해있을 때부터 도성으로 진입하려는 적을 막아내는 군

사적 요충지였다. 임진왜란 이후 오산에 남아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는 사람

이 많았다. 그들이 모이면 즐겼던 놀이가 바로 윷놀이(척사)였다. 척사대회가 

열리는 잔칫날 콩죽을 쑤어 태안에서 가져 온 소금 가마니에 흘러내린 간

수를 붓고 두부가 굳기를 기다렸다. 국밥 말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함

께 등장했던 것이 바로 두부를 이용한 두부전골이었다.

안성 배

수원 갈비

오산 두부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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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사당은 조선 후기에 장터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곡예, 춤, 노래를 공연했던 집단으로 전문 공연예술가들로 결성된 우리나

라의 대중연예 집단이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바우덕이의 예술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시작되어 우리나라 

전통을 소재로 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031-678-2511 / 2515

주최 : 안성시 바우덕이축제 위원회

개최장소 : 안성맞춤랜드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를 필두로 혜경궁 홍씨 진찬연 등의 재현 행사, 그리고 수원천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수원사랑 등불축제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열린다. 수원 화성 곳곳에서 재현 행사가 열려 조선시대의 모습을 상상하며 즐길 수 있다.

 031-290-3600

주최 :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개최장소 : 연무대 등 수원화성 일원

남부 지역 축제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수원화성문화제



87

남

부

평택호 물빛축제

평택호 문화 예술 축제와 함께 풍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불꽃놀이, 오케스트라 공연, 체험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낮에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부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저녁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031-8024-8687

주최·주관 : 평택시, 평택예총, 평택문화원

개최장소 : 평택호 관광단지

가을목동페스티벌

안성팜랜드에서 30만평의 광활한 초지를 배경으로 어린이 및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을 위한 가축먹이주기, 바람개비/연날리

기, 대나무 활쏘기 체험, 전통민속놀이, 편자/고리던지기 등의 상설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도그쇼, 복화술 인형극, 승마퍼

레이드, 면양레이싱, 팜팜 오감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031-8053-7979

주최·주관 : 농협안성팜랜드

개최장소 : 안성팜랜드

평택호 물빛축제 가을목동페스티벌

경기남부 여행하기 좋은 시기

경기남부 여행은 자연과 인문지리가 수도권, 서울과의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붐비는 행락철이나 휴가철

이 아닌 한가한 틈에 답사나 가벼운 산책 나들이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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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지역 숙박

경기지역의 역사적인 도시인 수원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비즈니스와 

금융, 쇼핑의 중심지에 240실의 객실과 무료인터넷, 첨단 편의시설

을 갖추고 있다. 수원역, 수원화성, 행궁과 가까워 수원여행의 정수

를 즐길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031-230-5000

레이크힐스 안성리조트는 골퍼를 위해 조성된 골프장과 호텔  

(골프텔)을 겸한 골프리조트이다.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349-61

 031-660-7453

 http://www.lakehills.co.kr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레이크힐스 안성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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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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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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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마크호텔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1  031-202-3773  www.landmarkhotel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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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와 바다를 한눈에 아우르고 일출과 일몰을 한 곳에서 조망할 수 있

는 곳이다. 휴양지, 가족 나들이, 워크숍, 단체 세미나 등에 알맞은 장

소로 평택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39-15

 031-683-8899

 http://hotelgrandkorea.com

한옥 숙박과 전통문화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한옥체험마을이

다. 한옥 짓기를 업으로 삼는 주인이 짓고 운영하는 다섯 채의 

한옥이 모여 있는 이곳은 숙박 뿐 아니라, 한옥 짓기 체험 등 다

양한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

용인시 처인구 예직로 24-28

 031-332-2914

 http://yejik.co.kr

평택호그랜드호텔

예직한옥체험마을

호텔리젠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59  031-246-4141

호텔코리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75번길 62  031-221-5678   www.koreatouristhotel.com

호텔리츠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34번길 44-11  031-224-1100  www.hotelrit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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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만나는 
지구의 역사 북부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은 깊은 협곡과 현무암 주상절리, 용암대지, 폭포, 하식동굴 등 화산활동과 침식지형

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임진강과 한강하구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지켜졌다. 

다양한 겨울철새를 볼 수 있는 곳으로 평화관광의 미래를 꿈꾸는 곳이다.

재인폭포

교동가마소

화적연

비둘기낭 폭포

당포성

좌상바위

구라이골

은대리판상절리

아우라지 베개용암

동막골 응회암

동막골 유원지

DMZ

태풍전망대

DMZ 생태연구소

캠프그리브스DMZ체험관

감악산 출렁다리

평화누리길

임진강 생태탐방로

율곡습지공원

장항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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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그리브스

장항습지

포천

동두천

파주

김포

양주

연강나룻길

생태탐방로

임진각

평화누리길

한탄강오토캠핑장 은대리판상절리

태풍전망대

고대산

재인폭포

비둘기낭

교동가마소

화적연

당포성

좌상바위

구라이골

아우라지베개용암

동막골응회암

연천

DMZ생태연구소

율곡습지공원

감악산출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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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은

과학적 중요성·희귀성과 더불어 아름다움과 교육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또한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

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특정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은 한탄강과 임진

강을 따라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폭포 등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펼쳐진 현무암 협곡 지역으로 

연천군에서 포천시까지 총 20개소의 지질명소로 이루어져 있다.

현무암 주상절리는 대부분 바닷가에서 나타나지만, 이곳에서는 강 주변에서 볼 수 있어 국내 뿐 아니라 세

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예에 해당한다. 특히 포천과 연천 일대의 한탄·임진강 적벽지역에는 작은 폭포, 주

상절리, 판상절리, 못 등 다양한 지형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 중 ‘대교천 현무암협곡’은 천연기념물로 지

정되어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한반도의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시대의 암석들을 

살펴볼 수 있어 뛰어난 경관과 더불어 학술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세계적인 지질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북쪽엔 지질공원이 있어요.

당포성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

남계리 주상절리

차탄천 주상절리

전곡리 유적 토층

좌상바위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동막골 응회암

백의리층
재인폭포

구라이골

대교천현무암협곡

고남산 자철석광산
지장산 응회암

교동 가마소

비둘기낭 폭포

멍우리협곡

화적연

아트밸리와 포천석

백운계곡과 단층

TIP ●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

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한탄·임진강 지질공원과 한국의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

koreageoparks.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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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漢灘江)가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 100m, 너비 30m, 높이 18m이다. 다른 폭포와는 달리 평지가 

움푹 내려앉아 큰 협곡이 생기면서 폭포가 생겼다. 폭포 위에는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용소(龍沼)가 있다.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1

중생대 용암이 만들어 놓은 신비 재인폭포

지질공원

생물 고고

역사 문화

지질
지형

지질유산 보존

교육·관광

지역발전

인식제고

친환경적 활용

경제효과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개발전략과 계획이 중요

TIP ● 지질공원이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부터 지구역사에 있어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시키고자하는 

필요에 의해 대두되었고, 2004년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차츰 일반에게 알

려지기 시작했다.

지질공원은 단순히 지질을 
다루는 것이 아닌, 주민 중심의 

활동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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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가마소는 한탄강의 지천인 건지천을 따라 역류한 용암이 식어서 굳은 곳이다. 교동가마소는 주상절리의 틈

을 따라 차별 침식이 일어나 돌개구멍이 발달하는 등 그 모습이 마치 수많은 솥들을 엎어놓은 것과 유사하다고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포천시 관인면 중리 290

자연이 빚은 가마소 교동가마소

TIP ● 한탄강 협곡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27만 년 전, 북한 평강지역 오리산에서는 10회 이상의 화산폭발이 일어났다. 분출된 용암은 한탄강의 물길을 메우고 연천을 

거쳐 임진강의 하류인 파주까지 95km를 흘러내렸고, 총 641㎢의 대지를 덮어 용암평원을 이루었다. 용암으로 형성된 대지

는 식으면서 응고와 축소를 반복하였고 4각 또는 8각의 기둥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비가 내리면서 용암평원

의 중앙이나 화강암과 편마암의 경계가 약한 부분이 침식되었고, 그중에서도 길이 막힌 용암지역의 가운데 부분이 주로 침

식되면서 골짜기 양쪽이 모두 수직 적벽으로 이루어진 협곡이 생성되었다. 이후 서로 지질이 다른 암석들의 경계면을 따라 침

식작용이 거듭되면서 화강암이 있는 지역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현무암이 있는 지역은 급한 경사를 이루어 비대칭형 계

곡으로 형성되었다.

①용암이 분출하고 용암대지가 형성된다.  ②용암이 흘러 물길과 대지를 덮는다.

③강이 흐르고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협곡이 만들어진다.  ④기둥들이 허물어져 내리는 지속적인 침식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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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연은 한탄강의 강물이 휘도는 아름

다운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 기암으로 강

물과 주변 석벽 및 자연식생이 함께 어우

러져 비경을 이루고 있다. 하천이 휘돌

아가며 형성된 깊은 연못과 그 수면 위로 

거대한 화강암괴가 13m나 솟아오르면

서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짙은 색

의 현무암 절벽과 밝은 색의 암주, 짙푸

른 빛의 물이 서로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

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포천 한탄강의 8경 중 하나로, 비둘기 

둥지와 같이 움푹 파인 낭떠러지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 예로부터 겨울이

면 수백마리의 산비둘기가 서식해 비둘

기낭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15-2

아름다운 화강암바위 화적연

바위와 물이 그린 신비 비둘기낭폭포

TIP ● 지질명소 해설 안내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 해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 포천(5~11월), 연천(3~12월)

포천시청 문화체육과   031-538-3025  |  연천군청 전략사업실   031-83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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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가 남긴 흔적 당포성

사적 제468호 당포성은 고구려시대 임진강변에 돌로 쌓은 

평지성이다. 당포성은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높은 수직 절벽이 끊어진 지점에 구축되어 있다. 

임진강의 물길이 만들어낸 수 km에 달하는 수직절벽은 현

무암 주상절리로 되어 있는데, 높이 20여 미터에 달해 별도

로 성벽을 쌓지 않더라도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자연 성벽 역

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지로 연결된 부분만을 돌로 쌓

았는데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을 이용하였다. 이

러한 점은 연천일대 고구려 성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

궁평리 마을의 수호신 좌상바위

좌상바위는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중생대말 백악기시대에 형

성된 장탄리 현무암으로 땅속에서 지표로 이어진 용암통로에 용

암이 굳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궁평리 마을 좌측에 위치

한다고 해 좌상바위라 불리며 오랜 세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

지고 있다.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산12 일원

한탄강이 간직한 비경 구라이골

구라이골은 ‘굴’과 ‘아이’의 합성어로 ‘굴바위’라고

도 불리며 수풀이 우거지는 여름철에 협곡이 굴처

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탄강 구간에서 

용암류 단위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지점 중 한 

곳이다.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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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체험 학습장 은대리판상절리

차탄천을 따라 역류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

졌다. 그러나 은대리 지역은 한탄강과 임진강

에 쉽게 관찰되지 않는 수평 및 방사상의 절리

가 관찰되어 다른 매력을 지닌다.

용암이 물속에서 급격히 냉각되어 생성된 베개 모양의 암체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륙에서 발견되는 구조이다. 방

사상으로 쪼개진 형상으로 물과 접한 표면은 빠른 냉각으로 유리질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용암이 옛 한탄강을 따

라 흘렀음을 알 수 있다.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09-8 일원

육지에서 보기 힘든 지질자원 아우라지 베개용암

TIP ● 한탄강 지질 트레일 코스

한탄강 지질 트레일 코스는 한탄강벼룻길(부소천 협곡 – 멍우리 협곡 – 비둘기낭 폭포)에서 출발하여 총 6.2km를 걷는다. 

(소요시간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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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막골 응회암은 경기도 연천읍 동막리 일대에 분포하는 지질명소이다. 응회암은 화산 폭발시 공중으로 날린 화산

재가 떨어져 굳은 암석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막리 응회암은 이 부근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

거이다. 지장봉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이 응회암을 침식시켜 용바위, 거북바위 등 다양한 지형 경관을 만들어

내 방문객들은 자연이 빚은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시간이 쌓아올린 예술품 동막골 응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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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막골 유원지는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연천 동막계곡을 따라 조성되어있다. 이곳은  수심이 대부분 얕아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유원지 인근에 여름에는 찬 공기가, 겨

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풍혈지역이 위치해 있어 물놀이 이후에 신비한 지질체험도 할 수 있다.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동막계곡  031-834-2061

동막계곡이 만들어놓은 가족휴식지 동막골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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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는 휴전협정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둔 완충지대이다. 안보관광을 넘어 

전쟁과 분단의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과거의 아픔을 느끼고 미래 평화통일에 꿈을 더하고 마음을 모으는 계기

를 마련하여 모든 세대에게 의미 있는 평화, 생태관광지가 되고 있다.

민간인 통제구역을 포함한 DMZ는 산악지대 생태계, 내륙습지, 그리고 담수 및 해안 생태계가 함께 존재하는 생

물·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국제적 보호종 뿐 아니라 많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이 서식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나 두루미류의 서식처 및 이동경로가 됨으로써 생물종다양성 유지를 위해 

국제적으로도 깊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생명, 평화 역사가 숨쉬는 DMZ(Demilitarized Zone)

태풍전망대는 비끼산의 가장 높은 수리봉에 위

치한다. 휴전선상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유명하여 북한 땅을 볼 수 있다. 전시관에는 북

한의 생활필수품과 일용품, 휴전 이후 이용한 침

투 장비 일부가 전시되어 있다.

연천군 중면 군중로 892번길 464  

 031-839-2061  09:00~16:00

 http://tour.iyc21.net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 태풍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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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생태학교

들꽃생태학교는 금강초롱꽃, 왜솜다리, 비로용담 등 DMZ주변의 가치 있는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

는 학교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민통선 들꽃기행, 생물 피라미드, 먹이 사슬 등 자연생태계의 이해를 돕는 놀

이가 중심이 된다. 이 밖에도 나뭇잎 탁본 놀이, 나무목걸이 만들기 등을 통해 자연 가까이에서 자원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철새 생태학교

DMZ와 임진강 유역은 인간의 간섭이 거의 없는 독특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겨울 철새들의 이동 통로 및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철새생태학교를 찾은 학생들은  독수리, 흰꼬리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등 멸

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과 수많은 겨울철새들을 직접 만나고 새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파주시 광인사길 17   031-955-1550   www.dmz.or.kr

DMZ 원시생태계를 지키는 DMZ 생태연구소

DMZ들꽃생태학교

- 초등학생 과정 / 중·고등학생 과정

- 매년 4월 ~ 10월 평일 중 택 1(08:30 ~ 16:30)

DMZ철새생태학교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철새 관찰

- 초등학생 과정 / 중·고등학생 과정

- 매년 10월 ~ 4월 평일 중 택 1(08:30 ~ 16:30)

자연감수성학교 

- 자연에서 감각과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 매년 월 ~ 토요일 택 1(09:00 ~ 12:00)

TIP ● DMZ 생태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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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후 50여년간 미2사

단 506보병대대가 주둔해오다 1997년 미군의 철수 이후 

2007년 8월 한국정부에 반환되었다. 국내 최초 민통선

내 숙박체험시설로 평화, 생명, 역사를 주제로 DMZ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대를 배경으로 한 KBS드

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백연리 357-1)

 031-953-6970   http://www.dmzcamp131.or.kr

민통선 안에서 보내는 하룻밤 캠프그리브스DMZ체험관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가는 길

자유로 IC, 문산 임진각 방면→통일로→마정리→마정로→통일대교

(예통)→통일촌삼거리에서 해병대파로비, 제3땅굴 방향으로 좌회전

→약 1.2Km 직진 후 왼편→캠프그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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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적성면에 위치한 감악산 출렁다리는 국내 산악에 설치된 현

구교 중 가장 긴 보도 교량이다. 자연속에 인공미를 더해 빼어난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출렁다리에서 내려다보이

는 계곡과 폭포에 숨겨져 있는 경치는 상상만으로도 설레임을 가

져다 준다.

적성면 설마리 48-6 (감악산 설마리 계곡과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국내 최장 감악산 출렁다리

대상(테마) 주요 프로그램

청소년

나라사랑

•DMZ 1129(워크북 활용, 민북관광지 견학 및 미션 수행 프로그램)

•불후의 명작(전쟁 영화의 다음 장면을 상상하여 스톱모션 무비 만들기)

•나라사랑 콘서트(1사단 장병들의 안보교육 및 뮤직콘서트)

※ 나라사랑 콘서트는 주중 프로그램으로 민통선내 상황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자연생태

•생명이 숨쉬는 DMZ(임진강과 주변습지, 초평도 생태체험 등)

•DMZ VIP 프로그램(DMZ생태문화교실, 만들기체험, 자원봉사 활동 등)

※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평화통일

•통일기원 미니 장승·솟대 만들기

•도전 DMZ 골든벨

•평화기원 리본달기, 부엉이 위문편지쓰기

수련활동

•특급전사 선발, 간식획득 복불복, 전략 도미노

•캠프그리브스 축제(레크리에이션, 그리브스 레크 포크댄스, 미니올림픽 등)

•Dream Making Zone(자유-초등·평화-중등·통일-고등)

※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

리더십 •컬러 리더십(리더십분석), 장군의 조건(스피치커뮤니케이션), 구령법, 회의진행법

대학생·성인

•평화누리길 걷기 체험(파주, 연천, 김포, 고양)

•DMZ 자전거투어, DMZ 철책선 걷기

•전략 도미노

•캠프그리븟 축제(레크리에이션)

선택체험활동(공통) DMZ 초콜릿 만들기, 서바이벌게임, DMZ 티셔츠만들기, 탈북예술인특강

안보역사관광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도라산평화공원, 허준선생묘, 덕진산성, 임진각평화누리

※ 일부 프로그램은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민통선내 현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0명 이상 단체 예약 가능 / 예약문의 031-953-6981

TIP ● 캠프그리브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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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8일 개장된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시 · 군을 잇는 대한민국 최북

단 도보길이다. 총 12개 코스, 191km의 길로 김포 3코스, 고양 2코스, 파주 4코스, 연천 3코스로 구성되어있다. 

하나의 코스당 길이는 보통 15km 내외이며 도보로 약 4~5시간 소요된다. 마을 안길, 논길, 제방길, 해안철책, 

한강 하류, 임진강 등 다양한 환경과 역사유적이 산재해있는 길로 이루어져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여행자는 해

당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다.

통일염원을 간직한 평화누리길

�¥

�¥

�¥

�¥

�¥

지척이 북한땅
조강 철책길 8㎞

염하강 철책길
15.4㎞

한강철책길 15㎞

철새관찰

김포

평화누리 1길(염하강 철책길) 14km 4시간소요

평화누리 2길(조강 철책길) 8km 3시간 20분소요

평화누리 3길(한강 철책길) 15km 4시간 10분소요

김포

고양

연천

파주

고양

평화누리 4길(행주나루길) 11km 2시간 40분소요

평화누리 5길(킨텍스길) 13km 3시간 30분소요

주상절리

고양 평화누리길

출판도시길 10㎞

헤이리길 21㎞

킨텍스 길 13㎞

행주나루길 11㎞

반구정길 13㎞

율곡길 17㎞

평화누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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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랑포길 24㎞

남북의 교류를 염원하는 길

임진적벽길 19㎞

통일이음길 24㎞

연천

평화누리 10길(고량포길) 24km 6시간 40분소요

평화누리 11길(임진적벽길) 19km 5시간 30분소요

평화누리 12길(통일이음길) 24km 7시간 10분소요

파주

평화누리 6길(출판도시길) 10km 2시간 50분소요

평화누리 7길(헤이리길) 10km 2시간 50분소요

평화누리 8길(반구정길) 13km 3시간 40분소요

평화누리 9길(율곡길) 17km 4시간 20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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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생태탐방로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통일대교, 초평도, 임진나루를 지나 율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9.1km의 구간으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 코스이다. 철책이 설치되고, 민간인을 통제하던 순찰로로 활용되었던 

곳을 임진강을 따라 걷는 생태탐방로 구간으로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였다. 아직까지는 시범 개방기간이라 출입절

차와 시간 및 인원의 제한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라 탐방객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

44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임진강 생태탐방로

TIP ● 임진강 생태탐방로에서는

생태탐방로에서는 재두루미, 독수리, 쇠기러기 등 겨울철새가 월동하는 ‘초평도’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으며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정취를 맘껏 느낄 수 있는 율곡습지공원과 율곡수목원이 있다. 평화누리 8코스,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

계하며 돌아볼 만하다.

TIP ● 임진강 생태탐방로 운영안내

코스안내 : 임진각→통일대교→초평도→임진나루→율곡습지(약 9.1km, 3시간 소요)

참가인원 : 150명 이내 ※10인 이상 신청 시 출입 허가

참가대상 : 초등 고학년(4~6)~성인 ※만 12세 미만 참가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

참가신청 : 홈페이지 사전신청(http://imjingang.walkyourdm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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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습지공원은 버려져 있던 습지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생태공원이다. 봄이면 유채꽃이 피고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피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임진강 인근 평야에 조성되어 고향의 정겨운 시골풍경

을 떠오르게 한다. 넓은 꽃밭과 습지에 피어있는 연꽃 군락지, 억새, 옛 농기구가 있는 초가집, 높이 솟아 있는 솟

대들, 삐뚤빼뚤 재미난 모양의 장승과 물레방아 등이 정감을 자아낸다. 연꽃 군락지에서 시원하게 물을 뿜어내는 

분수가 인상적이고, 초가 원두막, 그네 등 곳곳에 쉼터가 있어 쉬어가기 좋다. 매년 열리는 코스모스 축제는 파주

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알려졌다. 백만 송이에 이르는 코스모스 꽃밭에서 윷놀이, 투호 등 전통놀이와 먹거리, 

각종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평화누리길 9코스의 시작점이고, 임진각평화누리공원까지 생태탐방로도 조성되

어 있어 도보여행 코스로 좋다.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190-1

도보여행 코스로 좋은 율곡습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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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의 천국 DMZ

다양한 종류의 희귀조류들이 DMZ일원을 찾아오는 이유는 남

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DMZ일원은 철

새들의 피난처나 잠자리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민통선 일원에는 새들에게 좋은 먹이터가 되는 농경

지가 많다. 또한 하천주변에 발달한 습지와 수중생태계가 자

연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먹이가 풍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역에는 삼각주와 범람원, 먹이

식물인 새섬매자기군락, 그리고 농경지가 많아 재두루미, 개

리, 큰기러기 등이 서식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DMZ를 찾는 철새들

오두산통일전망대

파주출판도시

한강하구재두루미도래지

공릉천하구습지

산남습지

도라산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

장단반도

임진각관광지 화석정

황포돛배

성동습지

장항습지

주요습지

48

1

3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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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포돛배

은대리거미서식지

태풍전망대

38

3

37

43

습지와 철새

습지란 하천·연못·늪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으로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 항상 수분이 

유지되고 있다. 흔히 '생물의 슈퍼마켓' 또는 '자연의 콩팥'이라고 불리는데 육상과 수

중 생태계가 만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이나 산란, 자연정화, 

물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DMZ일원은 문산습지, 성동습지, 장단반도습지, 초평도습지, 장못, 조개못, 샘통습

지 등 다양한 습지가 발달하여 물새들에게 좋은 먹이터와 피난처가 되고 있다.



임진강 하류의 최대 퇴적지인 초평도는 큰 섬이자 

습지이다. 섬 둘레에 사시나무와 갯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섬 가장자리 얕은 물가에서는 재

두루미, 흰꼬리수리, 독수리 등을 볼 수 있다. 인

근에 황복의 산란처인 자갈 여울이 있다.

초평도

임진각습지는 통일대교 상하로 길게 형성된 지역으로 갯벌 

가장자리와 강안 농경지 사이에 갈대와 물억새가 군락을 이

루고 있으며, 통일대로 남쪽 아래에는 낙지다리 군락지가 있

다. 개리, 큰고니,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 다양한 멸종위기

조류를 관찰할 수 있다.

임진각습지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억

새와 갈대가 대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 주변

에 넓은 농경지와 독수리 월동지가 있고, 흰꼬리

수리, 재두루미, 큰기러기떼, 철책 바깥으로 뛰

어다니는 고라니를 쉽게 볼 수 있다.

장단반도

장단습지와 마주보고 있는 문산습지는 다양한 철

새들이 쉬어가는 휴식처이다. 문산대교 아래로 

물억새와 갈대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새섬매자기와 같은 기수성 식물이 늘어나면서 개

리, 큰기러기 등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문산습지

임진강 하구의 주요 습지

임진강 주요 철새들

재두루미  White-maped crane_ 두루미목 두루미과

회색의 몸과 붉은 뺨 주위가 특징인 재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6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이다. 주로 갯벌, 습지, 농경지에서 겨울을 나며, 벼, 보리, 풀씨나 

기수식물의 뿌리를 먹는다. 우리나라에는 10월 하순에 찾아와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지내고 한겨울에는 일본 큐슈 가고시마현 이즈미시로 이동하는데, 이동하지 않고 계

속 남아 월동하는 개체군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DMZ 내에 안전한 서식처가 확보

되어 있고, 적설량이 감소해 먹이 확보가 유리한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릉

천 하구습지에 천연기념물 제250호로 지정된 재두루미 도래지가 있다.

두루미목

북

부

110



두루미  Red-crowned crane_ 두루미목 두루미과

지금은 전 세계에서 2,4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다. 주 번

식지는 중국, 일본, 한국 세 곳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는 10월 하순부

터 주로 철원, 연천, 파주, 강화지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천

지역에서는 중면 횡산리 빙애여울과 삼곶리 장군여울에서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휴식을 취하며, 부근의 율무밭과 다락 논을 먹이장소로 이용한다.

기러기목

쇠기러기  Greater White-fronted Goose_ 기러기목 오리과

우리나라를 찾는 가장 흔한 겨울철새이며, 임진강에는 9월에서 10월 사이

에 찾아오기 시작한다. 저녁 무렵에 큰 무리를 지어 강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낮에는 농경지로 날아와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먹이를 찾는다. 낙곡이 많이 

떨어진 논을 좋아하고, 임진강 주변 농경지나 도로가에서 쉽게 볼 수 있으

며, 문산대교에서 초평도까지 임진각 일대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볼 수 있다.

개리  Swan Goose _ 기러기목 오리과

겨울철새인 개리는 10월경에 한강하구를 찾아와 머물다가 12월에서 1월 사

이의 한겨울에는 남쪽으로 더 이동하며, 2월경에 다시 한강하구를 찾아온다. 

개리는 거위와 비슷하게 생겼다. 개리의 특징인 목 앞쪽의 밝은 갈색과 뒤쪽

의 어두운 갈색이 목의 중앙을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이런 특징은 지금

의 거위에게도 남아있다. 거위와 차이를 보이는 날렵한 부리는 부드러운 흙을 

파헤치면서 먹이를 찾는 습성 때문으로 보인다. 한강하구의 기수식물인 세모

고랭이와 새섬매자기의 알뿌리를 주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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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기러기  Tundra bean Goose _ 기러기목 오리과

크기가 80~90cm, 체중은 2~4kg으로 기러기류 중에서 큰 편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암갈색을 띠며 목을 따라 줄무늬가 보인다. 배는 연한 갈색으로 

검은색의 가로 줄무늬가 있다. 부리는 오리에 비해 두툼하고 끝이 뾰족하다. 

부리 기부는 검은색이나 끝부분은 주황색을 띤다. 배 뒤쪽은 흰색이며 날아

갈 때 꼬리 부분에 흰색과 검은색 띠가 교차해 보인다. 

장항습지에서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흔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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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습지는 한강하구의 상류부분에 위치하여 바닷물보다는 강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산대교와 김포대교 사

이에 모자 모양으로 생긴 버드나무 군락과 갯벌을 포함하고 있는 습지로 고양시 신평동, 장항동, 법곳동에 걸쳐있

으며 갯벌을 사이에 두고 김포시 걸포동 등이 위치해 있다.

장항습지의 버드나무 군락은 우리나라 최대를 자랑하는 곳으로 면적은 2.7㎢(110만평)이며 7.6km 가까이 자유

로를 따라 펼쳐져 있다. 겨울철에는 많은 수의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이 찾아와 장관을 이루며, 여름철에는 저어

새와 해오라기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장항동 일원(신곡수중보~일산대교 구간)

강과 바다의 자연스러운 만남 장항습지

TIP ● 버드나무와 말똥게

장항습지는 우리나라 강하구의 기수역 생태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하천 생태계를 대표하는 버드나무군락(선버들)과 바다 생

태계를 대표하는 게(말똥게)가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선버들과 말똥게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선버들의 푸른 잎은 말똥게의 주요 먹이이며, 말똥게는 잎을 먹어 소화시키고 똥을 누어 비료로 되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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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암리습지

산남습지

장항습지

임진강

한강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갈대

해수역 뿐만 아니라 주변의 펼쳐진 갯벌

과 염습지에서 갈대밭은 천연성의 조화

와 왕성한 생산력을 보여준다.

청둥오리

집오리보다 좀 작아 몸길이 50~70cm정도이다. 수컷은 번식기

에 몸 빛깔이 화려하게 바뀌는데, 머리는 광택이 나는 녹색이고, 

목에는 흰색 테두리가 있으며, 가슴은 자줏빛 나는 밤색이다.

북

부
고라니

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며 물사슴

이라고도 부른다. 한강하구와 비무장지

대에서 많이 서식한다.

TIP ● 탐방 신청

탐방 프로그램은 전문 자연환경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습지를 돌아보고 생태계를 관찰하는 체험교육으로 진행된다.

월~금요일 하루 두 차례(오후 1시~3시, 3시~5시), 40명/회 80명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와 한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031-790-2852),장항습지탐방지원센터

(031-906-281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장항습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신청은 10일 전까지 신청

해야 탐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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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이동면의 왕갈비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향토음식이다. 포천의 이

동 이름을 따서 이동갈비라고도 하고 갈비살을 이어 붙여서 연결시켜 

만든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 포천의 이름난 관광지인 산정호수, 백운계

곡, 국망봉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양념에 하루 재워 숯불에 굽는 이동갈

비는 뿌리치기 힘든 대표음식이다.

이동막걸리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하던 술을 빚던 양조

장 터에서 제조하여 유서가 깊다. 예부터 산세가 좋고 물이 

깨끗한 백운산 계곡의 맑은 물로 제조한 이동막걸리는 타 지

역 막걸리에 비해 뒤끝이 깨끗하고 달큰하며 걸쭉한 맛으로 

유명하다.

북부지역 먹거리

포천 이동갈비

대규모의 호화 관광시설이나 여가 시설 등은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기 때문에 자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곤 한다.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최소한의 교통수단과 민박이나 텐트를 이용하는 배낭여행, 민박 여행, 장거리 여행 등을 즐기는 것이 자

원을 아끼는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이라 할 수 있다.

포천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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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서는 친환경 재배 농법 교육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사과를 개

발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최북단에서 생산

되는 연천 사과는 큰 일교차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 당도가 높고 육

질이 단단하다.

파주, 연천지역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기 때문에 어느 고장보다 수

자원이 풍부하고 상류에 오염원이 없어 이곳에서 잡히는 민물고기는 믿

고 먹을 만하다. 특히 낮은 수온에서 자라 쫀득한 민물고기와 걸쭉한 양

념이 빚어내는 얼큰한 맛이 일품이다.

포도로 유명한 김포에서는 매년 가을 초입마다 김포 포도 직거

래 장터는 포도의 진한 향과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자

리이다. 또한 포도주 담그기 체험, 수확체험, 포도모양 떡 만

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포도 관련 먹거리 장터도 같이 

열려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연천 사과

임진강 민물매운탕

김포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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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 고양국제꽃박람회

1997년 첫 개최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15년 9회 꽃박람회에 이르기까지 57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하며 대

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화훼박람회로 성장해 오고 있다. 30개국 320여개의 화훼 관련 기관, 단체, 업체가 참가하여 

각국의 화훼류와 화훼 신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쉽게 볼 수 없는 희귀 식물 전시, 화훼 조형 예술로 꾸며지는 실내 정원, 다채

로운 야외 테마 정원, 화훼 문화 체험 프로그램, 꽃꽂이 경진 대회 등 꽃 문화 행사, 풍성한 공연·이벤트, 농가가 직접 재배하

여 판매하는 화훼 판매장 등 오감이 즐거운 꽃 문화 축제로 펼쳐진다.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031-908-7750~4  http://flower.or.kr

주최·주관 : 고양시, (재)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장소 :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는 연천 전곡리 유적 및 전곡읍 일원에서 구석기문화와 선사문화를 교육, 놀이, 체험을 통해 배우고 즐

기는 에듀테인먼트형 축제이다. 세계의 선사문화를 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워보는 선사체험국제 교류전과 전곡리고고학 아카

데미, 구석기인들의 삶을 재연한 구석기 퍼포먼스와 구석기바베큐, 연천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농경생활 문화체험, 연천농

특산물 판매장 등 가족참여형 축제로 문화와 지역의 특수성이 잘 표현되는 세계 최대의 선사문화축제이다.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  031-839-2561~3,2568  http://festival.goosukgi.org

주최·주관 : 연천군,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

행사장소 : 연천 전곡리 유적 및 전곡읍 일원

북부 지역 축제

알록달록 고양국제꽃박람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117

북

부

파주 장단콩축제

가을이 깊게 무르익어 가면 파주 임진각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웰빙축제로 자리매김한 파주장단콩축제가 열린다. 파주시가 ‘

파주장단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11월 콩 수확시

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있다. 파주장단콩은 예로부터 맛과 영양이 뛰어나 임금님께 진상되었고 20세기 초에는 우리나라 콩 

장려품종으로 뽑혀 전국에 보급되기도 하였다. ‘관람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파주장단콩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및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  031-940-5288,5281  http://tour.paju.go.kr

주최·주관 : 파주시, 파주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 NH농협 파주시지부

행사장소 : 파주 임진각 광장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도서잔치이다. 어린이 백일장, 창작 그림책 공모전, 그림동화 공모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테마전시와 어린이 퍼레이드 등의 전시, 공연 프로그램, 출판도시 플리마켓, 거리 마임 공연, 도서 전시, 판매 및 

야외부스 프로그램, 입주사 오픈하우스 등이 운영된다.

파주시 회동길 145  031-955-0050  www.pajubfc.org

주최·주관 : 출판도시문화재단

행사장소 : 파주출판도시

파주 장단콩축제 파주풀판도시 어린이책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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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지역 숙박

파주 감악산펜션은 반딧불이와 별이 빛나는 야경과 맑고 깨끗한 숲속 

공기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감악산, 임진각평화누리, 제3땅굴 등 인

근에 다양한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어 파주를 찾는 이들이 편리하게 묵

어갈 수 있다.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15-8  031-958-9092

박달산과 호수를 배경으로 한 자연 속의 4계절 종합휴양지이

다. 부대시설로 승마장, 야외수영장, 눈썰매장, 보트장, 행글

라이더, 이색자전거, 운동장, 사우나, 찜질방 등을 갖추고 있

으며 바비큐파티와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남녀노

소 모두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877  031-949-7717

파주 감악산펜션

파주 힐링캠프

엠블호텔 고양은 북부권의 유일한 특급호텔로서 비즈니스 고

객에게 최적의비즈니스 환경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20  031-927-7700

 www.mvlhotel.com/goyang

엠블호텔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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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평야를 휘감아 흐르는 한탄강이 보이고, 뒤로는 자

은산의 정기가 내려오는 자연합일의 경관 안에 자리한 한

옥스테이다. 역사성과 청정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인기 

있는 숙박지이다. 식당과 카페, 숙박, 캠핑장을 함께 운

영한다.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339-10

  031-834-8383

경기도 파주시 위즈호텔은 객실 내 노천탕 및 히노끼, 수

영장, 스파시설, 습식 사우나 등이 갖추어져 있는 호텔이

다. 임진강 및 통일동산 등을 전객실 발코니에서 볼 수 있

어 눈과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해준다.

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20-45

  031-949-9046

조선왕가호텔 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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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있는 수목원·식물원

지역 이름 위치 연락처

동부

율봄식물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태허정로 267-54 031-798-3119

산들소리수목원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59번길 48-31 031-574-3252

아라크노피아생태수목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로 316 031-576-7908

석화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304번길 
39-3

031-574-8671

양평들꽃수목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수목원길 16 031-772-1800

산귀래별서식물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031-772-6038

허브힐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황발1리 2-6번지 031-866-7672

해여림빌리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해여림로 78 031-882-1700

서부
용도수목원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산 32-20 031-313-9090

안산식물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13 031-481-3168

남부

서울대공원식물원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02-500-7338

천지식물원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67-3 02-502-1311

부천시립식물원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0 032-625-2810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 031-293-0319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80 031-473-0071

물향기 수목원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221 031-378-2161

한택 식물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택로 2 031-333-3558

북부
허브랜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20-16 031-975-0929

허브아일랜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947번길 35 031-535-6494



경기도에 있는 휴양림

지역 이름 위치 연락처

동부

용문산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약수사길 78-14 031-775-4005

설매재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로 510 031-774-6959

국립 산음 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 031-774-8133

국립 중미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로 1152 031-771-7166

칼봉산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안로 454일원 031-582-9401

강씨봉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논남기길 520 031-8008-6611

청평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로 2246번길 8-6 031-584-0528

가평 축령산잣나무숲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031-592-0681

국립 유명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031-589-5487

남부
용인자연휴양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220 031-336-0040

서울대공원 산림욕장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02-50 0 -7114

북부

운악산자연휴양림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184 031-534-6330

천보산자연휴양림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650 031-544-6678

국망봉자연휴양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산 74번지 031-532-0014

밸로주유원지휴향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2671-22 031-532-6600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72 031-871-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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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가평군청

감악산펜션

경기관광공사

고양시청

광주시청

남양주시청

너리굴문화마을

두물머리애벌레생태학교

레이크힐스 안성리조트

수원시청

시흥시청

아바타펜션

안성팜랜드

양평군청

여주시청

연천군청

예직한옥체험마을

용인시청

의왕레일파크

이비스앰버서더수원

이천시청

조선왕가

파주감악산펜션

파주시청

파주 힐링캠프

평택시청

평택호그랜드호텔

포천시청

하남시청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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