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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관광 안내

시   군   명 전 화 번 호 시   군   명 전 화 번 호

경 기 도 031-120 안 성 시 031-677-1330

가 평 군 031-580-2066~7 안 양 시 031-8045-2062

고 양 시 031-8075-3381 양 주 시 031-8082-5663

과 천 시 02-3677-2142 양 평 군 031-770-2067

광 명 시 02-2680-2552 여 주 시 031-887-2869

광 주 시 031-760-2725 연 천 군 031-839-2061

구 리 시 031-550-8353 오 산 시 031-370-3066

군 포 시 031-390-0747 용 인 시 031-324-2068

김 포 시 031-980-2743 의 왕 시 031-345-2532

남 양 주 시 031-590-2474 의 정 부 시 031-828-2151

동 두 천 시 031-860-2066 이 천 시 031-634-6770

부 천 시 032-625-3117 파 주 시 031-940-4361~4

성 남 시 031-1577-3100 평 택 시 031-8024-3232

수 원 시 031-228-4672 포 천 시 031-538-2084

시 흥 시 031-310-6743 하 남 시 031-790-5097

안 산 시 031-481-3059 화 성 시 031-369-2094

관광 필수 안내 전화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 02-3704-9114 한국관광공사 02-7299-600

경기도청 031-120 한국관광공사 
관광 불편 신고 센터

02-735-0101
경기관광공사 031-259-6900

경찰청 1566-0112 경찰청 분실물 신고센터 02-2299-1282

범죄신고&분실물 조회 112 경기지방경찰청 1566-0112

기상콜센터 날씨 상담 131 119안전신고센터 119

인천국제공항 1577-2600 김포국제공항 1661-2626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제전화 001/002/008

문화관광해설사 문의 및 예약 : 031-120(경기종합관광콜센터), www.ggiexpounder.net 

본래의 것과 새 것.
경기도에 오시면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성곽을 걷다 내려다보면 

반짝반짝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의 야경이 보입니다.

쇼핑몰에서 산 음료를 들고 시장에서 보는 장바구니는

사람들의 넘치는 인심에 가득해지고,

잠시 자동차 시동을 끄고 들른 냇가의 물은

모든 피로와 근심을 날려버릴 듯 차갑습니다. 

본래 것의 여유와 새 것의 활기를 모두 가진, 

이곳은 경기도입니다. 

지명 경기도

위치 한반도의 서부중앙지역에 위치

면적 10,171㎢ (전국 면적의 1/10)
행정구역 : 31시·군 (28시·3군, 549읍·면·동)

인구 12,167,575명 (우리나라 총인구의 23.8%)  ※ 2013. 06월말 기준

이 지도에 기록된 정보는 2013년 7월 당시에 유효한 것이며, 추후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관광

황포돛배 (031-958-2557) B2
산머루농원 (031-958-4558) B3
한탄강관광지 (031-833-0030) B3
허브빌리지 (031-833-5100) B3
산정호수관광지 (031-532-6135) B4
백운계곡관광지 (031-538-2474) B5
꽃무지풀무지 (031-585-4875) C4
운악산자연휴양림 (031-534-6330) C4
포천아트밸리 (031-538-3484) C4
남이섬유원지 (031-580-8114) C5
자라섬 (031-580-2700) C5
김포국제조각공원 (031-980-2980) D1
대명항 (031-988-6394) D1
배다골테마파크 (031-970-6330) D2
유비파크 (031-946-2125) D2
축령산자연휴양림 (031-592-0681) D4
청평호반 (031-580-2066) D5
구리한강시민공원 (031-550-2107) E3
두물머리 (031-770-2068) E4
들꽃수목원 (031-772-1800) E5
유명산자연휴양림 (031-589-5487) E5
중미산자연휴양림 (031-771-7166) E5
갯골생태공원 (031-310-2114) F2
시화호갈대습지공원 (031-481-2000) F2
안양예술공원 (031-389-5552) F2
연꽃테마파크 (031-310-6222) F2
옥구도자연공원 (031-310-3962) F2
월곶포구 (031-318-4409) F2
화랑유원지 (031-487-7780) F2
백운호수 (031-240-4810) F3
원평허브농원 (031-294-0088) F3
율동공원 (031-702-8713) F3
용인자연휴양림 (031-336-0040) F4
해여림식물원 (031-882-1700) F5
황학산수목원 (031-887-2741) F6
국화도 (1577-4200) G1
전곡항 (1577-4200) G1

역사·문화관광

도라산역 (1544-7788) C2
도라전망대 (031-954-0303) C2
율곡선생유적지자운서원 (031-958-1749) C2
프로방스 (031-945-0230) C2
황희선생유적지반구정 (031-952-3472) C2
DMZ해마루촌 (031-952-2303) C2
육지장사 (031-871-0101) C3
문수산성 (031-980-2965) D1
서삼릉 (031-962-6009) D2
킨텍스한국국제무역전시장 (031-810-8114) D2
파주삼릉 (031-941-4208) D2
파주자연학교 (031-855-0105) D2
파주출판도시 (031-955-0050) D2
행주산성 (031-8075-4642) D2
동구릉 (031-563-2909) D3
북한산성 (031-968-5325) D3
장흥관광지 (031-828-9727) D3
태고사 (02-384-5589) D3
광릉 (031-527-7105) D4
봉선사 (031-527-1951) D4
수진사 (031-591-7710) D4
금강정사 (02-898-8200) E2
연주암 (02-502-3234) E3
광주조선백자도요지 (031-760-2541) E4
다산유적지 (031-590-2837) E4
만해기념관 (031-744-3100) E4
바탕골예술관 (031-774-0745) E4
분원백자관 (031-766-8465) E4
천진암성지 (031-764-5994) E4
양평영어마을 (031-770-1300) E5
성호기념관 (031-481-2574) F2
대광사 (031-715-3000) F3
봉녕사 (031-256-4127) F3
안양시예절교육관 (031-384-6983) F3
해우재 (031-271-9777) F3
화운사 (031-358-7045) F4
효종대왕릉 (031-885-3123) F5
명성황후생가 (031-880-4022) F6
문화예술촌쟁이골 (031-356-9883) G1
신흥사 (031-357-2695) G2
송탄관광특구 (031-611-0001) G3
미리내성지 (031-674-1256) G4
와우정사 (031-332-2472) G4
너리굴문화마을 (031-675-2171) H4

박물관·미술관·전시관

태풍전망대 (031-834-7287) B3
한과문화박물관 (031-533-8121) B4
두루뫼박물관 (031-958-6101) C2
영집궁시박물관 (031-944-6800) C2
필룩스조명박물관 (070-7780-8911) C3
회암사지박물관 (031-8082-4187) C3
다도박물관 (031-998-1000) D1
애기봉전망대 (031-988-6128) D1
항공우주박물관 (02-300-0466) D2
송암스페이스센터(천문대) (031-894-6000) D3
아프리카예술박물관 (031-543-3600) D3
우석헌자연사박물관 (031-572-9555) D3
모란미술관 (031-594-8001) D4
국립과천과학관 (02-3677-1500) E3
실학박물관 (031-579-6000) E4
얼굴박물관 (031-765-3522) E4
영은미술관 (031-761-0137) E4
일본군위안부역사관 (031-768-0064) E4
하남역사박물관 (031-790-7902) E4
경기도미술관 (031-481-7000) F2
누리천문대 (031-390-8674) F2
마이크로과학박물관 (031-711-0154) F3
한국등잔박물관 (031-334-0797) F4
해강도자미술관 (031-634-2266) F5
현대도자미술관 (031-884-0950) F5
어촌민속박물관 (032-886-2912) G1
유리섬 (032-885-6262) G1
농업박물관 (031-8024-4520) H3

물놀이시설

일동유황온천 (031-536-6000) B4
금강산랜드 (031-945-2500) C2
자유로아쿠아랜드 (031-942-9114) C2
약암온천 (031-989-7000) D1
율암온천 (031-354-7400) G2

스포츠·레저시설

경마교육원 (02-509-1681) D2
유일레저 (031-948-6161) D2
수원월드컵경기장 (031-202-2002) F3
경기도종합사격장 (031-352-6056) G3

경 기 도 
주요  관광지

경기도 관광안내 전화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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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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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관광코스

www.ggtour.or.kr

경 기 도
관광 안내지도
T o u r i s t  G u i d e  o f  G y e o n g g i - d o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명소를 한눈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경기도 관광교통이 편리해집니다!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버스

서울메트로

지하철

코레일공항철도

공항철도

코레일

기차

m.ggtour.or.kr

경기관광포털



E3  추사박물관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3년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추사의 
생애와 학예에 관한 각종 문화재를 층별로 
전시했다. 

 과천시 추사로 78 
 02-2150-3650   
 www.chusamuseum.go.kr

E2  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 100년의 추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한국만화의 역사와 현주소를 
살펴 볼 수 있는 복합적 만화문화공간이다. 
첨단 전시시설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032-310-3090     comicsmuseum.org

F3   수원화성
조선 정조대 역작품으로 총 길이 5.7㎞, 면적 1.2㎢에 달한다. 한국 건축양식의 획기적인 발전
을 보여주는 사적으로 장안문, 팔달문, 화홍문 등 다양한 건축물과 여러 각루 등을 갖추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길 185    031-290-3600    www.swcf.or.kr

C2  임진각관광지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안보 관광지. 관광지 안에는 실향민
들이 고향을 향해 절을 하는 망배단을 비롯해 통일연못, 평화의 종, 자유의 다리 등이 있다.

 파주시 임진각로 148-53    031-953-4744    tour.paju.go.kr

F3   화성행궁
정조 임금이 수원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
물던 처소로 우리나라 행궁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 국궁 체험, 대장금 의상 입
어보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
으며 무예24기 공연도 볼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031-290-3600    www.swcf.or.kr

F5   세종대왕릉(영릉)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를 
합장한 무덤이다. 조선 왕릉 중 최초로 하나
의 봉분에 왕과 왕비를 합장한 능이자 조선 
전기 왕릉 배치의 기본이 되는 능이다. 효종
대왕릉으로 넘어가는 숲 사이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여주시 능서면 산83-1 
 031-885-3123    sejong.cha.go.kr

F6  신륵사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고려 
고승 나옹선사가 입적한 곳으로 유명하다. 
남한강변에 위치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

며, 맞은편에는 신륵사 강변관광지가 조성

되어 있다.

 여주시 여주읍 신륵사길 73 
 031-885-2505    
 www.silleuksa.org

E4  남한산성
수도 한양을 지키던 조선시대의 산성으로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가장 시설이 잘 된 곳
으로 손꼽힌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등
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산책코스와 드
라이브 코스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84-16 
 031-743-6610    
 namhansansung.or.kr 

B3  연천전곡리유적
아시아 최초로 전기 구석기시대의 전형적인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이다. 전
곡리 선사 유적은 한국과 동북아시아 지역

의 구석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 
 031-832-2570 
 www.goosukgi.org

G3   융·건릉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잠들어있는 융릉, 
정조와 효의황후의 건릉을 합쳐서 융건릉이
라고 부른다. 능 뒤에 숲이 우거져 있어 산책
코스로 좋고,겨울철 설경은 <융건백설>이라 
불리며 화성 팔경 중 하나다.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1 
 031-222-0142 
 hwaseong.cha.go.kr  

F3  백남준아트센터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세계와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경기
도립미술관으로 2,285점의 작품이 전시되
어 있다.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031-201-8500   
 www.njpartcenter.kr  

B3  전곡선사박물관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인 전곡리 선사유적
의 이해와 영구적인 보존·활용을 위해 건
립된 유적박물관이다. 선사유물을 무대로 
한 다양한 고고학 체험을 할 수 있다.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2 
 031-830-5600 
 www.jgpm.or.kr

G4  MBC드라미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드라마 세트장. 삼
국시대 이후 건축양식과 생활공간을 반영구
적으로 지은 곳으로 ‘주몽’, ‘선덕여왕’, ‘이
산’ 등 사극 드라마가 촬영되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 330 
 031-337-3241  
 withmbc.imbc.com/dramia

F3  한국민속촌
우리나라의 전통 풍습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 관아, 민가, 대장간 등 조선 후
기의 마을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 타임머
신을 타고 조선으로 간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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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일산호수공원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성
된 근린공원. 수변 광장, 인공섬, 공원을 순
환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어린이 놀이터, 자
연 학습장, 음악 분수 등 휴식 명소가 많다.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41 
 031-906-4557 
 www.lake-park.com 

D5  쁘띠프랑스
‘어린 왕자’를 컨셉으로 만든 프랑스 문화마
을. 지중해 연안을 연상시키는 산책로 등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또
한 여러 프랑스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616번지 
 031-584-8200 
 www.pfcamp.com

E3  고구려대장간마을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지. 고구려 유적 
테마공원이며 전국에서 유일한 대장간 마
을이자 드라마세트장이다. 관광객들을 위한 
전통 문화체험 학습장도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 우미내길 41 
 031-550-2363 
 www.goguryeotown.co.kr

F3  KBS수원센터 
제작, 미술, 편의 시설과 오픈세트장, 특수촬
영장 및 관련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전
문 가이드에 의한 촬영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 
 031-219-8000 
 office.kbs.co.kr/suwon

C2  헤이리예술마을
예술인들이 직접 지은 집과 작업실 등 예술
문화공간이 모여 있는 마을. 문화예술의 창
작·전시·공연·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개
성 있는 건축물과 조형물 등은 헤이리만의 
볼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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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휴양지

F5  여주첼시아울렛  1644-4001  www.premiumoutlets.co.kr/yeoju

D2  파주첼시아울렛  1644-4001  www.premiumoutlets.co.kr/paju

D2  파주롯데아울렛  031-960-2500  store.lotteshopping.com

D2  웨스턴돔  031-931-5114

G3  메타폴리스  031-371-7000  www.e-metapolis.co.kr

D2  라페스타  031-920-9600  lafesta-ilsan.com

F2  안양1번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 중앙시장

F3  서현역 로데오거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F3  죽전아울렛거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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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흘러넘치는 전통시장과 세련된 멋이 가득한 쇼핑 거리

쇼 핑

대형쇼핑몰&쇼핑거리

전통시장(5일장)

자연 속에서 숨 쉬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관광지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조상들의 숨결과 지혜, 그리고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

추천  관광지

F4  호암미술관  031-320-1801  www.hoammuseum.org 

F3  경기도박물관  031-288-5300  www.musenet.or.kr

F3  수원박물관  031-228-4150  museum.suwon.ne.kr

F3  철도박물관  031-461-3610  info.korail.com

F6  목아박물관  031-885-9952  www.moka.or.kr

역사·문화관광

지역민들과 방문객이 하나가 되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축제

경기도 10대 축제 (2013년 선정기준)

추천  관광지

F1  대부도  031-481-6591  www.iansan.net

D3  국립수목원  031-957-2004  www.bcj.co.kr

C3  소요산  031-860-2065

D4  아침고요수목원  1544-6703  www.morningcalm.co.kr

G4  한택식물원  031-333-3558  www.hantaek.co.kr

B4  평강식물원  031-531-7751  www.peacelandkorea.com

D5  산음자연휴양림  031-774-8133  www.huyang.go.kr

추천  관광지

D2   서오릉  02-359-0090  goyang.cha.go.kr

D2  중남미문화원  031-962-7171  www.latina.or.kr

D4  몽골문화촌  031-559-8018  www.mongoliatown.co.kr

D4  남양주종합촬영소  031-579-0600  studio.kofic.or.kr

D2  MBC드림센터  1544-4622  www.imbc.com

E5  용문산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으로 수많은 
암릉과 깊은 계곡이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
다. 용문산 주변의 중원산, 도일봉 등이 웅
장함과 아기자기한 산세를 더한다.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031-773-0088 

E5  유명산
능선이 완만하고 부드러우며, 계곡과 기암
괴석 및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
루고 있다. 주변에 오토캠핑장, 유명계곡 
등이 있어 가족산행지로도 적합하다.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031-589-5487

B3  허브아일랜드
세계 각지의 허브를 엄선해 수집·재배하
고 있다. 허브를 테마로 한 가게, 음식점, 
카페 등이 있으며, 미리 예약하면 아로마
테라피체험실에서 숙박도 할 수 있다.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35 
 031-535-6497 
 www.herbisland.co.kr

G1  제부도
하루 두 번 바닷물이 갈라져 물길이 열리는 
일명 모세마을. 여의도보다 작지만 갯벌체
험, 해수욕, 바다낚시, 드라이브 등 다양한 
목적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577-4200 
 www.hscity.net

G1  입파도
섬의 대부분이 해발 50m 이하의 구릉지대
이고, 동서로 완만하고 남북쪽에 절벽해안
이 있으며 바닷물이 깨끗해 청정해역 갯벌
체험, 해산물 등을 채취할수 있다.

 화성시 우정읍 입파길 30 
 031-369-2069 

F2  오이도
어촌이자 넓은 갯벌로 유명한 관광지. 아름
다운 낙조와, 썰물 때면 살아 움직이는 바
다 생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해양 자
원을 이용한 식도락 거리도 조성되어 있다.

 시흥시 뒷방울길 80 
 031-498-5671

G3  물향기수목원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지역 
및 식물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 20개 주제
원이 특징. 곤충이나 조류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오산시 청학로 211 
 031-378-1261 
 mulhyanggi.gg.go.kr

F3  한국잡월드
직업의 역사와 미래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직업종합전기 
체험관이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1644-1333    koreajobworld.or.kr

E5  가평대리마을
팜스테이를 통해 가족 단위 친환경 나들이
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연중 각종 농촌체

험, 야생화와 토종가축 관찰 체험이 가능

하다. 인근에 유명산휴양림, 청평호수, 남
이섬, 아침고요수목원 등이 있다.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031-584-7415    대리마을.kr

D2  테마동물원쥬쥬
국내 최초의 살아있는 동물 전문 박물관으
로 누구나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다. 동물공연, 동물타기 등의 프
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58번길 7-42 
 031-962-4500    
 www.themezoozoo.or.kr 

C2  경기영어마을파주캠프
교육과 놀이, 체험이 어우러진 생생한 영어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형 테마 공간이다. 
현장감 있는 영어권 문화 환경과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를 구성해 영어에 대한 부담
을 덜고, 흥미를 높일 수 있다.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 
 1588-0554, 031-956-2000   
 www.english-village.or.kr   

F6  걸은조도자문화체험학교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흙을 만지며 직
접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도자기 역사와 제조공정 등 이론 수업도 
들을 수 있으며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감
상할 수도 있다.  

 여주시 강천면 마감로 117-14 
 031-886-3729   
 www.ceramictour.co.kr

보는 것은 물론 직접 만지고 들으며 체험하는 이색적인 관광지

이색체험(체험학습)

추천  관광지

E3  지구촌체험관  031-740-0711  gv.koica.go.kr 

F3  아이큐아리움  031-628-4880   www.iquarium.co.kr

C4  전통술갤러리 산사원  031-531-9300   www.sansawon.co.kr

H4  태평무전수관  031-676-0141    www.taepyungmu.net

F3  의왕조류생태과학관  031-345-3852   bird.uw21.net 

C5  짚와이어(자나라인)
중력에 의지한 무동력 자유낙하, 아시아 최
대 규모, 최고 시속 80km의 환상적 비행을 
경험할 수 있다,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로 1024  
 031-582-8091   
 www.janaline.com 

경기도 숙박

분단의 현실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관광지

DMZ투어

C2  제3땅굴
북한이 기습작전을 목적으로 휴전선 비무
장지대의 지하를 굴착해서 뚫어놓은 남침
용 군사통로이다. 모노레일을 타거나 도
보로 땅굴 내부를 관람할 수 있다.

 파주시 군내면 제3땅굴로 210-358 
 031-954-0303  
 www.tourdmz.com

C2  평화누리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시대의 잔상이었던 
임진각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상
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
공간이다. 다양한 축제, 문화예술, 교육, 
기부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031-953-4744   peace.ggtour.or.kr

특1 고양 엠블호텔 킨텍스  031-927-7700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20 │ www.mvlhotel.com/kin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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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썬밸리호텔  02-3660-3007
여주시 여주읍 연양리 414 │ www.sunvalleyhotel.co.kr

화성 롤링힐스관광호텔  031-268-1000
화성시 시청로 290 │ www.rollinghills.co.kr

특2 부천 고려관광호텔  032-329-0001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 │ www.koryohotel.co.kr

수원 호텔 캐슬  031-211-6666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3 │ www.hcastle.co.kr

이비스앰배서더수원  031-230-5000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 ibis.ambatel.com/suwon

이천 미란다호텔  031-639-5000
이천시 중리천로115번길 45 │ www.mirandahotel.com

평택 샤인호텔  031-683-8899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39-15 │ hshine.co.kr

1급 광명 광명관광호텔  02-2619-3001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6-18 │ www.kmhotel.co.kr

다이아나 호텔  02-2625-2000
광명시 디지털로 27 │ www.hoteldiana.co.kr

김포 약암홍염천 관광호텔  031-989-7000
김포시 대곶면 약암로 965-7 │ www.yakam.co.kr

부천 플로체관광호텔  032-325-0000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번길 19-22 │ www.hotelflo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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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호텔갤러리  031-702-8200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1 │ www.galleryhotel.co.kr

수원 호텔리젠시  031-246-4141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59 │ www.htregenc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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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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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마크호텔  031-202-3773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1 │ www.landmarkhotel1.com

시흥 시흥관광호텔  031-433-0001
시흥시 평안상가4길 21 │ www.siheungho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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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미라마관광호텔  031-414-0700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73 │ www.mirama.co.kr

라성관광호텔  031-480-6161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36
하이비스호텔  031-410-6350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85 │ www.hivicehotel.com

안양 (주)삼원프라자  031-448-6671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39번길 7 │ www.samwonhotel.co.kr

호텔소그노  031-444-6600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2 │ www.sogno.co.kr

평택 호텔가보  031-658-7700
평택시 평택5로76번길 18-10 │ www.hotelkabo.com

송탄관광호텔  031-666-5101
평택시 밀월로43번길 6 │ www.songtanhotel.co.kr

평택로얄관광호텔  031-683-3310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455 │ www.hotelroyal.kr

안성 프라다관광호텔  031-653-4000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1137 │ www.pradahotel.net

관광객들을 위해 명소만을 골라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투어 프로그램

시티투어 경기도 음식
금강산도 식후경!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는 경기도 대표 음식

물놀이·테마파크

F4  캐리비안베이  031-320-5000    www.everland.com/caribbean

E2  웅진플레이도시  1577-5773    www.playdoci.com

F6  썬밸리호텔 워터파크  02-3660-3007   www.sunvalleyhotel.co.kr

D2  원마운트  1566-2232    www.onemount.co.kr

E2  워터조이  032-624-8000    www.waterjoy.co.kr

F2  안양워터랜드  1544-7702   www.anyangwaterland.com

G5  이천테르메덴  031-645-2000    www.termeden.com

F5  이천스파플러스  031-639-5000    www.spaplus.kr

G2  하피랜드  1577-5752         www.hapyland.co.kr

물놀이&스파

F4  에버랜드  031-320-5000  www.everland.com

E3  서울대공원  02-500-7338  grandpark.seoul.go.kr

E3  서울랜드  02-509-6000  www.seoulland.co.kr

D2  하니랜드  031-945-2250   www.honey-land.co.kr

테마파크

F3  수원화성박물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전문박물관이다. 모
형과 관련 유물의 전시를 통해 화성 축성

에 대한 전반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031-228-4205    
 hsmuseum.suwon.ne.kr 

F3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어린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 건
물로 지어진 체험식 박물관이다. 환경, 문
화, 예술 등의 다양한 주제를 탐구함으로

써, 자신과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031-270-8600 
 www.gcmuseum.or.kr  

E3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과 세계미술의 
시대적 경향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내 유일
의 국립미술관이다. 국내외 다양한 전시개
최와 더불어 각종 공연활동, 국제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회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과천시 광명로 313    02-2188-6000    
 www.mmca.go.kr 

G5  돼지박물관
세계에서도 드문 ‘돼지’를 주제로 한 박물

관이다. 각국에서 수집한 모형, 도자기, 미
술품 등 돼지 관련작품이 전시되어 있으

며, 돼지를 주제로 한 교육과 체험이 동시
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천시 율면 임오산로372번길 129-7 
 031-641-7540    www.pigpark.co.kr

E2  부천로보파크
국내외 최초의 로봇상설전시장으로 로봇

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는 체험학습공간이다. 국내 최
초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마루, 아라가 전
시되어 있다.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070-7094-5479 
 www.robopark.org 

H4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국내 최대구경의 굴절망원경을 갖추고 있어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우주의 신비로
움을 선사한다. 남사당전용공연장, 사계절
썰매장 등을 갖춘 안성맞춤랜드 내에 위치
해 있어 전통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298 
 031-675-6975  
 astro.anseong.go.kr

브라운관 속 모습들을 실제로 보며 주인공이 되어보는 관광지

C2  벽초지문화수목원  031-957-2004  꽃보다남자, 49일, 뿌리깊은나무

G4  MBC드라미아  031-337-3241    주몽, 선덕여왕, 이산

D5  쁘띠프랑스  031-584-8200   시크릿가든, 베토벤바이러스

F3  KBS수원센터  031-219-8000  겨울연가, 각시탈

F3  한국민속촌  031-288-0000  해를품은달, 아랑사또전, 닥터진

E3  고구려대장간마을  031-550-2363  태왕사신기, 바람의나라, 쾌도홍길동

F3  수원화성  031-290-3600  이산, 대장금, 무사백동수

F3  화성행궁  031-290-3600  대장금, 전우치, 장옥정 사랑에 살다

E2  아인스월드  032-320-6000 댄서의 순정, 태극기휘날리며

E3  서울랜드  02-509-6000 엽기적인 그녀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

이천쌀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 축제

가마솥밥짓기, 무지개가래떡만들기, 용줄다리기, 거북놀이 등

 10월 30일 ~ 11월 3일    www.ricefestival.or.kr   
 이천시 설봉공원   

수원화성문화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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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7일 ~ 10월 1일    shfes.suwon.go.kr 
 수원화성 및 화성시 일원    

가평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축제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 및 아마추어 뮤지션들의 재즈공연

 10월 3일 ~ 10월 6일    www.jarasumjazz.com 

 가평군 자라섬 일원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세계구석기선사체험교실, 구석기바베큐, 구석기퍼포먼스 등

 5월 3일 ~ 5월 5일    festival.goosukgi.org 
 연천군 전곡선사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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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 ~ 5월 5일    www.ansanfest.com 
 안산시 안산문화광장   

양평산나물축제 산나물 뜯기 체험, 산나물 판매, 명품 양평 한우 판매 등

 5월 9일 ~ 5월 12일    tour.yp21.net 
 양평군 용문산국민관광지 등 

시흥갯골축제 갯골서식 염생식물 및 동물 관찰, 염전소금 모으기 체험, 
웰빙소금 찜질, 염전 수차 돌리기 체험 등

 9월 6일 ~ 9월 8일    www.sgfestival.com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과천축제 국내 및 해외의 현대 거리예술공연(마당극, 거리극, 야외극)

 9월 25일 ~ 9월 29일    www.gcfest.or.kr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야외공연장 등  

파주 북소리 책 전시, 강연, 심포지엄, 워크숍, 100출판사 1000저자  
지식난장, 율곡인문학심포지엄 등

 9월 28일 ~ 10월 6일    www.pajubooksori.org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일원

파주장단콩축제 초가집 꼬마메주, 파주장단콩놀이관, 콩 학술세미나,  
콩요리 전국경연대회 등

 11월 22일 ~ 11월 24일    kong.paju.go.kr 
 파주시 임진각 광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물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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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색있는 음식거리

가평 운악산 우리콩두부마을

고양 풍동애니골

남양주 미음나루 음식문화거리

동두천 생연로 맛거리

성남 율동 음식문화거리

수원 나혜석 음식문화거리

시흥 오이도 음식문화거리

안산 대부도방아머리먹거리타운

댕이골 전통음식거리, 다문화 음식거리

안성 안성맞춤 먹거리타운

안양 평촌 먹거리촌 음식문화거리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

양주 양주골 한우마을

용인 기흥 맛깔촌 음식문화거리

파주 맛고을 음식문화거리

화성 제부도 모세거리

음식문화 시범거리

경기도 대표 음식 │ 동두천 떡갈비, 의정부 부대찌개, 성남 남한산성 닭죽, 양평 옥천냉면, 
안산·화성 바지락 칼국수, 수원 왕갈비, 포천 이동갈비, 광주 소머리국밥, 이천 쌀밥정식, 
여주 천서리 막국수, 용인 백암순대국, 모듬순대 

E4  미사리조정경기장  031-790-8270    www.kboat.or.kr

F4  곤지암리조트  1661-8787    www.konjiamresort.co.kr

C4  베어스타운  031-540-5151    www.bearstown.com

D4  스타힐리조트  02-2233-5311    www.starhillresort.com

G4  양지파인리조트  02-744-2001    www.pineresort.com

G4  지산포레스트리조트  031-644-1200    www.jisanresort.co.kr

C1  카트랜드  031-944-9736    www.kartland.co.kr

E2  광명스피돔  080-008-5000    speedom.kcycle.or.kr

레저스포츠

F4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한국도자기의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유물 
및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경기도자박물관
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 문화, 공예 체
험 및 캠핑 등을 즐길 수 있다.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031-799-1500    www.kocef.org

F6  여주도자세상
전국 요장의 다양한 생활도자 및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도자쇼핑몰과 생활도자

전문, 반달미술관에서는 생활도자의 무한
영역을 보여주는 도자 작품을 엄선하여 
상설전이 열리고 있다.

 여주군 여주읍 신륵사길 7 
 031-884-8644    
 www.kocef.org

F5  이천세라피아 
폐도자 및 도자파편을 재활용하여 만든 
신개념 도자테마파크로서 화장실, 호수외
경, 조형물 등 대부분의 시설이 도자로 만
들어진 세상으로, 세계적인 현대도자미술
관과 레지던시형 도자·유리 공방, 체험

시설 등을 상시 운영 중이다.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67-29 
 031-631-6501    www.kocef.org

일상생활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체험관광

도자테마관광

가평군 자라섬, 가평역, 남이섬, 쁘띠프랑스, 청평역, 꽃무지풀무지,  
가평수목원, 아침고요수목원 등 

 031-582-2421    www.gptour.go.kr

고양시 고양아람누리, 북한산성, 행주산성, 서오릉, 항공우주박물관, 
신한류홍보관, 경마교육원, 서삼릉, 중남미문화원, 밤가시초가 등

 02-3158-6227, 031-8075-3408    www.goyangtour.net

광주시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얼굴박물관, 분원백자관, 물환경전시관, 
영은미술관, 경안습지생태공원, 위안부역사관 등

 031-760-2725    www.gjcity.go.kr

남양주시 점프벼룩시장(국립수목원), 몽골문화촌, 홍·유릉, 유기농테마파크,  
다산유적지, 남양주역사박물관, 우석헌자연사박물관 등

 1544-2661, 031-567-7272~4    www.tourhana.co.kr

부천시 부천옹기박물관, 부천둘레길(누리길), 부천종합운동장(교육·유럽자기·
수석·활 박물관), 무릉도원수목원, 여월농업공원, 한국만화박물관 등

 032-651-3739    www.bucheonculture.or.kr

수원시 수원역, 해우재, 화서문, 화성행궁, 장안문, 화홍문(방화수류정), 
연무대, 수원화성박물관, 융·건릉, 용주사, 물향기수목원 등

 031-256-8300    www.suwoncitytour.kr

안산시 시화방조제, 갈대습지공원, 대부해솔길, 어촌민속박물관, 
시화호조력발전소, 바다향기테마파크, 노적봉 폭포공원 등

 031-413-1212    www.ansantour.net

안성시 남사당공연장, 안성팜랜드, 3·1운동기념관, 칠장사, 청룡사,  
미리내성지, 안성맞춤박물관, 농촌테마체험 등 

 031-678-2492, 02-318-1664    tour.anseong.go.kr

양주시 청암민속박물관, 장흥조각공원, 나전칠기체험관, 송암스페이스센터,  
회암사지박물관, 필룩스조명박물관 등

 1544-4590    www.korailtour.com

용인시 한국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한국민속촌, 와우정사, 
용인자연휴양림, 한택식물원, 용인MBC드라미아 등

 031-324-2068, 031-358-9933    tour.yongin.go.kr

평택시 삼봉정도전 유적지, 농업박물관, 자연테마식물원, 진위향교, 
평택향교, 팽성읍 객사, 원균장군 유적지, 심복사 등

 031-656-0600    www.ptmunhwa.or.kr

화성시 용주사, 융·건릉, 공룡알화석지, 입파도, 국화도, 제부도,  
우리꽃식물원, 궁평사구, 매화리염전, 농어촌 생태체험 등

 031-366-7110, 031-366-8921    www.fhs21.or.kr

출  가평·청평 터미널

출  고양 아람누리

출  광주시청

출  도농역, 
남양주시청 2청사

출  부천시청

출  수원역
종합관광안내소

출  서울시청역, 
안성맞춤박물관

출  양주역, 구파발역

출  평택남부 문예회관

출  동탄 센트럴파크, 
병점 동부출장소

출  포은아트홀

출  중앙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