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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것과 옛것의 어우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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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것의 여유와 새것의 활기를 모든 가진,
이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서부중앙지역에 위치하며,
12,997,541명 (2016년 7월기준)이 살고 있습니다. 
전국 면적의 1/10정도인 10,175㎢인 경기도는 
31개 시군(28시, 3군)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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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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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5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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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55-8424

www.ggtour.or.kr

경기관광포털

www.ggtourmap.or.kr

경기관광홍보물신청

경기도 대중교통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공항철도 서울메트로 코레일

QR 코드로 스마트하게~ 
경기도를 누리세요!

Korea Travel Hotline
관광 통역 안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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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용시 국번 없이 1330
▪해외 이용시 +82-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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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문자상담, SNS상담, 농아인 수화상담(화상통화), 
외국어 상담(19개 언어 상담서비스 제공)

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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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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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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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소요산관광지
소요산역에서 가깝고, 사계절 내내 장관을 
이루어 일일 산행지로 인기가 높다. 아담한 
물줄기의 폭포들과 봄철 산을 수놓는 진달
래와 철쭉이 유명하다.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406-33 
 031-860-2065   
 www.ddc21.net

F5  돼지박물관
세계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장한 돼
지박물관으로 돼지를 주제로 한 교육과 체
험이 이루어지는 교육농장이다. 잘 훈련된 
6마리 돼지들의 공연과 친환경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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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송산공룡알화석지
세계 3대 공룡알화석 중 하나로 공룡알이 
화석의 상태로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6~7
개의 둥지에서 100여개가 넘는 공룡알 화
석이 발견되었다.

 경기도 화성시 공룡로 659
 031-357-3951    
 tour.hscity.go.kr

B3  재인폭포
수차례 발생한 화산폭발로 분출된 용암
이 한탄강 유로를 따라 흐르며 만들어낸 
비경. 높이 18m, 폭포수 너비 30m의 폭
포로 계절적 특성에 의한 강수량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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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용문산 관광지
용문산 입구에 조성된 휴양타운으로서 주
변에 용문사, 천년은행나무, 용문산전투전
적비 등 문화유적 등의 볼거리가 많고, 용
문산과 중원산에서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
려와 사시사철 관광인파로 붐비는 곳이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031-773-0088
 tour.yp21.net

D2  일산호수공원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
성된 근린공원. 수변 광장, 인공섬, 공원을 
순환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어린이 놀이
터, 자연학습장, 음악 분수 등 휴식 명소가 
많다.   라페스타(테마쇼핑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  
 031-909-9000
 www.visitgoyang.net E2  오이도

어촌이자 넓은 갯벌로 유명한 관광지. 아름
다운 낙조와 썰물 때면 살아 움직이는 바다 
생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해양자원을 
이용한 식도락 거리도 조성되어 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63     4호선 오이
도역 2번출구   30-2번 버스 탑승 – 오이도종
압어시장 정류장 하차   031-310-6743  

 www.siheung.go.kr/culture

D3  두물머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사진 명소 중 하나.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곳으
로 400여년의 세월을 품고 서있는 느티나무가 있다. 신비로운 운해와 물안개, 해돋이와 
일몰 등 사시사철 환상적인 분위기의 자연풍경을 연출한다.   세미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123     031-770-2068    
 tour.yp21.net/gcontent

E2  갯골생태공원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적 우수성으로 생태
환경 1등급을 자랑하는 자연학습장으로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벌과 옛 염전의 정취
를 느낄 수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철
새의 서식지 이기도하다.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87
 031-488-6900    gaetgol.siheung.go.kr

C2  벽초지문화수목원
한국식 정원과 서양식 정원의 모습이 한
데 어우러진 식물원. 특히 큰 연꽃과 연잎
들이 무성한 벽초지 연못과 계절마다 식
재하는 식물이 바뀌는 퀸스가든이 장관
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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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송암스페이스센터
첨단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천문 테마파크이다. 천문대, 스페이스센터, 
챌린저러닝센터 등이 있고 망원경을 통해 다양한 천체를 체험할 수 있다.   양주시립장욱
진미술관, 가나아트파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185번길 103
 031-894-6000   www.starsvalley.com

B3  한탄강관광지
친환경 가족문화 휴양 관광지로 캐라반 야
영장, 자동차 야영장, 물놀이장, 어린이캐
릭터원 등이 있다. 자연친화적이며 특색
있는 다목적 캠핑장이 예약제로 운영된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76
 031-833-0030   
 www.hantan.co.kr

D5  양평레일바이크
폐선된 철로를 이용해 양평의 산과 강, 시골마을을 지나는 왕복 6.4km 코스의 레일바이
크이다. 1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126-5
 경의중앙선 용문역 1번출구 도보 10분     031-775-9911     www.yprailbike.com

B4  산정호수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정호수는 ‘산
속의 우물같은 호수’란 뜻을 지닌 인공호
수로 주변 산세가 아름다워 유원지 입구에
서 보트장까지 3km 거리의 산책로가 유명
하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411번길 89
 031-532-6135    
 www.sjlake.co.kr

C3  국립수목원(광릉숲)
온전한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한 500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수목
원.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거대한 크기의 
원시 자연 공간이다. 수목원과 산림동물
원, 산림박물관, 전용표본관으로 구성되
어있다. 사전 예약해야만 이용가능하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031-540-2000
 www.kna.go.kr

C4  아침고요수목원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22여개의 특색 있는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침고요수
목원은 약 5,000여 종의 식물을 관람 할 수 있다. 겨울에는 오색별빛정원전이 열려 겨울
밤의 빛의 정원을 선사한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경춘선 청평역 1번출구    
 31-7 버스 탑승 - 종점 하차        1544-6703       www.morningcalm.co.kr

수원시     031-584-8200   www.suwoncitytour.kr

수원화성 코스 연중 1일 2회(10:00, 14:00) 약 3시간 30분 소요(월요일 휴무)
출발지 ▶ 수원종합관광안내소(수원역 4번 출구)

화성·오산시 
연계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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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031-590-4243  www.nyj.go.kr/culture/tour

공연코스 (몽골 이국체험)
매주 토·일요일 (코스별) / 
수시운행 (단체)
출발지 ▶ 도농역

자연코스 (힐링 코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코스)

체험코스 (역사체험, 유기농체험, 박물관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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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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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토·일·공휴일 9시~17시
출발지 ▶ 동탄-병점-봉담-향남

안산시  031-413-1212  www.ansantour.net

안산문화·예술탐방, 대부해솔길 탐방, 바다향기
테마파크 탐방, 맞춤형 체험코스, 서울출발투어

매주 화~토 운행
출발지 ▶ 중앙역

가평군  031-582-2421  www.gptour.go.kr

순환형
정기 코스

매일 운행      
출발지 ▶ 가평터미널 09시 출발, 아침고요수목원 10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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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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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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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매주 화~일, 정기코스, 문화체험코스    031-975-3838

 www.goyangtour.net   출발지 ▶ 아람누리

광주시
남한산성둘레, 초원·곤지암·도척, 퇴촌·남종, 축제 코스   
출발지 ▶ 광주시청    031-760-2723

안성시
매주 토요일 / 계절별 코스 다름    031-678-2492   

 tour.anseong.go.kr    출발지 ▶서울시청 앞

연천군
1일 1회 운영(화요일 휴무)    02-706-4851   

 www.dmztourkorea.com    출발지 ▶ 경원선 신탄리 역

광명시
매일 시내순환 코스    1688-3399    출발지 ▶ KTX광명역
시내테마형    1544-4590

파주시
매주 토,일 문화예술코스 운행, 매주 금 역사유적코스 운행

 031-949-8888   출발지 ▶ 합정역, 금촌역

성남시
매주 토 운행, 봄·여름·가을 야간코스    070-7813-5000
출발지 ▶ 성남시청

C4  자라섬
북한산의 수려한 경관과 잔디광장, 생태문
화공원을 갖추고 있어 친환경 오토캠핑지
로 인기가 좋다. 또한 매년 가을에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남이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0
 경춘선 가평역 1번출구 도보 15분    
 www.jarasum.net

D2   경인아라뱃길여객터미널
한강 하류에서 서해바다까지 이어진 18km
의 내륙운하를 따라 운항하는 크루즈를 타
고 경인아라뱃길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
할 수 있다. 불꽃파티와 선상파티 등의 다
양한 프로그램과 40분~2시간까지 코스 선
택이 가능하다.     아라마리나, 현대프리
미엄아울렛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70번길 74    
 1899-3650     www.giwaterway.kr

A2  태풍전망대
휴전선까지 800m, 북한 초소까지는 1,60 
0m의 거리에 떨어져 위치하고 155마일 
휴전선상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유
명하다.

 경기도 연천군 중면 군중로890번길 464 
 031-839-2061    
 tour.iyc21.net

B3  허브아일랜드
세계 각지의 허브를 엄선해 수집·재배하고 있다. 허브를 테마로 한 가게, 음식점, 카페, 만
들기 체험장 등이 있으며, 매년 불빛동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35
 031-535-6494      www.herbisland.co.kr

경기도 먹거리
맛과 멋이 있는 경기도 대표음식

자연 관광지
아름다운 경기도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관광지

체험 관광지
다양한 컨텐츠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즐기는 체험관광지

경기도 시티투어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투어프로그램

E2  안산갈대습지공원
국내 최초 대규모 인공습지로 미생물과 습
지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들을 통해 자연적
인 수질 정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교육공
간 및 휴식처 제공을 위한 생태공원이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20-116
 031-419-0504    

F1  대부도바다향기테마파크
시원한 바다향이 풍기는 수변공원으로 수
로를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주변에는 테
마파크의 랜드마크인 크고 작은 풍차와 코
스모스, 해바라기가 만발한 화훼단지가 위
치해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1-10
 tour.iansan.net/tour

F2  우리꽃 식물원
남도의 동백부터 백두산 고산지대의 희귀
식물까지, 팔도의 꽃나무와 전국에 자생하
는 야생화로 가득한 식물원이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777-17
 031-369-6163   
 botanic.hscity.go.kr

E4  화담숲
화담숲은 관람객이 산책을 하며 식물을 감
상하고 체험 할 수 있도록 원지형을 토대로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산책로를 배치한 수
목원이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031-8026-6666   
 www.hwadamsup.com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
브라운관 속 감동이 살아있는  촬영 관광지

B2  임진각/평화누리공원
남북분단의 현실을 체험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안보관광 여행지로 경기도
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직판장
을 도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 임진각 
 031-953-4744     peace.ggtour.or.kr

 비무장지대 연계견학
 코스A

      임진각 출발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통일촌 - 임진각 도착 (약3시간 소요)
 코스B

    임진각 출발 - 도라전망대 - 제3땅굴 - 허준선생묘 - 해마루촌 - 임진각 도착 
     (약3시간 30분소요)

 오전 9시 20분~오후 3시 / 매주 월요일 휴무, 신분증 지참
 031-954-0303 (DMZ매표소),   031-940-8523 (파주시 관광진흥센터)

E3  서울대공원
국내 최대규모의 공원으로 동물원, 식물
원, 테마가든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
고 있으며 지하철 4호선과 바로 연결되어 
도심 근교의 휴식공간으로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서울랜드, 렛츠런파크,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 국립과천과학관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4호선 대공원역 2번출구 도보 10분    
 02-500-7335     grandpark.seoul.go.kr

G4  안성맞춤랜드
남사당 공연장을 비롯해 천문과학관, 공예
문화센터, 캠핑장, 사계절 썰매장이 있는 
시민공원.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공
연이 열리고 매년 9~10월에는 안성 남사
당 바우덕이 축제가 열린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6-31
 031-678-2672     www.asmcland.or.kr

E3  에버랜드
아찔한 높이의 롤러코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기구와 맹수들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로스트밸리’, 판다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판다월드’가 있는 한국 최대의 테마파크.  

 캐리비안베이, 호암미술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에버라인 에버랜드역      셔틀버스 상시운행     031-320-5000     www.everland.com

E3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수도 한양을 지키던 조선시대의 산성으로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가장 시설이 잘 된 곳으
로 손꼽힌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산책코스와 드라이브 
코스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 
 8호선 산성역 2번출구      9-1, 52 버스 탑승 - 종점 하차 
 031-743-6610     nhss.ggcf.kr

F4  용인대장금파크
각 시대별 건축양식과 생활방식, 소재 등
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놓은 곳으로 수많
은 MBC 사극 작품들이 이 곳에서 촬영
되었다.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규장각, 
동궁전, 혜민서 등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주인공이 착용했던 궁중의상 등 소품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 330
 031-337-3241     djgpark.imbc.com

F4  설봉공원(세라피아)
설봉산에 위치한 이천의 대표적인 공원
시설.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
축제, 이천쌀문화축제의 개최지이다. 이
천세계도자센터,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국궁관 등 문화공간이 있다.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97번길 167-29    
 031-631-6501     www.kocef.org

D2  한국만화박물관
한국에 처음 만화가 등장한 1909년부터 현
재까지 100년 넘게 발전해온 한국 만화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상설전시, 체험전
시, 열람공간, 애니메이션 상영관으로 구성
되어 있다.   웅진플레이도시, 아인스월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
 7호선 삼산체육관역 1번 출구 도보 10분
 032-310-30901    
 www.komacon.kr/museum

C2  헤이리예술마을
예술인들이 직접 지은 집과 작업실 등 예술문화공간이 모여 있는 마을. 문화예술의 창
작·전시·공연·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개성 있는 건축물과 조형물 등은 헤이리만의 볼거
리이다.   프로방스(테마형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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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원마운트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결합한 형태의 공
간으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쇼핑몰, 
고급 스포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 
50m 높이의 워터슬라이드와 1년내내 눈
썰매를 즐길 수 있는 스노힐이 대표적이다.  

 한화아쿠아플라넷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3호선 주엽역 2번출구     무료셔틀버스 
 1566-2232    
 www.onemount.co.kr

C4  쁘띠프랑스
‘어린 왕자’를 컨셉으로 만든 프랑스 문화마을로 지중해 연안을 연상시키는 산책로 등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또한 여러 프랑스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616
 경춘선 청평역 1번출구      31-20 버스 탑승 - 쁘띠프랑스 정류장 하차 
 031-584-8200    
 www.pfcamp.com

D3  고구려대장간마을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지. 고구려 유
적 테마공원이며 전국에서 유일한 대장
간 마을이자 드라마세트장이다. 관광객
들을 위한 전통문화체험 학습장도 운영
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우미내길 41
 031-550-2363   
 gbv.guri.go.kr

D4   에델바이스스위스테마파크 
스위스의 작은 마을 축제를 주제로 만들
어진 에델바이스에서는 아름다운 스위스 
건축물과 풍경, 그리고 다양한 박물관, 갤
러리, 테마관, 포토존, 트릭아트 등을 즐길 
수 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다락재로 226-57    
 031-581-9400    
 www.swissthemepark.com

E2  안양예술공원
국내외 52명 유명 작가들의 설치예술작품이 계곡과 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색적인 
야외전시장. 맑은 물을 따라 산책을 즐기듯 산을 오르며 자연과 작품을 관찰할 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21     031-389-5552

E2  광명동굴
폐광을 문화예술체험과 힐링이 가능한 동
굴테마파크로 변화시켰다. 동굴 내 공연장
에서 예술공연, 패션쇼, 전시, 영화제 등 다
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1호선 광명역 7번출구    
  17번 버스 탑승 - 광명동굴 정류장 하차
 1688-3399    
 cavern.gm.go.kr

E2  웅진플레이도시
스파와 워터파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
심 속 사계절 실내테마파크이다. 실내외 워
터파크와 스파, 실내 스노파크, 골프 도시 
등이 한곳에 있어 날씨에 상관 없이 취향에 
따라 골라 놀 수 있다.   아인스월드, 한
국만화박물관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2
 032-310-8000
 www.playdoci.com

D4   더그림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집. 울창한 소나무 뒷
산과 유럽식 건물의 약 2,000평의 정원과 
유명산 산줄기가 어울어져 있으며, 60여편 
이상의 드라마, 영화, CF의 촬영 명소이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길 175
 경의중앙선 양평역 7번출구    
  6-2 버스 탑승 - 용천2리 정류장 하차
 070-4257-2210
 www.thegreem.com

E1  시화호 달전망대
시화호와 서해를 조망할 수 있는 20층 높
이의 달 전망대. 대부도와 오이도를 잇는 
시화방조제에 지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
력발전소와 에너지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조력문화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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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  안성팜랜드
39만평의 푸른 초지에서 25종의 가축과 
함께 4계절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는 농축
산테마파크. 가축 먹이주기, 트랙터마차로 
호밀밭 드라이브, 체험승마, 치즈제작 등 
다양한 농축산 체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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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의왕레일바이크
4.3km의 왕송호수 둘레를 따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로 호수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사계절 철새 도래지인 왕송호수의 수많은 
철새들을 관찰 할 수 있다.

 경기도 의왕시 왕송못동로 209 
 1호선 의왕역 2번 출구 도보 15분    
 1544-1555     www.uwrailpark.co.kr

B3  포천아트밸리
버려져 방치되어 있었던 폐채석장의 환경을 복원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자연경관
과 여러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031-538-3483    
 www.pocheonartvalley.or.kr

문화·테마파크 
각양각색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이 있는 문화·테마파크 관광지

역사 관광지 
역사속에서 조상들의 숨결과 지혜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역사관광지 

F3  한국민속촌
한국의 전통문화와 생활풍속을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테마파크. 전통가옥을 비롯
하여 사계절 변화에 따른 생활문화를 그대
로 재현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및 전통방식을 계승한 생활공예를 만나볼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분당선 기흥역 6번 출구    
  54번 버스 탑승 - 한국민속촌 정류장 하차
 031-288-0000    
 www.koreanfolk.co.kr

가평 남이섬 춘천닭갈비마을
운악산우리콩두부마을 안산 대부도방어머리먹거리타운

우리밀 바지락칼국수

구리 돌다리곱창골목 양주 양주골 한우마을

고양 풍동애니골 양평 옥천냉면

광주 남한산성 전통한식마을
소머리국밥

여주 천서리 막국수

용인 백암순대국

김포 대명포구 횟타운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동두천 떡갈비 이천 쌀밥정식

수원 왕갈비, 수원통닭골목
나혜석 음식문화거리 파주 임진나루 황복마을

파주장단콩마을

성남 남한산성 닭죽 안성 안성맞춤 먹거리타운

안양 안양명물 순대곱창골목 시흥 쭈꾸미볶음, 연잎밥

포천 이동갈비거리
깊이울 오리촌 화성 송교리 횟타운

바지락 죽, 바지락 영양밥

C4  쁘띠프랑스 <별에서 온 그대>,   <시크릿 가든>

F3  한국민속촌 <별에서 온 그대>,   <황진이>,   <닥터진>

E3  화성행궁 <전우치>,   <장옥정 사랑에 살다>,    < 운빨 로맨스 >

F4  용인 대장금 파크 <대장금>,   <해를 품은 달>,   <구가의 서>,   <동이>,   
<옥중화>,  <선덕여왕>

C2  벽초지문화수목원 <49일>,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2>,   < 그녀는 예뻤다 >

D4  더그림 <넝쿨째 굴러온 당신>,   < 옥탑방 왕세자>,   < 왕가네 식구들 >, 
<가면>,   <미녀의 탄생>

G4  안성팜랜드 <구가의 서>,   <빠담빠담>

B3  허브아일랜드 < 오 마이 비너스 >

C2  송암 스페이스센터 < 딴따라 >

D4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 리멤버(아들의 전쟁) >

C4  아침고요수목원 < 그녀는 예뻤다 >

C3  자운서원
1615년(광해군 7년)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율곡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율곡 이이의 위패와 영정이 봉안
돼 있는 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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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회암사지
현재는 터만 남아있지만 260칸의 규모로 
3,000여 명의 승려가 머물렀던 최고의 절
로 국보급 문화재가 다수 나와 역사적 가치
가 크다.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 14번지
 031-820-2114
 tour.yangju.go.kr

E5  신륵사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고
려 고승 나옹선사가 입적한 곳으로 유명하
다. 남한강변에 위치해 수려한 경관을 자랑
하며, 맞은 편에는 신륵사 강변관광지가 조
성되어 있다.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73 신륵사
 031-885-2505   
 www.silleuksa.org

D2  행주산성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한강의 장관을 품은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때 장군 권율이 대첩
을 이룬 싸움터이다. 대첩기념관에는 포통
과 화차 등 당시 사용했던 무기가 전시되어 
있고 1km 정도의 여유로운 산책로가 있다.  

 서오릉, 원당종마목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    
 031-8075-4642    
 www.visitgoyang.net

D4  다산유적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
가터이자 묘가 있으며 기념관과 기념물이 
조성되어 있다. 아늑하고 평화로운 남한강
변을 산책하며 다산유적지 곳곳을 둘러볼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747번길 11
 031-590-2837    
 www.nyj.go.kr/dasan

E3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조선 정조시대 역작으로 총 길이 5.7km, 면적 1.2km²에 달한다. 한국 건축양식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사적으로 장안문, 팔달문, 화홍문 등 다양한 건축물과 여러 각루등을 갖추
고 있다.   화성행궁, 팔달문시장, 지동시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수원역 10번 출구     35, 36, 39번 버스 탑승 - 화성행궁 정류장 하차 
 031-228-4672 (수원관광안내센터)     www.swcf.or.kr

F3 융건릉   세계문화유산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잠들어있는 융
릉. 정조와 효의황후의 건릉을 합쳐서 융건
릉이라고 부른다. 능 뒤에  숲이 우거져 있어 
산책코스로 좋고, 겨울철 설경은 <융건백설
>이라 불리며 화성 팔경 중 하나다.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
 1577-4200    
 tour.hscity.go.kr

E4  영릉(세종대왕릉)   세계문화유산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
를 합장한 무덤이다. 조선 왕릉 중 최초로 
하나의 봉분에 왕과 왕비를 합장한 능이자 
조선 전기 왕릉 배치의 기본이 되는 능이다. 
효종대왕릉으로 넘어가는 숲 사이로 산책
로가 조성되어 있다.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산83-1
 031-885-3123
 www.yj21.net/main/culture

C1  김포 문수산성
갑곶진과 함께 강화의 입구를 지키던 조선시대의 성으로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른 곳이다.   문수산, 김포국제조각공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6-1    031-980-2965~6     tour.gimp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