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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여행 버킷리스트
강원도는 낭만적인 분위기와 그림 같은 풍경, 현실적인 편의성까지 모든 것을 갖춘 워너비 여행지다. 

언제 어디로 떠나도 좋은 강원 여행길이지만 보다 알차게 즐기기, 
보다 오랫동안 기억될 여정을 만들기 위해 나만의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자.

하나  버킷리스트 이름 정하기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버킷리스트에	이름을	정하면,	보다	강한	동기

부여가	되고	애착이	생기며	추진력은	덤으로	따라온다.

둘  버킷리스트를 카테고리로 분류해 구체화하기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	목적,	지역,	테마,	계절	등	카테고리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축제가	목적이라면	그	시기를	놓칠	수	없고,	익스트림	스포

츠를	즐기고	싶다면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다.

셋  버킷리스트를 수치화하고 현실적인 계획 세우기 

	 	막연한	바람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부담이	가중되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한	달에	2번,	

1년에	20곳	방문하기	등	수치화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넷  마감 기한 정하기 

	 	가고	싶은	여행지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면	마감	기한도	정하는	것이	좋다.	목표	달성할	때

까지라고	막연하게	정한다면	다음으로	미루거나	늘어지기	쉽다.	

다섯  주변 사람들과 버킷리스트 공유하기

	 	버킷리스트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다.	버킷리스트를	수행할	때		

지인들의	독려를	받거나	수행	후	공감대가	형성되어	실행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최대한 자주 보며 각인하기 

	 		버킷리스트를	다이어리에	끼워	놓거나	책상	앞에	붙여	놓는	등,	최대한	항상	눈이	닿는	곳에	
두거나	자주	보며	각인하는	것이	좋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실행력도	

마찬가지다.	

일곱  버킷리스트 실행하고 실천 내용 기록하기 

	 	목록을	실행할	때	비로소	버킷리스트는	지워진다.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노력을	돌아보며	
실행한	내용을	하나씩	기록해	나간다면,	그	자체로	나만의	또	다른	여정이	될	것이다.

스탬프 이벤트 참여하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 가이드북」에 소개된 장소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
하고자 스탬프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행지 3곳 이상을 돌아보고 스탬프를 찍은 후 
강원관광 홈페이지 www.gangwon.to에 올리면 예쁜 홍보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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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음식까지
금상첨화네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

이렇게
선정했어요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강원도는	감성을	자극하는	

낭만	공간부터	핫하고	

트렌디한	스팟까지	모두	갖춘	

워너비	여행지이다.	강원도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를	

선정하였다.	초보	여행자부터		

프로	여행러까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통해	미처	

몰랐던	강원도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한층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	

테마별	여행지를	방문할	

때마다	스탬프	찍기에	

도전해보자.	여행하는	

재미에	선물까지	더해져	

추억이	더	풍성해진다.

TIP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

범이
곰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청정한 자연부터 감탄을 
자아내는 비경, 현대적이고 

쾌적한 편의시설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강원도는 

가족과 함께 떠나기에 더없이 
좋은 여행지다.

뉴트로 
시간 여행 떠나기

아날로그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로운 강원도의 명소들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지난 시간의 향수를 간직한 

공간에서 뉴트로 감성 가득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 되어 보기

사계절 언제나 감동적인 바다와 
계절마다 화려한 빛깔로 물드는 

강원도는 발길 닿는 곳마다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기에 
더 좋은 곳, 바로 강원도다.

액티비티, 
그 치명적인 매력에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부터 소박한 체험까지 

온몸으로 부딪치며 즐기는 
동안 스트레스는 깔끔하게 

날아가버린다. 액티비티 여행도 
역시 강원도다.

비움과 채움, 자연 속에서
 사색과 힐링하기

자연과 하나되는 사찰 여행부터 
아름다운 비경 속에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명소까지 
강원 여행은 휘게(hygge)를 

실현할 수 있는 힐링 여행 
버킷리스트 1순위다. 

문화 예술 공간에서 
감성 여행 즐기기

문화와 예술, 건축이 자연 또는 
공간과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로 
피어난다. 문화예술을 키워드로 
떠나는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 
도시의 또다른 얼굴을 만나는 
흥미로운 여행이 기다린다.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는	강원도의	새	캐릭터	범이	곰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명소,	또는	익히	알지만	아직	가보지	않았던	강원도의	핫한	장소를	범이와	곰이의	안내로	만나보자.	범이와	

곰이가	콕콕	찍어	추천하는	강원도의	곳곳을	따라가다보면	여행이	한층	더	흥미롭고	즐거워질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범이	곰이와	함께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	출발~!

쉬기 
딱 좋아

건강도 챙기고 
힐링도 하고

6개의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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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로 떠나는 여행은 트렌디하다. 사계절 언제 떠나도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핫한 체험과 문화, 레포츠까지도 곳곳에서 

활력을 더한다.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를 적어 보자

행 복 을 재 발 견 하 는 새 로 운 제 안

바 뀌 는 순 간 을 만 나 기 도 한 다

때 로 는 여 행 에 서 인 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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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림고개 | 뉴트로 시간 여행 떠나기

시간이	멈춘	듯	쇠퇴했던	상점가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춘천의	새로운	핫플레이

스가	있다.	옛	육림극장과	춘천	낭만중앙시장을	잇는	길인	육림고개다.	80년대

까지	번화했던	육림고개는	90년대	들어	쇠락하며	사람들에게	잊혀	갔다.	하지

만	2015년부터	막걸리	특화거리로	활성화되고	청년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개성	

있는	공방,	맛집,	카페	등이	들어서	오래된	골목을	젊은	감성과	트렌디한	멋으로	

다시	채색했다.	육림고개로	뉴트로	감성의	골목길	산책을	떠나보자.

 스탬프 투어 	춘천시	중앙로	77번길	�	44p		
	tour.chuncheon.go.kr		 	033-250-4312

 효자동 낭만골목 | 뉴트로 시간 여행 떠나기

낮은	담장과	예스러운	지붕들이	이어진	효자동이	낭만	가득한	벽화골목으로	

변신했다.	효자동	벽화골목은	낙후된	장소를	예술과	문화가	깃든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낭만골목	프로젝트’로	변신의	계기를	맞았다.	꿈에서	산신령의	

계시로	산삼을	캐	노모의	병을	낫게	한	조선시대의	효자	반희언의	일화부터	

익살스러운	호랑이,	천사	날개까지	감성	가득한	벽화들이	골목길을	채색하고	

있다.	사진	촬영하기도	좋은	효자동	낭만골목에서	인생샷에	도전해보기!

 스탬프 투어 	춘천시	효자동	541-6	�	44p	
	tour.chuncheon.go.kr		 	033-250-4312

물레길 및 하중도생태공원
의암호	물레길은	나무로	만든	카누를	타
고	유유자적	물	위를	여행하는	에코투
어다.	주변의	초록빛	산과	호수의	풍경
을	만끽하며	힐링하는	여러	가지	코스	
중에서도	하중도	코스는	삼악산을	바라
보며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으로	각광받고	있다.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13-1		
	mullegil.org		
	033-242-8463

*		09:00~17:00(여름	18:00,	동절기	주말	
위주	운영)	

춘천의 맛

춘천 닭갈비
갖은	야채와	양념에	재운	닭을	함
께	철판에	볶아먹는	춘천의	대표음
식으로	춘천	곳곳에	춘천	닭갈비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이	있다.

춘천 막국수
순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뽑아낸	
면을	금방	삶아내어	김치나	동치
미	국물에	말아먹거나	야채와	양
념으로	버무려서	식초,	겨자,	육수
를	곁들여	먹으면	좋은	맛을	즐길	
수	있다.

  체험 거리  

호반의 도시에서 낭만 여행 

춘천
호반의 도시 춘천은 현대적인 건물과 오래된 골목길이 공존하는 낭만과 청춘의 도시이기도 하다. 

추억을 소환하는 춘천으로 뉴트로 감성 가득한 낭만 여행을 떠나보자.

 구 백양리 역 | 뉴트로 시간 여행 떠나기

1939년에	만들어진	경춘선의	구	백양리역

은	지금은	폐역이	된	추억의	간이역이다.	

플랫폼	안에	역사가	들어선	독특한	형태로	

넓은	벌판과	북한강변에	위치해	뛰어난	주

변	경관과	역사의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역사	안에는	실

제	역사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	거

북이우체통	등도	볼	수	있다.	특히	9월에

는	역사	주변으로	메밀꽃이	만개하여	사진

촬영	명소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탬프 투어 	
춘천시	북한강변길	910-14	�	44p	
	tour.chuncheon.go.kr		
	033-250-4312

내륙권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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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향교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강원도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홍천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	교육을	담당하기	위

해	설립되었으며,	홍천군민들의	평생교육

을	담당해	온	교육기관이다.	현재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관리소	등	5개	동의	건

물과	문루인	석회루와	내삼문	등이	남아

있다.	홍천향교로	가는	길목의	벽에는	고

즈넉한	홍천의	풍경을	담은	벽화도	그려져	

있어	자연과	자연을	닮은	그림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101-14		
	hchy.co.kr		
	033-434-9388

 무궁화수목원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국내	최초로	무궁화를	테마로	조성된	무궁화수목원은	무궁화	보존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무궁화로	독립운동을	했던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사랑을	기리

고	있다.	무궁화	조형물,	무궁화	품종원,	무궁화	미로원	등	무궁화를	소재로	

한	테마원과	16개의	주제원을	비롯해	숲속	산책로,	온실,	어린이놀이터	등	다

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무궁화	중심도시인	홍천에서	나라꽃	무궁화의	각양

각색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스탬프 투어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937-12	�	44p
	great.go.kr		 	033-430-2774

 홍천성당 | 뉴트로 시간 여행 떠나기

홍천성당은	파란	지붕과	돌로	된	벽,	

그리고	높이	솟은	첨탑까지	1950년대	

석조	성당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어	등

록문화재	제162호로	지정되었다.	1925

년	목조건물로	건축되었던	본래의	성당

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고,	1955년

에	석조	교회로	완공되었다.	종교를	떠

나	역사적인	건물만으로도	과거로	여

행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으

며,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힐링할	수	있

는	휴식의	공간이	되어줄	것이다.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54		
	033-433-1026

홍천의 맛

화로구이
고추장과	벌꿀을	이용한	양념으
로	버무린	삼겹살을	숯불에	화로
구이로	구워	먹는	홍천의	대표적
인	먹거리.	양념	맛과	불	맛이	조
화롭게	어우러진	별미다.

홍총떡
홍총떡은	홍천메밀총떡의	줄임말
로	얇은	메밀부침에	삶은	무와	절
인	배추	등을	양념해	돌돌	말아	
만든	홍천의	향토음식이다.	매콤
하고	아삭아삭한	식감과	메밀	때
문에	담백한	맛이	매력적이며	매
운	맛,	순한	맛,	퓨전	맛으로	다양
한	스타일을	맛볼	수도	있다.

  체험 거리  

가리산레포츠파크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레포츠를	즐
길	수	있는	가리산레포츠파크에서	청정
한	숲	향기를	만끽하며	역동적인	체험에	
몸을	맡겨보자.	포레스트	어드벤처,	플
라잉짚,	GPR	서바이벌	등	다양한	체험	
코스가	도전과	모험의	세계로	안내한다.	
짜릿한	힐링과	성취감은	물론	재충전의	
시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길	426	
	070-8831-8138

청정 자연을 즐기는 힐링 여행 

홍천
경치 좋은 곳에서 느림의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홍천이 제격이다. 

울창한 산림이 많은 홍천은 청정 자연을 즐기며 신나는 레포츠로 

활력도 충전할 수 있어 힐링 여행지로 금상첨화다.

내륙권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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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호수길 | 비움과 채움, 자연 속에서 사색과 힐링하기

횡성	갑천면	일대	5개	리가	수몰되어	만들어진	횡성호수길은	문화체육관광

부	선정	‘2019	생태테마관광지’로	선정된	생태관광	둘레길이다.	횡성의	아름

다운	산세가	그림처럼	드리운	횡성호의	정취를	느끼며	총	30km,	6코스로	조

성된	횡성호수길과	함께	어답산과	갑천,	태기산성	등	주변의	명소도	둘러볼	

수	있다.	봄이면	도로변을	따라	벚나무가	화사한	꽃을	피우고,	아침이면	물안

개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정취	속에서	사색과	힐링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횡성군	갑천면	태기로구방5길	40		 	hsg.go.kr/tour		 	033-343-3432

 풍수원성당 |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 되어 보기

1907년	한국인	신부가	건립한	강원도	최초의	성당인	풍수원성당.	국내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유서	깊은	성당으로	강원도	지방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신자들이	직접	벽돌을	구워	건립한	성당은	고딕	양식의	종탑이	주변	숲

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정겹게	다가온다.	소박하지만	단아한	아름다

움과	정결한	멋을	간직한	풍수원성당에서라면	누구라도	로맨틱	영화의	주인

공이	될	수	있다.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유현1길	30		 	033-342-0035

범산목장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험을	하
고	싶다면	유기농	목장인	범산목장
을	찾아보자.	유기농	원료로	치즈,	
피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볼	수	있
으며,	송아지	우유주기,	젖소	먹이주
기	등의	체험도	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도	좋다.	

	횡성군	우천면	하대6길	102
	goodmilk.co.kr
	033-342-7854

횡성의 맛

횡성한우구이
횡성	여행길에	한우구이는	맛	리
스트	1순위다.	횡성한우는	초지가	
풍부한	청정	자연	속에서	과학적
인	프로그램에	의해	방목	사육되
고	있다.	때문에	육질이	단단하면
서도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살
아있는	명품	횡성한우구이	앞에서
는	누구나	먹방의	주인공이	된다.

더덕구이
산이	많은	횡성의	흙에서	자란	횡
성	더덕은	진한	향기와	맛은	물론	
그	효능까지	뛰어나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비유된다.	이	횡성	더덕
을	구이로	먹으면	싱그러운	풍미
와	아삭한	식감을	한결	부드럽게	
맛볼	수	있다.

  체험 거리  

 청태산자연휴양림 | 액티비티, 그 치명적인 매력에

해발	1,200m	청태산	기슭에	자리한	청태산자연휴양림은	잣나무,	전나무	등	아

름드리	침엽수가	우거진	거대한	삼림욕장이다.	숲	속에는	노루,	토끼,	멧돼지	등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연박물관이며,	통나무집과	숲속교실,	

야영장,	야외교실,	자연관찰원,	향토식물원,	체력단련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

다.	데크길을	따라	걸으며	숲	향기를	만끽하거나	캠핑을	즐기기에도	좋은	곳이며,	

휴양림	주위의	산길을	따라	산악자전거를	즐겨도	좋다.

 스탬프 투어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610	�	44p
	hsg.go.kr/tour		 	033-343-9707

녹색도시에서 휴양을 만나다

횡성
아름다운 산과 평화로운 숲길, 

물안개 피어오르는 호수를 모두 품고 있는 횡성. 

청정 자연으로 둘러싸인 녹색 휴양 도시에서 맛과 멋 모두를 챙겨보자.

내륙권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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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문화의 콜라보

원주
수려한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지리적 환경을 

갖춘 원주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여행지다. 자연과 문화, 전통과 

현대의 콜라보 여행을 떠나보자.

 소금산 출렁다리 | 액티비티, 그 치명적인 매력에

까마득한	벼랑	위에서	공중을	걷는	듯한	짜릿함!	그	스릴	넘치는	하늘	위	

걷기에	도전하고	싶다면	소금산	출렁다리를	건너보자.	길이	200m,	높이	

100m,	폭	1.5m로	산악	보도교	중	국내	최장,	최고	규모의	출렁다리를	걸으

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비현실감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스카

이워크	전망대	및	출렁다리	옆으로	조성된	334m	길이의	‘하늘바람길’	위에

서는	간현계곡의	빼어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스탬프 투어 	원주시	지정면	간현관광지	내(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26)	�	44p		
	tourism.wonju.go.kr		 	033-731-4088	

원주의 맛

원주 뽕잎밥
단백질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	있
어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좋은	유기농	뽕잎으로	밥을	지은	
원주	뽕잎밥은	저칼로리이면서	구
수한	맛과	감칠맛이	일품이다.

원주 복숭아불고기
원주를	대표하는	복숭아불고기는	
청정한	치악산에서	자란	복숭아
로	만든	효소로	한우를	재워	부드
러운	단맛이	일품이다.	달달한	복
숭아	향과	함께	입안에서	부드럽
게	녹아내리는	맛은	남녀노소	모
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원주 중앙·미로예술시장
중앙시장은	원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
도	큰	전통시장이다.	2층에는	청년	창업	특
화	시장으로	작고	예쁜	공방과	카페	등	개성	
넘치는	점포들이	모인	미로예술시장이	자리
하고	있다.	추억이	담겨	있는	재래시장과	트
렌디한	현대적	예술시장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원주시	중앙시장길	6
	033-747-6082,	033-743-2570

내륙권

 구룡사·황장목 숲길 | 비움과 채움, 자연 속에서 사색과 힐링하기

서기	668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수많은	고승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고

찰이며,	조선	초기	개축된	대웅전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다.	인

근에	구룡소와	구룡사	계곡,	금강소나무라고	부르는	황장목	숲길이	있으며	구룡

사	매표소부터	구룡소까지	약	900m	구간의	데크길은	휠체어로도	오를	수	있다.	

청정한	숲	향기와	바람의	속삭임을	들으며	비움과	채움을	만끽하기,	꿈꾸던	힐링

을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다.

 스탬프 투어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500	�	44p		
	tourism.wonju.go.kr		 	033-732-4800

 뮤지엄 산 
 | 문화 예술 공간에서 감성 여행 즐기기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뮤

지엄	산은	회색빛	콘크리트와	바람,	물,	빛	

등	자연과의	조화로운	미학이	담긴	건물과	

부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예술작품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플라워가

든,	워터가든,	본관,	명상관,	스톤가든,	그

리고	제임스터렐관	등	테마별로	예술이	조

화롭게	어우러진	뮤지엄은	관람객들에게	

감성	충만해지는	행복한	시간을	선사한다.	

종이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페이퍼	

갤러리도	놓치지	말자.

 스탬프 투어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	44p	
	tourism.wonju.go.kr		 	033-730-9000

  체험 거리  

  TASTY   

14 15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뷔 | 비움과 채움, 자연 속에서 사색과 힐링하기

오대산국립공원에	자리한	자연명상마을	옴뷔(OMV)는	명상과	자연	체험을	

통해	건강을	되돌아볼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힐링스테이를	즐기며	일상의	

굴레를	잠시	내려	놓고	다채로운	테마의	정원과	숲길을	산책하며	몸과	마음

까지	정화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

며,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나를	위로하고	싶다면	옴뷔에서	비움과	채움을	경

험해도	좋겠다.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312		 	omv.co.kr		 	033-333-6500	

 청옥산 육백마지기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청옥산은	해발	1,256m	높이의	고산임에도	산	정상에	평원이	펼쳐져	곡식을	

심으면	그	면적이	볍씨	6백	두락이나	된다는	뜻에서	‘육백마지기’라	불려져	

왔다.	해발	고도가	높아	별	보기	명소로도	알려져	쏟아지는	별빛	감상과	별	

사진을	찍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	청옥산	정상에는	고랭지	

채소밭과	더불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유럽	알프스	초원처럼	이국적이면

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날	수	있다.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1-14		
	tour.pc.go.kr

 효석달빛언덕 | 문화 예술 공간에서 감성 여행 즐기기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저자	이효석	선생의	생가와	이효석문학관이	있는	효석마

을에	효석달빛언덕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마치	거실의	책장을	연상케하는	입구를	

들어서면,	이효석	선생의	생가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또	근대문학관과	선생이	

평양에서	살았던	집을	재현해	놓은	푸른집,	꿈꾸는	정원,	달빛나귀	전망대를	비롯

해	대형	달	조형물에	사랑의	메시지를	송출하는	특별한	포토존까지	조성되어	있

다.	감성	문학여행을	하고	싶다면	효석달빛언덕	체크	Up!

 스탬프 투어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40	�	44p	
	tour.pc.go.kr		 	033-336-8841

평창의 맛

메밀전병
메밀의	고장에서	메밀음식을	맛보
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메밀
전병은	메밀반죽에	김치	등을	섞
은	소를	넣고	노릇하게	부쳐서	돌
돌	말아내는데,	매콤하면서	쫀득
한	맛이	좋다.	여기에	메밀막걸리	
한	잔	곁들이면	금상첨화.	이	밖에	
메밀호떡과	메밀찐빵,	메밀가루를	
묻혀	튀겨낸	메밀닭강정도	지나치
기	아쉽다.

평창 횡계 오삼불고기
횡계	지역의	추운	날씨	때문에	탄
생된	횡계	오삼불고기는	산과	바
다의	맛이	어우러진	별미이다.	횡
계지역에	산행이나	사계절	스포
츠를	즐기기	위해	들렀다면	명물	
오삼불고기를	맛보는	것을	잊지	
말자.

평창시티투어
평창을	편안하고	알차게	즐기고	싶
은	여행자라면	평창시티투어를	이용
해보자.	KTX	평창역과	진부역을	거
점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평창	
이야기를	들으며	‘올림픽로드’,	‘봉평
장로드’,	‘진부장로드’,	‘축제로드’	등	
코스별로	평창군의	대표	관광지를	
들러볼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구석구석	평창	여행을	제대로	

돌아보며	실속	여행을	즐겨보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tour.pc.go.kr/happy700bus
	오대산관광	033-335-2000

감성 충만 행복 여행

평창
푸른 초지와 하얀 설원의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평창은 해발 700m 고지대다. 

문화와 감성 충만한 여행 1번지 평창에서 진정한 

소확행을 발견할 수 있다.

내륙권

  체험 거리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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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방치 스카이워크&짚와이어 
 | 액티비티, 그 치명적인 매력에

해발	583m의	까마득한	벼랑	밖으로	돌출

된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투명한	통

유리	바닥을	걸어	한반도	지형을	닮은	동

강변을	조망하는	짜릿한	스릴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병방치	전망대에서	동강생태체

험장까지	1km	길이를	짚와이어로	건너갈	

수	있는데,	강물	위를	날아가는	판타스틱

한	즐거움도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버

킷리스트다.	뛰어난	경관과	아슬아슬한	모

험을	동시에	경험해볼	수	있는	그	치명적

인	매력에	푹~	빠져보자.

 스탬프 투어 	
정선군	정선읍	병방치길	225	�	44p	

	jeongseon.go.kr/tour		
	033-563-4100

정선의 맛

황기족발
족발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정선에
서	황기족발	맛	체험에	도전해보
자.	정선의	특산품	중	하나인	황기
로	만든	황기족발은	족발의	누린내
가	없고	담백하여	별미로	꼽힌다.	

향어백숙
정선은	깊은	산속	차갑고	맑은	물
이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냉수
성	어류인	향어	양식으로	유명하
다.	특히	산골	도시	정선의	향어백
숙은	진한	국물이	일품이다.

  TASTY   

 함백산 만항재 
 | 비움과 채움, 자연 속에서 사색과 힐링하기

해발	1,330m에	위치한	함백산	만항재는	

천상화원이라	불릴	만큼	한국	최대	규모의	

야생화	군락지로	손꼽힌다.	때문에	야생

화가	만발한	매년	7월에는	고한	함백산	야

생화축제를	개최한다.	한편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함백산은	겨울에	내린	눈이	녹지	

않아	겨울철	등산객들에게도	사랑받고	있

으며,	가을	단풍까지도	곱게	물든	산야를	

즐길	수	있다.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6-8
	정선관광안내	1544-9053

덕우리체험마을
맷돌	커피	마시던	<삼시세끼>	촬영장이	궁금하다면	덕우리체험마을로	가보자.	
맷돌로	커피	만들기,	커피양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가족,	연인과	함

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정선군	정선읍	백오담길	27		
	www.덕우리체험마을.com		 	033-562-9001

정선아리랑 배우기
“아리랑~아리랑~아라리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인	정선에서	강원도	무형문
화재	제1호	정선아리랑	배우기!	자꾸만	흥얼거려지는	아리랑	가락에	잊지	못할	

정선	여행이	된다.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033-560-2897

아리랑과 함께 멋과 흥에 빠지다 

정선
깊은 산과 강물이 만나 빚어 놓은 그림 같은 비경, 흥이 넘치는 

체험까지 더해 설렘 가득한 시간을 만날 수 있는 아리랑의 고장. 

잠들어 있던 감성도 일깨워 줄 정선으로 떠나보자.

 정선레일바이크 | 액티비티, 그 치명적인 매력에

정선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활력	넘치는	액티비티까지	함께	즐기고	싶

다면?	바로	정선레일바이크에	탑승해보자.	폐역과	폐철로를	활용한	정선레

일바이크는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7.2km를	시속	15∼20km의	속도

로	운행한다.	사계절	울긋불긋	화사한	색으로	물드는	정선의	산자락과	황홀

한	경관을	생생하게	즐기며	활기	넘치는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스탬프 투어 	정선군	노추산로	745	�	44p		
	jeongseon.go.kr/tour		 	033-563-8787

내륙권

  체험 거리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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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없는 박물관 여행 

영월
고산준령이 품고 동강과 서강이 빚은 절경이 즐비한 영월은 

비운의 역사와 문화유산도 많아 지붕 없는 박물관 도시로 알려졌다. 

산 좋고 물 좋은 고장 영월에서 감성 문화 여행을 떠나보자.

영월의 맛

칡국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영월에
서는	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던	칡
으로	국수를	해먹었다고	한다.	칡
가루로	반죽한	굵은	면발과	맑은	
국물의	걸쭉함이	매력적인	별미로	
쫄깃한	식감에	약간	쌉싸름하면
서도	특유의	구수한	맛과	향이	입
맛을	돋운다.

  ADVICE  
도토리묵 무침, 감자전, 감자떡과 한
상차림을 완성하면 건강한 재료의 
기운을 한껏 맛볼 수 있어 더욱 좋
다. 고씨굴 칡국수촌에서 영월의 별
미 칡국수를 맛볼 수 있다.

 메타세쿼이아길
  |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 되어 보기

영월	주천면에는	150m	길이의	메타세

쿼이아길이	있다.	높고	탁	트인	메타세

쿼이아길을	지나	섶나무를	엮어	만든	

다리인	전통	섶다리까지	건너며	고즈

넉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마치	시간

을	거슬러	올라간	듯도	하고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걸어	들어간	듯도	하다.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힐링길에서는	그

저	찍기만	해도	인생샷이	된다.

 스탬프 투어 	
영월군	주천면	미다리길	50-24	�	44p

	yw.go.kr/tour		 	1577-0545

리버버깅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들이라면,	새로운	
리버버깅에	도전해보기는	어떨까.	리버
버깅은	급류를	즐기는	래프팅이나	카약
과	유사하지만	노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발을	이용해	추진하여	급류를	즐기는	수
상레포츠다.	영월	동강에서	계곡을	따
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호쾌한	
스릴을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체험하러	

동강으로	레츠기릿!

		영월군	김삿갓면	강변로1462-17	
	 각동학생수련장	
	purunachim.com		
	033-372-4702

내륙권

 젊은달Y파크 
 | 문화 예술 공간에서 감성 여행 즐기기

영월의	새로운	명소	젊은달Y파크는	기존의	

술샘박물관과	다양한	설치미술	작품,	공방

과	카페	등이	어우러져	재탄생한	복합	문

화·예술	공간이다.	미술관은	현대미술관과	

목공예,	금속공예공방	그리고	술샘박물관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젊은달	미술관’을	

비롯해	‘붉은	파빌리온’,	 ‘바람의	길’	등	총	

10개	구역으로	나뉜	미술관이자	거대한	대

지미술공간이다.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

과	공방이	합쳐진	젊은달Y파크에서	감각

적이고	새로운	문화	여행을	즐겨보자.

 스탬프 투어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67-9	�	44p	
	yw.go.kr/tour		 	033-372-9411

 석항 트레인스테이 | 뉴트로 시간 여행 떠나기

이색	숙소를	체험하고	싶다면	기차에서	하룻밤은	어떨까?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	석항역에는	폐기차를	개조해	만든	이색	숙소	트레인스테이가	있다.	열

차	외관을	그대로	두고	내부만	깔끔하게	개조했으며	카페와	식당도	있다.	잘	나

가던	탄광촌이었던	석항은	탄광이	문을	닫은	후	활기를	잃어버렸다.	바로	이곳

에	트레인스테이가	들어서면서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기차에서	보내

는	아날로그	감성의	하룻밤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스탬프 투어 	영월군	중동면	석항역길15	�	44p	
	yw.go.kr/tour		 	033-378-0900

  체험 거리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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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이 마을 | 뉴트로 시간 여행 떠나기

청초호	아바이	마을은	1.4	후퇴	때,	피난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피

난민들이	정착한	실향민	마을이다.	시간이	머문	듯	오래되고	낮은	건물들과	

골목	사이로	분단과	실향의	아픔이	배어	있는	곳이지만,	드라마	<가을동화>	

촬영지로	명성을	얻으며	한류	관광지가	되었다.	주민이	직접	줄을	당겨	끌던	

갯배도	명물	체험거리가	되었으며,	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맛집들이	즐비

하다.	주변에	청년몰	갯배ST(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도	있어	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시간	여행지다.

 스탬프 투어 		속초시	아바이	마을길	17	�	44p
	sokchotour.com		 	033-639-2144	

아바이순대
아바이순대는	돼지의	대창	속에	
익힌	찹쌀밥,	선지,	여러	가지	부
재료	등의	소를	넣고	쪄내는	함경
도식	순대다.	일반	순대보다	크고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물회
살얼음	동동	뜬	육수에	제철	횟감,	
전복,	오징어,	멍게	등	다양한	해산
물과	각종	채소를	넣어	만든	시원
하고	매콤한	물회는	속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버킷리스트	메뉴다.

속초의 맛

  체험 거리  

국립산악박물관
설악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산악박물관은	등산과	산에	얽힌	고유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산악문화	체험	복합문화공간이다.	고산	체험실,	실내	암벽	체험실,	VR	체험	등	
각종	등산	관련	체험도	즐길	수	있고	산악	역사와	인물,	산악	교실,	전시실	등을	돌아
보며	대한민국	등반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불굴의	의지로	극한에	도전하

는	산악인들의	의지를	엿보고	산을	오르는	자세를	돌아볼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

		속초시	미시령로	3054		
	forest.go.kr		
	033-638-4459	

영동권

산과 바다, 호수의 3색 매력 

속초
설악산과 동해를 품고 있는 속초는 바다와 산 

그리고 호수까지 어우러진 3색 매력의 도시다. 

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속초 여행은 

언제나 처음처럼 풋풋한 설렘이 가득하다.

  TASTY   

 바다향기로 
 |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 되어 보기

한국전쟁	이후	65년	만에	일반에	개방한	

‘바다향기로’는	속초해수욕장에서	외옹치

항까지	이어지는	1.74km의	해안	산책길

이다.	드라마	<남자친구>	촬영지로도	알

려진	바다향기로는	나무데크길을	따라	마

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감성	로드다.	산책

로	뒤쪽엔	울창한	해송들이	군락을	이루

고	있어	정취를	더한다.	일상에	지쳐	사라

져	버린	낭만	세포를	되찾고	로맨틱	감성

도	풀	충전하고	싶다면,	바닷바람을	온몸

으로	맞으며	바다향기로를	걸어보자.

 스탬프 투어 		
속초시	대포동	666번지	�	44p	
	sokchotour.com		 	033-639-2144

 속초관광수산시장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속초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속초관광수

산시장은	속초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늘	

인산인해를	이룬다.	젓갈	골목,	닭전	골목,	

순대	골목,	튀김	골목,	어물전	골목	등	품

목별로	전문화되어	있을	만큼	규모도	크

다.	지하에는	회센터가	있어	활어와	새우,	

해산물을	즉석에서	손질해서	식당에서	먹

고	갈	수도	있다.	특히	손바닥만	한	새우튀

김과	닭강정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	관

광객들이	줄을	잇는	속초	여행	필수	코스

가	되고	있다.

 스탬프 투어 		
속초시	수복로	490-41	�	44p	

	sokchotour.com
	033-639-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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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전골
산이	깊은	양양의	특산물	중	하나
가	송이버섯이다.	깊은	산속에서	
채취한	양양	특산물	송이버섯과	
여러	가지	버섯을	함께	끓인	송이
버섯전골은	건강과	맛을	모두	충
족시킬	수	있는	양양의	대표	먹거
리다.

홍합메밀장칼국수
본래	양양의	어부들이	즐겨	먹던	
홍합장칼국수에	면을	메밀로	만
들어	식감도	독특하고	쫄깃한	홍
합메밀장칼국수는	얼큰한	고추장
을	푼	칼칼한	국물에	통통한	홍합
과	면발의	조화가	일품이다.	특히	
포슬포슬한	강원도	감자가	어우러
져	걸쭉하면서도	칼칼한	국물	맛
을	되직하게	만들어준다.

양양의 맛

해담마을
양양	해담마을은	마을	전체가	휴양	
단지로	조성되어	캠핑과	레저를	동
시에	즐길	수	있다.	수륙양용차를	비
롯하여	페인트볼	사격,	서바이벌	게
임,	활쏘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물고기	맨손	잡기도	인
기다.	계곡을	따라	방갈로와	펜션이	
자리하고	있으며,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할	수	있는	체험	힐링	마을이다.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2110-17	
	hd.invil.org	
	033-673-2233

즐겁고 신나게 Fun Fun! 

양양
연어의 고장으로 알려진 양양은 이제 서퍼들의 메카가 되고 있다. 

흥겹고 신나게 에너지를 발산하며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양양으로 Fun 여행을 떠나보자

영동권

 하조대 | 비움과 채움, 자연 속에서 사색과 힐링하기

양양의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하조대는	해안에	우뚝	솟은	기암절벽과	낙락장송

(落落長松)이	어우러진	빼어난	비경으로도	유명하다.	바닷가	벼랑	끝에	자

리한	유서	깊은	정자가	바로	하조대로,	이곳에서	만났다는	조선시대의	공신	

하륜과	조준의	성을	따서	‘하조대’라	이름	붙여졌다.	하조대에서	바라보는	동

해바다	풍광은	비경으로	꼽히며,	바위	언덕	위에	우뚝	솟은	하조대	등대와	하

조대	전망대까지	함께	돌아보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코스다.

 스탬프 투어 		양양군	현북면	조준길	99	�	44p		
	tour.yangyang.go.kr		 	033-670-2516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우리나라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가	바로	양양	오산리에	있다.	덧무늬

토기와	점토제	인면상,	돌톱,	이음낚시	등	약	8천	년	전	신석기시대	유물이	발

굴된	이	유적지에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	건립되었다.	박물관에서는	선사

시대	유물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토기	제작과	어로,	수렵,	채

집	등	주요	생활상을	소개하고	있다.	또	야외에는	신석기인이	살던	쌍호	주변

과	유적을	둘러볼	수	있는	탐방로와	움집도	돌아볼	수	있다.

 스탬프 투어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33	�	44p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33		 	tour.yangyang.go.kr		 	033-670-2442	

 송이밸리자연휴양림 | 액티비티, 그 치명적인 매력에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은	휴양과	액티비티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독특한	휴양림이

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송이생태관	등에서	우리	백두대간과	송이버섯에	대해	

배워보고,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다양한	목공예품	관람과	직접	목재로	공예품

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특히	익스트림형	짚라인(하늘	나르기)을	타고	숲속

을	가로지르며	솔향과	자연경관을	만끽하는	특별한	체험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코스다.

 스탬프 투어 		양양군	양양읍	고노동길	98-50	�	44p		
	tour.yangyang.go.kr		 	033-670-2644

  체험 거리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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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거리 | 뉴트로 시간 여행 떠나기

월화거리는	강릉역에서	시작하여	도심을	가로질러	열차가	달렸던	폐철도를	

따라	조성된	2.6km의	산책로다.	월화거리는	곳곳에	자리한	예쁜	조형물,	응

원과	위로를	전하는	글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닌	골목	풍경이	어우러

져	독특하고	낭만적인	정취가	가득하다.	월화거리에서	시간	여행을	했다면,	

강릉	중앙시장,	성남시장에서	닭강정,	아이스크림호떡,	수제어묵크로켓,	떡

갈비,	마늘빵	등	뜨는	먹거리	투어로	마무리해도	좋겠다.

 스탬프 투어 		강릉시	경강로	2111	�	44p		
	gn.go.kr/tour		 	033-640-5643

 BTS 버스정류장 
 |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 되어보기

BTS	팬들의	성지가	강릉에	있다.	바로	

K-POP	최초로	미국	빌보드	음반	차트	1위

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앨범	재킷	촬영	장

소인	바닷가	버스	정류장이다.	촬영	당시	

임시로	만들었다가	철거되었지만,	관광객

들을	위한	포토존으로	재현해	놓았다.	최근	

‘BTS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한국	관광명

소	TOP	10’에서	1위를	차지한	곳으로,	‘아

미’들의	성지로	등극했으며	주문진해변의	

이색	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스탬프 투어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해변	�	44p

	gn.go.kr/tour		 	033-640-4534

감자옹심이
감자옹심이는	오직	감자만	강판
에	갈아내	만들어	쫄깃하고	찰진	
맛의	건강	음식이다.	멸치,	다시마	
또는	해산물을	우린	국물에	넣어	
끓여	담백하고	구수하면서도	깊
은	맛을	자랑한다.

강릉의 맛

 명주동 골목길
 | 뉴트로 시간 여행 떠나기

강릉	핫플레이스	명주동에는	낡은	건물을	

활용한	문화공간들이	많다.	옛	명주초등학

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명주예술마당은	공

연장과	연습실을	운영하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화예술공

간이다.	 1958년	세워진	교회를	리모델링

한	작은	공연장	단에서는	연극이나	콘서트

가	개최되며,	옛	방앗간과	100년	넘은	적

산가옥은	멋스러운	카페로	재탄생했다.	이

처럼	현재와	과거가	뒤섞인	명주동	골목길

은	뉴트로	시간	여행자들에게	더없이	매력

적인	여행지다.

 스탬프 투어 		
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	44p

	gn.go.kr/tour
	033-640-4534

  체험 거리  

강릉컬링센터
2018동계올림픽때	컬링	경기를	했던	장소에
서	컬링	체험을	해볼	수	있다?	강릉컬링센터
는	전	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올림픽	은메달	
신화를	만들어	낸	컬링	경기가	개최되었던	곳
이다.	이곳에서는	누구라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	컬링을	체험할	수	있다.	단,	사전	예약	
필수.	강릉	여행길에	다른	곳에서는	해보기	

힘든	컬링	체험으로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32		
	033-647-8688	

초당두부
초당두부는	두부의	모양을	갖추
기	직전의	‘初두부’라고	해서	초당
초두부라고	한다.	초당초두부는	
자칫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
면	제맛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양내기도	힘들다.	초당초두부는	
바닷물을	간수로	썼기	때문에	따
로	간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맛
을	낸다.

영동권

바다도시로 떠나는 시간 여행 

강릉
언제라도 다시 가고픈 워너비 여행지 강릉. 사계절 낭만이 넘실거리는 

바다와 고즈넉한 호수, 봄이면 벚꽃으로 환상적인 거리가 되는 

여행러들의 버킷리스트 1순위다.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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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의 모든 것!

동해
수려한 산과 아름다운 계곡, 그리고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동해시는 피서지로 인기 높은 휴양 도시다. 신비함을 간직한 

비경의 자연과 더불어 힐링 여행을 떠나보자.

동해 대게
동해에만	분포하는	홍게는	붉은	
대게라고도	불리며,	달달한	다리	
살의	맛이	일품이다.	게장을	넣고	
밥을	비벼	먹으면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9월부터	잡기	시작하는	
붉은	대게는	10월경부터	맛이	제
대로	들기	시작해	날씨가	추워질
수록	담백한	맛이	살아난다.	

장칼국수
장칼국수는	고추장과	된장으로	
칼칼하게	맛을	낸	강원도	향토음
식이라고	하니	이왕이면	장칼국수
에	도전해보자.	일반적으로	보아
온	칼국수와는	다르게	국물이	붉
은색이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고	칼칼함과	구수한	맛이	있어	
부담	없이	즐기기에	적당하다.

동해의 맛

 추암해변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기암괴석이	늘어선	해안	절벽과	아담한	백

사장을	모두	품고	있는	추암해변은	동해시

의	대표적인	명소.	애국가	첫	소절에	등장

하는	추암	촛대바위는	최고의	일출	명소로	

새해	일출맞이는	물론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다.	또한	72m의	

추암	촛대바위	출렁다리는	동해안	유일의	해상	출렁다리로,	바다가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야

간에도	촛대바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운치를	즐길	수	있다.

 스탬프 투어 		동해시	촛대바위길	6(관광안내소)	�	44p
	dh.go.kr/tour		 	033-530-2801

  체험 거리  

무릉건강숲
무릉계곡	입구에	자리한	동해무릉건
강숲은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센터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
으며,	동해시	보건소가	전담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숙박동을	비롯해	찜질
방,	소금동굴,	산소힐링방	등	테마	체험
실을	운영한다.	편백칩을	사용한	편백	
베개	만들기,	피부	타입에	맞는	천연	비
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도	진행한다.

	동해시	삼화로	455(삼화동)
	dh.go.kr/forest
	033-530-2395

영동권

 논골담길 | 뉴트로 시간 여행 떠나기

1941년	묵호항이	개항하고	항구가	커지자	일거리를	찾아	모여든	사람들이	비

탈진	언덕에	작은	집을	겹겹이	지어	살았다.	바로	논골마을의	역사다.	이런	묵

호항과	마을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집집마다	담장에	그려	넣으며	동해	관광

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일하는	사람들,	억척스러운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

습	등	논골담길	곳곳에	그려진	당시	생활	풍경을	담은	벽화는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전한다.

 스탬프 투어 		동해시	논골1길	22(논골상회)	�	44p
	dh.go.kr/tour		 	033-530-2231

 망상오토캠핑리조트 
 | 액티비티, 그 치명적인 매력에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망상해수욕장	

일원에	자동차	전용	캠핑장으로	조성

되었다.	새롭게	조성된	망상	제2오토

캠핑장은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높다.	

크게	캐러밴	존과	일반	캠핑	존으로	구

분되며	일반	캠핑	존은	개인이	텐트를	챙겨야	하고,	캐러밴	존에서는	캠핑	장비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캐러밴	안에	침구류,	가전제품,	식기	등이	비치되어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인근	망상해변한옥마을	‘해안’은	바닷가에서	전통	한옥	문화를	체

험할	수	있다.

 스탬프 투어 		동해시	동해대로	6270-14(관광안내소)	�	44p
	dh.go.kr/tour		 	033-530-2800

망상해변한옥마을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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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의 신비를 만나다 

삼척
강원도 최남단이자 동해안의 관문 도시 삼척.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삼척은 동양 최대 석회암 동굴을 

품고 있어 태고의 신비를 만나고 싶은 이들의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 액티비티, 그 치명적인 매력에

조용한	포구인	초곡항이	초곡	용굴촛대바위길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끝

자락인	용굴까지	해안	절벽을	잇는	660m의	데크	탐방로인	초곡	용굴촛대바

위길은	촛대바위,	거북바위,	사자바위,	용굴	등	독특하고	아름다운	바위들이	

즐비한	해안	절경과	출렁다리가	짙푸른	해변을	따라	이어진다.	본래	군사지

역이었던	탓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숨은	명소를	해안길과	스카이워크를	통해	

감상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스탬프 투어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36-20	�	44p		
	samcheok.go.kr/tour.web		 	033-570-4605

 환선굴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약	5억	3천만	년	전에	생성된	환선굴은	우리나

라	석회암	동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

한	구조로	알려졌다.	덕항산	중턱에	자리한	동굴	

안에는	골짜기와	높이	10m가	넘는	폭포	3개를	

비롯해	종유관,	동굴산호,	동굴진주	등의	독특한	

동굴	생성물과	꿈의	궁전,	도깨비방망이	등	신비

롭고	다양한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	석주가	발달

되어	있다.	신비롭고	이상한	나라로	모험을	떠나

고	싶은	이들은	必	도전!

 스탬프 투어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	44p		
	samcheok.go.kr/tour.web		 	033-541-9266

삼척의 맛

곰치국
못생긴	물고기로	꼽히는	곰치.	하
지만	잘	묵은	김치와	함께	푹	끓여
낸	곰치국은	얼큰하고	시원한	맛
을	선사하는	별미로,	삼척	여행길
에	꼭	체크해야	할	음식	버킷리스
트	1순위다.

물닭갈비
기존의	닭갈비는	잊어라!	탄가루
로	목이	텁텁한	탄광의	광부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삼척의	물닭
갈비는	전골처럼	국물이	있는	형
태이다.	쫄깃한	닭고기와	매콤한	
국물이	쑥갓	등	각종	나물과	어우
러져	독특한	맛을	선사하는	삼척
의	별미다.

 삼척해상케이블카
 | 액티비티, 그 치명적인 매력에

삼척해상케이블카는	한국의	나폴리라	불

리는	장호항과	용화리까지	케이블카를	통

하여	가로지르며	아름다운	항구와	에메

랄드빛	바다	경관을	공중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해상케이블카는	중간	철탑이	없는	

874m	구간을	오가며	바다를	가로지른다.	

더욱이	케이블카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

어	있어	발밑으로	푸른	바다를	볼	수	있기

에	한층	더	짜릿한	시간을	선사한다.

 스탬프 투어 		
장호역	: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2-10	
용화역	: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54-31	�	44p	
	samcheok.go.kr/tour.web	
	033-570-4608

  체험 거리  

장호어촌체험마을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장호어촌체험마을의	바다는	수심이	깊지	않아	스노클
링과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	체험을	즐기기에도	좋다.	또	투명카누를	타고	푸른	바

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선상에서	즐기는	바다낚시도	특별한	체험이	된다.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80		 	삼척장호어촌체험마을.kr		 	070-4132-1601

영동권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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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아래 첫 도시

태백
국내 유일의 고원도시 태백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야생화부터 

설경까지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이국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도시 태백 여행은 고원 관광과 더불어 힐링 여행지로 버킷리스트 킵!

 용연동굴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금대봉	하부	능선에	위치한	용연동굴은	국

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	920m에	형성되었

다.	1억	5천만~3억	년	전에	생성된	건식	자

연석회	동굴이며,	총	길이	843m에	다양한	

석순과	종유석,	석주,	동굴진주,	동굴산호,	

석화,	커튼	등의	생성물들이	즐비하다.	동

굴	내에는	38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불빛	분수쇼로	밋밋할	수	있는	동굴	여행에	

다이내믹한	재미를	더해준다.	주차장에서	

동굴	입구까지	낭만의	용연열차가	운행되

고	있어	오르막길도	편하게	오를	수	있다.

 스탬프 투어 		
태백시	태백로	283-29(화전동)	�	44p	
	tour.taebaek.go.kr		 	033-550-2729

 구문소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강물이	산을	넘는다’는	도강산맥(渡江山脈)의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볼	수	있는	구문소는	황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산을	뚫고	지나가며	높이	

20~30m,	넓이	30m2	정도	되는	큰	석문을	만들고	깊은	소를	이루어	‘구문

소’라고	한다.	낙락장송,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이루며,	마당소,	

자개문,	용소,	삼형제폭포	등	구문팔경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생대	

표준	층서를	보여주며	천연기념물	제417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태백시	동태백로	11		 	033-550-2828

태백 연탄구이 한우 
태백에는	탄광	지역답게	품질	좋
은	한우를	연탄불에	직화로	구워
먹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숯보
다	화력이	센	연탄불에	구운	한우
는	육즙을	꽉	잡아주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육질이	일
품이며,	1970~80년대	향수를	느
낄	수	있어	뉴트로	여행의	마무리	
코스로도	좋다.

태백의 맛

  ADVICE  
맛 탐방을 하고 싶다면 황지연못 인
근에 있는 황지자유시장을 들러보
자. 시장 안팎의 200여 점포와 구경
거리도 많은 재래시장이며, 시장 주
변에서 연탄구이 한우를 비롯해 다
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TASTY   

 검룡소 | 액티비티, 그 치명적인 매력에

한강의	발원지가	궁금했다면	태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명승	제73호

로	지정된	검룡소로	그	길이가	무려	514km에	이른다.	평탄한	길이	계곡과	함께	

이어지는	검룡소는	원점회귀형	트레킹을	즐기며	가볍게	둘러보기	좋은	여행지이

다.	왕복으로	약	1.5km	코스이며,	검룡소로	향하는	길에는	계절별	야생화도	흐

드러지게	피어	야생화	트레킹을	즐기며	한강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태백시	검룡소길	475(창죽동)		 	tour.taebaek.go.kr

  체험 거리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공룡이	살기	전	고생대에는	어떤	생
물이	이	땅에	살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은	실제	고생대	지층	
위에	건립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고
생대	주제	전문	박물관이다.	태백
지역의	고생대	시대	지층을	둘러보
는	야외	투어	프로그램도	해볼	수	

있다.	가족	여행길	필수	코스!

	태백시	태백로	2249(동점동)	
	paleozoic.go.kr		
	033-581-8181

영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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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북한 지역이었고 치열했던 전장의 기억을 품은 철원은 일부 지역이 

오랫동안 DMZ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제 안보와 전쟁을 넘어 평화와 문화, 

삶의 공존을 배우는 평화 여행길이 되고 있다.

 용양늪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철원	9경	중	하나인	용양보	습지,	일명	용양늪은	군사지역이었기에	오랫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본래	용수	공급용	저수지로	사용되었던	용양보

가	DMZ에	포함된	이후	자연적	습지형	호수로	보존	되면서	철새들이	찾아오고	

멸종	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다.	이제는	용양늪을	돌아

볼	수	있는	DMZ	생태평화공원	탐방로가	생겨	누구나	신청하면	천혜의	자연

을	마음껏	느끼며	탐방할	수	있다.

 스탬프 투어 		철원군	김화읍	생창길	481-1	�	44p		
	cwg.go.kr/site/tour		 	DMZ 생태평화공원 방문자센터	033-458-3633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강물	위를	걸으며	주상절리,	기암절벽과	설경이	어우러진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얼음트레킹	축제는	한탄강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겨울	낭

만	여행의	끝판왕이다.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한탄강	일원		 	축제위원회	033-452-3600	

화강 다슬기 축제
청정	1급수를	자랑하는	화강에서	다슬기	잡기,	물놀이,	수상	레포츠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의	장이	펼쳐지는	화강	다슬기축제.	철원의	여름을	한층	더	화려하

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놓치지	말자.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쉬리공원		 	축제위원회	033-452-3600	

철원의 맛

한탄강 민물 메기매운탕
한탄강에서	잡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메기로	끓인	매운탕은	비린
내가	나지	않고	진한	국물이	특징
인	철원의	향토음식이다.	매운탕
집마다	맵고	칼칼한	국물에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는	등	저마다의	
비법으로	끓여내는	메기매운탕은	
활력을	북돋우는	자연	보양식이	
된다.	진하게	끓여낸	매운탕	국물
에	수제비나	국수를	넣어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도	있고	밥을	볶아	
먹으면	또다른	별미가	된다.	

  체험 거리  

공존을 배우는 평화 여행 

철원

 노동당사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노동당사는	해방	후	한국전쟁	

전까지	북한	노동당	철원군	당사로	만

행을	자행했던	중심지였다.	러시아식	

건물	여기저기에	포탄	자국과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는	모습에서	한국전쟁

의	아픔과	비극을	체감할	수	있다.	노

동당사	앞에	건립된,	철원이	평화로운	

공존의	도시로	새	출발	하기를	기원하

는	빛의	사원을	함께	돌아보며	평화와	

안보,	삶과	문화의	공존에	대해	되새겨

보는	것도	좋겠다.

 스탬프 투어 		
철원군	철원읍	금강산로	265	�	44p	

	cwg.go.kr/site/tour		
	033-450-5559

DMZ권

 고석정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현무암으로	조성된	한탄강의	협곡	중간에	10m	높이의	거대한	기암봉이	우뚝	

솟아올랐다.	이	바위는	예로부터	고석바위라	불렀는데,	신라	진평왕이	바위	맞

은편에	2층	누각의	정자를	짓고	고석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후	일대가	모두	고석

정이라	불렸다.	철원	9경	중의	하나로	꼽힐	만큼	비경을	자랑하는	고석정	바위	

중간에는	조선	명종	때	임꺽정이	숨어	지냈다는	자연동굴이	있어	신비로움을	

더한다.	한편,	고석정은	철원	안보관광의	출발지라는	점도	기억해두자.

 스탬프 투어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	�	44p		
	cwg.go.kr/site/tour		 	033-45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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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빛 감성에 물들다 

화천

‘빛나는(華) 내(川)’라는 이름처럼 화천은 

북한강과 화천천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의 

고장이다. 물안개 피어오르는 몽환적인 풍광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물빛 감성에 물든다.

 평화의 댐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북한강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	저수량	3위	규모의	평화의	댐.	댐	주

변에는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를	비롯해	비목공원,	물문화관,	야

외공연장,	초대형	트릭아트	벽화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댐	바로	

위에	조성된	‘세계평화의	종공원’에는	전	세계의	분쟁지역	29개국에서	기증

받은	탄피	포탄과	6·25	전쟁	당시	사용된	총탄	등을	녹여	만든	무게	1만	관의	

세계평화의	종이	자리	잡고	있어	감동을	더한다.

 스탬프 투어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2921	�	44p		
	tour.ihc.go.kr		 	033-440-2575

산타클로스우체국
화천	산타클로스우체국은	산타클로스	

마을로	유명한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의	

산타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이다.	크리

스마스	쿠키,	목공예품,	종이공예품	만

들기	등의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인형,	엽서	등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다.	산타클로스에게	엽서	

보내기!	동심	체험	버킷리스트로	딱	제

격이	아닐까.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10		
	033-442-9400

화천의 맛

더덕구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답게	화천
에서도	손꼽히는	음식은	더덕이
다.	방망이로	살살	두드려	육질이	
깨지지	않으면서	진한	더덕	향과	
맛을	살려낸	화천식	더덕구이는	
양념을	발라	구워낸	매콤	쌉싸름
한	맛과	식감만으로도	환상적이
다.	여기에	제육볶음까지	더해	한
상	가득하게	차려진	더덕구이	정
식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화천	대표	별미다.

  체험 거리  

 파로호 |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 되어 보기

북한강	최상류인	파로호(破虜湖)는	화천

댐이	만들어지면서	물길이	막힌	인공	호수

다.	우리나라	호수	중에서	축조	연대가	가

장	오래되었으며	그	면적도	38.9km2에	이

를	정도로	크다.	저수량이	10억	톤에	달

하는	풍부한	수량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

져	영화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	사계

절	내내	사람들이	모여든다.	특히	파로호

를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면	유람선인	물빛

누리호를	타고	붕어섬	등	주변	자연경치를	

비롯해	육지	속의	바다같은	장엄함을	느껴

보아야	한다.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1173	
	tour.ihc.go.kr		 	033-440-2575

 산소100리길
 | 액티비티, 그 치명적인 매력에

화천	산소100리길은	북한강의	자연친화적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수변	트레킹	코스

다.	강	위에	설치한	부교를	건너며	강물	위

를	걷는	이색	체험을	할	수	있고,	원시림의	

숲속길을	걸을	수도	있다.	시간대에	따라	

호반을	뒤덮은	물안개의	아름다움과	호반

을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강변길도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자전

거를	이용해	바람을	가르며	달려봐도	좋겠

다.	산소100리길에서라면	누구라도	자연

과	하나	되는	즐거움에	풍덩	빠져든다.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325	
	tour.ihc.go.kr		 	033-440-2575

DMZ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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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가는 길목을 서성이다

양구
대한민국 최전방에 자리한 양구는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군사·안보의 요충지다. 

아쉬움과 애틋함이 함께 하지만, 오롯이 자연과 하나 되는 고요의 시간을 

만나기에도 더없이 좋은 곳이다.

 펀치볼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양구	최북단	마을인	펀치볼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전장

으로	그	모양이	화채	그릇(Punch	Bowl)처럼	생겼다고	펀치볼이라고	불리는	

해안	분지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제4땅굴,	을지전망대,	국립DMZ자생식물

원	등	관광지도	즐비하다.	가칠봉	능선에	자리한	을지전망대에서는	북한군	

초소와	고지,	금강산	봉우리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펀치볼	산자락을	따라	조

성한	펀치볼	둘레길은	최북단	트레킹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스탬프 투어 		양구군	해안면	해안서화로	35(통일관)	�	44p		
	ygtour.kr		 	033-480-2674

 박수근 미술관 | 문화 예술 공간에서 감성 여행 즐기기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소박하고도	거친	질감으로	표현해	독특한	화

풍을	이뤘던	한국	근대	회화의	거장	박수근.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기리는	미술

관이	그의	생가터에	자리하고	있다.	박수근	기념전시관,	현대미술관,	박수근	파빌

리온으로	구성된	박수근	미술관에서는	그의	작품과	유품,	관련	서적	등을	전시

하고	있다.	대한민국건축상을	수상한	독특한	디자인의	미술관을	비롯해	자작나

무	숲	등	볼거리가	많은	박수근	미술관에서	문화	예술	감성을	충전해보자.

 스탬프 투어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	44p		
	ygtour.kr		 	033-480-2655

한반도 섬 짚라인
보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다면	한
반도	섬	짚라인에	도전해보자.	파로
호	상류에	조성된	국내	최대	습지를	
가르며	푸른	파로호	위를	새처럼	날

아가는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양구군	양구읍	파로호로	869번길	
195(한반도	스카이)	
	hanbandosky.co.kr
	033-482-1113

양구 백토로 작품 만들기
양구는	고려	말부터	방산	지역을	중
심으로	백자가	생산되었던	백자의	
고장이다.	양구에서만	나는	백토로	
‘백자	만들기’	체험에	도전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자.	사전예약	필수.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yanggum.or.kr/index.php
	033-480-2664	

양구의 맛

시래기 음식
해발	500m	이상의	고산	분지인	
펀치볼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바
람이	불면	분지	안에서	맴돌아	시
래기를	말리는데	좋은	여건을	갖
추고	있다.	이로	인해	펀치볼	시래
기는	다른	지역보다	맛과	향이	좋
고	식감이	부드럽다고	정평이	나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양구의	대표	웰빙	먹거리로	인기
를	누리고	있다.

두부
양구의	청정자연에서	나고	자란	
콩으로	만든	두부는	담백하고	고
소함이	여운으로	남을	만큼	차별
화된	맛을	자랑하는	별미다.

  체험 거리  

DMZ권

  TASTY   

 두타연 | 비움과 채움, 자연 속에서 사색과 힐링하기

한국전쟁	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2004년에	개방한	두타연은	울

창한	원시림과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만날	수	있는	DMZ생태관광	명

소다.	두타연은	금강산에서	흘러내려	온	물이	떨어지며	만든	높이	10m의	

폭포와	폭포	아래	너른	소를	지칭한다.	금강산으로	가던	옛길로	이어지는	

두타연	탐방길은	‘금강산	32km’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막아서지만,	비움

과	채움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힐링로드다.

 스탬프 투어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로	297(금강산	가는길	안내소)	�	44p		
	ygtour.kr		 	033-482-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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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환 문학관 | 문화 예술 공간에서 감성 여행 즐기기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	등의	시를	쓴	시인	박인환.	그의	얼을	기리는	문

학관이	인제의	생가터에	건립되었다.	한국	모더니즘의	대표	시인으로	꼽히는	

그의	문학세계를	소개하고,	박인환이	운영했던	서점	마리서사를	비롯해	주로	

창작	활동을	펼쳤던	1940년대	후반의	명동	거리를	드라마	세트처럼	구성했

다.	옛	향수를	되살리며	문학적	감성을	채울	수	있는	박인환	문학관에서	인제

표	감성	여행이	완성된다.

 스탬프 투어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56번길	50	�	44p	
	tour.inje.go.kr		 	033-462-2086

서든어택&스캐드다이빙
서바이벌	게임장	서든어택	얼라이브는	온라
인	슈팅게임	서든어택을	그대로	재현해	게
임	속으로	들어간	듯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인기다.	또한	파란	하늘에	닿을	듯	아
득해보이는	50.2m	높이에서	수직	낙하하
는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스캐드다이빙은	
스릴과	공포의	신세계로	안내하는	신종	레
포츠다.	모험과	스릴에	도전하고	싶다면,	지

금	바로	버킷리스트에	체크	Up!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44번길	81		
	inje-themepark.com		 	033-461-0141

  체험 거리  

인제의 맛

황태구이
맑은	공기와	산	넘어	불어오는	바
람을	맞으며	부드럽게	마른	황태
에	갖은양념을	발라	노릇하게	구운	
황태구이는	인제를	대표하는	별미	
중의	별미이다.	야들야들하고	고소
한	맛의	황태구이를	맛보는	순간	
맛과	멋,	활력까지	충전된다.

두부찌개&두부구이
청정	인제에서	자란	콩으로	만든	
얼큰한	두부찌개와	담백하고	고
소한	맛의	두부구이는	잊을	수	없
는	고소함으로	각인된다.

DMZ권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인제
사계절 하얀 눈이 덮여 있을 것만 같은 눈과 숲의 고장 인제. 청정 자연은 기본, 

고요한 숲의 정취가 동화 같은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제에 발을 딛는 순간, 

내 안에 숲이 가득 해지는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 | 비움과 채움, 자연 속에서 사색과 힐링하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마치	북유럽의	숲에	온	듯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총	길이	3.2km의	등산로를	한	시간	정도	올라가야	하지

만	자작나무	숲에	들어서는	순간,	하얀색	옷을	입은	자작나무들이	

빼곡히	서	있는	풍경	앞에서	경탄이	절로	터져	나온다.	숲속으로	들

어갈수록	나무들이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은	동화적	풍

경	속에서	사람마저	자연의	일부가	된듯하다.	이국적인	숲속을	거

닐며	힐링은	물론	인생샷도	남길	수	있는	버킷리스트	여행지다.	

 스탬프 투어 		인제군	인제읍	원남로	760	�	44p	
	tour.inje.go.kr		 	033-460-8036

 백담사 | 비움과 채움, 자연 속에서 사색과 힐링하기

내설악의	깊은	자락에	자리	잡은	백담사는	647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유서	깊

은	사찰이다.	백담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대웅전은	없고	서

방	정토의	주인인	아미타불을	봉안한	극락보전이	사찰의	중심을	이룬다.	만해	한

용운이	‘님의	침묵’을	집필하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고즈넉한	숲속을	걸으며	사

색하기	좋은	백담사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사찰문화를	경험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스탬프 투어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로	96(백담관광정보센터)	�	44p	
	tour.inje.go.kr		 	033-460-6644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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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품은 신비의 땅 

고성
백두대간 줄기에 자리해 심산계곡과 DMZ를 품은 

청정 대자연 고성으로 떠나는 길은 마치 하얀 설원을 

밟는 듯 모험과 설렘의 여정이다. 

이제, 그 신비의 땅으로 들어가 보자.

고성왕곡마을(한옥체험)
우리나라	유일의	북방식	전통가옥을	

만날	수	있는	고성	왕곡마을은	100년	

가까이	된	기와집	20여	채와	초가집	

30여	채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왕곡

마을에서는	한옥체험	숙박과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막걸리에	메밀전	

등의	옛	전통음식도	즐길수	있다.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wanggok.kr		 	033-631-2120	

고성의 맛

고성막국수
고성막국수는	얼음이	둥둥	떠	있
고	굵직한	무가	먹음직스러운	동
치미를	국수에	부어	먹는	특유의	
방식으로	즐긴다.	그	맛이	담백하
고	시원해	막국수의	식감과도	잘	
어울려	입맛을	돋운다.

고성물회
본래	물회는	밤새	술을	마신	어부
들이	속을	달래기	위해	새벽	출어
를	나가기	전에	요기	삼아	먹던	음
식이다.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
싱한	활어회와	멍게,	해삼,	성게	그
리고	신선한	야채를	새콤	달콤한	
육수에	말아먹는	물회는	고성	여
행길에	꼭	챙겨야	할	먹방템이다.

  체험 거리  

 송지호 관망타워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고성의	3대	석호인	송지호와	송지호	해수

욕장의	드넓은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송

지호	관망타워로	가보자.	송지호	관망타워

는	옥외전망대,	망원경이	설치된	전망타워	

등을	갖추고	있어	송지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새	도래지로	유명

한	송지호에	날아드는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낭만과	사색을	즐기기에도	좋지만,	

총	89종	240여	점의	박제를	전시한	조류

박제전시관도	갖추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아도	좋겠다.	

 스탬프 투어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21	�	44p	

	gwgs.go.kr/tour		 	033-680-3556

DMZ권

 고성통일전망대 | 액티비티, 그 치명적인 매력에

2019년에	신축	개관한	통일전망타워는	해발	70m	고지	위에	14m의	높이로	건립되

었으며,	천하절경의	금강산을	볼	수	있는	안보관광의	명소이다.	이곳을	방문했다면		

DMZ	평화의	길도	걸어보자.	고성	DMZ	평화의	길은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금단의	

땅으로	2019년	일반인에	개방하였으며,	해안	철책을	따라	바닷길을	걸은	뒤	군사분

계선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금강산전망대까지	방문하는	둘레길이다.

 스탬프 투어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481	�	44p
	gwgs.go.kr/tour		 	033-682-0088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 가족과 함께 떠나보기

동해안	최대의	호수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화진

포.	바로	이곳에	뜻밖에도	김일성	별장이	있다.	한국

전쟁	이전에	북한이	관할하던	지역이었던	까닭이다.	

그런데	인근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이기붕	부통령	별

장도	있는데,	이	세	장소를	통틀어	화진포	역사안보전

시관이라고	부른다.	우리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

보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	장의	입장권으로	

인근의	화진포생태박물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스탬프 투어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길	280	�	44p
	gwgs.go.kr/tour		
	033-680-3677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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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et list

여행이 더 특별해진다

강원 스탬프 이벤트!

1 2 3

4 5 6

10 11 12

7 8 9

13 14 15

강원도 여행 버킷리스트의 마무리는 바로바로 스탬프 찍기!  

여행지마다 스탬프만 “꾹~” 찍으면, 추억 플러스 기념품이 “쏙~” 들어옵니다. 

스탬프 이벤트, 잊지 말고 꼭 도전하세요!

스탬프 찍고 
기념품도 得하고!

  참여방법  

1 2 3 4 5 6

강원관광 
홈페이지
접속하기

강원여행 
버킷리스트 
가이드북
신청하기

스탬프 투어 
관광지 방문 후

스탬프 찍기
(가이드북 45p에 

찍기)

강원관광 
홈페이지
접속하기

www.gangwon.to 
(QR cord 스캔)

스탬프 투어 
인증사진 올리기

기념품 받기

스탬프 이벤트 참여하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 가이드북」에 소개된 장소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
하고자 스탬프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행지 3곳 이상을 돌아보고 스탬프를 찍은 후 
강원관광 홈페이지 www.gangwon.to에 올리면 예쁜 홍보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즐길수록 쌓이는 

다양한 스탬프 선물

홈페이지 접속  www.gangwon.to �
관광소식 � 홍보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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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et listBucket list

31 32 3316 17 18

34 35 3619 20 21

40 41 4225 26 27

37 38 3922 23 24

4328 29 30

즐길수록 쌓이는 

다양한 스탬프 선물
즐길수록 쌓이는 

다양한 스탬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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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angwon.to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처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

디자인	 주식회사	디그램	(www.hodgepodge.co.kr)

강원 여행 버킷리스트 스탬프 투어 관광지
지역 관광지명 주소 연락처 페이지

춘천
효자동 낭만골목 	춘천시	효자동	541-6 	033-250-4312 8p

육림고개 	춘천시	중앙로	77번길 	033-250-4312 8p

구 백양리 역 	춘천시	북한강변길	910-14 	033-250-4312 9p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원주시	지정면	간현관광지	내(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26) 	033-731-4088 14p

뮤지엄 산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033-730-9000 14p

구룡사·황장목 숲길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500 	033-732-4800 15p

강릉
월화거리 	강릉시	경강로	2111 	033-640-5643 26p

BTS 버스정류장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해변 	033-640-4534 26p

명주동 골목길 	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033-640-4534 27p

동해
추암해변 	동해시	촛대바위길	6(관광안내소) 	033-530-2801 28p

논골담길 	동해시	논골1길	22(논골상회) 	033-530-2231 28p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동해시	동해대로	6270-14(관광안내소) 	033-530-2800 29p

태백 용연동굴 	태백시	태백로	283-29(화전동) 	033-550-2729 32p

속초
바다향기로 	속초시	대포동	666번지 	033-639-2144 22p

아바이 마을 	속초시	아바이	마을길	17 	033-639-2144 22p

속초관광수산시장 	속초시	수복로	490-41 	033-639-2568 23p

삼척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36-20 	033-570-4605 30p

환선굴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033-541-9266 30p

삼척해상케이블카
		장호역	: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2-10		
용화역	: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54-31

	033-570-4608 31p

홍천 무궁화수목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937-12 	033-430-2774 10p

횡성 청태산자연휴양림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610 	033-343-9707 13p

영월
젊은달Y파크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67-9 	033-372-9411 20p

석항 트레인스테이 	영월군	중동면	석항역길15 	033-378-0900 20p

메타세쿼이아길 	영월군	주천면	미다리길	50-24 	1577-0545 21p

평창 효석달빛언덕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40 	033-336-8841 17p

정선
병방치 스카이워크&짚와이어 	정선군	정선읍	병방치길	225 	033-563-4100 18p

정선레일바이크 	정선군	노추산로	745 	033-563-8787 18p

철원
고석정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 	033-450-5559 34p

용양늪 	철원군	김화읍	생창길	481-1 	033-458-3633 34p

노동당사 	철원군	철원읍	금강산로	265 	033-450-5559 35p

화천 평화의 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2921 	033-440-2575 36p

양구
두타연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로	297(금강산	가는길	안내소) 	033-482-8449 38p

펀치볼 	양구군	해안면	해안서화로	35(통일관) 	033-480-2674 38p

박수근 미술관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033-480-2655 39p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인제군	인제읍	원남로	760 	033-460-8036 40p

박인환 문학관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56번길	50 	033-462-2086 40p

백담사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로	96(백담관광정보센터) 	033-460-6644 41p

고성
고성통일전망대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481 	033-682-0088 42p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길	280 	033-680-3677 42p

송지호 관망타워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21 	033-680-3556 43p

양양
하조대 	양양군	현북면	조준길	99 	033-670-2516 24p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33 	033-670-2442 24p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양양군	양양읍	고노동길	98-50 	033-670-2644 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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