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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갯벌에 발 담그고, 낚시도 하며 

어민들의 생활을 온몸으로 체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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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리 휴양 마을

4p

어촌체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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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마을

면적이 1㎢ 정도라서 여의도보다도 작은 섬이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섬 안에 웬만한 편의시설은 다 있다. 섬 대부분이 갯벌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갯벌체험을 하기에 특히 좋다. 섬과 육지를 잇는 길이 하루에 두 번 열리기 때문에 

물 때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은 필수다.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려야 갈 수 있는 특별한 마을 

‘어린아이는 업고 노인은 부축해서 갯벌 고랑을 건넌다’는 뜻의 

‘제약부경’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제부도는 하루 두 차례  

바닷길이 갈라지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하다. 

‘모세의 기적’은 썰물일 때, 주위보다 높은 지형이 해상으로 노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노출된 지형을 도로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로도 쉽게 드나들 수 있다.

제부리 휴양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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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마을

제부리에서는 빼놓지 말고 해야 할 것이 갯벌체험이다.

일년 내내 갯벌 체험이 가능하긴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빈다. 어장보호를 위해 1인당 1kg 이하로 채집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갯벌체험 외에도 바다낚시, 고기몰아잡기, 피싱피어 낚시, 

망둥어 낚시 등 계절에 따른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부도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다. 

제부리 마을에서 체험하기
제부리 마을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421-12   http://jebumose.invil.org   

체험문의   031-357-3808  

오시는 법 

•병점역 후문 정류장  1000번 승차  제부도(1일 3회)

•수원역 4번 출구  1004번 버스  제부도 입구하차  마을버스  제부도(30분 간격)

•금정역 4번 출구  330번 버스  제부도 입구하차  마을버스  제부도(15분 간격) 

계절별 대표 체험

 연중  바지락 캐기(동절기 제외), 갯벌생태체험, 망둥어 낚시(무료), 배낚시, 그물체험 

 여름  해양레저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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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마을

가슴이 따뜻해 지는 궁평낙조와 싱싱한 해산물의 감동이 있는 곳

예로부터 궁에서 직접 관리 하던 땅이 많아 “궁평” 또는 “궁들”이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지금의 궁평리이다.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과 갯벌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바지락, 맛조개, 굴, 가무락, 낙지, 칠게 등을 

채취하는 어촌체험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길이 2km의 백사장을 갖춘 해수욕장이 있으며, 

해수욕장 주변으로 촘촘하게 심어져 있는 소나무 밭에서는 사시사철 은은한 솔 향기가 풍겨온다.

궁평리 마을 또한, ‘피싱피어’라고 불리는 궁평항 바다 낚시터는 궁평의 새로운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데, 

바다 위에 나무 데크를 길게 깔아 놓아서 마치 바다 낚시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계절마다 다양한 어종의 손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낚시 체험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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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마을

바닷가가 보이는 소나무 밭은 특히 캠퍼(camper)들에게 인기가 많다.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둘러 앉아 캠핑장에서 맞이하는 낙조는 

그야말로 궁평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호사다. 

궁평항도 가까워서 일년 내내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도 있다. 

궁평리 마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1069-11   031-356-7339 

 http://bada.invil.org    

체험문의  010-6398-3261

오시는 법 

 병점역  수원역 6번 출구, AK프라자 정류장  400번 버스 승차  

 궁평항 정류장 하차  궁평리 마을 

계절별 대표 체험

 연중   먹거리 체험 - 갯벌에서 조개, 바지락 채취해서 먹거리 체험.  

젓갈을 만들어 가져가거나 칼국수 만들어 먹기. 

 상시  조개 캐기

 3월~11월  갯벌체험(조개잡이, 뻘썰매, 게/고동잡이) 

 7월~11월  망둥어 낚시 

 5월~11월  레저체험(딩기보트, 카약, 페달보트)

궁평리 마을에서 체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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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마을

다양한 해상체험이 가득해서 더욱 신나는 곳

전국 최초로 레저어항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곡리마을은 

다른 어촌 마을과는 달리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이 가능하다. 

원래 전곡항은 화성시 서신면과 안산시의 대부도를 연결해주는 방조제에 있던 작은 항구였는데, 

방파제를 설치하고 수심을 확보하면서 배가 접안 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졌다. 

레저용 보트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전곡리 마을

유람선, 보트, 카약체험을 할 수도 있고, 

배를 타고 낚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방문하면 더욱 좋은 곳이다. 

매년 5월~6월에 화성뱃놀이축제가 열려 

봄철과 여름철 가족관광지로 방문할 만하다. 

전곡항 주변에 있는 여러 회센터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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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마을

전곡항의 화성 해양아카데미 연구회 해양아카데미를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좋다. 

유소년 프로그램, 해양안전프로그램, 레저안전 복합 프로그램 등을 

세분화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흥미와 나이에 따라 골라서 예약하면 된다. 

화성 해양아카데미 연구회  경기도 화성시 전곡마리나   031-357-5249

  안전교육비용(무료)   홈페이지 예약 및 전화예약   www.hshome.co.kr

전곡리 마을에서 체험하기

전곡리 마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15 

 031-356-8862

 http://www.전곡어촌체험마을.kr    

체험문의   마을대표  010-6300-6446 

오시는 법 

병점역  수원역 4번 출구, 노보텔수원 정류장  1004-1 

승차  전곡항입구 정류장 하차  전곡어촌체험마을 

계절별 대표 체험

 4월~10월  갯벌체험(갯고동, 독살체험, 바지락 캐기 체험) 

 3월~12월  선상 낚시, 요트타기

 8월~10월  망둥어낚시 가능



16
17

어촌체험마을

싱싱한 해물이 많고 맛 또한 다양해 붙여진 이름, 백미리

예로부터 백미리는 바지락으로 유명한 곳이다. 

자연스레 “바지락 캐기 체험”이 마을에서 시작되었고 

성수기 평일에는 5~600명, 주말에는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 있는 체험 마을이 되었다. 

워낙 많은 체험객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바지락이 씨가 마르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구역을 지정해서 돌아가며 체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나 바지락을 캐갈 수 있다. 

백미리 마을에는 마을 자연환경에서 따온 지명이 유독 많다. 굴섬은 천연굴이 많이 나는 곳이라 이름 붙여졌고, 구리섬은 예전에 중국인이 구리를 

채취했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또한, 당너머 마을은 구리섬 동남쪽 산 너머에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미리는 마을 지형이 뱀이 

똬리를 동그랗게 감고 있는 듯하여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백미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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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마을

백미리는 2015년에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선정한 

“행복한 어촌” 1등급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체험거리를 자랑한다.  

특히 천년의 갯골에서 하는 “망둥어 낚시”는 어렵지 않게 손맛을 볼 수 있어

백미리 어촌체험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백미리 마을  

 화성시 서신면 백미길210-35

 031-357-3379 

 http://baekmiri.invil.org  

체험문의  010-5341-3519

오시는 법 

병점역  수원역 4번 출구, AK프라자 정류장  400번 버스 승차 

 서신면 하차, 택시 이용  

계절별 대표 체험

  봄   낚지잡이 체험

 여름  카누/카약타기, ATV, 조개잡이 체험

 가을  망둥어낚시 

 겨울  굴따기, 낙지잡이 체험 

✽조개잡이, 고동/게잡이는 겨울 제외 다 가능  



20
21

어촌체험마을

60명의 주민이 사는 작고 고즈넉한 섬

국화도는 조선시대에는 유배지로 쓰였을 정도로 작고 조용한 섬이다. 

섬 전체를 걸어서 돌아도 3시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섬에 차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배낭 하나 메고 가면 좋은 곳이다. 

당일로 다녀가도 좋지만, 섬에 머물고 싶다면 민박과 펜션을 사전에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국화도 옆에 보이는 섬은 토끼섬이라 부르는데 

물이 빠지면 길이 드러나기 때문에 걸어서 오갈 수 있다. 

길 주변에는 고동, 조개 등의 해산물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한 바가지정도는 쉽게 채울 수 있다. 

선착장을 지나 작은 언덕을 넘으면 활처럼 휘어있는 작은 모래사장이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국화도해변이다. 경사가 심하지 않고, 물이 맑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국화리 마을



국화도는 섬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는 

좌대 낚시로도 유명하다.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야만 

계획대로 손 맛을 볼 수 있다. 

다양한 농사 체험과 시골의 따뜻한 정이 남아있는

농촌체험마을에서 농부의 마음을 느껴보자!

Theme

02

국화리 마을  

 화성시 우정읍 국화길8   031-356-9940   http://www.국화도.com  

 체험문의  010-5438-7318

오시는 법 

당진터미널(  1688-2616)  궁평항  국화도행 배 탑승  국화리 

 배편 안내 하절기(3.15 ~ 10.31) = 소요시간 약 10분

✽운항시간은 국화리 마을에 사전문의

국화도 출항 : 07:40 / 09:40 / 11:40 / 13:40 / 15:40 / 17:40

장고항 출항 : 08:00 / 10:00 / 12:00 /14:00 / 16:00 / 18:00 

계절별 대표 체험

 봄~가을  바지락 체험    겨울  개조개 체험    낚시   배낚시, 좌대낚시, 체험그물

농촌체험마을

장전 노루 마을

34p
금당 엄나무 마을

30p
청미르 휴양 마을

32p

정남 농촌체험 휴양마을

37p
민들레 연극 마을

26p
송라 마을

28p
상두리 마을

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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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마을

발길이 머무는 고향의 샘터

계절에 따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여름휴가철에는 매년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농촌체험을 하려는 체험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마을을 감싸는 양쪽 주봉산의 머리가 용곡에 있는 우물을 마시는 모습 같아서 

‘두머리’라고 불리다가 오늘날에는 ‘상두리’라고 불리고 있다. 

상두리 마을

상두리 마을

 화성시 향남읍 솔태상두길 141   http://farm.gg.go.kr/sigt/1774 내 상두리 마을

체험문의  031-366-6154 

오시는 법

병점역 후문 정류장  80번 버스 승차  향남부영 9단지 정류장 환승, 22, 77번 버스  상두1리 하차

계절별 대표 체험

  봄   모종심기, 목장견학 및 치즈만들기, 봄나물 채취하여 비빔밥 만들기, 찐빵만들기

 여름  농산물 수확하기(감자, 옥수수), 마을텃밭에서 나물 채취하여 비빔밥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가을  농산물 수확하기(고구마, 땅콩), 벼베기, 목장견학 및 치즈만들기

 겨울  두부 및 청국장 만들기, 떡메치기, 김장 및 깍두기 담그기, 찐빵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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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마을

국내 최초 연극을 주제로 한 마을

농촌체험과 연극관람 그리고 연극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마을이다. 

흙을 만지며 자연을 느끼고 풀을 뽑으며 농촌을 배운 뒤, 연극놀이를 하며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의 신화와 설화를 함께 배우며 체험하는 ‘신화체험’은 

아이들이 설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시간을 선사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민들레 연극 마을
민들레 연극 마을

 화성시 우정읍 이화뱅곳길 22   031-358-7587   www.mdl.or.kr

체험문의 체험 및 예약 담당자  010-2704-1622   

오시는 법

병점역 후문 정류장 34-1번 승차  봉담읍 사무소 정류장 하차, 시외 9801, 9802번 승차  

조암터미널 입구 하차  조암터미널 정류장 4-1번 승차  이화3리 정류장 하차

계절별 대표 체험

  봄   연극공연 관람     여름  갯벌놀이체험, 자연예술체험(마을투어, 들꽃 체험)

 가을  두레놀이, 다양한 만들기 체험, 신화체험 

✽연극공연 및 연극체험은 상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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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마을

소나무를 오르는 댕댕이덩굴처럼 귀엽고 사랑스런 풍경이 있는 곳

예로부터 마을에 소나무와, 소나무를 타고 오르는 댕댕이 등의 덩굴식물이 많아 

송라리라 불리는 곳이다. 창포원에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미니낚시터에서는 낚시도 가능하다. 

또한 당우물 숲속 놀이터에서는 다양한 숲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미있고 편안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다.

송라 마을
송라 마을

 화성시 매송면 매송북길 241   031-296-3542   http://songra.net

체험문의 마을대표  010-4369-0144

오시는 법 

군포역 1번 출구  군포1동 주민센터에서 좌석 330번 버스 승차  송라1리 하차

계절별 대표 체험

  봄   쑥개떡 만들기, 송라저수지 낚시체험, 두부만들기, 매실따기, 감자캐기

 여름  특용작물 심기(여주, 삼채, 아피오스), 깻잎반찬 만들기  

 가을  밤줍기, 감따기, 전통방식 벼타작 하기, 포도따기, 고구마캐기

 겨울  썰매타기, 고구마굽기, 연날리기

 봄~가을  숲체험, 체험수레 동네투어(동물 먹이주기, 벽화사진찍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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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마을

500년 수령의 엄나무가 마을을 평안하게 지켜주는 곳

수 년 동안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될 정도로 조용하고 평안한 금당마을은 40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농촌마을이다. 

대규모 농사보다는 작은 농사를 다양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농촌체험을 하기에 적격이다. 

마을의 명물인 또나따 목장은 로봇착유시스템으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목장 안에 들어가도 특유의 냄새가 없어 기분 좋게 목장체험을 할 수 있다. 

금당 엄나무 마을 금당 엄나무 마을

 화성시 마도면 금당북길 70 

 http://cafe.daum.net/kptree

체험문의  마을대표  010-9308-6794 

오시는 법 

병점역 승차  수원역 하차 5번 출구 노보텔 수원정류장 

1004번 승차  두곡리 정류장 하차  금당1리 마을회관

계절별 대표 체험

 연중  엄나무 백숙 먹기

  봄    농가일손돕기(거름주기, 농사체험), 딸기수확체험,  

 봄나물 캐서 비빔밥 만들기

 여름  호박따기, 호박부치기, 인절미 떡메치기, 목장체험

 가을   고구마, 감자 수확체험, 열무김치 김장체험,  

 포도따기, 포도주스, 포도쨈 만들기

 겨울  썰매타기, 윷놀이, 연날리기, 팽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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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마을

사계절 포도향이 가득한

전국에서도 유명한 송산포도가 나는 마을로 포도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인근에 공룡알 화석지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둘러 보면 특히 좋다. 

화석지 주변으로는 데크가 깔려 있어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으며, 가을철에는 화성의 석양빛에 춤추는 갈대숲이 장관을 이룬다.

청미르 휴양 마을
청미르 휴양 마을

 화성시 송산면 공룡로 484   www.cheongmir.co.kr

체험문의 사무장  010-2907-4117  

오시는 법

• 병점역 동부출장소, 병점초등학교 정류장 81번 승차  수원버스터미널 정류장 하차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조암터미널행 시외버스 승차  조암터미널에서 택시 승차

•수원역 1004번 승차  사강 하차, 택시 승차

•금정역 330번 승차  사강 하차, 택시 승차

계절별 대표 체험

  봄   봄철나물 및 봄철야채 수확   여름  포도염색, 포도비누 만들기, 감자캐기, 옥수수따기

 가을  포도따기, 포도식초 만들기, 포도쨈 만들기, 포도주 만들기   겨울  연날리기, 썰매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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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마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농촌마을

예로부터 노루가 한가로이 뛰어놀던 밭이 많다 하여 노루 장(獐), 밭 전(田) 자를 써서 이름 붙여진 장전 노루 마을은 

친환경쌀과 고추, 고구마, 콩, 배 등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옛 시골의 정겨움이 물씬 묻어난다.

장전 노루 마을은 조선조 중엽 무관들이 노루사냥을 위해 자주 찾던 곳이다. 

지금도 무관들이 거주했던 무제실동, 사냥 후 노루를 묻어 두었던 

무덤실, 정자동, 반송동 등의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장전 노루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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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마을

장전 노루 마을

 화성시 남양읍 장전길 58   031-357-7630   http://jj.invil.org

체험문의 마을대표  010-3738-8229

오시는 법 

병점역 후문 정류장 1000번 승차  남양성지정류장, 마을버스 50-5번 승차 

 장전동 마을회관 정류장 하차  장전 노루 마을

계절별 대표 체험

  봄   미니텃밭 만들기, 봄나물캐기

 여름  감따기, 옥수수따기, 팥빙수 만들기

 가을  고구마캐기, 가을채소꾸러미수확

 겨울  김장체험, 꾸러미 민속놀이체험

정남마을에서는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공간과 시설에서 계절별 농촌체험과 천연잔디구장을 활용한 각종 체육활동도 가능하다.

이삭훈련소와 함께 반려견 FUN랜드가 운영중이어서 반려견을 포함한 여러종류의 동물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정남 농촌체험 휴양마을
반려견과 즐거운 한 때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문화체험이 있는 마을!

정보화마을

Theme

03

물꽃 마을

42p
가시리 마을

44p
매향리 마을

40p

정남 농촌체험 휴양마을

 화성시 정남면 계향북길 104   www.jnnc.co.kr

체험문의  031-353-5528 

오시는 법 

병점입구, 화남아파트, 병점육교 정류장 일반버스 25번 승차  

정남농협 마을버스 11-1번 승차  밀레니엄 자연학교 정류장 하차  

정남 농촌체험 휴양마을

계절별 대표 체험

  봄   감자캐기, 딸기따기

 여름  옥수수따기, 참외따기, 감자캐기

 가을  고구마캐기, 단호박따기

 겨울  딸기따기, 김장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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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마을

평화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

1951년 한미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의 공군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던 마을은 2005년 8월이 되어서야 

폭격훈련의 소음과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평화역사관이 건립되어 

전문해설사와 함께 매향리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으며, 폭격훈련의 잔해로 만들어낸 설치 미술품을 감상할 수도 있다. 

매향리 마을은 해발고도가 낮고, 농경지와 바다가 함께 있어 농촌과 어촌의 풍경을 모두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매향리 마을
매향리 마을

 화성시 우정읍 매향웃말길 27   http://maehyangri.invil.org

체험문의  031-351-6117 / 010-5452-7469 

오시는 법

병점역 후문 정류장 34-1번 승차  봉담읍사무소 정류장 환승, 시외 9801, 9802  

조암터미널 입구 정류장 하차  조암터미널 정류장 승차 18번 버스  매향3리 입구 정류장 하차

계절별 대표 체험

  봄   봄나물 채취하여 먹거리 만들기(쑥버무리, 나물무침)     여름  갯벌놀이체험, 갯벌해설체험  

 가을  박공예, 친환경 생활용품만들기     겨울  해산물을 이용하여 음식만들기

✽생태체험과 매향마을 둘레길 해설은 상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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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마을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농촌

그린벨트 지역으로 자연의 깨끗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농촌체험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폐교를 꾸며 만든 ‘창문아트센터’에서 문화예술체험도 가능하다. 

미술작가들이 직접 체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에도 좋다. 

물꽃 마을 물꽃 마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1362번길 40   031-366-9158   http://waterflower.invil.org

체험문의 사무장  010-5678-5221   

오시는 법

수원역 AK프라자 400번 승차  남양성모성지 정류장 50-5A승차  수화1동(수충동)정류장 하차  물꽃 마을 이동

계절별 대표 체험

  봄   볍씨 파종 및 모종심기, 모내기 및 상추따기    여름  황토맨발 체험, 황토염색 체험, 논에서 미꾸라지 잡기

 가을  벼 수확, 떡메치기, 고구마캐기, 연잎밥 만들어 먹기    겨울  썰매 타기, 전통 팽이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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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마을

도시의 때가 묻지 않은 청청한 환경

가시리 마을

가시리는 액운과 귀신을 막아준다는 엄나무의 “가시”와 마을 형태가 숟가락 같다고 하여 나온 “시리(匙里)”의 합성어이다. 

3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만큼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며 

계절별 전통농사체험과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농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다.

가시리 마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서로348번길 9   031-355-5010   http://gasiri.invil.org

 농촌체험문의 마을대표  010-8983-7896 / 사무장  010-9561-0717

오시는 법 

병점역 후문 정류장 1000번 버스 승차  남양성지정류장 마을버스 50-3번 승차   

가시리마을 정류장 하차

계절별 대표 체험

 연중  떡메치기, 두부만들기

  봄   볍씨파종, 각종 모종 관찰, 모종심기체험, 전통놀이(제기, 알꾸러미) 

 봄~가을  염색체험    여름~가을  수확체험(감자, 고구마, 고추)

 가을  벼베기, 허수아비



관광객 안전 신고전화 

•사고 발생즉시   119, 112 

•해양경찰 해상안전과   122

•화성시 관광진흥과   031-369-6018 

•화성시 안전정책과   031-369-2938

•야간 신고  031-369-2222

백미리 낙조

문화관광해설사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한국어, 영어, 일본어  031-354-9144 

•공룡알화석산지  한국어, 영어  031-357-4660 

•융건릉  한국어, 영어, 일본어   031-223-8364

•용주사  한국어  031-221-6987

•우리꽃식물원  한국어  031-354-4384 

관광안내소

•동탄센트럴파크   10:00~17:00  설, 추석 당일 휴무

•전곡항마리나 클럽하우스   10:00~17:00  주말만 운영

  031-357-4283

•남양성모성지    10:00~17:00  월요일 휴무

  070-4369-5882

•동탄 SRT   10:00~17:00  설, 추석 당일 휴무

여객선 안내

구분
요금(개인/편도/단위: 원)

도선
어른·청소년 어린이(초등생)

서해도선1·2호
(031-356-9387)

10,000 5,000
궁평항-
국화항-입파항

국화훼리호
(010-5216-0312)

 5,000 3,000
충남 장고항-
국화항

국화훼리1호
(010-5216-0312)

10,000 6,000 궁평항-국화항

경기도선호
(031-357-7837)

10,000 5,000 전곡항-입파항

교통안내

자가용 이용
•서울(과천)  312번국도  서수원 I.C 지나 84번국도  

 39번국도  화성

• 수원  동수원이나 북수원에서 진입. 50번국도  팔곡 I.C  
  서해안고속국도  비봉 I.C  313번국도  화성

•인천·부천·안산  서해안고속국도  비봉 I.C  
 313번국도  화성 

• 경부고속도로
    서울 :  신갈 I.C  50번국도  팔곡 I.C  

  서해안고속국도  비봉 I.C  313번국도  화성

    안성·천안·대전 : 오산 I.C  1번국도  39번국도  화성



농어촌체험, 갯벌염전체험, 딸기·블루베리·자두·포도 체험, 

버섯체험, 요트체험, 목장승마체험, 곤충농장, 전통재래시장, 

봉사투어

•코스 :  동탄1, 동탄2, 병점, 봉담, 향남, 남양  투어 및 점심   

 동탄1, 동탄2, 병점, 봉담, 향남, 남양

•운행시간 :  09:00~17:00,  

매주 코스별 일정변경 운행 (매주 토·일 운행)

•요금 : 18,000원 ~ (코스별 요금 적용)

•문의 : 031-366-8921, 7110

화성시 시티투어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08:30~18:3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착한 여행 ‘하루’

화성시 관광안내 ‘화성바다’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