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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가만히 양주를 만나봅니다. 

그곳에 담긴 역사는 어제와 오늘을 담은 커다란 그릇이 되어 있고, 사부작

사부작 경계 넘는 나그네의 걸음마다 쉼을 고대하는 곱디고운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내 양주는 시나브로 향기 품고 고운님을 가만히 

기다립니다. 

색동저고리처럼

고운 양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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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면적 

양주시

 인구 

211,839명 
(내국인 204,566명 
외국인 7,273명)

 행정구역 

1읍 4면 6동
(241통·리/1,966반)

자료기준일 2015. 10. 31.

양주시 상징

봄을 가장 먼저 알리고 풍요
와 영광을 가져오며 시의 
기상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시꽃 | 개나리

항상 푸른빛을 디고 추위에 
잘 견디며 자생력이 강하여 
시민의 강인함과 진취적 
기상을 나타냅니다.

시나무 | 소나무

예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서 시민들의 
따뜻한 정과 화합을 상징
합니다.

시새 | 까치

C.I B.I Character

600여년 역사의 경기북부 중심도시 양주는 예로부터 서울 동북부 관문

으로 풍부한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멋과 흥의 문화도시입니다. 또한 

시리도록 푸른 자연경관과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한 관광 수도로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힐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문화예술체험 및 섬유

패션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을 통해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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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연혁

 1922년 10월 1일 

군청사를 시둔면
(現 의정부시)으로 
이전

 1963년 1월 1일 

의정부읍 市 승격 
분리, 노해면과 구리면 
일부 서울시에 편입
(現 도봉구·노원구
강북구·중랑구) 
1읍 15면이 됨

 1980년 4월 1일 

일부 읍�면이 남양주
군으로 신설분군, 

1읍 7면이 됨

 1981년 7월 1일 

동두천읍이 市로 
승격 분리, 7면이 됨

 2000년 9월 29일 

郡청사 이전
(의정부시▷현위치)

 2003년 10월 19일 

도농복합市 승격
(1읍 4면 6동)

근 · 현대

조선시대

 1394년 

태조3년 한양부 편입

 1395년 

태조4년 치소(治所)를 
동촌 대동리
(현. 아차산)에서 
고지(古址)
(주내면 고읍리)로 
이전하고 양주라 칭함

 1946년 2월 5일 

파주군 남면을 편입, 
1읍 16면이 됨

 1466년(세조12년) 

양주목으로 
승격하고, 
주, 군, 현을 둠

 1506년(중종1년) 

치소를 지금의 
유양동으로 이전

 1895년(고종32년) 

양주군으로 됨

삼국시대
매성군(또는 창화군)

고려시대

양주목(지방12목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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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의 文化 
자연에서  

문화예술과 
놀자 

푸르른 양주, 

자연 속에서 

꽃피는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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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그리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장욱진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한국현대미술의 발전에 이

바지하는 미술작품과 자료를 전시, 연구, 교육하는 미술관

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시와 행사, 교육, 

미술창작스튜디오 등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대중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을 산책하며 자연 속에서 예

술과 함께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3

031-8082-4245

changucchin.yangju.go.kr

월요일 휴관

생활문화센터 & 

777레지던스

지역주민 중심의 문화활동 지원 및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목공예공방, 사진�복합매체�회화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레지던스로 운영되며, 

지역주민과 전문작가들의 작품 전시, 문

화 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등 지역 생활문

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03-1

031-829-3777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출

토된 유물들을 수집, 보관, 연구, 전시, 교육하고

자 건립된 전문박물관입니다. 고려말 조선초 최

대의 왕실사찰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큰 

회암사의 역사와 위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

시 왕실문화와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

한 역사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회암사길 11(율정동 299-1)

031-8082-4187

http://museum.yangju.go.kr

월요일 휴관

회암사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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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나누다, 

가나아트파크

(장흥아트파크)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

랑하는 사람들과 감동을 나눠보세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예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어우러진 신선한 

문화체험과 감동이 기다립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하나 됨이 기쁜 곳’이라는 박물관의 

가치와 같이 우리네 옛 모습을 고스란히 경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속문화를 테마로 구성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음악회, 예절교육, 

피자와 같은 먹거리 등의 오감을 만족시킬 체

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17

031-877-0500

www.artpark.co.kr 

월요일 휴관

시대를 

담는 그릇, 

청암민속박물관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83-5

(장흥관광지 입구)

031-855-5100

www.cheong-am.co.kr

1, 3, 4번째 월요일 휴관

별빛 따라 

가는 길, 

송암스페이스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테마파크인 송암스페이스센터

는 국내 최초 자체기술력으로 제작된 60㎝의 대형 망

원경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플라네타리움, 첼린저 러닝

센터를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한한 우주의 신비

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185번길 

103(석현리 410번지)

031-894-6000

www.starsvalley.com

월요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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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 아트밸리

(장흥자연휴양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문화예술 테마파크인 아트밸

리는 크라운 해태에서 운영 중인 AQ체험학습장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계절축제가 펼쳐집니다. 또한 

문화예술체험은 물론 학술공간 등이 운영 중에 있습

니다.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594 

(장흥자연휴양림)

080-233-7766,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403 

(아트밸리카페)

031-855-6766

www.fes-artvalley.com

동심의 세계 

두리랜드

스윙거, 회전목마, 바이킹, 범퍼카 등

을 즐길 수 있는 소소한 놀이기구의 

재미가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휴식 동산입니다. 문화예술

로 힐링하고, 놀이기구로 즐거운 나

들이를 마무리해보세요.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120

(일영리 44-17)

031-855-8515

www.dooriland.co.kr

월요일 휴무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도자기 체험학습장인 행원도예는 행원도예 교실을 개관하여 체험 

학습장 운영 및 전문 작가의 작품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 나들이에 자신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가족 나들이에 그만입니다.

두 손 모아 

도자를 굽다, 

행원도예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80  

031-826-0421

www.haengwon.net 

자연을 

빚어내다, 

양주도자기나라

푸른 산과 계곡, 그리고 물이 살아 

숨 쉬는 자연 그대로의 양주 부곡

리에서 신선한 공기와 여유로움

을 만끽하며, 도자기 및 공예체험

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332 

031-871-2975

www.dojagina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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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좋고 산 좋은 감악산 아래 초록지기마을인 남면 황

방리 마을에 서예가 노정(魯丁) 박상찬 씨의 작품을 감

상할 수 있는 노정 서예관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남

면 황방리 느티나무’가 고즈넉한 정취를 품고 조소앙 

선생 기념공원과 초록지기체험마을이 자리하고 자연

경관이 우수합니다.

노정체의 

진수를 맛보다, 

노정 서예관

양주시 양연로173번길 82-86 

(황방리 221) 

031-866-6006  

http://blog.daum.net/pnojung

양주 맹골마을에 위치한 이곳은, 미술 대중화를 통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미술세계와 접할 

수 있도록 경암 이두영 선생이 자신의 거처를 미술관으로 꾸며놓은 곳입니다. 작품 활동을 하

고 직접 전시하였고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합니다.

미술의 대중화를 

꿈꾸다, 

경암미술관

양주시 남면 휴암로 445

070-4252-5258, 

010-3377-4569 

www.leedooart.com

빛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으로 떠나는 감성조명의 세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빛 체험, 조명역

사관, 기획 전시가 이뤄지며 겨울철

에는 크리스마스 특별전이 이뤄지

고 있습니다.

감성 

조명으로의 여행,

필룩스조명박물관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235-48

070-7780-8911

www.lighting-museum.com 

휴관일 홈페이지 별도공지 

양주를 사랑한 

예술가와의 만남, 

안상철 미술관

기산저수지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안상철 미술관은 연

정 안상철 작가와 그의 부인 나희균 작가의 예술세계를 널

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기획전시가 이뤄

지고 있습니다.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905

031-874-0734

www.ahnsangchul .co.kr 

월요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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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가치를 아는 양주, 

그 자연의 품안에서 행복을 

만들어보세요

 
 

하
늘�

땅�

물�

불 

 오색빛깔 

     양주를 

즐기다 



20 

 
 

하
늘�

땅�

물�

불 

21 

개명산 자연림을 활용한 수목원

으로 100년이 넘은 잣나무 숲에

서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

학습의 장입니다. 숲체험 프로그

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피톤치드

를 마시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보

세요.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309번길 167-35

031-826-0933

www.장흥자생수목원.kr

아늑한 자연림 언덕

위에서의 삼림욕 

 ‘장흥자생수목원’

도심 속 허브향기를 느끼며 아기자기한 허브야외정원에서 가벼운 나들이에 좋은 아늑한 공간

입니다. 특히, 미니동물원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154

031-871-4387

blog.naver.com/suckle100

동물과 함께하는 

허브동산 

 ‘일영허브랜드’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해외문화 

체험형 자연휴양림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과의 사회적 화합을 위해 아세안 전통가옥(캄

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을 테마로 14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양주골 한우마을과 풍광이 뛰어난 기산

저수지와 안상철미술관,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육지장사가 있습니다.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103

031-871-2796

예약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www.huyang.go.kr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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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코스

천보산 숲길

1구간(2.2km)

산림욕장 입구 숲속 체험장 소나무숲 쉼터 천보산 능선(1.1km)

산림욕장 입구  숲속 체험장  너른바위전망대

4구간(8.7km)

산림욕장 입구 숲속 체험장 소나무숲 쉼터 천보산 능선(1.1km)

정상(마전동) 탑고개 백석이고개

2구간(2.7km)

산림욕장 입구 숲속 체험장 소나무숲 쉼터 천보산 능선(1.1km)

양주자이5단지  5단지 쉼터  쉼터

25,000㎡ 규모의 산림욕장으로 숲해설 안내소, 숲속 체험장, 숲속 배움터, 숲속 바위쉼터, 소

나무숲 쉼터, 계곡 물놀이장, 전망대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숲속 체험장, 숲속 배움

터, 계곡 물놀이장은 유아·청소년들이 숲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소나무숲 쉼터, 

숲속 바위쉼터, 전망대 등은 성인들이 숲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명상과 산림욕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양주시 삼숭로58번길 108-91(삼숭동 산48) 

031-8082-6220~2 

양주 천보 

산림욕장

3구간(2.3km)

산림욕장 입구 숲속 체험장 소나무숲 쉼터 천보산 능선(1.1km) 어하고개 

1구간(3.3km)

양주 천보 산림욕장 양주자이1단지(야촌약수터) MBC문화동산 만송2통마을회관

2구간(2.2km)

양주 천보 산림욕장 어하터널(어하마을) 어하고개 

북한산 국립공원 중 도봉의 

북쪽 지맥에 솟아있는 봉우

리 오봉은 송추계곡을 따라

서 등산코스가 있으며, 석굴

암을 둘러 볼 수 있습니다.

위치 :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북한산 송추관리사무소, 031-826-4559)

높이 : 470m 

홈페이지 : http://www.bukhan.knps.or.kr

어머니 품 닮은 

북한산 국립공원

(오봉)

소의 귀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에서 소귀고개(쇠귀고개), 즉 우이령(牛耳嶺)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며, 총 길이 4.46㎞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일반에게 재개방되었습니다. 국립공

원관리공단은 우이령길을 생태 탐방로로 복원하여 하루 1,000명만 이용할 수 있는 예약 탐방

제로 제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 : 양주시 장흥면 석굴암길 93 

(교현탐방지원센터 031-855-6559 )

탐방예약 : http://reservation.knps.or.kr

입산 : 09:00~14:00 / 하산 : 16:00

가만히 머물고 

싶은 길, 

우이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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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道峰山)의 줄기인 오봉(五峰) 기슭에 약 4㎞

에 걸쳐 이어지는 계곡으로서 북한산국립공원에 속

하며, 계곡 양옆으로 소나무·가래나무·갈참나무 등

이 어우러진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을 돌아 흐르는 

삼단폭포 등 시원하고 맑은 계곡물이 조화를 이루

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550번길 474 

(장흥면 울대리 418번지)

송추계곡

양주의 진산으로 불리는 불곡산은 산세가 수려하고 경치가 좋아 사철 불곡산을 찾는 사람들

이 끊이지 않습니다. 양주시 백석읍의 호명산과 홍복산, 한강봉, 불곡산, 도락산이 가까운 거

리에 있어서 서울과 의정부시 및 수도권 등산객들이 주로 찾고 있습니다.

위치 : 양주시 유양동 일원 

※    양주역 2번 출구 도보 15분 or 

   백석�광적행 버스 이용 ‘양주시청’ 하차

높이 : 470m 

양주의 진산, 

불곡산 

1구간(2.8km)

양주시청  1보루  2보루(쉽터)  5보루  상봉(정상)

2구간(2.2km)

별산대놀이마당 회양목자생지 5보루 상봉(정상)

3구간(1.8km)

백화암입구  선유동천 쉼터   백화암   5보루   상봉(정상)

4구간(2.7km)

백석삼거리  악어바위  코끼리바위  상투봉  상봉(정상)

5구간(2.6km)

대교APT  김승골 쉼터  임꺽정봉(전망대)  상투봉  상봉(정상)

6구간(2.1km)

청엽골고개  임꺽정봉(전망대)  상투봉  상봉(정상)

7구간(1.3km)

부흥사  상투봉  상봉(정상)

8구간(2.3km)

산북동(수색대앞) 작은산대 쉼터 5보루 상봉(정상)

등산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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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곡산 숲길’에는 숲속 도서관을 마련하여 울창한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산대놀이마당을 경유하면서 양주관아지, 양주향교 등 우리의 전통문

화를 체험하고 금화정에서 양주폭포 등 유양8경을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선

이 머물렀다고 할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다하여 ‘선유동천’이라 불러진 계곡에서 잠시 신선이 

되어 보기도 하고, 광백저수지 전망대에서 저수지의 잔잔한 물결을 감상 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 : 양주시 남방동 산1-1번지 일원(불곡산 주변) 

※ 주요접근로 : 양주시청, 별산대놀이마당

노선거리 : 28.0km

불곡산 

숲길

1구간(산대숲길, 8.6km)

양주시청  연화사  작은산대 쉼터   부흥사  청엽골고개  광백저수지(전망대)  26사단앞

5구간(양주산성숲길, 7.0km)

백석삼거리  양주산성입구  별산대놀이마당  임꺽정생가터  선유동천 쉼터  대교아파트앞  백석삼거리

3구간(명상숲길, 5.0km)

양주역  명상쉼터  별산대놀이마당  양주향교  양주시청  양주역

트레킹코스

2구간(전통문화숲길, 8.3km)

양주시청 별산대놀이마당 임꺽정생가터 선유동천 쉼터

26사단앞  광백저수지(전망대)  김승골 쉼터  대교아파트앞

4구간(샘내숲길, 8.1km)

리치마트앞 옥천약수터 도락산 쉼터 청엽골고개 부흥사

리치마트 명성APT 산북초등학교 작은산대약수터 작은산대쉼터

예로부터 경기오악(관악산, 화악산, 감악산, 운악산, 송악산)의 하나로 숭배되어 왔으며 수덕

(水德)을 상징하는 산으로, 그 주변인 양주시 남면 일대에 문화 유적이나 들러 볼 만한 곳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위치 : 양주시 남면, 파주시, 연천군 일원 

높이 : 675m

경기오악(京畿五岳), 

감악산

1등산로(5.1km)

감악산 주차장    범바위   멧돼지바위   장군봉   감악산정상

3등산로(2.3km)

감악약수터   얼굴바위 쉼터  임꺽정봉  감악산정상

5등산로(6.6km)

남면사무소 사리산 구름재  감악산정상

7등산로(1.7km)

동광정사 남선굴 자라바위 감악산정상

등산코스

2등산로(2.1km)

감악약수터   누운폭포  칠성바위  마애불상

감악산정상  장군봉 멧돼지바위 신암사터

4등산로(5.1km)

감악산 주차장   구름재  공룡바위 전망대  감악정  감악산정상

6등산로(2.6km)

폭포산장 일편단심소나무  감악산정상

8등산로(1.5km)

동광정사   쉼터  감악산정상

9등산로(4.4km) 

초록지기마을  감악산 신령제당   병풍바위   마리아상  감악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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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보산(天寶山)은 양주시 양주동과 회천동에 걸쳐있으며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와 경계

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산자락 주변에는 고려 말에 세워진 회암사가 있던 회암사지(사적 제

128호)와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보물제388호), 회암사쌍사자석등(보물제389호), 무학대사비

(경기도유형문화재제51호), 회암사지 박물관 등이 있어 의미 있는 산행이 될 것입니다.

위치 : 양주시 마전동, 율정동, 

 회암동, 봉양동 일원 

(덕정역 78번 회암사지박물관 하차)

높이 : 천보산(마전동) 337m, 

 천보산(율정동) 348m,

 천보산(회암동) 423m

문화 보따리, 

천보산

등산코스

1구간(3.6km)

양주역 마전동(삼밭골교차로) 천보산(마전동) 정상

3구간(4.5km)

만송동(레이크우드) 백석이고개 탑고개 천보산(마전동) 정상

5구간(6.4km)

양주자이1단지 축석령고개 백석이고개 탑고개 천보산(마전동) 정상

7구간(9.0km) 

어하마을 축석령고개 백석이고개 탑고개 천보산(마전동) 정상

2구간(1.4km)

원학동 천보산약수터 탑고개 천보산(마전동) 정상

4구간(5.9km)

MBC문화방송 백석이고개 탑고개 천보산(마전동) 정상

8구간(3.1km)

   65사단 석문령 천보산(율정동) 정상

11구간(0.9km)

회암사(약수터) 천보산(회암동) 정상

12구간(2.4km) 

회암동 회암사 천보산(회암동) 정상

6구간(7.8km)

양주자이5단지 축석령고개 백석이고개 탑고개 천보산(마전동) 정상

종주코스(19.7km)

양주역 마전동정상 어하고개 율정동정상

장림고개 회암동 정상 회암고개

3.6km 12.4km 15.6km

18.4km19.7km

17.0
km

9구간(1.6km)

귀율동 천보산(율정동) 정상

10구간(1.9km) 

회암사지 천보산(회암동) 정상

감악산 숲길은 경기도 오악(五嶽)의 하나인 감악산 주변으로 봉암저수지, 원당저수지, 신암저

수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조성되어 수덕(水德)을 상징하는 감악산과 아름다운 저수지를 감

상 할 수 있는 최적의 숲길입니다. 

위치 : 양주시 남면 황방리 산68번지 일원(감악산 주변) 

(주요접근로 : 초록지기마을 봉암저수지, 신암저수지 숲길입구)

노선거리 : 11.0km

감악산 

숲길

트레킹코스

전체구간(9.6km)

초록지기마을(봉암저수지) 원댕이 쉼터 선일재 신암저수지

초록지기마을(봉암저수지)  원당저수지쉼터 구름재쉼터

1구간(황방 숲길, 8.1km)

초록지기마을(봉암저수지) 숲속 체험장 원댕이 쉼터 선일재

초록지기마을(봉암저수지) 원당저수지쉼터 구름재쉼터

2구간(신암 숲길, 4.4km)

숲길 입구(신암저수지) 돌강쉼터 선일재 구름재쉼터

숲길 입구(신암저수지)  신암저수지전망대  임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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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봉산(七峰山)은 일곱 봉우리가 뚜렷이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산은 9~10월경

에는 아름다운 단풍나무 사이로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있어 금병산(錦屛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위치 : 양주시 마전동, 율정동, 회암동, 봉양동 일원

높이 : 천보산(마전동) 337m, 천보산(율정동) 346m, 

천보산(회암동) 423m, 칠봉동 506m

세조와 얽힌 

숨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칠봉산

등산코스

1구간(4.0km) 

봉양사거리 발리봉 매봉 깃대봉 석봉 투구봉 정상(돌봉)

2구간(3.9km) 

칠봉사 발리봉 매봉 깃대봉 석봉 투구봉 정상(돌봉)

3구간(2.5km)

청풍동계곡 깃대봉 석봉 투구봉 정상(돌봉)

4구간(1.1km)

장림고개 솔리봉 정상(돌봉)

도락산과 천보산 숲길로, 난고(蘭皐) 김삿갓의 시 한줄 읊으며 걷다보면 어려움 없이 그 길이 

정겹기만 할 것입니다. 또한 1구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회암사지 및 박물관 등을 관람하며 그 

역사적 배경을 탐닉하며 걷는 것도 의미 있는 트레킹이 될 것입니다.

위치 : 양주시 회암동 산17번지 일원

(회암동, 고암동, 덕계동 일원)

노선거리 : 21.0km

김삿갓 

풍류길

트레킹코스

2구간(청담천길, 3.6km)

덕정역  덕정삼거리  청담 체육공원  회정교  덕계천  덕계역

0.2km 0.4km 0.6km 0.7km 1.7km

1구간(풍류길, 8.2km)

덕정역 태봉산 김삿갓교 회암사지박물관 회암사지

김삿갓교  김삿갓 벽화거리  김삿갓 쉼터  삿갓향기 쉼터  회암사

1.4km

0.7km

2.5km 0.7km

0.4km

0.8km

1.1km

0
.6

km
3구간(도락산숲길, 9.6km)

덕계역  덕계공원사거리 숲속체험장 덕계저수지 지장사

덕계공원사거리 덕계근린공원 금광아파트 도락산 쉼터 옹달샘 쉼터

1.0km

0.2km 1.6km

0.8km 0.9km

1.3km

2.0km

1.1km

0
.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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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산은 은(銀)이 나는 산 혹은 부엉이가 숨어있던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한강봉(漢

江奉)은 산 정상에 오르면 한강이 한눈에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 맑은 날 산 

정상에 서면 한강이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이 봉우리에 비가 와서 남쪽으로 흐르면 한강으로 

흘러가고, 북쪽으로 흐르면 임진강이 됩니다.

위치 : 양주시 백석읍, 어둔동 일원 

(백석읍 방성리 버스정거장 산성말 )

높이 : 은봉산 375m, 한강봉 474m

전설 따라 걷는 

은봉산(한강봉)

등산코스

1등산로(1.3km)

등산로입구(홍복약수터) 한강봉

3등산로(3.1km)

가업1리마을회관 느르미고개 한강봉

5등산로(3.3km)

소사고개 은봉산 한강봉

4등산로(4.0km)

서광아파트 냉골약수터 은봉산 한강봉

2등산로(2.7km)

동화아파트 은봉산약수터 한강봉

6등산로(2.4km)

기산저수지 느르미고개 한강봉

등산코스

1등산로(1.4km)

백석배수지 호명산 정상

3등산로(1.3km)

등산로입구(홍복약수터) 호명산 정상

2등산로(1.7km)

가야3차아파트 송산약수터 호명산 정상

호명산(虎鳴山)은 범이 울어대던 산이라 하여 붙

여진 이름으로, 이곳은 산세가 좋고 ‘상살미’라는 

12골의 험한 산골짜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종 

산짐승이 살았고 특히 호랑이가 밤마다 슬피 울어

대서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위치 : 양주시 백석읍, 어둔동 일원

높이 : 호명산 425m

호랑이 기운 넘치는 호명산

약수터와 연계하여 조성한 것이 특징이며, 탐방객의 개인 체력을 고려해서 반일코스

(5.2km, 약4시간)인 작고개~백석배수지(주차장)~송산약수터~동화아파트와 종일코스

(8.0km, 약7시간)인 작고개~백석배수지(주차장)~송산약수터~은봉산약수터~냉골약수

터~버스종점으로 나뉘어 탐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창한 수풀림이 뿜어내는 피톤치드

를 통해 산림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202-1번지 

일원(은봉산, 호명산 주변) (주요접근로 : 산성말)

노선거리 : 9.0km

은봉�호명산 숲길

트레킹코스

숲길노선

작고개 백석배수지 송산약수터 은봉산약수터 냉골약수터 소사고개

종일코스

작고개 백석배수지(주차장) 송산약수터 은봉산약수터 냉골약수터 버스종점

반일코스

작고개 백석배수지(주차장) 송산약수터 동화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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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산 숲길 코스

개명산 숲길 코스(6.5km)

소사고개 기산저수지 말머리고개 장흥숲길 입구

개명산은 꾀꼬리봉, 즉 앵무봉과 연이어 있는데, 

이들 연봉 모두를 개명산 혹은 앵무봉이라고도 

합니다. 꾀꼬리봉이라는 이름은 산줄기가 꾀꼬

리처럼 아름다운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끔 기산리와 장흥면 석현

리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꾀꼬리봉과 혼

동하여 불리기도 합니다.

위치 :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산91-5번지 일원 

(주요 접근로 : 소사고개)

개명산(고령산) 숲길

트레킹코스

접근로(1.5km)

장흥면사무소  장흥숲길입구(염광요양원입구)

1구간(6.3km)

장흥숲길입구 조각아뜰리에 돌고개입구 권율장군묘 청련사 장흥숲길입구 장흥 산책로 온릉

2구간(6.1km) 

현대랜드 밀과보리 영산법화사 장흥자생수목원 돌고개유원지입구

‘장흥 숲길’은 장흥관광지 내 위치하여 다양한 

문화시설과 유원지 등 볼거리가 존재하며, 숲길

을 탐방하면서 숲체험을 비롯한 삼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름드리 백합나무 숲에 쉼터

를 조성하고 풍도목을 활용한 의자를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2-19번지 일원 

(주요접근로 : 장흥면사무소, 황토불가마 입구)

노선거리 : 13.9km

장흥 숲길

백석읍 홍죽리와 연곡리, 광적면 비암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산에 바위가 많아 밤에 뜨는 달

빛이 바위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하여 월암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등성이에 묘

자리가 있는데 이곳에 묘를 쓰면 그 후손들만 번창하고 다른 사람들은 질병과 가난에 시달린

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곳의 묘를 모두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위치 :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산91-5번지 일원  

주요 접근로 : 장흥숲길입구(장흥면 석현리 밀과보리)

달빛에 취하다, 

노아산 숲길

노아산 숲길 코스

1구간(5.2km)

소사고개 홍골약수터 월암약수터 연곡1리약수터 연곡2리교차로

2구간(3.2km)

소사고개 기산저수지 육지장사 마장저수지 안고령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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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저수지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183-1

031-879-8423

주변볼거리 : 안상철미술관 

호수를 따라 제각기 조망하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카페

와 음식점들이 각각의 멋스러움을 뽐내며,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곳입니다. 4만 5천 평에 이르는 저수지

와 이를 둘러싼 산이 감상 포인트로, 해발 400m를 넘는 

팔일봉, 꾀꼬리봉과 어우러져 잠시 쉼을 제공합니다. 특

히 잉어가 잘 잡히는 낚시터로도 유명해 강태공들의 발

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위치 :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삼상리, 교현리 일원 

높이 : 486.9m

신령스런 이야기 

그리고 백팩킹의 

천국, 노고산

노고산(老古山)은 노고할머니에 대한 신령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전형적인 노년기 산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백패킹 명소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해발 

486.9m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정상에 오를 수 있으며, 정상에서 바라보는 야경과 이른 아

침의 일출이 장관입니다.

등산코스

1구간(2.6km)

삼하리 마을회관 추사필적암각문 쉼터 정상(할미봉)

3구간(3.9km)

솔고개(교현리) 쉼터 정상(할미봉)

2구간(3.1km)

금바위저수지 쉼터 정상(할미봉)

4구간(3.8km)

일영유원지(삼상리) 청룡사 정상(할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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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저수지

경기 양주시 어둔동 335-5 

031-845-4855

남방저수지는 의정부에서 5㎞ 

거리에 위치하여 인근에 불곡

산 등산로가 있어 등산, 낚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서

울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으로도 손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덕계저수지

양주시 덕계동 산 6-1

031-864-6536

덕계저수지는 자연발생 저수지로 양주시에서 수심이 

26m로 가장 깊습니다. 도락산에서 내려오는 맑고 깨

끗한 계곡수가 모여 옥빛으로 가득합니다. 낚시터에

는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고 인근에는 수양시설 및 다

양한 편의 시설이 있어 가족과 함께 낚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효촌저수지

경기 양주시 광적면 휴암로 

178 (효촌저수지)

031-871-3372

교통이 편리하며 주변 경관

이 한폭의 수묵화처럼 평화로

워 가족 단위의 출조가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모내기철에

는 전체수량의 30% 정도 물

을 많이 빼며 만수위 때도 수

심이 깊지 않고 수초가 잘 발

달되어 있습니다.

신암저수지

경기 양주시 남면 신암리 191

031-863-5882

감악산에서 내려오는 맑고 깨끗한 계곡수가 모여 형성된 

저수지로 다양한 어종과 넉넉한 주차장, 그리고 편의시설

들이 준비되어 있어 무상무념 낚시를 즐기기에 그만입니

다. 또한 원당저수지와 더불어 감악산 하류에 위치해 있

어 봄에는 고사리, 취 등 산나물 채취와 가을에는 산머루, 

다래, 밤 등을 딸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낚시와 감악산 산

행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양주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에서 

자연을 마음껏 품어보세요

양주 美感柔創
자연에서 

키우자

 오색빛깔 

     양주를 

즐기다 

 
 

美
感
柔
創 

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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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삶의 기초 물품을 얻기 위해 임진강 나루

터 사이에 주막거리가 형성되었으며 그 길목에 커다

란 구멍이 뚫린 신비한 큰 바위산에 나뭇가지를 견

주어 잘 맞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롯되어 마을 이름도 견줄 비(比), 

바위 암(巖)자를 써 비암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답

니다. 대표 농산물로는 쌀과 콩이 있으며, 다채로운 

계절별 체험 및 전통체험, 그리고 영농체험 등이 준

비되어 있습니다.

체험 : 인절미�한과�두부만들기, 떡케잌, 농촌체험 등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21번길 3

031-876-6389

http://www.비암장수팜스테이마을.kr/

인정이 넘쳐나는 

비암장수팜스테이

남면 북쪽 끝에 위치한 초록지기마을은 옛적에 그 

모습이 마치 꽃과 같다고 하여 ‘황뱅이’라고 불리었

다고 합니다. 오늘날 마을 주민 대부분이 친환경 농

법으로 쌀농사를 짓는 자연친화적 마을로 허브농

장, 서예관, 생태공원 등 자연 자원을 보유한 마을

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관광이 

활성화 되어 관광객에게 자연과 전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험 :    두부만들기, 강정만들기, 짚풀공예, 천연염색

(쪽물), 농촌체험 등

양주시 남면 양연로173번길 26 

031-863-4666 

http://chorok.invil.org/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좋다, 

초록지기마을

평소 도시인들이 만들고 즐기기 부담스러워 하던 

발효음식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로 직접 발효�숙성시켜 보며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

련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전통주 제조 체험관, 맹골

미술체험관 등의 흥미로운 체험이 가능합니다.

체험 :    메주만들기, 치즈만들기, 목공조각�한지�칠보

체험, 미술공예 등

양주시 남면 휴암로 422

031-863-6978

http://mengol.invil.org/

발효 풍미 가득한, 

맹골마을

양주시 북단 감악산 동쪽 기슭 9,9174㎡의 언덕위

에 200여종의 허브와 꽃, 그리고 150여종의 자생 

및 원예용 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체 생산한 허브차의 맛과 

향, 꽃들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연의 싱그러움을 즐

겨보세요.

체험 :    천연 아로마 비누, 화장품 만들기, 화분갈이 

양주시 남면 양연로 305(황방리 2-2)

031-866-7672 

www.yjherb.com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타임, 허브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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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를 이용한 우리음식 만들기(누

렁소, 토종소, 칡소체험) 등을 통해 

우리 것, 우리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볼 수 있는 전통의 교육의 

장입니다. 

체험 :    한우음식만들기, 건강밥상

교실, 우리 식문화체험과 식

생활교육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188번길 16

070-7565-9733

http://blog.naver.com/gogohansik

한우사랑 나라사랑, 

꿈담 

농촌진흥청 지정 농촌 교육농장인 209팜은 학교 교

육과 연계된 농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치

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눈높이 교육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심고 수확할 수 있는 과정과, 토끼, 닭, 강아

지 등의 친근하고 귀여운 동물들과 뛰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을 맘껏 품어볼 수 있습니다.

체험 :    배나무가꾸기(분양), 여름수영캠프, 텃밭(분양), 

동식물관찰

양주시 칠봉산로 228번길 102

031-858-3452

http://209farm.blog.me/

가슴에 자연을 품다, 

209팜(Farm)

한국야생동물 및 외래종 관람, 야생

동물 만져보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말타기체험, 한국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방지 교육, 농작물 수확체험 등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

어 줄 것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565번길 108-13

031-836-7609

자연과 벗하다, 

양주자연생태관

미니 야외 동물원, 애니멀카페, 곤충

체험관(숲속친구들)으로 이뤄진 곳

으로 어린이들이 곤충과 희귀한 동

물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종 

단체모임도 가능합니다.

양주시 청담로243번길 93 

031-859-6619

자연을 더 소중히, 

양주애니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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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의 촬영지였던 삼하리 전원일기 

마을은 서울 은평구, 고양시와는 10분 거리에 불과해 

부담 없는 근교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마을 근처에 양주화훼단지, 일영허브랜드, 남경수목원 

등의 관광 인프라를 비롯한 인근의 장흥·송추유원지 등 

양주시 주요 관광지가 있어 볼거리 또한 풍부합니다.

체험 :    박물관(전원일기 이야기상자) 관람, 

 겨울철 야외체험, 농촌체험 등

체험 : 박물관(전원일기 이야기상자) 관람, 

겨울철 야외체험, 농촌체험 등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119-1

010-5368-7764

우리네 삶 오롯이 전해오는,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46 

총면적 6,611.6㎡ 규모의 농장 내 어린이들을 위한 천

연 모래 놀이터, 100명 이상 함께 쉴 수 있는 쉼터, 물

고기들을 만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어

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거나 

가족 단위로 포도 따기, 포도 주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 :    포도따기, 포도염색, 민물고기 잡기, 얼음썰매

타기 등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469-60

(삼하리 384-12)

031-876-7764

http://cafe.naver.com/3hoon

행복이 꽃피는 

삼훈행복농원

양주 천생연분 마을은 주변 수도권과 접해 있어 교통 

체증 없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1일 생활 휴양지

로써 마을을 휘감듯 흐르고 있는 맑고 깨끗한 공릉천

과 마을 배후에 아름답게 뻗어 내린 노고산(495m), 연

(蓮)을 테마로 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주말농장, 친

환경농업으로 재배 중인 각종 화훼, 쌀, 채소 등 천혜

의 자원을 접할 수 있고 온 가족의 편안한 주말 나들

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양�체험마을입니다.

체험 :    연잎밥만들기, 압화공예, 천연염색, 전통떡만들

기, 자전거�골프카타기 등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2번길 105

031-855-6223

http://lotus.invil.org/

새로운 인연을 잇다, 

천생연분마을

양주새벽딸기의 재배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딸기

체험온실, 주말농장 생태숲, 잔디광장과 산책로가 

있어 가족단위 나들이에 좋은 곳입니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682

2016. 6. 개장예정

양주농촌테마공원



청량한 양주의 자연환경에서 

즐기는 흥미진진 즐길거리, 

일상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을 경험해보세요

양주의 興味 
자연에서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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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도락산 구 채석장 터에 자연

적으로 형성된 빙벽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빨리 얼

음이 얼며, 초급에서 중급까지 이용할 수 있는 빙벽

장입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하여 주말에 이용자가 

많으며 현재 ‘가래비빙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산5 

가래비 빙벽장
활을 쏘는 무술인 국궁(國弓)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무호정은 1930년 뜻있는 궁사들에 의해 입암정으로 

출범하여 1967년 남면 상수리에 건립되면서 무호정

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호정은 국궁 체험

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

단한 교육 후에 체험이 가능하며 상시 전시되어있

는 전통활과 화살, 궁시재료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양주시 남면 휴암로284번길 379-82

031-864-0804  

무호정(武虎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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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곡산 아래 3번 국도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으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편리함을 더하고 있으며, 

승마를 통해 말은 물론 동물을 사랑하고 스포츠를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평화로 1141-11(산북동 201-8) 

031-866-7272 

http://www.한성승마클럽.kr/

한성승마클럽

승마와 오토캠핑을 통한 가족의 단합을 추구하는 

휴먼앤홀스랜드는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가족 간 행복증진 도모라

는 승마의 목표를 세우고 승마의 체육적 가치뿐만 

아닌 승마를 궁극적 행복추구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주시 은현면 용암로265번길 

139-46(용암리 123-7) 

031-868-9594 

http://www.승마캠핑.com/

휴먼앤홀스랜드

북한산 송추지역에 위치한 멜버른 승마장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승

마의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대회는 물

론 국제대회를 목표로 하는 전문선수의 양성을 위

해 전문 트레이너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북한산로1011번길 

53-41(교현리 208) 

031-829-7226 

http://www.melbourne.or.kr/

멜버른 승마장

한강(서울숲) 양주역   덕계천 청담천 신천(동두천시 경계)  철원

중랑천 자전거도로
동두천과 한강까지 연결된 자전거 도로로서 한적하고 

신나는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11km

공릉천 자전거도로
주변에 싱싱자전거테마공원, 일영유원지, 천생연분체험

마을이 있어, 물놀이, 농촌체험관광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위에 노고산, 일영봉, 형제봉 등이 산세가 좋습니다.

삼심리 싱싱자전거테마공원   삼상리, 공릉헌(능선교)

5km

신천 자전거도로
백석읍 복지리에서 남면 상수리까지 이어진 신천 자전거

도로는 한적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백석읍 복지교   남면 상수리(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 인근)

1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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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소

미술관옆캠핑장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94 

양주글램핑코리아

애견캠핑장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848(기산리 136-1)

양주산막골캠핑장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14-20(기산리 385)

장흥수목원캠핑장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309번길 169(석현리 329-1)

대궐오토캠핑장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440번길 177(기산리 364-2) 

안태울캠핑장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81번길 375-66 

기산골캠핑장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13(기산리 393-2) 

비타민캠핑장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40번길 110-43

(기산리 370번지)

양주감악산캠핑장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2-32(신암리 199-1)

특징 연락처 홈페이지

공공캠핑장, 
인근 미술관, 카라반

031-828-9881~2 http://yjfmc.or.kr 

테마 글램핑, 
애견놀이터 및 목욕시설

0 2 - 5 4 6 - 5 5 2 2 www.glamping-korea.com

50여개 사이트, 주변 
저수지 및 안고령 계곡

031-87 1-0058 http://양주산막골캠핑장.kr/

장흥유원지, 
팬션, 민박

03 1-855- 1053 http://장흥캠핑장.com/

풋살장, 족구장, 약수터, 
세미나실, 실내방방이

031-826-5620 http://daegwol.modoo.at/

체험농장, 
45여개 사이트

03 1 - 8 7 1 - 1 3 8 8 http://안태울캠핑장.kr/

가족낚시, 가족산책, 
가족수영, 캠프파이어

031-87 1-9008 http://blog.naver.com/igb0012

계곡물놀이터, 
수영장, 족구장

031-876-337 7 http://비타민캠핑장.kr/

승마체험, 체험농장, 
야외운동시설

010-3460-4749 http://cafe.naver.com/ccpark 

양주의 캠핑장

자료기준일 2015. 10. 31.



양주의 魂
전통과 혼이 
깃든 역사의 

숨결

유구한 역사의 땅 

양주, 그 위에 새겨진 

오래 전통과 역사의 

숨결을 느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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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헌이 있었던 곳으로 조선시대 양주의 중요성을 짐작

케 하는 곳입니다. 당시 양주를 다스리던 목민관이 살

기 좋은 치세를 구상하던 장소인 금화정과 유양폭포, 

그리고 1792년 정조대왕이 양주에 3일간 머물며 백성

을 살피고, 사대에서 활을 쏜 것을 기념하는 어사대비

가 남아있습니다. 

양주시 부흥로 1399번길 15

문화관광해설 가능 

(사전예약 031-845-3134)

시대를 담은 

양주 관아지(楊洲 官衙址) 
경기도기념물 제167호

양주목사 송덕비군은 조선 전

기 백인걸 선정비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와 대한 제국 시기에 

세워진 양주목사들의 선정비까

지 갖추고 있어 조선 시대부터 

대한 제국 시대까지의 양주 역

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양주시 부흥로1399번길 15 

양주목사 

송덕비군(楊州牧使 頌德碑郡)

조선 시대 양주에 행차한 정조의 모습과 당

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이며, 

조선 시대 양주목(楊州牧)의 위상을 알려 주

는 중요한 역사적 명소입니다. 1792년 정조대

왕이 광릉(세조의 능)에 행차할 때, 복쪽길을 

택했다가 귀환길에 이곳에 행차하여 3일간 

머물며 백성을 살피고, 사대에서 활을 쏜 것

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양주목사가 기념비를 

건립한 것입니다.

양주시 유양동 산33-2

어사대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2호

양주시의 진산인 불곡산(佛谷山)자락에 위치

한 금화정은 양주목사들이 바쁜 정무 중 휴

식을 취하며 백성들과도 어울리던 정자로 현

대에 이르러서 오가는 등산객들과 관광객들

의 발길을 쉬어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유양동 산33-1 

금화정

임진강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

한 대모산성은 삼국시대 전략요충지로서 주

변의 산성 중 주 교통로에 위치하여 방어와 

행정치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복합적 성

격의 유적입니다.

양주시 어둔동, 백석읍 방성리 789번지 일원 

※    인근지번 : 백석읍 방성리 783-3에서 숲길 

쪽으로 5분거리

양주 대모산성(楊州 大母山城) 사적 제526호

양주의 관아가 있던 유양리 불곡산에 자리한 

백화암은 신라시대의 고찰로 도선(道詵)국사

에 의해 ‘불곡사(佛谷寺)’로 창건되었다고 전

해집니다.

양주시 부흥로1423번길 50 (유양동) 

양주향교(楊州鄕校)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호 

양주의 관아가 있던 유양리 불곡산에 자리한 

백화암은 신라시대의 고찰로 도선국사에 의해 

‘불곡사(佛谷寺)’로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관

음기도 도량으로 불곡산 등산객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양주시 백화암길 191(유양동) 

031-840-1582

양주의 진산 

불곡산 기슭의 백화암

조선 중기 인물 임꺽정의 생가터가 불곡산 자

락에 보존되어 있으며, 다소 좁지만 전망이 

좋고 아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유양동 불곡산 

※ 인근지번 : 유양동 133 뒤 숲길 10분거리

임꺽정 생가터

유양동 관아지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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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선사(?~1363년)는 인도의 승려로 원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고려에 머물 때 회암사에 와서 

중창에 관한 말씀을 남겨 고려말 나옹선사가 회암사를 크게 중창하도록 한 분입니다. 이 부도와 

석등은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세운 것으로 나옹선사가 원나라에서 가져온 지공화상의 사리

를 봉안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형태는 탑신부가 구형을 띄고 있어 이전시기 부도와는 차이점

을 보이며, 단순하고 소박함이 특징입니다.

양주시 회암사길 281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指空禪師浮屠─石燈)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9호

천보산 자락에 자리한 조계종 수행의 근간을 이뤘던 천년고찰로 인근 회암사지 터를 방문하여 

조선왕실사찰의 기운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양주시 회암사길 281 (회암동)

031-865-9877

www.hoeamsa.com

지공�나옹�무학 삼대화상 

수행성지 회암사 

기본형이 4각인 형태로 삼국시대이래 고유의 8각 석등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주목되며, 

만들어진 시기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의 작품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회암사길 281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앞

쌍사자석등 보물 제389호 

고려말 공민왕의 왕사인 나옹선사를 기리기 위해 우왕 3년

(1377)에 건립된 비로 고려말 학자 이색이 짓고 권중화가 글

씨를 썼습니다. 1997년 화재로 보호각이 불타면서 비신이 

파손되어 보존처리를 통해 비신은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

되어 있으며 귀부는 원위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용이 조

각된 이수의 이례적인 형태와 비신의 예서는 당시의 조각

수법과 예서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기념비적인 작

품입니다.

양주시 회암동 산14-4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보물 제387호

무학대사의 부도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명승으로 조선 태조의 신임을 받았으며, 기본형이 

4각인 형태로 삼국시대이래 고유의 8각 석등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주목되며, 만들어진 

시기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의 작품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회암사길 281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보물 제388호 

고려시대의 창건되어 조선 최대의 왕실 사찰로서 위상을 높였던 회암사지는 1997년부터 2015년

까지 12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일반 사찰과는 다른 궁궐건축의 구조나 방식이 나타났으

며, 왕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용·봉황무늬 기와, 청기와, 용두, 토수, 잡상 등의 기와류와 

관요에서 생산된 도자기류 등 당시 왕실문화와 불교문화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다

량 출토되었습니다. 회암사지는 국가사적 제128호로 지정되어 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

의 숨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회암동 산14-3

※ 문화관광해설 

   (사전예약. 031-865-4080)

다시 깨어난 왕실사찰 

양주 회암사지(楊州 檜巖寺址) 
국가사적 제128호

회암사지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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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선사의 부도 앞에 있는 이 부도비는 지공선사의 유래를 기록한 비입니다. 원래의 부도비는 

고려말 학자 이색이 짓고 한수가 글씨를 써서 우왕 4년(1378)에 건립하였으나 순조21년(1821) 광

주 유생 이응준이 파괴하여 순조 28년(1828) 다시 건립한 것입니다. 

양주시 회암사길 281

양주 회암사지 

지공선사 부도비
(指空禪師浮屠碑)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5호

회암사지에 있는 조선 전기의 부도로 1472년(성

종 3) 회암사 중창 때에 사찰을 일신한 처안의 

공적을 기린 부도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정감 있는 비례와 화려한 조각으로 조선전기 부

도탑의 수작으로 평가됩니다.

양주시 회암동 산14-3

회암사지 부도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2호 

회암사지에 남북으로 나란히 남아 있는 2개의 화강암 맷돌입니다. 형태는 주둥이가 길어 타

원형에 가까워 주둥이가 짧았던 조선시대 맷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

를 중심부에 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맷돌의 정확한 제작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형태

로 보아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맷돌의 크기로 보아 최대의 왕실사찰이었던 회암사의 규

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양주시 회암동 산14-1

회암사지 맷돌 
경기도 민속자료 제1호

나옹선사(1320~1376년)는 고려말 공민왕의 왕사로 회암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원나라로 건너

가 지공선사에게 수학하였고 고려로 돌아와 회암사를 크게 중창한 분입니다. 

부도와 석등은 우왕 2년(1376) 건립되었으며, 형태는 탑신에 비해 기단부와 옥개부가 크고 높은 

편이라는 점이 특이하며, 장식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 단순하고 소박함이 특징입니다.

양주시 회암사길 281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儺翁禪師浮屠및石燈)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0호

당간지주는 깃대를 고정하기 위해 사찰의 입구나 뜰에 세우

는 돌기둥으로 회암사지 남서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간지

주는 회암사가 번영하였던 고려 말기에서 조선 전기에 만들

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회암사지 당간지주는 현 위치에서 

좌측으로 15m 거리에 있는 담장 지대석(址臺石) 밑에 쓰러져 

매몰되어 있던 것을 1981년에 발굴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양주시 회암동 18

회암사지 당간지주(檜巖寺址幢竿支柱) 경기도 향토사료 제13호

양주시 회암사길 281

무학대사의 부도 앞에 있는 이 비는 무학대사

의 행적을 기록한 비입니다. 원래의 부도비는 

조선전기 문신 변계량이 짓고 공부가 글씨를 

써서 조선 태종 10년(1410)에 왕명으로 건립하

였으나 순조21년(1821) 광주 유생 이응준이 파괴

하여 순조 28년(1828) 다시 건립한 것입니다. 

무학대사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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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11대 중종의 첫 번째 비인 단경왕후 신씨의 무덤으로 온릉은 병풍석과 난간석이 없는 

원형무덤으로 무덤 주위에 석양(石羊)과 석호(石虎) 1쌍을 배치하였습니다. 

*사적지 원형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관리중입니다. 학술조사 등 목적으로 관람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서부지구관리소 서오릉(02-359-0090)에서 허가를 받은 후 출입 가능

합니다.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온릉출장소 031-855-5228

양주 온릉(楊州 溫陵) 사적 제210호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

끈 명장인 권율(權慄, 1537∼1599)과 

정부인 창녕 조씨, 후부인 죽산 박씨

의 묘소입니다.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223

권율 장군 묘 경기도 기념물 제2호

향기로운 자연 속 

청정한 천연고찰 석굴암(石窟庵)

양주시 장흥면 석굴암길 519 (교현리) 

031-826-3573

www.sukgulam.com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 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로 신라 문무왕 때 의상 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을 만큼 고찰(古刹)입니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熙)[1786~1856]의 필적으로 ‘몽재(夢齋)’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연 경치가 뛰어나 이곳을 지나간 문인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고산독재동추사필적암각문
(老姑山篤才洞秋史筆蹟岩刻文) 경기도 기념물 제97호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산65~66 일대

장흥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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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의 유학자이며 문학자였던 지봉(芝鋒) 이수광(1563~1628) 선생의 묘소입니다.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산90-1이수광 선생 묘 경기도 기념물 제49호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육지전에서 최초로 승전을 거둔 곳으로서, 이를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해 

해유령 전첩비를 세우고 매년 충현사 제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해유령 전첩 추모 제향을 봉행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411

해유령 전첩지
(蟹踰嶺 戰捷地) 경기도 기념물 제39호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산25-1

이방원의 명으로 조영규 등과 정몽주를 선죽교에

서 격살하고,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개국 에 공

을 세운 조영무를 위한 사당으로, 시조인 조지수

와 바로 위 선대의 비석까지 함께 있어 양주 시

민에게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조영무 별묘
(趙英茂 別廟) 향토유적 제12호

천년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천연의 

요새도량 육지장사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471번길 190

031-871-0101

www.yukjijangsa.org 

서울 광화문에서 약1시간 거리로 도리산 울창한 수림에서 발생되는 피톤치드와 음이온 및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도량 내 옥돌 체험, 보행명상 등 템플스테이가 가능합니다.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산26

백인걸 선생 묘 

경기도기념물 제58호

백인걸은 조선 전기 청백리의 표상으로 양주를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한 명이며, 백인걸 선생 묘

는 풍수지리에서 이야기하는 북쪽을 향하고 있는 ‘북향 명당(北向明堂)’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묘로서 풍수학자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묘 앞에는 송시열이 글을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쓴 

신도비가 있습니다.

기타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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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경기도 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정치사상가였던 조소앙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1984년 삼균학회에서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황방리에 의관장으로 만든 묘소가 있으며, 양주시에

서 조소앙의 생가를 포함한 남면 황방리 1만㎡에 기념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양주시 남면 황방1리 조소앙 선생묘 및 기념공원

양주시 평화로1429번길 186-16

양주시 만송로 207-73

조선 전기의 문신 최명창(崔命昌)의 묘와 신도비가 있으며, 손에 꽃을 들고 고개를 묘소 바깥쪽

으로 돌리고 있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동자석은 다른 묘역의 동자석과 두드러진 차이점을 나타

내고 있어, 조선 전기 능묘 석물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 죽산 안씨(竹山安氏) 연창위

(延昌慰) 안맹담(安孟聃)의 종가 주택으

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원형이 훼

손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사대부 주택 구

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건축물로서 청백

한 선비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가옥

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송석 최명창 묘역 

경기도기념물 제178호

죽산 안씨 연창위 종가
문화재자료 제103호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482-13

조선중기 문신인 이준(1545~1624)의 사당 안에 있는 초상화로서「전성부원군 이준 선생 영정」을 

그린 화가나 그려진 시기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영정에 나타난 16세기 후반~17

세기 초반의 전형적인 공신도상의 형식과 화법은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준 선생 영전 

문화재자료 제81호

양주시 옥정동 627-1(옥정동 산94-1)

선돌은 마을입구 등에 세워 기념하거나 신

앙의 대상물로 삼았던 돌로, 주로 마을 경

계를 나타내거나 농사의 풍요를 빌 때 세

워둔 것 입니다.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선

돌로 길고 넓적한 다른 지역의 선돌에 비해 

이곳의 선돌은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 

선돌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양주 옥정리 선돌 문화재자료 제89호

조선말기(1870년대)에 민비가 은신처로

서 서울의 고옥을 옮겨 지은 것입니다. 

현재 중문간 행랑채와 안채만 남아있지

만 개항기의 전통가옥으로 고려와 조선

의 건축 기법이 접목되어 있는 건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양주시 남면 휴암로421번길 50-3

(매곡리 282-3)

양주 백수현 가옥
(楊州 白壽鉉 家屋) 중요민속자료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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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부흥로 1399번길 47

031-840-9986~7

www.sandae.com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탈놀이로 서울과 중부 지방에 전승되어 온 산대놀이

의 한 분파입니다. 양주별산대는 200여 년 전에 양주 사람 이을축(李乙丑)이 서울 사직골 딱딱

이패들에게 배워 양주에 정착시킨 것으로, 이을축은 양주 최초의 가면 제작가였습니다. 그는 양

주별산대놀이를 주로 사월 초파일, 단오, 추석 때에 연희하였고, 그밖에 가뭄 때의 기우제(祈雨

祭) 행사로 연출하였습니다.

양주별산대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93번길 70-21

양주 지역에서 소놀이굿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전통 놀이로 우마(牛馬) 숭배와 농경의례인 

소먹이놀이에 기원을 두고 무속의 제석거리와 마마배송굿 등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놀이입니다.

양주소놀이굿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 226-24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고릉말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만가(輓歌)로 선조들의 슬

기와 예술적 감각이 내재되어 있으며, 한

국 장례 문화의 핵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호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155번길 77

양주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악놀이로 

두레 농악의 소박한 가락을 유지하는 등 

다른 지역 농악과 비교되는 뚜렷한 특색

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농악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6호

양주시 권율로 194

031-867-3357(체험가능)

고려시대 이후 독자적인 기법으로 발전�전승되어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전칠기를 전승하고 계신 김

정렬 나전칠기 명장이 양주에서 활동 중입니다. 

특히, 작품 제작 과정을 공개하여 일반인과 관광

객들이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전시관이 장흥관광

지내에 있어 누구나 체험이 가능합니다.

나전칠기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4호

양주시 무형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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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빛깔 

     양주를 

즐기다 

양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 행복이 시작되는 

새로운 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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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골 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으며 풍수해가 적어 쌀농사에 적합한 양주 지역의 기후를 바탕으로 

생산되어 밥을 지었을 때 윤기가 흐르고 고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주골 눈부신 햇쌀 외에

도 밀크퀸, 기능성 특수미(흑찰, 현미, 홍진주, 설향찰벼) 등의 공동 상표를 개발·생산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주미곡종합처리장, 홍성준

031-868-0147

양주에서 생산한 6년근 홍삼(100%)만을 사용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양질의 원재료 선정은 물론 첨담화된 설비 및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생산�제조되는 제품들에 비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양주 농산물의 우

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양주인삼영농조합법인 

031-863-5712

홍삼순액

한우풍경

한우풍경은 경기북부 5축협(남양주, 양주, 포천, 파주, 연천, 김포)에서 연합하여 만든 한우브랜드

입니다. 그중 양주골 한우는 생후 5~6개월 된 송아지를 거세한 후 사료와 볏짚 위주로 28~30

개월, 적정 체중 600~700㎏까지 사육하여 고급육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출하한다. 근육 조직이 

가늘고 섬세하며 마블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육즙이 풍부하여 한우 특유의 고소한 맛을 유

지하고 있습니다.

양주축협판매장 

031-847-3812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생산되는 양주배는 밤낮 큰 일교

차로 인해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맛이 일품인데다 

표준화된 재배기술로 생산된 균일하고 우수한 배만을 

철저하게 선별하여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꾸준

한 연구와 개발로 현재 세계로 수출하는 양주의 대표 농

산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진농원 

서인혜(010-8101-7567)

양주배

양주는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

인 한수(漢水) 이북(以北) 지역 중에

서 딸기를 최초로 재배한 지역으로, 

오전에 딸기를 수확한 뒤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오후에 제품을 출하하

기 때문에 딸기의 신선도를 유지하

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재배 기

술과 건조·난방 등의 핵심 재배 기

술로 생산하여 당도가 높고 영양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 권윤중(010-8922-1796)

양주골 참 새벽딸기

우수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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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소명 업태명 대표메뉴 전화번호 소재지

22 초만원 한식 토종닭, 게장백반 868-4304 남면 감악산로489번길 85

23 팔미낙지한덮밥 한식 수제비, 해물찜(탕) 859-5259 회정로 101

24 양주팔도가든 한식 한방오리, 오리구이 871-0067 백석읍 기산로 508-1

25 청수정 한식 갈비 862-4920 칠봉산로168번길 43

26 태기산더덕순대 한식 순대국밥 836-1288 광적면 부흥로 932

27 참살이쌈밥 한식 모듬쌈밥, 제육볶음 847-3472 만송로 364

28 행복한사람들 양식 돈까스 871-8875 백석읍 권율로 852

29 기산약수촌 한식 한우 87 1 - 8 7 1 2 백석읍 기산로 498-3

30 송추부일식당 한식 부대찌개 840-4343 부흥로 1338

31 송학 한식 등심 829-5551 백석읍 권율로 1058

32 청산유수 한식 토속음식 876-8017 백석읍 기산로 484

33 흑과백 한식 한우 871-8889 백석읍 기산로 620

34 뜨락 한식 갈매기살 829-3707 백석읍 양주산성로800번길 85

35 어둔골 한식 생선구이정식 845-33 1 1 백석읍 양주산성로 437-22

36 송추가마골 한식 갈비 826-3333 장흥면 호국로527번길 11-10

37 기찻길옆오막살이 양식 돈까스 845-9976 장흥면 가마골로 182

38 양반밥상 한식 한정식 840-0120 부흥로1398번길 26-14

39
산에산700도

장작구이
한식 유황오리구이 843-5282 양주산성로307번길 51

40
양주골

전통순대국
한식 순대국 840-7660 부흥로 1387

41 털랭이매운탕 한식 매운탕 879-9007 백석읍 권율로 1107

42 조선곰탕 한식 곰탕 857-14 45 덕정길 14길 46

양주의 모범음식점

연번 업소명 업태명 대표메뉴 전화번호 소재지

1 가나안가든 한식 꿩샤브샤브 863-5909 남면 감악산로 467

2
송추가마골
(교현지점)

한식 갈비, 냉면 878-6400 장흥면 호국로 525

3 몽당갈비 한식 바비큐(삼겹살, 오리) 867-8833 남면 개나리6길 19-19

4 궁전식당 한식 갈비, 등심 847-6330 어하고개로 141

5 덕화원 중식 자장면, 유산슬 858-0103 덕정길 4

6 뫼골산장 한식 한우 87 1- 7 1 8 0 백석읍 기산로 423-2

7 봉암식당 한식 차돌배기, 돼지갈비 863-5064 은현면 봉암리 185번지

8 불곡산장 한식 단호박오리훈제, 닭백숙 840-7860 평화로1261번길 370

9 산하식당 한식 한우 871-9369 백석읍 기산로 423-2

10 삼오식당 한식 부대찌개 840-8828 부흥로1398번길 51

11 신선식당 한식 사슴고기, 오리백숙 855-5213 장흥면 권율로309번길 149

12 아시나요 한식 왕갈비, 유황오리 855-2450 장흥면 권율로 253

13 양주골초계탕 한식 초계탕 867-2788 은현면 화합로 730

14 예뫼골 양식 스테이크 855- 189 1 장흥면 가마골로 442

15 원봉산 한식 쌈밥정식, 영양돌솥 879-1005 백석읍 권율로 309번길 159

16 임진강민물장어 한식 장어 847-8281 어하고개로 70

17 초가마을 한식 한정식 855- 1 1 24 장흥면 권율로 1101

18
무봉리토종순대국

가래비점
한식 순대국, 순대전골 836-0915 광적면 부흥로 838

19 송추고을 한식 이동갈비 826- 1 5 1 5 장흥면 호국로527번길 17 (1,2층)

20 윤가네일품요리 한식 닭곰탕 858-8007 부흥로 2038-61

21 청진도가니탕 한식 도가니탕, 설렁탕 836-4132 광적면 삼일로 29번길 113

자료기준일 201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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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이가 양식 돈까스 87 7-7892 백석읍 권율로 1103

44 우리칼국수 한식 해물칼국수 879-8727 광적면 광적로 132

45
송추가마골

덕정점
한식 갈비 8 5 8 - 1 1 1 1 독바위로 81

46 양달마을국시 한식 국수류 855-3465 백석읍 부흥로 999

47
강화도소루지갯벌

민물숯불장어
한식 장어구이 866-0925 은현면 운하로289번길 288

48 (주)평양면옥 한식 평양냉면 826-423 1 장흥면 호국로 515

49 지호한방삼계탕 한식 한방삼계탕 857-9998 광적면 광적로30번길 6-16

50 등촌칼국수 한식 샤브샤브 879-6070 백석읍 고릉말로150번길 28

51
서가네 

참나무바베큐
한식 바비큐 877-0052 장흥면 호국로 669

52 독바위칼국수 한식 해물칼국수 859-3 1 9 1 독바위로 20

53 삼호산장 한식 한우 876-235 1 백석읍 기산로 435

54 포동리한우 한식 소고기, 돼지고기 829-3766 광적면 가래비11길 6

55 만두예찬 한식 칼국수 857-9284 화합로 1347

56
홍삼오리
회전구이

한식 오리회전구이 86 1- 1 7 7 0 평화로 1414

57 쌈마루 한식 돼지갈비 87 7-7879 백석읍 양주산성로 565

58 논밭가든 한식 해물탕 879-9955 중앙로137번길 50

59 큰바다참치 일식 참치회 859-0098 엄상동길 50-20

60 쌀밭나드리 한식 한우 876-467 7 백석읍 기산로 468

61 최고집칼국수 한식 칼국수 846-4818 부흥로 2122

62 전원마을가든 한식 한우 867-8562 평화로 1489번길 68-29

63 밀밭사랑 한식 밀 요리 845-5522 부흥로1398번길 189

연번 업소명 업태명 대표메뉴 전화번호 소재지

64 남원골 추어탕 한식 추어탕 840-7661 부흥로1398번길 18-7

65 갯촌칼국시 한식 칼국수 826-3315 장흥면 호국로 697

66 페트라숯불구이 한식 오리훈제 855-0325 장흥면 일영로 601-100

67
두드림

수타손짜장
중식 손짜장 877-047 7 백석읍 월암로 3

68 채선당(덕계점) 한식 샤브샤브 859-5958 평화로1479번길 8

69 황우촌 한식 소고기 826-6692 백석읍 호명로 103-92

70 피자성효인방 양식 피자 855-5220 장흥면 권율로 83-5

71 만인식당 한식 부대찌개, 삼겹살 836-6 1 1 5 남면 개나리12길 21

72 콩맘마 한식 콩가스, 콩불고기 836- 1 1 88 광적면 가래비9길 19

73 난타해물손짜장 중식 해물손짜장 875-0 1 1 3 장흥면 호국로 619

74 화로마을 한식 돼지갈비 864-9289 평화로1435번길 5-3

75 신털뫼1 한식 백숙, 닭볶음탕 855-6936 장흥면 권율로309번길 304-6

76 부일기사식당 한식 부대찌개, 제육볶음 826-4108 장흥면 호국로 557-2

77 곽만근 갈비탕 한식 갈비탕, 갈비찜 821-6349 고삼로7(가동)

78
산채마을 
능이백숙

한식 능이버섯백숙 862-3689 화합로 1325번길 22-8

79
옹고집도토리

손만두
한식 버섯만두전골 879-3838 백석읍 고릉말로 150

80
김경자소문난
대구왕뽈찜

한식 대구뽈찜 840-8671 외미로 99-8

81 태능솔밭가든 한식 돼지갈비 842-0544 양주산성로 175

82 부추국수전문점 한식 부추국수, 부추전
0505-930

-600
만송로 277

83 착한소곱창 한식 소곱창 859-9285
고암길 358

(덕정동, 인아프라자 111, 112호)

양주의 모범음식점

자료기준일 201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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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소명 주소 연락처

농어촌민박

장흥약수펜션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96-3 010-3309-9318

라임하우스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02-1 2층 010-5319-3133

아침풍경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146-2 010-7726-5005

우석팜스테이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60-18 010-4377-2400

연가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5-10 2층 031-855-1374

맑은물펜션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400-2 2층 010-5314-7102

효촌민박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307-9 010-8906-0055

임자방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310-3 010-5254-8053

일영펜션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502번길 154 010-3591-5110

별이 머므는 뜨락
(별뜨락)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144-6 010-7168-8292

엔학고레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55-3 1층 010-9526-1145

양주펜션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70-8 01 1-261-5254

정다운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307-1 2층
010-8906-0055
031-876-8422

꾀고리민박 양주시 남면 휴암로 443번길 35호(매곡리 304)
031-867-9263
010-3754-9263

느티나무펜션민박 양주시 장흥면 유원리로 89번길 26-56 010-9132-1010

하늘정원펜션 양주시 남면 휴암로 443번길 18-19 010-3789-5691

수경당 양주시 장흥면 유원지로 141 010-6611-2725

개명펜션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883-1 010-3777-7363

편한집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309번길 317-33 010-7324-7489

일영랜드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502번길 116-36 010-2323-6367

일영랜드 양주시 장흥면 유원지로 279 010-4418-5357

솔이네 양주시 장흥면 유원지로 277 010-2748-5357

하늘바람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39-20 010-9962-2212

일영 소나무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309번길 212-6 010-4100-8553

소나무 양주시 장흥면 유원지로 89번길 28-12 010-2715-5500

마당뜰 양주시 남면 휴암로 365-21 010-9336-3368

빌라드제이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660 010-4415-5142

대궐힐링파크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309번길 317-165 010-9082-8554

유명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40번길 177 010-6361-4989

신선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85 010-9117-5166

아로니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309번길 149 010-6336-5123

오봉 양주시 남면 휴암로 353 010-8954-6229

연꽃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502번길 156 010-6450-5293

양주의 숙박

구분 업소명 주소 연락처

관광펜션
레마르크펜션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309번길 99 (A동, B동) 031-855-6122

아트시티펜션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309번길 67-22, 33 031-829-3326
031-855-0082

펜션

스톤마운틴펜션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309번길 434-9 031-826-1522

장흥힐링펜션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309번길 438 031-837-5522

그레이스밸리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309번길 114 (A,B,C,D,E,F동) 031-829-7954

프로방스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27 (1,2,3층) 031-876-1060

한옥펜션

이고을펜션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514번길 468-60 03 1-867-2 1 1 1

수경당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883-1 031-871-3320

한옥촌신선마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241 031-871-257 7

　

수련원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623 (덕계동) 031-8082-4152

한마음 청소년수련원 양주시 버들로 147-42 (어둔동) 031-840-0018

딱따구리 청소년수련원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 313-44 (우고리) 031-837-4461

용산가족휴양소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440번길 34 031-871-7802

연수원 크라운해태연수원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721 (기산리 45-2) 8 9 4 - 4 6 0 0

농어촌민박

물레방아집 양주시 남면 황방1리 59-3 017-227-6837

저수지위집 양주시 남면 황방1리 130-1 0 1 7-2 1 5-5 1 8 1

은행나무집 양주시 남면 황방1리 56 010-5309-2150

허브힐 양주시 남면 황방1리 2-6 018-337-7672 

금빛농원 양주시 남면 황방1리 218 8 6 3 - 6 6 3 8

홍화농원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21 010-3794-9551

햇살마루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74 010-4333-8768

전원농장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32-4 010-3510-2130

석청골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47번지1층 011-249-0614

억순네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18-1 2층 011-302-4030

서산민박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70-3 010-5258-0511 

한옥촌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89-10 010-5326-5441

노고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190 010-7353-5114

장흥민박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501번길 241 010-2389-5009

마루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74-3 010-6772-2082

하얀집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46-5 010-9205-1616

행복한휴식1박2일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70-1 010-5258-0511 

자료기준일 201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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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의 교통 일반정보

택시
개인택시조합 031-843-4048, 양주상운 031-858-6718, 

한영택시, 장애인콜택시 031-861-9977

공항

� 공항 : 인천공항 : 7100(동두천-의정부-인천공항), 경기고속  

� 양주시 정류장 : 양주경찰서, 덕계동, 양주역

� 운행시간 : 배차간격 100분 

 인천공항 방향 첫차 전곡 04:25, 동두천 04:40, 인천공항 07:15 

 인천공항 방향 막차 전곡 11:50, 동두천 18:00, 인천공항 20:40  

� 문의전화 : ㈜경기고속 031-840-1621, 031-845-5171

회암사지권

덕정역  78번 버스 회암사지, 회암사지박물관 하차 

관아지일원(유양동, 백석, 광적방향)

양주역 133번, 85번, 50번 등 백석,광적 방향 양주향교 하차  

전통시장
� 덕정시장 : 2, 7일장(덕정역 건너편) 

� 가납시장 : 4, 9일장(광적면사무소 인근) 

� 신산시장 : 2, 7일장(남면사무소 인근)

� 오봉, 송추계곡 : 북한산 송추관리사무소 031-826-4559

� 불곡산, 감악산 등 : 산림축산과 031-8082-6220~2
산길, 숲길 정보 

� 생활민원과 공중위생팀 031-8082-5280, 5282모범음식점

� 농촌관광과 관광농업팀 031-8082-7220, 7223농촌체험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031-8082-5661, 5664그밖에

장흥관광지대중교통

양주역 2번출구 마을버스 15-1번 권율장군묘 하차

구파발역 1번출구, 가능역 3번출구 송추방향 360번 장흥(농협)하차   장흥관광지방향 도보 10분거리 
   또는 15, 5-1번 마을버스

관광안내소

장소 해설대상 위치 문의처

양주역 종합안내소 종합안내 양주역 1층 031-840-3357

관아지 안내소 관아지, 양주향교 유양동258-1 031-845-3134

회암사지 안내소 회암사지 회암동11-1 031-865-4080

장흥관광안내소 권율장군묘 권율로194 031-856-9570

해설가능시간 : 10:00 ~ 17:00  * 시기별 탄력운영하오니, 사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당일코스로 인근 은평구 진관사를 함께 둘러보실 수 있으며, 

단체(20인이상)의 경우 정기코스 2가지 시설을 둘러보신 후 

선택투어가 가능합니다.

예약문의 : 1544-4590 (코레일투어) 

※ 2015년 기준. (031-8082-566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씨티투어

‘은평구’진관사  청암민속박물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송암스페이스센터

1코스

일정 : 토,일요일, 양주역, 구파발역 출발

회암사지 필룩스조명박물관  송암스페이스센터

2코스

일정 : 토,일요일, 양주역 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