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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 활동이란?

창의적 체험 활동 가이드 북의 구성

과목 특성상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중점을 두고, 한국 지리 8개 대단원의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엄선한 장소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각 장소는 전국을 서울,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으로 나누

어 5~6개를 안내하였습니다.

각 장소 당 2쪽 분량으로 제작하여 체험 활동 시 복사-배포하여 사전 자료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

니다.

1  교과 활동 외 모든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수 동안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주말, 방학 등 다양

한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입니다.

2  창의, 인성 함양의 핵심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은 부수 활동이 아닌, 교과 활동과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핵심 활동이기도 합니다.

3  창의적 체험 활동의 구성

동아리 활동자율 활동

진로 활동봉사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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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 석산의 진수 ‘북한산 백운대’
I 활동 주제 I  지형, 환경, 생태계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백운대는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북한산의 주봉이며, 이러한 지형을 ‘화강암 돔’ 

또는 ‘보른하르트’라고 한다. 화강암 돔은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가 지각의 얇은 틈을 

따라 지표 가까이로 이동하다 식어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지표면의 풍화와 침식 작용

을 받아 지표로 드러난 지형이다. 화강암 

돔의 표면이 매끈하고 둥근 이유는 ‘박리’

라는 현상 때문이다. 박리는 암석의 표면

이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부서져 나

가는 현상을 말하며, 지하의 화강암이 지

표로 드러나는 과정에 이를 짓누르고 있던 

엄청난 양의 하중이 제거 되면서 발생하는 

풍화 현상이다.

우이령길(북한산 둘레길 21구간)

북한산 우이령길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교현

리를 잇는 4.46km의 고갯길로 남쪽의 북한산과 북쪽의 도봉산을 나누

는 기준이다. 2009년 7월 40년 만에 출입 통제가 해제되면서 일반인

의 출입이 가능해 졌으며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에서는 보기 드믄 자연 

생태계 보전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우수한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일일 1,000명으로 탐방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북한산성

백제가 수도를 하남 위례성으로 정했을 때 도성을 지키던 북방의 성이다. 백제 개루왕 5년(132)에 세워진 곳으로, 성에는 대서문, 동

서문, 북문 등 13개의 성문과 불을 피우던 동장대, 남장대, 북장대가 있었다. 성내에는 중흥사를 비롯한 12개의 사찰과 99개의 우물, 

26개의 작은 저수지 그리고 8개의 창고가 있었다. 현재 북한산성에는 삼국 시대의 토성이 약간 남아 있기는 하나 대개 조선 숙종 때 

쌓은 것으로, 여장은 허물어 졌고 대서문과 장대지·우물터·건물터로 생각되는 방어 시설 일부가 남아 있다.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은 기존의 샛길을 연결하고 다듬어서 북한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

을 수 있도록 조성한 저지대 수평 산책로이다. 둘레길은 우이령길을 포함하여 

전체 71.8km, 총 21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산 자락에 분포하는 다양

한 역사 · 문화 유적은 물론 도심 속 자연 생태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휴식

과 학습 공간이다.

국립 4 · 19 민주 묘지

국립 4 · 19 민주 묘지는 3 · 15 부정 선거에 대항하여 맨손으로 불의와 싸워 희생당한 분들의 안식처로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동

량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참배객

과 방문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가는 한편, 민주 혁명의 의의와 생활 속에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세계 제일의 민주 성

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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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코스

하루 코스0 250 m

우이동

●  교통편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후 우이동 행 버스 또는 

4 · 19 민주 묘지 행 버스 탑승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반나절 코스] 백운 탐방 지원 센터-하루재-백운산장-백운

대(약 1.9km) / 예상 총 소요 시간: 2시간

  [하루 코스] 4.19 민주 묘지-백련공원 지킴터-백련사-진달

래 능선-대동문-북한산성길-백운대-백운산장-하루재-

백운탐방 지원 센터(약 7km) / 예상 총 소요 시간: 4시간

풍화에 강한
암석 덩어리

화강암 돔

토양층

기반암

현재 지표면

원 지표면원 지표면

▲ 화강암 돔의 형성 과정

개관

북한산 국립 공원은 우리나라의 15번째 국립 공원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으며 ‘우이령’을 중심으로 남쪽의 북한산 지역과 북쪽의 도봉산 지역으로 구분된다. 

시가지에 둘러싸여 생태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서울과 인접 도시의 ‘녹색 허파’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로 애용되고 있다. 북한

산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 공원’으로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기

도 하다. 그렇지만 과도한 탐방이 북한산의 자연 생태계를 점차 약화시키고 있어 보전

과 관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 북한산 국립 공원

I 탐방 정보 I  

_ 운영 시기: 연중 계속

_   운영 방법: 예약제(09:00-14:00까지 출입, 16:00까지 

하산)

_ 예약: 국립 공원 관리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

_ 문의: 02-998-8365(우이 탐방 지원 센터)

_ 문의: 031-855-6559(교현 탐방 지원 센터)

I 탐방 정보 I  

_ 북한산 둘레길 탐방 안내 센터

 운영단(정릉): 02-900-8085

 센터(수유): 02-900-8086

_ 코스 정보

www.knps.or.kr(국립 공원 관리 공단 홈페이지)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I 위치 I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I 문의 I  02-909-0497(북한산 국립 공

원 사무소)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탐방 코스 내에서 관찰한 다양한 화강암 풍화 지형을 촬영하고, 각각의 명칭과 특징을 조사하여 보

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21개 구간의 둘레길 코스 중 자신이 가장 걷고 싶은 코스를 선택하여 직접 탐방하고 탐방한 코스, 일

정, 소감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북한산 탐방객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여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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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것의 발견 ‘북촌’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개인 또는 모둠을 이루어 북촌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활동을 

해보고, 그 과정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역사 ·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을 찾아보고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도심 재개발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서울의 옛 모습을 찾아보고, 북촌을 사례로 바람직한 재개발 방

향에 대하여 토의하여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I 활동 주제 I  도시, 역사, 관광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이름에서 ‘북촌(North Village)’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곳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전통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의 대표적인 전통 주거 지역이다. 북촌에서는 사적, 유형 문화재, 민속자료 외에도 

다양한 박물관과 체험관을 볼 수 있다. 

보통 도시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오래되고 낡은 건물은 철거되어 사라지고 그 곳에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북촌은 수도 서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나 도시 주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 왕조 제일의 법궁이다. 북으로 북악산을 기대어 자리 잡

았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는 넓은 육조 거리(지금의 세종로)가 펼쳐져 

왕도인 한양 도시 계획의 중심이기도 하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

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가, 고종 때인 1867년 중건 

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주도하여 중건된 경복궁은 500여 동의 건물이 미

로같이 빼곡히 들어선 웅장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그 일부

만 남아 있다.

창덕궁

1997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창덕궁은 1405년(태종 5) 조선 왕조의 이궁으로 지은 궁궐이다.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한다 

하여 이웃한 창경궁과 더불어 동궐이라 불렀다.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불에 타자 광해군 때에 다시 짓고 경복궁을 중건하기까지 

정궁 역할을 하였다.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임금들이 거쳐했던 궁궐이다. 

종묘

1995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종묘는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

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으로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이다.

종묘에서는 ‘종묘 제례 및 제례악’이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봉행되

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등재, 2008년부

터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관리되고 있다.

인사동

북촌과 종로 사이에 위치한 인사동은 주로 중인들이 살았던 주거 지역으로, 조선 초기 이래로 조선 미술 활동의 중심지로 형성되었으

며 1914년부터 인사동이라고 하였다. 골동품, 화랑, 고가구점, 화방, 민속 공예품 판매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각종 전통문화 행사가 

열려 명실상부한 서울의 전통문화 예술 활동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창덕궁

북촌 한옥 마을

경복궁

창경궁

종묘

운현궁

운현초등학교

서울 교동
초등 학교

서울중앙
중학교

중앙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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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삼청동 거리

국립민속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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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센터

삼청동 우체국

삼청공원입구

서울 종로
경찰서

목인 박물관조계사

체신기념관 종로 세무서

인사동

헌법 재판소

③안
국역

0 200 m

●  교통편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이용 북촌 한옥 마을 

이동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북촌 체험] 예상 총 소요 시간: 3시간 30분

  [도성 체험] 경복궁-북촌 한옥 마을-인사동-창덕궁-종묘

  예상 총 소요 시간: 6시간

개관

북촌은 가회동과 송현동, 안국동 그리고 삼청동에 위치한다. 조선 시대에는 왕족과 

사대부 양반들의 주거지로서 1906년 호적 자료에 따르면 북촌 전체 인구 10,241명

(1,932호) 중 호주의 신분에 따른 구분에서 양반과 관료가 43.6%를 차지하고 있어 양

반의 주택들과 관료의 집들이 중심을 이루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사회 · 경제상의 이유로 대규모 토지가 소규모의 택지로 분할되었으며, 지금 볼 

수 있는 어깨를 맞댄 한옥은 1930년을 전후하여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한

옥 형식의 변화는 도심으로 밀려드는 인구로 인해 고밀도화 되어가는 사회상을 반영

한 것이기도 하다. 북촌 지역이 모두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던 1960년대와 달리 1990

년대 이후 급속하게 들어선 다세대 가구 주택 때문에 많은 수의 한옥이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은 양호한 한옥들이 군집을 이룬 채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가회동 31

번지와, 33번지 일대 그리고 11번지 일대는 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이다.

북촌의 관광 자원 ▶ 

I 관람 안내(경복궁, 창덕궁) I  

_   관람 시간: 계절별로 상이 하므로 확인 필수(매주 

화요일은 정기 휴무)

_   관람 요금: 일반 3,000원, 소인 무료(18세 이하) / 

단체 2,400원(10인 이상)

- 4대궁(종묘) 통합 관람권: 10,000원

- 문의: 02-3700-3904(경복궁 문화재 안내실)

  - 문의: 02-762-9513(창덕궁 관리소)

I 관람 안내 I  

_   종묘는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하는 관람을 실시하며, 

관람 시간이 정해져 있음(09:20부터 매 1시간 간격).

_   매주 토요일은 자유 관람일 운영

_   관람 요금: 일반 1,000원, 소인 무료(18세 이하)

_   문의: 02-765-0195(종묘 관리소)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Ⅳ 거주 공간의 변화

I 위치 I 서울특별시 종로구

I 문의 I  02-2133-1371(북촌 문화 센터)

  02-2148-4161(정독도서관 관

광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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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관 ‘ 남산’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남산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역사 ·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남산의 역사 · 문화유산 지도’를 작성하여 보

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모둠을 구성하여 ‘우리 학교의 중심 찾기’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찾아낸 우리 학교

의 중심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남산과 같은 도시 내 녹지 공간의 사례를 조사해 보고, 녹지 공간이 지니는 다양한 사회 · 경제적 가

치에 대하여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전통적 국토 인식, 지형, 도시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한양(오늘날 서울)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국토 인식 중 하나인 ‘풍수 사상’에 입

각하여 조선의 개국과 동시에 수도로 선정되었다. 한양은 주산인 북악산, 안산인 남

산, 그리고 각각 좌청룡과 우백호인 낙산과 인왕산으로 둘러싸인 도성과 주수인 청

계천 그리고 객수인 한강을 품은 풍수적 길지이다.

남산의 북쪽, 종로와 중구를 중심으로 밀집한 업무용 고층 빌딩들은 서울의 도심(중

심 업무 지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도심을 벗어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빌딩 밀집 

지역들은 교통의 결절지에 발달한 서울의 부도심(영등포, 신촌, 청량리, 강남 등)에 해당한다. 도심에 인접한 지역들은 낡고 오래된 주

택가와 공장 그리고 상업 시설이 혼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오늘날 도심 재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남산골 한옥 마을

중구 필동에 위치한 남산골 한옥 마을은 옛 수도 방위 사령부 부지에 조성한 야외 공원이다. 시내에 산재해 있던 서울시 민속자료 한

옥 5채를 이전, 복원하고 이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 성격에 맞는 가구 등을 배치하여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 하였으며, 전통 공

예관에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기능 보유자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한옥 마을 주변에는 전통 정원과 남산 국악당, 그리고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여 1994년 매설한 타임캡슐 광장 등이 어우러져 있다.

※ 남산골 한옥 마을과 함께 공원 내 모든 시설의 입장은 무료

남산 전시관과 야외 식물원

남산 전시관은 서울특별시가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 및 아름다운 서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전시관이다. 남산 야외 식

물원과 연계한 교육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며,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의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는 데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개관 시간 09:00~18:00(하절기), 09:00~17:00(동절기),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서울 중심점

현재 종로구 인사동 194-4(하나로 빌딩 1층)에 1896년 설치한 

중심점이 있으나 이는 조선 시대 당시의 기준점으로, 그 이후  급

격한 변화를 겪은 서울의 행정 구역 변천 등 역사적인 변화를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서울시 행정 구역의 지리

적 중심점을 찾기 위한 GPS 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남산의 

정상부에 위치한 중심점 위치를 밝혀냈다. 이곳은 과거 우리나

라 측량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사용되어 온 남산 정상의 측량 기

준점인 2등 삼각점과 같은 위치이다. 서울 시민 대다수가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도로 원표를 서울의 중심점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1914년 일제 강점기 때 현 광화문 네거리에 한반도 18개 도시의 

거리가 표시된 표석을 설치한 것으로 서울의 중심점은 아니다.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명동역

명동거리
충무로역

회현역

서울지방
우정청

회현동
주민센터

백범광장

안중근의사
기념관

숭의여자대학교

용산도서관
서울후함
초등학교

남
산
 3호

터
널

남
산
 2호
터
널

남
산
 1호

터
널

한
남
고
가
차
도

후암동
주민센터

용산고등학교
용산2가동
주민센터

이태원2동
주민센터

남산

소월길

남산공원

국립극장

동국대학교

필동 주민센터남산충정사

남산골공원

중부세무서

정화예술대학

장충단 공원

N서울타워

남산 2등 삼각점
(서울 중심점)

남측 순환 산책로

남산 전시관과
야외 식물원

북측 순환 산책로

보성여자
고등학교

0 250 m

●  교통편

 남산 순환 버스 02, 03, 05번 이용

 남산 교통 정보 http://parks.seoul.go.kr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연계 1] 남산 팔각정-봉수대-남측 순환로-남산 전시장(야외 

식물원) / 예상 총 소요 시간: 3시간

  [주변 연계 2] 남산 팔각정-봉수대-남측 순환로(북측 순환로)-동국

대학교-충무로-남산골 한옥 마을 / 예상 총 소요 시간: 4시간

개관

남산이 지금의 이름을 얻고 역사적으로 주목받기 시

작한 때는 조선이 건국되면서부터이다. 이전에 인경

산(引慶山)이라 불렸던 이 산은 1394년 태조 이성계

가 풍수지리설에 의해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북악

산 기슭에 궁궐을 세우고 바라보니 남쪽에 솟아 있

는 산이라 하여 남산이 되었다. 남산은 내사산의 하

나로 과거 수도 한양의 도성 방어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봉수대, 장충단비, 와룡묘, 국

사당터, 남소영터, 수표교 등 600년 역사를 지닌 서

울의 역사와 문화가 서려있는 역사적 장소이다.

현무: 북악산

우백호: 인왕산
좌청룡: 낙산

주작: 목멱산(남산)

경복궁

창경궁

사직

창덕궁

경희궁

종묘

경운궁

▲ 풍수로 본 서울▲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도

▲ 서울 중심점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Ⅰ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Ⅳ 거주 공간의 변화

I 위치 I 서울특별시 중구 및 용산구

I 문의 I  02-3783-5900(남산 공원)

 02-3455-9277(서울 타워)

 02-753-2403(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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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서울 역사박물관’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청계천’의 변화상을 담은 다양한 사진 자료를 모아 시대별로 스크랩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일제 강점기 서울의 공간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오늘날 남아 있는 흔적들을 찾아 보고서로 정리

해 보자.

가이드 3   조선 시대 광화문 육조 거리의 위치를 찾아보고, 오늘날 남아 있는 흔적들을 찾아 위치 정보를 사진

과 함께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I 활동 주제 I  도시, 문화, 역사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조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서울은 600여 년의 세월을 품에 안은 유구한 역사의 도

시이다. 서울 역사박물관은 이러한 서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대에 따른 도시의 

변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여 준다. 특히 상설 전시실은 조선 시대, 개항 및 대한제

국 시기, 일제 강점기, 고도 성장기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서울의 성장과 발달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특별 전시실에서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사료들을 전시하고 있

다. 이곳에서 우리는 막연하게만 알고 지내던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하고, 세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거대 도

시 서울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변화상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경희궁

경희궁은 1623년(광해군 15)에 지어진 건물로 처음에는 경덕궁이라 하

였으나 1760년(영조 36) 경희궁으로 개칭되었다. 숭정전 · 융복전 · 집경

당 · 흥정당 등의 여러 부속 건물이 있었으나 1829년(순조 29년) 화재로 

대부분이 소실되어 1831년에 중건하였다. 그 후 일제 강점기에는 일

본인들에 의해 여러 건물들이 이전되어 숭정전 · 회상전 · 흥정당 · 흥화

문 · 황학정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광화문

1395년(태조 4)에 창건되어 정도전에 의해 사정문(四正門)으로 명명되었고 오문(午門)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후 1425년(세종 7) 집

현전 학사들이 광화문이라고 바꾸어 오늘에 이른다. 이 건물은 섬세한 수법과 웅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장려한 외관을 지닌 가장 뛰어난 궐문으로 평가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270여 년 간 중건되지 못하다가 1864년(고종 1)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재건으로 옛 모습을 되찾았다. 1927년 조선 총독부가 해체하여 경복궁 동문인 건춘문(建春門) 북쪽으로 이전시

켰고, 설상가상으로 6 · 25전쟁 당시 폭격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2006년 광화문 복원 및 이전 공사가 시작되어 전통적인 옛 모습을 찾

기 시작했으며 2010년 8월에 완공되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청계천

청계천은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도시 하천이다. 총 길이 10.84km로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으로 둘

러싸인 서울 분지의 모든 물이 이곳으로 모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왕십리 밖 살곶다리 근처에서 중랑천에 합류하여 이내 한강으로 흘

러든다. 조선의 한양 정도 당시 청계천은 자연 하천 그대로여서 홍수가 나면 주변 지역이 빈번히 침수되어 피해를 일으켰으며, 평시

에는 오수가 괴어 매우 불결하기도 하였다. 이에 조선 시대부터 청계천은 치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이었다. 청계천의 

본래 명칭은 개천(開川)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초 오늘날의 명칭인 ‘청계천’으로 이름이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 청계천 체험 안내 02-2290-6859(청계천 생태 교실), www.cheonggyecheon.or.kr(서울 시설 공단 청계천 공식 홈페이지)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경희궁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서울역사
박물관

서울 지방
경찰청

사직동
주민센터

정부 서울
청사별관

종묘

정부 서울청사
안전 행정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일본대사관
트윈트리타워

서울지방
국세청

체신기념관

서울종로
경찰서

서울교동
초등학교

낙원상가

인사동

운현초등학교 원남동우체국

종모광장 공원
탑골공원

관수파출소

젊음의 거리

을지한빛 거리

중부시장을지로
가구거리

세운전자상가

세운초록띠공원

대림상가

종로 1, 2, 3, 4가동
주민세터

종로 세무서

종루구청

청계 2가

무교동사거리

안국동사거리

광화문우체국

한국금육사
박굴관

서울 특별시
의회
서울지방
국세청

서울시청

예금보험공사

사울 다동
우편취급국

능행반차도
서울 덕수
초등학교

미국대사관

정동극장
덕수궁

경찰박물관

서울시립
미술관

한글학회
도서관

경찰박물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청계 3가

을지로 3가

대림상가앞

종로4가

광교교차로

0 200 m

⑤광화문역(세종문화회관)

③경복궁역(정부중앙청사)

⑤종로 3가역

①종로 3가역

①종로 5가역

③
종
로
 3가
역

①종각역

②을지로입구역
②을지로 3가역

③
을
지
로
 3가
역

②을지로 4가역

⑤
을
지
로
 4가
역

●  교통편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 직진(도보 7분)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연계 코스] 서울 역사박물관, 경희궁 → 광화문 광장→ 청계 광장 → 청계

천 산책로 → 광장시장 /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개관

서울 역사박물관은 유서 깊은 수도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는 한편, 서울 시민과 서

울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개관하였다. 사라져가는 역사 도시 서울의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전시하여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 공간이다. 상설 전시 외에도 특별 전시와 다양한 교육 · 체

험 · 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열린 학습 공간으로 의미가 크다. 

▲ 경희궁 전경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Ⅳ 거주 공간의 변화

I 위치 I 서울특별시 종로구

I 문의 I  02-724-0274~6

관람 및 교육 안내 www.museum.seoul.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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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함께 한 선조들의 지혜 ‘몽촌토성’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몽촌토성과 같이 자연을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유산들을 찾

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서울을 관류하여 흐르는 한강의 시대별 유로 변천과 그 이유를 조사하여 ‘한강의 유로 변천 역사 지

도’를 작성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도시, 역사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몽촌토성은 백제 시대 건립된 자연형 성곽으로 한강의 지류인 성내천의 남쪽에 접하

여 있다. 이 성은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암석이나 벽돌을 이용한 축성 방법과는 다르

게 주변의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흙으로 쌓아올린 토성이다. 주변 산지에서 뻗어 내

려 온 표고 40m 내외의 자연 구릉을 활용하여 구축한 것으로, 원래의 지형 

기복에 따라 낮은 지역은 흙을 쌓아 올려 성벽을 축조하였으며 비교적 고도

가 높아 자연 상태를 그대로 활용 가능한 지역은 구릉지 사면을 절개하여 

급경사의 단을 만들어 올렸다. 이 지역에 이러한 형태의 토성을 축조할 수 

있었던 자연적인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대하천 하류의 범람원 지역 곳

곳에 분포하는 잔류 구릉 지형 때문이다. 이러한 구릉 지형은 암석의 비교

적 단단한 부분이 풍화 · 침식되지 않고 남아 봉우리를 이루고, 이후 주변 하

천의 주기적인 범람에 의해 형성된 두꺼운 충적층이 주변 지역을 매워 생겨 

났다.

한성 백제 박물관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 백제 한성의 핵심 유적

과 그곳에서 출토된 수 만여 점의 백제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2000년 역사를 가진 서울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2012년 건립한 박물관이다. 한성 백제 박물관은 한성 백제사 연

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유구한 서울의 역사를 효율적으

로 전시, 교육, 홍보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체험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풍납토성

한강 연변의 평지에 축조된 순수한 토성으로, 남북으로 길게 타원형을 이룬다. 성벽의 길이는 동벽 1,500m, 남벽 200m, 북벽 300m 

정도이며, 서벽은 1925년 홍수 때 유실된 것을 새로 제방을 쌓아 복원한 것이다. 원래 경기도 광주(廣州)에 속했는데 행정 구역 개편

으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다. 주민이 생활하던 주거지로 추정되며 한강 유역에 있는 백제 유적 가운데 최대 규모의 토성 유적이

다. 1963년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었다.

서울 암사동 유적

1979년 사적 제267호로 지정되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토기편과 석기들

이 드러나 최초로 발견되었다. 여러 차례의 발굴 조사 결과 수렵·채집으로 생활

하며 취락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터와 빗살무늬 토기를 비롯해 돌도끼·

돌화살촉·긁개 등의 생활 도구와 돌낫·보습과 같은 농기구 등의 석기가 대량 출

토되었다. 이는 기원전 4천∼3천년 무렵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터 

유적으로, 오늘날 복원되면서 암사동 선사 유적 공원이 조성되었다.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성내 빗물 펌프장 북 1문(무지개다리)
북 2문

동 2문

남 2문
남 4문

수영경기장

체조경기장

올림픽공원역

펜싱경기장

역도경기장

벨로드롬

소마미술관

곰말다리

평화의 문
몽촌 토성역

한성백제박물관

움집터 전시관

몽촌역사관

해자

해자

토단

토단

비밀문
토단

토단 토단

목책

목책

동문

북문

남문

출
발

●  교통편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1번 출구(도보 10분)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도보 10분)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한성 백제 박물관 - 남문 - 움집터 전시관 - 동문 - 몽촌 

역사관 - 북문 - 토단 - 남문 - 한성 백제 박물관

 예상 총 소요 시간: 3시간 30분

 ※ 산책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코스 활용 가능

개관

몽촌토성은 사적 제297호로 동서 최장 540m, 남북 최장 730m의 마름모꼴을 이루고 있

으며 성벽의 총 길이는 2,285m이고, 동북쪽 외곽에는 외성(外城)이 약 270m의 직선 형

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성을 중심으로 한강 북쪽에 아차산성과 풍납동토성, 서쪽에 삼

성동토성, 남쪽에 이성산성 등이 있으며, 동쪽에는 백제 시대 고분군이 있는 가락동과 암

사동이 있다. 특히 이웃하고 있는 풍납동토성은 1세기경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양

쪽 성의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토성은 백제의 건국지로 알려져 있는 위례

성으로 추정되고 있어 주목되는 성지이기도 하다. ▲ 몽촌토성 전경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21:00(평일)

_ 관람 시간: 09:00~19:00(토, 일, 공휴일)

-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일 1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152-5800(안내 데스크)

- 문의: 02-2152-5916(전시 기획과)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연중 09:30~18:00

- 정기 휴일: 1월 1일, 매우 월요일

- 입장료: 일반 500원(단체 400원)

- 입장료: 초 · 중 · 고등학생 300원(단체 200원)

방이동/석촌동 고분군

1979년 사적 제270호로 지정된 방이동 고분군은 도굴로 인해 부장품이 남아 있지 않고 아치형의 고분 형태와 구조만 남아 있다. 주

변 지역이 백제 초기의 도읍이 있던 자리이고 인근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이 백제의 유적인 점으로 미루어 백제의 왕이나 상류층의 무

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의 석촌동 고분군은 백제 초기에 만들어진 무덤으로서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조사되었다. 1호, 2호 무덤은 주민들이 농사짓는 땅

으로 이용해서 내부 구조와 유물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며, 3호 무덤은 기원전·후부터 나타나는 고구려 무덤 형식인 기단식 돌무지 

무덤(기단식 적석총)이다.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Ⅳ 거주 공간의 변화

I 위치 I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I 문의 I  02-424-5128~9(몽촌 역사관)

▲ 하천 하류 지형

충적층 

우각호 하안 단구 

배후 습지 

자연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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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찾아보기

0 25 km

차이나타운
인천

강화갯벌

경의선

조력 발전소
수원 화성

남한산성

시화호

수도권
① 도봉구 ② 강북구

창포원, 우이천, 도봉산 국립 공

원 생태 탐방 연수원
북한산, 우이령, 오패산

③ 노원구 ④ 은평구

열병합 발전소, 수락산, 태릉, 

불암산, 당현천

진관동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앵봉산, 불광천, 북한산

⑤ 서대문구 ⑥ 종로구

홍제천, 안산, 서대문 자연사 박

물관, 백련산, 개미 마을

창덕궁, 종묘, 창경궁, 경복궁, 

서울 역사 박물관, 운현궁, 경희

궁, 인왕산

⑦ 성북구 ⑧ 동대문구 ⑨ 중랑구 ⑩ 마포구

성북 다문화 빌리지 센터, 서울

성곽, 개운산, 정릉, 의릉, 성북 

작은 천문대, 심우장

배봉산

아차산 봉수대터, 봉화산, 양원

리 동래정씨 집성촌,  봉화산 

유적지

망원정, 마포 와우산 공원

⑪ 중구 ⑫ 용산구 ⑬ 성동구 ⑭ 광진구

지구촌 민속 교육 박물관, 덕수

궁, 남산, 남대문, 남대문 시장
전쟁 기념관, 국립 중앙 박물관

청계천 문화관, 수도 박물관, 뚝

도 아리수 정수 센터
아차산성, 긴고랑길

⑮ 강서구 ⑯ 양천구 ⑰ 영등포구 ⑱ 동작구 · 서초구

강서 생태 습지 공원, 서남 물

재생 센터, 서남 환경 공원, 양

천 향교, 소악루

용왕산 근린공원, 영천 자원 회

수 시설(녹색 환경 교육 센터), 

정랑 고개, 안양천 자연 체험, 

계남 공원, 신정산 자락길

선유도 공원, 여의도 샛강 생태

공원

헌인릉, 청계산, 우면산, 우면산 

자연 생태 공원

⑲ 강남구 ⑳ 송파구  강동구  구로구

구룡산
풍납토성, 방이동 백제 고분군,

성내천, 몽촌 역사관

암사동 선사 주거지, 길동 자연 

생태 공원
도림천, 고척동 고인돌

 금천구  관악구

독산 자연 공원, 호암산 자연 

탐방로
관악산

0 5 km

강북구

동대문구

서초구

동작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노원구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마포구 중구 성동구강서구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용산구

광진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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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국 ‘인천 차이나타운’
I 활동 주제 I  세계화, 다문화 사회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복잡한 사회 · 문화

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문화가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천 차이

나타운은 이러한 다문화적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중국에서 건너온 사

람들이 서로 긴밀한 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차이나타운은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과 문화로 또 하나의 작은 중국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모습은 차이나타운을 장식하고 있는 각종 중국어 간판과 안내 표지, 그리고 중국 전통의 양식과 문양으로 장식된 건물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자유 공원

1888년 개항장 내에 조성된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당시 개항장에는 

일본을 포함하여 청,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나라들이 인천에 거주

하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영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필요로 

세워진 공원이라고 볼 수 있다. 공원의 처음 명칭은 ‘만국 공원’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서공원’으로 바뀌어 불렸으며, 6 · 25전쟁이 끝나고 인천 상륙 작전의 

지휘자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이곳에 세워지며 공원 이름도 자유 공원으로 바

뀌어 현재에 이른다.

인천항 갑문

인천항 갑문은 최대 10m에 이르는 조수 간만의 차이를 극복하고 자유롭

게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문식 도크(dock)로 

동양 최대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크이다. 인천항은 1918년 준공

된 제1도크와 1974년 준공된 제2도크를 통해 5만~1만 톤급 선박이 드나

들면서 현재 명실상부한 국제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인천항 갑

문 개방 행사 기간 중 방문하면 바다 전경은 물론, 갑문식 도크를 통하여 

대형 화물선 및 여객선 등이 입출항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

으며, 갑문 관리소 상황실에서 인천항을 소개하는 멀티비전을 볼 수 있다.

월미도

월미도는 인천이 외세에 의하여 개항이 되기 전까지 한적한 섬이었다. 병자호란 후에 조정의 보장지인 강화로 몽진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행궁이 세워 지기는 했으나 실제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소실되었고, 서구 열강들이 조선에 밀려들면서부터 부각된 곳이다. 

월미도와 영종도 사이의 뱃길은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조운선의 항로 및 황해의 뱃길로 개항 후에는 조선에 들어온 외국배들의 정

박지였다. 개항 후 월미도는 미국과 구소련 등의 석유나 석탄 저장고로 사용되다가 일제 강점기에 유원지로 변하였다. 6  · 25전쟁 당

시 인천 상륙 작전의 최전선이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50여 년 간 군 기지로 사용되다가 2001년 개방되었다.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인천역

차이나타운 거리

답동 성당

답동 사거리

삼국지 벽화 거리

개관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고 이듬해 청나라 조계지가 설치되면서 중국인들이 현 선린동 

일대에 이민, 정착하여 그들만의 생활 문화를 형성한 곳이다. 화교들은 소매 잡화 점

포와 주택을 짓고 본격적으로 상권을 넓혀 중국 산둥성 지역에서 소금과 곡물을 수입, 

193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1920년대부터 6·25전쟁 전까지는 청요리로 명

성을 얻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는 외환 거래 규제, 무역 규제, 거주 자격 심

사 강화 등 각종 제도적 제한으로 화교들이 떠나는 등 차이나타운의 화교 사회가 위축

되었으나 한중 수교 이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오늘날에는 역사적 의의가 깊은 관광 

명소로서 관광 쇼핑, 특화점, 예술의 거리 등 권역별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화교 2, 3세들로 구성된 약 170가구, 약 500명이 거주하고 있다. ▲ 차이나타운 거리(위)와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아래)

I 인천항 갑문 홍보관 I  

_ 위치: 중구 북성동 인천항 갑문 운영 사무소

- 관람 시간: 09:00~18:00(일요일 휴관)

-   문의: 032-770-4519, 4527(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갑문 운영 사무소)

※ 관람 1주일 전 사전 예약 필요

●  교통편

  지하철 1호선(국철) 인천역 하차

  중구청 또는 인천역 하차 버스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  차이나타운 및 근대 건축물 탐방] 인천역-차이나타운 거리-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인천 개항장 근대 

건축 전시관-(구)일본 58은행-답동사거리-답동성당 / 예상 총 소요 시간: 2시간

▲ 자유 공원에서 본 인천항과 인천대교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북성동

I 문의 I  032-760-7537(중구청 관광행

정팀), 032-777-1330(인천역 

관광안내소), 032-760-7866 

(한중 문화 회관)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세계 각국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여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개항 당시 인천의 역사 · 문화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오늘날 인천의 모습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의 특성이 가져온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의 특징을 조사하여 보고서

로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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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자연의 보고 ‘강화 갯벌’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갯벌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고 개발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으로 모둠을 

나누어 토의한 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고인돌 유적지를 조사하여 위치와 특색을 지도상

에 나타내어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경기만의 강화도 일대는 넓은 간석지가 전형적으로 발달해 있다. 간석지는 밀물 때

는 침수되었다가 썰물 때는 노출되는 넓고 평탄한 해안 지형으로 갯벌이라고도 한

다. 갯벌은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썰물에 씻겨 나갔다가 밀물에 의해 다시 운반

된 후 연안에 퇴적되어 형성된다. 조류에 의해 퇴적된 물질은 대부분 점토이지만 실

트나 모래 등으로도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차가 크고 해안선이 복잡하여 

파랑의 영향이 적으며 큰 하천이 유입하여 토사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인 

규모의 갯벌이 발달해 있다. 

강화 역사박물관

2010년 10월 23일에 개관한 강화 역사박물관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화 고인돌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화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중심으

로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시·보

존·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각지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던 강화의 유물

들과 새로 출토되는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전시와 교육·문화 행

사 등을 마련한 복합 교육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등사

381년(소수림왕 11)에 ‘진종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중건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도 두 차례 중건되었다. 전등

사라는 이름은 고려 충렬왕의 비 정화궁주가 이 절에 옥등을 시주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때 정화궁주는 승려 ‘인기’에게 《대장경》을 

인간(印刊), 이 절에 봉안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절에는 보물 제178호인 전등사 대웅전, 보물 제179호인 전등사 약사전, 보물 제

393호인 전등사 범종이 있다. 또 대웅전에는 1544년(중종 39) 정수사에서 개판한 ‘묘법연화경’의 목판 104장이 보관되어 있다. 

강화 고인돌

강화 고인돌군은 고창, 화순 고인돌군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다. 강화 고인돌은 고창, 화순과 달리 형식이나 분

포 위치 등에서 연구 가치가 높아 일찍부터 주목받았으며 부근리, 삼거리, 오상리 등의 지역에 약 12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

다. 표고 280m의 높은 곳까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탁자식 고인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강화의 탁자식 고인돌은 

한반도의 서북부 일대에도 나타나고 있어 동북아시아 무덤 문화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탁자식에서 기반식으로 변천

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화문석 문화관

강화도의 특산품인 화문석의 역사와 전통적인 제작법을 체계적으로 보

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설립된 전시관이다. 왕골 공예품을 전시하여 강

화도 왕골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기능을 갖춘 

곳으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설 전시관으로 다양한 테마

의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짚 풀과 인간, 왕골 재배와 가공, 화문석 

제작, 화문석의 역사, 화문석 문화, 화문석 계승 전시관이 있다.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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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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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

  강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강화 갯벌 센터 행 버스 이용(대

중교통 이동이 불편)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단일 코스] 강화 갯벌 센터 교육(갯벌 체험) 프로그램 / 예상 

총 소요 시간: 2시간

  주변 연계 코스 1] 강화 갯벌 센터-역사박물관-강화 지석묘

(고인돌) 유적 / 예상 총 소요 시간: 4시간

  주변 연계 코스 2] 강화 갯벌 센터-전등사-역사박물관-화

문석 문화관 / 예상 총 소요 시간: 4시간

▲ 간척에 의한 강화도 해안선 변화 ▲ 강화도의 간척지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18:00

-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관람료: 일반 1,500원(단체 1200원)

- 관람료: 어린이 · 청소년 1,000원(단체 800원)

- 문의: 032-934-7887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18:00(동계 17시, 하계 19시 종료)

- 휴관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입장료: 어린이 500원, 청소년 700원

- 입장료: 일반 1,000원, 체험 학습 5,000원

- 문의: 032-930-7060

개관

강화 갯벌의 전체 면적은 약 353km2에 달하며 특히, 여차리-동막-동검리를 잇는 강화 남단 갯벌은 육지로부터 최대 약 6km, 면적

은 약 90km2로 강화 갯벌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특히 강화도 남단 해안 습지는 우리나라 서해안 중에서도 평균 조석간만의 차

가 7.3m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다. 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갯벌 생태계는 해양과 육지가 만나는 점이 지대이나 육지 생물

보다 해양 생물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강화도 갯벌은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서해안 일대의 다른 갯벌과 

달리 비교적 천연의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도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봄, 가을 강화도를 찾는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I 활동 주제 I  지형, 환경, 지속 가능한 이용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I 문의 I  032-930-7064~5(강화 갯벌 

센터), 032-937-5057(강화 갯

벌 센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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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을 이용한 선조들의 지혜 ‘남한산성’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남한산성을 비롯하여 수도권에 분포하는 성곽을 조사하여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하고, 이들이 지닌 

특성과 역사적 의미를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남산산성 취락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시대별로 조사하여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모둠별로 남한산성 지역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형 모형을 만들어보고, 고위 평탄면의 형태적 특징

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취락, 관광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남한산성은 강원도 횡계(대관령 고원)에 펼쳐진 드넓은 목장과 같은 고위 평탄면 지

형이다. 그렇다면 왜 태백산맥과 같은 높은 산지가 아닌 서울과 가까운 이곳에 고위 

평탄면이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고위 평탄면은 신생대 제3기 경동

성 요곡 운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동성 요곡 운동은 지금의 태백산맥

을 중심축으로 발생하였고 따라서 오늘날 고위 평탄면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융기량이 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잘 발달해 있다. 그

러나 당시의 지각 운동은 한반도 전역에 그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남한산성이 위치한 지형 역시 당시의 지각 운동에 의해 평탄화된 

땅이 융기하여 형성되었다. 즉, 평탄면의 위치와 해발 고도가 고위 평탄면을 설명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평탄

면이 형성된 시기가 평탄면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남한산성 행궁

남한산성의 행궁은 세종의 능인 영릉(英陵)이나 효종의 능인 영릉(寧陵)을 참배하

기 위하여 1624년(인조 2) 남한산성 서장대 아래쪽에 세워졌다. 크게 상궐과 하궐

로 구성되어 있고 좌전과 우실, 재덕당, 한남루, 인화관 등 모두 70여 동에 달했다

고 한다. 임금이 거처할 행궁은 상궐이 73칸 반, 하궐이 154칸으로 모두 227칸의 

규모이다. 행궁은 임금이 지방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거처하는 곳으로서 ‘행재소’

라고도 한다. 

수어장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인 수어장대는 지휘와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지은 누각으로 조선 1624년(인조 2)에 남한산성 축성과 

함께 축조된 동, 서, 남, 북의 4장대 중 유일하게 남아 있다. 청량산 정상(482m)에 위치하고 있어 성내와 인근의 양주, 양평, 용인, 

고양 및 서울, 인천까지도 조망할 수 있다.

장경사

남한산성 동문 안에서 동북쪽 약 500m 거리의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경내는 널찍한 공간이 있어 승병들의 훈련장으로 이용되

었던 장소이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5호로 지정된 장경사는 대웅전과 종무소, 산신각, 종각, 요사체 2동, 탑 등으로 구성되어 사찰

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9개의 사찰 모두가 일제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적게 참화를 당한 장경사 하나만이 당사

의 모습을 일부나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절 뒤에 철쭉이 많고 노송 숲에서는 송이가 난다. 진남루 남쪽에는 망대가 있으며 올라가 

보면 그윽한 경치가 여러 절중에 으뜸이다. 

숭렬전 제향

숭렬전은 조선 1638년(인조 16)에 지은 사당으로 백제 시조인 온조왕을 모시고 있다. 훗날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 총책임자였고 병자

호란(1636년) 때 싸우다 죽은 ‘이서’의 위패를 함께 모셨다. 원래 건물 이름은 ‘온조왕사’였으나 1795년(정조 19)에 왕이 ‘숭렬’이라는 

현판을 내려 숭렬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정조대왕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 혼자 있기가 쓸쓸하니 명망이 있는 

신하를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여 남한산성을 쌓은 공로자인 이서를 같이 모시게 했다고 한다. 숭렬전에서는 매년 음력 9월 5일에 제

향을 올리고, 매월 삭망(朔望, 매월 1, 15일)에 참봉(參奉)과 유사(有司)가 분향례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서문

북문

동문
남문

남한산성

숭열전

연주봉옹성

청량당

침괘정

수어장대

연무관
현절사

망월사

장경사신진옹성

봉암성

지수당

개원사

제 2남옹성제 1남옹성

제 3남옹성

별봉

산성로타리

관리사무소

●  교통편

 지하철 8호선 산성역 2번 출구에서 9번 버스 승차

  지하철 5호선 마천역 1번 출구에서 남한산성 등산로 이용(서

문까지 1시간 소요)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남한산성 순환 탐방 코스] 산성종로(로터리)-북문-서문-

수어장대-영춘정-남문-산성종로

 예상 총 소요 시간: 2시간

개관

남한산성은 행정 구역상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있으며 성 내부는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속해 있다. 1963년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다. 북한산성과 더불어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는 산성의 하나로, 

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옛터를 활용하여 1624년(인조 2)에 축성하

였다. 한강과 더불어 남한산성은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거점이었

으며, 조선 시대 선조 에서 순조에 이르기까지 국방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발휘한 장소였다. 남한산성은 주봉인 청량산(497.9m)을 중심으로 하여 북

쪽으로 연주봉(467.6m), 동쪽으로 망월봉(502m)과 벌봉(515m), 남쪽으

로 몇 개의 봉우리를 연결하여 쌓았다. 성벽의 외부는 급경사를 이루는 데 

비해 성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평균 고도 350m 내외의 넓은 구릉성 분

지를 이루고 있다. ▲ 남한산성

▲ 남한산성 행궁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Ⅳ 거주 공간의 변화

I 위치 I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I 문의 I  031-777-7500(남한산성 문화 

관광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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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문산까지 ‘경의선 체험’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경의선이 완전 개통될 경우 생기는 파급 효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경제적,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

어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우리나라의 근대적 철도 교통망의 발달 과정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대도시권의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해 경의선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문산까지 펼쳐지는 주변 경관을 

장소별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I 활동 주제 I  도시, 교통, 통일, 안보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파주 도라산역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철도는 서울의 도심으로

부터 수도권 대도시권역을 관통하는 노선이다. 경의선 창밖으로 시시각각 다르게 펼

쳐지는 풍경들은 우리가 막연하게 듣고 접해왔던 대도시권의 범위와 공간 구조를 목

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대도시권은 중심 도시의 세력권으로 대도

시로의 통근 · 통학이 가능한 일일생활권을 의미한다. 대도시권의 중심에는 중심 도

시(서울)가 있고 그 외곽으로 교외 지역(능곡, 대곡, 곡산 등), 대도시 영향권(일산, 탄현 등), 배후 농촌 지역(파주, 문산 등)이 전개된

다. 교외 지역은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적 토지 이용이 증가하여 개발 제한 구역, 녹지 공간, 폐차장, 오물 처리장 등으로 활용되

던 지역에 택지 개발, 공업 단지 건설, 상가 이전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대도시 영향권에는 촌락 경관이 나타나지만 비농가가 많고 

중심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민들이 중심 도시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자주 왕래한다. 

임진각 평화누리

임진각 평화누리는 남북 대립의 긴장이 흐르는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

시대의 잔상이었던 임진각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전

환시키기 위해 조성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평화누리에서는 공연·전

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 · 예술 프로그램과 행사가 연중 진행되고 있으

며, 교육, 기부 관련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

1998년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헤이리에서는 미술인,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380여 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집과 작업

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 예술 공간을 짓고 있다. 마을 이름은 경기 파주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 동요 ‘헤이

리 소리’에서 따온 것이다. 헤이리는 창작 주거 공간, 전시 공간, 공연 공간, 축제 공간 등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다양한 체험과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 보다 많은 정보는 헤이리 공식 홈페이지(http://www.heyri.net/blog) 참조

오두산 통일 전망대

오두산 통일 전망대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은 통일 안보 교

육장으로서 우리의 안보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1992년 건립되

었다. 맑은 날엔 개성 송악산까지 볼 수 있으며 사적 제351호 오두산성

(관미성)으로 둘러 싸여 있다. 국제적 보호종과 위기종이 서식하는 비

무장 지대 내 자연 생태와 오두산 둘레길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 테마 

집중 지역으로, 국내외 다수의 관광객이 찾는 안보 관광지이다.

구 서울역사

1981년 사적 제284호로 지정된 구 서울역사는 경부선·경의선 등 주요 간선 열차의 시발역인 동시에 종착역이었으나 새로운 역사가 

신축되어 현재는 폐쇄되었다. 1900년 7월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 약 10평 규모의 목조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원래 위치는 염

천교 부근이었으며 명칭은 남대문역이었다. 1925년 9월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서 르네상스식으로 새롭게 건축하였고 광복을 맞이

한 뒤 경성역에서 서울역으로 개명되었으며, 2011년 8월 복원 공사를 마치고 ‘문화역 서울 284’로 재탄생하였다. 

이곳도 가보자!
I 이동 방법 I  

_   경의선 전철 문산역 하차 후[문산~도라산] 관광 열

차를 이용하여 임진강역 하차

_   문산 버스 터미널에서 058번 버스 이용 임진각 하차

_   서울에서 출발 시 광역 버스 9710번 혹은 909번 이용 

임진각 하차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16:30(3~10월 17시 폐관)

_   입장료: 일반 3,000원(단체 2,500원), 학생 1,600원

(단체 1,300원)

_   문의: 031-945-3171

개관

경의선은 1904년에서 1906년 사이에 건설된,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길이 

518.5km의 복선 철도로 광복 당시의 영업 구간은 706km에 달했다. 1906년 

용산과 신의주 사이의 철도가 완전 개통되었으며, 경부선과 연결되어 한반도

를 동남에서 서북으로 종관하는 철도로서 역할을 했다. 1945년 해방 이후 경

의선은 38선 이남에 있는 서울에서 개성 사이의 74.8km 구간에서만 단축 운

행되었으며, 1951년 6월 12일 운영이 중단되었다. 2000년 평양에서 열린 6 · 15 

남북 정상 회담에서 경의선 복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후, 2003년 6월 

14일 연결식이 군사 분계선(MDL)에서 열렸다. 현재 남측 구간은 서울에서 문

산역까지 광역 철도가 운행 중이다. ▲ 임진각 평화 누리 공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대화 주엽 정발산 마두 백석 화정 원당 삼송 지축 구파발

녹번 홍제 무악재

공
항
철
도

경의선

금촌 금릉 운정

월롱 파주

수색 증산

새절

월드컵
경기장

마포구청

망원

합정

서강

상주 광흥창 대흥

광화문
종각

서대문

신촌 이대 아현

애오개

마포

여의나루

국회의사당

선유도신목동

염창

등촌

중이

가양

양천향교
송정

마곡

발산

우장산

신방화
공항시장

방화 개화산

개화

인천
국제공항

공항
화물청사 당산

남영

숙대입구
효창

공원앞

회현

을지로입구

역촌

응암

구산
독바위

문산

대곡

디지털
미디어
시티

김포공항

가좌

홍대입구

신촌(경의선) 

시청

서울역

공덕

충정로

불광

연신내

탄현 일산
풍산

백마

곡산

능공

행신

화전

5

9

6

5

●  교통편

 서울역에서 문산역: 경의선 광역 도시 철도 이용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문산역 하차 후 도라산역 행 통근 열

차 탑승(임진강역에서 도라산역 출입 신청)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도라산역 종착 코스] 서울역-문산역-임진강역-도라산역-

도라산 평화 공원-서울 / 예상 총 소요 시간: 4시간

  [임진강역 종착 코스] 서울역-문산역-임진강역-임진각 평

화누리-서울 / 예상 총 소요 시간: 3시간 30분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Ⅰ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Ⅳ 거주 공간의 변화

Ⅶ 다양한 우리 국토

I 위치 I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역)

I 문의 I  1544-7788(한국 철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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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성곽의 역작 ‘수원 화성’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수원 화성에 자리한 다양한 역사 · 문화 유적들을 소개하는 나만의 관

광 안내서를 만들고, 과정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수원이 오늘날 경기도의 수위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지리적 배경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I 활동 주제 I  도시, 역사, 세계 유산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수원 화성은 조선 후기 도시 계획의 백미로 과거 도시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성곽 축

성 기술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정약용은 수원 화성이 다른 

성곽과 차별화되도록 상업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평산성 

형태를 선택했다. 한국의 성곽은 전통적으로 평상시에 거주하

는 읍성과 전시에 피난처로 삼는 산성을 기능상 분리했는데, 

수원 화성 성곽은 피난처로서의 산성을 따로 두지 않고 평상시

에 거주하는 읍성의 방어력을 강화시켰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성곽에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방어 시설을 갖추고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등 성곽의 용도가 다양했다. 특히 석성(石城)과 토성

(土城)의 장점만 살려서 축성하였으며 제반 시설물은 지형 조

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 방어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였다. 화성의 또 다른 특징은 도시 기반 시설이다. 화성에는 팔달산 기슭의 

행궁과 화성 유수부 앞에서 정면으로 용인 방면으로 이어지는 십자로 등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새로운 개념의 길이 만들어졌다. 이 

십자로 주변에 상가와 시장을 배치하여 상업 도시로서 화성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화성 행궁

행궁(行宮)은 왕이 지방에 거동 할 때 임시로 머물거나 전

란, 휴양, 능원 참배 등으로 지방에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화성 행궁은 정조가 현륭원을 

찾기 위해 머물던 임시 처소로서, 평상시에는 부사가 집무

하는 부아(府衙)로도 활용하였다. 조선 시대에 건립된 수많

은 행궁 중 그 규모나 능행 면에서 단연 으뜸이 될 만큼 성

곽과 더불어 정치적 · 군사적 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수원 화성 박물관

수원 화성 박물관은 수원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전시·교육·체험이 어우러지는 전문 박물관

을 지향한다. 수원 화성의 중심부에 자리 잡아 접근성이 용

이하고 모형과 관련 유물의 전시를 통해 화성 축성에 대한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건립되었다. 상설 전시 공간에서는 

수원 화성의 축성 과정과 도시 발전 및 축성에 참여한 인물

과 정조의 8일간의 행차, 화성에 주둔하였던 장용영의 모습

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설 체험실과 정기 교육실을 마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해설사 안내: 1회 30분~50분 소요, 당일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 / 음성 안내기 무료 대여 가능

수원 화성 문화제

2013년 49회를 맞는 수원 화성 문화제는 수원 화성을 보존

하여 후대에 계승하고,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심과 개혁 사

상의 산물인 화성 축성의 의미를 기리고자 열리는 성곽 축

제이다. 정조대왕 능행차와 친림 과거 시험, 혜경궁 홍씨 진

찬연 등 다양한 전통 행사 재현과 수원 화성을 무대로 한 총

체 공연, 생태 하천 수원천에서 펼쳐지는 공공 예술 프로젝

트 등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 수원 화성 문화제 https://shfes.suwon.go.kr

이곳도 가보자!

개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수원 화성은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장헌)세자

의 무덤을 양주에서 수원으로 옮기면서 팔달산 아래에 축성한 것으로 군사적 기능과 상업

적 기능을 함께 가진 계획 도시이다. 총 길이 5.7km, 면적 1.2km2에 달하며 거중기, 녹로 

등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화성 건축에 관한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도 빼놓

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설계부터 동원된 사람과 장비,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

까지 ‘화성성역의궤’라는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철저한 기록 덕분에 훗날 전쟁 

등으로 파괴된 수원 화성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 거중기

수원 화성 문화제 ▶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  교통편

   지하철 1호선 화서역 하차 후 화서2동 주민 센터 앞 3번 버

스 이용(장안공원 정류장 하차)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팔달문 코스] 팔달문-서남각루-서장대-화서문-장안문

 예상 총 소요 시간: 2시간

  [화성행궁 코스] 화성행궁-서장대-화서문-장안문-방화수

류정-창룡문-봉돈

 예상 총 소요 시간: 3시간

팔달문 코스

화성 행궁 코스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연중무휴, 09:00~18:00(동절기 17시 폐관)

_ 관람료

수원 화성: 일반 1,000원(단체 700원), 청소년 700원(단체 500원)

화성 행궁: 일반 1,500원(단체 1,200원), 청소년 1,000원(단체 800원)

⁎ 통합 관람권(화성, 행궁, 수원 박물관, 화성 박물관) 별도 구매 가능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18:00(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관)

_   관람료: 일반 2,000원(단체 1,000원), 청소년 1,000원(단체 500

원) -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매표

- 매년 1월1일 무료입장(단, 해설사 안내, 상설체험, 교육은 불가)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Ⅳ 거주 공간의 변화

I 위치 I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I 문의 I  031-290-3600(수원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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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조력 발전소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신 · 재생 에너지의 의미와 종류 및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신 · 재생 에너지에 대하여 보고서로 정리

해 보자.

가이드 2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다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호수로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와 노력들을 조

사하여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 이슈가 된 이유를 알아보고,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I 활동 주제 I  해양, 에너지, 환경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조력 발전이란 하루 두 번 밀물과 썰물 때 발생하는 외해와 내해의 수위차를 이용

하여 수차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해양이 지닌 무한대의 에너지

를 활용한 신 · 재생 에너지의 한 분야이다. 조력 발전은 크게 한방향 발전인 단류식

과 양방향 발전인 복류식으로 구분되며, 발전 시기가 밀물이냐, 썰물이냐에 따라 다

시 창조식과 낙조식으로 분류된다. 창조식 발전은 밀물 시 외해와 조지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썰물 시 조지의 물을 방류하는 발전 방식이며, 낙조식은 밀물 시 조지를 채운 후 썰물 시 조지와 외해 수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복류식은 밀물과 썰물 때 발생하는 외해와 조지의 수위차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양쪽 방향

으로 발전하는 방식이다.

안산(시화호) 갈대 습지 공원

안산 갈대 습지는 시화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인공 습지이다. 1997년 9월에 착공하여 2002년 5월에 개장한 안산 갈대 

습지 공원은 시화호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반월천의 오염원을 상시처리

할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처 기능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태 

공원 및 교육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습지 내의 식물은 수생 식물과 

야생화를 비롯하여 약 290여 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철새들은 시화호 일

대에 약 150여 종 15만 마리가 분포하고 있다.

원곡동 다문화 거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거리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안산역과 주변 주거 지역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상

점가가 한국인이 떠난 자리를 채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변신한 것이다. 각종 상점들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인 간판을 내걸었으며 

중국어,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와 아랍어까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국제 상점의 수는 중국 식당 

및 식품점, 인도네시아·파키스탄·스리랑카·네팔·이란·베트남·러시아 등의 음식점 및 식품점을 합하여 대략 110여 개이며, 그 수는 점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 상점 외에도 이주민들을 주 소비자로 하는 휴대폰 대리점, 전화방, PC방 등도 증가하고 있다. 2009

년 5월에는 정부가 ‘국경 없는 마을’로 불리는 일대 지역을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하였다.

※ 다문화 체험 교육과 소통을 위해 안산시 외국인 주민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 문의: 031-481-3301~3305(안산시 외국인 주민 센터)

시화 방조제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를 잇는 총연장 12.67km의 방조제로 농어

촌 진흥 공사가 대단위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6월부터 1994년 2

월까지 6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했다. 이 방조제 공사로 여의도 58배 면적의 

간척지가 생겼다. 이곳은 공단, 농경지 등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예정에 있다. 공사 

이후 시화호의 극심한 오염으로 국가와 지역 사회에 커다란 환경 문제를 일으켰으

나 오염 방지와 환경 개선의 노력으로 최근 생태계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2011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시화호 방조제에 지어진, 수차 발전기 10기에 25만 

4,000kW의 발전 시설 용량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이다. 연간 발전량

은 5억 5,200만 kWh로, 이는 인구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한편 시화

호 조력 발전소는 밀물 때의 낙차를 이용한 단류식 창조(漲潮) 발전으로 가동된다. 시

화호 조력 발전소를 통해 연간 86만 2,000배럴의 원유 수입을 대체해 매년 약 942억 

원을 절감하고,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31만 5,000톤을 줄여 약 6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시화호 바닥에 축적된 중금속 물질들이 조력 

발전소를 통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시화 방조제 ▶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고잔역

●초지역

●신길온천역

39

77

39

대부도

시화호
조력 발전소

형도

시화방조제

시화호
환경 문화원

어섬
독지리 신천리 고정리

유포리

시화호
갈대 습지

공원

원곡동 다문화
거리

단원구

영동 고속국도

인천항
(2013년예정)

오이도

반월특수지역

안산시청

터미섬
황금산 박산박산

광덕산

서안산 IC 안산 IC

시화호

0 1 km

301

●안산역

I 갈대 습지 견학 안내 I  

_ 견학 신청: 안산 갈대 습지 공원 인터넷 홈페이지

_ 견학 신청: http://wetland.iansan.net

_ 개방 시간: 10:00~16:30(동절기)

- 개방 시간: 10:00~17:30(하절기)

- 휴장일: 매주 월요일, 추석 및 설날 당일

- 문의: 031-481-2000, 2114

▲ 조력 발전 개념도

발전기

안내 날개

물바다 시화호

바다 시화호

발전기

안내 날개

물 바다

밀물

썰물

●  교통편

  지하철 4호선 안산 

중앙역 하차 후 123

번 버스 이용(약 1시

간 20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시 접근

이 어려운 단점이 있음.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지역 연계 코스] 안산(시화호) 갈대 습지 공원-원곡동 다문화 거리-시화 방조제-시화호 조력 발

전소-시화호 환경 문화원(갯벌, 습지 생태 학습) / 예상 총 소요 시간: 6시간(하루 코스 권장)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동

I 문의 I  032-890-6599(시화 조력 관

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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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찾아보기

철원평야 양구 해안분지

영랑호와 청초호
속초

영월 선암 마을

대관령 삼양 목장

탄광 문화 관광촌
속초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태백시영월군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홍천군

춘천시

속초시

고성군

동해
화천군

0 20 km

강원권

0 25 km

①

② ④

⑭

⑤③

⑥

⑧

⑨

⑦

⑪

⑫
⑬

⑩

①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임진각, 도라 전망대, 제3땅굴, 

DMZ 관광, 한탄강, 재인폭포, 주

상절리, 장탄리 구하도

②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사패산 사과바위, 호암사 백인굴, 

수락산, 도봉산

⑬ 광주시, 여주군, 이천시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남한산

성 문화제, 이천 쌀 문화 축제, 도

자기 축제, 영릉, 녕릉, 신륵사, 여

주보, 강천보, 이포보

④ 가평군

덕현리 유적, 이곡리 유적, 가평천 

포트홀

⑤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동구릉, 홍유릉, 광릉, 사릉, 다산

문화제, 팔당댐

⑭ 양평군

두물머리, 레일바이크

③ 고양시, 김포시

서오릉, 서삼릉, 장항습지, DMZ 

평화 누리길, 행주산성, 애기봉, 

문수산성, 덕포진

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고인돌, 초지진, 덕진진, 두

무진, 콩돌해안, 인천 근대 개항장 

축제, 마니산

⑦ 부천시, 광명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고강동 선

사유 적지, 가학 광산 동굴

⑨ 수원시

수원 화성, 서호, 수원 화성 문화제

⑩ 화성시

제부도, 시화호, 송산 공룡알 화석

지, 남양 간척지
⑪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아산만 방조제, 남양만 방조제, 흔

들바위, 미리내 성지

⑫ 성남시, 용인시

남한산성, 모란시장, 책 테마파크, 천림산 

봉수지, 한국 민속촌, 심곡서원

⑧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 의

왕시, 과천시, 시흥시

안산 거리극 축제, 관악산, 과천 

과학관, 갯골 생태 공원, 오봉산 

병풍바위



30 31

펀치볼 ‘양구 해안 분지’
I 활동 주제 I  지형, 촌락, 통일, 안보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가면 넓은 침식 분지를 볼 수 있다. 침식 분지는 변성암과 

화강암의 차별 침식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변성암 산지 사이로 둘러싸인 침

식 분지 내부에는 하천에 의해 형성된 범람원이나 단구 등이 발달하고 산록에는 구

릉성 지형들이 나타난다. 이때 하천은 침식 분지 내에 형성된 풍화 물질을 침식 및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들에게는 농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한다. 침식 분지에 형성되는 취락은 주로 배산임수 입지의 특성을 

띤다.

양구 통일관

민통선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비하여 국민에게 북한 실

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 의지를 고취시키는 등 통일 교육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6년 개관되었다. 북한의 생활용품, 수출품과 

사진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관람 시간 3월~10월: 09:00~18:00 / 

11월~2월: 09:00~17:00) 

※ 유의 사항: 매주 월요일 휴관, 안보 관광지 출입 신청은 오후 4시 까지, 낙뢰 및 우천 시 을지 전망대 출입 통제

을지 전망대

양구 동북방 27km,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약 1km 남쪽 지점 가칠봉의 능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구 통일관에서 7.2km 거리에 있

다. 날씨가 좋으면 금강산 비로봉외 4개의 봉우리(차일봉, 월출봉, 미륵봉, 일출봉)를 볼 수 있는 해발 1,049m의 최전방 안보 관광지

로, 안보 교육장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MZ 펀치볼 둘레길

최근 걷기 열풍을 타고 해안 분지에 3개의 ‘DMZ 펀치볼 둘레길’이 생겼다. 방문자 센터에서 와우산과 명상의 숲, 해안면사무소를 거

쳐 방문자 센터로 되돌아오는 ‘평화의 숲길(14km)’에서는 벙커와 교통호 등 군사 시설물을 보며 분단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다. 방문

자 센터에서 오유 저수지와 선사 유적지 등을 둘러보는 ‘오유밭길(14.6km)’은 해안 분지의 농촌 풍경을 감상하는 길이다. 만대리를 

중심으로 해안 분지의 남쪽 기슭을 걷는 ‘만대벌판길(17.2km)’은 가칠봉 을지 전망대를 비롯해 경관이 아름다운 북쪽 산줄기가 한눈

에 들어오는 코스로, 불 밝힌 비무장 지대(DMZ)의 야경이 환상적이다.

이곳도 가보자!

▲ 양구 해안 분지 전경

침식 분지

개관

해안 분지는 동서 3.5km, 남북 7km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6배인 분

지로 ‘펀치볼(Punch Bowl)’로 더 유명하다. 6 · 25전쟁을 취재하던 외

국인 종군 기자가 가칠봉에서 해안 분지를 보고 마치 칵테일의 일종인 

펀치를 담는 화채 그릇과 비슷해 펀치볼로 명명했다고 전해온다. 해

안 분지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은 돌산령 대암샘터에서 아래쪽으

로 50m 정도 떨어진 도로변이다. 서쪽으로 가칠봉(1,241m), 대우산

(1,179m), 도솔산(1,148m), 대암산(1,313m)의 능선과 동쪽의 달산령

(807m) 등이 해안 분지를 타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제4땅굴

제4땅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부 관람용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1990년 3월 3

일에 양구 동북방 26km 지점 비무장 지대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높이: 약 1.7m / 폭: 약 1.7m / 깊이: 지하 

145m / 총 길이: 약 2km)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해안면 해안
면사무소

양구군

양구
통일관

도솔산

453

453

0 500 m

제 4땅굴

을지 전망대

인제군

●  교통편

 양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해안행 완행버스 이용

 버스 시간 문의: 033-481-3456(양구 시외버스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양구 통일관(통일관 관람 및 을지 전망대 출입 허가) - 을지 전망대

(비무장 지대 및 침식 분지 조망) - 제4땅굴

 예상 총 소요 시간: 3시간

산록 완사면·구릉
하안 단구

범람원
하천

변성암 화강암(기반암, 풍화층) 충적층

▲ 침식 분지의 단면▲ 침식 분지 형성 과정

I 관람료 I  

패키지 입장권(을지 전망대, 제4땅굴, 전쟁기념관 관람)

_ 개인: 일반 2,500원, 소인 1,300원 

_ 단체(30명 이상): 일반 1,800원, 소인 900원 

_ 군인, 지역 주민: 일반 1,300원, 소인 700원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Ⅰ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I 위치 I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I 문의 I 033-480-2251(양구군청)

 033-480-2674(양구 통일관)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안보 관광지를 둘러보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해안 분지의 지형 특성과 토지 이용 상황을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현장 체험에서 찍은 사진 자료와 지도를 활용하여 해안 분지 지형 모형을 만들어보고, 제작 과정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4  안보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교내에서 안보 사진전을 열고, 과정과 소감을 보고서로 정

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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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의 땅 ‘대관령 삼양 목장’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대관령 삼양목장과 주변 지역의 지형도를 활용하여 동-서 단면도를 그려보고 지형적 특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고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양식이 해안이나 평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것

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대관령 지역에 풍력 발전 단지가 입지한 자연환경적인 배경과 유사한 배경을 갖춘 지역을 찾아 보

고서로 정리해 보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대관령 삼양 목장은 태백산맥 줄기의 한 가운데 고위 평탄면이라는 특이한 지형에 

자리한 목장이다. 고위 평탄면은 개마고원, 태백 산지 등에 해발 800~1,000m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잘 발달해 있다. 이들 지형은 신생대 제3기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

난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융기하기 이전에 한반도는 오랜 시간 침

식 작용을 받아 넓고 평평한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경동성 요곡 운동의 영

향으로 이들 지형은 높은 산지로 변화하게 되었다. 고위 평탄면은 이러한 융기의 과

정에서 평탄화된 원래의 지형면이 해발 고도가 높은 산정부에 고스란히 남아 만들어진 것이다. 주로 태백 산지 일대에 부분적으로 존

재하고 있으나 중서부 내륙 지방과 남부 내륙 지방의 산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관령 풍력 발전 단지

2006년 10월 준공된 강원 풍력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의 풍력 발전 단지이다. 총 98MW의 규모로 

2MW급 풍력 발전기 49기가 단지에 설치되었으며, 연간 244,400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일반 가정 5만호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

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연간 약 15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284톤의 황산화물, 215톤의 질소 산화물 및 15톤의 미세 먼

지 배출 감소 등 환경 효과도 기대되어 2005년 청정 개발 체제 사업으로 승인받았다.

대관령 옛길

명승 제74호로 지정된 대관령 옛길은 삼국 시대부터 관련 지명이 사서에 기록된 곳이다. 오래 전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역로이

자 교통로로서 영동 지역 주민의 관문으로 기능해 왔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이래 주요 교통로의 역할을 하여 이 길을 이용한 수많

은 민중들의 애환이 서려 있다. 세계 무형 유산으로 등재된 강릉 단오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길로 백두대간의 큰 고개인 대관령의 수

려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주변 계곡과 옛길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   대관령 옛길 가는 법: 영동 고속 국도에서 횡계 IC로 나와 456번 지방 도로에 오른다. 구 영동 고속 국도였던 이 길의 강릉 방면에 대관령 박

물관이 있다. 옛길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국사 성황당까지의 산책로 총 길이는 7.87km이다.

오대산 국립 공원(소금강 지구)

오대산을 중심으로 하여 강원도 평창군과 홍성군에 걸쳐 있는 국립 공원으로 비로봉(1,565m)을 주봉으로 하여 남서쪽으로 소대산

1,274m), 동쪽으로 동대산(1,434m)과 노인봉(1,338m) 등으로 이어진다. 이 산들이 마치 분지를 에워싼 것 같은 지형을 이루고 그 사

이의 분지를 북한강의 지류인 오대천이 흐른다. 동대산과 노인봉 사이의 진고개는 오대천과 연곡천의 분수령이 되며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오대산 월정사는 적멸보궁 등 각종 문화재와 함께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 유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진부/차항/오대산, 월정사

서울

구 영동 고속 국도

영동 고속 국도

횡계초교

강릉

용평

대관령
삼양목장

횡계톨케이트 횡계시내
로터리

횡계IC

●  교통편

  횡계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 후 택시 이용(일반 버스 노선 없음)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삼양 목장 탐방] 목장 정상(버스 하차)-청연원 공원(주목 군락)-산

양 방목지-목책로-동해 전망대 / 예상 총 소요 시간: 1시간 30분

  [주변 연계 코스] 삼양 목장-대관령 풍력 발전 단지-대관령 옛길-

평창 알펜시아 /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 경동 지형(傾動地形)의 형성

▲ 삼양 목장 목초지

대관령 양떼 목장

국내에 하나뿐인 양 목장이다. 해발 850~900m의 대관령 구릉 위

로 펼쳐진 20만 4,959m2의 넓은 초지에서 양을 방목한다. 1988년

에 풍전 목장이란 이름으로 시작하여 2000년 겨울부터 대관령 양

떼 목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광 목장이 되었다. 약 1.2km의 산책

로를 따라 목장을 한 바퀴 둘러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이

다. 건초 주기 체험을 할 수 있고, 매년 4~6월에는 털 깎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구(舊) 영동 고속 국도 대관령 휴게소 뒤쪽에 있다.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17:00(10~4월), 09:00~18:00(5~9월)

_   관람 요금: 건초 구입비(일반 3,500원, 소인 3,000원),  

단체 20인 이상 500원 할인

- 문의: 033-335-1966

개관

삼양축산이 소유한 목초지로, 1972년 소황병산(1,329m) 정상에서 대관령 

쪽으로 이어진 해발 고도 850~1,470m의 고산 유휴지를 개척하여 초지로 

개발하였다. 목초지 면적은 동양 최대인 2,000만 m2로, 길이가 약 8km, 

너비가 약 3km이다. 드넓은 초원과 목가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있어 새로

운 관광지로 떠올랐으며, 빼어난 경관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

기도 하였다. 목장 북동쪽 끝에는 강릉 일대의 동해안 풍경이 한눈에 내려

다보이는 동해 전망대가 있으며, 대관령 풍력 발전 단지의 거대한 풍력 발

전기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 이용 요금: 일반 8,000원(단체 6,000

원) / 청소년 6,000원(단체 4,000원) * 단체는 30명 이상

I 활동 주제 I  지형, 농업, 관광, 에너지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Ⅲ 기후 환경의 변화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I 위치 I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I 문의 I  033-335-5044~5(대관령 삼

양 목장 관리소), http://www.

samyangra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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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이 선물한 풍요의 땅 ‘철원 평야’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우리나라에 곳곳에 분포하는 다양한 화산 지형의 특색을 비교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세계 각지에 분포하는 용암 대지를 조사하여 세계 지도에 나타내고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안보 관광지에서 촬영한 다양한 사진들을 활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안보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

가이드 4  철원 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자연 · 인문 환경들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주제가 있는 관광 코스를 개

발하고, 코스 개발 과정과 배경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통일, 안보, 관광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고석정 국민 관광지

고석정은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에 있는 정자이다. 신라 때 진평왕이 세운 것으로, 석굴암벽에 시문을 새겨 풍경을 예찬한 구절의 흔

적이 남아 있다. 조선 명종 때에는 의적당의 두목 임꺽정이 고석정 건너편에 돌벽을 높이 쌓고 칩거하면서 조공물을 탈취하여 빈민

을 구제했다고도 한다. 지금의 정자는 6 · 25전쟁 때 소실된 것을 1971년 재건한 것이다. 고석정은 용암 대지 형성 이전의 원지형면인 

화강암 기반암과 새롭게 형성된 현무암 기반암이 협곡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 철원 용암 대지의 형성 과정과 지형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직탕 폭포

고석정 국민 관광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한탄강 하류에 형

성된 폭포로 직탄(直灘) 폭포라고도 한다. 폭은 약 80m이며, 높이 약 

3~5m로 일반적인 폭포와 달리 가로가 세로보다 긴 특이한 형태이다. 

강바닥을 이루고 있는 현무암 주상 절리는 하천의 침식에 의하여 수직으

로 떨어져 나가 단애를 이루고 있으며, 폭포 양안의 계곡 역시 주상 절리

가 잘 발달하여 깊고 가파른 하곡을 형성하고 있다. 직탕 폭포의 형성 원

인은 용암 대지를 이루고 있는 상부의 현무암과 그 하부에 존재하는 화

강암의 차별 침식에 의한 것이며, 두부 침식에 의하여 폭포는 점차 상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DMZ 안보 관광

철원 안보 관광은 비무장 지대 민간인 통제 구역 내 역사 · 문화 유적과 

전망대 등을 중심으로 안보 의식과 평화 교육을 위한 체험의 장으로 마

련된 프로그램이다. 철원 지역의 안보 관광 코스는 크게 ‘고석정 출발 안

보 투어’, ‘백마고지역 출발 관광 투어’, ‘승리 전망대 투어’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 내로 들어가는 관광인 만큼 견학

을 위한 예약 신청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철원 평야는 한탄강과 임진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용암 대지이다. 현재 북한에 위치한 

평강과 연결되며 이를 묶어 철원-평강 용암 대지라 부른다. 이곳은 신계-곡산 용암 

대지와 함께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대표적인 용암 대지이다. 한반도 중부 지방에는 

추가령 구조곡을 비롯하여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단층선이 잘 발달해 있다. 플라이

스토세 후기, 이들 단층선으로부터 열하 분출의 형태로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였고, 

이는 기존의 한탄강과 임진강의 하곡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철원 · 평강 · 신계 · 곡산 일

대에 소규모의 용암 대지를 만들었다. 비교적 산지가 많은 이들 지역에 형성된 넓고 

평평한 용암 대지는 주민들의 농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양수장과 수리 시설의 보급으로 비옥한 벼농사 지역으로 변모하

였다. 철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청청 이미지를 표방하여 전국적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 철원 용암 대지는 갈말읍에 위치한 한탄강 컨트리클럽의 클럽 하우스에서 가장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사전 협조 요청 필요)

▲ 철원 용암 대지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금학산

87

87

464

463

동송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철 원 군

고석정

서울

화천군

철의 삼각지
전적관

용암 대지

직탕폭포

동송읍

노동당사

갈말읍

한탄강CC

연천군

0 1 km

●  교통편

  철원 동송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에서 장흥리 고석정 국민 관광지

행 버스 탑승

 문의: 033-455-1727(동송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연계 코스] 갈말읍 용암 대지 관찰 포인트(한탄강 컨트리클

럽)-고석정-직탕 폭포

 예상 총 소요 시간: 3시간

  [안보 관광 코스] 철의 삼각지 전적관-제2땅굴-철원 평화 전망

대-월정역-철원 두루미관-노동당사

 예상 총 소요 시간: 4시간

▲ 철원 직탕 폭포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철원 평야는 현재 북한에 위치한 평강과 연결되며 이를 묶어 철원-평강 용암 대지

라 부른다. 용암 대지는 다수의 분화구로부터 대량의 용암이 분출되어 기존의 기복

을 덮어 형성되는 대지를 말한다. 유동성이 큰 현무암이 분출될 때 형성되는 것이 보

통이므로 현무암 대지라고도 한다. 용암의 유동성이 클수록 그리고 지표의 요철이 

적을수록 용암 대지가 발달하기 쉽다. 화산 지형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이 특

징이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도의 데칸 고원으로 그 면적은 약 50만km2, 두께는 

1~2km나 된다. 그 밖에 미국의 컬럼비아 고원, 남미의 파타고니아 대지, 남아프리카의 드라켄즈버그 고원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는 철원 · 평강 용암 대지와 백두산 ·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발달한 백두 용암 대지가 알려져 있다.

I 고석정 출발 안보 투어 안내 I  

_   운영 요일: 화요일 제외한 주중 운영(1월 1일, 어린

이날, 명절 연휴 휴관)

_   코스: 고석정-제2땅굴-철원 평화 전망대-철원 두

루미관-월정리역-노동당사

_   소요 시간: 3시간

※ http://www.cwg.go.kr(철원 관광 문화 홈페이지)

I 관련 단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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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I 위치 I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일대

I 문의 I  033-450-5365(철원군청 관광 

문화과), 033-450-5558(안보 

관광 문의, 철의 삼각 전적지 관

광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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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의 노력 ‘사북 탄광 문화 관광촌’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발생한 지역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광산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다양한 풍경들을 촬영하고 이를 주제로 작은 사진전을 열어 과

정과 소감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민둥산과 주변 지역에서 관찰한 석회암 지형의 생김새와 특징, 형성 원인 등을 지도 자료와 함께 정

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산업, 경제, 문화, 촌락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강원도 정선군은 주변의 태백시, 삼척시와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석탄 생산지였다. 

석탄 산업은 대표적인 원료 지향 공업

으로 정선군은 과거 전형적인 1차 산업 

중심의 도시 산업 구조를 지녔으며 이

를 바탕으로 인구 증가와 도시의 성장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주요 동력 자원이 석유로 바뀌고, 정부

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석탄 

산지 일대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타

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쇠락해가는 도

시의 기능과 지역 경제 육성을 위해 정부는 이 지역을 종합 관광 단지로 조성하려는 개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와 석탄 관련 박물관, 탄광 문화촌 등의 개발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들이다.

병방치 스카이워크

정선군에서 2010년 조성한 병방산 전망대(병방치)는 귤암리에서 정선읍으로 통하

는 병방산(861m)의 고갯길 험준한 절벽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1979년 우마차가 

다니는 길이 생기기 전까지는 귤암리 부락이 왕래하면서 생필품, 시멘트 등의 공

산품을 이 길로 운반하였다. 이곳은 굽이치는 동강의 줄기가 만들어낸 하천 지형

을 내려다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산과 절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점이다. 

※ 입장료: 일반 5,000원, 청소년 3,000원

화암동굴

화암면에 자리 잡고 있는 화암동굴은 ‘금과 대자연의 만남’이란 주제로 꾸

며놓은 국내 유일의 테마형 동굴이다. 2,800m2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의 석회석 동굴 광장에는 다양한 스펠레오뎀이 발달되어 있다. 화암동굴

은 단순히 동굴 생성물을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 관찰은 물론 

금 채취 및 제련 과정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동굴 입구까지는 

모노레일을 타고 갈 수 있다. 

민둥산

민둥산은 등산로 초입에 소나무 관목과 잡목이 무성하여 이름이 무색하다 생각하

기 쉽지만 산정부 능선에 다다르면 나무를 찾아보기 힘든 완만한 구릉지로 억새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곳이다. 10월이면 정상 부근에 억새가 만발하여 그 경치를 더

한다. 민둥산 아래 마을과 민둥산 정상부에는 석회암의 용식 작용으로 형성된 대

규모 돌리네가 발달해 있어 자연 학습장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정선 오일장

전국 최대 규모의 민속장으로 1966년 2월 17일 처음 열렸다. 장은 2일, 7일장으로 열린다. 처음에는 인근 산골에서 채집되는 각종 산

나물과 생필품을 사고파는 작은 규모의 장이었는데 최근 들어 주위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 여행 코스로 널리 알려졌다. 장이 서는 날

에는 평소보다 긴 약 800m 길이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면적은 7,600m2에 이른다. 

이곳도 가보자!

I 관람 안내 I  

_   이용 시간: 09:00~17:00

_   관람료: 일반 5,000원, 청소년 3,500원(30인 이상 

단체 500원 할인)

_   모노레일 이용료: 일반 2,000원, 청소년 1,500원

- 문의: 033-562-7062(정선군 시설 관리 공단)

개관

사북 탄광 문화 관광촌은 석탄 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와 근대 산업 유산으로서 석탄 산업의 유형 및 무형 자산 보존을 위하여 건립 · 추

진되고 있는 곳이다. 동원탄좌 사북 광업소와 정선 문화원 사북 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위치한 거주지 및 채탄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탄광촌의 역사와 유물을 활용

한 문화 체험 공간이다. ‘탄광 갱도 입갱 체험’, ‘석탄 역사 체험관’ 등의 공간이 마

련되어 있다.

●  교통편

  [버스] 고한 · 사북 공용 버스 터미널 하차 후 사북역 행 버스 이

용 / 문의: 033-591-2860(고한 · 사북 공용 버스 터미널)

  [기차] 사북역 하차 후 사북 오거리 좌측 동원 탄좌 아파트 방

향 도보 15분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단일 코스] 정선 민둥산(석회암 지형)

 예상 총 소요 시간: 2시간

  [주변 연계 코스] 병방치 스카이워크-화암동굴(석회암 동굴, 

금광)-사북 탄광 문화 관광촌 /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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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읍 사북읍

고한읍

정선읍

0 5 km

▲ 석탄 산업의 쇠퇴와 관광 자원 개발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Ⅳ 거주 공간의 변화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Ⅶ 다양한 우리 국토

I 위치 I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I 문의 I  033-592-4333(사북 탄광 문화 

관광촌) / 033-592-3002(사북

읍 주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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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강이 그린 한반도 ‘영월 선암마을’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우리나라 하천의 중 · 상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하천 지형의 형성 과정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을 활용한 원격 탐사를 통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상류 지역에 발달한 구하도

를 찾아 지도상에 분포를 표시하여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요선암에서 포트홀의 다양한 평면 형태를 스케치 하고 각기 다른 형태의 포트홀이 발달한 배경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환경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영월 선암마을은 우리에게 ‘한반도 지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한반도 지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곳을 휘감아 흐르는 평창강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하천의 중 · 상

류 구간에는 산지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감입 곡류 하천이 잘 발달해 있으며 

평창강도 이러한 유형의 하천이다. 감입 곡류 하천은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

동으로 지반이 융기하여 하천의 하방 침식이 활발해지면서 형성되었다. 산지를 감아 도는 하천은 단층선을 따라 물길이 만들어져 직

각으로 흐르기도 한다. 하천 양안에는 모래톱과 절벽이 번갈아 나타나고 경관이 수려하여 선암마을의 한반도 지형과 같이 관광 자원

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하천의 중 · 상류 구간에서 볼 수 있는 물돌이 마을은 이와 같은 하천 유로의 발달에 따라 형성된 것

이 많다. 

요선암 포트홀

수주면 무릉리에 있는 요선암(요선정) 포트홀은 2013년 4월 11일 천연기념물로 지

정되었다. 포트홀은 형태 특징에 따라 ‘돌개구멍’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다양한 형

태와 규모의 포트홀이 화강암 하상 위에 폭넓게 발달해 있다. 하천의 윤회와 유수

에 의한 하천 침식 작용 등을 밝힐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크며 여러 개의 포트홀

이 복합적으로 발달되어 지형 자체가 가지는 경관적 가치도 우수하다.

별마로 천문대

‘별’과 정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마루’, ‘고요할 로’자를 쓴 합성어

로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란 뜻의 별마로 천문대는 동강과 서

강이 만나는 봉래산(803m) 정상에 위치해 있다. 국내 시민 천문

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직경 80cm의 주망원경과 여러 대

의 보조 망원경이 구비되어 밤하늘의 별자리, 행성, 달 등을 관

찰할 수 있으며, 내부 시설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호야 지리 박물관

호야 지리 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지리 테마 사설 박물관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광

물 자원의 천연 표본실이자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동굴 등 각종 지형 자원이 집약

되어 있는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해 있어 ‘지리’라는 테마와 잘 어우러질 뿐만 아니

라 관련된 학문의 직접적인 진로까지 제시할 수 있는 학문적 체험 현장으로서 의

미가 있는 곳이다. 지리학의 역사와 분야, 체험 등 지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및 

직접적인 체험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선암마을은 서강의 샛강인 평창강 끝머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앞에

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꼭 빼닮은 절벽인 한반도 지형이 있

어 유명해졌다. 평창강은 유로 연장이 220km일 만큼 심하게 곡류하며 주

천강과 합류하기 전에 크게 휘돌아 치면서 동고서저 경사까지 한반도를 

닮은 특이한 구조의 지형을 만들어냈다. 오간재 전망대에서 남산재 쪽을 

바라보면 한반도를 빼닮은 지형을 내려다볼 수 있다. 오간재는 한반도 지

형을 처음 발견하고 외부에 알린 이종만의 이름을 따서 종만봉 이라고도 

한다.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  교통편

   영월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주천행 버스 탑승 후 

옹정소공원 하차(도보 40분)

 ※ 버스 이용이 불편하므로 자가용 및 택시 이용 권장

삿갓봉(1,054.9m)

수주면

주천면  

한반도면

한반도 지형

북면

영 월 군

남면

김삿갓면

중동면

상동읍

영월읍

영월군청

호야 지리 박물관

어라연

선돌

백덕산(1,350.1m)

회봉산
(764m)

삼방산(979.7m)

두위봉(1,470m)봉래산
(802.6m)

천
강

서
강

주

평
창
강 동

강

남한강

천문 과학 교육관
별마로 천문대

금강정

청령포

0 5 km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15:00~23:00(4~9월), 14:00~22:00(10월~3월)

_   휴관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명절 휴관

_   입장료: 일반 5,000원, 청소년 4,000원(단체 일반 4,000원, 

청소년 3,000원)

- 문의: 033-374-7460

I 관람 안내 I  

_   운영 시간: 10:00~19:00

- 휴관일: 매주 월요일

_   입장료: 일반 3,000원, 청소년 2,000원

(단체 30명 이상 20% 할인)

- 단체 관람 문의: 033-372-8872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연계 코스 1] 요선암 포트홀-옹정 소공원(라피에 지형)-선암마을 한반도 지형-선돌-청령포(방절리 구하도)

 예상 총 소요 시간: 4시간

 [주변 연계 코스 2] 호야 지리 박물관 견학-요선암 포트홀-선암마을 한반도 지형-청령포(방절리 구하도)-별마로 천문대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I 위치 I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I 문의 I  033-370-2542(영월군 관광 문

화과)

청령포(방절리 구하도)

청령포는 방절리 구하도와 함께 감입 곡류 하천의 유로 변경을 관찰할 수 있는 답사지로 유명하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는 삼면

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배후는 가파른 산지에 가로막혀 나룻배 없이는 드나들 수 없다. 이러한 지형은 서강이 옛 물길을 버리고(유

로 변경 혹은 곡류 절단) 청령포 앞으로 흐르면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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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의 도시 속초 ‘영랑호와 청초호’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발간된 다양한 시기의 지형도를 통해 동해안 석호의 규모와 형태가 어떻게 변

화되어 왔는지 조사하여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습지로서 석호의 자연환경이 인간과 생태계에 주는 여러 가지 이점을 조사하고, 석호 환경의 보전

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아바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지역 사회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속초 시가지에 둘러싸여 있는 청초호와 그 북쪽에 위치한 영랑호는 ‘석호’라 불리는 

해안 지형이다. 석호는 후빙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하곡이 침수되어 만으로 변한 후 

입구가 사주로 막히면서 형성된 자연 호수이다. 석호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잘 발달

해 있으며 강원도와 함경남 · 북도를 중심으로 40개 이상 분포한다. 보통 석호는 소하

천의 하곡을 따라 발달하는데, 이는 큰 하천의 하곡은 퇴적물에 의해 이미 매립이 완

료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석호는 유입하는 하천 토사에 의해 서서히 매립되어 크기가 작아지고 있으며 특히, 경지 개간과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경관과 모양이 크게 변하고 있고 수질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서해안에도 석호가 발달해 있으나 밀물 때에만 호소를 이

루고 썰물 때에는 갯벌이 드러나기 때문에 석호로 인식하기 어렵고 간척 사업으로 많이 사라지기도 했다. 

영랑호 범바위

범바위는 영랑호 중간 지점 서남쪽에 있는 큰 바위로서 마치 호랑이 형상으로 생겼다

고 하여 범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관이 뛰어나 영랑호를 찾는 이들이 이 바위에 

오르곤 하였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출몰할 정도로 산림이 울창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

었다. 영랑호 범바위는 화강암의 풍화와 삭박에 의해 형성된 거대한 ‘핵석’과 ‘토르’ 지

형이며, 설악산 울산바위와 동일한 형성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악산 울산바위

설악산 북쪽에 자리한 해발 고도 780m의 암봉인 울산바위는 둘레가 약 4km에 이르며, 크게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울산바

위에서는 각종 화강암 풍화 지형을 관찰하기 쉽다. 울산바위로 오르는 길은 설악동 소공원의 신흥사 옆으로 나 있고 중간에 흔들바위

가 있다.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고 정상에 오르면 대청봉과 외설악 전경을 볼 수 있다. 소공원으로부터 울산바위

까지는 편도 4km로 약 2시간이 소요된다.

등대 전망대

속초시 영랑동에 위치한 속초 등대는 ‘영금정 속초 등대 전망대’라고 알려져 있다. 영금정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으로, 파도가 쳐서 부

딪치면 신묘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곡이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강점기 속초항 개발을 위해 이곳 돌산

을 깨어 축항을 조성한 결과 지금의 넓은 암반으로 변했다고 한다. 주변 영금정 해맞이 정자에서 보는 일출과 등대 전망대에서 보는 

설악산 경관이 유명하고 해안선을 따라 멀리 금강산까지 조망할 수 있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영랑호는 둘레 7.8km, 면적 1.21km2, 수심 8.5m인 자연 호수로, “삼국유사”에 신라 화랑 영랑이 동료 술랑, 안상, 남석 등과 금강산 

수련 후 귀향길에 명경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붉게 물든 저녁노을, 웅대하게 부각된 설악산 울산바위, 웅크리고 앉은 범의 형상

을 한 바위가 물속에 잠겨 있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머물면서 풍류를 즐긴 후부터 호수의 명칭을 영랑호라 부르게 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쌍성호, 진성호라 부르기도 하는 청초호는 호수 넓이 1.3km2, 둘레가 약 5km나 되는 큰 호수로 그 모양이 술 단

지 같이 생겼다. 속초시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조양동, 청호동으로 둘러싸인 속초시 중앙에 위치한 석호이다. 

▲ 석호의 형성 과정

영랑호 범바위 핵석과 토르 ▶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영랑호

영랑호 화랑도 체험
관광단지 영랑호 범바위

시외버스
터미널

아바이 마을
갯배체험

속초 고속
버스 터미널

청초호
호수 공원

시민 식수 공원
속초

엑스포 월드

속초항속초시청

속 초 시

청초호

청초천

0 500 m

동해

만

연안류 

사주 발달

석호 

사주 

육계 사주 
육계도 

●  교통편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 후 도보로 이동 가능

 문의:   033-633-2277(강원여객), 033-636-2162(동해상사), 

033-639-2367(속초시청)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속초 시내 코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영랑호-영랑호 리조

트(범바위)-속초항-아바이 마을(갯배 체험)-설악대교(청초호 

및 아바이 마을 조망점) /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아바이 마을

청초호 끝에 있는 마을로 6 · 25전쟁 당시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고향과 가까

운 속초에 터를 잡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함경도에서 내려온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 살아 아바이 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바다를 터전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살았던 실향민들의 애환이 서린 마을에는 ‘갯배’라 불리는 줄 배가 있어 속

초 시내까지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덜어주었는데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줄 배

를 이용하고 있다. 아바이 마을 갯배 ▶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영랑호), 

청호동(청초호)

I 문의 I  033-633-3171(속초시 종합 관

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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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찾아보기

0 20 km

대덕 연구 개발 특구

신두리 해안 사구

꽃지 해수욕장

속리산 문장대

고수 동굴

해미읍성

서천군

논산시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계룡시부여군

보령시

청양군
공주시

홍성군

서산시태안군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
예산군

청원군
보은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청권

① 

②

④

⑤

③

⑥

⑧

⑨

⑦

⑪

⑫⑩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태백시영월군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홍천군

춘천시

속초시

고성군

동해
화천군

0 20 km

③ 양구군, 인제군

해안분지, 을지 전망대, 대암산 용

늪, 황태마을, 한계령, 소양호, 국

토 정중앙 탑, 제4땅굴

④ 고성군, 속초시

통일 전망대, 청간정, 화진포호, 청

초호, 영랑호, 울산바위, 미시령

⑧ 평창군

대관령 양떼 목장, 삼양 목장, 풍

력 발전 단지, 효석 문학 100리길, 

평창 송어 축제 

⑤ 양양군

설악산 국립 공원, 낙산 도립 공

원, 낙산사, 하조대, 휴휴암, 죽도 

타포니

⑨ 강릉시

경포호, 정동진 해안 단구, 강릉 

수력 발전소, 주문진 타포니, 선

교장

① 철원군

직탕 폭포, 고석정, 한탄강 

수리 시설, 순담 계곡, 삼부

연 폭포, 용암 대지, 노동당

사, 도피안사, 제2땅굴

② 화천군, 춘천시

천평사, 춘천댐, 소양강댐, 화천 

산천어 축제, 춘천 마임 축제

⑩ 원주시

원주 굽이길, 한지 문화제, 한국 

국제 걷기 대회, 치악산 국립 공

원, 원주 분지 ⑫ 정선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태백 석탄 박물관, 레일바이크, 정선 오

일장, 나한정역, 통리협곡, 환선굴, 대금

굴, 추암, 천곡동굴

⑦ 횡성군

횡성 한우 마을, 횡성 댐, 횡성호, 

홀로세 생태 학교

⑥ 홍천군

농촌 교육장 프로그램, 애야리 에

움길, 무궁화 마을, 가령 폭포

⑪ 영월군

한반도 지형, 호야 지리 박물관, 

시멘트 공장, 고수동굴, 선돌, 방

절리 구하도, 요선정 포트홀, 별마

로 천문대, 청령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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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만든 생명의 땅 ‘ 신두리 해안 사구’
태안 화력 발전소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대에 위치한 태안 화력 발전소는 한국 서부 발

전(주)의 6개 사업처 가운데 하나이다. 태안 화력 발전소 태안 발전 본부

는 서부 발전의 핵심 발전소로 회사 전체 발전 설비의 45%에 해당하는 

4002.32MW의 설비 용량과 최첨단 자동 제어 설비를 갖추고 있다. 1995년 

1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8호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9, 

10호기를 건설 중이다. 

※ 토, 일, 휴무일과 동계(12월1일~3월15일) 및 하계(7월1일~9월15일) 전력 수급 기간을 제외한 연중 견학 가능

I 활동 주제 I  지형, 생태, 환경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신두리 해수욕장의 배후에 드넓게 펼쳐진 거대한 모래 언덕은 해안 사구이다. 사구

는 흔히 사막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다로부터 바람에 실려 온 모래가 백

사장이 넓게 발달한 해변의 배후에 쌓여 마치 작은 사막과 같은 풍광을 갖는 해안 사

구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해안 사구는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지형으로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해안에서 특히 잘 발달한다. 태안반도의 신두리 해안

이나 외해에 접해 있는 서해안의 섬에는 규모가 큰 해안 사구가 발달해 있다. 해안 사구는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생태계

를 이루며 해풍과 바닷물의 유입을 차단해 주고 해일로부터 해안 지역을 보호하는 제방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모래 채취나 인공 

구조물 축조 등으로 해안 사구의 훼손이 심해지고 있어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학암포 분점도

분점도는 학암포해변 북단에 위치하며, 본래 간조 육계사주로 육지와 연결

되는 섬이었으나 학암포 선착장과 해안 방호벽의 건설로 육지화 되었다. 분

점도 북서 해안은 편암 계열의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해식애가 장관을 이루

며 특히, 남서쪽 절벽에는 매우 모식적인 습곡 지형이 발달해 있어 자연 학

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분점도 남쪽 학암포 해변에는 간조 육계사주와 사

구가 잘 발달해 있다.

※ 주의: 경사가 급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곳도 가보자!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Ⅳ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I 문의 I  041-670-2254(태안군청), 

041-672-9737(태안 해안 국립 

공원)

I 견학 안내 I  

_ 관람 시간: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   관람 내용: 버스 투어와 전망대 견학으로 구성

(도보 견학 불가능)

-   문의: 041-670-3129(홍보과)

※ 견학 가능 시기 확인 요망

두웅 습지

신두리 해안 사구의 배후 산지 전면에 위치한 두웅 습지는 2002년 환경부로

부터 사구 습지로는 국내 최초로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는 람

사르 습지로 지정, 등록되었다. 신두리 해안 사구가 형성되면서 사구와 배후 

산지 골짜기의 경계 부분에 담수가 고여 형성되었으며, 면적이 6만 5000m2

에 달하여 해안 사구에 접한 습지로는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고유한 

식생과 동식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곳이며, 희귀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금개구리 등

이 서식한다.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만리포

구례포

사목

천리포
수목원

신두리 해안 사구
두웅습지

태안 해안
국립 공원

분점도 습곡 지형
학암포 사구 습지

태안 화력 발전소

이원방조제
고파도

태안군

이화산

32

634

0 4 km

사창저수지

●  교통편

  태안 버스 터미널에서 신두리 행 농어촌 버스 이용

 문의: 041-675-6674(태안 버스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지역 연계 코스] 태안 화력 발전소 견학-학암포 분점도 습곡 

지형-두웅 습지(사구 배후 습지)-신두리 해안 사구 / 예상 총 소요 

시간: 4시간

  [해안 사구 생태 탐방] 학암포 사구 습지-두웅 습지-신두리 해안 

사구-천리포 수목원(국립 공원 관리 공단 생태 관광 프로그램 이용 

권장) /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개관

신두리 해안 사구는 길이 약 3.4km, 너비 500m〜1.3km로, 신두리 해안

의 만입부에 있는 사빈의 배후를 따라 분포한다. 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된 

북쪽 지역 일부가 2001년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었다. 신두리 해안

은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 해안 사구가 형성되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

다. 썰물 때가 되면 넓은 모래 갯벌과 해빈이 노출되어 모래가 바람에 의

해 해변에서 육지로 옮겨져 해안 사구를 이룬다. 신두리 해안 사구는 우리

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안 사구로, 독특한 지형과 모래 언덕의 바람 

자국 등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경관을 볼 수 있다. 또한 식생이 잘 보전되

어 있어 해당화 군락 발달, 조류의 산란 장소 등으로 경관적·생태학적 가

치가 높다. 

▲ 신두리 해안 사구

▲ 분점도 습곡 지형

▲ 두웅 습지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신두리 해안 사구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사구 식생을 촬영하여 ‘사구의 다양한 식생’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자연 방파제이자 생태계의 요람인 해안 사구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각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

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체험 활동 지역의 해안 사구에서 관찰되는 습지 지형의 분포와 특징을 바탕으로 주제도를 작성하여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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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암이 만든 지하 세계 ‘단양 고수동굴’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여천리 못밭의 돌리네 지형을 답사하고 지형도에 표현되지 않은 돌리네 지형을 직접 표현하는 ‘지

형도 만들기’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석회석 노천 채굴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주제로 역할을 나누어 토론회를 진행한 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단양팔경의 풍경과 지형 특징을 담은 관광 안내 팸플릿을 만들어보고 제작 과정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4  한반도의 지질과 석회암 동굴 분포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한반도 지질과 석회암 동굴에 대한 주제

도 그리기’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단양 고수동굴은 고생대 조선계 석회암층에서 형성된 석회암 용식 동굴이다. 동굴은 

용암 동굴(lava tube), 해식 동굴(sea cave), 풍화 동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석회암 동굴은 이러한 동굴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반이 거대

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지표수는 지각 운동에 의해 형성된 단층선이나 절

리와 같은 틈을 따라 흐른다. 이러한 틈을 따라 흐르는 지표수에 대기 또는 토양으로

부터 온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경우 물은 약한 산성을 띠게 되고 약산성의 물에 녹아 있는 수소 이온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석회암

의 탄산칼슘이 탄산수소칼슘으로 녹으면서 동굴이 형성된다. 

여천리 못밭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는 석회암 돌리네 지형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못밭은 여천

리에 분포하는 산촌 마을이다. 여천(麗川)이라는 명칭은 내에 돌이 많아서 늘 말라 

있으므로 여우내 또는 건천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이 좋지 않다 하여 고친 이름이

다. 자연 마을로는 못밭, 몰에, 삼밭골 등이 있다. 못밭은 여우내 서쪽에 있는 마

을로 주변 경작지는 대부분 돌리네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 돌리네 지형은 

인근의 석회암 노천 채굴장의 확장으로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답사 중

에는 밭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성신양회 시멘트 공장

성신양회 단양 시멘트 공장은 1967년 3월 16일 (주)성신화학으로 설립한 뒤 1969년 12

월 단양 시멘트 공장을 준공하였고, 1970년 5월 ‘천마표 시멘트’를 연합 상표로 등록하

였다. 단양 공장에는 석회암 노천 채굴장이 함께 있어 견학 시 채굴장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시멘트 생산과 제조 과정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문의: 043-422-4211 

이곳도 가보자!

도담삼봉과 단양석문

도담삼봉은 단양팔경의 하나로, 남한강 상류 한가운데에 3개의 기암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푸

른 강물 가운데 우뚝 선 기암괴석이 모두 남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데, 가운데 봉우리가 

가장 높고 큰 봉우리 허리쯤에 수각(水閣)이 있어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망루 구실을 한다. 

조선의 개국 공신인 정도전이 이곳 중앙봉에 정자를 짓고 이따금 찾아와서 경치를 구경하고 풍

월을 읊었다고 하며, 정도전이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고 한 것도 도담삼봉에 연유한 것이라고 한

다. 인근의 단양석문은 석회암의 용식과 함몰로 형성된 자연교로 그 규모와 전형성이 매우 뛰어

나다.

개관

단양 고수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56호(1976년 지정)로 남한강 상류 충주호반

의 단양읍 금곡천변에 있다. 총 길이는 1.2km이지만 공개 관광 코스로 이용하

고 있는 구간은 600m이다. 안쪽의 나머지 구간은 동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

여 출입 통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동굴 내부에는 사자바위를 비롯하여 웅

장한 폭포를 이루는 유석, 선녀탕이라 불리는 휴석소, 7m 길이의 종유석, 땅

에서 돌출되어 올라온 석순, 석순과 종유석이 만나 기둥을 이룬 석주 등이 있

다. 그밖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교, 굽어진 암석인 곡석, 동굴 산호, 동

굴 진주 등 희귀한 동굴 생성물도 많다.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단양시외
버스터미널

여천리 못밭
(돌리네군)

도담삼봉
단양석문

단양군청0 1 km

남
한
강

고수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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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양     군

●  교통편

  단양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앞 170번 버스 이용 고수동굴 정류장 

하차

 문의: 043-421-8800(단양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연계 코스] 도담삼봉(단양 석문)-여천리 못밭(돌리네)-고수

동굴

 예상 총 소요 시간: 4시간

▲ 고수동굴 내부

I 활동 주제 I  지형, 관광, 환경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I 문의 I  043-422-3072(고수동굴 관리

소), 042-420-3114(단양군청 

문화관광과)

▲ 여천리 못밭 

둥글게 보이는 경작지가 돌리네이다.

▲ 성신양회 단양 공장

자연교

사암이나 석회암이 지층을 이룬 

곳에서 나타나는 침식 지형으로 

동굴 천장이 무너지고 남은 부분

이 다리처럼 된 것도 있고 흐르는 

강이 좁은 만곡부를 침식해 관통

함으로써 생겨난 것도 있다. 박리 

작용이나 풍화 작용으로 넓혀져 

발달하기도 한다.
◀  석회암 동굴

의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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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지 해수욕장 ‘ 할미, 할아비 바위’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꽃지 해수욕장 육계사주의 시간대별 변화를 사진에 담아 ‘간조 육계사주의 변화’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체험 활동 후 학교로 돌아와 염전의 문화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작은 지리 사진전을 열고 과정과 소

감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꽃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재와 과거의 지형도 및 위성사진을 참고하여 인간 활동과 사구 지형

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환경, 지속 가능한 이용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천수만

태안반도와 안면도의 동쪽에 위치한 천수만은 입구 너비 2km, 만입 길이 40km의 전형적인 익곡만(溺谷: 지반의 침강이나 해면의 

상승으로 육지에 바닷물이 침입하여 해안에 생긴 골짜기)이다. 수심이 얕고 작은 섬들과 암초가 많아 대형 선박의 출입과 항행이 어

렵지만 높지 않은 수심과 심한 간만의 차로 예전부터 연안 어업과 수산 양식장의 적지로 알려져 왔다. A 지구의 간월호와 B 지구의 

부남호, 습지, 경작지로 이루어진 천수만 간척지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농지 면적을 자랑한다. 간척지의 총 면적은 A 지

구가 약 9,600ha, B 지구는 약 5,900ha로 이 중 10,121ha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의 약 1%에 해당

하는 넓은 면적으로 볍씨를 비행기로 뿌려야 할 만큼 드넓다.                        ※ 천수만에 관한 더 많은 정보 www.cheonsuman.go.kr

삼봉해변

안면읍 창기리에 위치한 삼봉해변은 북단에 위치한 세 개의 우뚝 솟은 봉우리에서 비

롯된 이름이다. 규사로 이루어진 고운 모래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으며 일반적인 모래 

해안과 달리 비교적 단단한 백사장을 이룬다. 삼봉해변에서는 해안 사구의 복원과 보

호를 위해 설치한 모래 포집기를 관찰할 수 있다.

기지포해변

삼봉해변의 남쪽에 위치한 면적 16만 m2, 길이 0.8km, 폭 200m의 모래 해변

이다. 안개 낀 날 안면읍 창기리 국사봉에서 해변 안쪽으로 형성된 마을을 내

려다보면 그 형태가 베틀처럼 생긴 연못 같다고 하여 ‘틀못’이라 하였고 마을 

앞바다를 ‘기지포’라고 불렀다. 국립 공원 관리 공단에서는 해안 사구의 복원

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열린 체험 교육

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신온리 염전

태안군 남면 일대는 천일염 생산지로 유명하며 크고 작은 염전들이 밀집되어 있다. 특히 진산리와 신온리는 대규모 염전이 들어선 곳

으로 태안군은 농어촌 체험 관광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온리 농촌 체

험 마을은 안면도와 가까우며 직접 천일염전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 농촌(염전) 체험에 관한 더 많은 정보 http://www.taeangt.net

이곳도 가보자!

개관

승언리에서 서남쪽으로 약 4km쯤 떨어져 있는 꽃지 해수욕장은 안면도에서 가장 넓은 해수욕장으로 면적은 96ha, 길이는 3.2km, 

폭은 300m, 경사는 3 °, 안정 수면 거리는 300m이다. 넓은 백사장과 완만한 수심, 맑고 깨끗한 바닷물, 알맞은 수온과 울창한 소나

무 숲으로 이루어져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물이 빠지면 갯바위가 드러나 조개·고둥·게·말미잘 등을 잡을 수 있

다. 오른편에는 전국에서 낙조로 가장 유명한 할미 바위와 할아비 바위가 있어서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고 있다. 매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가 열려 일반인들에게 더욱 잘 알려져 있다.

◀ 할미, 할아비 바위

밀물 때(좌)와 썰물 때(우)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삼봉해변
기지포해변

홍성군

태안군

태안 해안
국립 공원

안면도

외도

꽃지해변
국제 꽃 박람회장

바람아래해변 추도

죽도

0 2 km

천수만
77

●  교통편

 태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안면도행 버스 이용

 문의: 041-675-6674(태안 시외버스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안면도 해안 지형 답사 코스] 삼봉해변(모래 포집기)-기지포해변

(해안 사구)-꽃지 해수욕장(육계사주)-바람아래해변(간석지와 비

치리즈) /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   기지포해변: 사구 식생 복원 지역 답사는 국립 공원 관리 공단 생태 

해설 프로그램 활용 권장

모래 포집기 ▶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 가면 할미, 할아비 바위라고 불리는 한 쌍의 작은 섬을 볼 

수 있다. 이 섬들은 하루 두 번 썰물 때가 되면 물 밖으로 길이 드러나 꽃지 해수욕장

과 연결된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이러한 지형을 육계사주라고 한다. 특히 이곳과 

같이 썰물 시에만 물위로 들어날 경우 간조 육계사주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육계사

주는 육지로부터 성장하여 가까운 섬에 연결된 사주이다. 성인은 크게 두 가지로 첫

째, 파도가 육지 쪽으로 진행되어 올 때 섬이나 암초 등과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파도는 회절되어 섬 뒤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 힘이 

약해지고 그곳에 퇴적이 일어나 육계사주가 형성된다. 둘째는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토사가 퇴적되어 사취의 성장을 촉진함에 따라 

육계사주가 발달하기도 한다.

I 기지포 탐방 지원 센터 안내 I  

_   위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_   이용 기간: 연중

- 이용 방법: 방문

- 문의: 041-673-1066

※ 기지포 자연 관찰로 및 해변 입구에 위치하며, 

체험 활동 및 자연 해설을 들을 수 있다.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I 문의 I  041-670-2544(태안군청 문화

관광과), 041-673-1061(꽃지 해

수욕장 관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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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순례의 땅 ‘서산 해미읍성’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서산 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백제 문화유산을 더 찾아 종류와 특징을 설명한 문화?역사 유산 보고

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우리나라의 천주교 유입과 전파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한국의 천주교 역사에 관한 보고

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참고하여 서산 지역에 대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답사기를 만들어 보자.

I 활동 주제 I  산업, 경제, 문화, 촌락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순교의 땅이자 국내의 대표적인 순례지 중의 하나인 서산 해미

읍성은 과거 지방의 주요 관아와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읍성이다. 읍성은 지방 군현

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 행정 기능을 담당하던 성으로 종묘와 왕궁이 있는 도성과

는 구별된다. 삼국 시대에는 읍성이 산을 의지한 위치에 지어졌고, 고려 시대에는 주

요 지방 도시에 규모가 작은 읍성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조선 시대로 이어지면서 석성으로 개축되고 규모가 커졌다. 특히 조선 시대에

는 해안 근처 고을에 거의 모두 읍성이 있었고 내륙 지방에는 큰 고을에만 있었다. 읍성은 부, 목, 군, 현 등 행정 구역 단위의 등급에 

따라 규모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주민 수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성들은 조선 말기까지 있

었으나 1910년 일본의 읍성 철거령 때문에 대부분 철거되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표적인 읍성은 수

원읍성, 서산 해미읍성, 낙안읍성 등이 있다. 

서산마애삼존불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는 백제의 분위기를 가장 거리낌 없이 표현하여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서산마애삼존불이 있다. 운산면 일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서산

마애삼존불은 1959년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후 현장 조사와 연구를 거

쳐 1962년 국보 제84호로 지정되었다. 세 부처 중 가운데에 있는 것이 본존인 석

가여래입상이고 왼쪽이 반가사유상, 오른쪽이 보살입상이다. 

개심사 

개심사는 가야산 줄기의 상왕산(307.2m) 기슭에 자리 잡은 고사찰로 관련 문헌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확실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

다. 대웅전의 건축 양식을 살펴보면 창건 당시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지는 높은 화강석 기단 위에 남향하여 다포계와 주심포계를 절충

한 단층 겹처마 맛배지붕 집이며 측면에 풍판을 달았다. 특히 양편 끝기둥을 귀솟음과 안쏠림 수법을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착시 현상

의 교정이 잘 이루어진 건물이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면적은 88m²이다.

천주교 순교 성지

충남 서산 해미읍성 인근의 해미 순교 성지는 국내 대표적인 순례지 중 하나로 매년 수 만 명의 신도가 이곳을 찾는다. 18〜19세기 서

산은 천주교인들이 가장 혹독하게 탄압을 받았던 지역 중 하나이다. 1866년부터 1882년까지 천주교 박해 때 이곳에서 1,000여 명의 

천주교 신자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서산 지역에 천주교 전파가 활발했던 탓도 있지만 이 일대 내포 8현을 관할하던 감영과 감옥이 

서산 해미읍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서산 류방택 천문 기상 과학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인 ‘천상 열차 분야 지도’의 별자

리 지도를 만든 고려 말 천문학자 류방택(1320-1402) 선생을 기리기 위

한 과학관이다. 600mm 주망원경과 235mm 보조 망원경 등의 천체 관

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천체 투영실에는 5D 돔 영상관(45석)이 설치

되어 있다. 전시실에는 류방택 관련 유물과 고천문 기상 과학, 현대 천문 

우주 과학, 현대 천문 기상 과학 등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

며져 있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고창읍성, 낙안읍성과 함께 남아 있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읍성이다. 해

미는 서해안 방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조선 태종 14년에 왜구

를 막기 위해 성을 쌓기 시작해 1421년(세종 3)에 완성하였다고 알려져 있

다. 높이 5m, 둘레 약 1.8km로, 동·남·서 세 방향에 문루가 있으며 원래는 

두 개의 옹성과 동헌, 객사 두 동, 총안, 수상각 등이 있는 매우 큰 규모였

으나 현재는 동헌과 객사만 복원해 놓았다. 성벽 주위에 탱자나무를 심어 

적병을 막는 데 이용했다고 전해지지만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다. 1886년 

천주교 박해 때 관아가 있는 이곳으로 1,000여 명의 천주교 신도들이 잡혀

와 고문당하고 처형당했는데 고문에 이용한 회화나무에는 지금도 고문의 

흔적인 철사가 박혀 있고 신도를 태형한 자리에는 자리개돌이 남아 있다. 매년 서산 해미읍성 병영 체험 축제가 열려 관아 체험, 옥

사 체험, 군영 체험 등 독특한 체험거리로 관광객에게 흥미를 준다.

●  교통편

 서산 공용 버스 터미널에서 해미면 방면 버스 이용

 문의: 041-665-4808(서산 공용 버스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연계 코스] 서산마애삼존불-보원사지-개심사-서산 해미읍

성-천주교 순교 성지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0 2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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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 서산 해미읍성 전경

I 관련 단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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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거주 공간의 변화

I 위치 I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I 문의 I  041-660-2540(관리 사무실), 

041-660-3179(서산시청 문화

관광과)

1872년 해미현 지도에 표현된

서산 해미읍성 ▶ 

I 관람 안내 I  

_   개관 시간: 14:00~22:00(9월~4월), 15:00~23:00 

(5월~8월)

_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추석, 

설날

_   관람료: 일반 3,000원, 청소년 2,000원(단체 15명 

이상 일반 2,000원, 청소년 1,000원)

- 문의: 041-669-8496~7

서산마애삼존불 ▶ 



52 53

바위 가마솥 ‘속리산 문장대’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속리산 문장대를 오르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화강암 풍화 지형을 조사하고 사진을 담

은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내 고장의 지역성과 지리적 특징을 담아 우리 고장 축제를 기획해 보고, 프레젠테이션 경연을 펼쳐 

그 과정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속리산은 거대한 화강암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석산이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다

른 화강암 산지와 마찬가지로 속리산에서도 다양한 화강암 풍화 지형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문장대에서는 ‘나마(gnamma)’라고 하는 독특하고 신기한 생김새를 가

진 화강암 풍화 미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 나마는 평탄한 암석면이나 토르, 보른하르트와 같은 암체의 상부 평탄면에 형성된 풍화혈

(hollows)이다. 우리말로는 풍화호, 바위 가마솥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나마라는 용어는 본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인 아보리진

의 언어로 ‘구멍’을 의미한다. 나마는 주로 소규모의 절리나 요지(凹地)에 고인 물이 화학적 풍화 작용을 일으켜 절리나 요지가 점차 

확장되면서 형성되지만 동결 · 융해에 의한 물리적 풍화 혹은 식물체에 의한 생물학적 풍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화양동 계곡

속리산의 북쪽 화양동 계곡은 효종을 잃은 슬픈 마음을 간직한 채 계곡을 찾아 은

거하며 세월을 보낸 조선 중기의 대학자 우암 송시열이 중국의 무이구곡을 흠모하

며 이름 지었다는 아홉 곳의 절경이 이어지는 곳이다. 가평산, 낙명산, 백악산이 

둘러싸듯 어우러지는 계곡에서 완만하게 다듬어진 산책로를 따라 약 5km의 길을 

걸으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 화양동 계곡 바닥은 하천의 마식 작용으로 

형성된 넓고 평평한 화강암 반석이 발달되어 있다.

속리산 법주사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에 있는 절이다. 신라 시대 의신(義信)이 일찍이 불법을 구하러 천축(인도)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경

전을 얻어 귀국한 후 속리산으로 들어가 이 절을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33년). 신라 성덕왕 때 대대적으로 중건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중수하여 현존하는 목조 건물은 모두 조선 후기의 것이다. 경내에는 유명한 법주사 팔상전(국보 제55호), 쌍사자 석등

(국보 제5호) 등의 국보와 보물을 비롯하여 법주사 세존 사리탑, 법주사 사천왕문 등의 지방 문화재가 있다.

※ 문의: 043-543-3615, 법주사 공식 홈페이지 http://beopjusa.org

정이품송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무의 높이는 15m, 

가슴 높이의 둘레 4.5m, 가지의 길이 동쪽 10.3m, 서쪽 9.6m, 남쪽 9.1m, 북쪽 

10m이다. 1464년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래 가지에 걸릴까 염려하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들어 올려 어가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세조는 이 소나무에 정2품(지금의 장관급)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보은 대추 축제

보은은 예부터 대추가 맛있기로 유명하였고 생산량도 많았다. “비야 비야 오지 마라, 대추 꽃이 떨어지면 청산(옥천군에 위치하며 보

은 인근) 보은 시악시 시집 못 가 눈물 난다”는 옛 노래도 있다. 충북 보은의 대추는 약성이 좋다 하여 보은 약대추라는 이름으로 특

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1950년대 병이 돌아 많은 수의 약대추나무가 죽었고 이후 다수확 대추나무가 보급되자 그나마 남아 있

던 약대추나무도 사라졌다. 현재 보은에서 재배되는 대추나무는 개량종이며 생대추로 이름을 얻고 있다. 보은 대추 축제는 보은의 

지리적 생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10월 초 개최되고 있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속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천황봉이지만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봉우리는 문장

대(1,032m)이다.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 너른 바위를 ‘대’라고 표현하는데, 문장대는 

산 정상에 위치한 넓은 바위 봉우리로 그 위에 오르면 속리산의 아홉 봉우리를 한눈

에 담을 수 있으며 주변 기암괴석의 멋진 모습에 감탄을 자아내게 된

다. 원래 이름은 운장대로 ‘구름 쌓인 봉우리’라는 뜻이었으나 조선 

시대 세조가 이곳에 올라 시를 읊은 후 이름이 문장대로 바뀌었다고 

한다. 문장대에 세 번 오르면 극락에 간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천황

봉이 아닌 문장대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문장대에서 바라보

는 경치가 좋은 이유도 있지만 속리산 자락에서 가장 유명한 절인 법

주사를 돌아보면서 등산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I 관련 단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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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I 위치 I 충청북도 보은군

I 문의 I  043-542-5267(국립 공원 관리 

공단 속리산 사무소)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만
수
계
곡

비로봉

문수봉

문장대

관음대

묘봉상화봉

천황봉

남산

수정봉

장암리

세심정휴계소

만수리
상판리

법주사
탐방지원센터

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

법주사

3.1km
2시간 30분

2.7km 1시간

내속리면

N

보   은   군

내리

속리산국립공원
화북분소

은목동
목포

형제봉

법주사 탐방 지원 센터-세심정-문장대
5.8km 3시간 30분

●  교통편

 속리산 터미널 하차 후 법주사 방향 도보 이동

 문의: 043-543-1580(속리산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문장대 코스] 법주사 탐방 지원 센터-법주사-세심정-문장대

 예상 총 소요 시간: 3시간 20분

  [주변 연계 코스] 화양동 계곡(화강암 반석)-법주사-정이품송-고

석리(점판암 가옥)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 문장대

화양동 계곡의 화강암 반석 ▶ 

◀ 문장대 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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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 기술의 중심 ‘대덕 연구 개발 특구’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방문 기관에서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 결과를 인터뷰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

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과학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현재

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대덕 연구 개발 특구는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의 메카로 고도화된 지식 

정보 산업의 중심지이자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산업 구조는 한 나라의 경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구

성비로,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달하면서 1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2 · 3차 산업의 

비중은 증가한다. 이는 토지와 노동이 중요한 생산 요소인 농업 사회에서 자본과 기술이 중요한 생산 요소인 공업 사회로, 그리고 지

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덕 연구 개발 특구는 탈공업화되고 첨단 · 정보화 되어가는 우리나라 산업

의 오늘을 보여주는 장소이다. 한국 과학 기술원(KAIST),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 등 

수많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과학 기술을 토대로 산학연 간 융 · 복합 공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국립 중앙 과학관

1926년 10월 설립을 승인받아 다음 해 5월 상설 전시관을 개관하

였다. 광복 후 국립 과학 박물관으로 개칭하고, 1948년 문교부 산

하 국립 과학관으로 정식 발족하였다. 1969년 과학 기술처로 이관

되고, 1990년 국립 중앙 과학관으로 확대·개편하였다. 1990년 6월 

8일 기존의 과학관은 서울 과학관으로 개칭하여 소속 기관으로 두

고, 본부를 대전광역시의 대덕 연구 단지로 옮겼다. 이곳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전시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박물관의 특징은 23m의 측정 돔이 있는 국내 최대의 관측소이다.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이 직접 과학 기술의 발전을 보고 느끼며 경험하고 과학적 관심과 창의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

한국 과학 기술원(KAIST)

과학 기술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 및 첨단 과학

을 연구하는 연구 중심의 대학이다. 1971년 2월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 과학원(KAIS)이 전신이며, 1981년 1월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KIST)와 통합하여 한국 과학 기술원(KAIST)으로 발족하였

다가 1989년 6월 연구 부문이 독립하여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이 

되고 교육 부문은 한국 과학 기술원으로 다시 설립되었다.

지질 박물관

지질 박물관은 1992년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설립된 지질 표본관

을 확대하여 2001년 재개관한 전문 박물관이다. 중앙홀, 제1전시

관, 제2전시관, 홍보관, 야외 전시장, 특별 전시실, 영상실, 어린이 

도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물 상영, 강연회 및 체험 학습

장, 전문가를 위한 지질 시료동을 운영하고 있다. 화석, 광물, 암석 

등 지질 표본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 20인 이상의 단체 관람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주일 전 사전 예약

이곳도 가보자!

개관

대덕 연구 개발 특구는 연구 개발로 신기술을 창조하고 성과를 확산시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덕 연구 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

시 유성구 일대에 지정, 고시된 지역이다. 대덕 연구 단지와 첨단 산업 단지로 조

성된 대덕 테크노 밸리, 대전 산업 단지 및 추가 개발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하였다. 대덕 연구 단지는 대한민국 최대의 연구 단지로서 기초 과학 및 특수 분

야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건설되었다. 1973년에 기본 계획

이 수립되었고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기관들이 들어섰다. 각종 과학 연구 

기관, 과학 문화 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고 주택과 자녀 교육 시설, 문화 복지 시설

을 갖추었다.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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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 IC

●  교통편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또는 유성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연구 개발 

특구 진흥 재단 행 버스 이용

 대전 지하철 1호선 월평역 하차(한국 과학 기술원)

 문의:   042-625-8792(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042-822-0386(유

성 고속버스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견학 · 체험 코스 1] 국립 중앙 과학 박물관-연구 개발 특구 진흥 

재단-엑스포 공원

  [견학 · 체험 코스 2] 한국 과학 기술원-연구 개발 특구 진흥 재단-

지질 박물관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Ⅶ 다양한 우리 국토

I 위치 I 대전광역시 유성구

I 문의 I  042-865-7081(연구 개발 특구 

진흥 재단)

I 활동 주제 I  도시, 산업, 경제, 기술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30~17:50

-   휴관일: 1월 1일,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은 오후 1시부

터 개관

-   관람 요금: 무료(유료 전시관의 경우 홈페이지 예약 필요)

- 문의: 042-601-7894~6(종합 안내 센터)

I 견학 안내 I  

_   홍보관 및 연구 성과 전시관 견학

- 견학 시간: 평일에만 가능(약 1시간)

- 문의: 042-350-2293

- 신청: wkbong@kaist.ac.kr(신청 후 담당자가 직접 연락)

※ 사전 신청 후 단체 견학 가능(20명~50명)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10:00~17:00(체험관 운영 시간은 10:00~ 

12:00, 13:30~16:30)

_   휴관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다음날, 신정, 명절 연휴, 임

시 공휴일

- 관람 요금: 무료

- 문의: 042-868-3797~8

▲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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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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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기록한 지층의 역사 ‘ 격포리 채석강’
적벽강

1976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었고, 2004년 채석강과 함께 명승 제13

호로 지정되었다. 후박나무 군락(천연기념물 제123호)이 있는 연안으로부터 용두

산을 돌아 절벽과 암반으로 펼쳐지는 약 2km의 해안선을 적벽강이라 하는데, 이

는 중국의 적벽강 만큼 경치가 뛰어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채석강의 끝인 

죽막 마을을 경계로 북쪽이 적벽강이고, 남쪽이 채석강이다. 적벽강은 붉은색을 

띤 바위와 절벽으로 해안이 이루어져 있어 석양 무렵 햇빛을 받아 바위가 진홍색

으로 물들 때 장관을 이룬다. 

I 활동 주제 I  지형, 환경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변산반도 서쪽 끝 격포해변의 남쪽에 펼쳐진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넓은 바위 마당

은 해식애와 파식대이며, 이는 외해로 노출된 변산반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형성

된 전형적인 암석 해안이다. 해식애는 주로 바다 쪽으로 돌출된 산악성 지형(구릉지)

의 기저부가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단면이 불안정해지면서 무너져 내려 만들어진 급

경사의 사면이다. 일반적으로 해식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식이 진전되어 육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해식애가 물러난 자리에는 

파랑의 침식에 의해 완경사의 평탄한 암벽면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지형을 파식대라고 한다. 그러나 파식대는 단순히 파랑의 침식 작

용으로만 형성되기보다 풍화 작용이 동반되어 성장과 발달이 촉진되는 경우가 많다.

내소사

내소사는 혜구 두타스님에 의해 백제 무왕 때(633년) 창건된 고찰이다. 오랜 세월

에 걸쳐 중건 · 중수를 거듭해 오다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어 조선 인조 때 청

민선사가 중창하였으며, 1633년(인조 11)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웅보전을 중건

하였다. 내소사는 능가산의 절경과 조화를 이루어 더욱 아름다운 사찰이며 경내로 

들어서는 전나무 숲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관광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

다. 내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직소폭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곳 역시 변

산반도의 빼놓을 수 없는 절경 중 하나이다.

※ 문의: 063-583-2443(변산반도 국립 공원 내소사 분소), 063-288-0105(전라북도 문화 관광 도우미)

이곳도 가보자!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전라남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I 문의 I  063-580-4434(부안 관광 안

내소)

계화도 간척지

계화도는 변산반도의 북단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원래 계화도와 

부안군 동진면 사이에는 광활한 간석지가 전개되어 조수에 따라 바닷물이 

넘나들고 그 사이에 몇 개의 갯골이 발달하여 배가 드나들었다. 1963∼

1968년에 계화도와 부안군 동진면을 잇는 제1방조제와 제2방조제가 축조

되면서 간척이 시작되었고 주변의 간석지는 2,741ha에 이르는 농경지로 

변모되었다. 계화도는 오늘날 계화 간척 지구의 북서단에 위치하고 있다.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적벽강

채석강
내소사

(509m)

대소폭포

직소폭포

변산반도
국립 공원

하섬

고사포송림

격포

변산

변산

쌍선봉

0 2 km

●  교통편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격포행 버스 이용

 문의: 1666-2429(부안 시외버스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연계 코스] 내소사-직소폭포-채석강-적벽강

 예상 총 소요 시간: 6시간

개관

1976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었고, 2004년 11월 17일 명승 제

13호로 지정되었다.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맨 서쪽, 격포항 오른쪽 닭

이봉 밑에 있다. 옛 수군의 근거지이며 조선 시대에는 전라우수영 관하의 

격포진이 있던 곳이다. 지형은 선캄브리아대의 화강암, 편마암을 기저층

으로 한 중생대 백악기 지층이다. 바다를 향한 절벽의 지층이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것처럼 생겼다. 채석강이라는 이름은 중국 당의 이태

백이 배를 타고 술을 마시다가 강물에 뜬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는 채

석강과 경관이 흡사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채석강에서 백사장을 따라 북

쪽으로 올라가면 붉은 암벽으로 이루어진 적벽강이 있다. ▲ 변산반도 채석강

▲ 계화도 간척 사업 전과 후

▲ 내소사 전나무길

▲ 해식애와 파식대의 형성

▲ 적벽강

파랑

침식 전전 

해식애  
파식대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채석강과 적벽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해안 침식 지형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함께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채석강을 더욱 나은 자연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한 ‘나만의 탐방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고서를 작성

하고 발표해 보자.

가이드 3  계화도 간척지를 사례로 국토를 활용하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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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 돌아간 논 ‘고창 운곡습지’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우리나라의 곳곳에 분포하는 ‘습지 보전 지역’과 ‘람사르 습지 등록 지역’을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운곡습지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교내에서 습지의 다양한 생태 환경에 대한 ‘습지 생태 사진전’을 열고, 과정과 소감을 보고서로 정리

해 보자.

가이드 4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고인돌 유적을 모두 조사하여 지도와 함께 보고서로 작성해 

보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운곡습지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지형 저층 습지로 저지대에서 산지에 걸쳐 

있는 소택지 등에 존재하는 습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지와 경계를 이루는 저지대

의 대부분이 논으로 개간됨에 따라 이러한 자연형 습지의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다.

습지는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형이다.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수상 생태계의 전이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습지내에서 형성되는 토양(이탄)은 지구의 과거 기후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습지는 크게 해안 습지(갯벌과 석호), 내륙 습지(범람원과 하중도), 인공 습지(공원의 호수와 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

기원전 4~5세기 경 조성된 동양 최대의 고인돌 집단인 고창 고인돌 유적은 고

창읍에서 북서쪽으로 자리한 매산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로 약 1,764m 범위에 

447기가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은 1994년 사적 제391호로 지정되었으며, 유

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고인돌은 죽림리 매산 마을을 기

점으로 동서에 걸쳐 산줄기의 남쪽 기슭을 따라 군을 이루고 있다. 다양한 형

식을 자랑하고 있는 고인돌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다. 고

인돌을 축조한 기술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정밀한 기술이다. 또

한 고창 고인돌의 조밀한 분포는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전 갯벌 체험장

하전 마을은 약 10km의 해안선과 접하여 1,200여 ha에 이르는 광활한 갯벌이 펼쳐져 있는 마을로 연간 4,000톤의 바지락을 채취하

고 있어 전국 최대 바지락 생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해양 수산부가 지정한 아름다운 어촌 100개소에 선정될 정도로 독특한 갯벌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마을이다. 경운기를 이용한 갯벌 택시 타기, 바지락 캐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하전 마을 갯벌 체험에 관한 정보 http://hajeon.invil.org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175m)

서울

목포 영광

부안
정읍

학산

(수리봉336m)
선운산

천왕봉

(307m)
비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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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서
해
안
 고

속
 국

도

선운산
도립 공원

운곡 습지

고창읍성

고인돌 박물관
고인돌 유적

운곡저수지

고창군청

●  교통편

  고창 공용 버스 터미널에서 고인돌 박물관 행 버스 이용, 고인돌 유

적 배후로 난 탐방로 이용하여 도보 이동

  문의: 063-563-3388(고창 공용 버스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운곡 습지 주변 탐방 코스] 고인돌 박물관-고인돌 유적-운곡습지

(오베이골) / 예상 총 소요 시간: 4시간

  [주변 연계 코스] 고창읍성-고인돌 유적-운곡습지-선운산 도립 

공원 / 전일 탐방 코스

▲ 해안 습지(순천만) ▲ 내륙 습지(우포늪) ▲ 인공 습지(논, 밀양)

고창 읍성

1965년 사적 제145호로 지정되었다.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석성으로 고창

의 방장산(640m)을 둘러싸고 있다. 모양성이라고도 하는데 백제 시대에 고창 지

역이 ‘모량부리’라 불렸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계유년에 호남의 여러 고을 사

람이 축성하였다.’고 성벽에 새겨져 있다. 둘레 1,684m, 높이 4~6ｍ, 면적 16만 

5,858m2이며, 동 · 서 · 북의 3문과 치(雉) 6곳, 옹성, 수구문(水口門) 2곳 등이 남아 

있다.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으로 쌓은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고, 읍성으로서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개관

운곡습지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일대에 있는 산지형 저층 습지이다. 면적

은 1,797km2로 창녕 우포늪의 21% 정도이다. 이곳은 1980년 영광 원자력 발전소 가

동에 맞춰 용수 공급용 댐이 축조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마을 주민을 이주시키고 경

작을 금지해 30여 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산지형 저층 습지는 지대가 낮은 땅에

서 산지에 걸쳐 물이 스민 땅을 말하는데 대부분 논으로 개간되어 벼를 경작하기 때문

에 운곡습지와 같이 자연 복원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운곡습지는 계획적인 이주로 인

해 인위적 간섭이 배제된 채로 생태계의 회복 과정을 거쳐 원시 습지 형태로 복원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I 활동 주제 I  지형, 환경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I 위치 I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I 문의 I  063-560-2456~7(고창군청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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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정원 ‘순천만 갈대밭’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순천만 답사를 통하여 관찰한 다양한 연안 습지 환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습지 지형과 생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간척과 개발 사업으로 사라진 우리나라의 연안 습지를 조사해 보고 개발과 보존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2013 순천 국제 정원 박람회’를 관람하고 정원의 가치와 의미에 관한 감상문을 작성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생태, 환경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순천만 자연 생태관

순천만의 다양한 생태 자원을 보존하고, 자원의 학술적 연구와 학생 및 

일반인의 생태 학습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내부 시설로 기획 전시

실, 전시실, 영상관, 생태 교실, 세미나실 등이 있으며, 외부 시설로 갯

벌 관찰장이 인접해 있어 학생 및 일반인의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설 및 추석 명절 연휴 휴관

순천만 천문대

순천만 천문대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평야 지대에 건립된 천문대이며, 순천시 도심

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천문 

현상 관측 외에도 순천만에 서식하는 흑두루미, 청둥오리 등 다양한 조류 관찰이 가능하다. 

천체 투영실과, 과학 전시실, 보조 관측실과 주관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는 생태계의 보고 순천만 일원에서 펼쳐지는 국제 박

람회로 다양한 형태의 생태 정원이 조성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수목과 꽃이 어

우러져 그 가치가 높아지는 미래형 박람회이다. 또한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인정받고 있는 순천만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알리고 친환경적인 생태 도시, 

녹색 성장 도시로서 순천의 미래상을 볼 수 있는 교육과 생활 체험 장소이다.     

※ 문의: 1577-2013, http://www.2013expo.or.kr

낙안읍성 민속 마을

1983년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낙안읍성은 넓은 평야 지대에 쌓은 총길이 1,420m, 높이 4m, 너비 3~4m의 사각형 석성으로 1~2m 

크기의 정사각형 자연석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쌓아 끊어진 곳 없이 웅장하다. 1397년(태조 6) 일본군이 침입하자 김빈길이 의병을 일

으켜 처음 토성을 쌓았고, 1626년(인조 4) 임경업이 낙안군수로 부임했을 때 현재의 석성으로 중수하였다. 동내, 서내, 남내 등 3개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마을은 옛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있는 전통 마을로 108세대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어 남부 지방 특유의 주거 

양식을 볼 수 있으며 부엌, 토방, 툇마루 등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우리나라 최대의 갈대 군락지이자 세계적인 희귀 조류 서식지인 순천만 갈대밭은 순천 시내를 흐르는 동천과 상내면에서 흘러 온 이

사천이 만나 바다로 흘러들기까지 약 3km에 이르는 물길 양편으로 빽빽한 갈대 군락

이 50ha에 걸쳐 펼쳐진 곳이다. 1960년대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무대로 잘 알려

진 이곳은 한때 문학 기행의 명소였으나 지금은 자연 생태 공원으로 더욱 사랑받고 있

다. 한여름에는 갯벌에서 뻘배를 타고 짱뚱어를 낚는 어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겨

울이면 2백여 종의 철새가 군무를 춘다. 자연 생태관과 같대밭 사이의 데크 탐방로, 

용산 전망대 등 편의 시설도 잘 정비되어 있어 연안 환경을 관찰하고 체험하기 좋은 

곳이다.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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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

  순천 시내버스 67, 81(82), 97(98)번 이용

  문의: 1666-6563(순천 종합 버스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순천만 탐방 코스] 장산 갯벌 관람장-갈대 데크(용산 전망대)-선

상 투어 / 예상 총 소요 시간: 4시간

    [주변 연계 코스] 순천만 자연 생태 공원-용산 전망대-순천 문학

관-낙안 읍성 민속 마을 / 하루 코스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순천만 갈대밭은 육지와 해양 생태계의 점이적인 성격을 지니는 조간대 환경에 형성

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연안 습지이다. 연안 습지는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들고 빠

지는 조석 현상에 의해 썰물 때면 드러나고 밀물 때면 물에 잠기는 간석지, 즉 우리

가 잘 알고 있는 갯벌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이다. 염분이 많은 갯벌은 일반적으로 

육상 생태계처럼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비교적 염분에 강하고 

연안 환경에 잘 적응한 식물들은 조간대 환경에서도 생장이 가능하다. 갈대는 이러

한 식물 중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다른 갯벌 생태계와 달리 순천만에 유독 넓은 갈대밭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여타의 갯

벌들과 달리 순천만 조간대의 지형이 서서히 육화되면서 육상 환경에 가깝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염생 습지의 형성과 갯벌의 육지화>
I 관람 안내 I  

_   행사 기간: 2013년 4월 20일~10월 20일

_   관람 시간: 평일/주말/공휴일 09:00~19:00, 

야간개장일 09:00~21:00(6. 1.~8. 31.까지) / 

폐장 2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_   입장권: 보통권(1일권), 2일권, 시민권, 야간권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22:00

_   입장료: 일반 2,000원, 청소년 1,500원(단체 20명 

이상 일반 1,500원, 청소년 1,100원)

_   문의: 061-749-4007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I 문의 I  061-749-4007(자연 생태 공

원 관리 사무소), http://www.

suncheonbay.go.kr(순천만 자

연 생태 공원 홈페이지)

▲ 순천만 갈대밭

1
2 3

①  늘 물에 잠기던 얕은 바다가 퇴적 작용

으로 지면이 높아져 만조 시에만 물에 

잠기게 된다.

②  토양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

지며 높은 염도와 해수의 독성을 이겨낸 

염생 식물들이 자리를 잡는다.

③  염생 식물의 성장으로 탈염이 이루어지

고, 곧 육상의 해안림으로 변화하는 생

태학적 천이 과정을 거치며 서서히 육상

화된다.

주요 프로그램

주간: 조류 관찰, 태양 관측, 영상 관람

야간: 천체 관측, 영상 관람, 교구 제작

※ 예약: 홈페이지 사전 예약

http://www.suncheonbay.go,kr



64 65

슬로시티 ‘신안군 증도’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다양한 사진을 활용하여 ‘천일염이 만들어지기까지’라는 제목의 사진 보고서

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슬로시티에 가입된 다른 지역들을 조사해 보고,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태평염전의 다양한 풍경을 촬영하고, 교내에서 직접 자신의 사진을 전시하고 설명해 보는 ‘지리 사

진 콘테스트’를 열어 그 과정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촌락, 산업, 생태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신안군 증도면은 느림의 생활과 삶을 추구하는 ‘슬로시티’이자, 우리나라 천일염의 

주산지이다. 이곳에 가면 우리나라 최대 갯벌 염전이 펼쳐져 있다. 천일염은 바닷물

을 염전으로 끌어 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과 함께 유해 성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

금으로 바닷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어낸 정제염과는 그 특징이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

에서는 수심이 깊지 않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 많이 생산되

고 있으며, 전라남도 신안군은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65%, 염전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품질도 뛰어나다. 우리나라의 천일염전은 대개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조 때 수문을 열어 증발지에서 농축된 염수를 만들고 결정지로 보내 소금 결정을 얻는 방식이다.

<천일염 생산 과정> 바다에서 저수지로 해수 유입 → 양수를 통한 증발지 이동(염도 6~18도) → 염도 측정 후 결정지 이동(염도

25~27도) → 소금 결정 형성 후 거두기 → 소금 창고 운반 후 1~2일 간수하여 판매

소금 박물관

소금 박물관은 1953년 (주)척방산업에서 염전 조성 시 이곳에 상주하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인근 석산에서 발파한 돌로 벽체를 세워 건립한 석조 

소금 창고였다. 결정지 토판에 레일을 깔아 창고 내부까지 소금을 운반하여 

출고 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세월이 흘러 목재 소금 창고로 

대체된 이후 2007년 7월 외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소금 박물관

으로 재탄생하였다.

태평 염생 식물원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에 위치한 태평 염생 식물원은 염전 주변 갯벌 습지에 생육 가

능한 내염성 자원 식물(염생 식물)을 보존 및 복원, 개발함으로써 국내외에 분포하는 

염생 식물에 대한 자원화, 상품화, 산업화를 목적으로 염생 식물 단지에 지난 2007년 

조성되었다. 풍부한 무기 영양분과 천연 미네랄이 퇴적된 염전 습지의 보존을 위하여 

나주대학 한약 자원 개발 연구소와 공동으로 환경 요인, 염생 식물의 천이 과정, 약초 

성분 등을 장기 모니터링 하고 있다.

증도 만들 독살

만들 독살은 증도 본도에서 대단도와 소단도 사이에 위치하며, 약 1.5m 높이의 제방

처럼 돌담을 쌓아 물고기를 잡았던 구조물이다. 신안에서는 증도면 우전리 일대에서 

7곳의 독살이 조사된 바 있고, 이어 2006년 6월 자은면 한운리에서도 독살이 발견된 

바 있다. 오키나와에서 제주도 남 서해안을 거쳐 북쪽까지 하나의 띠를 형성하면서 독

살 문화가 퍼져 있다.

신안 갯벌 센터 / 슬로시티 센터

신안 갯벌 센터는 남해안 관광 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증도 갯벌 생태 공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증도면 우전리 일원에 건립한 지

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대형 건물로 지난 2006년 개관하였다. 슬로시티 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 약 100m 앞 야외 공원

에는 친환경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 증도 관광 안내도와 42.7km 모실길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다. 

   ※ 더 자세한 정보 http://www.seomgetbeol.co.kr(신안섬 갯벌 홈페이지)

이곳도 가보자!

●  교통편

    신안군 지도읍 버스 터미널에서 증도행 버스 이용 또는 광주, 목포

에서 증도행 버스 이용

   문의: 061-261-6200, 6300(증도 슬로시티 센터)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증도 내 일주 코스] 태평염전(소금 박물관)-짱뚱어다리(갯벌 생태 

체험)-갯벌 생태 전시관-갈마섬 고인돌(패총)-송 · 원대 해저 유물 

발굴 해역 기념비 /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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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증도는 목포시에서 북서쪽으로 51km 해상에 위치한 섬이다. 1896년 지도군에 속하였

다가 1914년 무안군에 편입, 1969년 신안군에 소속되었다. 원래 대조도와 별개의 섬이

었으나 두 섬을 잇는 제방이 축조되고 그 사이에 대규모 염전이 개발되면서 하나의 섬

으로 통합되었다. 이곳의 태평염전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염전으로 연간 1만 5천여 

톤의 소금을 생산해 내며 방축리 앞바다는 사적 제274호로 지정된 송원대 유물 매장 

해역으로 수많은 해저 유물이 인양되었다. 2010년 3월 연륙교인 증도대교가 개통되어 

차량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슬로시티에 가입되어 있다.

I 관련 단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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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Ⅳ 거주 공간의 변화

Ⅶ 다양한 우리 국토

I 위치 I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I 문의 I  061-261-6200, 6300(증도 

슬로시티 센터), http://www.

slowjeungdo.com(슬로시티 증

도 홈페이지)

I 관람 및 체험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18:00(연중무휴)

_   요금: 2,000원(박물관), 10,000원(소금밭 체험)

_   문의: 061-275-0829(박물관), 061-261-6200 

(소금밭 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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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만든 조각품 ‘목포 갓바위’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목포 갓바위와 같은 자연 지형이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사례를 더 찾아보고, 이러한 자연 자원을 지

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신안 해저선과 수중 문화재의 발견과 발굴, 가치와 특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목포 갓바위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풍화 지형을 직접 촬영하고, 사진과 함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목포 갓바위는 생김새만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한다. 갓을 

쓴 형태를 만든 신기한 자연의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타포니(tafoni)’라는 ‘풍

화 미지형’의 발달 때문이다. 물리적 · 화학적 풍화 작용의 결과 암석의 표면에 형성

되는 요형(凹型)의 미지형을 풍화혈이라고 하는데, 타포니는 풍화혈 중에서도 암석

의 측면에 벌집과 같이 집단적으로 파인 

구멍을 가리키는 말이다. 타포니는 해안

이나 화강암 산지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비가 내린 후 바위틈에 물이 괴거나 그늘

이 져서 주변보다 습한 환경이 조성될 경

우 주변에 비해 풍화가 선택적으로 촉진

되어 형성된다. 주로 화강암과 같은 결정

질 암석에서 잘 발달하나 사암이나 석회

암과 같은 암석에서도 발견된다. 타포니 

외에도 형성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명칭의 

풍화 미지형이 존재한다. 장방형으로 길

게 형성되는 그루브와 암석 상부의 평면

에 형성되는 나마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크기와 형태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형성 원인은 유사하다.

자연사 박물관

목포 자연사 박물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변되는 생태계 교란과 환경 파괴 등 

인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가중된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현대적 전시 시설

로 꾸며져 있다. 지구의 역사를 인증하는 공룡 화석,광물, 곤충, 식물, 조류, 

포유류, 어류, 해양 생물 등의 희귀 자료와 서남권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여 국제적 박물관으로 손색없다. 2012년 6월 27일 천

연기념물 제535호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육식공룡 알둥지 화석 원본을 

전시하고 있다.

해양 유물 전시관

우리나라 최대의 수중 발굴인 신안 해저선을 비롯하여 수중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유물들을 모아 놓고 있는 국내 최고의 해양 유물 

전시관이다. 신안 해저선 발굴은 197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진행되었는데 실제로 해저선에서 발굴된 유물은 그 보존 상태나 양에서 

우리에게는 보물선이나 다름없는 배이다. 이 신안 해저선 발굴을 시작으로 완도 해저 발굴, 진도 통나무배 발굴 등 수중 문화재 발굴

이 이어졌다. 박물관 관람의 하이라이트는 복원된 신안선이다. 원래 길이가 35m, 너비가 11m로 추정되는 배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이어 옛 모습 거의 그대로 만들어 놓아 물속에 잠겨 있던 수백 년 시간을 다시 물 위로 끌어올린 듯하다.

※ 관람 관련 정보 http://www.seamuse.go.kr(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문의 061-270-2000

생활 도자 박물관

한국 생활 도자의 산실로 불리는 목포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산업 도자 전

문 박물관이다. 목포에서는 과거 질 좋은 고령토와 풍부한 땔감을 바탕으

로 도요지가 번성했고, 1942년 (주)행남자기가 설립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

를 갖춘 생활 도자기 시대를 열었다. 목포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살

린 체험형 문화 관광 시설을 목적으로 박물관 설립을 추진해 2006년 8월 4

일 한국 산업 도자 전시관을 개관하였고, 2008년 2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

경했다. 박물관은 대지 약 1만 940m2, 건물 면적 2,096m2, 지상 2층 규모

이다. 1층에는 어린이 체험실, 옹이 공방 도자 자료실, 2층에는 상설 전시

실, 기획 전시실, 뮤지엄 샵, 전망대 등이 있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목포시 용해동의 해안가에 있는 갓바위는 2009년 천연기념물 제500호로 지정되었다. 영산강 하구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있는 이 바위는 바닷물이 바위에 부딪치면서 수면과 잇닿은 바위 아랫부분이 깎여나가 마치 갓을 쓴 사람 형상으로 보인다 하여 붙여

진 이름이다. 크기는 큰 갓바위가 8m, 작은 갓바위가 6m 정도 된다. 

I 관련 단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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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I 위치 I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I 문의 I  061-270-8430(목포 문화 관

광), 061-273-0536(갓바위 관

광 안내소)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0 1 km

목포문학관

목포생활
도자박물관 목포자연사

박물관

용해동

목포시

국립해양
문화재 연구소

갯바위

목포 문화의 거리남농로

영산강

목포 문화
예술 회관

목포항

남농기념관

목포 문예
역사관

●  교통편

  목포역에서 15번 버스 이용 /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6, 14번 버

스 이용 후 용해동 금호아파트에서 7번 버스 환승 갓바위 문화 타운 

하차

  문의: 061-270-8430(목포시청 문화관광과)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연계 코스] 영산강 하구둑-갓바위-해양 유물 전시관(국립 해

양 문화재 연구소)-자연사 박물관-목포 생활 도자 박물관-목포 문

학관 / 하루 코스
※ 갓바위 근린 공원 지역에 박물관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선택

적 체험 코스 운영 권장

① 나마(강원도 양양 인구리 죽도)

② 그루브(서울 인왕산 선바위)

③ 타포니(목포 갓바위)

21

3

<다양한 형태의 풍화 미지형>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18:00(주말 및 공휴일은 19

시까지, 매우 월요일과 1월 1일 휴관

_   관람 요금: 일반 3,000원 / 청소년 2,000원(단

체 20인 이상 일반 2,500원 / 청소년 1,500원)

_   문의: 061-270-8367, 276-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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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장맛 ‘순창 고추장 민속 마을’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내 고장의 경제와 산업의 특징과 현황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각

종 개발 사업들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고추장 민속 마을에서 체험한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기록한 생동감 있는 체험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급속하게 고도화되는 국내 산업 구조의 변화로 전통 산업의 입지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산업 구조가 취약한 지방 경제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에 중앙 정부와 지방 자

치 단체는 지방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모

색하였는데, 순창 고추장 민속 마을은 그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중 하나이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는 하향식 경제 개발에서 진행된 산업 단지 조성과 

같은 획일화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의 발전 및 자립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성장 

거점 중심의 개발 방식이 가져온 ‘역류 효과’와 같은 지

역 개발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적

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11월 기준 지역 특

화 발전 특구는 순창 장류 산업 특구, 고창 복분자 산업 

특구 등 전국적으로 143개가 지정되어 있다.

장류 박물관

전북 순창에는 고추장과 된장 등 전통 장류 문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장류 박물관이 있다. 전통 고추장 민속 마을 앞에 있는 장류 

박물관의 입구에 들어서면 관람객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고추장 할머니 로봇이 순창 고추장의 내력을 들려준다. 전시실을 둘러보면 

다양한 고추장의 종류와 고추장, 된장의 역사 및 만드는 과정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장류 박물관은 직접 보고 체험하는 공간도 다

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절구통에 콩을 넣고 찧어 볼 수도 있고 현미경을 통해 발효 과정을 관찰할 수도 있으며 메주 발효 체험기에서 

메주가 숙성되는 가장 좋은 온도와 습도를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장류 체험관

순창 장류 체험관은 순창 전통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가져갈 수 있

고 순창 전통 고추장을 이용한 맛있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 시식해 

볼 수 있는 열린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순창 장류 전통의 

맛과 멋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신세대와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신개

념 장류를 개발하여 장류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순창의 노력을 직

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순창 객사

1759년(영조 35)에 지어진 관청 건물이다. 원래는 가운데의 정당을 중심으로 

왼쪽에 동대청, 오른쪽에 서대청, 앞쪽에 중문과 외문 그리고 옆쪽에 무랑 등

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정당과 동대청만 남아 있다. 정당에서는 ‘전

하 만만세’라고 새긴 궐패를 모시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그리고 나라의 일

이 있을 때 궁궐을 향하여 절을 했다고 한다. 또한 새로 부임한 수령은 반드시 

이곳에서 가례를 올렸으며 중앙의 관리가 이 고을에 찾아 왔을 땐 이곳에서 

머물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면암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켜 싸웠던 

곳이기도 하다. 

순창 향교

순창군청에서 옥천교를 건너면 교성리 마을이 나오는데 순창 향교는 마을 뒤편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사 전체가 폐허가 되자 1930년 봄에 권병헌이 유림들에게 성금을 거두어 

대성전, 명륜당, 동 서재를 보수하였다. 1965년에 문묘를 중수하였고 1970년에 명륜당을 중수하는 한편 창고를 신축하고 담장을 다

시 쌓았다. 1974년에는 외삼문과 홍살문을 다시 세우고 교사를 수리하였다.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88올림픽 고속 국도광주

담양

정읍

전주

남원

순  창  읍

순창교육
지원청

순창고등학교

순창여자
중학교

순창 경찰서

24

24

순창군청
순창객사

순창향교

전통 고추장 민속 마을
장류 박물관

0 500 m

●  교통편

  순창읍내에서 전통 고추장 정보화 마을 행 일반 버스 이용

   문의: 063-650-1364(순창군청), 063-653-0703(전통 고추장 

마을)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마을 체험] 민속 마을 입주 업체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활용

   [주변 연계 코스]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 마을(장류 박물관)-순창향

교-순창객사 /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Ⅳ 거주 공간의 변화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

을길

I 문의 I  063-650-1364(순창군청),  

063-653-0703(전통 고추장 

마을), http://sunchang.invil.org

I 활동 주제 I  촌락, 산업, 지역 개발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I 관람 안내 I  

_   휴관일: 1월 1일, 추석 및 설날

_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개인(24,000원), 단체(10명 이상 

21,000원 / 신청 인원별 차등)

_   문의: 063-650-5432, http://janghada.com

개관

순창군이 전통 장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순창 고추장의 명성과 전통적 제조 비

법을 이어가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한 마을로, 3년여의 조성 기간을 거쳐 1997

년에 생겨났다. 순창군 곳곳에 흩어져 있던 고추장 제조 장인들을 아미산 자락에 

있는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5번지 일대에 모아 전통 고추장 민속 마을을 만든 

것이다. 마을의 면적은 8만 4,403m2이며 계획적으로 형성된 마을답게 도로와 골

목이 현대식으로 반듯하게 구획되어 있지만 가옥을 모두 전통 한옥으로 짓고 토

종 소나무를 가로수로 조성하여 민속 마을의 이미지를 살렸다.

<지역 개발 과정에서의 지역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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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연감, 2011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제주권

79.5

38.0

47.8 45.0

56.8

38.8 36.6

전국 평균 58.1%
◀ 각 광역 경제권별 재정 자립도

수도권의 재정 자립도만이 전국 평

균을 넘은 것은 1960년대 이후 서

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위주의 

경제 개발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개발의 효과가 주변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와 자

본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지역 

격차가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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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찾아보기

포항제철

밀양 얼음골

안동 하회마을

물건리 방조어부림

울릉도 나리분지

감천동 문화마을

울릉도

독도

동해

남해

0 20 km

울진군
봉화군

영주시

예천군문경시

상주시
의성군

안동시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포항시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경산시

군위군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남해군

칠곡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영천시

경상권

① 영광군 ② 장성군, 함평군 ③ 담양군 ④ 곡성군, 구례군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송이도

해수욕장, 천일염전, 성산리 지

석묘군, 법성포 단오제

장성호, 입암산성, 장성 홍길동 

축제, 함평 나비 축제, 사포 나

루터, 돌머리 해변

죽녹원, 금성산성, 가마골용

소, 소쇄원, 죽양 문화 체험 

마을, 양호

섬진강, 심청 이야기 마을, 섬

진강 천문대, 수락폭포, 노고단, 

산수유 꽃 축제

⑤ 무안군, 신안군 ⑥ 나주시, 화순군 ⑦ 순천시 ⑧ 광양시

증도 우전 해수욕장, 태평염전, 

천일염, 우이도 해안 사구, 독살

나주읍성, 영산강, 나주평야, 영

산포 홍어 축제, 공룡 발자국 

화석, 화순 고인돌군

순천만, 순천 국제 정원 박람

회, 낙안읍성, 송광사, 순천왜

성, 고인돌 공원, 용서폭포

매화마을, 광양 제철소, 마로산

성, 구 광양 읍사무소, 광양 국

제 매화 문화 축제

⑨ 목포시 ⑩ 해남군, 진도군 ⑪ 영암군, 강진군 ⑫ 완도군

영산강 하굿둑, 유달산 기암

괴석, 갓바위, 구 목포 일본 영

사관, 노적봉, 목포 도로 원표

갈두산 봉수대, 땅끝 탑,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전라우수영 

성지, 울돌목, 진도 용장성

월출산 국립 공원, 구정봉, 왕

인 문화 축제, 청자 박물관, 

다산초당, 강진 청자 축제

정도리 구계등, 부흥리 구들

장 논, 보옥리 공룡알 해변, 

개매기 체험, 장보고 축제

⑬ 보성군, 장흥군 ⑭ 고흥군 ⑮ 여수시

대한다원, 비봉 공룡 화석지, 용

추계곡, 오봉산 칼바위, 보성 

댐, 장흥 천문 과학관

몽돌해변, 금탑사 비자나무숲, 

남양리 산성, 영남 용바위, 고흥

만, 우주 발사 전망대

향일암, 금오산 거북등 모형 

바위, 낭도 암석 해안, 안도리 

몽돌 해수욕장, 거북선 축제

① 군산시 ② 익산시

새만금 방조제, 조선은행, 군산

세관, 동국사, 철새 조망대, 뜬

다리 부두, 고군산군도

미륵사지, 익산토성, 화석 전시

관, 두동 편백 마을, 익산 보석 

대축제

③ 전주시, 완주군 ④ 진안군, 장수군

한옥마을, 전주 국제 영화제, 전

주 한지 문화 축제, 완주 와일

드 푸드 축제, 위봉폭포 

마이산, 운일암, 반일암, 용담 

댐, 백운동 계곡, 합미성, 동화 

댐, 의암주 논개 축제

⑤ 무주군 ⑥ 김제시

덕유산 국립 공원, 나제통문, 

용추폭포, 칠연폭포, 무주 양

수 발전소, 무주 반딧불 축제

벽골제, 동진 수리 민속 박물

관, 금산사, 광활 간척지, 지평

선 축제

⑦ 부안군 ⑧ 정읍시

채석강, 적벽강, 변산반도 국

립 공원, 계화도 간척지, 내소

사, 직소폭포

옥정호, 충렬사, 동학 농민 혁

명 기념관, 섬진강 수력 발전

소, 내장산 국립 공원

⑨ 고창군 ⑩ 임실군, 순창군 ⑪ 남원시 ⑫ 광주광역시

고인돌 유적, 선운사, 운곡습

지, 고창 복분자 축제, 고창읍

성, 고창 수박 축제

임실 치즈 테마 파크, 왜가리

서식지, 순창 전통 고추장 마

을, 구장군폭포, 비룡폭포

남원 항공 우주 천문대, 지리

산 국립 공원, 구룡폭포, 뱀사

골, 광한루, 남원성, 춘향제

5 · 18 민주 광장, 무등산 국립 

공원, 광주 세계 김치 문화 축

제, 광주 신창동 유적

전라북도

전라남도

0 500 m

황해

남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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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의 고장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있는 서원이다. 1574년(선조 7) 이황의 학

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의 문인과 유림이 세웠다. 1969년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었다. 서원의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퇴

계의 품격과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도산서원은 

건축물 구성면으로 볼 때 크게 도산서당과 이를 아우르는 도산서원으로 구

분된다. 도산서당은 퇴계선생이 몸소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

고, 도산서원은 퇴계선생 사후 건립되어 추증된 사당과 서원이다.

I 활동 주제 I  지형, 문화, 역사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회마을은 굽이치는 낙동강 물길에 안긴 대표적인 물돌이 마을이다. 물돌이 마을의 

형성은 곡류하는 하천이 빗어낸 다양한 지형 특성에서 기인한다. 곡류 하천은 공격 

사면과 활주 사면이라는 유속과 수심이 서로 다른 지점이 번갈아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공격 사면에서는 침식 작용이 우세한 반면, 활주 사면에서는 퇴적 작용이 활발

하게 나타난다. 하도 내에서 일어나는 침식과 퇴적의 상반된 작용은 하천 유로의 곡

률도를 더욱 증가시키고 곳에 따라서 곡류 절단이라는 극적인 지형 변화를 일으키기

도 한다. 우리나라의 곡류 하도는 하천의 중·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높은 산지와 함께 깊은 계곡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신생

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의 영향으로 형성된 감입 곡류 하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유교 문화 박물관

한국 국학 진흥원의 부속 기관인 유교 문화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

통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이를 토대로 국학 자료의 기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유교’ 전문 박물관이다. 한국 국학 진흥원이 

개별 문중이나 서원 등 민간으로부터 기탁 받아 소장하고 있는 국학 자료들 

가운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엄선하여 전시하고 있다. 유교 문화의 

폭과 깊이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과 풍부한 볼거리를 꾸준히 발굴하여 전

시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이곳도 가보자!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Ⅳ 거주 공간의 변화

I 위치 I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I 문의 I  054-853-0109(안동 하회마을 

보존회), 054-852-3588(마을 

관광 안내), 054-840-6974(문

화관광 해설 안내)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18:00(하절기), 09:00~ 

17:00(동절기)

_   관람료: 일반 1,500원 / 청소년 700원(단체 30

명 이상 일반 1,300원 / 청소년 600원)

_   문의: 054-840-6599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17:30

_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명절 당일

_   관람료: 일반 1,500원 / 청소년 1,000원(단체 

20명 이상 일반 1,000원 / 청소년 700원)

_   문의: 054-851-0800

안동 댐

낙동강 하구로부터 340km 상류 지점에 위치하며, 1971년에 착공하여 1977년에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양수 겸용 발전소이다. 댐

의 높이는 83m, 제방 길이는 612m, 총 저수 용량은 125억 톤, 유역 면적은 1,584km2이며 시설 발전 용량은 9만 KW, 연 발전량은 

89GWh이다. 만수위 때의 면적은 51.5km2이며 수문이 10개 있다. 댐의 첫째 기능은 용수 공급으로 9억 2600만 톤의 각종 용수를 하

류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중 관개용수가 20.1％이다.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화산

안동시

부용대

안동 하회 마을

하회동
탈박물관

병산서원하회겸
암정사

하  회  리

(338m)914

낙동
강

0 500 m

●  교통편

 안동 버스 터미널에서 하회마을 행 46번 일반 버스 이용

 문의: 1588-8228, 054-857-8296(안동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하회마을 일주] 부용대-하회마을 관리 사무소-하회 세계 탈 박물

관-하회마을 고택 탐방-화산 등산로-병산서원

 예상 총 소요 시간: 4시간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하회마을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나만의 하회마을 도록’을 

만들어 보고서를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하회마을을 휘감고 있는 낙동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하천 지형을 촬영하고 사진과 함께 그 특징과 

형성 원인을 보고서로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유교 문화의 고장 안동에 관한 더 많은 유교 문화재를 찾아보고, ‘안동의 유교 문화유산’에 대한 보

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4  몇 개의 모둠을 구성하여 세계 문화유산으로 함께 등재된 경주의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의 공통

점과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해 보자.

공격 사면
(침식)

활주 사면
(퇴적)

구하도

우
각
호

◀  곡류 하천의 형성과 변화

개관

하회마을은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있는 민속 마을로 1984년 중요 민속 자료 

제12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문화 ·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성룡 등 많은 고관을 배출한 양반 고을로 임

진왜란의 피해도 없어서 전래의 유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회마을은 남북 방

향의 큰 길이 나 있는데 이를 경계로 위쪽이 북촌, 아래쪽이 남촌이다. 북촌의 

양진당과 북촌댁, 남촌의 충효당과 남촌댁은 역사와 규모에서 서로 쌍벽을 이

루는 전형적인 양반 가옥이다. 하회마을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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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지키는 호위병 ‘물건리 방조어부림’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방풍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

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독일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여, 독일 이주 시절의 삶과 지난 시간의 감회를 담은 작은 영상 보

고서(사진과 비디오)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다랭이 논의 발달 배경과 특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 곳곳에 분포하는 다랭이 논

의 위치와 사진을 담아 ‘한국의 다랭이 논’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4  원시 어업의 형태인 죽방렴과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어업 방식을 조사하여 분포 지역과 특징을 보

고서로 정리해 보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남해군 물건리 바닷가에 가면 해변을 따라 초승달 모양으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숲을 

볼 수 있다. 이 숲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식재하고 

가꾼 인공림이다. 명칭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조(防潮)’라 함은 

바닷바람, 해일 등을 막아 내륙의 환경을 다스리고 농작물과 사람의 주거 환경에 도

움을 주는 것이며, ‘어부림’이라 함은 바닷고기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

에 증식에 도움을 주는 숲을 말한다. 방조어부림은 크게 볼 때 방풍림에 속한다. 방

풍림은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 바람에 의한 가옥과 농경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한 숲을 말한다. 때로는 서늘한 공기의 유입을 막

아 냉해나 서리의 피해를 막거나, 염풍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기도 한다. 바람이 강한 제주도의 방풍림으로는 삼나무가 많이 이용

되는데 나무의 높이는 대략 4~10m에 이른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방풍림으로 대나무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천(다랭이) 마을

남해군 남면의 남쪽 해안 급경사에 위치한 가천마을은 암수바위와 다랭이 논

으로 유명하다. 일명 삿갓논, 삿갓배미라고도 불리는 다랭이 논은 남해인의 

근면성을 보여주듯 층층이 계단을 이루고 있다. 옛날 어떤 농부가 논을 갈다가 

집에 가려고 삿갓을 들어보니 그 안에 논이 하나 더 있었다는 데서 유래된 삿

갓논은 짜투리 땅도 소중히 활용한 억척스러움을 대변하고 있다. 가천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암수바위이다. 높이 5.9m의 수바위와 4.9m의 암바위로 

이뤄졌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다.              ※ 남면 사무소 055-860-8254, 다랭이 마을 055-863-3427

창선교 원시 어업 죽방렴

대나무 어사리라고도 하며 조선 시대에는 방전으로 불렸다.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서 옛날부터 사용하던 방식으로, 가장 오래된 전통은 경상남도 남해

군 지족해협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족해협은 물길이 좁고 물살이 빨라 어구를 

설치하기에 좋은 곳이다. 어구는 간만의 차가 크고 물살이 세며 수심이 얕은 

개펄에 Ｖ자 모양으로 만든다. 참나무 말뚝을 Ｖ자로 박고 대나무로 그물을 엮

어 물고기가 들어오면 Ｖ자 끝에 설치된 불룩한 임통(불통)에 갇혀 빠져 나가

지 못하게 한다. 물고기는 하루에 두세 번 목선을 타고 들어가 뜰채로 건져내

는데, 신선도가 높아 높은 값을 받고 있다.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남해군청

호구산
군립공원

남해대교

창선도

망운산

국사봉

(786m)

상주온모래

한려해상
국립공원다랭이 마을

노도

조도

호도

평산항

방조어부림

독일마을

창선교(죽방렴)

삼동면

신수도

3

77

0 4 km 남해

●  교통편

  남해 터미널에서 은점, 미조 방면 군내 버스 이용 물건(독일 마을) 

하차

 문의: 055-863-5056(남해 터미널), 055-863-3507(남흥여객)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남해도 일주 코스] 남해대교-가천마을(다랭이 논)-물건리 방조어

부림-독일 마을-창선교 죽방렴

 예상 총 소요 시간: 6시간

독일 마을

독일 마을은 1960년대에 산업 역군으로 독일에 파견되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독일 거주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는 한편, 독일의 이국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1년부터 조성한 곳이다.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와 동천리, 봉화리 일대 약 10만 m2의 부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주택들이 모여 있는 독일 교포 정착 마을은 산과 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동천리 문화예술촌 안에 있다.

개관

물건리 방조어부림은 해안을 따라 펼쳐진 길

이 약 1,500m, 폭 30m의 숲으로 약 300년 전

에 마을 사람들이 심어놓은 것이다. 이곳 숲을 

이루고 있는 식물들로는 높이 10~15m인 팽나

무, 푸조나무, 참느릅나무 등의 낙엽 활엽수와 

상록수인 후박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물건

리 방조어부림은 강한 바닷바람과 해일 등을 

막아 농작물과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적으

로 만들어진 숲이며, 물고기가 살기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 물고기 떼를 유인하는 어부림의 구실도 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

이 파괴되면 동네가 피해를 입는 사실을 알고 숲의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 숲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을 이용한 지혜를 알 수 있는 자

료로서 문화적 가치가 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물건리 방조어부림

I 활동 주제 I  지형, 촌락, 환경, 산업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Ⅳ 거주 공간의 변화

I 위치 I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I 문의 I  055-860-8601(남해군 문화관

광), 1588-3415(관광 안내 콜센

터), http://tour.namhae.go.kr(남

해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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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도시의 감성 ‘ 감천동 문화 마을’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도시 재개발의 목적과 다양한 형태, 그리고 내 고장에서 진행 중인 도시 재개발 사업을 조사하여 보

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도시 재개발을 두고 사회적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재개발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열어

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도시 내의 낡고 오래된 공간을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자신의 견해를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I 활동 주제 I  도시, 재개발, 문화, 관광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자갈치 시장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과 서구 충무동에 있는 수산물 시장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자갈치란 이름은 지금의 충무동 로

터리까지 뻗어 있던 자갈밭을 자갈처(處)라 불렀던 데서 유래하였다. 원래는 현재 부산시청이 있는 용미산 동남쪽 해안과 남포동 건

어물 시장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1930년대 남항이 매립된 뒤 지금의 위치로 옮겨왔다. 이곳의 장이 성장하게 된 것은 1889년 일

본인들이 자국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에 부산 수산 주식회사를 세우면서부터였다. 그곳으로 상인들이 몰리자 자갈치 시장 상인

들도 서서히 근대화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남항에 출어하는 영세 어선들의 어획물을 다루는 영세 상인들이 부산어협 위탁 판매장 주

변에 모여 지금의 자갈치 시장을 이루게 되었다. 

※ 문의: 051-713-8000(부산 시설 공단), http://jagalchimarket.bisco.or.kr(자갈치 시장 홈페이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낙동강 하구둑)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 철새 공원을 보전 관리하고, 자연 생태 전시  

및 체험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개관하였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

터의 주요 업무는 을숙도 철새 공원 보전을 위한 관리, 낙동강 하구 자연 생

태에 대한 전시 안내 교육 연구 조사, 국내외 습지 및 철새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야생 동물 치료 재활 보호 조사 연구 등이다. 낙동강 에코센터에서는 

자연 체험 프로그램(하구 답사, 갯벌 체험, 곤충 관찰, 갈대 체험, 탐조 체험 

등)과 실내 체험 프로그램(조류 관찰 하기, 생물 그림 뜨기, 조류 깃털 및 부

리 비교하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감천 문화 마을은 1950년대 태극도 신앙촌 신도와 6 · 25전

쟁 당시 피난민이 집단 거주하면서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

기까지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산자

락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 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 같은 골목길의 경관은 감천만의 독

특함을 보여준다. 감천의 이런 특색과 역사적 가치를 살리

기 위해 지역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시작한 ‘마을 

미술 프로젝트’는 감천 문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디딤돌이 

되었다. 현재는 연간 5만 여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각

광을 받고 있다.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남구청

영도구청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감천 문화 마을

태종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자갈치 시장

부산항

부산역

우암역 남 구

승학산
(496m)

구덕산
(562m)

봉래산
(395m)

엄광산

구봉산

봉화산

아미산

(504m)

2

2

부산남항

남항대교

다대포항

감천항사하구

백합등
아미산 전망대

낙
동
강

명지 IC

0 2 km

남해

●  교통편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 6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 2, 2-2, 1-1

번 이용 감정초등학교 하차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 6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 1, 1-1번 이

용 감정초등학교 하차

 문의: 051-293-3443(감천 문화 마을 안내)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지역 연계 코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아미산 전망대-감천 

문화 마을-자갈치 시장-태종대 / 하루 코스

태종대

2005년 명승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영도의 남동쪽 끝에 위치하는 해발 고도 

200m 이하의 구릉 지역으로, 부산 일대에서 보기 드문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

으로 된 해식애와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룬다. 옛날에 신선이 살던 곳이라 하

여 신선대라고도 불렸다. 오륙도가 가깝게 보이고 맑은 날씨에는 56km 거리

인 대마도가 희미하게 보이기도 한다.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영도등대가 섬 

남동부의 가파른 해안 절벽 위에 서 있고 부근에 신선대바위, 망부석이 있으며 

순환 관광로의 중간 지점인 전망대에는 이곳 명물인 모자상이 있다.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부산 곳곳에는 6 · 25전쟁 때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달동네, 산동네가 남

아 있다. 산동네를 멀리서 바라보면 산기슭에 층층이 자리 잡은 집들의 색채가 아름

답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부산의 지형적 특징 때문에 가파른 경사의 계단으로 이

루어진 골목길이 많다. 감천동 역시 이러한 지역으로 산기슭을 따라 빼곡히 들어선 

집들은 낡고 오래되어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오늘날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도시 재개발로 인해 속속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내 공간들은 비록 낡았지만 도시민의 삶과 

문화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문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사

라져 가는 이러한 공간들에 벽화와 같은 문화 예술의 새로운 감성을 입혀 철거 재개발 대신 도시 역사를 간직한 현장으로 보존하고 

살아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진행되고 있다.

I 관람 안내 I  

_   예약 시간: 09:00~17:00(1시간 간격)

_   생태 체험 프로그램: 초등학생 이상 동반 가족

_   생태 체험 참가 비용: 5,000원/인

_   참가 방법: 홈페이지 사전 예약(2주일 전)

_   체험 진행 시간: 3~4시간

_   홈페이지: http://wetland.busan.go.kr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Ⅳ 거주 광간의 변화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I 문의 I  051-293-3443(감천 문화 마

을), 051-220-4000(부산광역

시 사하구청 문화관광과)

http://www.gamcheon.co.kr(감천 문화 

마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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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덜바위의 신비 ‘밀양 얼음골’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얼음골 애추와 만어산 암괴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수력 발전의 다양한 형태와 특징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우리나라 수력 발전소의 위치와 특징을 담

은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호박소 주변에서 관찰되는 기반암 하상에 발달한 다양한 지형에 대하여 조사하고, 직접 촬영한 사

진을 담은 지형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환경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밀양 천황산 중턱에 오르면 크고 작은 바위들이 산 사면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장관

을 이루는 너덜바위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산지 곳곳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이

러한 너덜바위 지대를 ‘애추(테일러스)’ 지형이라고 한다. 애추는 산지 사면을 따라 

발달하는 암설이 퇴적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암설이 퇴적되어 있는 사면의 상층부에

는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급애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설들은 바로 이 급애

를 이루는 기반암이 물리적 풍화에 의해 쪼개진 후 중력에 의해 사면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퇴적된 것이다. 암설들은 주로 각력으로 

되어 있고, 애추 사면을 따라 어느 정도 분급이 이루어져서 급애로부터 멀어질수록 크기가 커진다. 대체로 애추 사면에는 식물이 생

장하지 않는다. 만약 식물이 생장해 있으면 암설 공급이 중단되어 애추 사면의 발달이 중지된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말로는 돌서렁, 

너덜바위, 암해(岩海)라고도 한다.

가마불 협곡

얼음골에서 동쪽으로 약 3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마불 협곡은 암가마불폭포와 숫가마불폭포로 이루어져 있다. 산과 산 사이에 

흘러내리는 폭포가 있어 가마부리소라 하고, 흘러내린 계곡 물에 의해 두터운 암반이 침식되어 계곡이 마치 가마솥을 걸어 놓은 아궁

이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얼음골 결빙지에서 동쪽으로 놓인 탐방로를 따라 이동하면 가마불 협곡으로 진입할 수 있다.

호박소

호박소는 얼음골에서 멀지 않은 산내면 삼양리 계곡에 자리한 폭호 지형이다. 계

곡의 물줄기가 폭포 아래로 떨어지면서 형성된 하천 침식 지형으로, 단단한 화강

암의 기반암에 형성되어 더욱 특이하다. 그 모양이 방앗간에서 쓰던 절구의 일종

인 호박을 닮았다 하여 호박소라 불린다. 둘레 30m 규모이며 위쪽에 ‘형제소’가 

자리한다. 이무기가 글을 일고 용이 되어 호박소에 잠겼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

으며, 밀양의 기우처로 가뭄이 들면 기우제가 진행되기도 한다.

삼랑진 양수(수력)발전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양수 발전소로서 전력 계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30만 KW급 발전기 2기를 건설, 총 60만 KW

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순양수식 지하 발전소이다. 전력 생산은 물론 환경과 조화를 이룬 발전 설비로 많은 볼거리와 휴식 공간

을 제공하고 있다. 상·하부 저수지 및 주변 공원은 방문객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력 홍보관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발전소 진입로에서 안태호에 이르는 5km의 벚꽃 터널은 장관을 이룬다. 2008년 5월 완공한 

3,000KW의 태양광 발전 설비도 새로운 관광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 홍보관 방문 및 발전소 견학 문의: 055-350-3286(삼랑진 양수 발전소 홍보관)

만어산 암괴류

만어산 암괴류는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8호로 지정되었다. 만어사 경내에서 바라보면 산 아래로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바위들이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위들의 형상이 흡사 부처 영상이 어린다는 산정의 불영석을 향하여 일제히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여 

‘만어(萬魚)’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크고 작은 반석들은 모두 경쇠 소리가 난다고 하며, 이는 동해의 고기와 용이 돌로 변한 것

이라 전하고 있다. 고려 말기의 일연선사도 이 절을 순례하며 영험한 명찰이라고 일컬었을 만큼 유명한 사찰이고 신비스런 경석이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밀양 얼음골은 1970년 천연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되었다. 천황산 중턱 해발 고도 600m에 위치하며, 동 · 서 · 남쪽의 3면이 수십 미터

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절벽을 이루는 암석은 중생대 말엽에 분출한 안산암이다. 이 암석의 틈에서는 3~4월부터 얼음이 맺

히기 시작하여 7월 말~8월 초에 가장 많은 얼음이 생긴다. 가을로 접어들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날씨가 서늘해지면 얼음이 다 녹

아 바위틈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온다. 이 현상은 겨우내 지속되며 계곡의 물도 얼지 않는다. 이와 같이 결빙 현상이 계절과 정반대인 

것은 암석 속에 틈이 많이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경기도 포천시,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정선

군 등지에서도 발견된다. 

●  교통편

  밀양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산내면 행 시내 버스 이용, 얼음골 버스

정류장 하차(약 25분 소요)

 문의: 1688-6007(밀양 시외버스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얼음골 일대 탐방 코스] 얼음골 애추-가마불 협곡-호박소(폭포와 

기반암 하천) / 예상 총 소요 시간: 3시간

  [인근 지역 연계 코스] 얼음골 애추-삼랑진 수력 발전소(양수식 발

전소)-만어산 암괴류 / 하루 코스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밀양시청

남밀양

밀양

삼랑진 수력 발전소

만어산 암괴류

얼음골 애추
가마불 협곡
호박소

종남산

산성산

용암산

천황산

정각산 재약산낙화산

추화산

구천산 금오산

천태산

향로산

58

24

25

청도

김해
부산창원

울산

경주

0 2 km

1077

1051

69

IC

IC

표충사

얼음골

상동면

부북면

산외면

단장면

상남면 만어사

대
구
 부
산
 고
속
 국
도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I 문의 I  055-356-5640(얼음골 관리 

사무소), 055-359-5639(밀양 

문화관광)

화강암 하상에 발달한 폭호, 호박소 ▶

얼음

테일러스

▲ 애추의 형성 ▲ 얼음골 결빙지(천연기념물) ▲ 얼음골 애추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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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 섬 ‘울릉도 나리분지’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울릉도에 있는 더 많은 인문 · 자연 유산을 찾아 사진과 함께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과의 갈등 배경을 조사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다양한 근거를 직접 찾

아 보고서로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독도 사랑 사진전’을 개최하여 직접 촬영한 울릉도와 독도의 다양한 사진들을 전시, 설명하고 과정

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4  울릉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화산 지형과 특징을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보고서로 작성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환경, 영토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신생대에 들어와 동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해저에서 분출한 

화산이다. 해저의 기저부는 현무암으로 된 순상 화산체이며, 바다위로 드러난 부분

은 종상 화산의 모습을 하고 있어 섬의 해안 지역은 전체적으로 급애를 이루고 있다. 

울릉도 섬 중앙에 위치한 나리분지는 화산체의 분화구가 함몰되면서 형성된 거대한 

칼데라 지형으로 주변에는 성인봉을 비롯한 여러 봉우리가 둘러싸고 있다. 칼데라는 

화구의 일종으로 화산체가 형성된 후에 대폭발이나 마그마 동공의 함몰에 의해 2차

적으로 형성된 분지이다. 칼데라의 형성이 이후 지

하수나 지표수가 흘러들어 호소가 형성된 경우 칼

데라 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는 백두산 천지가 대

표적이다. 나리분지 내부에는 용암 분출로 만들어

진 화구구인 알봉이 솟아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분지 지형인 알봉분지가 있다. 

독도 박물관

독도에 대한 역사와 자연환경 및 식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토 박물관이다. 우리 땅 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를 

찾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역사적 자료와 유물, 사진이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울릉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1997년 삼성문

화재단이 건물을 건립하였다. 소장 자료는 서지학자 사운 故 이종학 선생께서 울릉군에 기증했다. 독도 박물관은 독도 수호 전진 기

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관람 정보 054-790-6432~6(독도 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독도 박물관 홈페이지)

울릉도 투막집

울릉도 나리 투막집은 1940년에 지은 것이지만 울릉도 개척 당시(1882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1986년 12월 11일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가 된 나리 투막집은 울릉도의 

귀중한 문화재 자료로, 1987년 울릉군에서 토지와 가옥을 매입하여 보수 · 관리하고 있

다. 이집은 4칸 ‘一’자 집으로 큰방, 중간방, 갓방이 전부 귀틀 구조로 되어있다. 큰방

과 중간방은 부엌에서 ‘내굴’로 되어 있고, 갓방은 집 외부에 우데기를 돌출시켜 별도

의 아궁이를 설치했다. 집 주위는 전부 우데기를 돌리고 앞부분에는 폭을 넓게 잡은 

축담이 있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포항시에서 약 세 시간 거리에 있는 울릉도는 1882년 개척령이 내려졌을 때만 해

도 인구 116명에 불과한 작은 섬이었다. 그러나 개척이 진점됨에 따라 인구가 급

속히 늘어 1975년 인구 밀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다고 한다. 섬의 형태는 전

체적으로 오각형 형태이며, 동서 길이 10km, 남북 길이 9.5km, 해안선 길이는 

56.5km에 이른다. 512년(신라 지증왕 13) 신라의 이사부가 독립국인 우산국을 점

령한 뒤 우릉도, 무릉도 등으로 불리다가 1915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고 경상북

도에 편입되었다. 교통은 포항, 후포, 묵호 등으로 정기 운항하는 여객선에 의해 

육지와 연결되고 해안을 따라 섬을 일주하는 지방도로가 있다. 예부터 도둑, 공해, 

뱀이 없고 향나무, 바람, 미인, 물, 돌이 많다 하여 3무(無) 5다(多) 섬이라고도 한다.

I 관련 단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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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I 위치 I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I 문의 I  054-790-6454(도동 관광 안

내소), 054-790-6392(울릉도 

문화관광체육과), http://www.

ulleung.go.kr/tour(울릉군 관광 

정보)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나리분지

태하 황토굴

울릉도

탄갓봉

두리봉

가두봉
가두봉등대

미륵산

형제봉
초봉

송곳산 나리산

간두산

동해

봉래폭포, 풍혈

내수전 일출 전망대

독도

독도박물관
독도전망대(케이블카)

공암(주상 절리)
환도유람선

성인봉

현포항

현포전망대

0 1 km

학포항

남양항 시동항
금강원

울릉대아
리조트

남서일몰
전망대

추산항
천부항

관음도
선창선착장

죽도

죽암몽돌해변

남양해변

통구미
몽돌해변

울릉군청

●  교통편

 도동 정류소에서 천부 행 농어촌 버스 이용, 천부에서 나리분지 행 버스로 환승

 문의:  054-790-6454(도동 관광 안내소), 054-790-6392(울릉도 문화관광체

육과)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울릉도 핵심 지역 탐방] 나리분지, 독도 박물관(독도 전망대 케이블카), 내수전 

일출 전망대, 태하 황토굴, 공암(일주 유람선), 풍혈, 성인봉, 독도

 2박 3일 코스

독도

독도의 행정 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로, 바로 옆 울릉도와

의 거리는 87.4km이며 죽변과는 216.8km, 포항과는 258.3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독도는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대략 460만 년 

전부터 약 250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울릉도(약 250만 년 전)보다 약 200만 년, 제

주도(약 120만 년 전)보다는 약 340만 년 앞서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전체 

면적은 187,554m2이다. 독도는 주요 섬인 동도와 서도 외에 부속 도서 89개로 이루

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는 폭 151m(간조시 해안선 기준 최단 거리)로 서로 나뉘어

져 마주보고 서 있다. 

I 찾아가는 길 I  

(주)돌핀해운: 054-791-8111

(주)대아고속해운: 054-791-0801~2

(주)씨스포빌: 054-791-9330~1

(주)울릉해운: 054-791-9901

(주)동해해상해운: 054-791-6886

※ 정기 노선과 비정기 노선 운항

먼저 분출하여 생성
된 화산암층

계속되는 소규모 분출

함몰

화산추가 형성되기도 함

칼데라 호
암반의 균열

비어가는 마그마 방 고갈된 마그마 방 식어가는 잔류 마그마붕괴된 화산 분출구계속되는 분출

▲ 나리분지와 알봉

▲ 칼데라 호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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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용광로 ‘포항제철’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포항제철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조사해 보고,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하

여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철강 제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동해안 일대에서 발견되는 주상 절리 지형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분포와 특징을 보고서로 작성해 

보자.

가이드 4 포항 공과 대학교 학교 탐방을 실시하고, 감회와 함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발표문을 작성해 보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제철은 중화학 공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우리나

라의 제철 공업은 남동 임해 공업 지역(포항과 광양), 수도권 공업 지역(인천), 그리

고 충청 공업 지역(당진) 등 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철 공업이 

이러한 입지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장이 특정한 장소에 자리 잡는 것을 

공업 입지라 한다. 공업은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지

만, 공업마다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입지하려는 장소가 다르다. 공업 입지는 지형, 기후 등 자연적 요인

과 원료, 노동력, 교통, 시장, 정부 정책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공업의 종류, 생산 과정 및 규모 등에 따라 입지 요인

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제철 공업은 주로 철광석, 코크스와 같이 국외에서 대량의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공업

이므로 원료의 수입과 운송이 유리한 적환지에 입지하게 된다. 포항제철 역시 그러한 이유로 원료 수송과 용수 확보에 유리한 영일만 

내에 입지하게 된 것이다.

달전리 주상 절리

포항 달전리의 주상 절리는 옛날 채석장에서 발견되었다. 규모는 높이 약 20m, 길

이 약 100m이다. 이 주상 절리는 단면이 대체로 6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둥은 약 

80 ° 경사에서 거의 수평에 가까운 경사로 휘어져 있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 달전리 주상 절리는 신생대 제3기(약 200만 년 전)에 형성되어 국내 다른 지역

의 주상 절리가 신생대 제4기(약 30만 년 전)에 형성된 점을 감안할 때 특이성이 

있다. 특히 약 20m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돌기둥의 모습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규모이다. 발달 상태가 양호하고 절리의 방향이 특이해 지형 · 지질학적 가치

가 높으며 자연 학습장으로도 활용 가치가 크다. 

국립 등대 박물관

1982년 8월 4일 우리나라 최대의 유인 등대인 호미곶 등대(높이 26.4m)가 지방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자, 당시 영일군에서 건물을 짓고 포항 지방 해운 항만청

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호미곶 등대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1995년 운영권이 영일

군에서 포항 지방 해운 항만청으로 넘어가면서 이듬해 이름이 장기곶 등대 박물

관으로 변경되었다. 2000년 확장 사업을 마무리하여 등대원 생활관, 운항 체험

실, 등대 유물관, 등대 과학관, 해양 수산관, 수상 전시관, 야외 전시관, 테마 공

원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박물관으로 거듭났다. 2002년에는 이름을 국립 등

대 박물관으로 바꾸었다.

POSTECH(포항 공과 대학교)

1986년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 포항 공과 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1994년 포항 공과 대학에서 포항 공과 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

다. 국제적 수준의 고급 인재를 양성함과 아울러 산 · 학 · 연 협동의 실현을 통하여 사회와 인류에 봉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등록

금의 54.2%를 장학금으로 환원하여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구열을 높이고 있으며,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교내에 산업계와의 연구 협력을 위한 산업 과학 기술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도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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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본사)

호미곶 해맞이 공원
(등대 박물관)

포항 공과 대학교(POSTEC)

달전리
주상 절리

안계저수지

동해
용연저수지

포항시청

강동면
연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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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또는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남구 

보건소 방면 버스 이용, 포스코 본사 사거리 하차

  문의: 1666-2313(시외버스 터미널), 1666-6133(고속버스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연계 코스 1] 달전리 주상 절리-포항제철-호미곶 해

맞이 공원(국립 등대 박물관) / 예상 총 소요 시간: 6시간

  [주변 연계 코스 2] POSTECH-포항제철-호미곶 해맞이 

공원(국립 등대 박물관) / 예상 총 소요 시간: 6시간

I 관련 단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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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Ⅶ 다양한 우리 국토

I 위치 I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I 문의 I  054-220-0114(대표 전화)

http://www.posco.co.kr(견학 프로그램 

안내 및 문의)

I 활동 주제 I  산업, 공업 입지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18:00

_   휴관일: 매우 월요일, 추석, 설날 당일, 야

외 전시장은 항시 개방

_   관람료: 무료

_   문의: 054-284-4857

_   홈페이지: www.lighthouse-museum.or.kr
개관

1968년 포항 종합 제철(주)로 설립되어 2002년 3월 15일 지금의 사명(포스코; 

POSCO)으로 변경하였다. 국내 최초의 고로(용광로) 업체로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 2개의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는 1970년 4

월 1일에, 광양 제철소는 1985년 3월 5일에 착공하였다. 1973년 7월 3일 조강

(粗鋼) 연산 103만 톤 규모의 포항제철소 1기 설비를 준공한 이래 꾸준히 설비

를 늘려 2009년 현재 포항 제철소는 고로 5기와 PCI(미분탄취입) 설비, 용광

로 공법을 대체하는 친환경 제철 공법인 파이넥스(FINEX) 2기 등을, 광양 제

철소는 고로 5기와 PCI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2011년 포스코 광양 제철소 하

이밀 공장이 합리화 공사를 마치고 세계 최초의 연 연속 열연 공장을 갖추게 

되어 기존 보다 30% 가량 더 얇은 박판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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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찾아보기

0 10 km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협재굴과 쌍용굴

제주 민속촌

제주 세계 자연 유산 센터

중문 대포 해안 주상 절리

말미오름(두산봉)

제주권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가지산, 강동 화암 주상 절리, 

간절곶, 반구대 암각화, 태화강 

선바위, 울산 석유 화학 단지, 

현대 미포 조선소

부산광역시

금정산 토르, 부산 영화의 전

당, 태종대, 을숙도, 낙동강 삼

각주, 삼락 습지 생태원, 부산 

국제 영화제, 진우도, 몰운대, 

거가대교

대구광역시

비슬산, 팔공산, 달성토성, 강정 

고령보

울릉도

독도

동해

남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0 20 km

①

②
③ ④

⑤

⑦

⑥

①

②

③

④

⑤

⑦

⑥

⑧

① 거창군, 함양군 ② 산청군, 합천군 ③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④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거창 황산 마을 옛 담장, 수승

대, 거열산성 군립 공원, 칠선계

곡, 토속 여류 생태관

지리산 천왕봉, 지리산 양단수, 

산청 양수 발전소, 대장경 기록 

문화 테마 파크, 정양늪 생태 

공원

벽계계곡, 탑바위, 우포늪, 화

왕산, 석빙고, 법수면 늪지, 창

녕함안보

호박소, 얼음골, 만어산 암괴류, 

오천평 반석, 밀양 아리랑 대축

제, 천성산 화엄늪, 가야 문화 

축제

⑤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⑥ 진주시, 고성군, 통영시 ⑦ 창원시, 거제시

화계장터, 섬진강 생태 체험, 죽

방렴, 물건리 방조어부림, 다랭

이 마을, 사천 선상지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상족암, 고

성 자연사 박물관, 한려 해상 국

립 공원, 한산대첩 이순신 광장

군항제, 고현리 공룡 발자국 

화석, 거제 해금강, 학동 흑진

주 몽돌 해안, 옥녀봉

①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②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③ 영덕군, 울진군 ④ 안동시, 의성군

문경새재, 문경 석탄 박물관, 문

경 오미자 축제, 경천대, 백두대

간 숲 생태원, 회룡포, 선몽대

소백산 국립 공원, 죽계구곡, 영

주 선비촌, 선바위, 척금대, 상

계폭포, 영양 산나물 축제

영덕 풍력 발전 단지, 영덕 대

게 축제, 울진 성류굴, 왕피천

하회 마을, 하회 세계 탈 박물

관, 안동 댐, 빙계서원, 제오리 

공룡 발자국 화석, 빙계계곡

⑤ 김천시, 구미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⑥ 청송군, 군위군, 영천시 ⑦ 경산시, 청도군 ⑧ 포항시, 경주시

김천 포도 축제, 구미 전자 정

보 기술원, 무흘구곡, 성주 만

물상, 가야산 국립 공원, 대가

야 체험 축제

주왕산 국립 공원, 백석탄 포

트홀, 청송 양수 발전소,  돌

담 문화 축제, 보현산 천문대

팔공산 갓바위, 영남대 민속

촌, 용산산성, 청도 와인 터널, 

청도읍성 밟기, 청도 소싸움 

축제, 석빙고

호미곶, 포스코, 달전리 주상 

절리, 내연산 계곡, 읍천리 주

상 절리, 양동마을, 경주 역사 

유적 지구

⑨ 울릉군

성인봉, 황토구미, 코끼리바위, 

독도, 촛대바위, 자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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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오름 ‘제주 세계 자연 유산 센터’
제주 돌 문화 공원

제주 특유의 돌 문화를 집대성하여 관 · 민 합작으로 조성한 공원으로, 부지 

면적은 약 100만 평이다. 공원 부지 중 70%는 돌 · 나무 · 덩굴이 어우러져 있

는 곶자왈 지대로 늪서리 · 큰지그리 · 작은지그리 · 바농 · 오름이 펼쳐져 있다. 

공원 조성의 제1원칙을 ‘환경 보존’으로 삼았고, 이 원칙을 토대로 제주의 정

체성, 향토성, 예술성이 살아나는 역사 문화 공원을 조성하였는데, 공원에는 

탐라목석원이 기증한 자료 1만 4,441점을 근간으로 갖가지 돌 전시품이 전

시되어 있다.

I 활동 주제 I  지형, 생태, 환경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제주 세계 자연 유산 센터는 우리나라 최초 세계 자연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

하고 제주 자연 탐방의 거점이자 제주 관광의 핵심 축 역할을 하기 위해 2012년 개관

한 기관이다. 센터에서는 크게 전시 관람 및 교육과 거문오름 생태 탐방을 중심으로 

화산섬 제주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세계 자연 유산

의 핵심인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 성산 일출봉 응회구에 대

한 정보를 모형, 영상, 실물 전시를 통해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재현하고 있다. 

또한 기획 전시실, 4D 영상관, 가상 체험관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거문오름 탐방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내 

설치된 탐방로(정상 코스, 분화구 코스, 능선 코스)를 따라 해설사와 동행하며 세계 자연 유산으로서 거문오름의 지형과 생태 특징에 

대하여 살아 있는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산굼부리

1979년 6월 18일 천연기념물 제263호로 지정되었다. 깊

이 100~146m. 지름 동서 544m, 남북 450m. 바깥 둘레 

2,067m, 안 둘레 756m이다. 한라산의 생성과 시기를 같

이하여 그 산정에 발달한 화구호 백록담과 비슷한 모습이

다. 화구 내 지형과 일조량의 차이로 인해 한정된 분화구 

안에 온대림, 난대림, 상록 활엽수림, 낙엽 활엽수림이 공존하고 있어 학문적으로 희귀한 연구 대상이다. 

이곳도 가보자!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I 문의 I  064-710-8980(제주 세계 자연 

유산 센터), http://wnhcenter.

jeju.go.kr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18:00(연중무휴)

-   관람료: 일반 5,000원 / 청소년 3,500원(단체 

10명 이상 일반 4,000원 / 청소년 2,800원)

※ 온라인 구매 할인 적용

_   문의: 064-710-7731

I 관람 안내 I  

_   관람료: 일반 1,500원 / 청소년 800원

(단체 일반 1,200원 / 청소년 600원)

_   소요 시간: 약 1시간

_   문의: 054-851-0800

비자림

비자림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위치해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374호이다. 수령이 

500~800년인 오래된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하늘을 가리고 있는 매우 독특한 숲

으로, 단일 수종의 숲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숲의 가장자리에는 비자나

무의 할아버지로 불리는 ‘천년의 비자나무’가 있는데, 이 비자나무의 키는 14m, 가슴 

높이 둘레 6m, 수관 폭 15m이며 수령 820년 이상으로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비자나

무로 알려져 있다. 비자나무 숲 속의 산림욕은 피톤치드로 알려진 물질이 흘러나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로 해소 및 인체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0 2 km

제주 돌 문화 공원

산굼부리

다랑쉬오름
(월랑봉)

제주 세계 자연 유산 센터
거문오름

1136

1136

1112

1112

97
모구리오름

본술산

개오름

백약이오름

아부오름 거미오름

용눈이오름

비자림

●  교통편

  제주 종합 터미널에서 번영로 노선 버스 탑승 후, 거문오름 입구 하

차(도보 10분)

 문의: 064-753-1153(제주 종합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연 연계 코스] 제주 돌문화 공원-산굼부리-제주 세계 자연 유산 

센터-다랑쉬 오름 / 하루 코스

개관

거문오름은 한라산체의 측면에 발달한 기생 화산(측화산)이다. 해발 456.6m이며 오름 분화구의 형태는 등성이를 기준으로 동, 서

로 나누어져 있는 복합형이다. 거문오름은 숲으로 무성하게 덮여 있어 검게 보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신(神)을 뜻하는 ‘검’

에서 유래되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한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오름과는 하나의 오름으로 이어지면서 동~서, 남~북으로 

잔잔한 물결 무늬를 이루고 있다. 분화구(굼부리)의 중심에서 유출된 용암류의 침식 계곡의 길이가 도내 최대 규모인 4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문오름의 화산체에서 흘러나온 용암류가 북동쪽 해안가의 20여개 동굴의 직접적인 근원지로 인정됨에 따라 

2005년 1월 전국 최초로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4호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되었다.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가치

와 특징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거문오름 지역에서 자연 정화 활동을 펼치고, 소중한 자연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에 대

하여 감상문을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체험 프로그램 내에서 소개받고 학습한 거문오름 생태계의 특징을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보고서

로 정리해 보자.

①   거문오름 정상(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를 

만든 화산의 분화구가 한눈에 보이는 

곳)

② 화산탄

③ 용암 함몰구

④   수직굴(항아리 모양의 독특한 용암 동

굴)

⑤ 숯가마 터

<거문오름 탐방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형과 생태>

▲ 산굼부리



88 89

산담과 밭담의 풍경 ‘말미오름’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말미오름 정상에서 관찰 가능한 다양한 자연 · 인문 현상을 촬영하여 교내에서 지리 사진전을 개최해 

보고, 과정과 소감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2  섭지코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고, 관광 자원의 개발이 지니는 양면성에 대해 토론하여 보고

서로 정리해 보자.

가이드 3 제주 각지에 분포하는 다양한 오름을 조사하여 그 형태와 특징을 분류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말미오름(두산봉)은 제주 올레길 1코스의 시작 지점에 위치한 화산체이다. 이곳은 화

산체 자체로도 학술적 가치가 크지만 말미오름 정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제

주도의 전통 문화 경관 또한 일품이다. 오름 주위로 펼쳐진 넓은 평지에는 ‘밭담’과 

방풍림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으며 말미오름의 내측 화산체인 알오름의 사면에는 가

지런하게 정리된 ‘산담’을 찾아볼 수 있다. 밭담과 산담은 돌이 많은 제주도의 특성을 

지혜롭게 극복한 전통 유산이다. 밭담은 농경지를 개간하면서 나온 수많은 돌을 활

용해 바람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변 밭과의 경계석으로 활용하고자 쌓

아 올린 담이다. 그리고 밭담은 초지에 방목한 가축들이 조상의 묘를 훼손하지 못 하

도록 묘지 둘레에 쌓아 올린 담으로 열악한 환경을 지혜롭게 헤쳐나간 제주민의 삶

을 잘 보여준다.

성산일출봉

성산반도 끝머리에 위치한 성산일출봉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해저에서 폭발 후 육상으로 드러난 수성화산체

인 성산봉은 커다란 사발 모양의 평평한 분화구가 섬 전체에 걸쳐 있다. 3면이 깎아지른 듯한 해식애를 이루며 분화구 주변에는 99

개의 바위 봉우리가 둘러 서 있다. 그 모습이 거대한 성과 같다 하여 성산이라 하며 해돋이가 유명하여 일출봉이라고 한다. 분화구 

안은 풀밭이 펼쳐져 커다란 원형 경기장을 방불케 한다. 이 풀밭은 예부터 성산리 주민들의 연료 및 초가 지붕을 이는 띠의 채초지와 

방목지로 쓰여 왔기 때문에 나무는 거의 없고 억새 띠 등이 식물 군락을 이루고 있다. 본래는 육지와 떨어진 섬이었으나 너비 500m 

정도의 육계사주가 1.5km에 걸쳐 발달하여 일출봉과 본섬을 이어 놓았다.

섭지코지

섭지코지는 신양해수욕장에서 2km에 걸쳐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 있다. 섭

지란 재사(才士)가 많이 배출되는 지세란 뜻이며 코지는 곶을 뜻하는 제주 방

언이다. 뱃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바닷가 쪽의 고자웃코지와 해수욕장 가까

이에 있는 정지코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은 해수면의 높이에 따라 물속에 

잠겼다 나타났다 하는 기암괴석들로 절경을 이룬다. 높이 30m, 둘레 15m의 

선녀바위가 솟아 있는데 이는 붉은오름의 잔류 화구 지형으로 화산암경이라

는 지형이다. 전설에 따르면 용왕의 아들이 이곳에 내려온 선녀에게 반하여 

선녀를 따라 하늘로 승천하려다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 그 자리에서 선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어려 있다. 

이곳도 가보자!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종달리 염전터

시흥 초등학교
올레길 1코스 출발점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1132

알오름
  (종달)

두산봉
 (말미오름)

식산봉
  (바오름)

노루못굴

성산포항

0 1 km

●  교통편

  제주 종합 터미널에서 동일주 노선 버스 이용, 시흥초등학교 앞 하

차(도보 20분)

  문의: 064-753-1153(제주 종합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말미오름 탐방] 올레길 1코스 활용

  [주변 연계 코스] 말미오름-종달리 소금밭-성산일출봉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종달리 소금밭

소금밭은 제주도 해안의 암반이나 모래밭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하던 장소로 염전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강우일이 많아 소금 생산

이 불리한 지역이다. 예부터 소금이 몹시 귀하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말, 말총, 귤, 해산물 등을 육지부의 소금과 교환하여 사용했

다. 종달 염전은 제주도 염전의 효시인 동시에 소금 생산의 주산지였다고 할 수 있다. 1900년대 초 종달리 마을 353호 가운데 160명

이 소금 생산에 종사했고, 소금을 생산하는 가마도 46개나 있었다고 한다. 종달리의 소금밭은 동네의 논밭 터였다. 이곳은 지형적 특

성상 만입부에 넓은 사빈이 발달하여 염전 조성이 유리하고 근처에는 지미봉, 두산봉 등 오름과 야산이 해안에 인접해 있으므로 쉽게 

연료(땔감)를 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

개관

말미오름은 해발 145.9m인 기생 화산으로, 분화구의 형태는 복합형이다. 말미오름

은 앝은 바다 속에서의 화산 분출 활동으로 생겨난 응회환의 수중 분화구가 퇴적층

을 생성하여 성장한 후 육상으로 융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름의 명칭은 땅 끝

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말미(尾)라는 이름을 붙여 말미오름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생

긴 모양이 됫박 같이 생겼다하여 말두(斗)를 써서 말산봉(말선봉), 두산봉이라 하기

도 한다. 오름의 북쪽과 동쪽, 남쪽 사면은 가파른 낭떠러지가 형성되어 있어 지질학

적 연구 대상으로 중요하며, 북쪽과 서쪽 사면은 완만한 구릉을 이루고 있다. 말미오

름에는 환경부가 특정 야생 식물로 지정한 왕초피, 개상사화가 식생하고 있으며 참

억새와 야고 등도 집단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다.

I 활동 주제 I  지형, 촌락, 문화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Ⅳ 거주 공간의 변화

I 위치 I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

읍 시흥리와 구좌읍 종달리

I 문의 I  064-740-6000(제주 관광 공사)

▲ 말미오름에서 본 성산 일출봉과 밭담 

▲ 붉은오름과 선녀바위(화산암경)

선녀바위 붉은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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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동굴에 피어난 종유석 ‘ 협재굴과 쌍용굴’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제주도 곳곳에 자리한 용암동굴을 더 조사해 보고 그 특징과 가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둠을 나누어 토론회

를 열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관광, 생태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비양도

비양도는 죽도라고도 하는데 섬이자 기생화산이다. 높이는 해발 114.7m이고 비고

는 104m이다. 한림항에서 북서쪽으로 5km, 협재리에서 북쪽으로 3km 해상에 자

리 잡고 있다. 고려 시대인 1002년(목종 5) 6월 제주 해역 한가운데에서 산이 솟아 

나왔는데 산꼭대기에서 4개의 구멍이 뚫리고 닷새 동안 붉은 물이 흘러나온 뒤 그 

물이 엉키어 기와가 되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에 비

양봉에서 어떤 화산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비양도 탄생 천년을 

맞이하여 축제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굴은 셋굴 · 섯굴 · 서굴 · 섭재굴이라고 불리는 위종유굴이다. 길이 160m, 높이 2~6.5m에 너비가 12m 내

외인 이 굴은 옛 문헌에는 적혀 있었으나 굴의 입구가 막혀 위치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1955년 11월 15일 제릉국민학교의 한 교사가 

6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충혼묘지를 꾸미다가 입구를 발견했다. 1971년 9월 31일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되었다. 쌍룡굴은 징거

머리굴이라고도 부르는데 협재굴 위쪽인 협제리 산 2646번지에 있다. 길이는 380m, 너비 3~5m, 높이 2~3m에 이르는 이 굴 안은 

동서 방향 둘로 갈린다. 서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둘로 나뉘는데 황금굴 또는 소천굴이라고도 부른다.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협재

금능으뜸원

비양도

한림읍한림공원한림공원

협재

금능으뜸원

1116

1120

1132

밝은오름

한림항한림항

0 500m

●  교통편

  제주시 종합 터미널에서 서일주 시외버스 이용, 협재해수욕장 하차

(도보 이동 5분)

  문의: 064-753-1153(제주 종합 터미널)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협재굴, 쌍용굴 탐방] 한림공원 내 관람 코스 활용

  [주변 연계 코스] 한림항-비양도-협재해수욕장-한림공원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한림공원

창업자 송봉규가 1971년 협재리 바닷가의 황무지 모래밭을 사들여 야자수

와 관상수를 심어 가꾼 사설 공원이다. 1981년 공원 내에 매몰되었던 협재굴

의 출구를 뚫고 쌍용굴을 발굴하여 두 동굴을 연결한 뒤 1983년 10월 공개하

였다. 1986년에는 아열대 식물원을 준공하고 1987년 재암 민속 마을, 1996

년 수석 전시관, 1997년 제주석 분재원을 잇달아 개원하였다. 아열대 식물원

에는 제주도 자생 식물과 워싱턴야자, 관엽 식물, 종려나무, 키위, 제주감귤, 

선인장 등 2천여 종의 아열대 식물이 자라고 있다. 제주석 분재원에는 기암

괴석과 소나무 모과나무 등의 분재가 전시되어 있으며, 야외 휴양 시설 등도 

갖추었다.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한림공원 내에 위치한 협재굴과 쌍용굴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용암 동굴 중 하나이

다. 용암 동굴은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지표면을 흘러내릴 때 용암의 표면이 먼저 

굳은 뒤 내부의 용암이 흘러 빠져나가 만들어진 동굴로, 오늘날 화산 동굴(크게 용암

동굴, 화도동굴, 리프트 동굴로 분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용암 동굴이 만들어지

려면 몇 가지 물리적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용암의 양이 많고 고온이며 점성이 약

해 약간 경사진 지면에서도 흐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용암이 분출하여 흐르기 전에 기반이 어느 정도 평면 또는 용암이 모일 수 있

는 긴 평면의 계곡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용암동굴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이색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이는 바로 석회암 동굴에서 발달하는 이차 생성물(종유석, 석순 등)이 용암동굴 내부에서 발견되는 ‘위종유굴’이라는 것이다. 위

종유굴은 해변을 중심으로 쌓여 있는 패사 퇴적층에서 기인한 다량의 석회질 성분이 지하수와 빗물의 작용으로 동굴 천정의 절리 틈

을 타고 흘러내려 형성된 것으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학술적 가치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위종유

굴로는 협재굴과 쌍용굴, 당처물동굴, 황금굴 등이 있다.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8:30~18:00, 하계(08:30~19:30)

_   휴관일: 연중무휴

_   관람 소요 시간: 약 2시간

_   관람료: 일반 9,000원 / 청소년 6,000원(단체 

30명 이상 일반 7,000원 / 청소년 4,500원)

_   문의: 064-796-0001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I 문의 I  064-796-0001(한림공원 안내

소)

▲ 용암동굴의 형성 과정 ▲ 협재굴 내부

협재해수욕장에서 본 비양도 ▶ 

고산리 수월봉(탄낭구조)

협재해수욕장의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사화산으로 동쪽에는 300ha가 넘는 평야 

지대가 있다. 산체의 서반부는 연안 조류와 해식 작용으로 깎여 1.5km의 절벽이 

병풍을 두른 듯 장관을 이룬다. 정상부는 넓은 용암 대지이며 사방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수월정과 고산리 기상대가 있다. 고산리 일대는 과거 제주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벼농사 지역이었으며, 주변에 선사 유적지가 있다. 수월봉의 가장 큰 볼거리

는 북쪽 해안의 절벽을 따라 관찰되는 ‘탄낭 구조’ 지형이다. 탄낭 구조는 화산 쇄

설물이 식어 채 굳어지기 전에 화산 폭발에 의해 발생한 크고 작은 화산탄과 바위

들이 날아와 박혀 형성된 주머니 모양의 독특한 지형이다. ▲ 탄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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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이 만든 기암괴석 ‘중문 주상 절리’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중문 대포 해안 주상 절리대부터 갯갓 주상 절리대까지 이어진 올레 8코스를 직접 걷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지형 자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우리나라 곳곳에 분포하는 주상 절리 지형의 위치와 형성 시기의 특징을 조사하여 지도에 표시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보자.

가이드 3  제주도 해안에 분포하는 사구 지형의 분포도를 작성하고 제주도 해안 사구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지형, 관광, 환경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중문 관광 단지 내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바다와 마주한 해안에 펼쳐진 멋진 광경

을 목격하게 된다. 이곳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은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다각형

의 암석 ‘주상 절리’이다. 주상 절리는 암괴나 지층에서 기둥 모양의 절리가 지표에 

대해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용암이 분출되어 굳어진 화산암 지역

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상 절리의 형성 원인은 다음과 같다. 뜨거운 용암의 평탄면이 동시에 냉각될 경우, 수축은 그 표면

에서 여러 방향으로 등질적으로 일어난다. 이 상태는 역학적으로는 마치 수축이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중심점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

과 똑같은 현상이다. 이같이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중심점을 향하여 수축이 일어날 때 각 중심점 사이의 중앙부에서는 양쪽으로 직각 

방향의 균열이 발생하며 그 균열은 상호 교차되어 일반적으로 6각형의 패턴을 이루어 주상 절리를 형성하게 된다. 현무암이나 조면

암이 두껍게 덮여 있는 지역에서 평면 형태가 6각형인 형태의 주상 절리가 수십 m의 높이로 발달해 있다. 

천제연 폭포

중문 관광 단지에 있는 천제연 폭포는 옥황상제의 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밤마다 옥황상제를 모시는 칠선녀가 폭포에 와서 목

욕을 하고 놀다간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천제연 폭포로 올라가는 계곡에는 칠선녀를 조각한 선임교가 놓여 있다. 3단으로 이루

어진 폭포로 중문동 위쪽 산기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바다를 향해 내려오며 22m 높이에서 떨어져 제1폭포를 만들고, 그 폭포는 다

시 수심 21m의 소를 이루고 제2폭포, 제3폭포를 만들며 바다로 흘러간다. 제1폭포의 양쪽은 우거진 상록수와 덩굴식물, 관목류가 무

성하게 자라고 희귀 식물인 송엽란, 담팔수 등이 자생하는 난대림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378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미지 식물원

‘아름다운 땅’이란 뜻을 담은 여미지 식물원은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

나 한 번쯤은 둘러보는 명소로, 커다랗고 특이하게 생긴 온실 식물원이 이곳

의 상징이다. 온실 식물원으로 들어가면 안에는 화접원, 수생 식물원, 다육 

식물원, 열대 식물원 등 여섯 가지의 주제로 식물을 전시하고 있다. 화접원

에서는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구근베고니아를 볼 수 있으며, 수생 식물원에

서는 다 자라면 잎의 크기가 2m에 달한다는 빅토리아 수련이 눈길을 끈다. 

또 열대 식물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나, 망고 등을 비롯해 최근 인

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까지 다양한 과수들이 자라고 있다. 

갯갓 주상 절리대

서귀포시 상예동 해안에 자리한 갯갓 주상 절리는 중문 색달해변의 서쪽에 위

치한다. 24시간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 중문 대포 해안 주상 절리대를 멀리서

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이곳 갯갓 주상 절리대는 가까

이 다가가서 주상 절리의 형태 그대로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곳

이다. 다람쥐 굴이라는 작은 해식 동굴 입구가 있으며 올레길 8코스에 위치한

다. 이곳 올레길은 해병대가 직접 깔았다고 해서 해병대길이라고 한다. 해안

선을 따라 바다와 절벽 그리고 몽돌이라고 불리는 큼지막하고 동글동글한 자

갈 해변을 접할 수 있다.

※ 입구가 가파라 폭풍이나 우천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탐방에 주의를 요함.

이곳도 가보자!

개관

신이 다듬은 듯 정교하게 겹겹이 쌓인 육각형의 돌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

는 중문 관광 단지 동부 지역 해안의 주상 절리는 자연의 위대함과 절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천혜의 자원으로 천연기념물 제443호이다. 주상 절리에 

파도가 심하게 일 때는 높이 20m 이상 용솟음치는 장관을 연출한다. 중문 관

광 단지는 천혜의 절경과 함께 하는 테마 여행지로 각광 받으면서 여행객이 연

중 붐비는 곳이다.

●  교통편

  제주공항 또는 서귀포에서 600번 버스 이용 국제 컨벤션센터 앞 하

차(도보 이동)

  문의: 064-713-7000(삼영교통)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주변 연계 코스] 중문 대포 해안 주상 절리-천제연폭포-중문 색달

해변 해안 사구-갯갓 주상 절리대-여미지 식물원

 예상 총 소요 시간: 5시간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0 500m

중문 관광 단지

1139천제연 폭포

여미지식물원

중문 색달해변
해안 사구

ICC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중문중학교

중문우체국

예래동
주민센터

중문초등학교

대포해안 주상 절리대

갯갓 주상 절리대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I 위치 I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I 문의 I  064-738-1521, 064-740-

6000~2(제주 관광 공사)

표면 저온(냉각진행)

표면 고온(용융상태) 수축 중심점을 향한 표면 냉각의 진행

열
의 

이
동

▲ 중문 대포 해안 주상 절리

I 관람 안내 I  

_   관람 시간: 09:00~18:00(옥외 정원은 일몰까

지 감상 가능)

_   관람료: 일반 9,000원 / 청소년 6,000원(단체 

30명 이상 일반 6,000원 / 청소년 4,000원)

_   문의: 064-735-1100

◀ 주상 절리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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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의 축소판 ‘제주 민속촌’

활동 보고서 가이드

가이드 1   제주 민속촌에서 학습한 제주도 전통 취락의 특징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제주도의 전통 

취락’이란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2  모둠별로 제주도의 전통 생활양식과 문화에 관하여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 발표회를 열어 보자.

가이드 3  우리나라 각 지역의 전통 가옥의 특징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민속촌에서 관찰한 제주도의 전통 가

옥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가이드 4  제주도의 화산체 형성 과정과 지형 발달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나열한 제주도 지형 · 지질 연대표를 

만들어 보고서로 정리해 보자.

I 활동 주제 I  촌락, 문화, 관광    I 활동 영역 I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제주 민속촌에서는 1890년대 제주도의 촌락과 문화 경관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재현되어 있는 제주의 전통 촌락과 가옥은 크게 산촌, 중산간촌, 어촌, 무속 신앙촌, 

제주영문(관아)으로 구분된다. 제주도 산촌은 해발 300m 이상의 한라산 준평원 지

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반농반목의 생활 형태를 보인다. 중산간촌은 해발 100m에서 

300m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구릉 평야 지역으로 농업 위주의 생활을 하였다. 오늘

날 관광이 주산업이 되기 이전에는 문화·행정의 중심지였다. 물이 귀한 제주에서는 

자연 용출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00m 이하의 마을에 어촌이 형성되었다. 어촌 주민의 주 생업은 어업이었지만 반농반어에 가

까운 편이었다. 제주, 화북, 조천 등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배가 드나들던 관문으로, 정치·경제의 중심을 이루었다.

정방 폭포

1995년 8월 26일 제주 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8월 8일 명승 제43

호로 변경되었다. 한라산 남쪽 기슭에 발달한 폭포로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 폭포이다. 여름에 멀리서 바라보면 더욱 멋지다고 하여 ‘정방하

폭’이라고도 하며 혹은 ‘정방관폭’이라고도 한다. 천지연 폭포, 천제연 폭포와 더

불어 제주도 3대 폭포 중의 하나이며, 제주 영주 십이경 중 하나이다. 폭포 높이 

23m, 너비 10m 정도이고 보호 면적은 10,529㎡이다. 폭포 양쪽에 주상 절리 암벽

이 발달하였고 노송이 우거져 있다.

천지연 폭포

길이 22m, 너비 12m(증수기), 못의 깊이 20m. 조면질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주상 절리에서 세찬 옥수가 떨어지는 경승지이다. 폭포 

일대는 뛰어난 계곡미로도 제주에서 손꼽히는 곳인데, 이 계곡에는 아열대성, 난대성의 각종 상록수와 양치식물 등이 조밀하게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룬다. 특히 이곳에 자생하는 아열대성 상록수인 담팔수 몇 그루는 이곳이 담팔수의 북한계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희

귀시되어 천연기념물 제163호로 지정되어 있고, 그 밖에도 가시딸기, 송엽란 같은 희귀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어 계곡 전체가 천연기

념물 제379호로 보호되고 있다. 

서귀포층 패류 화석 산지

서귀포층 패류 화석은 천연기념물 제195호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신생대 플라이

스토세 초기(약 100만 년 전)의 해양 퇴적층으로서 서귀포시 서흥동 해안 절벽을 

따라 두께 36m, 길이 약 1km에 걸쳐 노출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연체동물 화석을 

비롯하여 완족류, 유공충, 개형충, 성게, 해면, 산호, 상어 이빨, 고래뼈 등의 다양

한 해양 동물 화석이 산출된다. 서귀포층의 화석과 지층으로부터 고 환경을 분석

한 결과 이층은 얕은 바다에서 따뜻한 해류가 지배적인 환경 하에서 퇴적된 것으

로 추정되고 있으나 빙하성 해수면 변동을 받아 차가운 해류의 영향도 받은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

이곳도 가보자!

개관

제주 민속촌은 1890년대를 기준 연대로 삼아 제주도 옛 문화와 역사를 원형 그대로 생생하게 되살려 놓은, 제주에서 가장 제주다운 

공간이다. 100여 채에 달하는 전통 가옥은 실제로 제주도민들이 생활하던 집과 돌, 기둥 등을 그대로 옮겨와 완벽하게 복원해 놓은 

것으로 제주도의 산촌, 중산간촌, 어촌을 비롯하여 무속 신앙촌, 제주 관아 등을 재현해 놓았다. 또한 목공예, 서예, 서각, 대장간, 혁

필공예 등 전통 민속 공예 장인들이 직접 옛 솜씨를 재현하고 있는 공예방에서는 우리의 옛 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제주 민속촌은 제

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I 관련 단원 I  

고등학교 한국지리

Ⅳ 거주 공간의 변화

Ⅶ 다양한 우리 국토

I 위치 I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

면 표선리

I 문의 I  064-787-4501~2(제주민속

촌), http://www.jejufolk.com(제

주민속촌 홈페이지)

교통편 및 현장 체험 경로

0 500m

걸매생태공원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천지연폭포

새섬

외돌개(시 스택)

정방폭포

서귀포층
패류 화석 산지

서귀포중학교

하논

삼매봉

서귀포항

제주
민속

촌
●  교통편

  제주공항 또는 제주 종합 터미널에서 제주 민속촌 행 버스 운행(표

선 행 시외버스 이용)

  문의: 064-787-4501~2

●  추천 현장 체험 경로

  [제주 민속촌] 민속촌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활용 / 반나절 코스

   [서귀포 남동 코스] 제주 민속촌-정방 폭포-서귀포 패류 화석 산

지-천지연 폭포-외돌개 / 하루 코스

◀ 제주도 중산간촌의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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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찾아보기

0 10 km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녕사굴, 성산일출봉, 삼양동 선사 유적지, 거문오름, 만장굴, 비양도, 우도, 한라산 국립 

공원, 수월봉, 다랑쉬오름, 협재굴, 쌍용굴, 황금글, 올레 제1코스, 섭지코지, 비자림, 산굼

부리, 두산봉, 말미오름, 삼성혈, 백록담, 별방진, 제주성지, 어승생악

서귀포시

산방산, 송악산, 마라도, 추자도, 대포동 주상 절리, 용두암, 쇠소깍, 천지연 폭포, 정방 폭

포, 천제연 폭포, 외돌개, 중문 색달해변, 갯깍 주상 절리, 여미지 식물원, 성읍 민속 마을, 

용머리 해안, 올레 10코스, 알뜨르 비행장, 사계 화석 발견지, 곶자왈, 안덕 계곡, 엉또 폭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