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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선

25분
오크밸리 리조트
Oak Valley Resort

20분
뮤지엄 산
Museum SAN

20분
동화마을 수목원
Donghwa Village Arboretum 25분

허브팜
Herb Farm

5분
곤충마을박물관

Bugsvill

15분
돼지문화원
Pig Cultural Center

30분
한지테마파크

Hanji Theme Park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Wonju Sogeumsan Suspension Bridge

< 간현관광지 내 >

현위치

40분
구룡사

Guryongsa Temple

30분
박경리문학공원
Pak Kyongni Literature park

원주시 콜센터 Wonju City Call Center  033-742-2111
관광안내소 콜센터 Tourist Information Center Call Center  033-733-1330
간현관광지 관리사무소 Ganhyeon Tourist Site Administration Center  033-731-4088
원주시 관광과 Wonju City Tourism Division  033-737-5123

만종역

원주역

원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
Intercity Bus Terminal
Express Bus Terminal 

 수원  대구

30분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
Wonju Jungang Market

25분
행구수변공원
Haenggu Waterside Park 

30분
행구동 카페거리
Haenggu-dong Cafe Street

30분
관음사
Gwaneumsa Temple

30분
강원감영
Gangwon Gamyeong

원주시청
Wonju City Hall

원주관광
Wonju Tour

운영시간 09:00~18:00(동절기 17:00)

10분
조엄기념관
Joeom Memorial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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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5분
원주레일파크
Wonju Ra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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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역

단계택지 Dangye Street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가득!

원주맛집
Famous Restaurant

Wonju City tour 
with Soguemsan Suspension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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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Wonju Sogeumsan Suspension Bridge

원주의 대표적 관광 콘텐츠인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는 길이 200m, 

높이 100m, 폭 1.5m로 공중에서 느끼는 아찔함은 원주의 대표 

관광지로 부족함이 없으며,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서는 섬강의 

빼어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26(간현관광지)

연  락  처 033-733-1330

운영시간 09:00~18:00(동절기 17:00)

입  장  료 3,000원(원주시민 1,000원)

  1인당 입장료 3,000원 중 2,000원을 

 원주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원주사랑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5F   원주레일파크  
Wonju Rail Park

지정면 간현로 163     033-733-6600

원주레일파크는 구 간현역에서 판대역을 오가는 코스로 

코스 자체가 내리막 경사선로라 여유롭게 멋진 자연

경관을 관람할 수 있으며, 푸른산과 고요히 흐르는 강

줄기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한다. 6개의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이벤

트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는 고함 터널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산과 강 그리고 기찻길 등 낭만이 가득한 원주레일

파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추억을 얻어

갈 수 있는 곳이다.

5H   동화마을 수목원
Donghwa Village Arboretum

문막읍 동화골길 170    033-746-8511 

원주 최초의 공립수목원으로 146ha의 면적에 1,070종 

13만 7,137본의 수목유전자원이 식재되어 있어 푸른 

자연을 만끽하기 좋다. 수목원 옆으로는 둘레길이 조성

되어 있는데, 3.5km의 자작나무길과 7km의 진달래·철쭉

길이 시민들을 맞이한다. 다소 가파른 둘레길을 대신해 

경사로에는 지그재그로 나무 데크를 놓아 노인이나 

어린아이들도 쉽게 걸을 수 있도록 했다. 방문자센터

에서는 영상교육실과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어 각종 

자료와 작품들을 즐길 수 있고 방문자센터 뒤편으로는 

다양하게 분류된 식물을 접할 수 있다.

3C   뮤지엄 산
Museum SAN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033-730-9000

일본의 현대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전시관

으로서, 자연과 공간, 예술의 조화를 주제한 다양한 전시

관을 볼 수 있으며 대자연 속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소통과 삶의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다. 

Museum SAN(Space, Art, Nature)은 사계절 시시

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품에서 문화와 예술의 선율을 

느낄 수 있는 전원형 뮤지엄이며 종이와 미술을 근간으로 

비디오 아트에서 라이팅 아트까지, 대자연 속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진정한 소통과 삶의 가치를 끊임없이 발견

하는 살아 있는 뮤지엄으로 나아갈 것이다.

4B   오크밸리 리조트  
Oak Valley Resort

지정면 오크밸리2길 58  033-730-3500

강원도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서 유럽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이국적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오크밸리는 수려

한 자연 경관과 다이내믹한 골프코스, 스릴과 안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스키장, 고객 편의를 위한 각종 레저

시설 및 편의시설, 지중해 유럽풍의 콘도미니엄과 격조 

높은 서비스를 고루 갖춘 선진형 리조트다. 대자연 위에 

문화, 스포츠가 어우러진 감동의 세계를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자연을 살린 코스 디자인과 친환경 코스관리, 

수많은 예술작품들과 코스의 조화, 다양한 이벤트까지 

편안한 휴식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7H   허브팜 (매년 1월 ~ 3월 휴관)

Herb Farm

마장2길 37(무실동)  033-762-3113

원주허브팜은 17,000㎡의 재배면적에 연·수련 등 수생

식물 300여종, 수목 200여종, 허브 등 외래식물 300여

종, 야생화 및 자생식물 220여종 등 총 1,000여종의 

식물들이 피고 지고 자라는 강원도 최초의 식물박물관

이다. 식물이 가득한 정원을 산책하고, 허브향이 가득한 

뜰에서 편안하게 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재배시설과 뜰은 물론 카페와 식당, 허브샵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아름다운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있노라면 몸과 마음이 치유됨을 

느낄 수 있다.

10E  행구수변공원  
Haenggu Waterside Park 

행구로 360     033-734-8151

은은한 조명, 호수 안 멋진 수경분수. 밤낮으로 원주시민

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행구수변공원은 한여름 

아이들의 피서 장소로도 인기 만점이다. 공원 내 파크

골프장과 물놀이 시설, 공원 옆 전시실과 체험실, 영상관 

등을 갖추고 있는 기후변화 홍보관은 시민들에게 볼

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수변데크에서는 소소

하지만 아름다운 콘서트가 수시로 열린다.

10E  행구동 카페거리  
Haenggu-dong Cafe Street

행구로에서 꽃밭머리길 일원

커피자판기로 소박하게 시작되어 하나 둘 자리 잡은 

카페들이 있는 이곳은 휴식과 낭만이 가득한 카페거리가 

되었다. 행구동 카페거리는 자연이 만들어놓은 구불

구불한 길속에 각각의 개성을 뽐내는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옛스러움과 현대적인 느낌이 조화롭고 

카페거리를 찾는 이들에게 지나온 시간과 소박함, 낭만을 

함께 담아 가족들, 친구들, 연인 등 모든 세대가 오르락

내리락 들릴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8F   한지테마파크
Hanji Theme Park

한지공원길 151(무실동)  033-734-4739

한지테마파크는 원주한지의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한지문화 전용공간으로 다양한 

전시, 체험, 교육, 이벤트를 개최하여 한지를 감상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한지의 복합문화공간이다. 

한지가 갖는 역사적 우수성과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였던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을 체험할 수 

있고 한지의 무궁무진한 변신과 역사, 예술성을 감상 

할 수 있는 곳이다.

8G   박경리문학공원  
Pak Kyongni Literature Park

토지길 1(단구동)   033-762-6843

한국문단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칭송받고 있는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土地」를 주제로 선생의 문학세계를 

탐방할 수 있는 박경리문학공원은 박경리 선생의 옛

집과 정원, 집필실 등을 원형대로 보존하였고, 주변 공

원은 소설 「土地」의 배경을 옮겨놓은 3개의 테마공원

으로 꾸몄으며 북카페를 두어 휴식공간과 특별전시장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박경리

문학의집을 개관함에 따라 대문호의 일상과 삶의 자취는 

물론, 평생을 집대성한 거대한 문학의 산맥을 한 자리

에서 모두 느끼고 갈 수 있게 되었다.

8E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
Wonju Jungang Market

중앙시장길 6   033-743-2570

원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오래된 전통

만큼 편안한 옛 정취를 가득 담고 있으며 인심이 넘치는 

재래시장이다. 2층은 미로예술시장이라 불리며 카페, 

공방, 식당 등 작지만 개성 넘치는 상점들을 만나볼 수 

있다.

9F   강원감영
Gangwon Gamyeong

원일로 85(일산동)   033-737-4767

강원감영은 다른 지역의 감영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전

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왕조 500년동안 원주에만 있었

다는 사실에서 다른 지역의 감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원주시는 강원감영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강원감영지를 도심 속 역사문화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복원 자료를 마련

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화당, 포정루에 

대한 보수공사와 중삼문, 내삼문, 행각에 대한 복원공사, 

내아 해체 보수 등 강원감영의 일부를 복원, 2005년 

8월 31일 일반인에게 개방하였다.

11E   관음사  
Gwaneumsa Temple

행구로 533(행구동)  033-747-1311

1971년 원주시 행구동에 창건된 관음사는 1992년 

대웅전, 종각, 산신각 불사를 중건하였다.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온 전통종단의 산하사찰로 석호선사의 기도

정진중 관세음보살의 계시로 현재의 위치에 창건되었다. 

현재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통일108염주가 있어 

통틸 염원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관음사 108 염주는 

지름 74cm의 모주 한 개와 지름 45cm, 무게 60kg의 

대염주로 전체 무게가 7.4톤에 이르는 규모로 지구상

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로 알려진 아프리카산 부빙가 

나무로 제작되었다.

11D   구룡사
Guryongsa Temple

소초면 구룡사로 500    033-732-4800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치악산의 너른 품안에 고즈넉이 

안겨 있는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6년에 의상대가가 창건

했다고 전해지며, 현재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구룡사로 가는 길은 계곡도 아름

답고 길도 경사가 없어 산책을 즐기며 걷기에 좋고 산사

에서 들리는 풍경소리만으로도 청량감을 느끼게 해준다. 

마당에 자리잡은 미륵불의 인자한 미소에 마음까지 푸근

해진다. 구룡사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템플스테이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어지러울 때 산사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6F   곤충마을박물관
Bugsvill

지정면 간현로 10  033-731-8645

곤충마을박물관은 교육체험 학습장으로 지정면 간현리 

노루고개에 위치해있다. 곤충학습 및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곤충에 대한 애정을 배울 수 있으며 

곤충을 비롯해 사육에 필요한 다양한 관련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도 있다. 곤충 외에도 여러 동물들을 접

하며 낙농체험 등의 활동이 가능하고, 식당 및 숙박시

설이 갖춰져 있어 개인을 비롯해 가족 단위, 단체 체험도 

가능하다. 1박2일, 2박3일의 캠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5E   조엄기념관  
Joeom Memorial Hall

지정면 간현웃말길 46   033-731-1373

문익공 조엄 선생(1719~1777)은 1763년 통신사 정사로 

일본 대마도 좌수나포를 들렀을 때 고구마 종자를 얻어 

조선땅에 들여와 재배했다. 이때부터 고구마는 서민

들의 구황작물로서 크게 활용된다. 그의 묘소는 기념물 

제76호로 지정되어있으며, 봉분 앞에는 제사 음식을 

차려 놓을 수 있는 상석과 망주석이 있다. 

조엄기념관은 조엄 선생의 생애와 고구마의 전래 등에 

대해 전시 되어있으며 이외에도 신도비, 고구마 체험장 

등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서 가족과 함께 역사공부를 

하며 나들이하기에 좋은 곳이다.

6D   돼지문화원 
Pig Cultural Center

지정면 송정로 130  1544-9266

돼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복(多福)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돼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민들의 배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주었으며,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가깝게 자리잡아온 동물이다. 이러한 돼지를 식재료

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즐기며 하나의 문

화로 엮어내 설립한 장소가 바로 돼지문화원이다. 

돼지문화원은 전국 최초 돼지를 컨셉으로 만들어진 

문화원으로 가족·친구·연인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숙박·교육·쇼핑 공간을 갖추었으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멀티 복합문화공간이다.

출렁다리와 함께하는

원주투어

하늘 위를 걸으며 바라보는 넓은 백사장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섬강의 절경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

Wonju City tour 
with Soguemsan Suspension bridge

간현관광지 주변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정면, 문막읍 >

[ 음식점 ]

1박2일 중식한식

간현돈가스클럽

간현막국수

간현짜장

강풍경

금강산식당

금정산장

대동강상회식당

둥지가든

만낭포감자떡

맛있는 공간

밥먹고가요

산야초를 찾아서

새서울식당

소금산 한식뷔페

소금산갤러리카페

솔밭식당

송암막국수

순애네추어탕

시골집

신평뜰마루

엄순란

여울

우리소

우리소영농조합법인

청운산장

청해진식당

카페산아래

커피탄리

화초장

횡성고향한우

횡성한우 정육점

횡성한우해장국

[ 소매업 ]

CU원주소금산점

간현휴게소

농업회사법인 금돈

마지막스키샵

만낭포감자떡

문일한우촌

샛별마트

세기주유소

소금산쉼터

오성슈퍼

이마트24원주간현점

펜션편의점

하나로마트 지정지점

[ 체험시설 ]

원주레일파크

[ 음식점 ]

1인자감자탕

가보자토종순대국밥

간현돈가스클럽(문막)

대관령감자탕

도원

동막골

동숙이네

만낭포식당

문막덕곡막국수

문막해물촌

박대감화로구이

복돼지

봄나들이김밥

삼삼막국수

섬강막국수

송탄부대찌개

아우라지

오광닭곰탕

유월애맛집

은행나무가든

이모네맛집

장강손짜장

천마산막국수

천서리막국수

청주본가소문난왕갈비탕

킬로그램

황금오리진흙구이

[ 소매업 ]

4289주유소

다솜축산

섬강주유소

성원산업

알파와오메가

주식회사 삼웅에너지

피자스쿨 문막동화점

  지정면   문막읍

지정면 간현리 1040-3

지정면 간현로 155

지정면 간현로 174, 1층

지정면 간현리 간현로 160

지정면 간현리 1108-6

지정면 소금산길 21 

지정면 간현리 소금산길 155

지정면 소금산길 21-2

지정면 구재로 231-1

지정면 소금산길 20

지정면 간현로 148

지정면 오크밸리2길 5

지정면 간현웃말길 108

지정면 간현리 1047-5

지정면 간현로 190

지정면 소금산길 24

지정면 간현로 202-13

지정면 월송석화로 520

지정면 간현로 114

지정면 간현리 1056-9

지정면 상차면길 7-19

지정면 간현리 1047-11

지정면 두몽폭포길 13 

지정면 소금산길14

지정면 소금산길14

지정면 소금산길 129

지정면 간현로 187

지정면 소금산길96 1층

지정면 간현로 164

지정면 간현리 간현로 159

지정면 질마재로 49

지정면 월송석화로 586

지정면 간현로 157

지정면 소금산길96 

지정면 소금산길21-1

지정면 송정로 130

지정면 월송석화로 586

지정면 소금산길 20

지정면 월송석화로 586

지정면 간현로 170

지정면 원문로 1035

지정면 지정로 141

지정면 간현로 157

지정면 간현로 168

지정면 간현로 186번길 141-44

지정면 간현로 176

지정면 간현로 163 간현역

문막읍 원문로 1627-2 (1층)

문막읍 원문로 1570

문막읍 동화 택지길 23-5

문막읍 왕건로 37-6

문막읍 문막리 258

문막읍 귀문로 1277

문막읍 토평길 101

문막읍 지정로 4

문막읍 원문로 1643

문막읍 왕건로 41-5

문막읍 왕건로 56

문막읍 원문로 1643

문막읍 문막시장1길 50

문막읍 문막시장 1길 32-2

문막읍 큰애니길 12

문막읍 왕건로 33

문막읍 원문로 1229

문막읍 작은애니길 1

문막읍 문막시장1길 32-3

문막읍 원문로 2226

문막읍 지정로 5

문막읍 왕건로 41-3

문막읍 문막시장3길 62

문막읍 원문로 1400

문막읍 건등로 14

문막읍 왕건로 81

문막읍 질마재로 245

문막읍 왕건로 161

문막읍 문막리 252

문막읍 원문로 1394

문막읍 원문로 1570

문막읍 동화리 1534-3

문막읍 원문로 1342

문막읍 왕건로 75

033-732-7670

033-732-3111

033-733-0550

033-731-6068

033-732-4233

033-743-7633

033-731-1430

033-732-4418

033-731-1882

033-731-9953

033-731-6052

033-733-6611

033-731-3530

033-731-6017

033-748-7979

033-745-5519

033-731-0905

033-733-1188

033-732-2306

033-732-9541

033-747-2379

033-732-9667

033-731-7760

033-747-4714

033-734-1480

033-732-5220

033-732-6201

033-731-4537

033-747-8658

033-735-2333

033-731-4222

070-8299-0372

033-731-9933

033-731-9953

033-732-0522

033-732-6035

033-731-6994

033-731-6029

033-731-6071

033-732-9293

033-733-6600

033-746-2222

033-745-9119

033-734-9358

033-734-8429

033-732-7553

033-735-7357

033-731-9953

033-744-5511

033-735-4242

033-733-1592

033-734-5392

033-734-7845

033-747-1664

033-735-0668

033-735-0747

033-733-6611

033-745-8068

033-731-5791

033-731-0788

033-747-4210

033-735-7552

033-735-3056

033-765-3065

033-734-1577

033-743-8852

033-731-0805

033-747-6370

033-734-3933

033-734-0144

033-735-3775

033-735-5808

033-733-5958

4E   간현관광지  
Ganhyeon Tourist Site

지정면 소금산길 26     033-733-1330

남한강 지류인 섬강과 삼산천이 합쳐지는 지점에 위치한 간현

관광지는 오형제바위와 같은 웅장한 기암절벽과 작은 금강산이

라는 뜻인 소금산 등 수려한 경관과 거대한 암벽이 절경을 이룬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섬강축제가 열리고, 넓은 백사장과 얕은 수심의 

강물,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야영장등이 갖춰져 있는 원주의 대표

적인 여름 휴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