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 생태관광 가이드북

이야기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서천 여행



서천 생태관광 이야기 가이드북

이야기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서천 여행



안녕하십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입니다.

생태관광은 자연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생태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을 배우고 관찰하며 즐기는 여행을 말합니다.

이번에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하는 「서천 생태관광 이야기 가이드북」

(이야기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서천 여행)은 국립생태원 소재지역인 

충남 서천지역의 생태관광지를 중심으로 서천의 자연환경과 그 곳에 

담겨있는 역사, 문화, 지역주민의 삶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서천의 독특한 생명력과 아름다움, 그리고 서천지역 생활상을 

이야기로 만들어낸 생태관광 안내서입니다.

본 가이드북으로 여러분의 여행에서 살아있는 생태를 느끼며 

공감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서천에 머무르시는 

동안 항상 친절한 안내자가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들르고 마는 곳이 아니라 꾸준히 교류하고 즐기는, 

친구와 같은 여행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찾고 싶은 

국립생태원과 서천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넘치는 여행의 풍요로움과 감동 그리고 추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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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따라 방문객 수용한계를 권장합니다. 

장소의 환경 수용력을 우선시하여 서천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멸종위기 동·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한정된 예약 인원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해설이 동반된 교육·체험으로 책임여행을 지향합니다. 

해설이 동반된 교육·체험으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생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과 문화 보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여행을 지향합니다.

지역기반의 소비 환경을 만듭니다. 

방문자가 생태관광지를 여행하는 동안 사용한 경비로 지역사회를 돕고, 

지역사회는 이 도움으로 생태관광 자원을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지역에 환원되는 소비를 권장합니다.

단순히 많은 곳을 보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많은 것들을 보려고 서두르는 대중여행보다는 천천히 여유 있게, 방문하는 곳마다 

깊고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는 생태관광으로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얻고 경험합니다.

약간의 불편과 모험을 감수한 생태여행을 지향합니다.

지역 내에서는 가능한 도보와 자전거 타기를 통하여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을 직접적으로 느껴봅니다. 

약간의 불편과 모험을 감수한 생태여행은 훗날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생태자원을 남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첫째, 생태관광지역을 갈 때에는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

둘째,  생태관광지역내에서는 튼튼한 두발로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그대로 느낀다.

셋째,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넷째, 생태관광지역에 사는 동물들을 위해 크게 떠들지 않는다.

다섯째,  지역 특산먹거리로 배도 채우고, 자연도 느끼는 1석 2조의 공정여행! 

          생태관광 여행을 즐긴다.

여섯째, 산나물 채취 등 생태관광지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일곱째, 생태관광지에 애완동물을 데려오지 않는다.

여덟째, 생태관광지역에 설치된 시설물을 깨끗이 이용한다.

아홉째, 관광 후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온다.

열번째,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준비한다.  

지속가능한 서천 생태관광 만들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생태관광마을 에티켓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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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여행 루트 

땅, 바다, 하늘을 아우르는 최고의 생태교육 

“서천 금강하구 청소년 학습여행”

서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3단계 융합과학체험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래, 맞아!’ 싶어서 한참을 들여다본 

책이 있다. 제목 하여 <바보야, 이제는 이공계야>. 아니, 여기에서 

더 들어가서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할 때이지 않을까. “바보야, 

이제는 생태계야!”  

올봄만큼 하늘을 자주 살폈던 적이 있었던가. 수시로 불어 닥치는 

미세먼지 탓에 하늘은 늘 잿빛이었다. 가끔 보게 되는 파란하늘이 

반갑게 느껴질 정도였으니, 10년 후 미술시간에는 아이들이 하늘을 

회색으로 칠하게 되진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이 되기까지 했다. 

멀게만 느껴지던 ‘지구 생태계’가 일상의 문제로 이렇게까지 절실

하게 다가올 줄이야. 

서천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할 생태교육을 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국내 최대 생태계에 대한 연구・전시・교육을 

융합한 생태분야 대표기관인 국립생태원, 해양생물 전문연구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 금강하구에 위치한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까지, 최고 수준의 생태과학 전문 연구기관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니! 그것도 단 하루 동안에 말이다. 

먼저 국립생태원에서는 지권(地圈) 생태계를 체험한다. 국립생태원의 

랜드마크인 에코리움은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5대 기후대의 생태계를 그대로 재현

하고 있다. 각 기후대의 온도와 습도부터 서식하는 동식물까지, 

마치 지구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에코리움을 차례차례 관람하

면서 지권 (地圈) 생태계를 생생하게 체험한다. 

다음으로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으로 간다. 조류에 대한 정보가 

가득한 이곳에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새 이야기를 듣고 금강하구로 

나선다. 고개를 들어 하늘과 땅과 갯벌과 바다를 쭉 훑어보자.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순환하면서 지구 생태계가 

살아가고 있음이 새롭게 눈에 보일 것이다.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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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생명체의 시작점인 수권(水圈) 생태계를 

체험한다.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작디작은 해양

무척추동물에서부터 가장 몸집이 큰 고래에 이르기까지, 과학책에

서만 보던 바다 속 다양한 생물들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전문 

해설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의 수권(水圈)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다. 

서천에서 체험한 3단계 융합과학체험은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시간에 

배운 지식이 더 이상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부가 아니라 생생한 산지

식으로 다가오게 해줄 것이다. 이 소중한 생태계를 어떻게 아끼고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생각을 열어

줄 것이다. 

서천에서 하루를 보낸 얘들아, 앞으로의 생태계를 부탁해!

여행 포인트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의 랜드마크 에코리움은 세계 5대 기후대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말 그대로 지구 생

태계의 축소판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현지 식생 장소의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된 에코리움은 

식물 1,900여 종, 동물 230여 종이 전시되어 있어서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생태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열대관에 들어서면 후끈거리는 열기 속에 열대 식물과 동물들이 자

연의 모습으로 펼쳐진다. 마치 내가 열대지방으로 순간이동을 한 것만 같은 느낌이다. 평균 

기온 10도 이하의, 한여름에 관람해도 시원하다 못해 추위를 느끼는 극지관에 살고 있는 펭귄 

친구는 아이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높다. 1, 2층으로 연결된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까지 이어

지는 놀라운 체험은 마치 지구촌 생태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한번에 세계 5대 기후의 

다양한 생태계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에코리움은 지금껏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

던 인상적인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
음식특화거리

서천군

국립생태원

5분 10분

5분

승용차:

대중교통 시간표

P 60~63 : 3), 4), 10), 7), 2) 참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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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은 타 기관에 비

해 규모는 작지만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수준별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서천 금강하구를 방문하는 철새는 물론 다양한 조류에 대한 정보가 가득한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생태 영상, 대형 디오라마, 다양한 조류 모형과 함께 해설사의 스토리텔

링을 듣다 보면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한층 흥미롭고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눈으로 직접 보고 관찰하고 해설가의 전문 설명을 귀로 들으면서, 해

양생물과 바다 생태계에 대해서 재미있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다. 해조류와 플랑크톤

을 직접 관찰하면서 이들이 광합성을 통해 해양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작디작은 

해양무척추동물을 관찰하면서 이들이 수온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여 지구의 기후 변화를 파

악하는 중요한 바다의 중심축임을 이해한다. 어류와 포유류의 표본을 전문 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관찰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배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액침표본 5,080

점을 모아 놓은 ‘종자은행(seed bank)’을 보면서 신기하고 이상하고 다양한 해상생물들이 어우

러져 거대한 수권(水圈) 생태계를 이루고 있음을 파악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수집, 보

존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을 통해 과학적 지식이 흥미롭게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올 것

이다.

TIP

3단계 융합과학체험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 

서천 금강하구 갯벌로 가세요

바다, 땅, 하늘을 아우르는 3단계 융합과학체험이 서천에서만 가능한 이유는 첫째, 국립생

태원,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는 3개의 우수한 생태연구기관이 

서천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대한 이유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서천

의 생태계가 바다, 땅, 하늘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천 금강하구의 갯벌

은 사계절 철새들이 먹이를 찾아 모여들 정도로 풍부한 생명을 지닌 곳으로, 생태적으로 

매우 소중한 곳이다. 서천 금강하구에서 갯벌 체험을 하면서 오존층 파괴, 순환의 불균형

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지, 소중한 지구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

음을 갖고, 지구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고를 키워본다. 

3단계 융합과학체험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 

금강하구 (가창오리 군무)

금강하굿둑 전망대에서 
바라본 금강하구 서천평야 금강하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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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보여행 루트 

카메라 들고 떠나자 

“서천 판교 빈티지 추억여행”

시간이 멈춘 듯 느릿느릿 걷는다 서천 판교 마을길 걷기

어떤 여행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나에게는 서천 판교 

여행이 그러했다. 우연히 보게 된 사진 한 장.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오래되고 자그마한 이층집. 색이 바래서 푸르스름한 양철 지붕에, 

빈티지한 감성의 격자무늬 창틀, 희끗희끗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문 

앞에 오도카니 앉아 있는 할머니, 그리고 낡은 자전거를 타고 그 

옆을 무심히 지나가는 할아버지. 마치 70년대에서 시간이 고스란히 

멈춰버린 듯한 느낌의 묘한 사진. 아날로그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서천 판교였다. 

서천 판교 여행길에는 반드시 카메라를 챙겨야 한다. 빈티지스러운 

색감과 건물들, 오래된 시간을 품고 있는 풍광과 사람들이 카메라 

셔터를 자꾸만 누르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지닌 곳이기 때문이다. 

시골학교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오성초등학교를 지나 작고 

아담한 시골길을 쭉 걷다 보면 슈퍼가 하나 나온다. 이름 하여 ‘판교

역전슈퍼.’ 이곳이 구 판교역 자리임을 짐작케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판교 마을길이 펼쳐진다. 

양철지붕에 보수가 안 된 낡은 건물들, 푸르스름하고 불그스름한 

빈티지한 색감들, 군데군데 벗겨지고 변색된 문틀과 창틀, 전화번호 

45번의 동일주조장, 지붕과 벽을 함석으로 덧댄 방앗간, 70년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간판들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일으

킨다. 아, 그러다 만났다. 나를 판교 마을길로 이끈 그 사진 속 건물을. 

파란 함석지붕의 2층 적산가옥.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건물이란다. 사진 속 할머니처럼, 집 앞 오래된 낡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본다.  

판교의 마을길을 걷다 보면 잊고 있던 내 안의 무언가가 건드려진다. 

그것은 아마도 어지럽도록 빠른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놓쳐버린 

판교 마을길에서 만난 적산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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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고 소박한 아날로그 감성이 아닐까. 판교의 적산가옥을 찍은

사진 한 장이 내 마음을 그리도 잡아끌었던 이유가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을 거슬러온 듯한 판교 마을길을 설렁설렁 걷다 보면 알 수 없는 

조급증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진다. 수시로 울리는 SNS 알람

소리에 지친 어느 날, 나는 또다시 눈을 감고 서천 판교 마을길을 마음

속으로 찬찬히 걸어볼 것이다. 내 마음의 아날로그 감성을 가득 충전

해준 서천 판교 빈티지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며.

여행 포인트 

판교 옛길

판교라는 지명은 널 판(板) 자에 다리 교(橋) 자로, 그 옛날 판교천을 건너는 다리를 널빤지로 

만든 데서 유래되었다. 널빤지로 만든 다리를 순 한글로 ‘널다리’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차츰 

시간이 흘러 ‘너다리’가 되었다가, ‘너더리’로 변형되었다. 판교 마을을 걸으면서 판교의 한글 

이름인 ‘너더리’를 간판에서 찾아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다.   

판교는 크고 화려한 건물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대단한 풍광도 없지만 구석구석 오랜 시간

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마을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색이 바래고, 녹이 슬고, 때

가 묻은 공간들이 마치 7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면서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적

산가옥 뒤편으로 5일마다 판교 마을장이 서는데, 판교 마을 분들의 정이 은근한 감동을 준다. 

오후 1시면 이미 파장 분위기라고 하니 오전에 꼭 들러보길 권한다.

판교마을

판교역

판교마을

15분15분

20분

국립생태원

대중교통 시간표

P 60~63 : 1) 참조

도보: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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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판교역

원래 판교의 중심지는 판교리였다. 판교 사람뿐만 아니라 비인, 주산, 옥산, 문산, 종천 사람들

까지 고개를 넘어 모이는 아주 큰 장이 열렸고, 하루 400마리 이상의 소가 거래될 정도로 우

시장의 규모 또한 매우 컸다. 그러나 장항선 판교역이 현암리에 세워지면서 중심은 모두 현암

리로 옮겨졌고, 과거 판교역이 있던 자리에는 판교특화음식촌이 세워졌다. 구 판교역은 그 터

와 소나무만 남았으며, 판교 마을 초입에 자리한 오래된 ‘판교역전슈퍼’가 그곳이 예전 판교역 

자리였음을 추측케 한다

TIP

판교의 대표 먹거리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판교는 예부터 전통적인 맛의 고장으로 소문이 자자하였던 곳으로, 판교 하면 도토리묵, 

냉면, 산양삼, 한우, 표고버섯 등 대표 먹거리가 줄줄이 떠오른다. 산악지역이 많은 판교면

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자라는 산양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

내 유일의 산양산지 개방지역인 천방농산에서 친환경, 무농약의 건강한 산양삼을 직접 구

입 가능하다. 직접 채취한 산양삼 한 뿌리 골라 백숙을 끓여주는 천방농산만의 별미 ‘산양

삼 품은 백숙’은 무료로 제공되니, 반드시 사전예약은 필수. 든든한 보양식을 먹었으니 입

가심으로 깔끔한 냉면 한 그릇 어떨까. 판교의 또 하나의 유명 먹거리가 바로 냉면이다. 

한우 사골육수에, 고구마전분을 100% 사용하여 직접 반죽한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 양배

추, 부추, 오이 등 채소 듬뿍 올린 판교 냉면은 조미료가 감미된 기계냉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큼하고 개운한 맛을 선사한다. 끝으로 판교 일대 야산에서 자라는 상수리나무에서 

채취한 100% 순수 국산 도토리묵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판교 빈티지 여행이 비로

소 완성된다. 판교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재료,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만을 고집해서 

만든 판교의 대표 별미들은 정직하고 따뜻한 정이 가득하다.

판교 여행에는 작은 카메라를 챙기세요

판교 마을은 눈길 닿는 곳마다 빈티지한 엽서 같다. 그러니 판교 빈티지 추억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카메라를 챙기자. 단, 작은 카메라가 좋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판교 마을

길은 간판 하나, 담장 하나, 문틀 하나에도 진한 향수가 묻어나기 때문이다. 천천히 거닐며 

찬찬히 들여다보다 마음을 담아 셔터를 누르는 것, 그래서 판교를 걸을 때는 손에 익은 작

고 편안한 카메라가 좋다.

산양삼 품은 백숙 판교 냉면

전화번호 45번의 동일주조장 시간이 정지된 듯한 동생춘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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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마여행 루트 

시간이 살아서 흐르는 곳 

“서천 1,500년 시공간여행”

낯선 시간 속을 걷고 싶을 때, 서천으로 간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조차 헷갈리는 

때, 시간이 고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 ‘아, 여행 

가고 싶다...’라고 중얼거린다. 그렇다. 우리는 일상의 시간이 아닌 

낯선 시간 속에 있고 싶어서 여행을 떠난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단지 공간 여행만이 아니라 시간 여행이기도 하다.

그런데 낯선 시간을 느끼고 싶다고 해서 너무 예스러운 도시를 찾는 

것은 조심스럽다. 예스러움만 간직한 도시는 다시 현실로 돌아올 때의 

낙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행은 여행이고, 현실은 현실인 것 같은 

그 괴리감이 싫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이 고여 있다고 느껴질 때,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싶을 때 다른 곳이 아닌 서천을 찾는다. 

1,500년 전 백제시대 이야기부터 근대를 거쳐 21세기 현재의 모습과 

미래상까지, 시간성의 흐름이 이 아담한 도시 서천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백제시대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본다. 동자북마을은 나당

연합군으로부터 백제 왕자를 지키기 위해 북을 치며 용감히 싸운 19명

의 동자들의 전설이 서린 곳이다. 19명의 동자들이 묻혀서 비가 올 때

마다 땅속에서 북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설화를 지닌 동자북 산을 

바라보며 백제의 마지막 시간을 가만히 느껴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다음으로는 금강하구를 향한다. 금강하구는 백제 수도인 사비성의 

관문이었던 중요한 역사적 장소로 백제시대 나당연합군와의 백강전

투, 신라시대 기벌포전투, 고려시대 진포대첩이 벌어진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금강하굿둑 전망대에 올라 금강하구를 한눈에 내려다보노

라면, 그토록 치열했던 해상전투의 격전지였던 곳이 지금 이처럼 평

화롭고 한가로운 모습이라는 것에 묘한 위로를 느낀다. 일상에 치이

고 부대끼던 내 마음속 수많은 갈등들도 이렇게 평화를 맞이할 때가 

올 것만 같다. 

다음으로 장항으로 간다. 우리의 근대를 이처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장항에 들어서면 일제시대 설립된 장항제련소가 거대한 

바위산 위에 커다란 굴뚝으로 맞이한다. 장항 미곡창고는 일제가 

우리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창고이다. 일제 수탈과 난

금강하굿둑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금강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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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따른 아픈 모습 속에서 장항에서 느껴지는 근대의 시간은 

먼저 쓸쓸함이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시간이 

움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제련소 주변 마을은 정부가 땅을 사들여 

중금속에 오염된 땅을 새롭게 되살릴 계획에 있으며, 미곡창고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을 하여 현재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니, 시간의 힘을 새삼 느낀다. 장항 읍내로 오면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으며, 서천 향토음식인 아귀탕과 해물탕도 맛볼 

수 있다.  

이제 서천의 랜드마크 국립생태원으로 향한다. 국립생태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그대로의 생태가 광활하게 펼쳐지면서도 그 속에 놓인 

건물들은 모던하기 그지없다. 자연스러움과 모던함이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이 나를 사로잡는다. 생태와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의 미래가 아닐까. 국립생태원을 거닐며 나는 미래의 시간을 맛본다. 

서천은 아담하고 소박한 도시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과거부터 

근대를 거쳐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의 시간이 조용하게 그러나 끊임

없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서천의 곳곳을 거닐면서 고여 있던 

나의 일상의 시간도 점차 흐르기 시작한다. 내 삶의 슬픈 역사를 

돌아보기도 하고,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서 잠시 멈추기도 

하며, 조화로운 내 미래를 그려보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시 내 일상으로 씩씩하게 뛰어들 활기를 느낀다. 그래서 나는

서천을 간다. 일상의 시간을 깨우고 싶을 때, 시간의 힘을 느끼고 

싶을 때, 시간이 살아서 흐르는 곳 서천 속으로 나는 들어간다.

여행 포인트 

동자북마을

동자북마을은 농촌체험마을로서, 모시 체험, 텃밭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데, 특히 소곡

주 만들기 체험을 권한다. 소곡주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주로서, 맛이 부드러워서 누구나 편하

게 즐길 수 있다. 소곡주는 그 맛이 너무 좋아서 한번 앉아서 먹기 시작하면 일어날 줄을 모른

다고 ‘앉은뱅이 술’이라고도 불릴 정도니, 그 맛이 과연 상상이 된다.

한산모시관

한산모시관은 모시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해설 및 다양한 모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무

형문화재의 모시짜기 시연을 보고 모시짜기 체험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한 올 한 올 정성으로 

짜내려가는 한산모시로 만든 아름답고 현대적인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도, 구매할 수도 있다.

한산모시관

동자북 
마을

금강하굿둑 
관광단지

장항송림
삼림욕장

장항 휴펜션
청소년 수련관

장항 미곡창고

장항 
음식 특화거리

5분

15분

10분

5분 5분

5분

10분

한산모시관

15분

금강하굿둑 
관광단지

국립생태원

장항 미곡창고

승용차:

대중교통 시간표

P 60~63 : 5), 6), 10),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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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

금강하구는 사실 역사적인 현장으로서의 의미가 각별한 곳으로 종합관광안내소의 문화관광

해설사에게 시대별 해상전투 이야기를 들어본 뒤, 금강하굿둑 전망대에 올라 본다. 금강하구

를 중심으로 넓게 펼쳐진 서천평야와 그 위를 가로지는 장항선 기찻길, 평야에 숨어 있는 하

트 모양의 도로 풍경을 바라보며 치열했던 해상 전투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지금의 평화로운 

모습을 새삼 음미해본다.

장항제련소와 미곡창고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설립한 장항제련소와 미곡창고는 우리나라의 근

대를 상징하는 곳이다. 특히 미곡창고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으

며, 현재 다양한 전시, 교육, 공연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은 생태도시 서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다.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서천의 현재와 미래가 국립생태원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자연스러운 생

태를 보존하고 되살리면서, 그와 조화를 이루어 기술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것, 생태해설사의 

전문 해설을 들으면서 국립생태원의 곳곳을 체험하다 보면 자연과 기술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도시 서천의 현재와 미래가 보인다.

TIP

서천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이 세 곳을 꼭 가보세요

서천의 맛과 활기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이 세 곳은 반드시 가봐야 한다. 서천특화시장, 

금강하굿둑 관광지, 장항음식특화거리가 바로 그곳이다. 한산모시, 소곡주, 서천 쌀, 서천 

김 등 서천은 유명한 특산품이 유독 많은 곳이다. 바다, 들판, 산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서천

이기에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서천의 모든 특산품이 모여 있는 서천특화시장으로 

가서 서천의 신선한 수산물과 청과물을 맛보고 구매해보자. 주문한 수산물은 두레박을 타

고 2층으로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맛볼 수도 있다. 금강하굿둑 관광지는 금강하구의 

풍광을 감상하면서 서천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서천 갯벌에서 잡은 조개로 국물을 

우려낸 시원한 해물칼국수, 두툼한 돼지고기에 우렁이 가득한 쌈장을 서천 쌀로 지은 밥 

위에 한 숟가락 올려 싸먹는 쌈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솜씨 좋은 셰프가 만들어낸 매콤얼

큰 홍굴이 해물짬뽕 등 어떤 것을 선택해도 후회가 없다. 장항음식특화거리는 장항화물역

(구 장항역) 앞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서해의 대표 어종 중 하나이자 서천의 향토 음식인 

아귀탕과 아귀찜, 해물탕 중 어느 것을 먹을까 고민이 될 정도다.

우렁쌈밥

아구탕전어와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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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마여행 루트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서천 역사 여행”

푸르른 청년 정신이 숨 쉬는 곳 서천

남편의 병이 또 도졌다. 그놈의 새 차 타령. 이번엔 어떻게 설득하지? 

얼마 전 우리 집안이 시끄러울 때 묵묵히 거들어준 게 고마워 이번엔 

눈 딱 감고 허락할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남편이 점찍은 

차는 우리 부부의 일 년 치 수입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만한 

것이다. 언감생심이지. 다시 남편의 바람을 어떻게 잠재울까 생각하다 

문득,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배운 차마설(借馬說)이 떠올랐다.  

차마설은 말을 빌려 탄 이야기이다. 작가가 집이 가난하여 말을 자

주 빌려 타는데, 여윈 말을 빌렸을 때는 쓰러질까 전전긍긍하다가, 

몸매도 잘 빠지고 날쌘 말을 빌렸을 때는 의기양양한 마음이 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소유에 관한 사람 심리의 허망함을 다룬 이야기로 

기억한다. 내가 졸업 후 십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마설의 내용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이 구절 때문이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는 빌리지 않은 것이 없다’

고려시대 선비가 소소한 자신의 일상 속에서 담아낸 생각이 어떻게 

몇 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공감갈 수 있는지, “남편님,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물욕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과 정신을 살찌울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이나 다녀와요.” 그렇게 우리 부부의 서천 역사문

화여행은 시작되었다.    

눈치 챘겠지만 관광지로 생소한 충남 서천을 여행지로 삼은 데는 

속셈이 있었다. 이곳에 차마설의 주인공인 고려시대 충신이자 성리

학자인 가정 이곡 선생과 그의 아들인 목은 이색 등 한산이씨 선현 

8명을 모신 ‘문헌서원’이 있기 때문이다. 서원을 거닐며 자연스레 남

편에게 이곡 선생의 청렴한 선비정신을 흘릴 참이었다. 서울에서 

가쁘게 두 시간 반을 달려 문헌서원에 도착했다. 푸른 잔디 위에 

한옥 몇 채 뿐인 서원의 첫 인상은 소박했다. 흔히 있는 화려한 조형

물도 하나 없는 간결한 것이 몇 백년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선비의 

생각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문헌서원

28 29 



먹기로 하고 이동했다. 한산전통시장이 열리는 이곳은 옛날엔 전국

에서 모시 사러 온 사람들이 몰려와 노숙까지 할 정도로 잘나가던 곳

이었는데 지금은 그 영화가 무색하게 호젓한 시골마을로 남아있다. 

분위기 때문인지 작은 백반집에서 남편과 반주로 마셨던 지역특산품 

‘한산 소곡주’의 달큰하면서도 깊은 여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오후는 해설사와 헤어져 남편과 단 둘이 신성리 갈대밭, 국립생태원 

그리고 조류생태전시관을 둘러보았다. 그가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

라고 추천해주었는데 모두 서천군과 군산시가 만나는 금강하구에 

모여 있어 이동거리가 길지 않아 좋았다. 먼저 들른 신성리 갈대밭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촬영지로 유명해져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실제로 가보니 갈대가 우리들 키보다 두 배는 높게 쑥쑥 자라 

있어 신기함을 넘어 신비하기까지 했다. 예전에 바다였던 짭짤한 땅 

덕분에 염분을 좋아하는 갈대가 무척 잘 자라는 곳이라고 한다.  

국립생태원은 남편이 작년부터 생태원이 생겼다는 뉴스를 보고 한 번 

가보자 했던 곳이었다. 반려동물은 만지지도 못하면서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는 이해할 수 없는 취향의 이 남자가 TV에 나오는 국립생태

원의 열대 정글과 악어, 극지방 펭귄의 모습을 보고 반했었다. ‘동물원’

도 아니고, ‘식물원’도 아니고, 동·식물이 한데 모여 생태계를 이루는 

모습 그대로를 전시하여 ‘생태원’이라는 생소한 개념에 일단 가보자 

싶었다. 그리고 다녀 온 소감은 ‘우리나라에 이런 신개념 전시관이 

생기다니!’ 였다. 게다가, 이곳의 생태해설사로부터 알게 된 사실인데 

이곳은 전시관이 아니라 생태연구를 하는 국가기관이란다.  

이곳에서 서천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났다. 나의 얄팍한 잔꾀로 

시작된 이번 여행에 깊이를 안겨준 사람이다. 문헌서원부터 시작해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 한산모시관까지 세 시간 남짓 걸리는 시간을 

함께하며 서천이 고려부터 조선까지 세를 떨쳤던 명문가인 ‘한산이씨’

를 배출한 고장이며, 가정 이곡, 목은 이색 등 고려시대 대표 문인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월남 이상재 선생을 배출한 역사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인 ‘한산 모시짜기’와 역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3대 판소리 유파의 하나인 ‘중고제’의 명맥을 잇는 곳이기도 

하단다.   

배꼽시계가 시간여행의 끝을 알린다. 우리는 근처 한산면에서 점심을 

신성리 갈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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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서천에 왜 이런 신개념 전시관? 아니 연구기관이 생겼나요?” 

나의 물음에 해설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강과 바다가 만나고 

여름에는 갯벌생태체험을, 겨울에는 철새들이 찾아오는 이곳에 

공장단지보다는 이런 친환경적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 

어울리지 않겠어요?” 이런 당연한 생각을 우리는 왜 이제야, 

그의 말을 듣고서야 이해했을까. ‘미래가치’란 단어는 주식투자에만 

쓰는 개념인 줄 알았지, 생태해설사가 쓸 줄은 몰랐다. 이곳에 와서 

내가 도시에 살고 있는 하루살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살아 갈 건강한 미래를 만들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국립생태원을 둘러보고 조류생태전시관에 들렀을 땐 해가 지기 시작

하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조류생태전시관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자전거를 타고 금강변을 달렸다. 말로만 듣던 서해 낙조를 보며 

문득 남편이 이런 말을 해온다.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보니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자연으로부터, 미래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 남편의 새 차 타령으로 시작했지만, 더 큰 것을 느끼고 

가는 여행이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며 오늘을 살아

가고 있는 이곳. 푸른 선비의 정신을 계승하는 서천의 미래가 밝을 것 

같다.

여행 포인트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

‘영원한 청년’ 이상재 선생은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준 선각자로 

서재필 선생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 만민공동회 개최를 통해 열강들의 이권 침탈 반대 운동

을 전개하고, 물산장려운동, 보이스카우트, 학생 청년회운동을 주도하는 등 폭넓게 민족운동

을 이끌었다. 중부지방 전통농가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에서 

그의 올곧은 나라사랑 정신과 청년정신을 되새겨본다.

신성리 갈대밭

금강변에 펼쳐져 있는 신성리 갈대밭은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 하나로, 6만 평에 달하는 광

활하고 드넓은 크기가 마치 뭉게구름이 펼쳐진 듯 신비롭기까지 하다.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 

때문인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신성리 갈대밭은 걷는 재미도 남다르다.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 

10분 5분

5분

10분
한산면

식당 투어

문헌서원

한산모시관

5분

한산모시관

신성리
갈대밭

국립생태원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국립생태원

20분

5분

조류생태전시관

승용차:

대중교통 시간표

P 60~63 : 5), 6), 3), 10),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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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입은 갈대밭과 논밭을 경계로 길게 둑길이 뻗어 있고, 둑 위에는 갈대밭과 금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시야가 탁 트인 둑길을 걷다가 나무길을 따라 점점 갈대밭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갈대밭 사이로 난 흙길로 들어선다. 그러다 문

득 눈앞에 금강이 모습을 나타내고, 한쪽에는 갈대밭을 다른 한쪽에는 금강을 두고 길이 이어

진다. 강과 바람과 갈대와 억새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신성리 갈대밭은 석양 속에서 걸어

도 좋다. 석양빛을 받으면 갈대의 실루엣이 살아나면서 낭만이 더해진다.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은 하루를 돌아도 제대로 다 보기에 벅찰 만큼 광활한 크기를 자랑한다. 노루와 고

라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슴생태원,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다랑논을 

형상화한 습지생태원,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 등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고유 식물을 

볼 수 있는 고산생태원 등 조성되어 있는 생태계의 스펙트럼이 크고도 넓다. 따라서 국립생태

원을 걸을 때는 절대 욕심을 내지 말자. 많은 것을 보려고 발걸음을 서두르기보다, 깊이 호흡

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즐기라. 

국립생태원 하면 에코리움을 빼놓을 수 없으니, 정문에서 에코리움까지 걸으며 탁 트인 시야

를 마음껏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국립생태원에서 가장 큰 못인 

용화실못을 거닐며 자연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다. 

TIP

한산모시관에서 나를 위한 특별한 기념품을 소장해보세요

한산모시관에는 다양한 모시 공예품을 만들어볼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다. 

머리띠나 머리핀 같은 액세서리부터 모시 부채, 찻잔 받침, 손거울 등 생활용품에 이르기

까지 다채로운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늘 자식 먼저, 남편 먼저였던 우리 엄마, 오늘만은 자신을 위한 모시 공예품 하나 소장해서 

두고두고 가을 여행의 추억으로 기념해도 좋겠다.

한산모시관

모시공예품 만들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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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마여행 루트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낭만을 찾아 떠나는 여행”

산, 들, 강, 바다가 어우러진 서천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서천은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 

낭만의 여행지다.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넓은 갯벌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지닌 서천은 아이들의 

생태학습지로 제격이다. 4,500여종의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국립

생태원의 자랑거리는 단연 에코리움이다. 또 하나의 작은 지구라 

불리우는 이곳엔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등 세계 

5대 기후대 체험을 할 수 있다. 에코리움은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전 세계의 기후대별 동식물을 한 곳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현지 생태계를 

그대로 재현한 각 전시관에는 기후대별 어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 2,400여종의 동식물이 살아 숨쉬고 있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재미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국립생태원에서 자가용으로 10분거리를 

따라 가다보면 장항의 도시 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음식특화

거리에서 철마다 변하는 싱싱한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 해산물 뿐 만 아니라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대하를 비롯해 싱싱한 생합조개가 판을 친다. 

많은 여행객들이 서천 사람들의 인심을 닮은 다양한 바닷내음을 

맛보기 위해 이곳 특화거리를 누빈다. 다음으로 바닷 속 신비한 

해양생물의 자원을 만날 수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들어선다. 

해양 무척추동물, 곤충, 해조류, 균류 등 다양한 종류의 주요 바다생

물군을 만나보고 체험하며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해양생물다양성, 미래 해양산업, 해양주제영상 등에 대한 4D영상과 

함께 기획전시기능을 갖춘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의 전시관에 들어

서면 입이 쩍 벌어진다. 엄청난 규모의 ‘씨드뱅크’에 5,200개의 표본

병으로 우리나라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연출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에둘러 숲으로 들어선다. 스카이워크 푯말을 

따라 주저없이 길을 걷다보면 바로 옆 해송과 백사장이 어우러져 

더욱 멋진 곳이 나온다. 백사장을 가로질러 백사장과 맞닿은 갯벌이 

그대로 드러난다. 소나무 향과 바닷내음이 섞여 코를 자극한다. 

짠내와 알싸한 향이 동시에 코를 자극한다. 햇빛 한줌이 들어오는 

깊숙한 느낌의 숲길을 즐긴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길이 끝나면서 

국립생태원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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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찾아가 걸어보자. 봄은 더디오지만 또 빨리 가니까. 붉은 

꽃을 100일 동안 피워 백일홍이라 불리는 배롱나무는 별명도 가지

가지다. 백일동안 붉다해 목백일홍, 간지럼을 잘 탄다 해 간지럼나무, 

반질반질 미끄러워 원숭이도 나무에서 미끄러진다는 뜻의 후지탈로

도 불리고 꽃이 다 지면 벼가 익는다 하여 쌀밥나무라고도 불린다. 

배롱나무길은 서천군 군도 5호선 종천면 장구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비인을 거쳐 서면으로 이어지는 20km의 해안도로다. 백일홍 

꽃길을 배경으로 드라이브와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의 입소

문에 백일홍 길을 찾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 시원한 바람을 가르다 보면 지난 2009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자연 그대로의 청정함을 간직하고 있는 선도리 갯벌체험마을을 들어

선다. 이곳은 선도리 해안공원과 더불어 비인3경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캠핑장, 민박시설 등 관광객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칼국수 전문 음식점이 활성화 되어 있다. 

또한 저렴한 체험료로 조개잡이 뿐만 아니라 쌍도탐방 등 특색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서면 마량리의 동백나무숲은 천연기념물 169호로 지정돼 있다. 

약300년 전 마량첨사가 바다위에 꽃다발이 떠 있는 꿈을 꾸고 바다에 

나갔다가 발견한 꽃을 건져다 이 낮은 언덕에 심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량리의 동백숲이 되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언덕을 올라서면 

동백정(冬栢亭)이라는 아담한 정자가 있는데 이 일대에 80여그루의 

동백나무가 흩어져 군락을 이루고 있다.

앞이 훤해진다. 아파트 5층 높이의 스카이워크 계단을 오른다. 갑자기 

눈앞으로 펼쳐지는 광경에 압도되어 할 말을 잊는다. 스카이워크에 

오르자 수령 40~50년 된 13만여그루의 해송들이 바닷바람에 춤을 춘다. 

서천군이 국가공단 개발을 포기하고 지켜낸 곳으로 서천군의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결국 인간이 돌아갈 곳은 자연의 품이 아니던가. 

잡풀이 무성해도, 폭이 좁아도, 지면이 울퉁불퉁해도 길이 있다면 

사계절 내내 걷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4월의 동백꽃 정보화 마을의 

꽃길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동화마을처럼 아름다움을 자랑

하는 휴 리조트 펜션들과 어우러진 숲길은 생동하는 자연이 주는 

기쁨을 만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며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워 보자. 동백숲길을 지나니 물오른 봄이 

기다리고 있다. 만발한 개나리가 길을 따라 쏟아져 내리는 곳. 

그 모습이 마치 노란 비단길 같다. 정겨운 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마을 풍경, 포근한 바람과 앙증맞은 풀꽃, 맛난 음식과 구성진 

이야기... 생각해 보면 몇가지를 빼고선 대부분 이 계절 어느 들길・

산길을 걸어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더 늦기 전에 동백꽃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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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포인트 

마량리 동백나무숲

마량리 동백숲은 조그만 동산이지만 서해 바다와 마주한 자리에 위치하여, 해마다 봄이 시작

되는 3월부터 4월까지 푸른 서해를 배경으로 붉은 동백꽃이 만개하여 독특한 봄의 색감을 느

낄 수 있는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량리 동백숲은 동백나무가 자랄 수 있는 가장 북단에 위

치하고 있어서 식물 분포학적 가치가 높고 또한 풍어제 및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

도 높아 천연기념물 16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마량리 동백숲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아

이들도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정도 매우 좁은데, 마치 비밀의 숲으로 들어가듯 잔뜩 허

리를 숙이고 들어서면 선홍빛 동백꽃들이 반긴다. 붉디붉은 봄을 만끽하고 나서 숲 정상에 자

리한 누각인 ‘동백정’에서 서해바다를 내려다보자.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해바다는 서천 바다 

중에서도 유난히 맑고 푸른 곳이다. 동백정 바로 앞에 위치한 앙증맞게 아름다운 오력도와 오

고가는 고깃배들이 이루어내는 평화로운 풍광은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우리나라의 봄기

운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TIP

서천의 멋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을 가보세요

장항송림산림욕장은 백사장과 해송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는 서천의 유명 명

소로, 낮에는 시원하게 산림욕을 즐기며 여유를 누릴 수 있고, 밤에는 달빛 아래 부모님, 

연인,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걷는 낭만을 맛볼 수 있다. 

또한 250미터 길이의 울창한 해송숲을 15미터 높이 상공에서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스카

이워크에서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맛볼 수 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아름다움을 뽐내는 

해송을 눈높이에 맞춰 걷고, 해송이 주는 피톤치드 향과 바닷 바람을 온몸으로 느껴보자.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장항음식 
특화거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동백꽃 
정보화 마을 

선도리 갯벌 
체험마을

배롱나무길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5분

5분

25분

5분 15분

장항송림
산림욕장

동백나무숲

20분

해송과 어우러진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일대

승용차:

대중교통 시간표

P 60~63 : 3), 4), 2), 4), 8), 9) 참조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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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다. 1년에 단 한 번 찾아오는 겨울철새들

과의 만남은 내 머릿속 잡념과 마음속 해묵은 감정을 흔들어 말끔히 

털어버린다.   

한해의 마지막 일몰과 새해의 첫 일출은 꼭 서천의 마량포구에서 

바라보길 권한다. 칼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지형 덕에 마량포구는 

한 곳에서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다는 특별함이 있다. 작고 한가로운 

정취를 지닌 마량포구에서 조용히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같은 자리에서 새날의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노라면, 

내가 나에게 이런 응원을 보내게 된다. 그래, 나도 변함없이 내 자리를 

지키며 내 삶의 해가 지고 다시 뜨는 것을 바라볼 거야.

  

겨울나그네가 주는 감동에 나를 씻어내고, 차분히 일몰과 일출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니, 한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서천은 그만인 곳이다. 겨울여행, 서천으로 오기를 참 잘 했다.

6
계절여행 루트 

힘들었지, 쉬었다 가자  

“서천 겨울나그네 여행”

서천의 겨울에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다

이른 아침 헐레벌떡 일터로 쫓아 들어가 온종일 종종걸음을 치다가 

짧은 겨울해가 지고 어두워진 골목길을 걸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벌써 한해가 가는구나 싶으니 어쩐지 덜컥 막막해졌다. 하늘이 

보고 싶었다. 자유롭게 날고 싶었다. 그리고 문득 겨울철새가 떠올

랐다.

  

서천 금강하구에 가을빛이 완연할 즈음, 저 멀리 툰드라에서는 철새

들의 머나먼 겨울여행이 시작된다. 시베리아의 혹한을 피해, 쉬지도 

먹지도 못한 채 목숨을 건 그들의 여행은 계속된다. 이곳 금강하구

까지.  

서천 금강하구에 서서, 온 하늘을 가득 덮은 채 선회하는 거대한 

겨울철새 무리들의 날갯짓을 올려다보면 알게 된다. 자연이 내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씻겨주는지를. 특히 전 세계 개체의 90%가 서천으로 

찾아든다는 가창오리의 군무는 감동을 넘어 생태계에 대한 경외감까지 

들게 한다. 서울에서 불과 2시간 반 남짓, 그러나 나는 완전히 다른 

금강하구 가창오리 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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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포인트 

금강하구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지역인 서천 금강하구는 갯벌과 모래 그리고 바위 등 다양한 형태의 서

식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수많은 종의 저서생물과 식물이 자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먹이를 얻을 수 있어서 전 세계 수많은 종의 철새들이 사계절 서천 금강하구 갯벌을 찾는다. 

특히 11월이면 우아한 자태의 고니 떼가 날아들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검은머리물떼새, 검

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400여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은 넓적부리도요새 등 

희귀한 새들이 찾아오는 곳이어서 겨울철새 탐조를 하기 위해 외국인들도 금강하구로 겨울여

행을 올 정도이다.

마량포구

서천의 북서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마량포구는 칼처럼 툭 튀어나온 지형적인 특징으로 한 자

리에서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항구이다. 마량포구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한해

의 일몰과 새해의 일출을 한 자리에서 맞이하는 것은 더없이 특별한 겨울여행이다. 마량포구

는 자그맣고 한가로운 어촌마을의 정취와 더불어 조용한 겨울바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

이어서 가족끼리, 연인끼리, 혹은 홀로 고요하고 차분하게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그만이다. 호젓하면서도 의미 있게 연말연시를 보내고 싶은 여행자에게 마량포구만한 곳도 

없다.

금강하굿둑
관광단지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마량포구

비인면
선도리

체험마을

국립생태원

55분

25분

10분
20분

금강하구 
및 서천갯벌

5분

5분

서천특화시장

승용차:

대중교통 시간표

P 60~63 : 3), 4), 10), 11), 8), 9) 참조

10분

TIP

겨울나그네를 만나고 싶다면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으로 오세요

늦은 가을부터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는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겨울철새를 탐조해보

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철새의 생태에 대한 설명과 탐조 유

의사항 등을 듣고 나서 금강하구로 이동하여 겨울철새들을 만나면 생태계의 신비와 감동

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선도리 갯벌에서 자연산 재래 김을 맛보세요

서천 비인면에 위치한 선도리 갯벌은 여름에는 갯벌체험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지만 겨울에는 동절기 갯벌 출입 제한으로 비교적 한적해서 서해의 겨울바다를 호젓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선도리 갯벌에서 진행되는 재래 손 김 체험 프로그램은 놓치면 

안 된다. 서천의 청정 바다에서 난 깨끗하고 품질 좋은 김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해보면서 

자연산 재래 김 맛을 즐길 수 있다.

금강하구 철새 탐조

재래 손 김 체험

검은머리물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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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테마여행 루트 

세모시 코스

시간 내용 비고

09:50〜10:00 서천버스터미널에서 투어버스 1차탑승

10:00〜10:10 서천종합안내소에서 투어버스 2차탑승

10:10〜10:30 이동(종합관광안내소 ⇒ 문헌서원)

10:30〜11:10 문헌서원 관람

11:10〜11:35 이동(문헌서원 ⇒ 장항역)

11:35〜11:45 장항역(서해금빛열차 관광객 3차 탑승)

11:45〜11:55 이동(장항역 ⇒ 장항시내)

11:55〜12:55 장항시내 자유중식

12:55〜13:05 이동(장항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3:05〜13:3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

13:35〜14:00 이동(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시장)

14:00〜14:30 서천특화시장 방문

14:30〜14:50 이동(시장 ⇒ 한산)

14:50〜15:35 한산모시관,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관(소곡주시음)

15:35〜15:50 이동(한산 ⇒ 국립생태원)

15:50〜16:40 국립생태원 관람

16:40〜16:50 장항역(국립생태원 후문)탑승

16:50〜17:00 서천종합관광안내소 하차

17:00〜17:15 서천 버스터미널 하차

CITY TOUR 시간표

(운영요일 :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여행 포인트 

한산모시관

‘모시’는 모시풀에서 자연 상태의 섬유질을 뽑아서 손으로 짜는 우리의 전통 여름 옷감으로, 

백제 때 우연히 발견되어 1,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중 한산모시는 특히 그 우수성이 

뛰어나기로 유명한데,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천연섬유로 색깔이 백옥처럼 곱고 희고 맑으며 

잠자리 날개처럼 가볍고 습도 조절이 탁월한 옷감이다. 한산모시 짜기는 과학적 우수성을 인

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한산모시관에서는 한산 모시 짜

기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전통직조기능 보유자 분들이 날마다 직접 모시를 짜고 

있어, 아이들이 모시짜기 시연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장항음식 
특화거리

문헌서원

서천특화시장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산모시관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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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테마여행 루트 

솔바람 코스

시간 내용 비고

09:50〜10:00 서천버스터미널에서 투어버스 1차탑승

10:00〜10:10 서천종합안내소에서 투어버스 2차탑승

10:10〜10:30 이동(종합관광안내소 ⇒ 문헌서원)

10:30〜11:10 문헌서원 관람

11:10〜11:35 이동(문헌서원 ⇒ 장항역)

11:35〜11:45 장항역(서해금빛열차 관광객 3차 탑승)

11:45〜11:55 이동(장항역 ⇒ 장항읍내)

11:55〜12:55 장항읍내 자유중식

12:55〜13:05 이동(장항읍내 ⇒ 장항송림산림욕장)

13:05〜13:35 솔바람길, 스카이워크 탐방

13:35〜14:00 이동(장항송림산림욕장 ⇒ 서천특화시장)

14:00〜14:30 서천특화시장 관람

14:30〜14:50 이동(서천특화시장 ⇒ 한산)

14:50〜15:35 한산모시관,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관(소곡주시음)

15:35〜15:50 이동(한산 ⇒ 국립생태원)

15:50〜16:40 국립생태원 관람

16:40〜16:50 장항역(국립생태원 후문)탑승

16:50〜17:00 서천종합관광안내소 하차

17:00〜17:15 서천 버스터미널 하차

CITY TOUR 시간표

(운영요일 :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여행 포인트 

장항송림산림욕장(스카이워크)

장항송림산림욕장의 소나무 숲은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시원한 솔바람이 불어와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다. 1km가 넘는 백사장을 오가며 해변을 거니는 맛도 그렇지

만 무엇보다 이곳 해변을 온통 감싸고 있는 해송림 속으로 들어서면 바닷바람은 이내 솔바람

이 되어 솔내음 물씬 풍기는 상큼한 바람으로 돌아온다.  특히 이곳의 모래사장은 모래바닥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이 아니라서 산책 겸 나온 가족과 연인들이 

해변을 거닐기 좋은 점 또한 이곳 인기 비결 중 하나일 것이다. 짜릿한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면 발밑 한참 아래에 펼쳐진 바다로 빠질 것 같은 아찔함을 선사하는 스카이워크를 걸어보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장항음식 
특화거리

문헌서원

한산모시관

국립생태원

장항송림산림욕장
(스카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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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테마여행 루트 

서천 생태체험 여행

CITY TOUR 시간표

(운영요일 : 수요일,)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일차

10:30 서천역에서 투어버스 탑승

10:30〜10:40 문헌서원 도착

10:40〜11:20 문헌서원 관람

11:20〜11:30 장항읍식 특화거리 도착

11:30〜13:00 장항음식 특화거리 자유중식

13:00〜13:10 서천 미디어 문화센터 도착

13:10〜15:10 서천 미디어 문화센터 체험 및 관람

15:10〜15:2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도착

15:20〜17:0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

스카이워크 체험

17:00〜17:20

각 숙소 도착  

 동백꽃 정보화 마을(팜스테이 농가) 

 봉선저수지 물버들펜션

2일차

08:30〜09:00 한산 모시관 도착

09:00〜10:00
한산 모시관 관람  

※ 모시떡 및 한산 소곡주 시음

10:00〜10:10 신성리 갈대밭 도착

10:10〜11:10 신성리 갈대밭 탐방

11:10〜11:20 한산면내 도착

11:20〜12:50 한산면내 자유중식

12:50〜13:10 서천특화시장 도착

13:10〜14:00 서천 특화시장 관람

14:00〜14:10 국립생태원 도착

14:10〜15:30 국립생태원 관람

15:30 장항역 출발(국립생태원 후문)

장항음식 
특화거리

동백꽃 
정보화 마을 

신성리 갈대밭

한산모시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스카이워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산면 
식당투어

한산모시관

신성리 갈대밭

식당투어서천특화시장

특화거리

서천 
미디어 문화센터

서천특화시장

국립생태원

문헌서원

여행 포인트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에 들어서면 입구부터 에코리움까지 걸어가는 길만으로도 가슴이 트이는 듯 자연

을 호흡할 수 있다. 눈에 걸리는 것 없이 탁 트인 시야,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조성된 야외 공

간의 국립생태원은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기에도 그만인 곳이다. 인위적으로 손질된 느낌이 

아니라 마치 자연 속 들판인 듯 생태적으로 조성된 야생화, 풀, 나무를 쳐다보며 연못과 습지 

주변을 거닐어보자. 에코리움에서 생태 해설가 프로그램 시간을 확인하여 해설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립생태원을 감상한다면 식물과 동물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시티투어 참고 사항>

1. 시티투어 출발 당일 전체 예약인원 5명 미만일 경우 자동 취소

2. 시티투어 예약방법 : 서천군 홈페이지(www.seocheon.go.kr)   

    - 서천군 홈페이지 상단 문화관광 클릭 ⇒ 시티투어 예약하기  

    - 예약은 운행 2일전 17:00까지 입금이 되어야 예약됨     

    ※ 환불시 기간 계산 후 환불 되며, 환불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

3.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시티투어 예약 문의 : 041-95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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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무엇을 살까?

갈꽃비

서천지역에서 자생하는 자연 갈꽃을 이용해 수작업으

로 만든 빗자루로, 수수비와는 달리 갈꽃의 부드러움

이 섬세한 먼지까지 쓸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서래야 쌀

서쪽으로는 서해, 남쪽으로는 금강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맑은 물을 머금고 자란 

귀한 쌀이다.

서래야 

서천에서 온 좋은 농산물이란 의미로 서천의 맑은 물과 바람이 

만든 서천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한산모시

대한민국의 美(미)를 상징하는 여름 전통옷감으로, 품

질이 우수하고 청아한 멋이 있어서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품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한

다. 옷뿐만 아니라 음식, 술, 약재 등에 다방면으로 쓰

이는 팔방미인이다.

공작선

예부터 조상들이 벽걸이 장식용으로 즐겨 쓰던 기물

로, 날개를 활짝 편 공작 모양의 부채살과 공작의 머리

를 연상시키는 부채자루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움을 더

해 외국인들로부터 인기가 높다.한산소곡주

1500년 전 백제왕실에서 즐겨 음용하던 술이며, 한국 

전통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술로 알려져 있다. 맛과 향

이 뛰어나 한번 맛을 보면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고 

하여 ‘앉은뱅이 술’로 유명하다.

서천김

충남도내 전체 김 생산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서

천김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영양염류가 풍부한 금강 

하구의 인근 서해 연안에서 생산돼 그 맛과 품질이 우

수하다.

모시떡 한산모시

공작선

갈꽃비 서래야 쌀

한산소곡주 서천김

1월 

마량포 해넘이·해돋이 축제
서해에서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감상하는 아름다운 장소

위치 : 서천군 서면 마량리 346

3월 

동백꽃·주꾸미 축제
선홍빛 동백꽃도 구경하고 주꾸미 맛도 보는, 멋과 맛의 축제

위치 : 서천군 서면 마량리 313-2

5월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

쫄깃쫄깃, 탱글탱글 씹는 맛이 일품, 자연산 광어 큰잔치

위치 : 서천군 서면 마량리 313-2

동백꽃·주꾸미 축제 자연산광어·도미 축제

마량포 해넘이·해돋이 축제

서천, 어떻게 즐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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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산모시문화제
오감으로 느끼는 천오백년의 멋 한산모시

위치 :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60-1

7월 

춘장대 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축제
푸르른 해송림, 금빛 백사장, 황홀한 낙조가 어우러진 한여름 문화예술축제

위치 : 서천군 서면 도둔리 400

9월 
홍원항 전어·꽃게 축제

고소하고 감칠맛이 일품, 바다별미 전어·꽃게 맛축제

위치 : 서천군 서면 도둔리 1222-7

11월 
서천 철새여행

가까이에서 보고 즐기고 느끼는 철새여행

위치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9

한산모시문화제 춘장대 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축제

홍원항 전어·꽃게 축제 서천 철새여행

서천, 어떤 체험을 할까?

1 국립생태원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문의 : 041-950-5483     

주요 체험거리 : 일일생태체험, 생태진로체험, 생태과학교실, 생태캠프 등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설날·추석 전일 및 당일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문의 : 041-950-0600

주요 체험거리 : 학교 단체교육(해양생물의 비밀을 찾아라 등), 

                     주말 가족교육(우리가족 바다실험실 등) 등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1월 1일, 설날, 추석

3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916

문의 : 041-956-4002

주요 체험거리 : 스마트탐조체험, 도요새와 20일간의 서천습지여행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4
관악공동체라디오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플러스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45번길 30번지

문의 : 041-956-7936

주요 체험거리 : 영상체험(나도 아나운서), 사진체험(나도 사진작가), 라디오 읽기 등

휴관일 : 매주 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 창립기념일(10.16)

5 문헌서원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서원로 172번길 66

문의 : 041-953-5895

주요 체험거리 : 전국판소리학교, 서원학당, 충효예 교실, 달빛캠프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1월 1일, 설날, 추석

6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 34번길 72-40

문의 : 041-956-3002〜3

주요 체험거리 : 아나운서 체험, 요리체험, 청소년 C.P.R, 디스크골프, 공동체 놀이

7 장항 미곡창고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23

문의 : 041-956-3161

주요 체험거리 : 도자기 핸드페인팅, 타일공예, 도예, 가죽공예, 나무공예, 규방공예 등

휴관일 : 매주 월요일

8 갈숲마을

위치 :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 283

문의 : 041-951-2077/ 010-2427-3624(백성식)

주요 체험거리 : 모시송편 만들기, 솟대공예

9 고살메갈꽃체험마을

위치 : 서천군 서천읍 삼산남길 130

문의 : 010-7274-1511(윤세범)

주요 체험거리 : 떡체험, 허수아비체험, 누룽지체험, 모판체험

10 달고개모시마을

위치 : 서천군 화양면 화한로 504번길 5

문의 : 041-951-0242/ 010-3310-3175(양생규)

주요 체험거리 : 모시송편 만들기, 모시공예체험

11 동백꽃정보화마을

위치 : 서천군 마서면 합전길 77

문의 : 041-952-6737/ 010-6424-6298(유경아)

주요 체험거리 : 야생화분 만들기, 죽염장 만들기, 바다향초 체험, 갯벌 체험

12 동자북문화역사마을

위치 :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 36-16

문의 : 041-951-7743/ 010-5188-0424(김영범)

주요 체험거리 : 한산소곡주 빚기, 한산모시베틀, 모시음식만들기, 짚공예

서천, 어떻게 즐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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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들꽃동산마을

위치 : 서천군 시초면 선암길 132번길 47

문의 : 041-953-1859/ 010-6278-2872(최재형)

주요 체험거리 : 야생화분체험, 물고기잡기, 동물농장먹이주기, 마을하이킹 체험

14 봉선지 물버들마을

위치 :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93-2

문의 : 041-953-1024/ 010-4594-9840(안병현)

주요 체험거리 : 철새탐조, 모시칼국수, 모시찐빵, 농촌생태체험

15 선도리갯벌체험마을

위치 : 서천군 비인면 갯벌체험로 428-13

문의 : 041-952-5212

주요 체험거리 : 어촌갯벌체험

16 심동산촌생태마을

위치 : 서천군 판교면 심동길 289 

문의 : 041-951-9259/ 010-9486-59169(정순성)

주요 체험거리 : 산나물채취, 버섯따기, 장류담그기, 도토리만들기

17 월하성어촌체험마을

위치 :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96

문의 : 010-4484-7060

주요 체험거리 : 어촌갯벌체험

18 이색체험마을

위치 : 서천군 기산면 화출길 42번길 2-10

문의 : 041-951-1442/ 010-5596-5337(정민희)

주요 체험거리 : 모시송편, 모시칼국수, 모시양갱, 모시공예, 천연염색

19 행복체험마을

위치 : 서천군 비인면 남당길 63번길 23-6

문의 : 041-952-0536/ 010-6669-9343(이중우)

주요 체험거리 : 두부 만들기, 인절미 떡메치기, 파종체험, 수확체험

20 황새마을

위치 : 서천군 마서면 계동길 46번길 36

문의 : 010-5437-0735(구남윤)

주요 체험거리 : 허수아비 만들기, 친환경모내기,, 친환경우렁잡기, 방울토마토 따기

21 갯벌도예체험장

위치 :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2

문의 : 041-952-4895/ 010-6401-4895(김상덕) 

주요 체험거리 : 갯벌 도예체험, 솟대 만들기, 칼라믹스

22 꿈꾸는나무들교육농장

위치 :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170번지

문의 : 041-951-1072/ 010-9475-1072(김재완, 최정심) 

주요 체험거리 : 다육이분 체험, 커피체험

23 나무노리터

위치 : 서천군 기산면 원동길 16

문의 : 010-4510-7902(고민경)

주요 체험거리 : 나무 목공예 체험, 쏘잉체험

24 두메산골물듬이

위치 : 서천군 시초면 후암길 79번길 37-12

문의 : 041-952-0934/ 011-403-0934(박예순) 

주요 체험거리 : 천연염색

25 마음가리농장

위치 : 서천군 서천읍 송신로 226번길 43

문의 : 010-6425-8686(송현용) 

주요 체험거리 : 야생화분체험

서천, 어떤 체험을 할까?

26 별꽃농장

위치 : 서천군 마서면 가양길 66

문의 : 041-953-2129/ 010-9346-4989(황미자) 

주요 체험거리 : 밤윷만들기, 밤따기, 밤구워먹기, 커피체험, 피자만들기체험

27 사이언스캐슬

위치 : 서천군 서면 서민로 1044-13

문의 : 041-952-7970/ 010-2916-7979(김애경) 

주요 체험거리 : 스타킹공예, 재활용공예, 두부먹거리체험

28 상수리나무

위치 : 서천군 마서면 옥도로 375 

문의 : 010-9439-0825(이형채,김란분) 

주요 체험거리 : 곤충체험학습 ,배추한살이, 나무공예, 솟대만들기 ,곤충악세서리

29 선암동물농장

위치 : 서천군 시초면 선암길 218

문의 : 041-953-8428/ 011-453-8428(이웅구, 정택율) 

주요 체험거리 : 야생화분체험

30 순정이네쌀농장

위치 : 서천군 화양면 창봉길

문의 : 041-951-4057/ 011-427-4057(김순정, 박성자) 

주요 체험거리 : 가마솥밥체험, 트랙터타기체험, 인절미만들기체험

31 아리랜드

위치 : 서천군 마서면 합전길 77

문의 : 041-952-6321/ 011-9807-6321(정의국, 최애순) 

주요 체험거리 : 소라분경만들기, 비누만들기

32 아이마을

위치 : 서천군 기산면 신막로 121

문의 : 041-951-6728/ 010-4412-9114(박호선, 오광석) 

주요 체험거리 : 도자기체험, 빗살무늬토기 밥지어먹기, 자연화장품만들기

33 해가마을

위치 : 서천군 마서면 합전길 72

문의 : 041-952-6404/ 011-9826-6404(오세인, 나준혜) 

주요 체험거리 : 두부만들기, 고추장만들기, 찐빵만들기

34 고수록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103-10번지

문의 : 041-952-1928〜9

주요 체험거리 : 재래 손 김 체험, 모시칼국수, 모시송편

35 서천식물예술원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화출길 42번길1

문의 : 041-951-0020

주요 체험거리 : 야생화 심기, 압화카드 만들기

36 한다공방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신성리 갈대 체험관)

문의 : 070-4103-1651

주요 체험거리 : 부채공방체험, 천연염색체험, 솟대공방체험, 

                    대장간체험, 짚공예체험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서천, 어떤 체험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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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무엇을 먹을까?

구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메뉴 비고

장항읍

서해안해물 장항읍 장서로47번길 21 956-7500 해물탕

모범

음식점

우리식당 장항흡 장서로 29번길 42 957-0465 아구탕, 아구찜

황궁 장항읍 장항로 161번길 22 956-1315 중화요리

수라원 장항읍 장산로 641-9 956-6250 한우구이

장군횟집 장항읍 장산로 626 956-5733 생선회

자연횟집 장항읍 장산로 622-11 957-0019 생선회

바다횟집 장항읍 장산로 609 956-7932 모시복찜 향토

음식점할매온정집 장항읍 장서로 47번길 20 956-4860 아구탕, 아구찜

서천읍

고 궁 서천읍 군청로 7 952-0050 갈비탕, 갈비찜

모범

음식점

기억속에 

보리밥
서천읍 충절로 73 953-5172 보리밥, 훈제오리

남경가든 서천읍 서문로 101 953-7612 녹두삼계탕

롯데뷔페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952-8778 한식뷔페

한우정 서천읍 사곡리 144-9 952-8989 돼지고기, 소고기

서래야 

건강밥상
서천읍 충절로 81번길 7 953-3788 생선탕, 백반

서천아구탕 서천읍  충절로 109번길 28 953-4391 아구탕, 아구찜

서천 한우타운 서천읍 충절로 41번길 11-15 953-3377 돼지고기, 소고기

소가보이는들녘 서천읍 서천로 152 952-8887 한우구이, 삼겹살

육육구이 서천읍 사곡로 28번길 3 952-6692 영양밥, 궁중비빔밥

코너분식 서천읍 충절로 59번길 21-10 951-7794 해물칼국수

큰집감자탕 서천읍 충절로 59번길 31-11 952-5386 감자탕

갯바우횟집 서천읍 충절로 59번길 18 953-8348 박대정식

향토

음식점
구미가 서천읍 서천로 232번길9 953-0005

단호박이 품은

훈제오리

금향식당 서천읍 사곡로 99번길 6-1 953-4548 오리로스

마서면

덕수궁해물칼국수 마서면 장산로 855번길 5 956-7066 해물칼국수

모범

음식점
불꽃 마서면 장산로 811-1 956-5557 양념돼지갈비

이화가든 마서면 금강로 1145-17 956-2501 민물매운탕, 붕어찜

서천, 무엇을 먹을까?

구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메뉴 비고

마서면

장항횟집 마서면 장산로 718 956-3034 생선회, 생선탕

모범

음식점

채선정 마서면 장서로 532 951-1500 뷔페

하구둑해물칼국수 마서면 장산로 849-1 956-3366 칼국수, 왕만두

서천생선 구이가게 마서면 장산로 708 956-0292 생선구이

신강변횟집 마서면 장산로 714 956-8874 삼식이탕
향토

음식점

서면

남강 서면 공암남촌길  145 951-8210 주꾸미 샤브샤브

모범

음식점

마량포횟센타 서면 서인로 297-1 952-8948
생선회, 생선탕,

해물샤브샤브

바닷가횟집 서면 춘장대로151번길 35 953-7000 생선회,생선탕

보라가든 서면 부사로 238 952-2616 장어구이, 생선탕

서천서해안횟집 서면 서인로 93 952-3177 생선회, 생선탕

아침햇살 서면 부사로 259 952-3948 생선회, 꽃게장백반

장벌설농탕 서면 서인로 699 952-8993 설렁탕, 백반

황금어장횟집 서면 춘장대로 151번길 55 952-9399 생선회, 생선탕

섬마을횟집 서면 도둔리 72-795 951-9918 생선회
향토

음식점

비인면 청송회관 비인면 비인로  145 952-3355 백반, 돼지고기
모범

음식점

판교면
수정집 판교면 종판로 882 951-5573 냉면

향토

음식점
진미식당 판교면 종판로 883 951-5621 콩전, 콩국수

한산면

담쟁이넝쿨 한산면 충절로 1114 951-9288 모시된장백반

산성회관 한산면 충절로 1124 951-5161
영양돌솥밥, 

가정식 백반

일반

음식점

골목식당 한산면 한산모시길 42-6 951-6824 홍어, 오리

모시원 한산면 한산모시길 38번길 21 951-0021 영양돌솥밥

한산반점 한산면 한산모시길 32-2 951-9696
중화요리

서해원 한산면 한산모시길 38번길 8 95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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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어디서 잘까?

상호 주소 문의전화

문헌서원(전통호텔) 기산면 서원로 172번길 66 041-953-5895

향나무집민박 기산면 기산길 58-20 951-9894

물버들펜션 마산면 벽오리 188  010-5073-4479

국립생태원 교육생활관 마서면 금강로 1210 950-5300

동백꽃정보화마을(팜스테이) 마서면 합전길 77 041-952-6737

갤러리모텔 마서면 금강로 1164-24 956-6310 

골든모텔 마서면 장산로 761 956-8330

로망스모텔 마서면 금강로 1283-47 956-5678

모텔밀라노 마서면 금강로 1164-20 956-5055

스카이모텔 마서면 금강로 1283-48  956-5678

테마모텔 마서면 금강로 1164-28 957-0108

프로포즈 마서면 금강로 1155 956-6220

하이디여관 마서면 금강로 1145-21 956-3522

해변민박 마서면 송신로 658 010-6631-8313

마당민박 문산면 신농길 49 010-5277-8614

강변민박 비인면 갯벌체험로 944번길 54 953-2211 

갯마을펜션민박 비인면 선도길 15 952-2300 

굿모닝펜션 비인면 칠지길 5-13 952-8830

다사리 해변민박 비인면 갯벌체험로 428-13 952-7402

드림하우스 비인면 갯벌체험로 417-26  010-7765-2131

딱정벌레펜션 비인면 갯벌체험로 507 952-0495

모녀민박 비인면 갯벌체험로 768-12 952-6224

미로민박 비인면 갯벌체험로 374 952-1992

바다마을민박 비인면 갯벌체험로 951 953-9707

바다민박 비인면 갯벌체험로 767번길 3 952-8731

사랑이네펜션 비인면 선도길 74 010-3764-6005

선도민박 비인면 선도길 10 952-6520

성지산장 비인면 충서로 579-37 952-3388

쌍도모텔 비인면 갯벌체험로 331 952-2434

쌍도하우스 비인면 선도길 4 952-8999

엘림펜션 비인면 갯벌체험로 492-10 953-9977

영미네민박 비인면 갯벌체험로 477번길 29 952-9898

장포민박 비인면 갯벌체험로 739-1  952-9108

전원민박 비인면 갯벌체험로 429-23 016-9520-4532

풀하우스 비인면 갯벌체험로 941 952-1080

해변쉼터 비인면 선도길 34 952-6981

2009 민박 서면 갯벌체험로 191 953-2211 

가족민박 서면 월하성길 67번길 16-1 010-3136-8612

갯벌도예체험펜션 서면 월하성길 35-3 010-6401-4895 

건연민박 서면 서인로 471번길 61-15 952-2143 

게스트하우스 서면 서인로 1044-3  010-2916-7979

서천, 어디서 잘까?

상호 주소 문의전화

노은민박 서면 서인로 471번길 61-1 010-6422-2497

다솜민박 서면 월하성길 60 952-4173

대자연펜션 서면 동중길 65 951-8075

덤장집민박 서면 월하성길 58 952-3566

동백민박 서면 월하성길 74 952-1781

동백정별장 서면 서인로 247-20 952-2245

둥지민박 서면 공암남촌길 152번길 108 952-0882

마량민박 서면 서인로115번길 33 011-424-1614 

마량포민박 서면 서인로 297-1 952-8998

모텔노을 서면 서인로 256-12 951-6697

민지네펜션 서면 갯벌체험로 308 011-396-2770

바다가 있는 풍경 서면 춘장대로 67번길 19 952-2660

바다에 황토펜션 서면 월하성길67번길 28-21 010-9552-3618

바다풍경  서면 서인로 471번길 61-17 011-789-2491

바닷가민박 서면 갯벌체험로 328 952-1980

바닷가모텔  서면 춘장대로 151번길 39 952-0737

백이모텔 서면 부사로 239 952-4812

벧엘민박 서면 춘장대길 8번길 40 951-8018

별바라보기펜션 서면 서인로 471번길 57 952-2332

부자되세요 민박 서면 춘장대로 135-1 010-5625-9030

사랑이 머무는 집 서면 춘장대로 143 010-5400-1484

산장민박 서면 홍원길 69번길 24 952-3375

상배민박 서면 서인로 315-1 952-3031

새아침민박 서면 서인로 730-29 951-2159

서천비치텔 서면 서인로 288-11 952-9566

솔내음펜션 서면 춘장대로 165-2 952-8545

솔마루펜션 서면 춘장대길 79-8 953-8030

솔향기펜션 서면 갯벌체험로 48번길 65 017-245-8539

수명민박 서면 서인로 231 952-3601

쉼터민박 서면 춘장대로 88-20 952-0405

신흥파크여관 서면 춘장대로 83 952-2526

아드리아모텔 서면 부사로 271 951-6699

아침햇살민박 서면 부사로 275 952-3949

어촌펜션 서면 월하성길 67번길 7 952-0594

에덴민박 서면 서인로 268 952-1957

에벤에셀민박 서 면 춘장대길 73 010-6488-4938

여행바다민박 서면 동중길 89 952-3365

여행스케치 서면 춘장대로 135 952-3325

영민박 서면 서인로471번길 61-24 952-3160

영은민박 서면 춘장대로 59-14 952-2154

오성펜션 서면 서인로471번길 61-21 010-4489-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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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주소 문의전화

월하성 민박 서면 월하성길 2 952-2055

월하성펜션 서면 월하성길 67번길 27-15 010-6376-4711

월호민박 서면 월하성길 67번길 28-17 011-436-4391

은혜펜션 서면 서인로 225번길 6-1 010-5316-4420

이층민박 서면 월하성길 67번길 40 952-3336

정든민박 서면 월하성길 67번길 30 952-3656

중앙민박 서면 춘장대로 149 951-0432

체험민박  서면 월하성길 70 010-3713-3673

추억가이드펜션 서면 춘장대로 54 952-0016

춘장모텔 서면 춘장대로 64 952-2090

춘장민박 서면 춘장대로 121 952-1641

핑크민박 서면 춘장대로 88-15 951-7080

한솔민박 서면 월하성길 67번길 27-12 010-4359-1329

한창펜션 서면 춘장대길 6 952-2604

해돋이민박 서면 서인로 131번길 5-8 011-407-3016

해맞이파크 서면 서인로 252 952-3531

해변산장여관 서면 춘장대로 111 952-2646

해송민박 서면 갯벌체험로 48번길 67 010-4151-1730 

해오름관광농원 서면 서인로 576 952-1617

해우리민박 서면 서인로 316 951-7757

화신장 서면 춘장대로 129 951-8828

훈이네민박 서면 월하성길 49 951-4479

훈이네펜션 서면 홍원길31번길 24 952-9305

휴모텔 서면 부사로 273 952-0077

VIP장여관 서천읍 서문로 13 951-8338 

광성장여관 서천읍 서천로 138-1 953-7774

그린파크장 서천읍 서천로 143번길 9 951-8871

디스장여관 서천읍 서천로 45-3 953-9005

선명모텔 서천읍 군사길 18 953-9252

신신장여관 서천읍 서천로 6 951-7771

용일장 서천읍 충절로59번길 34-3 953-8512

청림장여관 서천읍 사곡안길 3 953-1836

한솔장여관 서천읍 충절로 109번길 28 953-6151

한일장 서천읍 충절로 117 951-7911

홍일장여관 서천읍 군청안길 23-3 953-0908

고향민박 시초면 후암길 29번길 13 011-209-9392

두메산골물듬이 시초면 후암길 79번길 37-12 011-403-0934

유스호스텔  장항읍 장항산단로 34번길 72-40 041-956-0003

계원여관 장항읍 장서로 47번길 9 956-3039 

네오텔 장항읍 장마로 16 956-0419

노블레스 장항읍 장항로 196번길 8 956-3100

서천, 어디서 잘까?

상호 주소 문의전화

대호장여관 장항읍 장항로 156번길 29-5 956-5208

동양여관 장항읍 장서로 43번길 41 956-2981

로얄장여관 장항읍 장항로 171번길 34 956-1240

모텔프린스 장항읍 장마로 22번길 13 956-4636

목화장여관 장항읍 장서로 47번길 29 956-7586

비치하우스 장항읍 장산로 618-1 956-3230

삼풍모텔 장항읍 장서로 19 956-4567

샵모텔 장항읍 장산로 641-17 956-0388

서천휴리조트펜션 장항읍 장항산단로 34번길 76-28 070-8887-2222

서천다옴리조트펜션 장항읍 장항산단로 34번길 59 010-8900-0015

성지장 장항읍 장서로 47번길 29 956-0465

오페라모텔 장항읍 장산로 641-12 956-6565

일신장여관 장항읍 장서로 44번길 8 956-5199

장미장여관 장항읍 장항로 157번길 12 956-3553

파라다이스 모텔 장항읍 장산로 1040번길 23 951-8228

팔레스장여관 장항읍 장항로 172번길 50 956-3770

풍경모텔 장항읍 장산로 641-15 956-5855

라현민박 종천면 대백제로 1458 953-2002

산호텔 종천면 충서로 233 952-8012

서천에벤에셀펜션 종천면 갯벌체험로 1152번길 36-72 010-7194-9023

필모텔 종천면 충서로 217 952-9334

희리산 자연휴양림 종천면 희리산길 206 041-953-2230

뉴프로포즈 모텔 한산면 지현리 368번지 14호 951-0920

동자북 마을 민박 한산면 신성로 36-16 041-951-7743

산성파크 한산면 충절로 1124 951-0654

서광장여관 한산면 한산향교길 4 951-0817

A+ 팬텔 화양면 장산로 1040번길 15 952-6868

K모텔 화양면 장산로 1040번길 17 951-1282

벤츠모텔 화양면 장산로 1040번길 21 951-4231

생태원펜션 화양면 춘부길 132-23 010-4232-0770

문헌서원 외관 문헌서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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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무엇을 타고갈까?

구분 장  항 장암리 장  항

시간

07:30 07:40 07:50

08:55 09:05(송림) 09:10

12:00 12:05 12:10

14:50 14:55(송림) 15:00

17:40 17:45 17:50

19:00 19:05 19:10

2) 장항(금강병원) → 장암리(하차정류소) → 장항(금강병원)  대중교통 시간표

구분 서천 장항 서천 장항 서천 장항

시간

06:10 06:30 11:10
(장항역 경유)

11:40 17:10 17:40

06:40 07:00 11:40 12:10 17:40 18:10

06:50 07:20 12:10
(장항역 경유)

12:40 18:10
(장항역 경유)

18:40

07:10 07:40 12:40 13:10 18:40
(장항역 경유)

19:10

07:30 08:00 13:10
(장항역 경유)

13:40 19:10 19:40

07:50 08:20 13:40 14:10 19:40 20:10

08:10 08:40 14:10
(장항역 경유)

14:40 20:10 20:40

08:40 09:10 14:40 15:10 20:40
(장항역 경유)

21:10

09:10
(장항역 경유)

09:40 15:10 15:40 21:10 21:40

09:40 10:10 15:40 16:10 21:40 22:10

10:10 10:40 16:10 16:40

10:40 11:10 16:40
(장항역 경유)

17:10

3) 서천 (공용버스터미널) → 장항 (금강병원)  대중교통 시간표

구분 용산역 판교역 장항역 용산역 판교역 장항역

시간

05:35 08:44 08:59 14:24 17:24 17:38

06:23 09:25 09:40 16:25 19:24 19:37

10:25 13:24 13:37 18:27 21:32 21:45

12:25 15:24 15:37 20:35 23:37 23:50

 1) 용산역 → 판교역 → 장항역  대중교통 시간표

※ 대중교통 일부

서천, 무엇을 타고갈까?

구분 장항 서천 장항 서천 장항 서천

시간

06:30 06:50 11:40 12:10 17:40 18:10

07:00 07:30 12:10
(장항역 경유)

12:40 18:10
(장항역 경유)

18:40

07:20 07:50 12:40 13:10 18:40 19:10

07:40 08:10 13:10
(장항역 경유)

13:40 19:10 19:40

08:00 08:30 13:40 14:10 19:40 20:10

08:20
(장항역 경유)

08:50 14:10
(장항역 경유)

14:40 20:10 20:40

08:40 09:10 14:40 15:10 20:40 21:10

09:10 09:50 15:10
(장항역 경유)

15:40 21:10 21:40

09:40 10:10 15:40 16:10 21:40 22:10

10:10
(장항역 경유)

10:40 16:10 16:40 22:10 22:50

10:40 11:10 16:40 17:10

 11:10
(장항역 경유)

11:40 17:10 17:40

4) 장항 (금강병원) → 서천 (공용버스터미널)  대중교통 시간표

구분 서천 한산 서천 한산 서천 한산

시간

06:10 06:30 10:40 11:10 16:40 17:10

06:40 07:00 11:05 11:30 17:05 17:40

06:55 07:25 11:35 12:10 17:40 18:10

07:40 08:10 12:25 12:50 18:05 18:40

08:10 08:40 13:00 13:30 19:05 19:40

08:35 09:10 14:05 14:40 19:40 20:10

09:05 09:40 15:05 15:40 20:30 21:00

09:35 10:10 15:35 16:10 21:50 22:20

10:05 10:40 16:05 16:40 21:40 22:10

5) 서천 (공용버스터미널) → 한산(공용버스터미널)  대중교통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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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무엇을 타고갈까?

구분 한산 서천 한산 서천 한산 서천

시간

06:30 07:00 10:50 11:40 17:10 17:40

07:20 07:40 11:40 12:10 17:40 18:10

07:45 08:10 12:10 12:40 18:10 18:40

08:20 08:50 12:45 13:10 18:50 19:10

09:10 09:40 13:10 13:40 19:40 20:10

09:40 10:10 13:30 14:00 20:10 20:50

10:00 10:30 14:10 14:40 20:50 21:20

10:20 10:40 15:40 16:10 20:55 21:30

10:40 11:10 16:00 16:30 22:20 22:40

6 )  한산(공용버스터미널) → 서천 (공용버스터미널)  대중교통 시간표

구분 서천 동백 서천 동백 서천 동백

시간

07:30(춘장대 경유) 08:25 12:00 12:45 16:30(춘장대 경유) 17:25

07:50 08:45 12:30(춘장대 경유) 13:25 17:00 17:45

08:30(춘장대 경유) 09:25 13:00 13:45 17:30(춘장대 경유) 18:25

09:00 09:45 13:30(춘장대 경유) 14:25 18:00 18:45

09:30(춘장대 경유) 10:25 14:00 14:45 18:30(춘장대 경유) 19:25

10:00 10:45 14:30(춘장대 경유) 15:25 19:00 19:45

10:30(춘장대 경유) 11:25 15:00 15:45 19:30(춘장대 경유) 20:25

11:00 11:45 15:30(춘장대 경유) 16:25

 11:30(춘장대 경유) 12:25 16:00 16:45

8 ) 서천 (공용버스터미널) → 동백정류장 이동  대중교통 시간표

구분 한산 화양 장항 한산 화양 장항

시간

07:40 07:50 08:20 · 14:20 14:40

· 09:20 09:40 17:00 17:10 17:40

11:40 11:50 12:10 18:20 18:30 18:55

7 ) 한산(한산 모시관) → 금강하굿둑 관광단지 → 장항  대중교통 시간표

서천, 무엇을 타고갈까?

구분 동백 서천 동백 서천 동백 서천

시간

06:30 07:10 11:55(춘장대 경유) 12:50 17:35 18:20

07:00(춘장대 경유) 07:50 12:35 13:20 17:55(춘장대 경유) 18:50

07:30 08:20 12:55(춘장대 경유) 13:50 18:35 19:20

07:55(춘장대 경유) 08:50 13:35 14:20 18:55(춘장대 경유) 19:50

08:35 09:20 13:55(춘장대 경유) 14:50 19:35 20:20

08:55(춘장대 경유) 09:50 14:35 15:20 19:55(춘장대 경유) 20:50

09:35 10:20 14:55(춘장대 경유) 15:50 20:20 21:20

09:55(춘장대 경유) 10:50 15:35 16:20 20:45(춘장대 경유) 21:40

10:35 11:20 15:55(춘장대 경유) 16:50 21:45 22:25

10:55(춘장대 경유) 11:50 16:35 17:20 22:40 23:10

11:35 12:20 16:55(춘장대 경유) 17:50 22:20 22:40

9) 동백정류장 → 서천 (공용버스터미널)  대중교통 시간표

구분 서천
국립생태원

(정문)
군산 서천

국립생태원
(정문)

군산

시간

06:50 07:00 07:40 16:00 16:10 16:40

10:10 10:10 10:40 18:00 18:10 18:40

14:00 14:10 14:40 20:00 20:10 20:40

10) 서천 (공용버스터미널) → 군산  대중교통 시간표

구분 군산
국립생태원

(정문)
서천 군산

국립생태원
(정문)

서천

시간

07:20 07:35 16:30 16:45

10:30 10:15 18:30 18:45  

14:30 14:45

11) 금강하굿둑 관광단지 → 서천 (공용버스터미널)  대중교통 시간표

<서천여객 참고 사항>

1. 요금 : 일반 : 1,300원, 학생 : 1,040원, 어린이 : 650원     

            ※ 후불교통카드 가능

2. 환승 30분 이내 가능

3. 문의사항 : ㈜ 서천여객 041-953-2096   -서천여객 노선 개편 예정 : ‘16년

※ 상기시간은 도로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이야기가 있는 생태관광 루트 여행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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