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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 에너지파크

|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홍보관

| Energy Park

에너지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

영흥 에너지파크
그 어떤 전시관에서도 보지 못한
신기한 에너지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영흥 에너지파크는 전기 및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정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견학의 장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에너지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에너지 홍보관입니다.
또한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야외 테마광장을 갖추고 있어
연간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문화휴식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전시관 1층
체험을 통해 배우는 에듀테인먼트 전시관
화력발전소의 주요 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모형들을 통해
전기가 만들어지고 가정에서 활용되는 과정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전기가 만들어지기까지

4 양수발전

6 풍력발전

미분기, 보일러, 터빈, 발전기, 송전탑 등의 설비를 통해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소개

야간에 남는 전기를 이용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퍼 올려 전기 수요가 많을 때 방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 소개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왜 3개인가?’ 하는 의문들을 체험
으로 풀어보는 코너와 영흥화력발전소 내에 있는
국산풍력 상용화 단지의 축소 모형코너

5 자연속에 담긴 신재생에너지

7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기술 등의 신에너지
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 소개

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가 발생되는
태양전지의 힘으로 비행기가 작동하는 체험을 직접
해보는 코너

2 생활속의 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 제품들의 소비전력과 대기전력
을 알아보고, 자연 속 풍력발전의 원리를 체험
3 전기자동차의 원리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원리와
특·장점 및 미래 전망 소개

1st Floor

ENERGY PARK

전시관 2층
전력산업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체험하는 전력산업홍보관
우리나라 전기의 역사, 전력계통도, 원자력발전의 원리, 화력발전의 원리, 영흥본부 중앙제어실, 스마트그리드의 미래상 등
국내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견학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 3D 애니메이션관

4 나는 전기입니다

7 스마트 그린 유토피아

지하왕국 카야포의 용감한 꼬마전사 ‘뚜뚜’의
빛을 찾기 위한 모험 이야기

생활 속 전기관련 애니메이션과 상황연출 모형을 통해
전기의 소중함을 일깨움

신재생에너지 기술, 스마트그리드가 구축된 미래도시
모형, 그린에너지 기술이 구현된 첨단 미래 주택 소개

1 전기, 인류문명의 불을 지피다

5 최첨단 미래기술

8 미디어폴

인류문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모닥불 영상

전기의 생산과 운송, 전자파와 전자계, 원자로의 구조와
원리 등 첨단기술 소개

한국남동발전의 연혁, 비전, 발전현황 소개

2 한국 전력사업 120년
우리나라 전기 발전의 역사와 세계 전기역사 소개
3 한전, 세계를 비추다

9 영흥화력본부

6 화력발전 계통도
전기가 만들어지고 공급되는 과정 및 최첨단, 친환경
설비를 갖춘 선진화된 화력발전 시스템 소개

에너지를 만드는 선두주자 KEPCO 소개 및 전국
송전망과 발전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력계통도

2nd Floor

ENERGY PARK

발전소 모형 및 중앙제어실, 친환경 기술, 터빈 및
발전기의 원리,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

야외체험공간
자연 속의 에너지를 배우는 놀이 공간
대지면적 62,800m2에 에너지를 테마로 구성한 야외학습장과 생태연못, 소금쟁이댐,
어린이 놀이마당, 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을 위한 자연체험테마파크입니다

1 전망대

5 바람광장

발전소 주변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망원경과 가로등용
풍력발전기(1kWp) 2대 설치

작은 풍력발전의 형태로 꽃바람개비와 세계 각국의
상징적 이미지 풍경 설치

2 화석광장

6 어린이 놀이마당

지층, 삼엽충, 공룡 등의 화석모형 조형물

모형기차, 미끄럼틀, 그물망 정글 등이 설치된 놀이시설

3 소금쟁이댐과 생태연못

7 원자력광장

양수발전을 축소한 형태로 상부댐과 하부댐인 생태연못
으로 구성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모형으로 다중 방호시스템을
축소한 형태

4 화력광장

8 미래에너지광장

영동화력에 설치되었던 125,000kW급 터빈 브레이드
(실사용기간 : 1969~2004년) 실물 전시

미래의 무한 청정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실험장치인 토카막 모형물 전시

하모니홀
지역 문화예술의 요람
300석 규모의 공연장, 지역문화교실, 세미나실 등에서 최신영화, 뮤지컬, 음악회, 연극,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및 세미나가 개최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찾아 오시는 길

버스

광역버스 790번 옹진군청 - 시청 후문 - 만수동 - 오이도역 - 대부도 - 영흥도
(문의 : 신강교통 032-773-8885)

승용차

외곽순환도로 도리IC 제3경인고속도로 - 정왕IC(구 월곶IC) - 시화 - 대부도 - 선재도 - 영흥도 - 에너지파크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시화공단 - 대부도 - 선재도 - 영흥도 - 에너지파크
영동고속도로 정왕IC(구 월곶IC) 시화 - 대부도 - 선재도 - 영흥도 - 에너지파크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 평택시흥고속도로 - 송산마도IC - 대동초교 - 선재도 - 영흥도 - 에너지파크

견학안내
관람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입장마감 5시)

단체견학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사전예약 필수

휴관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회사 지정 휴일

관람시간

약 1시간

관람료

무료

관람코스

에너지파크 홍보영상물 관람
에너지파크 전시관 관람

주차시설

버스 12대, 승용차 90대 (무료)

예약문의

www.e-park.co.kr / 070-8898-3570

주소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93번길 75
(구,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1344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