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처럼 어깨 동무한 섬들

북도면
해수욕과 갯벌놀이를 동시에 즐기자!

체·험·관·광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해변

신도 구봉정
정상까지 길이 잘 닦인 산악자전거 코스가 있으며 1~2시간 코스의 등산로가
여러 개 있다. 신도의 구봉산(178m)에 오르는 길은 벚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삼림욕장이라 알려져 있다.

농촌체험
잘 보존된 자연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딸기, 상추, 감자,
오디, 고구마 등 각종 과일과 야채를 직접 재배하여 먹는 재미가
있다. 또 아이들에게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선물할
것이다.

박주기 모도해변
모도해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으며 해안을 따라
등산코스가 이어져 있다.
모도 상징조형물이 있는
장소로 사진찍기에도 좋은
장소이다.
INFORMATION

김장체험

면내 교통안내
신·시·모도 공영버스 : 1일 12회 운행
장봉도 공영버스 : 1일 12회 운행

여행문의
북도면사무소 : (032)899-3410
(032)899-3410 장봉출장소 :(032)899-3570
(032)899-3570

지나간 역사, 숨겨진 신비, 황홀한 절경

북도면의 마을기업 옹진 해머금에서는 절임배추를 판매하는
동시에 겨울 11월 ~ 12월 두 달간 김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시도의 천일염으로 절인 속이 알찬 배추로 직접
김치를 만들어 보자.

연평면
= 자연이 빚은 천연조각상 =

= 연평도 전경 =

INFORMATION

면내 교통안내 공영버스 : 1일 5회 운행
안보교육장

연평 평화전망대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의 아픔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체험장으로서
포격당한 장소를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잔해물들을 전시하여 전쟁의 무서움과 평화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최북단에 홀로 떠 있는 바다의 종착역

연평 평화전망대는 대연평도 중앙에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
공간으로 2020년 10월에 조성되었으며, 평화를 향해 전진
하는 배 형태를 테마로 설계되었다. 전망대 1층 전시관에서는
연평도 소개 및 역사를 볼 수 있으며, 2층은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위치해 있고, 연평도와 북한의 디오라마지형
모형과 VR체험관이 있다.

여행문의

달라질 수 있

.

연평면사무소 : (032)899-3451~7

백령면
배타고 장군바위 구경해볼까!

해상 관광

몽운사

※ 운항횟수와 시간은 계절 및 여객선 운항시간에 따라
수와 시간은 계절 여객선 운항시간
달라질운항
수 있습니다.

깊은 역사가 숨쉬는 이곳! 성지순례 관광

콩돌해안

심청각
심청전의 배경무대인 백령도를
알리기 위해 심청이 몸을 던진
인당수와 연봉바위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련 판소리, 영화, 고서 등을
전시하고 있다.

INFORMATION

면내 교통안내
공영버스 : 1일 9회 운행(※ 방학기간 1일 7회 운행)

여행문의
백령면사무소 : (032)899-3511~8
용틀임바위

대청면

자연이 채색한 환상의 섬

해수욕, 갯벌놀이… 물 끝 따라 즐기는

이국적인 풍경속에서 즐기자! 자연이 내린 선물

지두리 해변
'경첩'을 뜻하는 대청도 사투리
'지두리'가 붙은 이 해변은 양쪽
으로 산줄기가 바람을 막아
주는 병풍이 되어준다.
길이 1㎞ 폭 300m의 광활한
백사장은 수심이 완만해 가족
단위의 피서지로 인기가 높다.

광난두 정자각

여행문의 Tour inquiries
영흥면사무소 _ 032)899-3811~5

목섬
모래사막

1㎞에 걸쳐 폭 100m의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야트
막한 언덕에 해송이 우거져
있다. 해변 양쪽으로 부드럽게
끌어안은 듯한 산이 편안함을
더해주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다.

옥죽동해변 뒷쪽에는 ‘한국의 사하라’로 불리는 모래사막이 있다. 부드러운
바람은 오랜 세월 모래알들을 쌓고 쌓아 산을 만들고 골짜기를 만들어 놓았고,
파도처럼 모래에 물결을 만들며 지나간다.

해넘이전망대
멋진 풍경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서해바다와 독바위, 해질 녘
낙조경관 등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날씨가 좋은 날은 소청도의
전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기름아가리
푸른 숲으로 이어진 바다를 만나면서 우뚝 솟아있는 기암 괴석과 하나가 되어
낚시를 즐기기에 좋은 천혜의 바다 낚시터로 손꼽힌다. 파도소리와 바람소리
외엔 낚싯대 릴 감는 소리만이 소음일 뿐이다.

에너지파크 ☎ 070-8898-3570 (무료관람)

2012년 CNN에서 선장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33곳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목섬’.
섬의 끝으로 이어진 목줄기를 목떼미라고 한다. 물이 빠지면 황금빛 모랫길을 따라
로빈슨크루소가 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겨울 설경은 또 하나의 색다른
관광코스로 꼽을 수 있는 곳이다. 다른 곳은 질퍽거리는 갯벌이지만 이 섬으로 들어
가는 길만은 모랫길이다. 목섬까지는 왕복 1km 정도이다.

산행코스
대청도
■ 1코스 : 대청면사무소 ▶ 삼각산 정상 (약 1시간 30분 소요)
■ 2코스 : 광난두정자각 ▶ 삼각산 정상 (약 1시간 30분 소요)
■ 3코스 : 매바위 ▶ 삼각산 정상 (약 1시간 30분 소요)
■ 4코스 : 서내동 ▶ 삼각산 정상 (약 1시간 20분 소요)
■ 5코스 : 고주동 ▶ 삼각산 정상 (약 1시간 20분 소요)
■ 6코스 : 잿피골 ▶ 지두리해변 (약 2시간 소요)
■ 7코스 : 선진교회 뒤 ▶ 고주동 뾰족바위 (약 1시간 소요)
■ 8코스 : 광난두정자각 ▶ 마당바위 (약 2시간 30분 소요)

동백나무자생지(천연기념물제66호)

소청도
■ 탑동선착장 ▶ 분바위 ▶ 등대 (약 3시간 소요)

매바위 전망대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설치
된 등대(1908년)로 소청도
서쪽 끝에 설치되어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소청도 밤별들과 함께 등대
불빛이 세계 어느 휴양지 못
지 않은 낭만을 선사한다.

양로봉

6.25 전쟁당시 영흥도 십리포 지역은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정보수집 캠프가 설치되어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초석역할을 하였다. 1950년 9월 13일 청년방위 대원들이 북괴군
대대급 병력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으며, 이 전투에서 순국한 해군 영흥지구
전투 전사자와 영흥면 대한청년단 방위대원 14인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다.

양로봉은 경사가 완만하여 초보자 및 노인도 쉽게 등반을 즐길 수 있다.
쾌청한 날씨에는 자월도, 승봉도, 영종도, 실미도 등을 육안으로 불 수 있다.

선재해상낚시터 ☎ 032-887-3110 수산자원연구소 체험학습관 ☎ 032-883-0398

어촌체험마을(선재·용담·영암·내리·십리포)

십리포 해수욕장과 소사나무 군락지

국사봉(통일사)

진두에서 10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여 십리포로 불리며 총 길이 1Km, 폭 30m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소사나무 군락지는 150여 년 전 해풍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농민들이 조성한 것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며 겨울에는 방풍막으로써
모래바람과 한파를 막아주고 있다.

면내 교통안내
공영버스 : 1일 8회 운행

여행문의

INFORMATION

덕적면

굴업해변

이곳은 뭔가 특별한 여행이 있다!

모래가 너무 고와 발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이며, 맑고 투명한
바닷물은 허리 깊이에서도
발가락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파도가 다림질하며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해변을 걷다보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

국수봉

서포리해변
2007년부터 착수한 서포리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지역으로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변이다. 길이 3km, 폭 300m의 곱고 깨끗한 백사장을 매년 10만
명이 넘게 다녀간다. 주위에는 200~300년이 넘은 노송이 병풍처럼 울창
하게 형성되어 있고 갯바위에서 낚시도 즐길 수 있으며 2010년 오토캠핑장
및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서해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덕적 일주 자전거길

비조봉(292m)은 소나무향을 맡으며 산행을 할 수 있는 등산로이다. 섬주변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4개의 코스가 있으며 산을 오르면서 감투처럼 생겼다하여
불려진 감투바위, 30m높이의 암벽, 그리고 망재봉을 감상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덕적도에는 일반코스부터 MTB(mountain bike) 산악코스까지 섬 한바퀴를 돌
수 있는 자전거길이 마련되어 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 속의 자전거여행을 즐겨보자!

코리아나

일반인 코스 : 12km

백아도 마을모습

바지락체험

갯바위낚시

진말해안과 밧지름, 소재, 이개의
갯벌이 드넓은 평야처럼 펼쳐져 있다.
갈고리와 호미만 가지고 오면 양동이
하나 채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갯벌체험도 가능하다.

덕적도내 인가와 떨어진 암초지대에서
조수를 타고 유영하는 우럭, 놀래미,
장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호쾌한
낚시이다.

덕적도 능동자갈마당

영흥면사무소 : (032)899-3811~5
영흥대교 야경

북2리 배너머고개 구름다리

중급 코스 : 7km
해변경관 코스 : 2.2km
MTB 코스 : 3.2km

풍력발전기 전경

※ 운행 횟수와 시간은 계절 및 여객선 운항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문의

도착지

옹진

일곱개의 별과 함께하는 섬 여행!

북도
(신도)
(장봉도)

도착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자월도
(이작·승봉
경유)

백령도
두무진
대청도
서풍받이

연평도
조기역사관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

선 편

삼목발(첫배/막배)

경유

장봉발(첫배/막배)

홀수시간대 정각 /
세종해운
짝수시간대 10분 출항
(032-884-4155)
(7:00/20:10)
신도
한림해운
홀수시간대 30분 출항
(032-746-8020)
(7:30/19:30)

홀수시간대 정각 /
50분 출항
(7:00/19:00)
홀수시간대 20분 출항
(8:20/20:10)

출발지발

기항지발

여객선사 전화

하모니플라워호

07:50

12:50

1644-4410(에이치 해운)

코리아킹호

08:30

13:30

1577-2891(고려고속훼리)

코리아프린세스호

12:30

07:00

1577-2891(고려고속훼리)

플라잉카페리호
(1일 2회운항)

08:00

10:30

13:00

15:30

대부고속페리호
(차량선적)

덕적도
(소야도)

코리아나,
코리아 익스프레스 카훼리
(차량선적)

문갑, 굴업,
백아, 울도,
지도, 문갑

나래호

도착지

1일 1~2회 운항
운항시간 수시변경
(선사 확인)
1일 2~4회 운항
운항시간 수시변경
(선사 확인)
평일
11:20

평일
14:00

1577-2891(고려고속훼리)
032)887-6669(대부해운)
1577-2891(고려고속훼리)

032)887-6669(대부해운)

주말운항시간 수시변경

자월도
자월도
목섬

영흥도
십리포해수욕장

북도
수기해수욕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Ongjin-gun Incheon Metropolitan City

덕적도

선 편
대부아일랜드
대부고속페리3호
대부고속페리3호

맵북

디자인 및 편집 | 성광인쇄소 032)883-6998

www.ongjin.go.kr/tour

출발지발(평일) 기항지발(평일)

여객선사 전화

1일 1~2회 운항,
운항시간 수시변경
(선사확인)

032)886-7813
(대부해운)
※주말 별도 확인

가족과 연인들의 관광코스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약 10억 년 전에 만들어진 변성퇴적암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흔화석 등 희귀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범과 잘피, 철새 등 풍부한 생태자원과 함께 멋진 해상경관을 자랑하며, 지질공원해설사를 통해
자세하고 전문적인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옹진군 여객운임 지원 안내
대상 : 인천시 외 거주 관광객, 명절 방문객, 군장병 면회객, 출향민 등
할인 : 각 대상별 여객운임 50% ~ 전액 지원
● 문의 : 가보고 싶은 섬(홈페이지 주소) 및 옹진군청 경제교통과(032-899-2521~5)
●

굴업도 낭개머리 능선길

백령도

면별
면별

북도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자월도 목섬 구름다리

농여해변과 미아해변

대청도

자월도 국사봉 생태탐방로

자월

자월

검은낭

서풍받이

대이작도 큰풀안해변

분바위와 월띠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사암이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하여 규암화 된 곳으로, 약 10억년 전의 퇴적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대 해식기둥-해식절벽
군이다. 해식기둥과 해식절벽 사이사이의 틈새는
가마우지 등 철새들의 번식처로 사용된다.

승봉도 촛대바위

대이작도 부아산 숲길

선재어촌계
선재어촌계
체험어장
체험어장

‘찾아가고 싶은 섬’ 자월면 이작도. 지난 2016년 9월 준공됐다. 이작생태환경
센터는 해양보호구역인 풀등을 주제로 하여 해양생태, 관광자원, 지역문화 등을
한 눈에 볼수 있고 어족자원이나 모래 등을 보고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숨겨진 보물섬 풀등은 썰물이 되면서 사승봉도에서 소이작도 근처까지
약 30만평의 거대한 모래벌판이 나타나는 곳으로 마치 해신의 마술쇼를
보는 듯하다.

국사봉

등 여러 TV프로그램의 촬영배경이 될 정도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

1967년 김기덕 감독이 연출, 문희, 오영일, 이낙훈, 김희갑 등이 출현한 ‘섬마을
선생’의 촬영지로 당시 크게 유행하던 이미자의 노래 ‘섬마을 선생’의 내용을
영화화한 곳이다. 낙도에 부임한 선생이 몸담았던 학교는 이곳 계남분교였으며,
촬영지임을 알리는 기념비가 남아있다.

지오트레일

지오트레일

지오트레일

1

2

3

백령 지오트레일│5구간, 18.2km│

면내 교통안내
섬마을선생 촬영지(계남분교)

용담어촌계
체험어장
사메기

승봉도 바다둘레길

백색의 대리암이 마치 분(화장품)을 바른 것 같다고
하여 분바위, 바다 위 달빛에 비친 모습이 긴 띄처럼
생겼다 하여 월띠라고 각각 이름이 붙여졌다. 남조류의
흔적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흔화석이기도 하다.

INFORMATION

바다위 신기루 풀등(풀치)

선재어촌계
체험어장
체험어장

대청도 삼서길

공영버스 : 1일 9회 운행

대청 지오트레일│3구간 7.1km│
검은낭 지오트레일│1.5km│
모래사막 지오트레일│1.7km│

분바위 지오트레일│2.1 km│
소청등대 지오트레일│2.8km│

영흥

체험어장
내리어촌계
체험어장

영흥

용담어촌계
내리어촌계
체험어장

체험어장

형제바위
형제바위
체험어장
체험어장
진여
진여
체험어장

덕적도 비조봉 소나무 숲길

영흥도 국사봉 탐방로

자월면사무소 : (032)899-3751~6
이 작 출 장 소 : (032)899-3592

영흥종합운동장
백령도 콩돌해안

대이작도 부아산

소이작도 손가락바위

대청도 검은낭 해안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http://www.bdgeopark.kr

소청도 등대

북도면
시도리지선
북도면
시도리지선
덕적면

대애포지선

승봉리지선

승봉리지선

문의처
문의처

어촌계
어촌계

010-9017-2990
010-9017-2990

010-4665-7263

신 시
어촌계
신
시
어촌계

어촌계

영흥면 선재리

010-3711-8334
영흥면
선재리
사메기지선
010-3711-8334
사메기지선
영흥면외리
용담이지선
영흥면
선재리
목섬지선
영흥면내리

안개지선

010-5298-7376
010-3711-8334

010-8962-8923

용 담
어촌계
내

리

영

암

영흥면외리
용
담
어촌계
영흥면 내리 010-5298-7376
010-8962-8923 어촌계
용담이지선

십리포지선

영흥면내리
영흥면내리
010-7145-5633
장경리지선 010-7145-5633
장경리지선
영흥면내리

장경리지선
영흥면내리

체험어장

어촌계
승 봉

당넘어지선

체험어장
농어바위
농어바위
십리포어촌계
체험어장

010-8342-3177

영흥면선재리
선재리
선 재
영흥면
010-3711-8334 선 재
당넘어지선 010-3711-8334
어촌계
당넘어지선
어촌계

체험어장

비석바위
체험어장
비석바위

010-8342-3177

영흥면선재리
영흥면선재리 010-3711-8334
010-3711-8334
당넘어지선

영흥면내리
진여지선
진여지선

체험어장

여행문의

위위 치 치

소이작어촌계
소이작
대이작어촌계 자월면이작2리 010-9006-0740
이작1리지선
010-5387-7339 어촌계
23호체험어장
벌안지선
큰마을체험어장
이 작
어촌계
대이작어촌계
계남리지선
010-5387-7339
목장불체험어장
승봉어촌계
자월면
승 봉

사메기

분바위와 월띠 (소청도)

이작생태환경센터

체험어장
으름실마을
공동체험어장

낚시체험어장

백령도 달맞이 숲길

약 70미터 높이의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규암
절벽이다. 겨울철 강한 서풍을 막아준다 하여
서풍받이라 불리며, 멋진 노을을 볼 수 있다. 대청
지오트레일 경로 중 삼각산과 함께 최고의 절경을
자랑한다.

가늠골 임도방향으로 산책을 하다보면 샘터를 만날 수 있다. 그 곳에서 시원한
물한잔이 등산으로 인한 갈증의 해소와 지쳐있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한다.

신시어촌계
체험어장
신시어촌계

선재어촌계
선재어촌계
낚시체험어장

서풍받이 (대청도)

삼신할매약수터

칭
칭

체험어장
승봉어촌계
가켤레체험어장

소청도

두무진 (백령도)

승봉도 남대문 바위

장봉도 가막머리 해안길

명
명

16개소

덕적

사곶해변

옥죽동 해안사구

연락처
032-899-3418
032-899-3457
032-899-3518
032-899-3614
032-899-3716
032-899-3753
032-899-3814

13개소

북도

진촌리 현무암

두무진

해설사 현황
신·시·모도 장봉도 4명
연평 전체 3명
백령 전체 3명
대청 전체 2명
덕적 전체 2명
자월 전체 3명
영흥 전체 4명

유어장 지정 및 운영 현황

콩돌해안

승봉도 이일레해변

각면
북도면사무소
연평면사무소
백령면사무소
대청면사무소
덕적면사무소
자월면사무소
영흥면사무소

※ 배표예매(한국해운조합) : '가보고 싶은 섬' 예매사이트 02)6096-2266

모도 해송 치유숲길

대표자
연락처
옹진군수 010-8981-2350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 운항시간은 해당 선사마다 다르며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당일 운항시간을 해당 선사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옹진숲길 10선
자월해변이 선사하는 신비와 여유로움을 느껴보자!

주소지
승봉리 771-1번지

야영장명
주소지
대표자
연락처
(주)포레스트 카라반 파크 내리1153-19번지 ㈜포레스트카라반파크 010-6397-7767
이상희
010-6323-6262
영흥도어울림캠핑장 내리 1327-93번지
Black tree
내리1527-66번지
배기연
010-6775-3050
㈜더사칠공 야영장 내리1212-52번지
㈜더사칠공
032-713-4470
무지개펜션&캠핑
외리23-2번지
이삼이
010-9260-2240
트리캠핑장
선재리644-32번지
강미자
010-5473-9410
솔바다캠핑장
내리1665-48번지
유윤옥
010-8258-7394
솔밭캠핑장
내리1333-205번지
김해령
010-5346-9213
농어바위캠핑장 내리1326-30번지
김기철
010-5430-1230
명성가족캠핑촌 내리1335-15번지
신건범
032-885-3366
장경리해변 야영장 내리1626-38번지
옹진군수
032-899-3812~5
하와이언캠프
내리1327번지
임훈혁
032-886-9500
십리포해수욕장 야영장 내리724-195번지
옹진군수
032-899-3812~5
코코로망스
내리1651-4번지
채웅기
070-4193-2788
모모카라반
영흥로757번길 176
정미정
010-7118-5432
선재오토캠핑장 선재리491-9번지
이기제
010-8663-0052
자바카라반
선재리148-6번지
창관수
010-4881-4045
영흥도십리포캠핑장 내리1327-93번지
김옥자
010-4759-5946
영흥소장골캠핑장 내리1527-66번지
임근철
010-9189-6409
하늘빛
영흥서로527-39
임선주
010-5222-9612

1577-2891(고려고속훼리)

용틀임 바위

소이작도 발안해변

야영장명
승봉도 캠핑장

영흥면

선 편

코리아스타
코리아피스

주소지
대표자
연락처
서포리 569-20번지 옹진군수 032-899-3712~6

자월면

●

덕적면사무소 : (032)899-3711~8

│지질명소 : 10개소│면적 : 67 ㎢│
│인증일 : 2019년 7월 10일│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도 장골해변

야영장명
서포리 관광지 오토캠핑장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 출발(차량선적)

자월면

자월면은 옹진군에서 가장 맑은 해수욕장을 자랑하고 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백사장은 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아
가족단위의 해수욕에 안성맞춤이다.
간조시에는 고동, 낙지, 박하지(돌게) 등을 잡을 수 있다.

덕적면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출발

MAPBOOK 발명특허 제1076790호 접이식 책자의 제조방법 | 맵디자인 02)515-8851

신비… 여유… 낭만… 바다가 선사하는 종합선물

옹진군 캠핑장 현황

영종도 삼목선착장 출발

면내 교통안내
서포리·북리·소야리행 공영버스 : 1일 7회 운행

선박운항표

덕적도 밧지름 해변

INFORMATION

옹진군

진리 선착장에서 북으로 8km
떨어진 북리에는 드넓은 갈대
군락지와 능동자갈마당이
어우러진 낭만적인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갯바위 낚시를 즐기기에도
좋다.

덕적도 밧지름해변

덕적·소야간 연도교

여행문의

비조봉 등산

자전거길 범례

문갑도 정자각

영흥도행 공영버스 : 1일 15회 운행
- 1호차(장경리행), 2호차(십리포행), 3호차(마을안길) : 1일 15회 운행
- 4호차(선재행) : 1일 4회 운행

북도·연평·백령·대청·덕적·자월·영흥

수백년된 적송림의 울창한 숲
속을 따라 약 4시간 가량 소요
되는 등산로로써 등산 애호가
들이 자주 찾는다. 또한 일출과
일몰은 가히 장관이며 진리와
서포리 지역에 등산로가 개설
되어 있다. 산정상에 오르면
덕적군도 전경을 볼 수 있다.

2012년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1위 영흥도 목섬

면내 교통안내

옹진군관광안내도

바다낚시, 등산, 해수욕… 서해의 대표관광지

대청면사무소 : (032)899-3611~7
소 청 출 장 소 : (032)899-3409

■ 선재체험어장 : 032-887-3110
• 선재 사메기 자연어촌체험마을 : 032-890-4168
- 이용요금 : 1인당 1만원(4세 이상) / 장화대여료 2천원
• 선재 해상 낚시 체험장 : 032-887-3110
- 이용요금 : 1인당 1만2천원 / 중·고생 : 1만원 / 초등학생 : 5천원 / 장비대여료 : 5천원
• 주요수산물 : 바지락, 굴, 동죽, 낙지 등
■용담체험어장 : 032-886-2074
• 이용요금 : 1인당 1만원 / 어린이 8천원 / 장화대여료 2천원
• 망둥어낚시 : 1인당 1만원 / 어린이 : 8천원
• 주요수산물 : 바지락, 굴, 동죽, 낙지 등
■영암체험어장 : 032-888-5633
• 이용요금 : 1인당 8천원 / 5세 이하 무료 / 장화대여료 2천원
• 주요수산물 : 바지락, 고둥, 소라 등
■내리체험어장 : 032-883-8900
• 바지락캐기 : 5세이상 8천원(5세 미만 무료) / 장화대여료 2천원
■십리포체험어장 : 032-880-1712
• 이용요금 : 1인당 1만원(5세 미만 무료) / 장화대여료 2천원
• 주요수산물 : 바지락, 소라, 고둥, 돌게 등

십리포 해변에서 국사봉(해발 157m)을 거쳐 장경리 해변까지 이어져 있으며,
경사가 완만해 등산 및 산악자전거를 타기 좋다. 국사봉 정상에 오르면 인천
송도, 용유도, 무의도, 자월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영흥도 해군퇴역함정 전시

장경리 해수욕장에는 백사장이
약 1.5km 가량 펼쳐져 있어 해수욕과
모래찜질 및 갯벌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야영장(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어
온 가족이 놀러와 즐길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 낙조로 사진을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INFORMATION

전망대에 올라 경관을 바라보면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형상을
닮은 매바위와 시원하고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천연기념물 제 508호)

아직 사람의 발길에 때묻지 않은 청록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해변
뒤쪽의 비조봉이 끝없는 수평선을 침묵으로 내려다보고 있으며, 깨끗한 황금
모래사장과 수 백년 세월을 간직한 해송 600여 그루가 해당화와 어우러져
있다.

해군 영흥도 전적비

장경리 해수욕장

소청등대

면내 교통안내
영흥도행 공영버스 _ 1일 16회 운행
모세의 기적도
체험하고
조개도 캐보자!
1호차(장경리행),
2호차(십리포행),
3호차(마을안길)
_ 1일 15회 신비롭고
운행
신나는 체험여행
4호차(선재행) _ 1일 4회 운행

둥실둥실 떠있는 배 위에서 릴
감는 팽팽한 소리와 손 끝에 전해
오는 묵직함과 바닷속을 손바닥
보듯 꿰차고 있는 선주들이 알아서
척척 안내하고 직접 잡은 물고기를
회로 즐길 수 있다.

삼각산 명품로드

아름다운 풍광뿐만 아니라
뒷쪽의 모래언덕으로도
유명한 해변이다. 길이 1.5㎞,
폭 50m 포구의 방파제를
사이에 두고 바다가 둘로
갈라져 있고 마치 목욕물을
데운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좋다.

Tip

선상 바다낚시

모래올 해변

옥죽동 해변

영흥면

영흥면내리
장경리지선
영흥면내리
수해지선

010-7145-5633

010-7145-5633

어촌계
영
암
010-7145-5633 어촌계
010-7145-5633
010-7145-5633

영흥면내리
영흥면내리 010-7145-5633
수해지선
010-8070-6717

십리포지선

십리포
어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