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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봄여행주간 경기도 대표 프로그램



행사주제

행사기간

행사장소

행사구성

주최/주관

후원기관

서사_기억, 기록, 기념

2017.4.22. ~ 5.28.(37일간)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전시, 학술행사, 부대행사, 지역축제 등

경기도/한국도자재단, GICB 2017 국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주한영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IAC(국제도자협회), NCECA(미국도자교육평의회)

2017 봄여행주간 경기도 대표프로그램

‘Wonderful! 도자문화여행’

프로그램명

참가신청 및 문의 : 031-645-0700~1

내용 비고

전철타고 도자여행! 경강선을 활용한 도자비엔날레+지역축제

+주변테마 여행을 즐길 수 있는‘특별도자

전철여행’

도자비엔날레+도자체험+곤지암리조트+

화담숲을 연결한 봄나들이 여행 

도자비엔날레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도자비엔

날레+흙높이쌓기대회, 토우만들기+지역축제

로 구성된 특별한 가족체험 프로그램

한국의 오랜 역사가 깃든‘전통가마’에 직접

나만의 도자기를 넣고 구워 볼 수 있는 도자

비엔날레+도자체험+전통가마 불지피기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의 특색을 살린 도자

비엔날레+도자축제+주변 관광지 투어여행

봄바람을 맞으며 도자를 테마로 한 부모님과

떠나는 도자비엔날레+이천쌀밥+온천욕으로

구성된 효도(孝陶)여행

판교-여주 직행

4.22 / 4.29 / 5.5

5.6 / 5.13

광주

4.22~5.28

이천

4.22 / 4.29

5.5 / 5.13

이천,여주

(5.1~5.6)

이천,여주,광주

(행사기간 상시)

이천

5.8~5.12

봄엔 효도(孝陶)여행

봄 향기~ 도담화담

도전! 도자만들기대회

나도 전통가마 작가!

도자삼색체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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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평공룡수목원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작촌로 282     운영시간  10:00~21:00

문의  031-633-5029     홈페이지  www.dinovill.com

대인 7,000원 / 소인 5,000원
대인 6,000원 / 소인 4,500원

주말

평일

덕평공룡수목원은 경기도에서 공룡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수목원 

으로 매번 비슷한 수목원만 찾는것보다 이색적인 수목원을 관람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 수목원의 관람포인트는 살아 있는 것 

같이 움직이며 소리까지 내는 공룡과 곤충모형이 있는 전시관 

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목 차 이천지역

05

06

07

08

09

10

11

12

13

덕평공룡수목원

돼지박물관

사기막도예촌

테르메덴

월전미술관

거궁

나랏님이천쌀밥

옛날쌀밥집

소풍가는날

즐길거리

먹거리

14미란다 호텔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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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박물관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이천시 율면 임오산로 372번길     운영시간  09:00~18:00

문의  031-641-7540     휴관일 월요일     홈페이지  www. pigpark.co.kr

입장요금 1,000원 할인

돼지박물관은 돼지를 주제로 한 아시아 최초의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는 빨간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을 비롯해 전 세계 18

개국에서 수집한 돼지 인형과 미술품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니 돼지들의 묘기를 관람하고 소시지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사기막골도예촌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993-16(사음동)

운영시간  10:00~21:30     주차  가능     휴무일  매달 4째주 월요일 휴무

문의  031-635-2907     홈페이지  www.sagimakgol.com

사기막골 도예촌 도자구입 10%이상 할인

예술성과 작품성을 함께 고려한 도예가들이 함께하면서   천년의 

도자기 예술이 이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사기막골 도예촌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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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메덴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운영시간  09:00~20:00

문의  031-645-2000     홈페이지  www.termeden.com

바데풀 수영장 50% 할인

테르메덴 온천수는 중탄산과 나트륨 성분이 현저하고, 규산, 황산, 

칼슘 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건강증진, 체력강화,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공인된 나트륨 중탄산천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09번길 185

운영시간  10:00~18:00     휴관일  월요일

문의  031-637-0033     홈페이지  www.iwoljeon.org

월전미술관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은 한국화의 거장 월전 장우성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적 성격의 미술관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입장요금 50% 할인



9

테르메덴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운영시간  09:00~20:00

문의  031-645-2000     홈페이지  www.termeden.com

바데풀 수영장 50% 할인

테르메덴 온천수는 중탄산과 나트륨 성분이 현저하고, 규산, 황산, 

칼슘 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건강증진, 체력강화,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공인된 나트륨 중탄산천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09번길 185

운영시간  10:00~18:00     휴관일  월요일

문의  031-637-0033     홈페이지  www.iwoljeon.org

월전미술관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은 한국화의 거장 월전 장우성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적 성격의 미술관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입장요금 50% 할인



10

Infomation

메뉴  거궁특선, 떡갈비정식, 전복장정식, 행복한정식, 일품메뉴 등

위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 945

영업시간  (주중)11:00~21:30   (주말)11:00~22:30

주차  가능     문의  031-637-4007     홈페이지  www.geogung.com

거궁

거궁한정식은 한정식 전문 음식점으로 맛깔 나는 반찬과 함께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이천쌀로 정성껏 지은 한정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도자기 공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직접 만든 그릇을 

사용하여 고풍스러운 맛과 질감을 한껏 더 자아낸 음식을 담아 

내고 있습니다.

Infomation

메뉴  나랏님정식, 보리굴비정식, 불고기직화구이정식,

         간장게장장식, 갈비찜정식 등

위치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3054 (사음동)

영업시간  09:30~21:30     주차  가능     문의  031-638-8088

나랏님 이천쌀밥

나랏님 수라상의 이천쌀밥집은 푸짐하게 한상 차려져 나오는 쌀 

밥상은 보기만 해도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며 돌솥에 그을림 

없이 잘 지어져 나온 백옥의 흰 쌀밥에다 20여가지의 밑 반찬은 그 

옛날 수라상 부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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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궁

거궁한정식은 한정식 전문 음식점으로 맛깔 나는 반찬과 함께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이천쌀로 정성껏 지은 한정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도자기 공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직접 만든 그릇을 

사용하여 고풍스러운 맛과 질감을 한껏 더 자아낸 음식을 담아 

내고 있습니다.

Infomation

메뉴  나랏님정식, 보리굴비정식, 불고기직화구이정식,

         간장게장장식, 갈비찜정식 등

위치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3054 (사음동)

영업시간  09:30~21:30     주차  가능     문의  031-638-8088

나랏님 이천쌀밥

나랏님 수라상의 이천쌀밥집은 푸짐하게 한상 차려져 나오는 쌀 

밥상은 보기만 해도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며 돌솥에 그을림 

없이 잘 지어져 나온 백옥의 흰 쌀밥에다 20여가지의 밑 반찬은 그 

옛날 수라상 부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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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mation

메뉴  옛날정식, 떡갈비정식, 갈치정식, 불고기정식, 게장장식, 생선구이, 더덕구이 등

위치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3066 (사음동)     영업시간  10:30~21:00

주차  가능     문의  031-633-3010

옛날쌀밥집

식사 요금 10% 할인

크고 깨끗한 한옥집에 전통 그대로의 실내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 

정말 제대로된 한정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임금님표의 이천쌀에 

인삼과 각종 잡곡을 넣고 지은 영양밥과 25가지의 밑반찬,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다양한 생선조림 등 한정식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Infomation

메뉴  수제돈까스, 샐러드돈까스, 철판치즈돈까스, 냉모밀, 비빔모밀, 새우튀김우동,

         알밥, 피자, 음료 등

위치  설봉공원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이천행사장 내

영업시간  09:00~22:00     문의  031-631-6310

소풍가는날

이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설봉공원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봉산과 설봉호수의 경치를 감상 

하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식사 및 음료 10% 할인



13

Infomation

메뉴  옛날정식, 떡갈비정식, 갈치정식, 불고기정식, 게장장식, 생선구이, 더덕구이 등

위치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3066 (사음동)     영업시간  10:30~21:00

주차  가능     문의  031-633-3010

옛날쌀밥집

식사 요금 10% 할인

크고 깨끗한 한옥집에 전통 그대로의 실내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 

정말 제대로된 한정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임금님표의 이천쌀에 

인삼과 각종 잡곡을 넣고 지은 영양밥과 25가지의 밑반찬,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다양한 생선조림 등 한정식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Infomation

메뉴  수제돈까스, 샐러드돈까스, 철판치즈돈까스, 냉모밀, 비빔모밀, 새우튀김우동,

         알밥, 피자, 음료 등

위치  설봉공원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이천행사장 내

영업시간  09:00~22:00     문의  031-631-6310

소풍가는날

이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설봉공원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봉산과 설봉호수의 경치를 감상 

하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식사 및 음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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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미란다는 이천지역 최대의 특2급 호텔입니다. 스파플러스는 

호텔 미란다의 종합 온천 시스템으로 놀이·편의·건강을 모두 

만족시키는 중부지역 최고의 가족온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 

니다.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15번길 45

문의  031-637-0033

홈페이지  www.mirandahotel.com

미란다 호텔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객실/워터파크/스파 50% 할인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여주곤충박물관

신륵사

황포돛배

폰박물관

리버스랜드

목아박물관

명성회관

연잎사랑

축협한우프라자

즐길거리

먹거리

25

26

썬밸리호텔

일성콘도

숙박

목 차 여주지역



호텔 미란다는 이천지역 최대의 특2급 호텔입니다. 스파플러스는 

호텔 미란다의 종합 온천 시스템으로 놀이·편의·건강을 모두 

만족시키는 중부지역 최고의 가족온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 

니다.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15번길 45

문의  031-637-0033

홈페이지  www.mirandahotel.com

미란다 호텔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객실/워터파크/스파 50% 할인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여주곤충박물관

신륵사

황포돛배

폰박물관

리버스랜드

목아박물관

명성회관

연잎사랑

축협한우프라자

즐길거리

먹거리

25

26

썬밸리호텔

일성콘도

숙박

목 차 여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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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륵사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282

문의  031-885-2505      홈페이지  www.silleuksa.org

단체 할인가 적용

신륵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많은 유물·유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고, 

고려 우왕 2년(1376년)에 나옹선사가 입적하면서 유명한 절이 

되었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여주곤충박물관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여주시 명성로 342     운영시간  09:30~18:00     휴관일  월요일

문의  031-885-1400     홈페이지  www.여주곤충박물관.kr

여주곤충박물관에서는 자연속에서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던 

곤충의 생태를 표본이나 실물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전시장과 체험학습공간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입장요금 1,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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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륵사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282

문의  031-885-2505      홈페이지  www.silleuksa.org

단체 할인가 적용

신륵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많은 유물·유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고, 

고려 우왕 2년(1376년)에 나옹선사가 입적하면서 유명한 절이 

되었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여주곤충박물관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여주시 명성로 342     운영시간  09:30~18:00     휴관일  월요일

문의  031-885-1400     홈페이지  www.여주곤충박물관.kr

여주곤충박물관에서는 자연속에서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던 

곤충의 생태를 표본이나 실물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전시장과 체험학습공간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입장요금 1,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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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박물관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     운영시간  09:00~18:00

문의  031-887-3548    휴관일  월요일    홈페이지  www.phonemuseum.co.kr

입장요금 1,000원 할인

여주 폰박물관은 세계유일의 폰박물관이자 최초의 폰박물관으 

로써 여주시립박물관입니다. 세계최초의 자동다이얼 스트로저 

전화기 등 특별전이나 되어야 볼만한 귀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황포돛배

Infomation

위치  강변유원지 승선 경기 여주시 천송동 288-86

영릉선착장 순항운항  강변유원지 10:30 출발

여주시청 왕복운항  강변유원지 13:30 / 14:30 / 15:30 / 16:30 / 17:20 출발

야간운항  계절별 일몰시간에 따라 출발시간 변동

문의  031-633-5029     주차  가능

조선시대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황포돛배를 재현한 황포돛배 

유람선입니다. 황포를 돛에 달고 그 바람의 힘으로 물자를 수송 

하였던 배로 옛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유람선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황포돛배(세종대왕호) 이용요금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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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박물관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     운영시간  09:00~18:00

문의  031-887-3548    휴관일  월요일    홈페이지  www.phonemuseum.co.kr

입장요금 1,000원 할인

여주 폰박물관은 세계유일의 폰박물관이자 최초의 폰박물관으 

로써 여주시립박물관입니다. 세계최초의 자동다이얼 스트로저 

전화기 등 특별전이나 되어야 볼만한 귀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황포돛배

Infomation

위치  강변유원지 승선 경기 여주시 천송동 288-86

영릉선착장 순항운항  강변유원지 10:30 출발

여주시청 왕복운항  강변유원지 13:30 / 14:30 / 15:30 / 16:30 / 17:20 출발

야간운항  계절별 일몰시간에 따라 출발시간 변동

문의  031-633-5029     주차  가능

조선시대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황포돛배를 재현한 황포돛배 

유람선입니다. 황포를 돛에 달고 그 바람의 힘으로 물자를 수송 

하였던 배로 옛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유람선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황포돛배(세종대왕호) 이용요금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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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아박물관

Infomation

위치  여주시 강천면 이문안길 21      관람시간  09:00~18:00

문의  031-885-9952~4     휴관일  월요일     홈페이지  www.moka.or.kr

입장요금 1,000원 할인

목아박물관은 1989년 우리나라 전통 목조각 및 불교미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세워졌으며, 1992년 문화관광부 제 28호 

등록된 전문사립박물관입니다. 특수박물관으로는 관람객 수가 

가장 많은 편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리버스랜드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     운영시간  10:00~20:00

문의  031-886-1852     휴관일  월요일     홈페이지  www.riversland.co.kr

가족과 정겨운 대화와 휴식의 공간, 연인들의 즐거운  데이트코스,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꼭 맞는 맞춤 안전놀이시설인 리버스 

랜드에서 소중한 시간을 조금도 허비없이 풍족하게 누리십시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리버스랜드 빅3 이용권 1,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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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아박물관

Infomation

위치  여주시 강천면 이문안길 21      관람시간  09:00~18:00

문의  031-885-9952~4     휴관일  월요일     홈페이지  www.moka.or.kr

입장요금 1,000원 할인

목아박물관은 1989년 우리나라 전통 목조각 및 불교미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세워졌으며, 1992년 문화관광부 제 28호 

등록된 전문사립박물관입니다. 특수박물관으로는 관람객 수가 

가장 많은 편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리버스랜드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     운영시간  10:00~20:00

문의  031-886-1852     휴관일  월요일     홈페이지  www.riversland.co.kr

가족과 정겨운 대화와 휴식의 공간, 연인들의 즐거운  데이트코스,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꼭 맞는 맞춤 안전놀이시설인 리버스 

랜드에서 소중한 시간을 조금도 허비없이 풍족하게 누리십시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리버스랜드 빅3 이용권 1,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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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잎사랑

식사 요금 10% 할인

연잎사랑은 여주 천송동에 위치하고 있는 연잎농장을 직접 

운영하여 최고의 엄선된 재료로 신선하고 맛있는 연잎정식점 

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Infomation

메뉴  연잎사랑정식, 연잎밥정식, 곤드레밥, 팥칼국수, 연잎해물파전, 연잎차 등
         전통차

위치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380-2

영업시간  10:00~22:00

주차  가능     문의  031-885-8928

명성회관

Infomation

메뉴  쏘가리매운탕, 자연산장어. 민물장어구이, 빠가사리, 메기, 여주쌀밥더덕정식

위치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6-33     영업시간  09:00~21:00

주차  가능     문의  031-885-3234

매운탕, 장어구이 전문점으로는 유일하게 여주시 지정쌀밥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주시 지정은 맛과 위생, 최상급의 여주쌀사용, 

친절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되는 것으로 15곳 밖에 없는 

최고의 음식점입니다. 30년 전통 깊은 맛을 자랑하며 남한강이 

보이는 여주 최고의 명소입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식사 요금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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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밸리호텔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문의  031-880-2889

홈페이지  www.sunvalleyhotel.co.kr

호텔 내에 워터파크가 있는 썬밸리 호텔은 여주 종합 터미널에서 

차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차로 10분 거리에 

신륵사, 차로 15분 거리에 명성황후 생가가 있습니다. 또한,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이 차로 20분 거리에 있어 쇼핑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50% 할인, 호텔사우나 40% 할인
(평일) 30% 할인, (주말) 20% 할인
(평일) 휴장, (주말) 50% 할인

객       실

조식뷔페

워터파크

여주축산농협 한우프라자

Infomation

메뉴 생등심, 꽃등심, 버섯불고기전골, 육회비빔밥, 갈비탕 등

위치  경기도 여주시 강변북로 50 2층     주차  가능

영업시간  10:00~21:00     문의  031-886-1592~3

생등심, 스페셜꽃등심, 버섯불고기전골,
새싹육회비빔밥, 설렁탕, 갈비탕 할인

여주축산농협은 축산물생산자단체로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산하고 있으며, 가장 합리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축산물유통을 선도하여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의 축산물공급을, 생산자인 양축조합원에게는 과학축산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숙성된 “우리 한우의 

맛”을 느껴보세요!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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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밸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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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축산농협은 축산물생산자단체로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산하고 있으며, 가장 합리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축산물유통을 선도하여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의 축산물공급을, 생산자인 양축조합원에게는 과학축산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숙성된 “우리 한우의 

맛”을 느껴보세요!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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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할인가)

120,000원 (할인가)

5,000원 (할인가)

일성콘도

Infomation

위치  경기도 여주시 신륵로 5     문의  031-883-1199

홈페이지  www.ilsungresort.co.kr

275,000원 (정상가)

275,000원 (정상가)

12,000원 (정상가)

객실(평일)

객실(주말)

사우나

여주시에 머무시는 동안 이 리조트에서 아늑한 객실 및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실, 카페, 24시간 리셉션 

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28

31

31

31

친환경 쌈밥

이천추천여행코스

여주추천여행코스

광주추천여행코스 

먹거리

추천여행코스

29

30

2017고양국제꽃박람회(고양)

경기문화재단 산하 미술관/박물관(경기도)

즐길거리

목 차 광주ㆍ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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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양국제꽃박람회

Infomation

기      간

운영시간

장      소

참가규모

문      의

홈페이지

2017.4.28 ~ 5.14

09:00~21:00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25개국 300개 업체

031-908-7750~4

www.flower.or.kr 

성인 관람요금 3,000원 할인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친환경쌈밥

곤지암도자공원 입구 경기친환경유통센타 2층 위치하고 있는 

친환경 쌈밥집으로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40여가지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쌈야채를 기본으로 메뉴와 세트로 제공 

됩니다. 2016년 7월 경기으뜸맛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식사 요금 10% 할인

Infomation

메뉴  한우불고기전골, 한우차돌박이, 오리로스, 생삼겹살, 제육볶음, 차돌된장

위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영업시간  10:30~21:30     문의  031-798-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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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17 경기세계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는 경기문화재단

산하의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의 5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경기도
박물관

관람시간  10:00 ~ 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문의  031-288-5300 

홈페이지  http://musenet.ggcf.kr/

경기도
미술관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문의  031-481-7000

홈페이지  http://gmoma.ggcf.kr/

백남준
아트센터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문의  031-201-8500

홈페이지  http://njp.ggcf.kr/

실학
박물관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474-16

문의  031-579-6000

홈페이지  http://silhak.ggcf.kr/

전곡선사
박물관

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2

문의  031-830-5600

홈페이지  http://jgpm.ggcf.kr/

경기도어린이
박물관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문의  031-270-8600

홈페이지  http://gcm.ggcf.kr/

광주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

점심식사  친환경 쌈밥

체험활동  곤지암 화담숲

숙박  곤지암리조트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

이천도자기축제 관람

사기막골 도예촌 관람

점심식사

거궁, 나랏님쌀밥, 소풍가는날, 옛날쌀밥

선택여행

돼지박물관, 덕평공룡수목원, 월전미술관

숙박/레저

미란다호텔, 테르메덴 온천

이천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

여주도자기축제 관람

신륵사, 황포돛배

점심식사

명성회관, 연잎사랑, 축협한우프라자

선택여행

여주곤충박물관, 리버스랜드, 폰박물관

숙박/레저

썬밸리 호텔, 일성콘도

여주

이천·광주·여주

추천여행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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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17 경기세계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는 경기문화재단

산하의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의 5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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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시간  10:00 ~ 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문의  031-288-5300 

홈페이지  http://musenet.ggcf.kr/

경기도
미술관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문의  031-481-7000

홈페이지  http://gmoma.ggcf.kr/

백남준
아트센터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문의  031-201-8500

홈페이지  http://njp.ggcf.kr/

실학
박물관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474-16

문의  031-579-6000

홈페이지  http://silhak.ggcf.kr/

전곡선사
박물관

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2

문의  031-830-5600

홈페이지  http://jgpm.ggcf.kr/

경기도어린이
박물관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문의  031-270-8600

홈페이지  http://gcm.ggcf.kr/

광주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

점심식사  친환경 쌈밥

체험활동  곤지암 화담숲

숙박  곤지암리조트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

이천도자기축제 관람

사기막골 도예촌 관람

점심식사

거궁, 나랏님쌀밥, 소풍가는날, 옛날쌀밥

선택여행

돼지박물관, 덕평공룡수목원, 월전미술관

숙박/레저

미란다호텔, 테르메덴 온천

이천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

여주도자기축제 관람

신륵사, 황포돛배

점심식사

명성회관, 연잎사랑, 축협한우프라자

선택여행

여주곤충박물관, 리버스랜드, 폰박물관

숙박/레저

썬밸리 호텔, 일성콘도

여주

이천·광주·여주

추천여행코스



www.kocef.org

제휴사
가이드북

2017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입장권으로
제휴사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으세요.

주  최

주  관

공  식
후  원

협찬사

2017 봄여행주간 경기도 대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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