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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수원관광가이드 지도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으며 비매품 입니다.

•북수원IC(영동고속도로) : 화성행궁주차장까지 25분 소요

•수원IC(경부고속도로) : 화성행궁주차장까지 30분 소요

•화성행궁주차장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031-228-4486 

•연무대주차장 :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103번길 3   031-251-4518

구 분 1회 주차료 1일 주차료 비 고

소형 2,000원 10,000원 3시간 초과시 10분당 

200원 추가대형버스 4,000원 15,000원

※ 주차요금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 등급 1~3급의 복지카드 소지자 및 동승시

※ 주차요금 1시간 무료 : 장애등급 4~6급의 복지카드 소지자 및 동승시

※ 화성행궁 주차장은 복원공사 중으로 대형버스 주차 불가 

• 서울 → 수원역 

강남역 3000번, 잠실역 1007번, 사당역 7770번

• 수원역 → 화성행궁  

46 / 35 / 66-4 / 66 / 660 / 7-2 / 60 / 13 / 39 / 11

• 수원종합버스터미널 → 화성행궁 

64 / 112 / 7-2

수원관광의 중심인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화성행궁주차장’과 

‘연무대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출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람

계단을 통해 
팔달산 이동

효원의 종 
타종하기

화서문장안문화홍문

방화수류정 동장대 동북공심돈 창룡문 플라잉수원 
타기

화성어차 
타기

서장대에서 수원시내 
한눈에 둘러보기

다르게 가도 재미있는 

수원화성 코스 

수원화성 하루 코스

자가용

대중교통

11:30

14:00

16:00

30분 간격

15:00

11:00

12:30

17:30

•통닭거리에서 치맥하기  
•지동순대타운에서 순댓국 먹기 

통닭거리에서 시원한 맥주와 

바삭한 치킨을 맛보거나, 지동순대타운에서 

순대볶음과 구수한 순대국을 먹어보자.

화성어차 타기 

화성행궁에서 출발해 수원화성 성곽을 

따라 도는 관광투어 가능. 

30분 간격으로 운행.

연무대 국궁 체험 

2,000원으로 누리는 즐거운 활쏘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으로,  

의외로 재미있어 다시 한번 쏘고 싶은  

생각이 절로 생긴다.

무예24기 공연 관람 

진검을 가지고 펼치는 다양한  

무예를 구경하고, 조선의 무사들과 

함께 사진 한 장 찰칵 

화홍문(북수문)에서 화성행궁  
주차장까지 걷기 

800m 정도 되는 거리이기에  

부담이 없다. 

화성행궁 둘러보기 

수원화성을 세운 정조대왕이  

머물던 곳으로 어머니 혜경궁  

홍씨(정조대왕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보고 배우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람 

모던한 건축구조를 자랑하는 미술관!

다양한 기획전시전이 항상 마련되어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수원화성 관람하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원화성 관광하기.  

가까운 곳에 있는 창룡문, 동북공심돈, 동장대,  

방화수류정(동북각루), 화홍문(북수문) 등을 추천한다.  

장안문까지 가도 그리 힘들지 않다.

수원갈비 맛보러 가기 

수원에 왔는데, 수원갈비 맛보지 않고 

되돌아간다면 후회막심. 피로를 풀고 

영양 보충에 제격!

수원교통안내

북수원IC (영동고속도로)
화성행궁까지 25분 소요 동수원IC (영동고속도로)

화성행궁까지 15분 소요

수원종합운동장

수원화성 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도청

수원시청수원역
매교역

수원버스터미널

수원IC (경부고속도로)
화성행궁까지 30분 소요

0 400 800m

범 례

어디서든 쉽게 올 수 있는
수원

수원관광 홈페이지
www.suwon.go.kr/visitsuwon

기념품 판매소

소방서

경찰서

도서관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시·도·구청

사찰

쇼핑

숙박시설

병원

수원

서울

인천

청주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춘천

강릉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약 2시간

약 1시간 40분

약 1시간

약 1시간 20분

약 1시간

약 25분

약 3시간 30분

약 3시간 

약 3시간 30분

약 3시간 15분

약 3시간 40분 

약 4시간 30분

약 2시간 50분 

약 1시간 30분

18:30

www.suwon.go.kr/visitsuwon

S
U

W
O

N

왕의 꿈이 담긴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관광 안내 지도 

옥상파티 

수원호스텔 

아이비스테이 

비즈호텔 

팰리스 
호텔 

해시호텔 
힐탑호텔

마루호텔 
호텔 잇츠더블유 

마루Ⅱ
Hotal East

유성호텔2

솔내음캠핑장

유성호텔

제니스
수원역전
시장 

매산119안전센터 

상하이호텔 

호텔아르떼 
실크로드호텔 

호텔리츠  

수원관광안내소

알아두면 편리해요!

24시간 여행정보 및 번역서비스 제공

(4개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수원종합관광안내소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광장 

031-228-4672

팔달문관광안내소 팔달구 정조로 777번길 16 031-228-2765

화서문관광안내소 팔달구 화서문로 19 031-207-7985

장안문관광안내소 팔달구 정조로 905번길 16 031-251-4514

연무대관광안내소 팔달구 창룡대로 103번길 8 031-228-2763

화성행궁관광안내소 팔달구 정조로 825 031-228-4480

행궁광장관광안내소 팔달구 남창동 8 031-241-2703

서장대관광안내소 팔달구 남창동 산1-2 031-228-2764

화홍문관광안내소 팔달구 북수동 33-12 031-248-3541

수원컨벤션 관광안내소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031-228-2941

수원역환승센터
관광안내소

권선구 세화로 136 031-278-3871

수원버스터미널 1688-5455

수원역 1544-7788, 031-253-2724

수원시청 1899-3300

인천국제공항 1577-2600

김포공항 1661-2626

경찰민원콜센터 182(실종 아이 신고 등)

코트야드 메 리어트 수원

수원의 4대 관광 포인트
어디를 관광해도 좋은 

정조대왕의 숨결이 느껴지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주변에는 화성행궁, 박물관과 

미술관, 공방거리가 있다.  

먹거리가 즐비한 나혜석거리에

서 배를 채우고, 중국식 정원으로 

꾸며진 월화원에서 가볍게  

산책을 해보자 

수원 관광의 별미와 같은 곳이다. 

탁 트인 수변 공간인 축만제와 

만석거는 정조대왕이 축조한 

저수지다. 

오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수원의 주요 출입구가 되는  

동수원IC, 광교상현IC 주변으로 

다양한 테마를 가진 박물관,  

광교호수공원과 광교산 등이 

있다. 

수원화성

수원시청 주변

동수원

서수원

화성어차(탑승_화성행궁·연무대)  

화성어차를 타면 수원화성을 가장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다. 왕이 

된 기분을 만끽하며 수원화성 곳곳을 누비는 즐거움을 느껴보자.

 

플라잉수원(탑승_창룡문)  

하늘에서 수원화성을 내려 보는 기분은 특별하다. 계류식 헬륨기구로 

70~150m까지 올라가 한눈에 아름다운 수원화성을 볼 수 있다. 

수원화성 자전거택시(탑승_화성행궁 광장)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행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역사 안내 해설

사와 함께 수원화성·행궁동 일대를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수원에 오면 꼭 타 보자! 수원탈거리 3종  
화성어차·플라잉수원·수원화성 자전거택시 



팔달문

플라잉수원

장안문

화서문

팔달공원

팔달산

서포루

효원의 종

서암문

서포(砲)루

서이치

서노대
서장대

서일치

서북각루

서북공심돈

북포루

북서포(砲)루

서남암문

서남일치
서남이치

서삼치

경기도청

남포(砲)루 남치

수원문화재단

정조대왕 동상

화서공원

예술공간 봄
(행궁동 벽화마을)

화령전

행궁광장

여민각

도노호텔 

수원호스텔 

베니키아 뉴수원 
관광호텔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

생태교통마을

연무대

팔달구청

매향교

수원교

영동

시장

팔달문

시장

동남각루

동삼치

동이포루

봉돈

동이치

노을빛전망대
(수원제일교회)

동포(砲)루

동일치

동일포루

동북노대

동암문

동북포루
북암문

화홍문관광안내소

연무대관광안내소

화성행궁관광안내소

팔달문관광안내소

장안문관광안내소

화서문관광안내소

장안공원관광안내소

서장대관광안내소

방화수류정
(동북각루)

화홍문
(북수문)

북동포(砲)루

북동적대
북동치

북서적대

동북공심돈

지동시장

수
원

천

남수문

팔달사

남문로데오시장

수원향교

서남각루

(화양루)

통닭거리

남문
로데오거리

공방거리

순대타운

지동벽화마을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전통문화관

화성행궁

창룡문

원천호수

수원월드컵경기장

광교호수공원

신대호수

용
인

서
울

고
속

도
로

용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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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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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신
분

당
선

신
분

당
선

지도박물관

수원광교
박물관

수원컨벤션센터

광교저수지

광교산

광교공원

수원박물관

봉녕사

축구박물관

수원갈비

광
교

터
널

상현역

광교중앙역

광교역

가족캠핑장

서호공원

서호꽃뫼공원

여기산

성균관대학교

식물원

일월저수지

만석공원

수원제2야외음악당

수원시티

투어버스

북수원IC

서수원IC

칠보산

수원여기산선사유적지

항미정

숙지산
숙지공원

수원시미술전시관

만석거

해우재

화서역

성균관대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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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부

선
)

1호
선

(경
부

선
)

월암IC

권선구

수원시농수산물

종합물류센터

서수원시외

버스터미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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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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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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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석상

영통구청

매탄공원

수원시청역

수원시청

KBS수원센터

청소년문화공원

수원청소년문화센터

KBS수원드라마센터

나혜석거리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

효원공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제1야외음악당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월화원

매탄권선역

동수원 관광지는 동수원IC(영동고속도로)와 광교상현

IC(용인서울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경우, 신분당선을 타면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체계도 잘 되어 있어, 동수원 

권역에 대한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추천 코스 1

동수원IC → 수원광교박물관 → 수원박물관 → 창룡문 →  

봉녕사 → 광교저수지 → 수원갈비

 추천 코스 2

광교상현IC → 광교호수공원 → 지도박물관 → 축구박물관 

 → 창룡문 → 수원갈비

수원시청 주변 관광지는 도심에 위치해 있

기에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분당선 수원시청역에 내리면 도보 20분 

거리에 해당 관광지가 위치해 있다.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에 있기에 

버스를 이용해도 된다.   

 추천 코스

동수원IC → 수원시청역 →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 → 나혜석거리 → 월화원(효원공원)  

→ KBS수원드라마센터 →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 쇼핑가에서 저녁 식사

서수원 관광지로 가려면 서수원IC와 북수원IC, 수원역을 

이용하면 된다. 북수원IC와 가까운 곳에 해우재가 있고, 

서수원IC에서는 정조대왕이 만든 저수지인 축만제가 

가까이에 있다. 수원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축만제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 

10분이면 일월저수지에 갈 수 있다.    

 추천 코스

동수원IC → 서수원IC → 축만제(서호공원)  

 → 만석거(만석공원) → 수원시미술전시관 → 해우재

팔달구

TIP 알고 가면 좋아요!

수원을 처음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관광하는 것이 좋다. 수원화성의 

성곽 길이는 5.7㎞ 정도이며, 4개의 성문이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둘러보면 좋다. 

연무대(창룡문)와 화성행궁주차장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관광할 수 있다.

분당선분당선

축만제

무궁화전시박물관

50

171

50

나혜석거리  MAP D5 

한국의 최초의 여성 독립운동가, 서양화가인 나혜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문화거리이다. 조각상, 그림, 전시물, 조형물 등 이색적인 작품들과 만날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www.suwon.go.kr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 

(마로니에 거리)  MAP D5

수원시는 세계 1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그 중 13개 도시의 상징조

형물로 테마거리를 조성하였다. 도시 

특징이 살아 있는 각각의 조형물에서 

다채로움이 느껴진다.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42번길  

KBS수원드라마센터  MAP D4

드라마 제작의 메카로 오픈 세트장, 특수

촬영장 등을 갖춘 국내 최대 종합영상 

제작단지이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 스튜

디오와 드라마 촬영장 등을 견학할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

 인터넷 예약 신청 

 (KBS 회원가입 필수) / 무료

 031-219-8081, 8082, 8014    

 office.kbs.co.kr/suwon

생태교통마을  MAP D4

행궁동 일원으로 지난 2013년 9월, ‘생태

교통 수원 2013’의 시범마을로 선정된 

후 생태교통마을로 발전하였다. 골목 

안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며, 마을 

투어 프로그램으로 ‘행궁동 왕의 골목

여행’이 있다. ‘이야기가 있는 옛길’과 

‘나혜석 옛길’과 ‘나혜석 생가터’ 등 주요 

볼거리가 있다. 

행궁동 왕의 골목여행

 화성행궁 광장(화성행궁관광안내소 앞) 

 에서 출발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031-290-3600    

 www.swcf.or.kr

행궁동 골목에 남아 있는 역사의 자취를 

따라 걷다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 하다.

공방거리  MAP D4

공방거리는 화성행궁에서 팔달문에 이르는 약 500ｍ길로 공예품점과 맛집, 

갤러리 카페 등이 모여 있다. 다양한 공예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천천히 둘러

보면 잔잔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031-290-3541      cafe.daum.net/suwonghktjd

예술공간 봄(행궁동 벽화마을)  MAP D4

행궁동벽화마을에서 전세계 예술가,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그린 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골목마다 특색있게 꾸며진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재미가 가득하다. 

벽화마을 내에 위치한 ‘예술공간 봄’은 갤러리와 카페, 아트샵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76-1

 031-246-4519      www.artspacebom.com

수원의 로데오거리  MAP C4, D4

수원에는 몇 개의 로데오거리가 있다. 매주 토요일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남문

로데오거리, 유동 인구가 많아 풍부한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매산로테마거리, 

수원 쇼핑의 일번지라 불리는 수원역로데오거리이다. 

  남문로데오거리 _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77번길 16 / 031-228-2765

  매산로테마거리 _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7 / 031-257-9997

  수원역로데오거리 _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 

수원화성박물관  MAP D4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됐다. 

모형과 관련 유물을 통해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 교육이 

이루어진다.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어른 2,000원 / 청소년 1,000원 

 031-228-4242    

 hsmuseum.suwon.go.kr

 9:00~18:00(매표 17:00까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MAP D4 
화성행궁 옆에 위치하며 5개의 전시실과 교육실, 라이브러리,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미술이라는 테마로 전시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      어른 4,000원 / 어린이 1,000원

 031-228-3800      sima.suwon.go.kr

 하절기(3월~10월) 10:00~19:00, 동절기(11월~2월) 10:00~18:00(매주 월요일 휴관)

지동벽화마을  MAP D4

젊은 미술가들의 도움을 받아 동네 미술학원 수강생과 마을주민,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모아져 만들어진 벽화마을이다. 골목 구석구석이 색색의 벽화로 채워져 깨알 같은 

재미가 솔솔 풍긴다. 

 수원 팔달구 팔달문로57번길 31-2      031-248-7881

수원화성의 전통시장  MAP D4 

수원화성 권역에는 여러 전통시장이 

발달해 있다. 그 중 팔달문시장은 ‘왕이 

만든 시장’으로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영동시장은 종합시장이자 

한복 특화시장으로 유명하고,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못골종합시장은 농축

산물과 먹거리를 판매한다. 최근 영동

시장에 ‘28청춘 청년몰’이 생겨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일원

통닭거리  MAP D4

매향교 아래편에 자리한 통닭거리는 

각종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외국인 관

광객들까지 찾아올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다. 통닭은 대형 가마솥에서 튀겨져 

고소하면서도 바삭하며 쫀득한 식감을 

자랑한다.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일원

무예24기 시범 공연

무예 24기는 화성에 주둔했던 조선의 

최정예 부대 장용영 외영 군사들이 

익혔던 무예로 역사적 가치는 물론 

예술적, 체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무형

문화유산이다.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화성행궁 신풍루)

 매주 화요일 ~ 일요일  

 11:00 ~ 11:30(매주 월요일 휴무)

 031-267-1644

 www.artsuwon.or.kr

순대타운  MAP D4

지동시장 먹자골목 안에는 20여 개의 

순대 전문 음식점들이 모여 순대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하고 푸짐한 

순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9

 031-256-4314

장용영 수위의식

정조대왕이 화성행궁에 행차했을 때 

왕을 호위하고 화성을 지켰던 장용영 

군사들의 수위의식과 군례를 엿볼 수 

있다. 정조대왕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화성행궁 신풍루) 

   연중 4월 ~ 10월 

(매주 일요일 14:00~14:30)

 031-290-3600    

 www.swcf.or.kr

토요상설공연
220여 년 전 정조대왕의 화성 축성을 기념하여 진행되었던 낙성연의 전통 

공연을 재현한다. 줄타기 공연, 국가무형문화재 공연 등 전통 연희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화성행궁 신풍루)

 연중 4~10월(매주 토요일 14:00~15:00)  

 031-290-3600      www.swcf.or.kr

국궁 체험   

220여 년 전 군사들이 무예를 연마했던 수원

화성 연무대에서 국궁 활쏘기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수원화성 연무대

  하절기(3월~10월) 09:30~17:30 

동절기(11월~2월) 09:30~16:30

 2,000원(1회 10발)

  031-255-8910(국궁장)

효원의 종 타종    

효원의 종은 팔달산 정상에 자리한다.  

세 가지 소원을 담아 직접 타종할 수 있다.  

 팔달산 정상 서장대 인근에 위치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

 1~2명 1,000원 / 3~4명 2,000원(1회 3타)

 031-228-4669

화성어차  

수원화성 성곽을 따라 30~40분 간격으로 

순환한다. 천천히 달리는 화성어차 안에서 

수원화성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연무대 매표소 031-228-4686 

 화성행궁 매표소 031-228-4683 

 어른 4,000원 / 군인·청소년 2,500원   

 어린이 1,500원 

플라잉수원    

계류식 헬륨기구로 70~150m까지 떠올라 

수원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최대 

2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수원화성 창룡문 일원

    어른 18,000원 / 청소년 17,000원 /  

초등학생 15,000원 / 25개월~유치원생 12,000원

 031-247-1300      www.flyingsuwon.com

수원화성을 색다르게 즐겨보자!   MAP D4

수원화성 주변 관광

수원박물관  MAP D3 
(수원역사박물관, 한국서예박물관) 

선사시대부터 1960년대 영동시장 거리 

재현에 이르기까지 수원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을 만날 수 있는 ‘수원역사박물

관’과 한국서예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예 전문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어른 2,000원 / 청소년 1,000원

 031-228-4150    

 swmuseum.suwon.go.kr 

  09:00~18:00까지(매표 ~17:00까지)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관 

광교산·광교저수지  MAP D3 

수원팔경의 하나로 불릴 만큼 아름다우며 

청정지역의 지표로 알려진 반딧불이가 서식

하고 있다. 산의 능선이 완만하고 수목이 

우거져 산림욕과 등산하기에 좋다. 10개의 

등산 코스가 있으며, 광교저수지가 주변에 

있다.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031-228-4574

  greencity.suwon.go.kr

광교호수공원  MAP F4  

국내 최대 도심 속 호수공원으로 9개의 

분수 시설과 총 6.5㎞의 순환 보행로, 가족 

캠핑장, 스포츠 클라이밍장 등이 있다. 이 외

에도 조용한 숲, 행복한 꽃 섬, 먼 섬 숲 등 

자연이 어우러진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57

 070-8800-2460

봉녕사  MAP E3 

수원에서 오래된 전통 사찰 중의 하나로 

광교산 기슭에 자리한다. 고려 희종 4년

(1208)에 원각국사가 창건하였다. 고려

시대의 불상인 석조삼존불, 조선후기 신중

탱화를 볼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수원갈비  MAP E4 

1940년대부터 영동시장의 싸전거리 ‘화춘

옥’에서 시작된 수원갈비는 1985년 수원시 

고유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갈빗대가 큰 왕갈비를 소금으로 양

념해 굽는 것이 특징이다. 영동시장, 노송

지대(이목동), 동수원 사거리에서 수원IC 

사이에 갈비 전문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효원공원·월화원  MAP E5 

효원공원은 효를 테마로 조성되었다. 공원 내에는 중국 전통 정원인 ‘월화원’이 

자리한다. 연못과 폭포, 건축물이 수목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자아

낸다.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97      031-228-4192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MAP E5

전자산업의 역사와 삼성전자가 주

도해 온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정보 분야의 발전과 성과를 만날 

수 있다. 전자산업에 커다란 획을 그은 

제품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다.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삼성전자

   인터넷 예약신청(무료) / 매주 토요일은 비예약제(자유관람)

 031-200-3113      www.samsunginnovationmuseum.com

광교상현IC

동수원IC

공심돈

공심돈은 원거리 상황을 볼 수 있는 

망루로, 정조가 신하들에게 ‘우리나라

에서 처음으로 만든 공심돈이니 마음껏 

구경하라’라며 만족해했던 시설물이다. 

특히 건축학적으로 아름다워 꼭 봐야 

할 곳이다. 동북공심돈과 서북공심돈

(보물 제1710호)이 있다.   

화홍문(북수문)

수원천은 조선시대에 ‘버드내’라 불리

었다. 버드내는 화성을 통과하는데 성안

으로 들어오는 곳이 화홍문이다. 

화홍문은 홍예에서 쏟아지는 장쾌한 

물보라와 주변 환경이 잘 어우러져 수원 

팔경의 하나로 불릴 만큼 경관이 아름답다. 

방화수류정(동북각루)
동북각루는 성 자체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으며 주위 경관이 수려하고 전략상

으로도 중요한 곳에 위치한다. 화성의 

시설물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일명 ‘방화수류정(보물 제1709호)’이라 

불린다. 

범 례

방문스탬프

관광안내소

매표소

주차장

화장실

제정제정

노래당노래당

득중정득중정

장춘각(미복원)장춘각(미복원)

내포사내포사

복내당복내당

경룡관경룡관

체험 매표소체험 매표소

유여택유여택

중양문중양문

좌익문좌익문비장청비장청

서리청서리청주차장주차장

남군영남군영

북군영북군영

집사청집사청

화성행궁 매표소화성행궁 매표소
화성어차 매표소화성어차 매표소

관광안내소관광안내소

관광안내소관광안내소

수원문화재단수원문화재단

전사청전사청

운한각운한각
복도각복도각

풍화당풍화당
내삼문내삼문

외삼문외삼문

미로한정미로한정

봉수당봉수당

장락당장락당

낙남헌낙남헌

신풍루신풍루

화령전화령전

화성행궁은 화성 안에 자리하며 왕이 행차했을 때에는 

임시 거처로, 평상시에는 화성유수부 유수가 집무하던 

관청으로 활용했다. 서울의 정궁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며 1796년 당시 576칸 규모로 전국 

최대 행궁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낙남헌 건물만 

제외하고 모두 파괴되었으나 『화성성역의궤』

에 의거해 2003년 482칸 재건되었고, 

현재 2차 복원사업 중에 있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031-228-4480, 241-2703

 www.suwon.go.kr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

MAP D4

만석거(만석공원)  MAP C3

만석거는 걷기 좋은 둘레길을 품고 있다. 봄이 되면 호수 둘레에 벚꽃이 활짝 

핀다. 5~9월까지 음악 분수쇼가 펼쳐져 색다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34      031-243-8366

축만제(서호공원)  MAP C4

1799년 정조 때 가뭄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축만제는 산책하기에 좋고 낙조가 

아름다워 수원팔경 중 하나로 꼽힌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031-228-4192

4대문   

장안문｜팔달문｜화서문｜창룡문

수원화성에는 4개의 대문이 있다. 백성들의 안녕과 편안함을 뜻하는 장안문, 

사방으로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을 가진 팔달문(보물 제402호), 서북공심돈이 

연결되어 있어 화성의 서쪽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화서문(보물 제403호), 

화성의 동쪽을 맡긴다는 의미로 지어진 창룡문이다. 

수원화성 관광의 중심지로 건축학적으로 볼 때 수려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다.

수원미술전시관  MAP C3

현대미술 전시와 다양한 기획 전시를 

통해 수원 지역 미술 문화의 중심 역할

을 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10:00~18: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휴관

 무료(입장 17:30까지 가능)

  031-243-3647    

  www.suwonartcenter.org

해우재(화장실문화공원)   
MAP B2

화장실문화공원에 자리한 해우재는 화

장실 모형과 전시물, 체험 활동이 가능한 

세계 최초 변기 모양 박물관이다. 화장실

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58번길 9

  하절기(3월~10월) : 10:00~18:00 

동절기(11월~2월) : 10: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         031-271-9777

 www.haewoojae.com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수원의 대표 축제다. 2018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될 만큼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 

그 장엄한 의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갖게 된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대미를 장식하며 수원화성문

화재에 맞춰 혜경궁 홍씨 진찬연 등 여러 축제가 수원 곳곳

에서 열린다.

 화성행궁 광장, 수원천, 국궁터 등 수원화성 일대

    매년 10월 첫째주     031-290-3600    www.swcf.or.kr

수원야행(夜行)  

성곽 건축의 꽃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 아름다운 밤으로 

빛나는 8~9월의 여름밤, 수원야행이 펼쳐진다. 미디어

아트로 장식돼 화려하게 빛나는 성곽 길을 걸으면서, 재미

있는 수원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수원화성 일원     매년 8월~9월 중   

  031-290-3600     www.swcf.or.kr

수원연극축제  

유수의 극단이 참여한 국내외 연극과 대학 연극 페스티벌이 

펼쳐져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수원시 일원

   매년 5월초      031-290-3600     stf.swcf.or.kr

수원재즈페스티벌   

수원에서 펼쳐지는 재즈의 세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장르인 재즈 공연이 2일간 페스티벌로 펼쳐진다. 문화 

예술 도시 수원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광교호수공원 내 스포츠 클라이밍장      매년 9월

  031-250-5300

장안문장안문

화서문화서문

팔달문팔달문

창룡문창룡문

조선시대 제2의 한양이라 불렸던 수원, 그 중심에는 수원화성이 

있다. 조선 제 22대 정조대왕이 축조한 것으로 1796년 9월 완공되

었다. 우리나라 성곽건축 사상 가장 독보적인 건축물로 평가받을 

정도로 우아하고 장엄한 면모를 갖는다.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MAP D4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01 동수원
광교의 자연과 박물관이 한 자리에

02 수원시청 주변
젊음의 거리 

03

서수원
해우재와 도심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수변

04

수원화성 사적 제3호

화성행궁 사적 제478호

수원컨벤션센터  MAP E4  

수원컨벤션센터는 경기 남부권의 핵심 마이스 시설로 전시회, 컨퍼런스, 문화

예술공연 및 숙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국제회의 복합단지이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www.scc.or.kr      031-303-6000

수원광교박물관  MAP E3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굴

된 유물을 비롯하여 근현대 자료 등

이 있다. 근대 역사와 풍속, 88서울 

올림픽 상징물 등 다양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82

 어른 2,000원 / 청소년 1,000원 

 031-228-4175

 ggmuseum.suwon.go.kr

  09:00~18:00까지 

(매표 ~17:00까지)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관 

칠보산  MAP A4, 5 

해발 238m로 수림이 울창하고 곳곳에 

자연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용화사와 

무학사가 자리한다. 8개의 등산로가 조

성되어 있으며 산세가 완만해 무리 없

이 등산할 수 있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당수동,  

 오목천동 일원

 031-228-4574 

 greencity.suwon.go.kr

무궁화전시박물관  MAP C5 

실물재현 무궁화 150여종과 무궁화 관련  

유물 및 무궁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 도심 속 

무궁화 테마공간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무궁화 풍경을 선사한다.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89, 서울대학교 6동

 입장료 3,000원      031-295-0001

  10:00-18:00(17:30 입장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mugunghwaedu.modoo.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