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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원 세계의 야생화 작품이 즐비한 박물관

방림원은 30년간 수집한 전 세계의 계절별 야생화를 5천여 평의 부

지에 테마별로 아기자기하게 전시한 테마그린파크다. 우리나라 자생 

100종을 식재한 백화동산과 야생화로 만든 석부작과 분재도 즐길 수 

있다. 

• 입장료 : 성인 7,000원/청소년 6,000원/어린이 5,000원

• TEL : (064)773-0090

• www.banglimwon.com

제주평화박물관 보물섬에서 평화의 노래

일제 강점기 전쟁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제주평화박물관에서는 제주

도민이 강제 동원되었던 전쟁의 아픔을 느끼고 진지동굴과 곡사포를 구

축한 전쟁의 상흔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

• 입장료 : 성인 6,000원/청소년ㆍ어린이 4,000원

• TEL : (064)772-2500

• www.peacemuseum.co.kr

산양곶자왈 걸으면서 오감으로 느끼는 힐링숲

용암이 어느 곶자왈보다 크고 많은 바위들이 구릉을 이루면서 지형과 경

관이 매우 특이하다. 마을주민들이 생업을 위해 숯을 구운 흔적이 있고, 

마을 인근의 ‘조록물’과 ‘여뀌못’ 등 크고 작은 습지는 산양곶자왈의 생명

수 역할을 한다. 울창한 숲을 걷다보면 저절로 힐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울창한 숲이 잘 보존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발길이 적은 산양곶

자왈 길을 걷다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제주의 농

어촌체험 휴양마을의 가공되지 않은 원석과 같은 곳이기도 하다.

노리매 자연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형 공원

우리말 ‘놀이’와 한자 ‘매화’를 딴 노리매는 초봄 매화축제로 유명하다. 인

공호수를 따라 계절별 다양한 꽃과 나무가 즐비해 셀프웨딩, 가족촬영, 

우정촬영, 만삭촬영 등 포토존으로 각광을 받는다. 호수 테우체험과 4D

영상, 터치스크린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 입장료 : 성인 9,000원/청소년 6,000원/어린이 5,000원

• TEL : (064)792-8211~4

• www.norimae.com

제주항공우주호텔 편안하고 아늑한 여행이 머무는 곳

가족과 함께하는 넉넉한 객실과 캠핑/바베큐존, 하계 곽지해수욕장 비치

하우스를 비롯해 제주올레길(11~14코스), 오름 에코 트레킹과 곶자왈 생

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 청정 식재료를 이용한 뷔페 레스토랑과 아름다운 녹차밭의 다이

닝&카페는 제주여행의 풍미를 더한다. 

• TEL : (064)747-4900

• www.jash.co.kr/korARS

신화역사공원  휴양·레저 만끽할 프리미엄 복합리조트

2017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족형 테마파크, YG타운, 워터파크, 제주 최

대규모의 리테일, F&B, 호텔, MICE 시설 등 세계적 수준의 휴양·레저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춘 제주 첫 프리미엄 복합리조트다. 세계 신화와 

전설을 주제로 7개 존에 20개가 넘는 놀이기구 외에도 데스티네이션 스

파, 제주 첫 테마 쇼핑센터와 식음료센터를 즐길 수 있다.

• 운영정보 및 시간, 관람료 (문의 1670-1188)

• TEL : (064)908-6133    • www.shinhwaworld.com

생각하는정원 생명의 아름다움 느끼는 사색의 정원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인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

정할 만큼 제주 최고의 국빈 방문장소이자 대한민국 대표정원이다. 중국 

의무교육교과서에도 소개될 만큼 한국 고유의 정원수와 분재 그리고 특

이한 형상의 괴석과 수석들이 이우러져 있어 행복한 힐링을 보낼 수 있다. 

• 입장료 : 성인 10,000원/청소년 8,000원/어린이 6,000원

• TEL : (064)772-3701

• www.spiritedgarden.com

소인국테마파크 국내 최대 세계의 ‘명소’ 미니어처 테마파크

만리장성, 에펠탑, 자유의여신상, 타워브릿지 등 30여 개국 100여 점의 유

명 건축물 미니어처와 제주의 돌문화, 민속신앙, 공룡화석 등을 갖춘 복

합문화적 관광지다. 코너마다 독특하게 만들어진 전시장과 문화공간을 

따라 다양한 건축문화 체험도 가능하다. 

• 입장료 : 성인 9,000원/청소년 7,000원/어린이 5,000원

• TEL : (064)794-5400

• www.soingook.com

세계자동차박물관 자동차 역사로 보는 희망의 메시지

전 세계 희귀클래식자동차 90여 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시아 최초

의 개인소장 자동차박물관으로 제주 서부권 대표 관광지다. 미니 자동

차체험관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직접 시운전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해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입장료 : 성인 9,000원/청소년 8,000원/어린이 7,000원

• TEL : (064)792-3000

• www.koreaautomuseum.com

헬로키티아일랜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캐릭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헬로키티아일랜드! 

40년 넘도록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헬로키티의 역사와 문화, 카페와 상품

을 만날 수 있다. 역사관, 하우스, 미술실과 음악실 체험은 물론 향긋한 

커피와 디저트를 맛 볼 수 있는 헬로키티카페, 3D영상관, 기프트숍 등 다

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다.

• 입장료 : 성인 12,000원/청소년 11,000원/어린이 9,000원

• (064)792-6114     • 홈페이지 : www.hellokittyisland.co.kr 

제주현대미술관 문화예술 향기가 묻어나는 관광벨트

2007년 9월 1일 본관 특별전시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분관 상설전

시실, 아트샵, 야외공연장, 야외조각공원, 창작스튜디오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갖추고 개관했다. 인근 저지문화예술인마을과 김창열도립미술관, 

방림원 등과 함께 제주 서부 문화관광벨트를 형성한다. 

• 입장료 : 성인 2,000원/청소년 1,000원/어린이 500원

• TEL : (064)710-7804

• www.jejumuseum.go.kr 

김창열도립미술관  물방울 진수와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동서양의 가치를 구현한 물방울 작가 김창열 화백의 정신을 기리고, 세계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미술작품과 자료 전시, 연구·수집을 목적으

로 건립됐다.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학술행사 등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시민들과 소통하는 만남의 공간 갖춘 미술관이다.

• 입장료 : 성인 2,000원/청소년 1,000원/어린이 500원

• TEL : (064)710-4150

• kimtschang-yeul.jeju.go.kr/kimArt/mainView.do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올레와 만나는 제주문화 명소

아름다운 제주이야기기 있는 행복 가득한 마을 저지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제주올레 13·14코스가 위치한 제주도 문화 명소

다. 서양화·조각·서예 등 15개 장르 예술인들이 왕성한 창작활동으

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있고, 밭과 돌담으로 이뤄진 마을길과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저지오름은 소나무, 삼나무 등 220여 종 2만여 

그루가 생태계를 형성해 산림청의 ‘제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저지오름  아름다운 생명의 숲을 마주하는 곳

초보자도 오를 수 있는 제주올레 13코스의 종점으로서 2005 생명의 숲, 

2007년 제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대상(생명상)을 받을 만큼 유명하다. 

저지오름은 그전까지는 ‘닥몰오름’이라 불렸으며, 저지의 옛 이름이 ‘닥모

루(닥몰)’였다고 한다. 

입구에서부터 45분을 걸어 도착한 정상에서는 산방산, 송악산, 금악오름

과 태평양에 자리한 비양도, 가파도를 볼 수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풍경

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제주오설록티뮤지엄 싱그러운 녹차향의 진수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자연친화적인 문화·휴식공간

으로 연간 180만명이 찾는 제주 최고 녹차재배 단지이다.

세계 10대 건축물 ‘티스톤’에서 티클래스와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에서

비누만들기 체험도 가능하고 진한 녹차향을 느낄 수 있다.

• 입장료 : 무료

• TEL : (064)794-5312~3

• www.osulloc.com 

제주유리의 성  자연과 조화를 이룬 유리동화 마을

유럽풍 유리동화 마을 속에서 150명의 유리 밀랍인형이 수준 높은 연주

를 보여준다. 또한 유리장미하트, 유리정원, 유리피라미드, 유리호박밭은 

최고의 포토존이다. 유리공예체험관에선 직접 유리인형이나 목걸이 등

을 만들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교육과 추억을 선물한다. 

• 입장료 : 성인 11,000원/청소년 9,000원/어린이 8,000원

• TEL : (064)794-5312~3

• www.jejuglasscastle.com/index.php

동광환승센터 - 신화역사공원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 제주항공우주호텔 - 제주오설록티뮤지엄 - 제주유리의성  

- 환상숲곶자왈공원 - 생각하는정원 -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도립미술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방림원 - 

저지오름 - 청수마을회관 - 제주평화박물관 - 산양곶자왈 - 신평리마을 - 구억리마을 - 노리매 - 서광서리마을 -  

소인국테마파크 - 서광동리마을 - 세계자동차박물관 - 헬로키티아일랜드 - 동광환승센터

동광환승센터 ⇔ 제주현대미술관 ⇔ 소인국테마파크 ⇔ 동광환승센터

820 운행노선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이 실현되는 곳

실제 항공기 26대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로 비행원리 체험, 미래 항공

기술 발전, 고대 동서양 천문학 역사, 우주개발, 우주시대, 우주 생성의 신

비를 체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지도로 항공우주 과학·역사·기술 등을 

경험하면서 융합적인 사고를 키우고, 학교 밖 창의적 사고와 체험을 할 

수 있다.

• 입장료 : 성인 10,000원/청소년 9,000원/어린이 8,000원

• TEL : (064)800-2114 • www.jdc-jam.com

관광지 순환버스

820
820-1▶

820-2▶

환상숲곶자왈공원  도시의 지친 삶을 치유하는 힐링 숲

숲 해설가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천연 원시림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의 이야기를 인간의 삶과 연결해 들려준다. 오감으로 신

비로운 자연생태를 배우는 동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의 

숲이다. 

• 입장료 : 성인 5,000원/청소년ㆍ어린이 4,000원/제주도민 3,000원

• TEL : (064)772-2488

• www.jejupark.co.kr

제주의 중산간 지역 주요 관광지와 오름을 대중교통으로 

빠르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

순환버스가 구좌읍 대천동과 안덕면 동광리를 중심으로 

운행됩니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2개 노선에 16대의 버스가 양방향을 

순환하여 운행되는데, 제주시내에 운행되는 시티투어

버스와 달리 동·서부 중산간 지역의 주요관광지와 오름 

등을 순환하는 코스로 운영하여 이색적인 여행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순환버스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통관광도우미가 함께 탑승하여 관광지에 대한 

설명과 지역의 독특한 문화, 맛집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제주를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도 흥미만점의 

새로운 코스가 될 것입니다.

관광지 순환버스 소개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메뉴 영업시간

미온당 064-773-0780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94

•철판쭈꾸미 
   삼겹살
•철판제주산 
   흑돼지두루치기

•TAKE  OUT
• 브레이크타임 

평일 PM 3~5시
•휴무일 : 일요일

피자굽는 
돌하르방

064-773-7273
제주시 한경면 

청수로 218

•돌하르방피자
   (제주치즈, 5인용)
•세떠멍피자
   (제주치즈, 3인용)

•평일 11:00~18:50
• 주말, 공휴일 

11:00~18:50
•휴무일 : 월요일

봉유 064-794-3206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17

•흑돼지돈까스
•흑돼지불짬뽕
•전복나가사키짬뽕

•매일 11:30~21:00  
• 매일 브레이크타임 

15:00~17:30

물통식당 064-772-5292
제주시 한경면 

명이5길 20

•한방오리백숙
• 제주산 돼지고기     

짜투리
•오리고기두루치기

•10:30~22:00
• 휴무일 :  

둘째, 넷째 화요일

엘림소반 064-794-6545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288-6

•영양전복밥 
 (동절기 : 영양굴밥)

•11:00~19:00
•휴무일 : 일요일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메뉴 영업시간

할로비치 064-805-3535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354

•망고비치
• 카라바망고  

쉐이크

• 10:00~18:00 
(하절기 21:00까지)

노리매공원 
카페

064-792-8211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260-15
•하귤주스
•토스트

•09:00~06:00
•강아지 입장 가능

담담 064-773-5932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60

•핸드드립커피 •11:00~19:00

헬로키티
아일랜드

카페
064-792-6570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340

•핑크자몽빙수
•무스케익

•매일 09:00~20:00

오설록
티뮤지엄 

카페
064-794-5312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15

•그린티롤케익
•그린티아이스크림
•녹차오프레도

•매일 09:00~18:00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제주서커스월드 064-794-4444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214

공연시간 :  10:30, 15:00, 17:00
관  람  료 :  성인 15,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10,000원

토이파크 064-794-0333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383
입  장  료 :  성인 8,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6,000원

조은승마장 064-792-0550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265-14

이용시간 :  09:00~일몰 전까지
이  용  료 :  에어로범퍼카(15분) 15,000원 

기본코스(400m) 12,000원 
더블코스(1,000m) 25,000원 
산책코스(1,800m) 35,000원

카멜리아힐 064-792-0088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동  절  기 :  12~2월(08:30~17:00)
간  절  기 :  3~5월, 9~11월(08:30~17:30)
하  절  기 :  6, 7, 8월(08:30~18:00)
입  장  료 :  성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5,000원

대유랜드 064-738-0500
서귀포시 상예로 

381(상예동)

성하기(7월 23일~8월 15일) : 오후 7시까지
동절기(12월 8일~12월 31일) : 오후 5시까지
이용시간 :  영업종료 30분 전까지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항공우주호텔 064-798-5500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6

토마스하우스 010-2090-6423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654

더살다 064-792-6923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문로 15-31

두린벨쉼팡 064-794-9561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문로 61

텔레스코프 010-9285-7340 제주시 한경면 저지6길 20

순환버스 노선 이용안내순환버스 노선 이용안내

▹ 부두 출발시
•  동광환승센터 : 부두에서 465-1, 465-2 

노선타고 터미널로 이동 후 터미널에서 
환승하여 150-1, 150-2, 181, 182, 250-1, 
250-2, 250-3, 250-4, 282 노선타고 이동

▹ 공항 출발시
•  동광환승센터 : 공항에서 150-1, 150-2, 

181, 182 노선 타고 이동

	 ※  버스요금(교통카드) : 3,500원

820 관광지순환버스 
접근방법 안내

820 관광지순환버스 
접근방법 안내

810

810

810

810

820

820

820

820

810

810

810

810

820

820

820

820

810

810

810

810

820

820

820

820

810

810

810

810

820

820

820

820

우리 가족 제주 순환버스 여행 제주의 문화 & 예술 
감성 여행

동광환승센터

동광환승센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신화역사공원

제주유리의성 

생각하는정원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도립미술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평화박물관

소인국테마파크 

세계자동차박물관 

헬로키티아일랜드 

소요시간(8분) 
소요시간(5분) 

소요시간(5분) 
소요시간(45분) 

소요시간(5분) 

 소요시간(15분
)  

 소요시간(20분
)  

 소요시간(20분)  

 소요시간(19분)  

 소요시간(9분)  

 소요시간(4분
)  

동광환승센터

동광환승센터

부모님, 자녀와 함께 즐기는 제주 순환버스여행 제주에서 눈으로 보고 즐기는 감성여행

5'

3'

5'

3' 3' 5' 4'

4' 4' 6' 3' 2' 3' 3'

2' 5' 5'

3' 2' 2' 3'

         음식점          카 페          숙 박         추천 관광지

✽ 상기 표기된 음식점, 카페, 숙박, 추천관광지 정보는 계절과 영업점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이용바랍니다.

• 이용요금 :  1,150원(성인), 850원(청소년),  
350원(어린이) (1회 승차 기준)

•  배차간격 : 30분 간격 운행 
820-1, 820-2 <첫차 8:30, 막차 17:30> 
820-1 : 11:00~14:00까지 1시간 간격 운행 
820-2 : 10:30~13:20까지 1시간 간격 운행

•  결제방법 : 교통카드만 사용가능 
( 교통카드 구매 : 공·항만 및 도내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등에서 구매가능)

• 이용안내 및 불편신고 : 064-746-7310



순환버스 노선 이용안내순환버스 노선 이용안내

수산리

덕천리

송당리

선흘리

대천환승센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거문오름

선흘2리마을선녀와나무꾼

선인동마을

알밤오름

다희연

동백동산습지센터

한울랜드
덕천리마을

어대오름

둔지오름

메이즈랜드

비자림

다랑쉬오름입구(북)

제주레일바이크

다랑쉬오름입구(남), 손지오름

용눈이오름

아부오름

거슨세미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민오름

송당리마을

810-1810-2
대천환승센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거문오름

선흘2리마을

선녀와나무꾼

선인동마을

알밤오름

다희연

동백동산습지센터

한울랜드
덕천리마을

어대오름 둔지오름

메이즈랜드

비자림

다랑쉬오름입구(북)

제주레일바이크

다랑쉬오름입구(남), 
손지오름

용눈이오름

아부오름

거슨세미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민오름

송당리마을

810-1
810-2

관광지
순환버스

810

N

S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출발지

810-1
810-2

버스

버스

버스

대천환승센터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거문오름 - 선흘2리마을 - 선녀와나무꾼 - 선인동마을 - 다희연 - 

알밤오름 - 동백동산습지센터 - 한울랜드 - 어대오름 - 덕천리마을 - 둔지오름 - 메이즈랜드 - 비자림 - 

다랑쉬오름입구(북) - 제주레일바이크 -  용눈이오름 - 다랑쉬오름입구(남), 손지오름 - 송당리마을 - 아부오름 

- 거슨세미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민오름  - 대천환승센터

대천환승센터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 비자림 ⇔ 용눈이오름 ⇔ 대천환승센터

810 운행노선

▹ 부두 출발시
•  대천환승센터 : 부두에서 465-1, 465-2 

노선타고 터미널로 이동 후 110-1, 110-2,  
120-1, 120-2, 210-1, 210-2, 220-1, 220-2 
노선타고 이동

▹ 공항 출발시
•  대천환승센터 : 공항에서 110-1, 110-2, 

120-1, 120-2 노선 타고 이동

	 ※  버스요금(교통카드) :  
3,000~3,500원(구간요금제 적용)

관광지 순환버스

810
810-1▶

810-2▶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 생성의 비밀을 간직한 곳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UNESCO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지정·세계자연유

산 등재·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달성한 제주 보물섬의 가치를 알리려고 조성

됐다. 제주 생성비밀을 담은 4D영상관과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 용암동굴 등 

미래의 자연유산 등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제주 여행 필수코스라 할 수 있다.

• 입장료 : 성인 3,000원/청소년ㆍ어린이 2,000원

• TEL : (064)710-8981

• wnhcenter.jeju.go.kr

거문오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진수

용암류의 침식계곡은 도내 최대 규모로 전방에 유선형 골짜기를 따라 

4km가량 이어진다. ‘거물창(거멀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숲으로 덮

여 검게 보여 검은오름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어원적으로 ‘검은’은 신

(神)이란 뜻의 고조선 시대의 ‘감·검’에 뿌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검은오름’은 ‘신령스런 산’이라는 뜻이다.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wnhcenter.jeju.go.kr)

• 제주문화관광(www.jejutour.go.kr)

한울랜드 국내 최대 규모의 광물, 화석박물관

제주의 돌·바람·여자가 많은 ‘삼다도’(三多島) 컨셉에 맞춰 ‘광물ㆍ화석과 

연’의 2개 테마의 박물관과 펜션·리조트·한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광물·화석 학습 및 연을 직접 만들어 넓은 부지에서 날리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 입장료 : 성인 9,000원/청소년 7,000원/어린이 5,000원

• TEL : (064)783-5788

• www.hanulland.co.kr

선녀와 나무꾼  응답하라! 그때 그시절

1950~1980년 그 시절 추억의 테마공원으로 30년간 수집한 민속품과 7080

테마로 가족과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 즐길 수 있다. 옛날교복체험(무료), 

고고장, 귀신의집, 민속놀이체험과 최근 tvn서 방영한 응답하라 시리즈 

시절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다.

• 입장료 : 성인 11,000원/청소년 9,000원/어린이 8,000원

• TEL : (064)784-9001

• www.namuggun.com

메이즈랜드  런닝맨도 울고 간 미로테마파크

제주 삼다(三多:돌·바람·여자)의 3개 문화를 미로로 형상화 한 테마파크

이자 온 가족이 원적외선과 피톤치드를 쐴 수 있는 웰빙공원이다. 미로퍼

즐박물관에선 지적능력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고, 휴식 카페와 암반수에 

발을 담그는 족욕장과 숨겨진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 입장료 : 성인 9,000원/청소년 7,000원/어린이 6,000원

• TEL : (064)784-3838

• www.mazeland.co.kr

다희연  녹차와 천연동굴이 어우러진 에코투어

짚라인이 위치한 다희연에서는 푸르른 녹차밭과 천연동굴카페, 차문화원 

등 다양한 에코투어를 즐길 수 있다. 수천년 자연의 기운을 간직한 천연동

굴에서는 사시사철 연인과 가족, 친구들과 차를 즐기며 신비한 용암동굴의 

기운을 받아갈 수 있다. 

• 입장료 : 성인 5,000원/청소년 3,000원/어린이 2,000원

• TEL : (064)782-0005

• www.daheeyeon.com

용눈이오름	 기생화산 2개를 품은 복합형 화산체

용눈이오름의 산정부는 북동쪽의 정상봉을 중심으로 세 봉우리를 이

루고, 그 안에 동서쪽으로 다소 트여있는 타원형의 분화구가 있으며, 

기생화산 2개를 품은 복합형 화산체다. 전 사면이 풀밭을 이루는 아름

답고 전형적인 제주오름의 모습을 띤다. 마치 용이 누워있는 형체라는 

데서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한자로는 龍臥岳(용와악)으로 표기하

며 산 복판이 크게 패어있는 것이 용이 누웠던 자리같다고 해서 용눈이

오름이라 부른다는 설도 있다. 

손지오름  한라산의 손자로 자리한 오름

모양이 한라산과 비슷해 한라산의 손자라는 뜻에서 손지(손자의 제주어)

오름이라 부른다. 주변 용눈이·다랑쉬 오름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

지만 주변 오름들과 어우러진 제주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동쪽 기슭

에는 원추형 알오름(도래오름)이 있으며, 남쪽 기슭에도 원추형의 아담한 

알오름을 갖고 있는 복합형 화산체로 오름 사면에는 ‘X’자 형태로 구획되

어 삼나무가 조림되어 있고, 풀밭과 초지를 이루면서 산자고, 보라빛제비

꽃, 노란솜양지꽃, 남산제비꽃 등이 식생하고 있다.

민오름  삼나무와 편백나무 숲길이 명품 중 명품

민오름은 모양이 둥긋하고 나무가 없는 민둥이라는데서 유래되었다. 

남서사면은 비교적 가파르고, 북동사면은 완만하고 얕게 패어있는 말

굽형 화구를 이루면서 두 봉우리가 서남-동북방향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 굼부리 북동쪽 일각은 단절되어 바깥쪽에 작은 골짜기를 이루면

서 두 가닥으로 다리를 뻗어 내리고 있으며, 낙엽수와 상록 교목이 울

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부에는 드넓은 풀밭으로 이루어져 있

다. 또한 오름 서쪽에는 이승만 별장이었다는 귀빈사가 자리잡고 있다.

아부오름  자연의 조화를느낄 수 있는 오름

완만한 원형분화구로 능선을 따라 오르며 조망하는 제주의 풍광이 

장쾌하다. 한자로는 亞父岳(아부악), 阿父岳(아부악)으로 표기하고 있

으며 송당마을과 당오름의 앞(남쪽)에 있는 오름이라 하여 前岳(전악)

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분화구내 삼나무 숲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어 여행자들이 쉽게 찾

아갈 수 있다. 아부오름은 영화 ‘이재수의 난’, ‘연풍연가’ 촬영지로 유

명한 오름이기도 하다.

거슨세미오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오름

송당목장 입구 반대편 목장에서 능선을 따라 오르면 쉽게 오를 수 있다. 

서쪽 기슭에 거슨세미라 부르는 샘이 있어 오름 명칭이 붙여졌다. 오름 

전체 사면에는 피톤치드를 발산하는 삼나무가 숲을 이룬다. 샘(용천)의 

방향이 일반적으로 하류의 바다방향이 아닌 한라산쪽으로 흘러나온다 

하여 逆泉(역천) 또는 逆水(역수)의 의미로 거슨세미(거스른 방향의 샘)라 

부르고 있으며 도내의 기생화산체 중에는 이렇게 화구상에서의 거스른 

샘이 몇몇 존재하고 있다.

안돌오름	 정상부에는 아늑한 제주 정취가 가득

안돌오름 바로 북동쪽에 이웃한 밧돌오름과 구별된다. 조선시대 때 두 오

름 사이로 잣담(돌담) 경계가 있어 목장 안쪽은 ‘안돌오름’, 바깥쪽은 ‘밧

돌오름’이라 칭한다. 

안돌오름 북동쪽 기슭에 ‘돌호레기물’·‘올로레기물’이 있다는데서 붙인 것

으로 안돌오름 북동쪽 기슭에 올로레기물이 있고 안사면의 패어 있는 곳

에만 나무가 우거져 자연림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부에는 능선을 따라 풀

밭이 자리해 아늑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둔지오름  드넓은 제주의 모습을 품은 오름

비교적 가파르며 거대한 야외음악당처럼 보이고 주변 가까이에 오름이 

없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원지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화구방향(남쪽)으로 

혀를 내민 형태의 말굽형 화구를 갖고 있는 화산체다. ‘둔지’는 제주방언

으로 ‘평지보다 조금 높은 곳’을 가리키는 말로, 마소가 많이 모여 떼를 이

룬 것을 ‘둔짓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 즉, 주변에 ‘둔지(용암암설류 등)’가 

많은데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한자로는 屯地峰(둔지봉), 屯地

岳(둔지악)으로 표기하고 있다.

비자림  하늘을 가린 천년의 비자나무 숲

수령 500~800년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하늘을 가릴 만큼 단일 수종

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숲이다. 천연기념물 374호로 지정된 숲은 남녀

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비자나무 숲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가장자리

에는 천년의 비자나무가 있다. 

• 입장료 : 성인 1.500원/청소년 800원/어린이 600원

• TEL : (064)710-7897

• www.visitjeju.net

동백동산습지센터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고

자연생태가 매우 뛰어나 난대상록활엽수림 곶자왈숲에서 첫 발견된 

제주고사리삼(환경부지정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희귀 동ㆍ식물의 중

요한 서식처이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고다.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람사르습

지로 등록됐다.  

•TEL : (064)784-9446

•www.ramsar.co.kr

알밤오름  눈 앞에 펼쳐진 난대성 상록수림이 압권

정상에 오르면 난대성 상록수림인 선흘동백동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북서쪽으로 길게 패인 말굽형의 화구 모양으로 선흘리를 거쳐 

중산간 도로 6.2㎞ 지점 오른편에 알바메기오름 표지석이 서 있다.

굼부리 안에는 자연림으로 무성하며, 오름으로 이어지는 길의 

100m 지점에 등정로가 있으며, 정상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린다.

제주레일바이크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족형 테마파크

구좌읍 종달리 드넓은 초원에 우뚝 선 용눈이오름을 배경으로 총 4km의 

2개 선로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레일바이크 90여대가 순환형

으로 자동 운행한다. 소요시간은 약 40분. 풍우막 설치로 겨울이나 우천

시에도 즐길 수 있다.

• 이용료 : 2인승 30,000원/3인승 40,000원/4인승 48,000원

• TEL : (064)783-0033

• www.jejurailpark.com

어대오름  초보자도 환영하는 유선형 오름

산 정상에서 길게 흘러내린 능선이 유선형을 띠었다고 해 일찍부터 어

대오름이라 불렀다. 높이 210.5m로 비교적 낮아 정상까지 20분 소요, 

오름이라기보다는 산책로 같은 느낌으로 초보자가 도전하기 좋은 오름

이다. 어대오름 서남쪽에 주체 오름이 있고, 동북쪽에 덕천리 하동[알

덕천, 하덕천]이 자리하고 있다. 어대 오름 서쪽에 ‘큰곶거멀’이라는 천

연동굴이 있는데 현재는 ‘대림(大林, ‘큰곶’의 차자 표기)동굴’이라 하고 

있다.

다랑쉬오름  제주 아픈 역사의 상처를 품은 곳

구좌읍 오름 중 여왕이며, 기슭에는 피톤치드를 즐길 수 있는 삼나무숲

이 풍부하다. 오름 주변에는 4·3사건 당시 희생된 유골 11구가 발견된 다

랑쉬굴이 있다. 

크고 깊은 깔대기모양의 원형 분화구가 움푹 패어 있는데, 이 화구의 바

깥 둘레는 약1,500m에 가깝고 남·북으로 긴 타원을 이루며, 북쪽은 비교

적 평탄하고, 화구의 깊이는 한라산 백록담의 깊이와 똑같은 115m라고 

한다.

 항공편

 주요 관광안내소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메뉴 영업시간

빌레와
너드랑

064-784-3633
제주시 조천읍 

선흘남4길 286-3
•나물비빔밥
•들깨칼국수

•매일 11:00~15:00
•휴무일 : 토요일

웅스키친 064-784-1163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50

•파스타
•샌드위치
•리가토니

• 월,화,금,토,일  
11:30~20:00  

• 브레이크타임 
15:30~17:00

•13세이하 입장불가

한울랜드 064-783-5788
제주시 구좌읍 

동백로 458
•돔배고기정식
•고등어구이

•매일 08:30~18:00 

메이즈
웰빙한식당

064-784-3839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2134-47
•한식뷔페 •매일 09:00~19:00

선흘
방주할머니

식당
064-783-1253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12

•삼색곰취만두
•두부한접시
•콩국수

• 하절기 :  
월~토 10:00~19:00 

• 동절기 : 
월~토 10:00~18:00 

•휴무일 : 일요일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메뉴 영업시간

비자나무숲 064-783-7701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8

• 제주보리빵+한라봉쨈
• 한라봉 생과일 쥬스
• 한라봉 컵빙수

•매일 09:00~18:00 

샤라의정원 064-783-9631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98-2

• 미친닭(이태리식)
• 샤라의 정원
• 허니브레드
• 꽃차

•10:00~18:00
•휴무일 : 화요일

동백 0507-1407-3054
제주시 조천읍 
동백로 68 2층

• 조각케익
• 패션후르츠 에이드
• 카페봉봉

•10:00~17:00
• 휴무일 :  

일요일, 월요일
• 10세미만, 7인이상

단체 입장제한
• 1인 1메뉴, 개인컵만 

테이크아웃 가능

다희연 
동굴의다원

064-782-0005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600-12

• 녹차빙수
• 녹차음료

•매일 09:00~19:00

카페동네 070-8900-6621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5길 23

• 당근빙수
• 당근주스
• 파니니

• 월,수,목,금,토,일 
10:00~18:00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송당승마장 064-782-1199
제주시 구좌읍 
번영로 2015

이용시간 : 09:00~18:00
이용요금 : 1회 12,000원

미니랜드 064-782-7720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56-4

개ㆍ폐장 :  12~3월 08:30~17:30 
4~6월 08:30~18:00 
7~8월 08:30~19:00 
9~11월 08:30~18:00

입 장 료 :  성인 9,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

셰프라인월드 064-751-8500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 

하 절 기 :  4~10월(09:00~18:00)
동 절 기 :  11~3월(9:00~17:00)
입 장 료 :  성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5,000원

제주아트랜드 1661-3679
제주시 구좌읍 
번영로 2172-80 

하 절 기 :  3~10월(09:00~19:00)
동 절 기 :  11~2월(09:00~18:00)
입 장 료 :  성인 9,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7,000원

탐라신화공원 064-782-1800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474 

하 절 기 :  09:00~18:00
동 절 기 :  09:00~17:00
입 장 료 :  성인 8,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6,000원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한울랜드펜션 064-783-5788 제주시 구좌읍 동백로 458

비자숲길15 02-1577-0000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15

보리게스트
하우스

010-2400-6500 제주시 구좌읍 송당6길 38-1

제주빈티지
글램핑

010-4228-1729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85

동백펜션 010-5808-8255 제주시 조천읍 동백로 19

•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07:00~마지막항공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42-8866

• 제주관광정보센터(  09:00~18:00)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40-6000

• 제주항관광안내소(  06:00, 12:00~20:00)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58-7181

• 한국관광공사국제선관광안내소(  09:00~18:00)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42-0032

• 제주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09:00~18:00)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28-3920

• 용두암관광안내소(  09:00~18:00)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28-3918

• 탑동관광안내센터(  09:00~18:00)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28-3919

• 서귀포시종합관광안내소(  09:00~18:00)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32-1330

•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관광안내소(  09:00~18:00) ㆍㆍㆍㆍㆍㆍㆍㆍ☎ 064-739-1391

• 정방폭포관광안내소(  09:00~18:00)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32-1393

• 주상절리대관광안내소(  09:00~18:00)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38-1393

• 목포(추자)-제주   목   포 ☎ 061-243-1927  제주 ☎ 064-758-4234

• 완도(추자)-제주  완   도 ☎ 061-554-3294  제주 ☎ 064-751-5050

• 우수영-제주 우수영 ☎ 061-537-5500  제주 ☎ 064-758-4234

• 녹동-제주 녹   동 ☎ 061-842-6111  제주 ☎ 064-723-9700

• 부산-제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61-9559

• 성산-우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제주 ☎ 064-782-5671

• 종달리-우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제주 ☎ 064-782-7719

• 모슬포-마라도/가파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제주 ☎ 064-794-3500

• 한림-비양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제주 ☎ 064-796-7522

 여객선(도외, 제주도 부속섬)

 • 대한항공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88-2001

 • 제주항공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99-1500

 • 에어부산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66-3060

 • 티웨이항공 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88-8686

 • 중국남방항공ㆍㆍㆍㆍㆍㆍ☎ 064-749-9070

• 아시아나항공 ㆍㆍㆍㆍㆍㆍㆍ☎ 1588-8000

• 진에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00-6200 

• 이스타항공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44-0080

• 중국동방항공 ㆍㆍㆍㆍㆍㆍ☎ 064-711-9834

• 드래곤에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2-311-2800

 심야 응급의료기관

•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도령로 65(연동)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40-5156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ㆍㆍㆍㆍㆍ☎ 064-717-1900

• 한마음병원  제주시 연신로 52(이도이동) ㆍㆍㆍㆍㆍㆍㆍㆍ☎ 064-750-9851

• 중앙병원  제주시 월랑로 91(이호이동)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86-7777

•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장수로 47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30-3003

• 한국병원  제주시 서광로 153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64-75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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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환승센터

제주의 초록빛 가득한 자연을 가득 안을 수 있는 코스 느리지만 그만큼의 여유를 즐기는 코스

         음식점          카 페          숙 박         추천 관광지

✽ 상기 표기된 음식점, 카페, 숙박, 추천관광지 정보는 계절과 영업점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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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요금 :  1,150원(성인), 850원(청소년),  
350원(어린이) (1회 승차 기준)

• 배차간격 : 30분 간격 운행
 810-1, 810-2<첫차 8:30, 막차 17:30>
 810-1 : 11:00~14:00까지 1시간 간격 운행
 810-2 : 10:30~13:20까지 1시간 간격 운행
•  결제방법 : 교통카드만 사용가능 

( 교통카드 구매 : 공·항만 및 도내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등에서 구매가능)

• 이용안내 및 불편신고 : 064-746-7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