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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난농원 
이원난농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 난 농장으로 약 3,000여 종의 난

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다양한 종류의 난을 관찰할 수 있으며, 

난 화분 심기 등과 같은 체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나의 미래 프로그램(난 심기, 이름 짓기, 교감하기) 연중 
난 화장품 만들기 체험(콩 심기, 콩 수확하기) 연중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 337  
난 전시관, 체험관, 카페, 재배사, 화장실, 주차장 등 
최대 60명 
농장대표 이청 010-5257-7878, 070-7789-7959 
leewonnan.com 

엘덴교육농장 
농촌의 자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체험과 함께 친환경적으로 재

배된 과일과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확한 소재를 활용하여 떡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다. 

전통의 색 쪽염색(쪽염색 체험) 연중  
보석같은 색 생쪽(염색 체험) 6~8월 쑥개떡 만들기 4~5월 
아름다운 자연의 색(염료식물을 찾아 염색 체험) 4~11월 
김포시 하성면 가금로 313번길 222 
실내 체험교육장, 배밭·논 실외 체험장, 엘덴생태탐방로 등 
최대 40명 
농장대표 윤효경 010-2367-8743 
blog.naver.com/elden2000 

매화미르마을 
매화미르마을은 월곶면 용강리의 민통선 안의 평화생태마을로

서 봄에는 멸종 위기종인 매화마름 군락지가 형성되고, 가을에는 

저어새의 서식지로 색다른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다.  

전통두부 만들기 연중 / 떡메치기 연중 / 감자·고구마 수확 6월 ·10월 
칙칙폭폭 미르열차(미르열차를 타고 북녘땅 바라보기)  연중   
다랭이논 미꾸라지 잡기 5~9월
콩 사계절 농사체험(콩 심기, 콩 수확하기) 7~11월, 2, 4째주 토요일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 437번길 98 
매화미르 체험관, 용못, 물놀이시설, 체육공원, 샤워실 및 화장실, 주차장 등 
최대 40명               운영위원장 김중환 010-9916-9007 
mir.go2vil.org 

문수산관광농원펜션 
문수산관광농원은 사계절이 아름다워 언제든 편안한 휴식을 취

할 수 있는 곳으로, 잘 가꾸어진 농원과 문수산의 자연 경관을 보

며 숙박도 하며 농장주의 7080라이브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125
숙박, 산책로, 농원체험, 야외수영장 등
최대 50명  
대표 김계중 010-3721-0999
www.gimpomss.com

이레가든빌리지 
독일의 푸른 숲을 옮겨 놓은 듯한 식물 원형 원예농장이다. 식물

을 소재로 한 체험은 물론 드라이플라워와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식물 실내 장식(플랜테리어)에 대한 교육도 체험할 수 있다. 

아로마테라피와 허브 연중 / 플렌테리어란 무엇인가 연중 
김포시 양촌읍 대명항로 46 
식물원, 생태연못, 실내 체험장 및 교육장, 휴게시설(카페), 주차장 등 
최대 30명  
매주 화,수,목 지정 시간에 진행 (10:30/13:30)
이레가든빌리지 080-324-1000, 010-4556-1650 
조은플라워 iregarden.com

꿈목장 
낙농 체험 목장 밀크스쿨, 식생활 우수 체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이다. 어린이 목장 체험, 청소년 수련 활동, 진로 체험 등 맞춤 체험이 

가능하며, 목장 내 카페에서 신선한 우유와 유제품을 맛볼 수 있다.

어린이 목장 체험 연중 / 청소년 진로 체험 연중 / 가족 목장 체험 연중 
김포시 통진읍 귀전로 56번길 187 
체험교실, 치즈 체험장, 송아지네 야외학습장, 소똥발전소, 
힐링카페, 주차장, 남녀 화장실, 유제품 제조실, 축사 
최대 90명 
농업회사법인(주) 꿈드림 080-8806-5352 
 www.꿈목장.com  (예약은 예약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 

벼꽃농부 
벼꽃농부는 김포 민통선 일대 쌀 생산지에 3대째 농부의 진심을 

심고, 바른 먹거리를 짓고, 농업의 가치를 빚어내는 곳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일구며 다양한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더땡큐팜딸기 
과학 영농을 통한 고품질의 명품 딸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김포평

야에서 딸기의 단계별 생육 과정을 통한 체험과 수확 체험 공간

을 제공하고 있다. 

김포시 하성면 마곡로 239
농산물 활용, 가공 체험, 식사, 휴식 등
최대 48명  
팀장 박밀양  031-988-3300, 010-6256-0151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125-2
딸기, 감자, 고구마 수확 체험, 수제 잼 만들기 체험 등
최대 60명 
대표 윤태희  010-2766-8876

 

한지이야기 
우리나라 전통 종이인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국내 최초 신개념 힐링 체험관으로 천그루의 닥나무와 

닥나무 차 제조장, 닥종이(한지) 전시관, 닥종이(한지) 갤러리 카

페, 닥나무는 내친구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지뜨기, 한지공예체험, 닥나무농장체험, 
닥나무활용 실내조리체험, 식사 및 휴식
김포시 서현로 37
실내체험장, 야외체험장, 족욕장, 한지유물전시관, 휴게공간, 
닥나무정원, 주차장               최대 100명  
031-8049-7595, 031-982-7595               www.hanjistory.com

명가농원 
농촌 교육 농장으로서 소나무로 둘러싸인 농장에는 초록의 신선

함이 가득하며 닭을 소재로 한 이색적인 체험과 함께 아기자기한 

달걀(계란) 정원에서는 다양한 전통 놀이도 경험할 수 있다.

닭의 한살이(병아리, 닭 관찰 프로그램) 연중 
보금자리 만들기(병아리 집 짓기 체험) 연중
계란의 여행 연중 / 퇴비·식물보호제 만들기 연중
김포시 대곶면 삭시갈마로 139 
체험장, 실습장, 사육장, 휴게시설, 소나무 숲, 황토방 체험장, 화장실, 주차장 
최대 50명 
명가농원 체험카페 031-989-6865, 농장대표 박양춘 010-8585-7527 
blog.naver.com /gnfeed (블로그 ‘예약 절차 및 일정’ 참조 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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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산생태원
반딧불이, 올챙이 등과 같은 자연 생물을 관찰하고 교감할 수 있

는 자연 체험 학습장이다. 생태원 내·외부(마을)에서 농산물 수확 

체험을 할 수 있고, 레일썰매도 탈 수 있는 자연 속 힐링 공간이다.

예뜰공방
도자기 흙으로 직접 그릇 및 화분 등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이다. 

일일, 단체, 청소년 직업체험, 예뜰찾기
김포시 하성면 누산봉성로 202 
체험장, 실습장, 휴게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 
최대 40명   
010-7476-1146
네이버 : 김포 예뜰 생활도자기

월드농원
김포 한강 하구의 생태 탐방 자전거 도로와 인접하며 “자연아 놀

자!”, “식물아 놀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

하고 공기 정화 식물을 직접 만들고 키우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생태 탐방로 탐방, 공기 정화 식물 가꾸기 등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893번길 74-50
최대 30명   
대표 이정숙 010-6341-9339
blog.naver.com/1103ljs

김포봉성연꽃
넓게 펼쳐진 무농약 백련 연근농장으로 연근, 연잎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체험 농장이다.

연오감 체험(연 특성에 대한 이해와 연쿠키 만들기)  
연근피클 만들기(연특성에 대한 이해와 연근피클 만들기)   
김포시 양촌읍 누산봉성로 222-71 
체험장, 화장실, 주차장 등 
최대 40명 
010-6313-7580  

싱싱미나리 
미나리를 이용하여 생태체험 및 화분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체험

농장이다. 미나리를 직접 맛볼 수 있으며 미나리를 활용한 다양

한 식체험이 가능한 공간이다.

습지 오감 체험(미나리가 자라는 습지에서 서식하는 미꾸라지 
오감 체험 및 미나리 화분 만들기), 미나리 삼겹살 식체험 등
김포시 하성면 봉성로 188-110 
간이습지, 체험장, 화장실, 주차장 등
최대 40명 
010-9156-3478  
 

한강승마
승마장으로 말과 교감하기, 말타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험 농장이다.

말 오감 체험(말의 특성 이해 및 퀴즈)
말타기 체험(기승 동작 숙지 및 조교와 함께 말타기)  
김포시 하성면 봉성로 188-80
외부승마장, 내부승마장, 카페, 화장실, 주차장 등 
최대 40명   
031-96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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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버섯농장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을 재배 및 판매하는 농장으로 버섯을 

이용한 다양한 오감 및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농장이다. 

버섯이랑 놀자(버섯 오감 체험) 
버섯요리사(버섯피클 만들기, 버섯피자 만들기 중 택1)
김포시 하성면 화성리 142번길 83-60 
체험장, 재배사, 화장실, 주차장 등 
최대 80명 
010-4772-3529 
http://blog.naver.com/seon3529

하동농원
연잎을 이용하여 건강한 연잎밥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농장이다. 

연잎밥 만들기 / 스케이트 및 썰매 겨울 
김포시 하성면 누산봉성로 270 
체험장, 화장실, 주차장 등
최대 100명   
010-2693-2755 

연보람목장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젖소의 착유를 관찰할 수 있으며, 실제 산양, 젖

소 젖 짜기 체험 및 치즈,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쉽게 

탈 수 없는 트랙터까지 타볼 수 있다.

낙농체험 연중 / 유제품 만들기 체험 연중 / 트렉터마차 연중
김포시 통진읍 하성로 101번길 403-25 
시청각실, 야외낙농 체험장, 동물먹이 체험장, 실내조리 체험장, 
연보람카페, 휴게공간(놀이방), 화장실, 주차장 등 
최대 100명 
010-4661-5691 
월, 화 휴무
 yeonboram.com (예약은 예약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

피싱파크(물고기관광농원)
도시 근교에서 물고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체험 학습장으로 상

시 운영되는 물고기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계절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유하고 있는 테마농장이다. 

보물찾기(미션을 통해 물고기밥을 찾아 물고기에게 먹이 주기) 연중  
메기미로 탐험(메기모양의 미로에서 미션 해결하기) 연중 
내 동생 물고기(뜰채로 물고기 잡기) 연중 / 친환경 분변토 화분 만들기) 연중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연중 / 농작물 수확 체험 연중
김포시 중봉로 33번길 128(감정동)
야외 체험파크, 간식코너, 산책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텃밭, 주말농장 시설 등 
최대 100명 
0507-1401-6200 
www.fishingpark.co.kr

장수이야기
먹거리의 올바른 가치를 만들어가는 식품기업이다. 전통발효식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음료 구입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포시 중봉로 115번길 186-46
카페, 산책로, 체험장 등
최대 30명 
대표 손찬락 031-998-5577, 010-8686-0554
www.jangsu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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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빰빰투어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볼까? 

루비팜
철새들이 노니는 친환경 농업으로 건강 먹거리를 생산하는 청정환

경 보존지역이다. 아름다운 자연, 건강한 먹거리, 농촌의 정이 어우

러진 행복한 농업·농촌의 모습을 나누고 힐링하는 농촌에듀팜이다.

김포시 석탄리 753-2
교육장, 애플수박 체험장, 호박터널 등
최대 30명   
대표 강은선 010-2498-7604

체험   

주소  

시설  

인원

시간  

문의

사이트

김포 빰빰투어 픽토그램

GIMPO FARM FARM TOUR

코스

5

BI
김포시 도시브랜드 개발

김포

투어
빰빰

 Farm Farm

빰빰 투어(Farm Farm Tour)는 

‘Farm(농장)’과 ‘Tour(여행)’의 합성어로 

‘농장여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콩세알체험센터 
콩세알체험센터는 청정 문수산 자락과 아름다운 고막저수지를 

안고 있는 문수산 장수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센터이다. 

콩을 수확하고, 콩을 이용한 전통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콩세알교실 두부 만들기 체험(두부 만들기) 매월 2, 4째주 토요일
콩 사계절 농사체험(콩 심기, 콩 수확하기) 7~11월, 2, 4째주 토요일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 94 
실내 체험장, 야외 체험장, 고막저수지 낚시터, 화장실, 주차장 등 
최대 30명 
매주 2, 4째주 토요일은 두부 체험하는 날! 이외 날짜 협의 가능 
고막2리 부녀회장 정응현  010-5600-5110 

곤충체험 4~6월, 9~10월 /  자연소재 만들기 체험 연중               
상시 프로그램(전시관 3D 관람, 동물 먹이 주기, 레일썰매 등) 4~12월 
계절별 프로그램(반딧불이 축제,  물놀이,  김장 체험 등)
김포시 대곶면 종생로 136번길 132 
체험장(전시관), 실습장, 식당, 캠핑장, 미니동물원, 휴게공간, 
수영장(여름철), 레일썰매,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 
최대 400명                031-989-4547 
www.bandiforest.com



패키지코스
김포 빰빰투어

패키지코스 지도
김포 빰빰투어

1박2일형
코스

코스1 이야기가 있는 김포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분단이야기  #난이야기

출발 이원난농원 평화누리길점심식사 문수산관광농원펜션

떡메치기, 두부 만들기
미꾸라지 잡기, 계절별 수확 체험

90분

난 전시 관람, 
난 심기 체험

60분

제2코스 문수산성, 
문수산자연휴양림, 트레킹

120분

매화미르마을, 
시골밥상

60분

숙소 도착

60분

매화미르마을

Day 1

숙소출발 콩세알체험센터 김포다도박물관 벼꽃농부점심식사 도착

콩세알 두부 만들기 체험

60분

다도 체험, 
전통 예절 교육

120분

가공 체험

120분

콩세알체험센터

60분

Day 2

당일형
코스코스2 앎이 있는 김포 #당일코스  #역사  #교육  #숲  #곤충  #생명 

출발 덕포진 수안산생태원 명가농원점심식사 한지이야기

덕포진, 
덕포진 교육박물관 관람

120분

다양한 곤충 및 동물 체험

90분

닭의 보금자리 만들기, 
계란의 여행 체험

60분

도시락 혹은 인근 식당

60분

한지 뜨기, 한지 공예, 
닥나무 산책로

120분

코스3 설렘이 있는 김포 #반전  #열정  #두근거림

출발 꿈목장

소똥발전소, 
치즈 만들기 체험

120분

더땡큐팜딸기

딸기 수확, 가공 체험

60분

점심식사

도시락 혹은 
인근 식사

60분

이레가든빌리지

독일식 실내정원 관람, 
아로마테라피와 
허브식물 체험

90분

김포독립운동기념관

김포 항일운동 전시 관람

90분

도착

코스4 색깔이 있는 김포 1  #자연  #염색  #색다름 

출발 엘덴교육농장

농촌 천연염색 체험

120분

태산패밀리파크

90분

연보람목장

소젖 짜기, 치즈, 
피자 만들기 체험

90분

도착점심식사

도시락 혹은 
인근 식사

60분

루비팜

애플수박, 농산물 체험

120분

코스5 색깔이 있는 김포 2 #한강의노을빛  #자연  #다채로운체험 

도착출발       이인버섯농장 (선택 ①)
or

       김포봉성연꽃 (선택 ②)

90분

      싱싱미나리 (선택 ①)
or

  하동농원 (선택 ②)

120분

              애뜰공방 (선택 ①)
                             or
              한강승마 (선택 ②)

90분

하동천생태탐방로

거꾸로 흐르는 한강 관찰 
하동천 생태 관찰

40분

선택 ①

버섯 오감 체험, 
버섯 요리 체험

선택 ②

연 오감 체험, 
연근 요리 체험

선택 ①

도예 체험

선택 ②

승마 체험선택 ①

미나리 수확, 
깡통열차, 

미나리삼겹살 체험

선택 ②

연잎밥 만들기 체험

점심식사 - 체험연계

코스6 흐름이 있는 김포 #물고기  #한강  #물 

출발 월드농원

식물 심기 체험

60분

피싱파크

물고기 잡기 체험 등 

90분

김포아라마리나

한강 수상 레저 체험 
및 아라뱃길 산책

120분

장수이야기

친환경식 체험
발효가공 체험

120분

도착점심식사

도시락 혹은 
인근 식사

60분

김포야생조류생태공원

조류생태공원 관람

60분

김포의 관광자원

Farm Farm Tour

인천시 서구 인천시 계양구

김포

투어
빰빰

 Farm Farm

대명항 
대명항은 어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을 곧바로 어판장으로 
옮겨 파는 자연산 전문 어항으로 김포 유일의 2종 어항이다.

대곶면 대명항1로 109 (대명리 551-5)
031-988-6394

전류리 포구 
한강의 최북단 어촌인 전류리 포구는 계절별로 다양한 횟감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가을철이면 왕새우, 전어 축제가 열린다.

하성면 금포로 1928 (전류리 54-4)
031-983-7751

태산패밀리파크
과학 원리를 이용한 물놀이 체험장과 야생화 산책로를 거닐며 
조용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자연 속 가족공원이다.

하성면 하성로 585 (석탄리 491-1)
031-997-6868

문수산성
사적 제139호. 문수산의 험준한 줄기에서 해안 지대를 연결한 성으
로,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 치열한 격전을 치른 곳으로 유명하다.

월곶면 성동리 산36-2
031-997-2337

하동천생태탐방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자연 생
태계의 생물들을 관찰·체험할 수 있도록 한 생태공간이다.

하성면 누산봉성로 294 (봉성리 643-1)
031-996-5323

김포독립운동기념관
1919년 김포 지역에서 일어났던 3.1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계승
하고 선연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
을 느낄 수 있다.

하성면 금포로 1928 (전류리 54-4)
031-983-7751

김포아라마리나
수도권 최대 규모의 마리나 시설로 수상과 육상 관광이 가능하
다.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상레저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고 있다.

고촌읍 아라육로270번길 73 아라마린센터
1688-7841

덕포진
천혜의 지형을 이용해 설치한 군영 덕포진은 신미양요와 병인
양요 때 서구열강과 치열하게 싸웠던 격전지로 역사적 가치와 
유물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대곶면 덕포진로 103번길 224-4 (신안리 산105)
031-980-2965

김포야생조류생태공원
야생조류 취·서식 공간을 보전하고, 생태 체험학습의 장소를 마련
하여 시민과 생태가 공존하도록 조성된 공원이다.

김포한강11로 455 (운양동)

코스2

코스4

코스6

코스3

김포본동

고촌읍

문수산관광농원펜션

더땡큐팜딸기

벼꽃농부

코스1

이원난농원

문수산성
문수산 자연휴양림

매화미르마을

김포다도박물관

덕포진 교육박물관

김포독립운동기념관

명가농원

한지이야기

수안산생태원

코스1

이레가든빌리지

태산패밀리파크

루비팜

김포야생조류생태공원

피싱파크
(물고기관광농원)

장수이야기

김포아라마리나

월드농원
콩세알체험센터

연보람목장

꿈목장

엘덴교육농장

김포 덕포진

대명항

코스5

애뜰공방

김포봉성연꽃

하동천생태탐방로

싱싱미나리
한강승마

하동농원

이인버섯농장

 풍무동행정복지센터

 중앙승가대학교

평화누리길 
1코스

(덕포진 둘레길)

평화누리길 
1코스

(염하강 철책길)

평화누리길 
3코스

  (한강 철책길)

평화누리길 
2코스

  (조강 철책길)

평화누리길 1코스
(덕포진 둘레길)

평화누리길 1코스
(염하강 철책길)

평화누리길 2코스
(조강 철책길)

평화누리길 3코스
(한강 철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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