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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악산 출렁다리

놓치지 말아야 할 파주 관광 명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는 파주 하면 떠오르는 ‘DMZ 평화관광’부터

즐길 거리가 있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있는 ‘통일동산관광특구’, 마음이 풍성해지는

지난해 4월 관광특구로 지정된 파주시 통일동산 일대에는 탄현면 오

‘파주출판도시’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출렁다리’까지 다양하고 매

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맛고을, 프리미엄아울렛 등의 다채로

력적인 관광지로 가득한 곳이다. 수도권 관광 1번지이자 천혜의 자연

운 관광지가 있다.

과 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파주를 방문한다면 놓치지 말고 가봐야 할

파주시는 현재 통일동산 내에 파주 장단콩을 테마로 생산·가공·유

파주 관광의 명소들을 알아보자.

통·판매와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
하고 있으며 CJ ENM과 협약을 체결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콘텐츠

대한민국 대표, 파주 DMZ 평화관광

월드 조성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안보 관광객의 80%가 파주의 DMZ 평화 관광지를 찾
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판문점

마음이 풍성해지는 파주출판단지

을 비롯한 파주의 DMZ 관광지를 뽑고 있으며 실제로 연간 70만 명이

파주출판도시는 파주시 문발동 일대 국가문화산업 단지로 출판기획,

넘게 방문하고 있다.

편집에서부터 인쇄, 물류, 유통에 이르기까지 출판의 모든 과정을 하

현재 파주 임진각에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연결하는 ‘임진각 평

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출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다.

화 곤돌라’가 올해 4월 개장하고 운영 중이다. 임진각 관광지와 민통

이곳은 해마다 파주 북소리 축제(9월), 파주 어린이 책 잔치(5월) 등

선 넘어 캠프그리브스 간의 임진강 850ｍ를 26개의 곤돌라로 연결한

책 관련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어 행사 기간에 방문한다면 더욱 특별

‘임진각 평화 곤돌라’는 현재 상부 정류장 전망대와 평화의 등대를 추

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가 조성하고 있으며 파주 DMZ 평화관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색다른 감동과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자연과 함께하는 파주 출렁다리
자연 속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물빛이 아름다운 마장호수
와 산빛이 좋은 감악산 출렁다리를 추천한다.
산과 호수를 끼고 있어 물빛과 낙조의 모습이 아름다운 마장호수에
는 파주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흔들다리가 220ｍ 길이로 설
치돼 있다. 최고 50ｍ 높이로 마장호수 물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스
릴을 느낄 수 있으며 마장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날 수 있다.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임진각 평화곤돌라’, ‘한반도 생태평화센터 조성’, ‘DMZ 평
화의 길 2단계 조성’ 등 신규 관광자원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온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수도권의 관광 1번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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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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