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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8경
안성관광의 필수 코스
1경

불교문화의 보물창고 칠장사

5경

숲이 우거지고 산세의 형세가 아름다운 서운산

선덕여왕 5년(636)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고려 시대 혜소국사

숲이 우거지고 산세의 형세가 빼어나게 아름다우며 그림 같은 호

가 중창한 사찰로 경내에 다량의 문화재가 있다. 역사소설 임꺽정

수에 호젓한 산사가 있어 풍성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키 큰 소나

에 등장하는 일곱 도적과 병해스님 이야기, 궁예가 활 연습을 한

무와 활엽수들이 울창해 여름이면 시원한 풍광을 연출한다.

활터와 어사 박문수가 기도를 드리고 장원급제를 했다고 전해지
는 나한전 등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2경

6경

바라만 봐도 평안해지는 금광호수

45만평 규모의 호수로 봄에는 떡붕어, 여름밤 낚시에는 토종 붕

성스러운 산책로와 사철수가 뻗어있는 미리내성지

어, 가을에는 잉어와 굵은 붕어가 잘 낚이는 곳이다. 아름다운 호

미리내는 은하수의 순우리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성 김대

수 풍경과 잘 어우러진 이색적인 찻집과 고급스러운 숙박시설이

건 안드레아 신부를 모시고 있는 천주교 성지다. 매년 10만명 이상

갖춰져 있어 가족과 함께 주말여행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의 순례객과 관광객이 찾는다. 정갈하고 성스러운 산책로와 사철
수가 뻗어있는 길을 걸으면 마음은 절로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평
온이 깃든다.
3경

7경

이른 아침 물안개 피어나는 몽환적인 고삼호수

몽환적인 풍광과 푸른 물 위에 떠 있는 수상좌대, 밤새워 세월을
낚는 강태공의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영화 ‘섬’의

세월의 무게와 기품을 간직한 천년고찰 석남사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되고 고려 광종 때 혜거국사가 중창한 사찰이
다. 단출하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대웅전과 학이 나는 듯한 팔각지
붕 집인 영산전은 세월의 무게와 기품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소

촬영지로 육지 속의 바다라고 할 만큼 넓고, 경치가 아름다워 평
일에도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다.
8경

국내 최대 체험형 놀이목장 안성팜랜드

복이 내린 눈으로 뒤덮인 석남사의 설경은 천년고찰을 더욱 푸근

아름다운 농촌경관 속에서 가축들을 직접 만지고 먹이를 주며 함

하고 웅장하게 한다.

께 즐기는 레저와 휴식·교육 기능이 복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체
험형 놀이목장이다. 39만평의 광활한 초원을 마차를 타고 호밀,

4경 문화·자연·건강·예술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안성맞춤

랜드

유채꽃, 코스모스 등 사계절 다양하게 꽃을 구경하며 여유를 만끽
할 수 있다.

안성맞춤랜드에는 전통 공연 관람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남
사당공연장, 별자리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천문과학관, 공예문화
를 향유할 수 있는 공예문화센터, 사계절 언제나 스릴 넘치는 사
계절썰매장, 자연과 함께하는 최고의 힐링공간 안성맞춤캠핑장
이 있다. 그밖에 유아숲체험원, 소원대박터널, 수변공원 등 볼거
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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