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 
주상절리길

포천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따라 걸어요!주상절리길과 함께 보면 더 좋은 곳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55
안내전화  031-538-3030
운영시간  09:00-18:00(화요일 휴관)
홈페이지  www.geoparkcenter.kr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포천시 관인면 창동로 832
안내전화  031-538-4042
관람시기  유채꽃 5-7월 / 
               코스모스 9-10월

아우라지 베개용암 대교천 현무암 협곡

주상절리와 함께하는 캠핑장 정보
운산리 구라이골 캠핑장
포천시 창수면 창동로 497
안내전화  031-536-0008
홈페이지  www.guraicamp.kr

비둘기낭 캠핑장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116
안내전화  031-540-6501
홈페이지  www.pcuc.kr

화적연 캠핑장
포천시 관인면 뗏마루길 43-116
안내전화  031-531-0575
홈페이지  www.화적연캠핑장.com

2020년 유네스코에 인증된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깊은 협곡, 현무암 절벽, 주상절리와 폭포 등 독특한 화산 경관을 자랑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에 걸친 총 1,165.61km²길이(포천시 
493.24km²)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에서는 선캄브리아시대부터 신생대까지의 
다양한 암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평강군 오리산에서 분출된 용암과 
한탄강이 빚어낸 아름다운 현무암 협곡, 다양한 역사적, 생태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는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따라 걸어 볼까요?

산정호수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비둘기낭 폭포10
포천시청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비둘기낭 폭포53

대중교통 이용정보(비둘기낭 폭포 방면)

포천시청 한탄강사업소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55
안내전화  031-538-3030  
포천지질공원 홈페이지  www.geoparkpocheon.kr

한탄강 주상절리길 안내

한탄강 생태경관단지한탄강 생태경관단지 31만m² 규모의 너른 들판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유채꽃, 메밀꽃, 코스모스 등의 다양한 야생화와 
자생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아름다운 꽃과 함께 인생 사진을 남겨보는 것은 어떠세요?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높이 50m, 길이 200m의 주상절리와 
적벽 등 한탄강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한탄강 하늘다리! 
다리 중간은 바닥이 유리로 된 스카이 워크로 설치되어 있어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를 건너며 아찔함을 느껴볼 수 있어요.

순환코스 A  순환코스 A  7km, 2시간 20분
순환코스 B순환코스 B  5km, 1시간 40분

비둘기낭 폭포비둘기낭 폭포 
비둘기낭 폭포는 약 50
만 년 전 용암 분출에 
의해 형성된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에서 흐르는 폭포예요. 비둘
기낭이라는 이름은 주변 지형이 비둘기 둥
지와 같이 움푹 파인 낭떠러지 모양을 하고 
있어 이름 지어졌다는 설과, 양비둘기가 폭
포 주변의 동굴에 서식하고 있어 이름 지어
졌다는 설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가람누리 전망대 가람누리 전망대 
비둘기낭 폭포 인근 
불무산 끝자락에 세워진 
가람누리 전망대에서 

한탄강 일대 천혜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비둘기집을 모티브로 하여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한탄강의 
비경과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와, 
화려한 LED 불빛으로 한탄강의 밤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라이골구라이골 
구라이골은 바위 굴 위
쪽에 있다고 하여 ‘굴
아위’에서 변음 되어 

구라이가 됐어요. 수풀이 우거지는 여름철
에는 협곡이 굴처럼 보이는데요. 구라이골
은 한탄강의 지천에 형성된 소규모 현무암 
협곡으로 서로 냉각과정이 다른 현무암을 
잘 관찰할 수 있는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 8
경 중 7경인 지질명소예요.

멍우리 협곡멍우리 협곡
멍우리 협곡은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할 
정도로 4km 길이의 현

무암 협곡이 장관을 이뤄요. 예로부터 ‘술을 
먹고 가지 마라. 넘어지면 멍울이 진다.’하
여 멍우리라 불렸다고 해요. 협곡의 양안의 
모양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며 한탄강에 
흐른 용암의 형성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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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주상절리길 순환코스 주상절리길과 주요 관광지를 함께 감상해요!



벼룻교

멍우리교

멍우리2교

운천시외버스터미널
영북면 운천리 511-9

징검다리

대교천 현무암협곡

멍우리 협곡 전망대
영북면 소회산리 산182-8

구라이골
창수면 운산리 산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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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면 사정리 730-3P

대회산교
관인면 중리 산123-8

P
화적연/화적연 캠핑장

관인면 뗏마루길 43-116

P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관인면 창동로 832

P

화적연 수변공원

관인면 사정리 35

P
부소천교/
부소천 광장

부소천길 시·종점
영북면 운천리 585-3

P

비둘기낭 캠핑장
영북면 비둘기낭길 116

P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영북면 비둘기낭길 55

P

온로드 테마공원

관인면 중리 993

P

비둘기낭폭포

비둘기낭 폭포 구라이골 화적연 대교천 현무암협곡

제4코스 멍우리길제4코스 멍우리길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영북면 대회산리 377

P제1코스 구라이길제1코스 구라이길

제6코스 화적연길제6코스 화적연길

운산리 구라이골 캠핑장

창수면 창동로 497
P

P

P

운산리 자연생태공원

창수면 운산리 391-2

비둘기낭 폭포

영북면 대회산리 410-3

P

한탄강 
주상절리길

포천

순환코스A

순환코스B

중2리 마을회관
마당교

제5코스(예정)

코스 7km, 2시간 20분       코스 5km, 1시간 40분       순환코스 *뒷면 자세한 지도 및 설명 참조A B

가람누리 전망대
영북면 대회산리 산256

테마파크
영북면 대회산리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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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코스 벼룻길

10km

제6코스

마을코스

제1코스

제2코스

제3코스

제4코스

구라이길 4km, 1시간 20분      비둘기낭폭포     가람누리전망대     구라이골/운산리구라이골캠핑장     제2하늘다리     운산리자연생태공원1 2 3 4 5

가마소길 5km, 1시간 40분      포천한탄강하늘다리     마당교     한탄강생태경관단지                    중2리마을회관     제2하늘다리     온로드테마공원1 2 3 4 5 6

벼룻길 5km, 1시간 40분         비둘기낭폭포     포천한탄강하늘다리     테마파크     멍우리협곡전망대     벼룻교     부소천교/부소천광장1 2 3 4 5 6

멍우리길 8km, 2시간 40분      포천한탄강하늘다리                    멍우리교     멍우리2교     화적연수변공원     화적연/화적연캠핑장1 2 3 4 5 *멍우리길은 우기 시 통행 금지

화적연길 10km, 3시간 20분     화적연/화적연캠핑장     냉정1교     냉정2교     말등소     대교천현무암협곡1 2 3 4 5

부소천길 2km, 30분              부소천길시·종점     부소천교/부소천광장1 2

공사중

공사중

마을코스 부소천길

제5코스 준비중제3코스 벼룻길 + 마을코스 부소천길 7km, 2시간 10분추천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