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한옥마을
거리에서 느껴지는 한옥의 미

”

은평한옥마을은

한옥집을사랑하는사람들이모여

자연스럽게만들어진주택지로

북한산의아름다운자연환경과

현대식한옥이어우러지면서

은평구의대표적명소로자리잡았습니다

은평한옥마을의가장큰장점은

11개한옥체험업체가있다는것입니다

눈으로만즐기는것이아닌

직접한옥에서의하룻밤을묵으면서

진정한한옥문화를몸소체험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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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는진관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너나들이센터 셋이서문학관

금암미술관등다양한한문화체험시설이

자리잡고있어 전시 체험 교육등

다양한문화활동을즐길수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0길 19

은평한옥마을        /  은평한옥체험

서울 은평구 진관동 125-12 (승용차 120대 수용)
- 문의 : 02-350-5189(주간), 02-350-5183(야간)

주       소

홈페이지 

주차시설

Program은평한옥마을에는 일루와유 달보루, 응정헌, 채화당 등 11개 전통한옥이 있습니다. 

11개 전통한옥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한옥스테이 체험부터 인절미 만들기, 김치부침개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은평한옥마을에서 한옥과 자연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11-37
문의 : 0507-1357-5202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0길 7-12
문의 : 0507-1342-1760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18
문의 : 0507-1357-0519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11-11
문의 : 010-6723-1712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0길 7-9
문의 : 0507-1322-8432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0길 19
문의 : 010-5751-3270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11-33
문의 : 0507-1319-5046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48길 72
문의 : 010-2167-5439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0길 17
문의 : 0507-1337-5386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0길 17-1
문의 : 0507-1379-0097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11-30
문의 : 0507-1325-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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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 은평한옥사박물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은평의 역사와 한옥의 문화를 알리고자 2014년 10월 7일에 개관 하였으며 
2005년부터 은평뉴타운 개발과 함께 발굴된 다양한 유물 및 은평의 역사·인문과 전통 주거 공간인 
한옥 관련 콘텐츠를 보존·전시·체험하는 박물관입니다.

주  소

문  의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0길 8

02-351-8524

진관사
진관사는 예로부터 서울 근교의 4대 명찰로 손꼽힌 이름난 사찰입니다.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고 국력을 수호한 고려 제8대 현종(顯宗)이 1011년에 진관대사(津寬大師)를 위해
창건 했으며, 6.25 당시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복구된 고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관사에는 당일형과 휴식형으로 구분하여 템플스테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스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삶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  소

문  의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진관길 73

일반문의 : 02-359-8410 / 템플스테이 문의 : 02-38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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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afOiExK-7o
https://www.google.co.kr/maps/place/%EC%9D%80%ED%8F%89%ED%95%9C%EC%98%A5%EB%A7%88%EC%9D%84/@37.6416006,126.9369021,17z/data=!3m1!4b1!4m5!3m4!1s0x357c97cc14f395d1:0x6751df797ce9de66!8m2!3d37.6415964!4d126.9390908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php?b_um=02&m_um=01&s_um=01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php?b_um=05&m_um=03&s_um=03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_view.php?b_um=05&m_um=03&s_um=03&seq=224&page=1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_view.php?b_um=05&m_um=03&s_um=03&seq=224&page=1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_view.php?b_um=05&m_um=03&s_um=03&seq=222&page=1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_view.php?b_um=05&m_um=03&s_um=03&seq=221&page=1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_view.php?b_um=05&m_um=03&s_um=03&seq=220&page=1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_view.php?b_um=05&m_um=03&s_um=03&seq=219&page=1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_view.php?b_um=05&m_um=03&s_um=03&seq=218&page=1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_view.php?b_um=05&m_um=03&s_um=03&seq=217&page=1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_view.php?b_um=05&m_um=03&s_um=03&seq=216&page=2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_view.php?b_um=05&m_um=03&s_um=03&seq=215&page=2
https://eptour.kr/v2/layout/contents_view.php?b_um=05&m_um=03&s_um=03&seq=214&page=2
http://museum.ep.go.kr/
https://blog.naver.com/epmuseum
https://www.instagram.com/eunpyeong_museum/
https://www.youtube.com/channel/UCEHVypZCJCxGMNI1e1SWcTw?view_as=subscriber
http://www.jinkwansa.org/html/intro.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