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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

소요산의 주요관광명소 동두천의 산

동두천을 대표하는 명산답게 모든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주변환경

도 좋아 산행이 쾌적하다. 등산로는 대개 하백운대쪽 좌측으로 올라 상백운

대 거쳐 최고봉인 의상대 혹은 공주봉을 끼고 우측으로 돌아 내려오는 코스

가 대표적이다.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동두천시는 경기북부 명산인 소요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가 결합된 이색도시이다.

소요산의 봄은 진달래와 철쭉, 가을에는 단풍이 절경을 이루며, 기암괴석

과 시원한 계곡도 일품이다. 소요산관광지에는 원효대사가 수도하였다 전

해지는 자재암, 건강오행, 산림욕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다. 

실제로 동두천은 전 토지의 67%가량이 산으로 되어있어 사계절 언제 찾

아도 좋은 힐링여행지이다. 특히 가을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하는  

다채로운 레포츠 행사도 진행되어 여행자를 설레게 한다.

디자인아트빌리지&월드푸드스트리트

동두천만의 특색을 강조한 캠프보산의 문화·관광·예술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걸어서 즐기는 세계음식과 50여개의 공방거리, 다양한 공예체험, 플리마켓 등

도 즐길 수 있다.

동두천 치유의 숲

“지치고 힘들 때, 치유의 숲에서 힐링하세요!” 

일상에 지친 모두가 숲 속의 소리, 향기, 녹음들을 온 몸으로 느끼며 힐링 할 수 

있는 산림치유공간으로 실내 치유공간인 치유센터, 명상쉼터와 풍욕테라스 등의 

치유 공간이 있는 치유숲길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시장

양키시장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 생태, 인간의 삶이 지니는 유기적 관계와 조합을  

위해 함께 공존하는 박물관을 구성하여 온가족이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어

린이박물관이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잊혀져 가는 6.25전쟁에 대한 이해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관련 유물 및 자료를 전시하는 현충시설이다.

두드림뮤직센터 

한국의 음악현대사와 글로벌한 퓨전문화 등 다양한 컨텐츠로 전문 음악인이 되

고자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연습과 공연, 음악파일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캠프

보산의 명소이다.

동두천 캠프보산 그래피티 아트거리

아픔의 기억을 새롭게 승화시킨 독특한 거리예술!

동두천 캠프보산 그래피티 아트는 작가들의 일방적인 제시가 아닌 지역주민과 협력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공공예술이다. 

어등산 힐링 체험 숲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뒤에 위치한 도심속 힐링 체험 숲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사색의 숲, 힐링의 숲, 감상의 숲』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소요단풍제 

아름다운 단풍과 다양한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다!

단풍의 절정기에 소요산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전시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남기고 있으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어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이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자리 잡은 생태문화 공간으로 잣나무 숲의 시원한 바람길과 

숲속감성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이다.

건강오행로

동양의 음양오행을 응용한 건강오행로(健

康五行路)는 소요산을 방문하는 모든 이의 

건강을 기원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쾌적

한 관광 명소이다.

마차산

마차산(588m)은 산세가 완만하여 산행이 

편안하고 정상에는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터(보루)가 있으며 사방으로 

막힘이 없어 전망이 좋다. 

연리지문

연리지는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얽혀  

같이 자라는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원효대

사와 요석공주의 간절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치이다.

칠봉산

탑동동과 송내동을 둘러싸고 양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높이 506m의 

기암절벽으로 된 산으로 일곱개의 봉우리

가 연이어 있어 칠봉산이라 부른다.

속리교

원효폭포 가기 전에 우측에 위치한 대리석 

교량으로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

의 교량이다.

해룡산

해룡산은 회암령인 천보산을 따라 산계를 

형성하고 동북으로 뻗어 탑동동 왕방마을 

오지재에서 끝나며 왕방산과 접한다. 탑골 

(일명장림)마을 동쪽에 위치하며 산의 해발 

높이는 661m이다. 

관음봉

원효대사가 수도하던 중 관음보살을 친견

하였다는 설화로 인해 관음봉이라 불린다.

왕방산 

시의 동단에 우뚝 솟은 해발 높이 737m의 

우람한 산이 왕방산이다. 이 산은 광암동 왕

방마을 남단에서 기봉하여 북쪽으로 뻗어

내려 왕방마을 뒤에 이르러 국사봉과 연봉

되어 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비

이 탑은 한국전쟁때 UN군으로 참전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군의 전공을 기념하

기 위하여 국방부에서 제작 건립하였다.

국사봉

국사봉(754m)은 소요지맥에 솟아 있으며, 

주위에 왕방산, 소요산 등이 있다. 산 능선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남동쪽 사면

은 급경사를 이룬다. 수림이 울창하며 국사봉 

기슭에 있는 새목고개는 교통로로 이용된다. 

·주소 : 동두천시 상봉암동 

·위치 :  3번 국도 북쪽 연천방향 우측

·교통 :  시내에서 승용차, 버스로 15분(배차간격 10분), 1호선 전철  

소요산역 하차 도보로 10분 

소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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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문 

원효폭포 원효대 공주봉

해탈문 청량폭포 자재암

생연음식문화거리 & 5060 청춘로드

청춘! 오래된 미래로의 여행…

풍부한 맛집과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의 거리

생연로에 위치한 생연음식문화거리는 경기북부의 대표적 음식문화거리로 약 

50여개소의 음식업소가 있으며 각각의 개성과 특색있는 음식문화가 있는 관광 

명소이다.  

모범음식점  

상호 대표메뉴 소재지 전화번호

대호숯불갈비 돼지갈비,불고기 중앙로265번길 19 (생연동) 868-0092

약수산장 오리주물럭,동태탕 천보산로 619 (탑동동) 867-3341

형제불고기 불고기 정장로 11-12 (생연동) 865-2021

평남면옥 냉면 생연로 127 (생연동) 865-2413

생연칼국수삼계탕 삼계탕,칼국수 생연로 124, 1층 (생연동) 865-2011

동동갈비 돼지갈비 어수로101번길 13 (생연동) 864-3093

작은성 한식,바비큐 평화로2910번길 76 (상봉암동)  867-1551

송내별미식당 찜류
중앙로 116, 본동 204호 

(지행동,두손프라자)
859-3785

송내실비집 부대찌개
중앙로 112, 본동 205호

 (지행동,메인프라자)
857-6006

그집순대국 순대국 장고갯로 157 (생연동) 863-2254

마티스 스테이크,햄버거
평화로 2546, 본동 2층

 (보산동,새마을금고)
862-0255

오륙하우스 스파게티,스테이크 상패로 210-9 (보산동) 865-3556

삼복식당 회,매운탕 동광로 47-9 (생연동) 865-2130

아리랑갈비 소갈비,돼지갈비 평화로2261번길 36 (지행동) 868-2435

참좋은미식 쌈밥 신천로231번길 35-11(안흥동) 862-6976

대기철판요리 철판요리 동광로53번길 72(생연동) 858-7852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상호 대표메뉴 소재지 전화번호

스타벅스지행역점 커피
지행로 55(크라운732, 102, 103, 

202호, 지행동)
859-3732

스타벅스 동두천DT점 커피 평화로 2254(지행동, 지상1~2층) 868-3251

이디야커피 동두천중앙역점 커피 중앙로 278(생연동) 859-8850

호식이두마리치킨(지행점) 치킨 행선로 66(지행동) 862-3399

원터식당 한식 생연로 173-1(생연동) 867-6456

거북이삼겹살 삽겹살, 돼지갈비 경기도 동두천시 175(생연동) 864-3229

소요산관광지 주변식당 

상호 대표메뉴 소재지 전화번호

동천골 떡갈비정식,순대국 평화로 2908 862-2896

유경장작구이 오리숯불구이 평화로2910번길 10 865-5292

소요산명품한우식당 한우,삼겹살 평화로2910번길 1 866-8820

갑순이 Gapsuni 칼국수,김치찌개 평화로2910번길 11 865-2111

동두천왓따부대찌개 부대찌개 평화로2910번길 20 862-5233

소요산 신흥식당 갈비,전골,송어 평화로2910번길 57 865-1106

작은성 흑돼지삼겹살,소머리국밥 평화로2910번길 76 867-1551

넓은공간 참나무숯불바베큐,한식 평화로2910번길 82 865-6787

연안식당 육개장,한식 평화로2910번길 31 866-9500

경회루 중화요리 평화로 2914-12 866-8885

우리시래기국밥 들깨시래기국밥,시래기비빔밥 평화로2910번길 11 866-5106

소요산비바랜드 치킨,호프 평화로 2914-18 867-1561

소요산손맛국밥 소머리국밥 평화로 2914-22 866-8890

토가 불낙전골,해물파전,더덕구이 평화로 2914-24 867-4760

소요산찰보리국수 국수 평화로 2914-32 822-8220

소요산 순대국 갈비탕 순대국,갈비탕 평화로 2914-8 866-4465

성진흑염소탕전골 흑염소탕,전골 평화로 2915-6 866-3567

소요산 국수명가 국수 평화로 2917 866-2201

소요단팥빵 단밭빵 평화로 2922-13

소요산 막국수초계탕 막국수 평화로 2922-13 865-2151

소요산춘하추동 설렁탕,갈비탕 평화로2922번길 2 867-6477

소요산이모네식당 보신탕 평화로2922번길 16 866-6924

장모님보리밥 보리밥,낙지덮밥 평화로2922번길 16 866-2232

산들에두부마을 두부전골,순두부찌개 평화로2922번길 6 867-0147

착한치킨 후라이드 치킨 평화로 2922번길 12 825-0053

소문난팥죽 팥죽 평화로 2924 866 -3337

소요산떡집 떡,김밥 평화로 2924-3 865-0033

김밥과 돈가스 김밥,돈까스.분식 평화로 2924 865-8644

맛사라 Matsara 비지탕,순두부 평화로 2924-3

경기식당 삼계탕,사철탕 평화로 2930 866-7707

우돈가해장국 해장국,간천엽 평화로 2934 865-1144

포천버섯육개장 버섯육개장, 버섯전골 평화로 2908, 1층 866-6710

추억의연탄구이
연탄 고추장 불고기, 
연탄 뒷목살 소금구이

평화로 2914-17 928-7270

별앤숲 커피, 베이커리 평화로 2922번길 76 010-6766-2358

소요산윗상가

상호 대표메뉴 소재지 전화번호

다맞이 전통차 평화로2910번길 140(상봉암동) 010-3802-0351

옥류식당 손두부,김치콩비지,빈대떡 평화로2910번길 148-38 865-4296

낙원식당 민물매운탕,옻닭 평화로2910번길 148-46 010-5356-9341

계림식당 민물매운탕 평화로2910번길 148-50 865-5126

명당식당 민물매운탕,닭 오리백숙 평화로2910번길 148-52 867-8810

삽다리식당 산채정식,버섯찌개,백숙 평화로2910번길 148-49 865-8931

산나물박사 능이버섯오리탕,산나물비빔밥,버섯전골 평화로2910번길 148-47 010-5262-6136

서울식당 황태구이,산채비빔밥 평화로2910번길 148-45 865-8639

소요산식당 버섯전골,산더덕산채정식 평화로2910번길 148-43 865-7509

충남식당 산채비빔밥 평화로2910번길 148-41 865-7380

소담골 자연산능이버섯전골 평화로2910번길 148-24 867-5999

캠프보산 주변식당 

상호 대표메뉴 소재지 전화번호

콕스바베큐 바비큐 중앙로 351-2

하루방 콩나물해장국 중앙로 357-16 865-3651

브라운패기 치킨 중앙로353번길 16

빅마마 하우스 미국퓨전음식 중앙로353번길 13-1

핫피자 피자,파스타 중앙로353번길 15 861-0075

엔젤 레스토랑 덮밥(불고기,치킨 등) 중앙로353번길 34 865-3219

뉴뽀빠이튀김 튀김 중앙로361번길 49

마츄피츄 페루 전통음식 상패로 212-34

로씨 레스토랑 필리핀 전통음식 상패로 212-19

라티노 라틴 전통음식 상패로 212-9 859-3730

오륙하우스 스테이크,돈까스 상패로 210-9

핫피자앤버거 피자,파스타 상패로 212-17 865-6888

아임이스탄불 터키음식 평화로 2557-1

해피웍 미국+중국 퓨전 평화로 2557 866-0403

크레이지 스무디앤로코타코스 타코, 스무디 평화로 2555

케밥앤그릴  케밥,바비큐 평화로 2557

리 와플하우스 와플 등 평화로 2553 070-7571-1064

하스케밥 케밥(양고기/닭고기) 평화로 2553 862-3869

1950 줄서시오 부대찌개 평화로 2556 866-9110

타코하우스 멕시칸그릴 타코 평화로 2558

서브웨이 샌드위치 평화로 2552-1 863-2581

베러댄와플 와플 평화로 2552 070-4001-0122

마티스 양식 평화로 2546 862-0255

에버델리 샌드위치 평화로 2546 863-2581

텍사스바베큐 치킨 바비큐 중앙로 366 864-3634

보름달 덮밥,돈까스,떡볶이 상패로216번길 36 859-4311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화여관 정장로5번길 9 (생연동) 867-4060

대원여인숙 정장로5번길 19 (생연동) 868-0076

금성여인숙 중앙로 243 (생연동,외 2필지(688-1, 687-1)) 865-2123

충북여인숙 어수로 98-7 (생연동) 862-6920

서울여인숙 정장로5번길 23 (생연동) 865-2706

중앙여인숙 동광로 29-5 (생연동) 865-2871

우일여인숙 중앙로 299-1 (생연동) 865-2278

장원여인숙 중앙로 229-3 (생연동) 865-2815

신화여관 큰시장로 54 (생연동) 865-5907

모텔테마 중앙로265번길 32-14 (생연동) 865-3273

소풍 평화로 2519 (생연동) 865-5141

그린파크모텔 어수로 91-10 (생연동) 862-1497

샵 모텔 정장로 11-12 (생연동) 862-7300

모텔카라 중앙로273번길 21 (생연동) 864-4915

빅토리아모텔 생연로 128 (생연동) 864-1022

어수장여관 동두천로 265 (생연동) 862-7974

힐링 중앙로 229-5 (생연동) 862-9326

하와이장여관 중앙로373번길 33 (보산동) 866-8178

키스모텔 정장로17번길 25 (생연동) 862-0601

동신장여관 평화로 3114 (하봉암동) 866-6653

소요산모텔 평화로 2914-7 (상봉암동) 865-9714

그린캐슬모텔 평화로2922번길 20 (상봉암동) 866-9490

시실리 하봉암로 7 (하봉암동) 867-6777

K2모텔 평화로 2914-16 (상봉암동) 867-0776

진성여관 광암로17번길 42 (광암동) 868-3288

탑리조텔 삼육사로 1333 (탑동동) 863-7722

꿈에 그린 삼육사로 788 (상패동) 864-0666

골든파크 천보산로 664-17 (탑동동) 868-7557

수수파크 신천로 131 (안흥동) 864-0177

리도모텔 동광로53번길 60 (생연동) 861-4868

아비숑모텔 강변로94번길 6 (송내동) 864-2003

수연정 탑신로 239 (탑동동) 868-5768

로쥬모텔 동광로40번길 6 (생연동) 862-8644

숙박업소 동두천 캠핑장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벨라 캠핑장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322-10 외 2필지 010-3301-9491

에코유 캠핑장 경기도 동두천시 천보산로359번길 57 (탑동동) 070-8839-3700

산야초 자연 캠핑장 경기도 동두천시 쇠목길 320 (광암동) 010-9966-0101

온새미 캠핑장 경기도 동두천시 천보산로 537 (탑동동) 010-3762-6071

놀터 글램핑 경기도 동두천시 신천로 274-57 (상봉암동) 010-8000-1972

산촌 캠핑장 경기도 동두천시 탑신로237번길 111 (탑동동) 010-3660-5795

그림책동화마을 품 캠핑장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1366 (탑동동) 010-5255-6556

죠스 캠핑장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1422-36 (탑동동) 010-5389-0003

죠스 글램핑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1422-34 (탑동동) 010-8650-7314

돈내미 농장 경기도 동두천시 천보산로456번길 49-1 (탑동동) 010-8808-0436

파인힐빌리지 캠핑장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로 65-42 (안흥동) 010-8779-5084

영화상영관

상영관 전화번호 좌석수 상영일정

문화극장 1관 863 - 3000 219
평일 (11:50) 5편
주말 (10:20) 5편

문화극장 2관 (구 가든극장) 863 - 3000 72
평일 (12:00) 5편
주말 (10:20) 6편

문화극장 3관 (구 동광극장) 867 - 3030 283
평일 (11:20) 5편
주말 (10:20) 6편

⊙  동두천에 있는 3개의 극장은 여러개의 스크린을 구비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아닌 한 개의  
스크린을 구비한 유일한 단관극장이다. 

교통정보

시내버스 

노선번호 기점 ~ 종점 횟수 첫차 막차

36 소요산 ~ 수유역  90 04 : 00 24 : 50

39 전곡 ~ 도봉산역  21 04 : 40 21 : 30

39-4 백의리 ~ 도봉산역  4 05 : 30 18 : 40

지하철
인천역  -  구로역  -  서울역  - 지행역  -  동두천중앙역  - 보산역  -  동두천역  -  소요산역

동두천 자연휴양림 

동두천 자연휴양림은 바쁜 일상으로 지친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숲박 공간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의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숲속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휴양체험공간이다. 

동두천 관광특구 캠프 보산 

1950년대부터 미군이 주둔하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진 캠프보산은 미국

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채로운 거리이다.

시민평화 공원  

처음부터 공원부지로 계획하고 단지를 설계하여 매우 잘 조성된 계획공원

단지이다. 분수와 조명 등이 있어 계절과 밤낮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 

준다. 푸르름을 한껏 즐길 수 있도록 녹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신천강변  

7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였고, 곳곳이 체육시설, 징검다리, 

목교 등의 시설을 갖추어 레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소 : 동두천시 지행동  ·위치 : 동두천 신시가지

·교통 : 지행역 하차 도보로 5분

동두천의 
도시문화관광

㈜무궁화 - 비누, 세제 등

㈜티에라 - 캠핑용품 

한양제과 - 캔디, 카라멜류

㈜새한아트 - 물감 등

소요산실업(주) - 된장, 간장

남양산업 - 아기모자

가나식품 - 과자류

동두천정직한두부 - 두부

㈜마니커 - 냉동식품

(유)금토일종합식품 농업회사법인 - 육가공품

㈜우리집식품 - 포장 김치

좋아실업(주) - 태극기 등

성공식품 - 냉동피자

콘디브 - 주방용 조립식선반

대흥구구푸드 - 부대찌개

아람농가주식회사 - 누룽지

놀자숲

놀자숲은 ‘숲에서 놀자’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숲 어드벤처 공간이다. 놀자숲에는 사계절 익사이팅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놀자센터와 계곡 위를 걸어 다니며 숲을 체험하는 하늘네트 어드벤처, 115m 익

스트림 슬라이드와 나무위 흔들리는 장애물을 통과하는 포레스트 어드벤처 등이 

조성된 야외 어드벤처 시설이 있다.

중앙시장   

큰시장 

청소년 별자리과학축제  동두천 korea 50k 국제트레일러닝대회

동두천종합예술제  천사마라톤  

동두천민요  이담농악단  

2021년 상반기 개장 예정 

2021년 7월 개장 예정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하나장 중앙로 351-7 (생연동) 864-7477

아도니스모텔 강변로 506-12 (생연동) 861-0745

하이브(HIVE) 호텔 강변로 862-1 (동두천동) 859-8301

캄모텔 아차노리길 10 (송내동) 861-2688

모텔밀란 중앙로 329 (생연동) 863-2100

에이스빌 삼육사로 1665-12 (탑동동) 867-3858

호텔월드 지행로 60 (지행동,효원월드타워 9,10층) 859-5300

시마 중앙로274번길 9 (생연동) 865-3200

꿈 탑신로 337-23 (탑동동) 868-7240

제이(J) 모텔 동두천로 247-13 (생연동) 864-4235

테마모텔 지행로 64 (지행동,시티타워 8,9층) 864-5541

E.모텔 중앙로 220 (생연동,외1필지 쎈츄럴시티 601호) 858-5530

렉시호텔 중앙로246번길 17 (생연동) 864-7088

캐슬모텔 어수로106번길 26 (생연동) 866-2080

저스트슬립호텔 지행역점 중앙로 110-9 (지행동,(6,7층)) 865-2244

세인트 평화로 2342 (생연동) 866-7331

제일모텔 동광로53번길 47 (생연동) 070-4800-4200

금강장모텔 평화로2910번길 140 (상봉암동) 866-6580

호텔 더 그레이 중앙로246번길 13 (생연동) 863-8087

동광여인숙 동광로 36-5 (생연동) 862-5040

젠 평화로 2505 (생연동)

동일여인숙  생연로 167-3 (생연동) 865-2346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 대표전화 : 031) 860 - 2093

작은 북카페

두드림 마켓과 연계하여 마켓 옆 공간에 조성 

베스트셀러, 문학도서 등 약 2,400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쇼핑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민 문화·편의 공간

동두천시 완성품 판매장 ‘두드림 마켓&북카페’   

동두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업체 완제

품을 전시·홍보·판매하는 동두천시 직영 판매장이다.

- 위치 : 보산역사 1층 

-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전통시장동두천의 대표 축제·행사

시끌벅적한 동두천의 전통시장은 사람의 인심과 정이 더해져 시골장터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다. 싱싱한 야채와 풋풋한 인심까지 더해진 동두천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진풍경이다. 

동두천은 지역의 문화·예술 그리고 전통공연을 통해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며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통해 동두천만의 즐거움과 재미를 만들고  

있다.

야채, 식료, 의류
문의 : TEL 031) 861-6938

야채, 청과물  
문의 : TEL 031) 859-1233

의류, 가구, 신발  
문의 : TEL 031) 862-7140

수입물품  
문의 : TEL 031) 862-6060

자연이 주는 낭만이 있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