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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빌리지 오시는 길

승용차 이용시

주소 : (486-870)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로 20번길 55 (북삼리 222) TEL : 031.833.5100   FAX : 031.833.5104

대중교통 이용시

1. 서울 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 하차→경원선 전곡행 통근열차→전곡역 도착 

   전곡역에서 허브빌리지까지 버스 또는 택시 이용    

2. 소요산역에서 전곡역까지 1일 11회 운영    

  (첫차 5:47 출발, 막차 09:47. 13분 소요, 요금 : 1,000원)

서울→전곡시외버스터미널→허브빌리지

1. 급행버스(경기고속) 3300번 : 성남터미널, 성남(3곳), 가락시장, 

   잠실역(7번출구), 대공원, 노원역, 수락산역, 장암, 의정부터미널, 

   양주역, 덕계동, 동두천터미널, 동두천역, 소요산역, 전곡시외버스터미널 도착

2. 운행시간 : 05:00~22:00 (20분~30분 간격, 

             분당(성남터미널)에서 전곡까지 약 2시간 이상)

3. 요금 : 7,900원 ~ 1,200원 사이

전곡구터미널에서 허브빌리지까지 

1. 시내 버스터미널에서 55번 이용(약 25분)  요금 : 1,200원 

  -1일 8회 운행 (9:40, 10:40, 11:40, 12:40, 2:40, 3:40, 

4:40, 7:40) 

허브빌리지→ 전곡구터미널
  - 55번 시내버스 이용       

  - 1일 8회 운행 (9:45, 10:45, 11:45, 12:45, 2:45, 4:05, 4:45, 7:45)

기 차

서울→전곡역→허브빌리지

버 스

서울, 고양, 일산 지역 (자유로 휴게소에서 50분 소요)

자유로(문산방향) - 문산교 1km 지나 우회전 당동 I.C, 37번국도 진입- 두포삼거리 편도 2차선 방향 직진-

어유지리 삼거리 좌회전 (386 지방도 편도1차선)-삼화교 지나 사거리 우회전(372) - 왕징면 소재지 입구 삼거리 우회전 - 임진교 지나 

좌회전 78번 이용(군남, 태풍전망대) - 군남면사무소 - 북삼리 방향 좌회전 - 북삼교 지나 P턴 - 허브빌리지 

서울 동/북부 지역 (서울시 경계에서 1시간 10분 소요)

서울외곽고속도로, 동부 간선도로 등 이용 - 서울 상계동 지역 - 양주시 - 동두천시 - 전곡읍 도착 -

372번(군남)과 78번(군남,태풍전망대)이용- 군남면사무소 - 북삼리 방향 좌회전 - 북삼교 지나 P턴 - 허브빌리지

파주, 문산 지역 (40분 소요)

1번국도 이용 - 문산읍 지나 적성, 전곡 방향 우회전 - 37번 국도 진입 - 이후는 서울, 고양, 일산지역 안내와 동일

전곡, 연천, 포천 지역 

전곡읍 (20분 소요)

 전곡읍에서 군남 방향 372번 이용 - 임진교 우회전 78번 이용 (군남, 태풍전망대 방향 우회전)-군남면사무소 - 

 북삼리 방향 좌회전 - 북삼교 지나 P턴 - 허브빌리지 

연천읍 (15분 소요)

 연천군청 정문 맞은 편 78번 국도 이요 -군남면사무소 - 북삼리 방향 좌회전 - 북삼교 지나 P턴 - 허브빌리지 

포천지역 (약 50분 소요)

 1. 포천시내에서 87번 도로 이용 - 신북,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 입구 경유 - 37번 국도 이용 

   -전곡읍 도착 - 이후는 전곡읍에서 허브빌리지오는 도로 안내와 동일

 2. 포천시내에서 87번 도로 이용 - 신북 온천, 초성리 경유 - 3번 국도 - 전곡읍 도착 -

    이후는 전곡읍에서 허브빌리지오는 도로 안내와 동일

서울 한강이남에서 오실 때는 자유로를 이용해주세요 (3번 국도 정체가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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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휴양지를 연상케 해주는 

허브빌리지는 약 57,000㎡(17,000여평) 

규모로, 넓게 펼쳐진 임진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향긋한 허브향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허브마을입니다.

하늘과 임진강물이 서로 빛을 투영하며 

하나 되어 흐르는 임진강변에 위치한 

허브빌리지는 자연과 문화가 경계없이 서로 

어우러져 있어 아름다운 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HERB VILLAGE
GUIDE MAP

(오픈 예정)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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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 & Flowers

Flowers Calendar

허브&버드가든

약 1,238㎡ (약 374평)규모의 유리 온실로, 허브의 용도와 테마에 따라 8개의 정원으로 나누어 100여 가지 허브와 20여 가지의 

난대수목을 가꾸고 있습니다. 또한 카나리아, 백문조, 금화조 등 30여 마리의 아름다운 새들이 온실에서 자유롭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허브&버드가든의 올리브나무 5주는 약 300년 된 것으로 국내 올리브 중 최고령입니다. 세계에서 올리브 생산량이 가장 많은 

스페인에서 건너와 허브와 함께 지중해의 전형적인 풍경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입구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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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불두화

크로커스

산수유

프렌치라벤다

수선화 부들레아

알리움

튤립

구절초

밤나무

샤스타데이지 부겐빌레아

국화

아스타

캐모마일

미니찔레

부처꽃

크리스마스

로즈

안젤로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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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박물관   
Coffee Museum

Art

음악공연   

리자 라르손 박물관   
Lisa Larson Museum

올리브홀

리자 라르손 박물관은 스웨덴의 유명 Ceramic(세라믹)디자이너인 리자 라르손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입니다.

1931년 스웨덴 남부에서 태어난 리자 라르손은 1953년 스티그 린드베리(Stig Lindberg,1916-1982)에 의해  

구스타브스베리(Gustavsberg) 도자기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1960~1970년대 작품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구스타브스베리의 중요 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1980년 이후 프리랜서 디자이너 및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 

익살스럽고 친근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  Small Zoo (1955), ABC-girls (1958), Africa (1964) and Children of the World (1974–75)  등

올리브홀은 약 250여석 규모로 특별한 예식을 원하는 

분들과 각종 행사 및 크고 작은 다양한 공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가능하도록 기본적인 모든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문의  031-833-5100

오픈 예정

Art

map

map

map

map

오픈 예정

허브빌리지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으로 자연과 함께 문화의 정취를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야외 공연장인 <문가든>에서 다양한 음악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허브빌리지 커피 박물관은 동 서양의 커피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세계 각국의 커피 관련 다양한 유물들과 커피잔 켈렉션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커피 시음 및 커피 추출 체험 등 커피에 관한 모든 것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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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홀은 약 250여석 규모로 특별한 예식을 원하는 

분들과 각종 행사 및 크고 작은 다양한 공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가능하도록 기본적인 모든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문의  031-833-5100

오픈 예정

Art

map

map

map

map

오픈 예정

허브빌리지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으로 자연과 함께 문화의 정취를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야외 공연장인 <문가든>에서 다양한 음악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허브빌리지 커피 박물관은 동 서양의 커피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세계 각국의 커피 관련 다양한 유물들과 커피잔 켈렉션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커피 시음 및 커피 추출 체험 등 커피에 관한 모든 것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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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Factory Food

커피팩토리
Coffee Factory

허브빌리지에 새롭게 오픈한 커피공장 커피 팩토리는 커피 스페셜리스트가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를 재료로 핸드 

드립 및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로스터리 카페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엄선하여 수입된 다양한 종류의 커피 생두를 원료로 프로밧 로스팅 기계로 로스팅한 갓볶은 신선한 

원두의 향이 그윽한 공간입니다. 또한 커피를 만들고 마시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커피 관련 유물들도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커피와 어울리는 먹거리로 간단한 베이커리와 사이드 메뉴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map

파머스테이블

2010년 4월 새롭게 단장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파머스테이블은  온실 내부에 위치하여 허브향 가득한 여유로운 

공간에서 정통 이탈리안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와 천연 허브를 사용하여 최상의 맛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과 파티를 위한 단체석(300석 규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ap

초리

허브빌리지 내에 위치한 한식당 초리는 임진강을 바라보는 40석의 테라스 좌석과 34석의 아담한 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리는 신선한 채소와 천연재료만을 고집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로 만든 허브비빔밥을 비롯하여 떡갈비정식, 쌈밥, 도토리묵 등을 연천 막걸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초리 앞의 야외 가든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이 임진강과 허브빌리지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도록 

삼겹살 바비큐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map

문의  031-833-9008

문의  031-833-1811

문의  031-833-3777

Coffee Factory Food

커피팩토리
Coffee Factory

허브빌리지에 새롭게 오픈한 커피공장 커피 팩토리는 커피 스페셜리스트가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를 재료로 핸드 

드립 및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로스터리 카페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엄선하여 수입된 다양한 종류의 커피 생두를 원료로 프로밧 로스팅 기계로 로스팅한 갓볶은 신선한 

원두의 향이 그윽한 공간입니다. 또한 커피를 만들고 마시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커피 관련 유물들도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커피와 어울리는 먹거리로 간단한 베이커리와 사이드 메뉴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map

파머스테이블

2010년 4월 새롭게 단장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파머스테이블은  온실 내부에 위치하여 허브향 가득한 여유로운 

공간에서 정통 이탈리안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와 천연 허브를 사용하여 최상의 맛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과 파티를 위한 단체석(300석 규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ap

초리

허브빌리지 내에 위치한 한식당 초리는 임진강을 바라보는 40석의 테라스 좌석과 34석의 아담한 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리는 신선한 채소와 천연재료만을 고집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로 만든 허브비빔밥을 비롯하여 떡갈비정식, 쌈밥, 도토리묵 등을 연천 막걸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초리 앞의 야외 가든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이 임진강과 허브빌리지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도록 

삼겹살 바비큐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map

문의  031-833-9008

문의  031-833-1811

문의  031-833-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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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샵

허브빌리지 허브샵은 Eco-Friendly Mind로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연재료를 이용한 프리미어 수제비누와 고급 아로마 향초를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허브차, 아로마테라피 용품 및 천연나염 침구류 등 다양한 생활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map

문의  031-833-5101

문의  체험학습담당자 010-6336-0504

Activity Activity  / Shop

허브빌리지 체험학습 

자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식물을 관찰하고, 알아보면 자연의 고마움을 알 수 있습니다. 

허브빌리지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생활을 해봄으로써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브빌리지는 자연의 향을 담은 허브비누 만들기, 바스밤 만들기,  립밤& 립그로즈 만들기와 천연 밀납 유리병초 

만들기 등 다양한 개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체험프로그램 : 허브 비누 만들기, 바스밤 만들기,  

                            립밤&립그로즈 만들기, 아토피 크림 만들기, 

                            근육통 오일 만들기, 

                            천연 밀납 유리병초 만들기, 

                            몰드를 이용한 소이왁스 초 만들기

소요시간 : 30~40분 소요

장 소 : 허브빌리지 체험공방

문 의 : 010-6336-0504 

map

시간 내용

도착 및 일정설명

허브 및 아로마테라피 강의

중식 (허브 꽃 비빔밥)

허브비누 만들기

허브화분 만들기

허브식물원 관찰

떡메치기(허브인절미)

허브마을 여행일기 및 귀가

10:30

11:00

12:00

13:00

17:00

30~40분 소요

초리식당

비고

당일 체험프로그램

단체 체험프로그램

개별 체험프로그램

1인당 25,000원

1박 2일 체험프로그램 1인당 60,000원

시간 내용

도착 및 일정설명

허브 및 아로마테라피 강의

중식 (허브 꽃 비빔밥)

허브화분 만들기

허브식물원 관찰

허브비누 만들기

석식 (삼겹살)

소망등 날리기

취침

조식 (된장국)

떡메치기(허브인절미)

허브마을 여행일기 및 귀가

10:30

11:00

12:00

13:00

19:00

22:00

09:00

10:00

11:00

30~40분 소요

초리식당

산소체험방 취침

초리 식당

비고

(                      )웰빙치즈 만들기로 변경시

   추가비용 5,000원

(                      )웰빙치즈 만들기로 변경시

   추가비용 5,000원

*체험인원 20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프로그램 변경 및 추가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변경 및 추가, 숙박시설 변경 등은 체험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map

허브샵

허브빌리지 허브샵은 Eco-Friendly Mind로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연재료를 이용한 프리미어 수제비누와 고급 아로마 향초를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허브차, 아로마테라피 용품 및 천연나염 침구류 등 다양한 생활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map

문의  031-833-5101

문의  체험학습담당자 010-6336-0504

Activity Activity  / Shop

허브빌리지 체험학습 

자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식물을 관찰하고, 알아보면 자연의 고마움을 알 수 있습니다. 

허브빌리지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생활을 해봄으로써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브빌리지는 자연의 향을 담은 허브비누 만들기, 바스밤 만들기,  립밤& 립그로즈 만들기와 천연 밀납 유리병초 

만들기 등 다양한 개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체험프로그램 : 허브 비누 만들기, 바스밤 만들기,  

                            립밤&립그로즈 만들기, 아토피 크림 만들기, 

                            근육통 오일 만들기, 

                            천연 밀납 유리병초 만들기, 

                            몰드를 이용한 소이왁스 초 만들기

소요시간 : 30~40분 소요

장 소 : 허브빌리지 체험공방

문 의 : 010-6336-0504 

map

시간 내용

도착 및 일정설명

허브 및 아로마테라피 강의

중식 (허브 꽃 비빔밥)

허브비누 만들기

허브화분 만들기

허브식물원 관찰

떡메치기(허브인절미)

허브마을 여행일기 및 귀가

10:30

11:00

12:00

13:00

17:00

30~40분 소요

초리식당

비고

당일 체험프로그램

단체 체험프로그램

개별 체험프로그램

1인당 25,000원

1박 2일 체험프로그램 1인당 60,000원

시간 내용

도착 및 일정설명

허브 및 아로마테라피 강의

중식 (허브 꽃 비빔밥)

허브화분 만들기

허브식물원 관찰

허브비누 만들기

석식 (삼겹살)

소망등 날리기

취침

조식 (된장국)

떡메치기(허브인절미)

허브마을 여행일기 및 귀가

10:30

11:00

12:00

13:00

19:00

22:00

09:00

10:00

11:00

30~40분 소요

초리식당

산소체험방 취침

초리 식당

비고

(                      )웰빙치즈 만들기로 변경시

   추가비용 5,000원

(                      )웰빙치즈 만들기로 변경시

   추가비용 5,000원

*체험인원 20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프로그램 변경 및 추가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변경 및 추가, 숙박시설 변경 등은 체험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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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빌리지 야외 수영장과 함께 위치한 스파 시설인 허브찜질방은 자연과 함께 고객들의 진정한 건강과 휴식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임진강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허브향을 즐기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허브찜질방은 모든 시설물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숯고온, 옥고온, 황토고온, 옥중온, 황토중온, 얼음방, 원적외선 찜질기 등으로 고객들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아름다운 임진강과 허브빌리지의 자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산소휴게실과 야외 공간에 허브빌리지의 

자연을 즐기며 피로를 풀 수 있는 허브족욕탕이 마련되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Hill Side Pool & Spa 

야외수영장 (Hill Side Pool) 

스파(Spa) / 허브찜질방

허브빌리지 내에 위치한 야외 수영장인 Hill Side Pool 은 임진강을 조망하며 

아름다운 조경과 곳곳에 잔잔히 울려퍼지는 명상음악, 성인 야외 수영장, 

자쿠지, 키즈풀 등 로맨틱한 공간으로 힐링의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게 합니다.

map

문의  031-833-2770

Festival

Festival

허브빌리지는 계절에 맞추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생생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절 꽃 축제 및 캔들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들과 공연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축제에서 자연과 문화의 정취를 만끽해 보세요!

map

오픈 예정

라벤더 축제 (봄)

국화 & 안젤로니아 축제 (가을)

캔들축제

허브빌리지 야외 수영장과 함께 위치한 스파 시설인 허브찜질방은 자연과 함께 고객들의 진정한 건강과 휴식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임진강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허브향을 즐기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허브찜질방은 모든 시설물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숯고온, 옥고온, 황토고온, 옥중온, 황토중온, 얼음방, 원적외선 찜질기 등으로 고객들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아름다운 임진강과 허브빌리지의 자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산소휴게실과 야외 공간에 허브빌리지의 

자연을 즐기며 피로를 풀 수 있는 허브족욕탕이 마련되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Hill Side Pool & Spa 

야외수영장 (Hill Side Pool) 

스파(Spa) / 허브찜질방

허브빌리지 내에 위치한 야외 수영장인 Hill Side Pool 은 임진강을 조망하며 

아름다운 조경과 곳곳에 잔잔히 울려퍼지는 명상음악, 성인 야외 수영장, 

자쿠지, 키즈풀 등 로맨틱한 공간으로 힐링의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게 합니다.

map

문의  031-833-2770

Festival

Festival

허브빌리지는 계절에 맞추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생생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절 꽃 축제 및 캔들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들과 공연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축제에서 자연과 문화의 정취를 만끽해 보세요!

map

오픈 예정

라벤더 축제 (봄)

국화 & 안젤로니아 축제 (가을)

캔들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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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 FLORA
GUIDE MAP

하나 되는 쉼터,

허브빌리지의 아름다운 자연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클럽플로라는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클럽플로라는 복층형 가족 객실 6개동의 

‘힐사이드(Hill Side)’ 와 단층 13평형, 

한실 18평형, 복층 23평형, 가족룸 등 

34객실로 구성된  ‘게스트하우스(Gusest House)’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대시설

-야외바비큐장

-야외수영장

-음악연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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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Stay

힐사이드 Hill Side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

map map

단층 13평형, 한실 18평형, 복층 23평형, 가족룸 32평형 등 34객실

게스트하우스는 가족, 연인, 친구들이 단란하게 묵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스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펜션입니다. 

호텔식 서비스 조식 제공 

복층형 가족 객실 6동

힐사이드의 전 객실은 복층 구조로 1층에 주방겸 거실, 침대 침실과 2층의 

침대 침실이 갖추어져 있어 2가족이 사용하기에도 알맞습니다. 객실 모두 

야외 테라스에서 임진강과 허브빌리지의 광활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을 자랑합니다.

Stay Stay

힐사이드 Hill Side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

map map

단층 13평형, 한실 18평형, 복층 23평형, 가족룸 32평형 등 34객실

게스트하우스는 가족, 연인, 친구들이 단란하게 묵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스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펜션입니다. 

호텔식 서비스 조식 제공 

복층형 가족 객실 6동

힐사이드의 전 객실은 복층 구조로 1층에 주방겸 거실, 침대 침실과 2층의 

침대 침실이 갖추어져 있어 2가족이 사용하기에도 알맞습니다. 객실 모두 

야외 테라스에서 임진강과 허브빌리지의 광활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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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Exprience

- 성수기는 4/20 ~ 5/31, 7/15 ~ 10/20 입니다

- 주말은 금, 토, 공휴일전일 입니다.

- 입실 : 오후 2시   퇴실: 다음날 오전 11시

- 객실 내 취사 금지,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식사가능합니다. (예:컵라면, 커피)

- 외부공간에 있는 바비큐장에서 취사 가능합니다.(주말을 제외한 주중 무료이용 )

- 허브빌리지 내 파머스테이블(레스토랑), 초리(한식당)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동물을 동반한 입실은 불가합니다.

- 예약일 변경시 발생한 수수료는 취소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입실은 최대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입실시 별도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초과1인당 3만원)

클럽플로라 객실이용요금 안내 
031-833-3322

클럽플로라 (숙박시설)이용시 주의사항

주변볼거리

고대산  문의 031-834-3064

신탄리 지역에서는  큰고래라 부르기도 하는 고대산은 예로부터 옛 선인들의 예언적인 

지명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전설이 있는 한국의 삼신산 중의 하나이다. 해발 

832.1m로 경기도 연천군의 신서면과 강원도 철원읍이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산행지로 각광받으며 수려한 전망을 자랑하는 연천군의 

명산이다.

친환경 자연휴양지 한탄강관광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교와 사랑교 사이의 강변 1.5km에 펼쳐져 있다. 

북한 지역의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철원군을 거쳐 포천군 일대를 지나는 

한탄강은 이곳에 이르러 아기자기한 계곡과 절벽을 갖춰 절경을 이룬다.

한탄강 오토캠핑리조트

한탄강 관광지에는 국내 최초로 국제규격을 갖춘 오토캠핑시설 (캐라반 49

대, 오토캠핑장 86대)이 조성되어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여가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전곡리 선사 유적지  국가사적 제 268호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을 대표하는 이 유적지는 1978년 겨울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왔던 미군 병사에 의해 지표에서 석기가 발견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전곡리 선사 유적은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밝혀 줄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구석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내에는 구석기유적관과 

자료관 등 관람시설과 구석기 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야외 조형물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구석기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숭의전지 崇義殿址 사적 제 223호   소재지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 10

아미산 자락의 품안에 아늑히 자리잡고 있는 숭의전은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를 비롯한 

7왕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던 곳이다. 태조 이성계는 1937년에 고려 태조 왕건의 

전각을 세웠고 정조 원년(1399)에는 태조 외에 고려의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의 제사를 지냈다. 문종 때 전대의 왕조를 예우하여 ‘숭의전’이라 이름짓고, 

고려왕조 4왕인 태조, 현종, 문종, 원종의 위패를 모시고 고려의 중신 15명을 함께 

제사지내게 되었다.

Stay Exprience

- 성수기는 4/20 ~ 5/31, 7/15 ~ 10/20 입니다

- 주말은 금, 토, 공휴일전일 입니다.

- 입실 : 오후 2시   퇴실: 다음날 오전 11시

- 객실 내 취사 금지,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식사가능합니다. (예:컵라면, 커피)

- 외부공간에 있는 바비큐장에서 취사 가능합니다.(주말을 제외한 주중 무료이용 )

- 허브빌리지 내 파머스테이블(레스토랑), 초리(한식당)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동물을 동반한 입실은 불가합니다.

- 예약일 변경시 발생한 수수료는 취소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입실은 최대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입실시 별도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초과1인당 3만원)

클럽플로라 객실이용요금 안내 
031-833-3322

클럽플로라 (숙박시설)이용시 주의사항

주변볼거리

고대산  문의 031-834-3064

신탄리 지역에서는  큰고래라 부르기도 하는 고대산은 예로부터 옛 선인들의 예언적인 

지명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전설이 있는 한국의 삼신산 중의 하나이다. 해발 

832.1m로 경기도 연천군의 신서면과 강원도 철원읍이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산행지로 각광받으며 수려한 전망을 자랑하는 연천군의 

명산이다.

친환경 자연휴양지 한탄강관광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교와 사랑교 사이의 강변 1.5km에 펼쳐져 있다. 

북한 지역의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철원군을 거쳐 포천군 일대를 지나는 

한탄강은 이곳에 이르러 아기자기한 계곡과 절벽을 갖춰 절경을 이룬다.

한탄강 오토캠핑리조트

한탄강 관광지에는 국내 최초로 국제규격을 갖춘 오토캠핑시설 (캐라반 49

대, 오토캠핑장 86대)이 조성되어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여가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전곡리 선사 유적지  국가사적 제 268호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을 대표하는 이 유적지는 1978년 겨울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왔던 미군 병사에 의해 지표에서 석기가 발견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전곡리 선사 유적은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밝혀 줄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구석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내에는 구석기유적관과 

자료관 등 관람시설과 구석기 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야외 조형물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구석기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숭의전지 崇義殿址 사적 제 223호   소재지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 10

아미산 자락의 품안에 아늑히 자리잡고 있는 숭의전은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를 비롯한 

7왕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던 곳이다. 태조 이성계는 1937년에 고려 태조 왕건의 

전각을 세웠고 정조 원년(1399)에는 태조 외에 고려의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의 제사를 지냈다. 문종 때 전대의 왕조를 예우하여 ‘숭의전’이라 이름짓고, 

고려왕조 4왕인 태조, 현종, 문종, 원종의 위패를 모시고 고려의 중신 15명을 함께 

제사지내게 되었다.

Stay Exprience

- 성수기는 4/20 ~ 5/31, 7/15 ~ 10/20 입니다

- 주말은 금, 토, 공휴일전일 입니다.

- 입실 : 오후 2시   퇴실: 다음날 오전 11시

- 객실 내 취사 금지,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식사가능합니다. (예:컵라면, 커피)

- 외부공간에 있는 바비큐장에서 취사 가능합니다.(주말을 제외한 주중 무료이용 )

- 허브빌리지 내 파머스테이블(레스토랑), 초리(한식당)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동물을 동반한 입실은 불가합니다.

- 예약일 변경시 발생한 수수료는 취소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입실은 최대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입실시 별도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초과1인당 3만원)

클럽플로라 객실이용요금 안내 
031-833-3322

클럽플로라 (숙박시설)이용시 주의사항

주변볼거리

고대산  문의 031-834-3064

신탄리 지역에서는  큰고래라 부르기도 하는 고대산은 예로부터 옛 선인들의 예언적인 

지명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전설이 있는 한국의 삼신산 중의 하나이다. 해발 

832.1m로 경기도 연천군의 신서면과 강원도 철원읍이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산행지로 각광받으며 수려한 전망을 자랑하는 연천군의 

명산이다.

친환경 자연휴양지 한탄강관광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교와 사랑교 사이의 강변 1.5km에 펼쳐져 있다. 

북한 지역의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철원군을 거쳐 포천군 일대를 지나는 

한탄강은 이곳에 이르러 아기자기한 계곡과 절벽을 갖춰 절경을 이룬다.

한탄강 오토캠핑리조트

한탄강 관광지에는 국내 최초로 국제규격을 갖춘 오토캠핑시설 (캐라반 49

대, 오토캠핑장 86대)이 조성되어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여가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전곡리 선사 유적지  국가사적 제 268호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을 대표하는 이 유적지는 1978년 겨울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왔던 미군 병사에 의해 지표에서 석기가 발견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전곡리 선사 유적은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밝혀 줄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구석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내에는 구석기유적관과 

자료관 등 관람시설과 구석기 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야외 조형물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구석기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숭의전지 崇義殿址 사적 제 223호   소재지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 10

아미산 자락의 품안에 아늑히 자리잡고 있는 숭의전은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를 비롯한 

7왕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던 곳이다. 태조 이성계는 1937년에 고려 태조 왕건의 

전각을 세웠고 정조 원년(1399)에는 태조 외에 고려의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의 제사를 지냈다. 문종 때 전대의 왕조를 예우하여 ‘숭의전’이라 이름짓고, 

고려왕조 4왕인 태조, 현종, 문종, 원종의 위패를 모시고 고려의 중신 15명을 함께 

제사지내게 되었다.

객실명 평형 기준인원 최대인원
비수기 

주중

비수기 

금요일

비수기 

주말

성수기 

주중

성수기

금요일

성수기 

주말

HILL 101 37평형 4 8 24만원 28만원 28만원 28만원 32만원 34만원

HILL 102 37평형 4 8 24만원 28만원 28만원 28만원 32만원 34만원

HILL 103 37평형 4 8 24만원 28만원 28만원 28만원 32만원 34만원

HILL 104 35평형 4 6 22만원 26만원 26만원 26만원 30만원 32만원

HILL 105 35평형 4 6 22만원 26만원 26만원 26만원 30만원 32만원

HILL 106 35평형 4 6 22만원 26만원 26만원 26만원 30만원 32만원

힐사이드  하우스타입과 객실요금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15,000원이 추가(조식포함)

-허브빌리지 무료입장권 및 조식제공(한식당초리)

-커피팩토리 & 허브샵 이용시 10% 할인 

-한식당 초리 & 파머스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허브빌리지 찜질방 할인가 4,000원 이용

-라운지(공동취사장) 사용가능

-힐사이드 바비큐장 이용가능

객실명 평형 기준인원 최대인원
비수기 

주중

비수기 

금요일

비수기 

주말

성수기 

주중

성수기

금요일

성수기 

주말

Guest house 단층 13평형 2 2 10만원 12만원 12만원 12만원 14만원 16만원

Guest house 한실 18평형 4 6 12만원 14만원 14만원 14만원 16만원 18만원

Guest house 복층 23평형 4 6 14만원 16만원 16만원 16만원 18만원 20만원

Guest house 가족룸 32평형 6 8 24만원 28만원 28만원 28만원 32만원 34만원

게스트하우스  하우스타입과 객실요금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10,000원이 추가(조식불포함)

-허브빌리지 무료입장권 제공

-커피팩토리  & 허브샵 이용시 10% 할인 

-한식당 초리 & 파머스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허브빌리지 찜질방 할인가 4,000원 이용

* 클럽플로라 이용시 주의사항     

   - 객실 내 취사 금지,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식사가능합니다. (예:컵라면, 커피)  

   - 외부공간에 있는 바비큐장에서 취사가능합니다.(주말을 제외한 주중 무료이용)  

   - 애완동물을 동반한 입실은 불가합니다.

   - 예약일 변경시 발생한 수수료는 취소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입실은 최대인원을 초과할수 없으며, 초과입실시 별도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초과 1인당 3만원) 

Stay Exprience

- 성수기는 4/20 ~ 5/31, 7/15 ~ 10/20 입니다

- 주말은 금, 토, 공휴일전일 입니다.

- 입실 : 오후 2시   퇴실: 다음날 오전 11시

- 객실 내 취사 금지,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식사가능합니다. (예:컵라면, 커피)

- 외부공간에 있는 바비큐장에서 취사 가능합니다.(주말을 제외한 주중 무료이용 )

- 허브빌리지 내 파머스테이블(레스토랑), 초리(한식당)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동물을 동반한 입실은 불가합니다.

- 예약일 변경시 발생한 수수료는 취소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입실은 최대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입실시 별도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초과1인당 3만원)

클럽플로라 객실이용요금 안내 
031-833-3322

클럽플로라 (숙박시설)이용시 주의사항

주변볼거리

고대산  문의 031-834-3064

신탄리 지역에서는  큰고래라 부르기도 하는 고대산은 예로부터 옛 선인들의 예언적인 

지명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전설이 있는 한국의 삼신산 중의 하나이다. 해발 

832.1m로 경기도 연천군의 신서면과 강원도 철원읍이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산행지로 각광받으며 수려한 전망을 자랑하는 연천군의 

명산이다.

친환경 자연휴양지 한탄강관광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교와 사랑교 사이의 강변 1.5km에 펼쳐져 있다. 

북한 지역의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철원군을 거쳐 포천군 일대를 지나는 

한탄강은 이곳에 이르러 아기자기한 계곡과 절벽을 갖춰 절경을 이룬다.

한탄강 오토캠핑리조트

한탄강 관광지에는 국내 최초로 국제규격을 갖춘 오토캠핑시설 (캐라반 49

대, 오토캠핑장 86대)이 조성되어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여가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전곡리 선사 유적지  국가사적 제 268호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을 대표하는 이 유적지는 1978년 겨울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왔던 미군 병사에 의해 지표에서 석기가 발견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전곡리 선사 유적은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밝혀 줄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구석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내에는 구석기유적관과 

자료관 등 관람시설과 구석기 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야외 조형물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구석기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숭의전지 崇義殿址 사적 제 223호   소재지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 10

아미산 자락의 품안에 아늑히 자리잡고 있는 숭의전은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를 비롯한 

7왕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던 곳이다. 태조 이성계는 1937년에 고려 태조 왕건의 

전각을 세웠고 정조 원년(1399)에는 태조 외에 고려의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의 제사를 지냈다. 문종 때 전대의 왕조를 예우하여 ‘숭의전’이라 이름짓고, 

고려왕조 4왕인 태조, 현종, 문종, 원종의 위패를 모시고 고려의 중신 15명을 함께 

제사지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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