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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동쪽으로 노원구, 서쪽으로는 강북구, 북쪽으로는 의정부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서울 
동북부의 관문으로 면적은 20.84km²로 이중 북한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공원면적이 구면적의 
52.5%인 10.95km²에 달한다. 도봉구의 서남부로는 강북구와 경계를 이루는 우이천이 흐르고, 
북부로는 의정부시와 경계를 이루는 도봉산이, 동부는 한강상류 지류인 중랑천이 흐르고 있다. 
도봉구명은 1973년 7월 1일 성북구에서 분리 신설될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명산이자 우리 지역의 
상징인 도봉산의 이름을 따서 도봉구라고 하였다
Dobong-gu is a gateway to Northeast Seoul, bordering Nowon-gu to the east, 
Gangbuk-gu to the west, and Uijeongbu City to the north.
The total area of Dobong-gu is 20.84km², of which park areas, including Bukhansan 
National Park, takes up 10.95km² and accounts for 52.5% of Dobong-gu. Bordered 
on the southwest by Gangbuk-gu is Uicheon Stream. Bordered on the north by 
Uijeongbu City is Dobongsan Mountain. On the east, there is Jungnangcheon 
Stream, which is a tributary of the upper part of the Hangang River. Dobong-gu was 
named after Dobongsan Mountain, which is a symbol of the district and Seoul’s 
representative famous mountain, and was given when Dobong-gu became an 
independent district after being separated from Seongbuk-gu on July 01, 1973.

도봉구 소개  Introduction to Dobong-gu



06 Theme01 도봉산을 만나다

Theme 01

도봉산을 만나다
Meeting Dobongsan Mountain



 Theme 01 Meeting Dobongsan Mountain 07

Them
e 01

도봉산을 만나다
Meeting Dobongsan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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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장흥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최고봉인 자
운봉을 비롯하여 만장봉·선인봉과 오봉이 있고, 암봉이 걸출하고 문사동계곡·원도봉계곡·무수
골계곡·오봉계곡 등 수려한 계곡을 품고 있어 실로 금강산을 빚어 놓은 것 같아 일찍부터 서울의 
금강이라 불렸다. 
도봉구의 상징인 도봉산은 산 전체가 웅장한 바위로 이루어져 드높은 화강암 벽이 흰 빛을 뽐내
며 공중에 솟아 변함없는 지조와 의리의 상징으로 서울을 굽어보고 있다. 도봉산은 최고봉인 자운
봉(紫雲峰)과 천축사 뒤편에 위치한 만장봉(萬丈峰), 바위 봉우리가 기둥처럼 솟아있는 주봉(柱
峰), 선인봉(仙人峰), 오봉(五峰) 등이 연이어 있어 승천하는 용의 기세 같기도 하고 혹은 거북 모
양 같기도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불러 일으키는 명산으로 천만 서울 시민이 즐겨찾는 휴
식처이다.

최고봉 : 자운봉 708m, 만장봉 718m, 선인봉 739.5m

도봉산
Dobongsan Mountain



 Theme 01 Meeting Dobongsan Mountain 09

Them
e 01

Dobongsan Mountain extends to Dobong-gu of Seoul, Uijeongbu City of Gyeonggi-do, and 
Jangheung-myeon of Yangju City. It has several peaks such as Manjangbong, Seoninbong, 
Obong, and the highest Jaunbong. It also has grandeur rocky cliffs and several beautiful val-
leys such as Munsadong, Wondobong, Musugol, and Obong, creating a similar scenic view 
of Geumgangsan Mountain. Since the olden times, it has been called Seoul’s Geumgangsan 
Mountain. Dobongsan mainly consists of big rocks and the high granite rocks form a scenic 
view, which looks like it is spewing white light high into the sky, so the scenic view reminds 
people of unwavering fidelity and loyalty. As several peaks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they form a shape of a dragon soaring up to the sky, though some say they look like a turtle. 
People will be in awe when they see this mystical scenic view.

High peaks: Jaunbong 708m, Manjangbong 718m, Seoninbong 73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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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봉
Jaunbong peak

자운봉은 해발 739.5m로 깎아지른 듯한 예봉은 전부가 암석으로 그 형상은 모두가 기암(奇巖)이
요, 묘석(妙石)이다. 용이 승천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거북이 모양도 있다. 천축사의 후봉인 만
장봉은 1만길이 되는 석벽으로 도봉산 봉우리 중에서도 정수라 할 수 있다. 도봉산의 산계는 크
게 사패산·만장봉·우이암·오봉을 주봉으로 하여 이를 잇는 사패능선·포대능선·도봉 주능선·
오봉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Jaunbong peak is 739.5m above sea level, and this splendid mountain peak is all 
made of mysterious-looking, enchanting rocks. Some rocks looks like a dragon 
soaring up into the sky, and others look like a turtle. Manjangbong, which is lo-
cated behind Cheonchuksa temple, is like a stone wall and is considered the most 
beautiful peak in Dobongsan. The mountain range of Dobongsan largely consists of 
Sapyesan, Manjangbong, Uiam, and Obong, which are connected by Sapae Ridge, 
Podae Ridge, Dobong Main Ridge, and Obong 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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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 탐방로 Main Hiking Trail
         9.8km, 5시간 소요 9.8km, travel time: 5 hrs
도봉탐방 지원센터 → 보문능선 → 도봉주능선 → 포대능선 → 사패능선 → 사패산 → 안골공원 지킴이
Dobong Visitor Center → Bomun Ridge → Dobong Main Ridge → Podae Ridge → Sapae Ridge
→ Sapaesan Mountain → Angol Park Visitor Center

횡단 탐방로 Crossing Hiking Trail
         7.6km, 3시간 50분 소요7.6km, travel time: 3hrs 50 min
도봉탐방 지원센터 → 산악구조대 → 자운봉 → 오봉능선 → 송추남능선 → 오봉탐방 지원센터
Dobong Visitor Center → Mountain Rescue Unit → Jaunbong Peak → Obong Ridge
→ Songchunam Ridge → Obong Visitor Center

원도봉지구 탐방로 Wondobong District Hiking Trail
         5.8km, 2시간 50분 소요 5.8km, travel time: 2hrs 50min
원도봉 탐방 지원센터 → 덕제샘 → 망월사 → 포대능선 → 회룡계곡 → 회룡탐방 지원센터
Wondobong Visitor Center → Deokjesaem Spring → Mangwolsa Temple → Podae Ridge
→ Hoeryong Valley → Heoryong Visitor Center

도봉지구 탐방로 Dobong District Hiking Trail
         7.3km, 3시간 40분 소요 7.3km, travel time: 3hrs 40 min
도봉탐방 지원센터 → 산악구조대 → 자운봉 → 도봉주능선 → 보문능선 → 도봉탐방 지원센터
Dobong Visitor Center → Mountain Rescue Unit → Jaunbong Peak → Dobong Main Ridge
→ Bomun Ridge → Dobong Visitor Center

송추지구 탐방로 Songchu District Hiking Trail
          6.4km, 3시간 10분 소요 6.4km, travel time: 3 hrs 10 min
송추분소 → 송추폭포 → 오봉능선 → 송추남능선 → 오봉탐방 지원센터
Songchu Branch Office → Songchu Falls → Obong Ridge
→ Songchunam Ridge → Obong Visitor Center

<북한산국립공원 제공, 소요시간 : 2㎞ / 1hr 기준>
<Provided by Bukhansan National Park, Travel Time: Based on 2㎞/hour>

도봉산 전체 탐방로
The entire trails of Dobongsan Mountain



12 Theme01 도봉산을 만나다

우이암 코스 Uiam Course
         2.5km, 1시간 30분 소요 2.5km, travel time: 1 hr 30 min 

도봉탐방 지원센터 → 도봉사 → 보문능선 → 천진사 → 우이암
Dobong Visitor Center → Dobongsa Temple → Bomun Ridge → Cheonjinsa Temple → Uiam Rock

신선대 코스 Sinseondae Course
         3.52km, 2시간 소요 3.52km, travel time: 2 hrs 

도봉탐방 지원센터 → 도봉서원 터 → 도봉대피소 → 석굴암 → 신선대
Dobong Visitor Center → Dobongseowon Confucian Academy → Dobong Shelter
→ Seokguram Grotto → Sinseondae Terrace

만월암 코스 Manworam Course
         2.5km, 1시간 20분 소요 2.5km, travel time: 1 hr 20 min 

도봉탐방 지원센터 → 광륜사 → 금강암 → 도봉대피소 → 만월암 → 포대능선
Dobong Visitor Center → Gwangnyunsa Temple → Geumgangam Hermitage
→ Dobong Shelter → Manworam Hermitage → Podae Ridge

도봉산도봉구간 추천코스
Recommended courses for
the Dobong Section of Dobongsan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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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탐방지원센터

도봉고등학교
Dobong High School

공영주차장
Public Parking Lot

공영주차장
Public Parking Lot

도
봉
산
역

Seoul Garden APT
서울가든아파트

Dobong Visitor Center
도봉탐방지원센터

Gwangryunsa
Temple

광륜사

Naejasa
Temple

내자사

Bukhansan National Park
북한산국립공원

National Park Eco-Learning Institute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

Dobong Eco Park

도봉산
생태공원

도봉산입구

도봉산역
Dobongsan Station

Dobongsan

서울창포원
Seoul

Iris Garden

서울창포원
Seoul

Iris GardenDobongsan Station

버스 By bus
도봉산입구 하차 (아진교통종점)  B(간선14) :141, 142 / G(지선) : 1127, 1128
도봉산역 하차 B(간선) : 100, 106, 107, 108, 140, 150, 160 / G(지선) : 81,0 1019, 1139, 1148, 1151
After getting off at dobongsan station(Ajin last bus stop)
Blue bus nos. 141, 142 / Green bus nos. 1127, 1128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Blue bus nos. 100, 106, 107, 108, 140, 150, 160 / 
Green bus nos. 1018, 1019, 1139, 1148, 1151

지하철 By subway 
지하철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하차
Take subway line no. 1 or 7, and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도봉산 가는 길
Directions to Dobongsan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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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꽃 중 하나로 꼽히는 붓꽃(iris)이 가득한 특수식물원인 서울창포원은 붓꽃원, 약용식물
원, 습지원 등 12개 테마로 구분되어 있다. 약용식물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용식물의 
대부분을 한자리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습지원에서는 각종 수생식물과 습지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Seoul Iris Garden is a specialized botanical garden full of iris flowers, which are one 
of the four major flowers of the world. The botanical garden is classified into 12 
themes, including an Iris Garden, Medical Botanical Garden, and Wetland Garden. 
At the Medical Botanical Garden, visitors can observe most of the medicinal herbs 
produced in Korea. At the Wetland Garden, visitors can observe various wetland 
plants and living organisms on the observation deck installed in the garden.

      도봉구 마들로 916 (도봉동) 916, Madeul-ro, Dobong-gu (Dobong-dong)           02-954-0031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2번출구로 나와서 1분거리
      Take subway line no. 1 or 7,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exit no. 2, and walk for about 1 min
      106, 107, 108, 140, 150, 160, 710 ,1151, 도봉09 Dobong09

서울창포원
Seoul Iris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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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교에서 다양한 생태·문화·역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심신단련과 환경의
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립 되었다. 자연과 숲을 소재로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과 전문 의
료진의 클리닉 운영 등 치유와 건강증진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연수원 내에는 산악
박물관과 강의실, 생활관 등이 있다.
The Korea National Park Eco-learning Institute, was established to train the mind and 
body of youth and to promote the environmental awareness of youths and citizens 
through various programs on ecology, culture, and history. The institute is planning 
to continuously provide various experiences for visitors, which can stimulate five 
senses using materials from nature and the forest, as well as offer health healing and 
improvement opportunities by operating clinics with medical professionals. Moun-
tain Hiking Museum, lecture rooms, and living quarters are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Institute.

도봉구 도봉산길 86 (도봉동) 86, Dobongsan-gil, Dobong-gu (Dobong-dong)          02-909-3693
지하철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하차 Take subway line no. 1 or 7, and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도봉산입구 하차 (아진교통종점) After getting off at dobongsan station(Ajin last bus stop) 141, 142, 1127, 1128
도봉산역 하차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100, 106, 107, 108, 140, 150, 160, 810, 1019, 1139, 1148, 1151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Korea National Park Eco-lear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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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하차 Take subway line no. 1 or 7, and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도봉산입구 하차 (아진교통종점) After getting off at dobongsan station(Ajin last bus stop) 141, 142, 1127, 1128
도봉산역 하차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100, 106, 107, 108, 140, 150, 160, 810, 1019, 1139, 1148, 1151

도봉산 주요 봉우리를 형상화한 소형 만장봉, 자운봉, 주봉 등이 있으며, 만남의 광
장과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수변무대가 설치되어 도봉산의 문화공간으로 활발
히 이용되고 있다.

At the Dobongsan Eco Park, there are small-scale versions of Manjang-
bong, the main peak of Jaunbong, and Jubong, which embody the 
major peaks of Dobongsan Mountain. As it has a meeting plaza and 
a waterside stage, which can hold small art performances, this park is 
being used as a cultural space for Dobongsan.

도봉산 생태공원(수변무대)
Dobongsan Eco Park (Watersid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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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묘역길 Royal Graveyard Trail         1.6km, 45분 소요, travel time: 45 min)

강북 우이동 광장 → 방학동 은행나무 → 연산군묘 → 정의공주 묘
Gangbuk Ui-dong Square → Ginkgo Tree in Banghak-dong →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 Tomb of Princess Jeongui
왕실 묘역길은 강북구 경계로부터 연산군 묘가 있는 방학로로 이어진다. 이 길에는 연산군 묘와 재실이 있고, 
600년전 파평 윤씨 가문이 만든 원당샘과 서울시 기념물 33호로 수령 600년의 은행나무가 있다.
Royal Graveyard Trail leads to Banghak-ro, where the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is located, 
starting at the boundary area with Gangbuk-gu. Along this trail are the Royal Tomb of King Yeon-
sangun; Wondangsaem Spring, which was made by Papyeong Yun Clan some 600 years ago; The 
600-year-old Ginkgo Tree in Banghak-dong is designated as Seoul Monument No. 33.

방학동길 Banghakdong Trail         3.1km, 1시간 30분 소요, travel time: 1 hr 30 min)

정의공주묘 → 바가지약수터 → 쌍둥이 전망대 → 무수골 입구
Tomb of Princess Jeongui → Bagaji Mineral Spring → Twin Observatory → Entrance to Musugol
코스중 가장 완만하며 7m 높이의 전망대가 있다. 바가지 약수터에서 무수골까지 1km 정도는 가파른 편이지
만 도봉산 주요 봉우리와 방학동 마을을 전망할 수 있다.
Banghakdong Trail has the most gradual slope among all the trails in Dobongsan, and it has a 7m 
high observatory. The trail is relatively steep 1km between Bagaji Mineral Spring and Musugol. Along 
the trail, visitors can view the main peak of Dobongsan Mountain and the Banghak-dong area.

도봉옛길 Trail of Old Dobong Path         3.1km, 1시간 30분, travel time: 1 hr 30 min)

무수골 → 도봉사 → 다락원 입구 Musugol → Dobongsa Temple → Entrance to Daragwon
도봉사, 능원사와 우암 송시열의 ‘도봉동문’을 지나 광륜사 뒤편 제1 휴식처를 통해 다락원 입구로 지
나는 길이다.
This trail goes through Dobongsa and Neungwonsa Temples; Dobongdongmun (petroglyph) by 
Song Siyeol; Resting Area 1 behind Gwangnyunsa Temple, leading to the entrance of Daragwon.

북한산·도봉산 둘레길 이용 방법 : 북한산.도봉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데 제약은 없다.
국립공원 개방 시간인 일몰 전까지 어떤 출입구에서도 입장이 가능하다.
Hiking Information of Bukhansan and Dobongsan Dulle-gil.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use of the trails.
Admissions to the national parks are allowed until sunset through any of the public entrances.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 Bukhansan National Park Office  02-909-0497~8
도봉산 관리사무소 Dobongsan Management Office  031-828-8000

도봉산 둘레길
Dobongsan Dulle-gil



18 Theme01 도봉산을 만나다

NEW 도봉명소
NEW Attractions in Do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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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도봉명소
NEW Attractions in Dobong

도봉권 명소 Attractions in Dobong

방학권 명소 Attractions in Banghak

창동권 명소 Attractions in Changdong 

쌍문권 명소 Attractions in Ssangm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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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과 둘레길
Dobongsan and Dulle-gil

Cheonchuksa Temple

Platform Changdong 61

Wontongsa Temple

Musugol

Choansan
Neighborhood Park

Dobong Miracle Library

Seoul Iris Garden

Uicheon Stream and
Cherry Blossom Trail

서울 창포원

우이천과 벚꽃길

원통사

천축사

플랫폼 창동 61

도봉 기적의 도서관

무수골

초안산 근린공원

도봉권 명소

창동권 명소

Attractions in Dobong

Attractions in Cha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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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권 명소

쌍문권 명소

Attractions in Banghak

Attractions in Ssangmun

Kim Su-young Museum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Ginkgo Tree 
in Banghak-dong

Chun Hyung-pil’s House in 
Banghak-dong, Seoul

Graveyard for Lord Yang-
hyo and princess jeongui

Banghak-dong Flea Market

김수영 문학관

연산군묘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방학동 도깨비 시장

방학동 은행나무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둘리뮤지엄과 둘리근린공원
Dooly Museum and
Dooly Neighborhood Park

함석헌기념관
Ham Sok-hon Memorial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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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03

도봉 역사문화관광벨트
Development of a Historic

and Cultural Tour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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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역사문화관광벨트
Development of a Historic

and Cultural Tour Belt

함석헌 기념관  Ham Sok-hon Memorial Hall

둘리뮤지엄 Dooly Museum

김수영 문학관 Kim Su-young Museum

원당샘공원 Wondangsaem Park

방학동 은행나무 Ginkgo Tree in Banghak-dong

연산군묘 Tomb of King Yeonsangun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Graveyard for Lord Yanghyo and princess jeongui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Chun Hyung-pil’s House in Banghak-dong, Seoul

25
26
28
29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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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문화관광의 중심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Development of a Historic and Cultural Tour Belt
Connecting Dobong’s Key Attractions

방학동 은행나무와 연산군묘 주변에는 북한산둘레길 개통, 원당샘공원 조성, 김수영 문학관 개관
에 이어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함석헌 기념관, 둘리뮤지엄이 건립되어 도봉구의 대표적인 역
사문화 관광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The area near the gingko trees and the tomb of King Yeonsangun in Banghak-dong 
is Dobong-gu’s representative center of history, culture, tourism sites. It features 
Bukhansan Dulle-gil, Wondangsaem Park, and Kim Su-young Museum, as well as 
Chun Hyeong-pil’s House, Hamsokhon Memorial Hall, and Dooly Museum.

도봉역사문화길

쌍문역사문화길

발바닥공원

도봉여성센터

충정공목서흠묘역

쌍문근린공원

함석헌기념관

쌍문역

신동아아파트사거리

방
학
로

노
혜
로

도봉실버센터

학마을다사랑센터

신방학초신방학중

영유아프라자

방학중방학초

방학2치안센터

신학초

신동아프라자

신동아아파트1단지

발바닥공원

방학3동주민센터

쌍문한양아파트

창경초

백운중

쌍문4동주민센터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정의여고

신도봉중

쌍문이안아파트

쌍문근린공원숭미초

쌍문3동주민센터

쌍문e편한세상

쌍문1동주민센터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쌍문현대3차아파트

세심천

초당초

방학청구아파트

선덕중

선덕고

서울방학동
전형필가옥

정의공주묘역

연산군묘

방학동은행나무

김수영문학관

원당샘공원

둘리뮤지엄

충정공목서흠묘역

함석헌 기념관 → 둘리뮤지엄 → 김수영 문학관 → 원당샘공원 → 방학동 은행나무
→ 연산군묘 → 정의공주 묘역 →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Ham Sok-hon Memorial Hall → Dooly Museum → Kim Su-young Museum
→ Wondangsaem Park → Ginkgo Tree in Banghak-dong
→ Tomb of King Yeonsangun → Tomb of Princess Jeongui → Chun Hyeong-pil’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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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인권 운동가이며 시인, 교육자, 사상가, 언론인, 역사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함석
헌(1901~1989)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지막 여생을 보내셨던 도봉구 쌍문동 집을 보존, 리모델링
하여 건립된 기념관이다. 기념관 지상 1층은 선생의 유품 전시, 발자취, 동영상 상영 등 전시실로 
구성되어있고 지하 1층은 세미나실, 도서열람실, 게스트룸 등 주민 활용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Hamsokhon Memorial Hall was established to commemorate Hamsokhon 
(1901~1989) who was Korea’s most distinguished human right activist, poet, educa-
tor, philosopher, journalist and historian. His house in Ssangmun-dong, Dobong-gu 
where he spent the rest of his life was preserved and remodeled into this memorial 
hall. The first floor of the memorial hall consists of exhibition halls that present his 
artifacts, his life and videos, while the basement consists of spaces for citizens such 
as seminar rooms, a library, and guestrooms.

함석헌 기념관(2015.9.3. 개관)
Ham Sok-hon Memorial Hall (opened on September 3, 2015)

도봉구 도봉로 123길 33-6(쌍문동) 33-6, Dobong-ro 123-gil, Dobong-gu (Ssangmun-dong)          02-905-7007
지하철4호선 쌍문역(4번출구) 마을버스 7 소피아호텔 하차
Take town bus No. 7 at Exit No. 4 of Ssangmun Station (Line 4), and get off at the Sofia Hotel
월요일, 명절 휴관 Closed on Mondays and national holidays
hamsokhon.dob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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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룡 둘리' 캐릭터를 주제로 한 둘리뮤지엄은 뮤지엄동과 도서관동으로 이뤄진 뮤지엄으로 
각 공간마다 만화 속 에피소드를 테마로 꾸며져 있다. 뮤지엄동은 애니메이션 상영, 체험형 놀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서관동은 그림책, 만화책 중심의 열람실과 이야기 방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The Dooly Museum was built under the theme of the baby dinosaur “Dooly”. It 
consists of the Museum Ward and the Library Ward, and each space is decorated 
with the theme of each episode of the cartoon. The Museum Ward has spaces that 
screen animations and offers an experience-oriented playground, and the Library 
Ward has a comic book library and video material room.

도봉구 시루봉로 1길 6 (쌍문동) 6, Sirubong-ro 1-gil, Dobong-gu (Ssangmun-dong)          02-990-2200
지하철4호선 쌍문역 하차/ 지선버스 1119,1128 / 마을버스 07 쌍문동극동아파 트 앞 하차 도보5분
Take bus No. 1119 or 1128 or town bus No. 07 at Ssangmun Station (Line 4), and get off at Ssangmun-dong 
Kukdong Apt. (5 minutes’ walk)
월요일, 명절 휴관 Closed on Mondays and national holidays

둘리뮤지엄(2015.7.24. 개관)

Dooly Museum(opened on July 24, 2015)

www.doolymuse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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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ly Museum(opened on July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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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1921~1968)시인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자유시인이다. 문학관 1,2층 전시실에는 시인의 
작품 초고, 육필 원고와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고 3,4층은 작은 도서관, 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문학관에서 원당샘공원에 이르는 거리는 주변의 둘레길과 역사문화 명소를 연계하여‘문화의 
거리’로 조성되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수영시인의 대표작인 ‘풀’이 새겨진 시비는 도봉서
원 아래 위치하고 있다.
Kim Su-young was a renowned Korean poet whose poetry dealt with the search 
for freedom. The exhibition halls on the first and second floors display the poet’s 
drafts, handwritten manuscripts, and photos, while the third and fourth floors con-
tain a small library and a lecture hall. The path between Kim Su-young Museum and 
Wondangsaem Park has been developed into a “culture street” in association with 
the nearby Dulle-gil hiking trails and other historic and cultural attractions. A monu-
ment bearing his famous poem 'Pul (Grass) ' is located near the Dobongseowon 
Confucian Academy.

도봉구 해등로 32길 80 (방학동) 80 Haedeung-ro 32-gil, Dobong-gu (Banghak-dong)           02-2091-5673
지하철4호선 쌍문역 하차(2번출구)마을버스06번 김수영문학관 하차/ 버스 130,1144,1161 정의공주묘 하차 도보 5분
Take town bus No. 6 at Exit No. 2 of mun SSsangtation (Line 4), and get off at Kim Su-yeong Literary House / Take 
bus No. 130, 1144 or 1161, and get off at the Tomb of Jeongui Princess (5 minutes’ walk)09:00~18:00
월요일, 명절 휴관 Closed on Mondays and national holidays
kimsuyoung.dobong.go.kr

김수영 문학관(2013.11.27. 개관)

Kim Su-young Museum (opened on November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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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샘 공원
Wondangsaem Park

원당샘은 600여년 전 파평윤씨 일가가 자연부락인 원당마을에 정착하면서 이용하였다고 하며, 
마을 이름을 따서 원당샘으로 불리워지고 수 백년 동안 생활용수로 공급되었다. 그러나 2009년부
터 물이 흐르지 않아 2011년 지하수를 연결하여 원당샘이 마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복원하였으
며, 북한산둘레길과 인접되어 있어 주민과 등산객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써 원당샘 주변을 공원
으로 조성하게되어 연산군묘 및 은행나무와 함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봉구의 문
화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Wondangsaem is a well that has been used since the Papyeong Yun Family formed 
Wondang Village some 600 years ago. The well was named after the village and 
was used as drinking water for over several hundreds of years. However, when the 
well no longer produced water from 2009, it was connected to underground water 
in 2011 to restore the well. As the well is located near Bukhansan Dulle-gil, many 
residents and hikers visit here. The surrounding area of Wondangsaem has been 
developed into a park, making tit a new cultural attraction in Dobong-gu along with 
Tomb of King Yeonsangun and the gingko tree.

도봉구 해등로32가길 16 (방학동) 16, Haedeung-ro 32ga-gil, Dobong-gu (Banghak-dong)
지하철 1, 4호선 창동역(1번 출구) 1161, 1144 환승 / 지하철 4호선 쌍문역(2번 출구) 130 환승 연산군정의공주묘 하차
Take subway line no. 1 or 4, get off at Chang-dong Station (Exit no. 1) and transfer to bus nos. 1161, 1144 /
Take subway line no. 4, get off at Ssangmun Station (Exit no. 2) and transfer to bus no. 130
and get off at the Tomp of Yeonsangun·princess jeon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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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은행나무
Ginkgo Tree in Banghak-dong

서울시 지정보호수 제 1호인 방학동 은행나무는 2013년에 문화재(서울시 기념물 제33호)로 지정
되었다. 높이 24m, 둘레 9.6m, 수령 600년 된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다. 이 은행나무는 
그 모습이 매우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성시 하였고, 이 곳에 불이 날 때마
다 나라에 큰 변이 생겼다고 하는 일화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있다.

The Ginkgo Tree in Banghak-dong (Seoul Protected Tree No. 1) was designated as 
Seoul Monument No. 33 in 2013. It measures 24m in height and 9.6m in girth. The 
appearance of this ginkgo tree is so beautiful and elegant that many people treated 
it as sacred since old times. A legend says that, whenever this tree is on fire, some 
important incident happens to the nation.

서울시 기념물 제33호 Seoul Monument No. 33

도봉구 방학동 546번지 546, Banghak-dong, Dobong-gu
지하철 1, 4호선 창동역(1번 출구) 1161, 1144 환승 / 지하철 4호선 쌍문역(1번 출구) 130번 환승 연산군정의공주묘 하차
Take subway line no. 1 or 4, get off at Chang-dong Station (Exit no. 1), and transfer to bus nos. 1161, 1144 /
Take subway line no. 4, get off at Ssangmun Station (Exit no. 2), and transfer to bus no. 130
and get off at the Tomp of Yeonsangun·princess jeon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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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방학동 산63-1 San 63-1, Banghak-dong, Dobong-gu         02-3494-0370
지하철 1·4호선 창동역(1번 출구) 1161, 1144 환승 / 지하철 4호선 쌍문역(2번 출구) 130 환승 연산군정의공주묘 하차
Take subway line no. 1 or 4, get off at Chang-dong Station (Exit no. 1), and transfer to bus nos. 1161, 1144 
Take subway line no. 4, get off at Ssangmun Station (Exit no. 2), and transfer to bus no. 130
and get off at the Tomp of Yeonsangun·princess jeongui

연산군묘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국가사적 제362호 Historic Site No. 362

조선 제10대 왕인 연산군(14951506 재위)과 거창군 부인 신씨( ?  1537)의 무덤이다. 연산군은 성
종 7년(1476) 성종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폐비 윤씨이다. 연산군은 비록 왕을 지냈
으나 그 지위가 군(君)으로 강봉되었기 때문에 무덤을 묘(墓)라 하였다.
This burial site has the graves of King Yeonsangun (r. 1495~1506), who was the 10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tomb of his wife Lady Sin (?~1537). King Yeo-
nsangun was born as the first son of King Seongjong in 1476 (the 7th year of King 
Seongjong’s reign), and his mother was a deposed queen Lady Yun. He served as a 
king, but later he was down-graded to the title“Pr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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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Graveyard for Lord Yanghyo and princess jeongui

한글창제의 숨은 꽃, 세종의 딸 정의공주(貞懿公主)와 부마인 양효공 안맹담(安孟聃, 
1415~1462)부부의 묘소이다. 안맹담은 태종 15년(1415) 12월 28일 출생으로 자(字)는 덕수(德
壽)이다. 14살 때인 1428년 세종대왕의 둘째 따님인 정의공주(貞懿公主)와 혼인하였다. 평소 초
서(草書)와 활쏘기·말타기를 잘 하였고 음률(音律)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약물(藥物)을 갖추어 
놓고 남에게 봉사하였고, 불법(佛法)을 좋아했다고 한다. 신도비의 비문은 정인지가 지었고, 글씨
는 안맹담의 넷째 아들 안빈세가 썼다.
This grave site has the Tomb of Princess Jeongui, who was a daughter of King 
Sejong of the Joseon Dynasty, and her husband An Maeng-dam (1415~1462). An 
Maeng-dam was born on December 28 in 1415 (the 15th year of King Taejong’s 
reign), and his courtesy name was Deoksu. When he was 14 years old, he married 
King Sejong’s second daughter Princess Jeongui. He was good at writing cursive 
calligraphy, archery, and riding horseback. He had profound knowledge of music. 
He always kept medicinal herbs handy to help others and he liked Buddhist teach-
ings. The epitaph of the stone monument was composed by Confucian scholar 
Jeong In-ji, and written by Bin-se, the 4th son of An Maeng-dam.

도봉구 방학동 산63-1 San 63-1, Banghak-dong, Dobong-gu
지하철 1·4호선 창동역(1번 출구) 1161, 1144 환승 / 지하철 4호선 쌍문역(2번 출구) 130 환승 연산군정의공주묘 하차
Take subway line no. 1 or 4, get off at Chang-dong Station (Exit no. 1), and transfer to bus nos. 1161, 1144
Take subway line no. 4, get off at Ssangmun Station (Exit no. 2), and transfer to bus no. 130
and get off at the Tomp of Yeonsangun·princess jeongui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0호 Seou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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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2015.9.11. 개관)

Chun Hyung-pil’s House in Banghak-dong, Seoul
(opened on September 11, 2015)

국가 등록문화재 제521호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521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0호 Seou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50

간송 전형필(1906~1962)선생은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 최고 자산가로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된 문
화재를 수집하고 보존해온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다. 선생은 한국 최초 사립미술관인 보화각(현 
간송미술관)을 설립하고(1938년) 보성학교를 인수하여 민족사학을 수호하는 등 교육사업에도 
힘썼다. 선생의 자취가 남아있는 방학동 가옥은 선생의 묘역도 함께 있어 문화재 가치외에 우리 
문화유산 지킴이 정신을 기리는 의미가 크다. 방학동 가옥은 2012년 12월 14일 국가등록문화재
로 지정되었다.
Chun Hyung-pil (1906-1962, pen-name: Gansong) was a wealthy Korean art col-
lect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o strived to retrieve Korean cultural 
heritage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Japan. He built Korea’s first private mu-
seum, named Bohwagak, in 1938 (currently, Gansong Art Museum), and dedicated 
himself to national education by taking over the management of Bosung School. 
His house and tomb in Banghak-dong hold great significance and value as a cul-
tural heritage. The house was designated as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521 
on December 14, 2012.

도봉구 시루봉로 149-18 (방학동)0 149-18 Sirubong-ro, Dobong-gu (Banghak-dong)         02-954-5757
지하철 4호선 쌍문역 하차 / 지선버스 1119, 1128, 1144, 1161 / 간선버스 130 방학동 신동아타워 하차 도보5분
Transportation: Take a green bus (No. 1119, 1128, 1144 or 1161) or blue bus (No. 130) at Ssangmun Station (Line 4),
and get off at Banghakdong Sindonga Tower (5 minutes'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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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ong, where history
and culture are alive

미리보는 도봉명소 Preview of famous places in Dobong-gu
서울아레나 Seoul Arena
로봇박물관 Robot Museum
서울사진미술관 Seoul Photo Museum
대전차 방호시설 Anti-Tank Protection Facility

천축사 Cheonchuksa Temple
만월암 만월암 석불좌상
Manworam Hermitage
Seated Stone Buddha of Manworam Hermitage
석굴암 석굴암 천룡도
Seokguram Hermitage
Buddist Painting of Seokguram Hermitage Cheonchuksa Temple
도봉사 도봉사 치성광여래삼존도
Dobongsa Temple
Painting of Blazing Abundant Brightness Buddha Triad
원통사 Wontongsa Temple

옛선조의 발자취 Footsteps of ancestors
유희경과 도봉산 Yu Hui-gyeong and Dobongsan Mountain
도봉계곡 바위글씨(각석군) Petroglyphs of Dobong Valley
도봉서원터 Site of Dobongseowon Confucian Academy
창동리 석조 이정표 Stone Signpost of Changdong-ri
누원점 Nuwonjeom Store Site

방학사계광장 Banghak Sagye Square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Duksung Women’s University Museum
플랫폼 창동 61 PLATFORM Changdong 61
중랑천 Jungnangcheon Stream
우이천 Uicheon Stream

초안산 근린공원 Choansan Neighborhood Park
둘리(쌍문)근린공원 Dooly(Ssangmun) Neighborhood Park
발바닥 공원 Balbadak Park

불교문화재 Buddhist cultural heritage

역사시설 Historical facilities

문화시설 Cultural facilities

공원 Park

36

40

51

5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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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04-1
-1 미리보는 도봉명소

Preview of famous places
in Dobong-gu

서울아레나  Cheonchuksa Temple

로봇박물관  Robot Museum

서울사진미술관  Seoul Photo Museum

대전차방호시설 Anti-Tank Protection Facility

37
38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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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레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객설설비, 음향 등을 갖추고 있는 공연 
전문 시설이다. 2만석 규모 아레나 공연장 및 중형공연장, 문화콘텐츠시설, 
부대 상업시설 등이 건립되며 대한민국 음악산업의 메카이자 서울 동북부 
복합문화거점으로 2020년 준공될 예정이다. 
‘Seoul Arena is a performance-specializing facility equipped with 
world-class facilities and audio equipment. The architecture 
consists of the arena performing theatre with 20,000 seats, a 
medium-sized performing theatre, cultural contents facilities, and 
auxiliary commercial facilities. It will be constructed in 2020 as the 
Mecca of the Korean music industry and the complex cultural base 
in the northeast part of Seoul.

서울 아레나
Seoul Arena

도봉구 창동 1-6, 1-23 일원
1-6, 1-23, Chang-dong, Dob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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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박물관

서울사진미술관
Seoul Photo Museum

Robot Museum
로봇을 주제로 한 과학-예술의 융·복합 테마박물관을 조성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 미래 로봇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사진미술관은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 
아레나와 함께 지역 주민의 활력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The Robot Museum is a science and art convergence themed museum that is 
constructed under the theme of robotics. It will be used as an educational venue for 
children and teens and a discussion venue about future robots, as well as a venue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enjoy culture

The Seoul Photo Museum is planned to be construct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enjoy culture. Along with Seoul Arena, it will be used as a space to 
revitalize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도봉구 창동 1-7 일부

도봉구 창동 1-7 일부

1-7, Chang-dong, Dobong-gu

1-7, Chang-dong, Dobong-gu

 
Changdong

창동

로봇박물관
서울사진
미술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공간

복합유통시설
(농협하나로클럽)

문화산업
기업단지

창원지원센터
50+ 캠퍼스

복합환승센터

플랫폼 창동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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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 방호시설’은 1층의 방호시설 위에 2~4층까지는 군인아파트로 사용하면서 유사시엔 
건물을 무너뜨려 방어선을 구축하고자 건립된 건물이었으나 2004년, 아파트가 낡고 노후되어 
안전상의 이유로 1층의 군사시설만 남기고 상층부의 주거시설은 철거하였다.‘대전차 방호시설’
은 예술창작공간으로 변모하여 개관은 2017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공간은 공연장, 세미나실, 
창작공방, 잔디마당, 평화광장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물인 독일의‘
베를린장벽’을 무상기증 받아 설치하여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며 도시재생을 실현한 대표적 공간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The Anti-Tank Protection Facility consisted of 2-4 stories of apartments for soldiers 
built on one story of a protection facility which was intended to establish a line of 
defence by demolishing the building during a national emergency. However, due 
to the safety problem of the dilapidated apartments, the residential facilities were 
demolished in 2004 while maintaining only the military facilities. The Anti-Tank 
Protection Facility is being changed to an art creation space, and scheduled to 
be opened in the second half of 2017. The space will be consisted of a performing 
theatre, seminar rooms, creative workshops, grass-covered courtyard and peace 
plaza. Germany’s Berlin Wall, which is a symbolic structure of peace, will be 
installed in the facility after receiving a free donation from Germany. It will become 
a representative space that realizes urban regeneration by improving the value of 
the community and by offering a relaxation space for citizens

대전차 방호시설(예술창작공간)
Anti-Tank Protection Facility(art space)

도봉구 도봉동 6-5 일대 (지하철 1,7호선 도봉산역 서울창포원 북측)  
6-5, Dobong-dong, Dobong-gu (Northern part of Seoul Iris Garden at Dobongsan Station of Line Nos. 1 an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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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04-2
-2 불교문화재

Buddhist cultural heritage

천축사 Cheonchuksa Temple
만월암·만월암 석불좌상
Manworam Hermitage
Seated Stone Buddha of Manworam Hermitage
석굴암·석굴암 천룡도
Seokguram Hermitage
Buddist Painting of Seokguram Hermitage
도봉사·도봉사 치성광여래삼존도
Dobongsa Temple
Painting of Blazing Abundant Brightness Buddha Triad
in Dobongsa Temple
원통사 Wontongsa Temple

41
44

46

4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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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축사(전통사찰)
Cheonchuksa Temple(Traditional Temple)

천축사는 만장봉 동쪽 기슭에 자리한 사찰로 이 절을 천축사라고 이른것은 고려때 인도승려 지공
이 나옹화상에게 이곳의 경관이 천축국의 영축산과 비슷하다고 한데서 유래되었다. 신라 673년(
문무왕 13) 창건 이후 조선시대인 1398년(태조 7)에 태조가 옛날 이곳에서 백일기도하던 것을 상
기하여 절을 중창하고 천축사라는 사액을 내렸다.
Cheonchuksa Temple was built on the east side of Manjangbong Peak in 673 (the 
13th year of King Munmu’s reign) during the Silla Dynasty. The name “Cheonchuksa” 
was given by Naonghwasang, who heard a comment made by a monk from India 
Jigong, saying that the scenery of the site looked like that of Yeongchuksan Moun-
tain in Cheonchuk (India). In 1398 (the 7th year of King Taejo’s reign of the Joseon 
Dynasty), King Taejo had a prayer ceremony for 100 days. To commemorate this 
event, King Taejo ordered the renovation of the temple and sent a signboard with 
the new temple name called “Cheonchuksa”.

도봉구 도봉산길 92-2 (도봉동) 92-2, Dobongsan-gil, Dobong-gu (Dobong-dong)
1,7호선 도봉산역 하차 도봉산역에서 탐방지원센터까지는 도보로 20분 정도, 탐방지원센터에서 천축사까지 산행 60분 정도 소요
Take subway line no.1 or 7,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and walk for about 20 minutes to the Visitor Support Center. 
(From the Visitor Support Center, it takes 60 minutes to get to Cheonch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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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축사 목조석가삼존불

천축사 비로자나 삼신불도

천축사 비로자나 삼신괘불도

Wooden Sakyamuni Buddha Triad
of Cheonchuksa Temple

Painting of the Buddhas of the Three
Bodies of Cheonchuksa Temple

Hanging Painting of the Buddhas of the 
Three Bodies of Cheonchuksa Temple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47호
Seou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347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2호
Seou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92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3호
Seou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93

천축사의 목조석가삼존불 좌상은 17세기 조선후
기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따르고 있다.

19세기 불화로 왕실을 위해 상궁들이 시주하여 제
작하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삼신불을 그린 구성과 양식 등이 19세기 서울, 경
기지방 괘불 양식을 잘 계승하고 있다.

This statue of a seated Buddha triad exhibits 
the typical style of Buddha statues produced in 
the late Joseon Period (c. 17th century).

This painting was created under the auspices 
of court ladies for the royal court of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19th century.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and painting 
styles of this hanging painting were dominant 
in Seoul and Gyeonggi during the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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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en Sakyamuni Buddha Triad
of Cheonchuksa Temple

천축사 마애사리탑

천축사 목조불단

Rock-carved Stupa of Cheonchuksa Temple

Wooden Altar of Cheonchuksa Temple

도봉산 만장봉 동쪽 기슭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직할사찰인 천축사의 일주문 뒤편 
새겨져 있는 암벽으로 명문을 통하여 제작연대와 사리탑의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는, 19
세기 후반 석조미술사 연구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The stupa is located at the foot of Dobongsan Mountain on the east side of 
Manjangbong Peak. It is carved on the rock face that is located on the back 
side of Iljumun Gate of Cheonchuksa Temple, which is under the direct con-
trol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he creation year of the stupa 
and whose cremated relics are enshrined in the stupa can be verified ac-
cording to documents, so the stupa has high academic value in studying the 
history of stone art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불감 중 상부의 닫집은 제거된 채 하부의 불단 구조만 남아있지만, 목공예품의 보존이 
어려운 특성 존재 자체로도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Even though only the lower part of the Buddhist altar is remaining without the 
upper part, this artifact has high historic and artistic value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eservation of work involving wooden crafts is not easy.

서울시 문화재 자료 제165호 Seoul Cultural Heritage Material No.165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6호 Seou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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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암(전통사찰)·만월암 석불좌상
Manworam Hermitage (Traditional Temple)

만월암 Manworam Hermitage

Seated Stone Buddha of Manworam Hermitage

만월암은 현재 석굴법당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벽에 불상을 만든 연대가 기록되어 있어 석불상 연
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여기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아 만들어진 시기는 1700년대 전후로 여겨
지며 연대의 하한은 1784년이다. 아담한 얼굴의 이 불상은 사람 키에 가까운 높이, 단정한 체구, 양 
어깨를 감싸며 입은 옷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후기의 뛰어난 석불상으로 여겨진다.
Even though only the Buddhist cave shrine is remaining, there is a record about 
when this Buddhist statute was made on the wall, so this statute provides valuable 
data for research on Buddhist statutes. According to the record, it was made dur-
ing the 1700s - more accurately around 1784. It looks to be an excellent Buddhist 
statute of the late Joseon Dynasty from its small face, a human size height, graceful 
physique, and the robe covering both shoulders.

도봉구 도봉산길 89 (도봉동)  89, Dobongsan-gil, Dobong-gu (Dobong-dong)
1, 7호선 도봉산역 하차 탐방지원센터에산서행 60분 정도 소요
Take subway line no.1, 7, and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From the Visitor Support Center, it takes about 60 minutes to get to the location.
1018, 1019, 1139, 1148, 1151 / 100, 106, 107, 140, 150, 160, 161. 
버스하차 산행 55분 소요 Get off at the last bus stop, and walk for about 55 minutes to get to th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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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산길 89 (도봉동)  89, Dobongsan-gil, Dobong-gu (Dobong-dong)
1, 7호선 도봉산역 하차 탐방지원센터에산서행 60분 정도 소요
Take subway line no.1, 7, and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From the Visitor Support Center, it takes about 60 minutes to get to the location.
1018, 1019, 1139, 1148, 1151 / 100, 106, 107, 140, 150, 160, 161. 
버스하차 산행 55분 소요 Get off at the last bus stop, and walk for about 55 minutes to get to the location.

만월암 석불좌상  Seated Stone Buddha of Manworam Hermitage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1호 Seou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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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ist Painting of Seokguram Hermitage(Deva and Naga)
Seokguram Hermitage
석굴암·석굴암 천룡도

도봉산 내에 있는 불교 조계종의 사찰로 673년(문무왕13)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창건 후 6차례 폐사가 되었다고 하며 예로부터 참선 
수도하는 승려들이 많은 찾았던 사찰로도 알려져 있다. 
A temple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is on Dobongsan Mountain, 
According to a legend, it was constructed by Buddhist Monk Uisang in 673 (the 
13th year of King Munmu’s reign of the Silla Period). Since its construction, the 
temple was destroyed on six occasions over the years. For centuries, the temple 
was famous as a place visited by many monks who practiced meditation.

도봉구 도봉동 산29-1 San 29-1 Dobong-dong, Dobong-gu
1, 7호선 도봉산역 하차 탐방지원센터에서 산행 60분 정도 소요
Take subway line no 1,7, and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From the Visitor Support Center, it takes about 60 minutes to get to the location.
1018, 1019, 1139, 1148, 1151 / 100, 106, 107, 410, 150, 160, 161 
버스 하차 산행 60분 소요
Get off at the last bus stop, and walk for about 60 minutes to get to th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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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0호 Seou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350

석굴암 천룡도
Buddist Painting of Seokguram Hermitage
(Deva and Naga)

1745년 화승 해청(海淸)이 그린 것으로 조성시기가 분명하고 재를 지내기 위해 조성된 천룡도(天
龍圖)이다.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필선이 정교하고 치밀하며 색채 또한 조화로움을 볼 수 있어 
18세기 중반 불화의 양식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This Buddhist painting was produced by a monk painter named Haecheong in 1745 
for use during a religious ceremony. Though it is small, it exhibits the detailed and 
elaborate brush strokes and harmonious colors characteristic of Buddhist paintings 
of the mid-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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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사·도봉사 치성광여래삼존도
Dobongsa Temple
Painting of Blazing Abundant Brightness Buddha Triad in Dobongsa Temple

도봉사 Dobongsa Temple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북두칠성과 해와 달 등 하늘의 별들을 여래, 보살, 도인 등의 모습으로 의
인화하여 그린 불화로서 도봉사의 치성광여래삼존도는 관허당 의관을 수화승으로 하여 두 명의 
화승이 제작한 것으로 중앙에 치성광여래, 일광보살, 월광보살을 화면 가득 배치한 삼존 형식이며 
조선후기 성행했던 치성광여래삼존도 도상 가운데 하나이다.
In this painting, the Blazing Abundant Brightness Buddha is surrounded by the sun, 
moon, and constellations represented in human form such as Buddha, bodhisat-
tva, and an ascetic. The Blazing Abundant Brightness Buddha stands at the center 
of the painting flanked by two bodhisattva figures that represent the sun and the 
moon. It was painted by two monk painters led by Monk Uigwan, and exhibits the 
common style of Buddhist paintings of the Blazing Abundant Brightness Buddha 
dating from the late Joseon Period.

도봉구 도봉산길 89 (도봉동) 89, Dobongsan-gil, Dobong-gu (Dobong-dong)
지하철 1, 7호선 도봉산역 하차 탐방지원센터에서 산행 20분정도 소요
Take subway line no 1,7, and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From the Visitor Support Center, it takes about 20 minutes to get to the location.
1018, 1019, 1139, 1148, 1151 / 100, 106, 107, 410, 150, 160, 161
버스 하차 산행 20분 소요 Get off at the last bus stop, and walk for about 20 minutes to get to th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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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사 치성광여래삼존도
Painting of Blazing Abundant Brightness Buddha Triad in Dobongsa Temple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49호 Seou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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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사 (전통사찰)
Wontongsa Temple (Traditional Temple)

원통사는 신라 경문왕3년(863)도선국사가 창건하였으며, 본전인 원통보전(옛 관음보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1929년에 건립되었으며, 내부에는 아미타여래상과 관음보살
상, 지장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다. 원통사 약사전 아래 거북바위 윗면에는 '상공암(相公岩)'이라
는 바위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태조 이성계가 기도를 마치던 날 천상의 상공(정승)이 되어 옥황상
제를 배알하는 꿈을 꾸었다는 전설과 관련된 바위글씨다.
Wontongsa Temple was built by the National Preceptor Doseon in 863 (the 3rd year 
of King Gyeongmun’s reign) during the Silla Dynasty. The main building Wontong-
bojeon (formerly, Gwaneumbojeon) has five rooms in the front and two rooms on 
the side, as well as a hipped-and-gabled roof. Buddhist statutes of Amitabha Bud-
dha,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Ksitigarbha are enshrined inside the temple. 
Beneath the Yaksajeon Hall, there is a petroglyph “Sanggongam” on the top side 
of a turtle-shaped rock. This rock inscription is related to a legend about a dream 
that, King Taejo became a sanggong (minister) of the heavens on the day King Taejo 
finished praying, and then met the Great Jade Emperor.

도봉구 도봉로 169길 520 (도봉동)  520, Dobong-ro 169-gil (Dobong-dong)
1호선 도봉역 하차 무수골 방향 도봉 08번(무수골입구 하차) 산행 60분 소요
Take subway line no. 1, get off at Dobong Station, and transfer to bus no. 08 towards Musugol
(get off at the entrance of Musugol). Walk for about 60 minutes to get to th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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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선조의 발자취
Footsteps of ancestors

서울 초안산 분묘군
Graveyard in Choansan Mountain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Graveyard for the Descendants of
Prince Yeonghae, Yi Clan of Jeonju

호안공 이등과 의령옹주 묘역
Graveyard of Lord Hoangong and
Princess Uiryeong

양반분묘에서 서민 민묘까지 다양한 계층의 무덤 1,000
기 이상과 상석, 문인석, 비석, 동자상 등 수백여 기의 
석물들이 있는 곳이다.

세종의 아홉째 아들인 영해군(寧海君) 이당(李塘 1435
~1477)을 비롯한 그의 장인과 후손들의 묘역이다.

태조의 딸인 의령옹주와 부마 호안공 이등의 묘역으로 
관에서 조성한 조선시대 왕실묘로, 조선초기 옹주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The royal family tomb site of King Taejo’s daughter 
Princess Uiryeong and the king’s son-in-law 
Hoangong Yi Deung was constructed by the 
government office of the Joseon Dynasty, so it 
vividly shows the features of royal family tombs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This tomb site features the tombs of Prince 
Yeonghaegun (Yi Dang: 1435~1477) who was the 
9th son of King Sejong, his father-in-law and his 
descendants

The site has more than 1,000 tombs from various 
social classes, ranging from the nobility’s tombs to 
commoners’ tombs, as well as several hundreds of 
stone figures such as a stone head table, tombstone 
of civil officials, tombstones, and stone statue of young 
boys.

도봉구 창동 산 202-1 외
San 202-1, Chang-dong, Dobong-gu

도봉구 도봉동 산 81-1
San 81-1, Dobong-dong, Dobong-gu

도봉구 도봉동 산85
San 85 Dobong-dong, Dobong-gu

국가지정문화재 제440호
National Cultural Heritage No.440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6호
Seou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06

서울시 기념물 제34호 Seoul Monument N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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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안산 분묘군
Graveyard in Choansan Mountain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Graveyard for the Descendants of
Prince Yeonghae, Yi Clan of Jeonju

호안공 이등과 의령옹주 묘역
Graveyard of Lord Hoangong and
Princess Uiryeong

충정공 목서흠 묘역
Graveyard for Lord
Chungjeonggong Mok Seo-heum

회산군 이염 묘
Royal Tomb of Prince Hoesan

임영대군파 오산군 묘역
Graveyard of Prince Osan,
the Descendants of Prince Imyoung

성종의 다섯째 아들인 회산군(檜山君) 이염(李恬
1481~1512)의 묘이다.

조선 전기의 종실로 세종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아들인 오산군 이주(李澍, 1437~1489)의 묘이다.
This is the tomb of Yi Ju (1437-1489) whose 
father was Prince Imyeong, the fourth son of 
King Sejong, of the early Joseon Period.

This is the tomb of Prince Hoesan (Yi Yeom, 1481-
1512), who was the fifth son of King Seongjong

조선 초기 명신 목진공의 묘가 세종 8년에 조성된 이후 
목서흠이 이곳에 들어오며 묘역이 확장되었다. 목서흠의 
신도비는 17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신도비이다.
After the tomb of Mok Jin-gong who was a well-known 
statesman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was 
constructed during the 8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Mok Seo-heum’s tomb was constructed here, expanding 
the tomb site. The memorials stone for Mok Seo-heum 
represents those made during the mid-17th century.

도봉구 방학동 산 62
San 62, Banghak-dong, Dobong-gu

도봉구 도봉동 산 81-1
San 81-1, Dobong-dong, Dobong-gu

도봉구 방학동 산 61-1
San 61-1, Banghak-dong, Dobong-gu

서울시 기념물 제27호 Seoul Monument No.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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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경과 도봉산
Yu Hui-gyeong and Dobongsan Mountain

촌은 유희경(劉希慶, 1545~1636)은 천민(노비)출신으로 태어나 도봉서원을 건립한 양주목사 남언
경의 눈에 띄어 “문공가례(文公家禮)”를 배웠으며, 도봉서원 건립때 실무 책임을 맡았다. 말년에 도
봉산을 사랑하여 도봉서원이 있는 영국동 동북쪽에‘임장(林莊)’이라는 집을 지어 거주하였다고 한
다. 부안삼절로 유명한 명기 매창(梅窓) (본명은 香今,1573~1610) 과 나눈 사랑과 시로 유명하다. 유
희경과 이매창이 주고받은 사랑 노래를 새긴 시비가 도봉산 생태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다.
Yu Hui-gyeong (pen-name: Choneun, 1545~1636) was from the lowest social class 
(a slave), but the Governor of Yangju Nam Eon-gyeong, who built Dobongseowon 
Confucian Academy, noticed Yu Hui-gyeong’s talent, so Yu Hui-gyeong was able 
to learn Mungonggarye (Family Rites of Zhu Xi) and took in charge of tasks when 
building Dobongseowon. Late in his life, he loved Dobongsan so much that he built 
a house called ‘Imjang’ for himself on the northeast side of Yeonggukdong where 
Dobongseowon was located. His love story with a famous gisaeng (female enter-
tainer) named Maechang (real name: Hyanggeum, 1573~1610) as well as his poems 
are very famous. Dobongsan Eco Park contains a monument inscribed with love 
poems composed by Yu Hui-gyeong, a man of letters of the Joseon Period, and Yi 
Mae-chang, a renowned female enter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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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서원 터
Site of Dobongseowon Confucian Academy

도봉계곡 바위글씨(각석군)
Petroglyphs of Dobong Valley

도봉서원 앞 계곡에는 이름난 유학자들이자 명필가들이기도 한 송시열, 송준길, 권상하, 이재, 김
수증 등의 글씨가 새겨진 바위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도봉서원의 진입부를 이루던 도봉동문 바
위에서부터 도봉서원 상부 복호동천 바위까지는 총 14개의 글씨 또는 싯귀가 새겨진 11개 바위
가 분포하고 있다.
In the valley in front of Dobongseowon, there are many rocks with inscriptions by 
famous Confucian scholars and excellent calligraphers Song Si-yeol, Song Jun-gil, 
Gwon Sang-ha, Lee Jae, and Kim Su-jeong. From the Dobongdongmun Rock at the 
entrance of Dobongseowon, leading to the Bokhodongcheon Rock at the end of 
Dobongseowon, there are 11 rocks, which have a total of 14 writings and poems.

도봉서원이 있었던 자리로 복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도봉서원 
터에서 불교유물이 다수 발견되어 복원이 보류되고 있다.
Dobongseowon Confucian Academy used to be located on 
this site, and the restoration of the academy was planned, but 
after several Buddhist artifacts were excavated from the site, 
the restoration plan is now being postponed.
서울시 기념물 제 28호 Seoul Monument  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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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리 석조 이정표
Stone Signpost of Changdong-ri

창동(倉洞)이라는 동네 이름은 조선시대에 이 곳에 양곡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창골’이라고 부
르던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창동리"라고 음각된 석조 이정표가 창동초등학교 옆 공터
에 옛날부터 있었으나 창동리라고 음각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되었다가 주민들
을 중심으로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옛 창5동사무소 옆 공터로 보존장소를 정하여 같은 모
형의 이정표를 복원 하였다가 주민센터 이전 건립으로 원래 있던 곳인 창동초등학교에 다시 설치
되었다.
The name “Chang-dong” was derived from “Changgol” which was named as such 
because there used to be granaries in the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A stone 
milestone with the engraving “Changdong-ri” used to be situated in an empty lot 
next to Changdong Elementary School, but it was left neglected for some time, so 
the engraving became almost illegible. Residents of Chang-dong organized a resto-
ration driving committee, decided the empty lot next to the previous Chang 5-dong 
office as its preservation site and restored the milestone. However, after the new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constructed on the empty lot, the milestone was in-
stalled again in Chagdong Elementary School which is its origin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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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원점
Nuwonjeom Store Site

도봉산 입구에는 자연마을인 안골이 있는데 이곳을 다락원이라 부른다. 다락원은 한자로 표기하
면 누원(樓院)이 되는데 이곳은 조선시대 18세기 후반 사상도고(대규모 민간 도매상)들이 커다
란 장시를 이루어 도성에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던 중요한 거점이었다. 특히 누원점(樓院店) 은 
서울로 오는 곡식과 옷감 등을 나르는 길목으로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물건을 사고 팔거나 
상인들과 연결이 쉬워 상인들의 활동 중심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의 번성했던 자취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이곳이 과거의 누원점 터였음을 알려주는 조그만 표석만이 있을 뿐이다.

At the entrance to Dobongsan Mountain is Angol Village, which is also called Darag-
won. In Chinese character, Daragwon is written as ‘Nuwon.’ During the late 18th 
century of the Joseon Dynasty, there used to be large-scale wholesale stores here 
forming a big market, which was an important hub supplying necessary goods to 
the castle. In particular, Nuwonjeom Store was located on a street corner, and sold 
grains and cloth. It was a central place for merchants’ activities, because it was near 
Seoul. However, the trace of old time has all disappeared, and now only a small 
stone post exists, telling that Nuwonjeom used to be here.

지하철 1,7호선 도봉산역 하차 도봉산 방향으로 도보 5분 정도 소요 (도봉산역앞 횡단보도 건너편)
Take subway line no. 1 or 7, and get off at Dobongsan Station. From the entrance of Dobongsan Mountain,
walk for about 5 minutes to get to the location. (Cross the street from Dobongsan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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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04-4
-4 문화시설

Cultural facilities

방학사계광장 Banghak Sagye Square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Duksung Women’s University Museum

플랫폼 창동 61 PLATFORM Changdong 61

중랑천 Jungnangcheon Stream

우이천 Uicheon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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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사계광장
Banghak Sagye Square

도봉구의 교통의 중심지인 방학 사거리에 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마당으로 계절별 다양한 모
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성된 테마공원이다.
This square is located at Banghak Sageori, which is the center of Dobong-gu’s trans-
portation. It is constructed in the form of a theme park so that it can provide various 
appearances of the park in all four seasons.

지하철 1호선 방학역(1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Take subway line no. 1, and get off at Banghak Station (Exit no. 1)
1127, 1119, 1161, 1144 / 100, 106, 107, 130, 140, 141, 142, 150, 16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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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Duksung Women’s University Museum

덕성여자대학교 내 위치하며 조선시대생활사를 보여주는 특화된 박물관으로 특히 여성 생활사 
유물이 집중되어 있다. 회화·도자실, 복식실, 금속공예실 등 4개의 실내전시장과 야외전시장 1개
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교육기관으로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Duksung Women’s University Museum displays a variety of artifacts related to eve-
ryday life in the Joseon Period. Notably, the museum contains a number of item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life of women. The museum consists of four indoor exhi-
bition halls featuring displays of paintings, ceramics, clothes, and metal crafts, and 
one outdoor exhibition.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cultural education of the 
local community.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쌍문동) 덕성여자대학교 내
Duksung Women’s University, 33 Samyang-ro 144-gil, Dobong-gu(Ssangmun-dong)
지하철 4호선 수유역(6번 출구) / 마을버스 2, 109, 144, 151, 153, 1144, 1217, 1218, 1219 ,덕성여자대학교 하차
Exit 6 of Suyu Station (Line 4)
Take town bus No. 2 or bus Nos. 109, 144, 151, 153, 1144, 1217, 1218, 1219, and get off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10:00~16:00 / 토, 일, 법정공휴일 등 휴관 Closed on weekends and national holidays
02-90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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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창동 61
PLATFORM Changdong 61

PLATFORM Changdong 61은 음악과 푸드, 패션 분야의 콘텐츠가 한 데 어우러진 트렌디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약 630평(약 2,790㎡) 규모에 61개의 대형 컨테이너로 구성된 건축으로, '
레드박스'에서 펼쳐지는 색다른 공연과 푸드, 패션, 포토 클래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PLATFORM Changdong 61 is a trendy cultural complex that converges the contents 
of music, food and fashion.
The architecture consists of 61 large containers built on an area of 2,790㎡. Various 
performances such as unique performances, food, fashion and photo classes are 
held in the Red Box for visitors to enjoy a unique space

도봉구 창동 1-9  1-9, Chang-dong, Dobong-gu
지하철 창동역 1,4호선 1번 출구 도보 5분 5 minutes from Exit No. 1 of Changdong Station, Line No. 1 or 4
10:00~22:00 / 매주 월요일 휴무 Closed on Mondays. 
02-993-0561
www.platform6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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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에서 의정부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도봉천(道峰川), 우이천(牛耳
川)등의 지류가 있으며, 군자교(君子嬌), 장안교(長安嬌)를 지나서 청계천(淸溪川)과 만나 한강
으로 들어간다. 총길이는 20km로 경기와 서울의 경계 부분은 서원천(書院川)이라 하고 도봉구 
창동(倉洞)부근은 한내[漢川]라고 한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운동
기구와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다.
This steam joins the Hangang River after running through Yangju and Uijeongbu in Gyeo-
nggi-do. There are also the tributaries of Dobongcheon and Uicheon Streams. This stream 
passes through Gunjagyo and Jangangyo Bridges, and joins Cheonggyecheon Stream be-
fore flowing in the Hangang River. The total length of this stream is 20km. The stream bor-
dering Gyeonggi-do and Seoul is called Seowoncheon, and the stream near Chang-dong of 
Dobong-gu is called Hancheon. The stream area has bicycle paths and walking trails as well 
as various workout equipment and ecological resources for visitors to enjoy.

중랑천
Jungnangcheon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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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천
Uicheon Stream

우이천은 도봉산 자락에 있는 소의 귀처럼 생긴 봉우리인 소귀봉 또는 우이봉 아래를 흐르는 하천
이라는 데서 비롯된 명칭으로 복한산과 도봉산을 연결하는 고개인 소귀 고개(牛耳嶺) 아래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이라는 의미도 있다. 우이천의 총연장은 8.3km로 중랑천의 지류 가운데 가장 규
모가 크다. 주요 봄꽃은 벚꽃과 개나리가 있으며 매년 봄에는 벚꽃 길을 걷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2015년 올해의 서울시 봄꽃 길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Uicheon means a stream that resembles the ox’s ear, and it flows at the foot of 
Soguibong and Wuyibong, the peaks of Dobongsan Mountain. It also means a wa-
ter stream that flows along Sogwibong Peak (an ox’s ear-shaped pass) which con-
nects Bukhansan and Dobongsan Mountains. “Uicheon” is 8.3km long in total, and 
it is the largest stream among the tributaries of Jongryangcheon. Major spring flow-
ers include cherry blossoms and forsythia. In every spring, the cherry blossom path 
is crowded with many tourists who come to enjoy walking along the path. In 2015, 
it was selected as the year’s Seoul spring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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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쌍문)근린공원
Dooly(Ssangmun) Neighborhood Park

발바닥 공원
Balbadak Park

초안산 근린공원
Choansan Neighborhood Park

도봉구 쌍문동 산80
San-80, Ssangmun-dong, Dobong-gu

도봉구 방학동 270-1
270-1, Banghak-dong, Dobong-gu

도봉구 창동 산157번지
San-157, Chang-dong, Dobong-gu

등산로, 휴게광장, 배드민턴장, 풋살 경기장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초안산 숲속여행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The place is equipped with hiking 
paths, relaxation plaza, badminton 
courts, and soccer fields. It also oper-
ates the Choansan Forest Tour pro-
gram.

조경수목, 야생 초화류, 습지식물, 생태연못 
등을 포함한 자연 생태공원으로 방문객을 대
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This natural eco-park has landscape 
trees, wild flowers, wetland plants 
and a pond. It is also offering an en-
vironment educational program for 
visitors.

도봉구의 대표적 근린공원으로 정자, 체력 단련
시설, 등산로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둘리를 주제
로한 둘리 테마파크로 구성되어있다.
This neighborhood park of Dobong-gu 
consists of a pavilion and various sports 
facilities such as physical training center, 
hiking path, badminton courts and re-
laxation plaza, as well as a theme park 
made under the theme of Do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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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있는 도봉 역사문화길
Dobong History and Culture

Streets with Stories

코스1 연산군묘와 은행나무 길
Course 1 Trail of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and Ginko Tree

코스2 무수골 왕족 묘역 길
Course 2 Trail of Royal Graveyard in Musugol

코스3 원통사 길
Course 3 Trail of Wontongsa Temple

코스4 도봉서원과 바위글씨 길
Course 4 Trail of Dobongseowon Confucian Academy and Petroglyphs

코스5 천년고찰 길
Course 5 Trail of 1000-Year Old Buddhist Temples

코스6 도봉 옛 길
Course 6 Trail of Old Dobong Path

코스7 도봉 현대사 인물 길
Course 7 Trail of Modern Historical Figures in Do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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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1 연산군묘와 은행나무길

코스2 무수골 왕족 묘역 길

Course 1  Trail of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and Ginko Tree

Course 2  Trail of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and Ginko Tree

연산군과 정의공주 묘와 방학동 은행나무와 원당샘 등 도봉구의 대표적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곳이다. 또한 
바둑판돌과 두꺼비 모양의 바위가 있으며, 문학가 염상섭과 이무영의 묘와 이집, 이합 등 덕수이씨 묘역이 있
는 역사문화의 산교육장이다.
Course 1 consists of Dobong-gu’s representative cultural heritages such as the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the Tomb of Princess Jeongui, Ginkgo Tree of Banghak-dong, and Won-
dangsaem Spring. There is also a Badukpandol Rock and a Dukkeobibawi Rock as well as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such as the Tombs of the writer Yeom Sang-seop, the novelist Lee 
Mu-yeong, and the graveyard for the descendants of the Lee Clan of Deoksu, such as Lee Jip 
and Lee Hap.
방학동 은행나무 → 회산군 묘역 → 연산군묘 → 명월동문 (조선시대 바위글씨) → 이집묘 → 바둑판돌 → 염
상섭 묘 → 이무영 묘 → 이합 묘 → 두꺼비 바위 → 연월암 삼폭, 와폭, 계수석(조선시대 바위글씨) → 한치례 
묘 → 정의공주 묘 → 목서흠 묘역 → 성비 묘 (태조 이성계의 후궁)
Ginkgo Tree at Banghak-dong → Royal Tomb of Prince Hoesan → Royal Tomb of King Yeonsan-
gun → Myeongwoldongmun (Petroglyph) → Tomb of Lee Jip → Badukpandol Rock → Tomb 
of Yeom Sang-seop → Tomb of Lee Mu-yeong → Tomb of Lee Hap → Dukkeobibawi Rock → 
Yeonworam Sampok, Wapok, Gyesuseok (Petroglyphs) → Tomb of Han Chi-rye → Tomb of 
Princess Jeongui → Graveyard for Mok Seoheum → Tomb of Seongbi (Royal Concubine of 
King Taejo)

한글창제에 숨은 협력자 세종의 둘째딸 정의공주와 남편 안맹담의 묘와 세종의 아들인 영해군 이당의 후손의 
묘역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딸인 의령옹주와 부마 계천위 이등의 묘 등 조선 왕족들의 묘가 많이 있다.
Along this trail, there are graveyards for Princess Jeongui, King Sejong’s second daughter who 
was a hidden collaborator for the creation of Hangeul, and her husband An Maeng-dam, as 
well as graveyard for the descendants of Prince Yeonghae, King Sejong’s 9th son, and grave-
yard for Princess Uiryeong, who was King Taejo’s daughter, and his husband Gyecheonwi.

방학동 은행나무
Ginkgo Tree
at Banghak-dong

바둑판돌
Badukpandol Rock

성비 원주 원씨묘
Tomb of Seongbi,
Lady Won of Wonju Clan

의령옹주묘
Royal Tomb
of Princess Ui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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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1  Trail of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and Ginko Tree

Course 2  Trail of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and Ginko Tree

코스3 원통사 길
Course3  Trail of Wontongsa Temple

정의공주묘 앞 출발 → 귀록계산, 와운폭(바위글씨) → 전주이씨 영해군파묘역(영해군묘-영춘군묘-완천군 
묘) → 금동지묘 → 의령옹주와 부마 계천위 이등 묘
Starting point: In front of Royal Tomb of Princess Jeongui → Gwirokgyesan, Waunpok (Petro-
glyph) → Graveyard for the Descendants of Prince Yeonghae, Yi Clan of Jeonju (Tombs of 
Prince Yeonghae - Prince Yeongchun - Prince Wancheon) → Tomb of Geumdong → Grave-
yard for Princess Uiryeong, King’s daughter by a concubine, and her husband Gyecheonwi

서울에서 가장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무수골을 통해서 자현암, 원통사를 거쳐 방학동 능선을 통
해 풍양조씨 사당옆에 있는 간송 전형필 묘로 내려오는 이 길은 서울시에서 가을에 걷고 싶은 길로 
선정 하였다.
This course starts with Musugol, whose air is known to be the cleanest in Seoul, leading to 
Jahyeonam Hermitage and Wontongsa Temple, then to the Temple Site of Banghakdong 
and the Tomb of Chun Hyeongpil (pen-name Gansong), which is located next to the Shrine 
for the Pungyang Jo Clan. This trail has been selected as the most favorite autumn street in 
Seoul.
도봉역 출발 → 무수골 주말농장 → 세월교 → 자현암 → 원통사 → 방학동 사지 → 간송 전형필 가옥과 묘
Starting from Dobong Station → Musugol Weekend Farm → Sewolgyo Bridge → Jahyeonam 
Hermitage → Wontongsa Temple → Temple Site of Banghak-dong → Tomb of Chun Hyeo-
ng-pil (penname:Gansong) and House.

연산군묘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Graveyard for the Descendants of 
Prince Yeonghae, Yi Clan of Jeonju

원통사
Wontongsa Temple

원통사
Wontongsa Temple

간송 전형필 가옥과 묘
Tomb of Jeon Hyeong-
pil (penname:Gansong)

무수골 주말농장
Musugol Weekend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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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4 도봉서원과 바위글씨 길

코스5 천년고찰 길

Course4 Trail of Dobongseowon Confucian Academy and Petroglyphs

Course5 Trail of 1000-Year Old Buddhist Temples

도봉서원의 터와 서원을 출입한 조선 선비가 남긴 바위글씨(각석군)를 통해 아름다운 도봉산과 계곡 그리고 
선현의 학문과 사상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역사문화 생태 탐방코스이다.
This history and culture tour course will offer opportunities for visitors to appreciate the 
beautiful scenery of Dobongsan Mountain and valleys, as well as the ideas and teachings of 
ancient sages while touring Seoul’s only Confucian Academy called Dobongseowon. Petro-
glyphs left by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who frequented the academy can also be seen.

도봉산역 → 탐방지원센터 → 도봉동문(바위글씨) → 가학루와 용주담, 필동암(바위글씨) → 제일동천,연
단굴,만석대(바위글씨) → 무우대, 제월광풍, 염락정파(바위글씨) → 고산앙지, 광풍제월(바위글씨) → 도봉
서원 → 복호동천(바위글씨) → 서광폭, 화락정 (바위글씨) - 문사동(바위글씨) (문사동계곡)
Dobongsan station → Visitor Support Center → Dobongdongmun (Petroglyph) → Gahang-
nu Pavilion, Yongjudam, Pildongam (Petroglyphs) → Jeildongcheon, Yeondangul, Manseok-
dae (Petroglyphs) → Muudae, Jewolgwangpung, Yeomnakjeongpa (Petroglyph) → Gosan-
angji, Gwangpungjewol (Petroglyph) → Dobongseowon → Bokhodongcheon(Petroglyph) 
→ Seogwangpok and Hwarakjeong (Petroglyphs) → Munsadong (Petroglyph) (Munsadong 
Valley)

도봉산의 오랜 천년고찰과 불교문화가 남긴 문화유산인 만월암 석불좌상과 천축사 비로자나 삼신불도, 비
로자나 삼신 괘불도를 감상할 수 있는 산행 중심의 문화탐방 코스이다.
This hiking-dedicated tour course consists of Dobongsan’s traditional Buddhist temples and 
Buddhist cultural heritages such as Seated Stone Buddha of Manworam Hermitage, Painting 
of Vairocana Buddha Triad and Hanging Painting of Vairocana Buddha Triad in Cheonchuksa 
Temple.

복호동천(伏虎洞天)
Bokhodongcheon

고산앙지(高山仰止)
Gosanangji

도봉동문(道峯洞門)
Dobongdongmun

가학루, 용주담과 필동암
Gahangnu Pavilion, 
Yongjudam, Pildo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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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4 Trail of Dobongseowon Confucian Academy and Petroglyphs

Course5 Trail of 1000-Year Old Buddhist Temples

코스6 도봉 옛길
Course6 Trail of Old Dobong Path

도봉탐방 지원센터 → 도봉대피소 → 만월암(석불좌상) → 석굴암 → 천축사 → 도봉대피소 → 서원교 → 도
봉사 → 도봉탐방 지원센터
Visitor Support Center → Dobongsan Shelter → Manworam Hermitage (Seated Stone Bud-
dha) → Seokguram Grotto → Cheonchuksa Temple → Dobongsan Shelter → Seowongyo 
Bridge → Dobongsa Temple → Visitor Support Center

도봉구가 옛 양주에 속해 있을 때부터 있던 오랜 길로 옛날 원산으로 올라가던 경원대로가 바로 이 길이고, 
함흥차사가 이 길로 올라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던 길이기도 하다. 도봉의 옛 발자취를 상상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다.
This old path existed even when Dobong-gu belonged to Yangju. It used to be called Gyeo-
ngwondaero leading to old Wonsan. It is the path that has a legend about the Messengers 
of Hamheung who were sent to King Taejo of the Joseon Dynasty and were put to death. 
This created the modern Korean expression, Hamheungchasa , which means a person who 
goes off on a journey but is never heard from again. As visitors walk along this path, they can 
imagine the old footsteps of Dobong.

쌍문역 → 노해파출소 터 → 노해 면사무소 자리 → 방학천교 → 모랫말터 → 천주교 도봉동성당 → 성황당 
터 → 무수천교 → 서원내교 → 누원점 → 도봉산역

Ssangmun Station → Nohae Police Substation Site → Nohae-myeon Office Site → Banghak-
cheongyo Bridge → Moraenmal Site → Dobongdong Catholic Church → Seonghwangdang Site 
→ Musucheongyo Bridge → Seowonnaegyo Bridge → Nuwonjeom Store Site → Dobongsan 
Station

만월암 석불좌상
Seated Stone Buddha
of Manworam Hermitage

석굴암
Seokguram Grotto

천축사
Cheonch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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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7 도봉 현대사 인물 길
Course6 Trail of Old Dobong Path

“창동의 세 마리 사자”라 불리우는 김병로, 송진우, 정인보 선생과 현대문학의 대표적 거목인 홍명희, 김수영 
시인 등 도봉구에서 거주하며 현대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이 살던 곳을 탐방하며 그들의 삶을 다
시 한번 회고하는 인물중심의 역사 탐방코스이다.
This historical tour course consists of the residential sites of respected figures in modern Ko-
rean history such as Kim Byeong-ro, Song Jin-u, and Jeong In-bo, who are called as “Three 
Lions of Chang-dong”, as well as representative figures in Korean modern literature such as 
Hong Myeong-hui and Kim Su-yeong. Visitors can have time to reflect on their lives as they 
tour these sites.

Chang-dong Station → Chang-dong Station Site → Changdong Elementary School → Site 
of House of Hong Myeong-hui → Site of House of Song Jin-u → Site of House of Kim Byeong-
ro → Site of House of Jeong In-bo → House of Ham Sok-hon → Site of House of Jeon Tae-il 
→ House of Chun Hyung-pil → Site of House of Gye Hun-je → House of Kim Su-yeong → 
Dobong Station

창동역 → 창동역터 → 창동초교 → 홍명희 옛집터 → 송진우 옛집터 → 김병로 옛집터 → 정인보 옛집터 → 함
석헌 집 → 전태일 옛집터 → 전형필 가옥 → 계훈제 옛집터 → 김수영 시인 옛본가 → 도봉역

가인 김병로 (1887-1964)

고하 송진우 (1890-1945)

위당 정인보 (1893-1950)

“창동의 세 마리 사자”중 한분으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법률가, 정치가 
그리고 애국지사로서 정의와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투철한 법정
신의 실천가였다

“창동의 세 마리 사자”중 한분으로 계몽운동가(교육자)이며 언론인이자 정
치가였다. 해방 후에는 민주정부 수립에 헌신하였다.

“창동의 세 마리 사자”중 한분으로 한문학자이며 민족사학자이다. 해방과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 준비사업에 참여, 건국 후 초대 감찰위원장을 맡아 국
가 기강을 바로 잡으려 애썼다.

옛집터 : 도봉로134길 14 (경기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7 31)

옛집터 : 해등로 16길 52-36 (경기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 281-1)

옛집터 : 해등로 16길 52-36 (경기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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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초 홍명희 (1888-1968)

김수영 (1921.11.27-1968.6.16)

함석헌 (1901.3.13-1989.2.4)

계훈제 (1921. 12. 31-1999. 3. 14)

간송 전형필 (1906.7.29~1962.1.26)

전태일 (1948. 8. 26-1970. 11. 13)

일제 강점기 최대의 장편소설로 꼽히는 “임꺽정”으로 문학사의 주목을 받았
다.

한국의 시인, 초기에는 모더니스트로서 현대문명과 도시생활을 비판했으나 4.19혁
명을 기점으로 현실 비판의식과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를 발표했다 .

1970년 4월 “씨알의 소리”를 창간, 민중운동을 전개하면서 반독재 민주화 운
동에 힘을 기울였다.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민족해방협동단에 가입해 항일 활동을 하였으며, 재
야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 앞장섰다.

일제 강점기 수탁되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 수집하고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등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였다.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로서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실질적인 주
역이면서도 인간 이하의 대우 속에 병들어 죽어 가던 노동자들도 인간임을 
분신으로 항거한 노동운동가

옛집터 : 도봉로 136 나길 40 (경기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 244-1)

시인 옛 본가 : 도봉동 산 107-2

옛집 : 도봉로123길 33-6 (쌍문동 81-78)

옛집터 : 방학동 612-28 방학2동 공영주차장(방학동 612-30)

옛집 : 시루봉로 149-18(방학동 430)

옛집터 : 해등로 195 (옛주소 : 쌍문동 20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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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and Cultur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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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와 문화행사
Festival and Cultural Events

도봉구 등(燈)축제

도봉산 산사축제 Dobongsan Temple Festival

도봉 창의과학축전 Dobong Science Festival

연산군묘 청명제향

도봉서원 춘·추향제

도봉 한글잔치

정월대보름 큰잔치 Jeongwol Daeborem Festival

Cheonmyeongje Ritual at
he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Chunchuhyang Ritual
at Dobongseowon Confucian Academy

도봉구 등(燈)축제
Dobong-gu Lantern Festival

2013년 처음 시작된‘도봉구 등(燈)축제’는 방학천변을 따라 민속놀이, 전통문화, 어린이들이 좋아
하는 캐릭터의 등을 전시해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였으며 관람객 20만여명이 참여한 축제가 되
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하는 즐거운 추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하공연, 소망엽서쓰기, 한지
공예 등 제작체험 이벤트가 10여일간 계속된다.
Launched in 2013, the Dobong-gu Lantern Festival boasts a marvelous nighttime 
view along Banghakcheon Stream created by a display of numerous lanterns 
whose shapes are inspired by Korean folk plays, traditional culture, and characters 
from animations and movies. For ten days the festival offers celebratory perfor-
mances and events such as writing a postcard and making hanji (Korean traditional 
paper). It gained immediate popularity, attracting approximately 200,000 visitors in 
its fir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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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 산사축제
Dobongsan Temple Festiva

기간 : 10월초순(격년) 장소 : 도봉산 입구
행사내용 : 개막식 및 축하공연, 산사음악회와 사찰음식전, 등산대회, 영산제, 청소년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깊어가는 가을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구민 참여 행사이다.

Period: October(Alternate years)
Venue: The area of the entrance to Dobongsan Mountain
Event Details: The residents of Dobong-gu can participate in the various events of 
the autumnal festival including the opening ceremony, celebratory performances, 
a temple concert, a temple food exhibition, a hiking contest, a Buddhist ritual, and 
a youth festival.

Alternat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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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창의과학축전
Dobong Science Festiva

도봉 과학축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 전시, 체험, 교육마당 등의 내용으로 국립 중앙과학관, 국
립 과천과학관 등 유관기관 및 기업, 학교의 후원으로 매년 도봉구청에서 개최 하고 있다.

The Dobong Science Festival diverse exhibitions, experience programs, and educa-
tion programs for youth. The festival is held annually by the Dobong-gu Office with 
the support of such organizations as the National Science Museum and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and other related companies and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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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묘 청명제향
Cheonmyeongje Ritual at
he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연산군 묘소에서 조선 제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로 연산 숭모회의 
주관으로 전주 이씨 종친 등 관련자들의 참석 하에 제향을 봉행하는 헌관과 집사관들의 입장으로 
시작하여 집례의, 제향 선언, 강신례, 초헌, 재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This ancestral ritual is held at the tomb of King Yeonsangun in order to commemo-
rate Yeonsangun, who was the 10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The ritual is hosted 
by the Yeonsan Memorial Association. In the presence of related people such as 
the Jeonju Yi Clan, the ritual proceeds with the entrance of heongwan (officials in 
charge of the ritual) and deacons who carry out the ceremony and it is conducted in 
the order of Jimnyeui (Reading of the order of the ritual), the proclamation of ritual, 
Gangsillye (ritual to welcome spirit), Choheon (the first offering of rice wine), and 
Jaebae (Offering two deep bo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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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myeongje Ritual at
he Royal Tomb of King Yeonsangun

도봉서원 춘·추향제
Chunchuhyang Ritual at Dobongseowon Confucian Academy

도봉서원은 조선 전·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하는 사액서원으
로 저명한 시인 묵객들이 시문을 남긴 서울지역 내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이다. 오늘날 두 선생의 
학문적 사상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봄(음 3.10), 가을 (음 9.10)에 도봉서원 전통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Dobongseowon Confucian Academy is to commemorate Jo Gwang-jo and Song 
Si-yeol who were distinguished Confucian scholars around the Joseon Dynasty. It 
is the only Confucian academy existing in Seoul which has poetry and proses writ-
ten by famous poets. To remember the academic ideology and virtues of the two 
scholars, traditional rituals are held to this day at the academy during every spring 
(March 10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and autumn (Sep. 10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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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한글잔치
Dobong Hangeul Festival

방학동에는 한글창제의 숨은 꽃 정의공주의 묘가 있다. 이를 기리기 위해 2012년부터 정의공주묘 
인근 원당샘공원에서 한글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기념 행사는 문화예술 공연, 백일장, 전통놀
이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된다.
The Banghak-dong area contains the Tomb of Princess Jeongui, who is regarded as 
a hidden assistant in the invention of Hangeul (Korean Alphabet). To commemo-
rate her achievement, a special event, the annual Dobong Hangeul Festival, was 
launched on Hangeul Day 2012 in Wondangsaem Park near the Tomb of Princess 
Jeongui. The festival is composed of diverse programs including cultural and artis-
tic performances, a writing contest, and traditional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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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큰잔치
Jeongwol Daeborem Festival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가족과 함께 전통 민속놀이
를 즐기고 구민이 하나로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각 종 민속놀이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행사 마지막에는 달집의 태우며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The event is held every year during Daeboreum, the day of the first full moon of the 
year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which is observed as a Korean folk holiday. It 
involves enjoying traditional folk play with family members and to strengthen har-
mony and union between residents of Dob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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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07

생활 편의시설 정보
Information about Life

and Convenienc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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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편의시설 정보
Information about Life

and Convenience Facilities

교통정보(지하철역) Transportation (Subway Station)

외국인 관광불편 신고 센터
Foreign Tourist Complaint Report Center

주요기관안내 Major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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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지하철역)

외국인 관광불편 신고 센터
Tourist Complaint Centers

1, 7호선
1호선
1호선
1호선
4호선

1, 4호선

도봉산역
녹천역
도봉역
방학역
쌍문역
창동역

마들로 5길 114
마들로 5길 114
도봉로 170길 2

도봉로150다길 3
도봉로 486-1

마들로11길 77

955-7345(1호선) 6311-7101(7호선)

905-0182
954-1348
3492-0197
6110-4131

992-3388(1호선) 6110-4121(4호선)

국내지역 : 02-120(서울시콜센터) / 02-1330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역 : +82-2-120 (서울시콜센터) /+82-2-1330 (한국관광공사)

1330 (Korea Tourism Organization Tourist Complaint Center)
Calling from overseas: +82-2-120, ext. 9 (Seoul Information Hotline)
+82-2-1330 (Korea Tourism Organization Tourist Complaint Center)

주요기관안내

주 요 관 광 명 소

역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민 원 안 내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서울창포원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
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시 다산콜센터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일사천리민원신고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안내

(국번없이)120
2100-3399

(국번없이)110
080-901-1472

2091-3155
2091-2232

954-0031
909-3693
901-8131

031-82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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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 Complaint Centers

주요기관안내

유 관 기 관 문 화 복 지 시 설

북부지방법원

북부지방검찰청

도봉경찰서상황실

선거관리위원회

북부교육지원청

북부보훈지청

도봉소방서

도봉세무서

노원세무서

한전북부지점

북부수도사업소

도봉등기소

서울도봉우체국

국민연금

건강보험

도봉구 보건소

도봉구민회관

3399-7114

3399-4200

998-0112

3494-0546~8

3499-6881~2

984-1605~6

3492-3437

944-0200

3499-0200

(국번없이)123

998-2716~7

3499-3600

2211-2873~85

1577-1000

2091-4619

901-5160~2

도봉문화원

도봉문화정보센터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도봉 기적의 도서관

학마을 도서관

창동문화체육센터

도봉청소년독서실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실버센터

도봉여성센터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창동 노인복지센터

905-4026

900-1835

995-4171

3493-7171

901-5190

901-5200

901-5140

3494-4755

993-3222

3491-0500

955-6080

955-0104

3494-3557

993-9900

3491-3356

3491-4651

900-4641

906-2968

(고장신고 121)
944-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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