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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Legend

中文
Nam-gu Office

역사를 토대로 
                문화창조도시를 꿈꾼다!

남구의 역사 Nam-gu's History 

인천의 옛지명은 비류가 이곳에 정착하여 미추홀이라 부른 것이 근원이었고 삼한시대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경원부에서 인주로 복귀되고 조선 태종 13년에 비로소  

인천군으로 개칭되었을 때부터 군의 소재지는 관교동에 위치, 세조 5년(1459)에 세조비인 

자성왕후의 외향이라 하여 인천도호부로 승격되었고, 숙종 24년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698년 

다시 부로 환원되었으며 숭의동 지역이 1936년 대화정이 되고 주안동 또한 1936년 인천부 지

역확장때 부천군 다주면 사충리와 간석리 일부를 편입하여 주안정이 되었으며, 현재의 남구는 

여러번의 변천 과정을 거쳐 구세의 확장으로 인천의 중심구로서 서해안 시대의 전개와 함께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The oldest name of Incheon was Michuhol since the settlement of Prince Biryu. Passing 
through the Samhan Period and the Three Kingdoms Period, it was renamed Inju from 
Gyeongwon-bu during the Goryeo Period. This name was switched to Incheon-gun in 
the 13th reigning year of King Taejong in Joseon Dynasty. Since then, the downtown was 
in Gwangyo-dong area of these days. Incheon-gun was promoted to Incheon-dohobu in 
the 5th reigning year of King Sejo (1459) in Joseon Dynasty because the Queen Jaseong, 
wife of King Sejo was from here. However, Incheon-dohobu was degraded to Incheon-
hyeon in the 24th reigning year of King Sukjong, but was reinstated  to Incheon-dohobu 
in 1698. In 1936, the sungui-dong area became Daehwa-jeong, and the juan-dong area 
annexed part of Sachung-ri and Ganseok-ri of Daju-myeon, Bucheon-si to become Juan-
jeong. Current Nam-gu has been the central area of Incheon after many changes in 
history, and in developing into a vibant district with the opening of the west-coast era. 

남구 상징마크 Symbol of Nam-gu 

인천광역시 남구 상징의 기본형태는 백제문양 (왕관)의 외형적 형태

를 기본으로하여 문학산과 수봉산을 중심으로 손에 손을 잡고 앞으

로 약진하는 이미지로 도시의 새롭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남구민의 화합과 희망을 표현한다.

The symbol of Nam-gu is based on the shape of the crown of the Baekje dynasty. The 
symbol visualizes people who stand around Munhaksan(Mt.) and Subongsan(Mt.), 
hand in hand, and advance forward to make this district fresh and clean.

남구 마스코트 Mascot of Nam-gu “Meetyou” 

인천광역시 남구의 마스코트는 남구의 역사적인 지명인 미추홀 왕국의  

주인공, 백제 비류왕자를 모티브로 캐릭터화하여 남구를 지키는  

수호신 ‘미추’로 설정하였다. 영문으로 ‘만나서 반갑다(Meet You)’라는 

문장으로 표기하여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남구의 안내자(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있다.

Meetyou is characterized from prince Biryu of Michuhol kingdom. Meetyou reminds us 
of the old name of Incheon, ‘Michuhol’, and also sounds like ‘meet you’, meaning ‘nice 
to meet you’, which shows emphasis on his role as a kind guardian of Nam-gu.

남구 알리미 서비스 Sms run by Nam-Gu   www.namgu.incheon.kr/sms

남구 알리미 서비스는 민원인들에게 문화소식, 행정정보 등을 문자로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am-gu SMS service” is a helpful service for sending residents text messages about cultural 
news and administrative information. Please feel free to activate the messaging service. 

인천문화관광해설사 Cultural & Tourism Interpreters from Incheon 

우리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소중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쉽고 재미있게 안내를 해주는 

전문 해설사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해설 예약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We have qualified interpreters who are ready to provide information on our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resources to those who visit our region. If you wish to reserve an 
interpreter, contact them on our homepage or by telephone.
(여행도우미 - 문화관광해설사  /    Travel Partner – Culture & Tourism Interpreter)

예약접수 For Reservations:010-7276-7277 / http://itour.visitincheon.org 

인천관광안내

남구 관광 안내 Tourism Guide for Nam-gu | Tel. 032)120

남구 전화번호 안내 | 

 공공기관 | Public Organizations

남구청 Nam-gu Office 887-1011 B2

남구의회 Nam-gu Council 880-4908 B2

남부경찰서 Nam-bu Police Station 866-0112 B4

인천지방법원 Incheon District Court 860-1113 C4

인천지방검찰청 Incheon Supreme Prosecutors’ Office 860-4000 C4

보건소 Community Health Center 880-5310 D2

숭의보건지소 Sungui Branch of Community Health Center 880-5363 B2

 쇼핑 (백화점, 지하상가) |   

신세계백화점 Shinsegae Department Store 1588-1234 E4

홈플러스 인하점 Homeplus Inha Branch 763-2080 B4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Homeplus Incheon Sungui Branch 719-2000 B2

주안역지하상가 Underground Shopping Center of Juan Station 874-2580 D2

주안시민지하상가 Juan Underground Shopping Center 872-7111 D3

석바위지하상가 Seokbawi Underground Shopping Center 422-4976 D3                    

제물포지하상가 Jemulpo Underground Shopping Center 883-0091 B2

 굿 스테이 및 더 베스트 숙박업소 |   

몽타나 Montana 434-0336 D3

쇼모텔 Show Motel 428-0781 D3

시네마 호텔 Cinema hotel 867-6677 D2

호텔썬플라워1 Hotel Sunflower 1 429-8338 D3

호텔썬플라워2 Hotel Sunflower 2 441-4654 D3

프로방스 호텔 Province Hotel 421-1606 D2

N모텔 N Motel 433-1306 D2

로지호텔 Rosy Hotel 421-2169 D2

호텔씨앤 Hotel CN 425-1133 D3

투더맥스 To The Max 433-2500 D2

파티오호텔 Patio Hotel 427-0070 D2

피코코모텔 Picoco Motel 423-8039 D3

이사벨 Isable 885-3001 A3

샵 #Sharp 426-0036 D2

피아노 Piano 424-2100 D3

문화공간 | Culture Space

학산문화원 Hak San Culture Center 866-3993 D2

학산소극장 Haksan Small Theater 866-3927 C3

돌체소극장 Theatre Dolce 772-7361 D4

영화공간주안 Cinespace Juan 427-6777 D2

주안영상미디어센터 Juan Media Center (CAMF,  
Communicate! Act! & Make Future) 872-2622 D3

 박물관, 미술관 | Museums and Galleries

인천어린이 박물관 Incheon Children’s Museum 432-5600 D5

인하대학교박물관 Inha Museum 860-8260 C4

범패박물관 Beompae Museum 886-0029 B2

송암미술관 Songam Gallery 440-6770 B5

국제성서박물관 Bible Museum 867-0301 B5

평생학습공간(도서관) | Life-long Education Space (library)

학나래도서관 Haknarae Public Library 880-4837 C4

독정골도서관 Dokjeonggol Public Library 872-0043 B3

복사꽃도서관 Boksakkot Public Library 865-8632 C3

석바위도서관 Seokbawi Public Library 422-0651 D2

관교도서관 Gwangyo Public Library 421-8630 D4

숭의도서관 Sungui Public Library 882-0182 B2

쑥골도서관 Ssukgol Public Library 872-8630 C1

한우리어린이도서관 Hanuri Children’s Library 872-0814 C2

소금꽃어린이도서관 Sogeumkkot Children’s Library 872-0731 D2

장사래도서관 Jangsarae Public Library 886-5055 B2

이랑도서관 Irang Public Library 427-2283 D3

제물포도서관 Jemulpo Public Library 887-8836 B2

대학교 | University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860-7114 B3

청운대학교 Chungwoon University 770-8114 C2

인하공업전문대학 Inha Technical College 870-2114 B4

인천대학교(제물포캠퍼스) Incheon Univ. (Jemulpo Campus) 835-8114 B2

한국폴리텍Ⅱ대학
(남인천캠퍼스)

Korea Polytechnic Colleges Ⅱ
(Nanincheon Campus) 450-0300 C2

병원 | Hospitals

인하대병원 Inha University Hospital 890-2114 A3

인천사랑병원 Incheon Sarang Hospital 425-2001 D2

바로병원 BARO Hospital 722-8585 D3

현대 유비스 병원 Hyundai UVIS Hospital 888-7575 B3

서울여성병원 Incheon Seoul Women’s Hospital 247-2000 D3

삼성여성병원 Samsung Women’s Hospital 451-0000 D3

주안고려요양병원 Juan Korea Hospital 245-1000 C3

남구 대표문화재 | Famous Cultural Assets of Nam-gu 

인천도호부 청사 Incheon Dohobu Building 422-3492 D4

인천 향교 Incheonhyanggyo Confucian School 876-7041 D4

문학산성 Munhaksanseong Fortress 880-7969 C5

백련정사 칠성도 Chilseongdo (Buddhist painting) in 
Baengnyeonjeongsa Temple 868-7711 C3

이윤생·강씨 정려 Monument for Yi Yun-saeng and His Wife 880-7969 B3

전통시장 | Traditional Markets

용남시장 Yongnam Market 863-3833 B3

용현시장 Yonghyeon Market 886-9318 B3

석바위시장 Seokbawi Market 426-6878 D3

남부종합시장 Nambu Market 864-1331 D4

숭의평화시장 Sungui Pyeonghwa Market 884-6434 B2

학익시장 Hagik Market 864-3233 C4

신기시장 Singi Market 865-5424 D4

토지금고시장 Toji Geumgo Market   887-8985 A3

   외국인특화거리(용현물텀벙이) | 

동원물텀벙 Dongwon Multeombeong 886-9595 B3

성진물텀벙이 Sungjin Multeombeong 883-1771 B3

복천물텀벙 Bokcheon Multeombeong 883-6697 B3

경희물텀벙 Gyeonghui Multeombeong 887-5979 B3

본가물텀벙 Bornga Multeombeong 884-0900 B3

명문물텀벙 Myongmun Multeombeong 885-1373 B3

전철역 | Subway Stations

주안역 Juan Station 865-7787 D2

도화역 Dohwa Station 863-1464 C2

제물포역 Jemulpo Station 883-7788 B2

인천터미널역 Incheon Terminal  Station
(Incheon Subway Line 1) 441-3126 E4

기타 | Others

정보산업진흥원 Incheon IT Promotion Agency 070-7777-2400 C2

1 여행에 필요한 지도 준비와 일정짜기
인천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문화지도)  나 

검색 또는 지인을 통해 꼭 가봐야 할 곳을 선정하고

일정을 세워봅니다. 

Necessary Travel Preparations & Scheduling   
For more information in preparing for your trip please see the Nam-gu Office 
homepage (http://namgu.incheon.kr → Culture Map), or consult with a tour 
guide and/or your favorite search engine.

2 음식점 및 숙박업소 위치를 미리 알아 둔다
방문 할 지역의 장소 맛집 및 숙박업소를 위치나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onfirm the Lodging Accommodations
You can save time when traveling by verifying in advance th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places you plan to visit.

3 여행일정 및 관광지를 공유한다
여행장소에 대한 기본지식을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하여 

정보수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haring Information about Itineraries and Tourist Hotspot Online
A wealth of information on tourist attractions can be found and shared on b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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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소 Tourist Information Center (TIC)

Located on the threshold of Korea’s ancient history and culture  

Nam-gu, Incheon Metropolitan City    
Culture & Tourism Map 

  역사문화 

         태동지 

인천광역시  
문 | 화 | 관 | 광 | 지 | 도
http://namgu.incheon.kr

English

주민센터 
Community Service Center 

특색음식거리
Special Food Street

쇼핑센터 
Shopping Center

전통시장 
Traditional Markets

버스터미널 
Bus Terminal

법원 
District Court 

특색거리
Special Street 

한국관광공사 고객센터(외국어안내)
1330 09:00 ~ 18:00Information Center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Foreign language service)

인천국제공항관광안내소 
032-743-0012~3

07:00 ~ 22:00
(연중무휴

/ open throughout the year)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IC 

인천버스터미널관광안내소 032-435-7257
Incheon Bus Terminal  TIC 

국제여객터미널관광안내소 09:00 ~ 18:00
(일요일 휴무

 / Closed on Sundays)TIC, 1st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Incheon Port)

인천광역시관광협회 032-432-4590 09:00 ~ 18:00
Incheon Tourism Association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Call Center for the Incheon Development & Tourism Corporation 

인천관광포털 http://itour.visitincheon.org
Incheon Tourism

032-260-5000
09:00 ~ 18:00

09:00 ~ 19:00

032-891-2030

Street for Foreign Tourists 
(Yonghyeon-dong Multeombeong St.)

Good Places to Stay & 
The Best Accommodations 

Shopping (Department stores,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Nam-gu Contact Information



1 주안미디어문화축제
Juan Media Festival 

미디어 컨텐츠 활성화를 통한 세대간의 소통 및 즐거움을 

즐기는 축제로 매년 9월에서 10월 중에 열린다. 다양한 미디

어, 비디오 아트, 거리공연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This festival is held from Sept. to Oct. annually to communicate 
between generations and give so much fun through 
revitalization of the media content.

 www.jumf.or.kr 
 문화예술과 Art & Culture Div. : 032- 880-4296

2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Incheon International Clown Mime Festival 

피에로와 어릿광대의 몸짓이나 표정에 의한 예술 행위을 뜻

하는 클라운마임은 인천 남구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이자 국

제적인 예술 축전으로 국내외 마임 배우들의 신비로운 몸짓

과 신작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This clown mime festival features artistic plays by pierrots 
who only gestures and facial expressions. It is one of the 
most characteristic cultural events in Incheon and plays as an 
international arts celebration by showcasing mime actors from 
home and abroad.

 www.clownmime.com 

 작은극장 돌체 Theatre DOLCE : 032-772-7361

5 대한민국 실버 미술대전
Korea Silver Arts Exhibition 

만 65세 이상의 아마추어 미술가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으로 

다양한 미술 활동을 하는 실버 세대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아마추어 실기 대회이다. 매년 9~10월 사이에 열린다. 

This exhibition is held between Sept. and Oct. each year for 
senior citizens who are amateur artists. Those aged 64 and 
older come from across the country to attend and compete by 
putting their drawing skills to the test.

 032- 880-4297

6 미추홀 단오 한마당
Michuhol Dano Traditional Festival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를 맞이하여 무형문화재 공연, 민

속 경연대회, 전통문화체험 등의 민속 향연을 통해 액(厄)을 씻

어내고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살리는 

전통문화 나눔의 장.

Dano heralds the summer season and is celebrated to cast 
away ill fates. Stages are folklore events such as performances 
by master craftsmen, holding folklore contests and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s. Traditional customs, which have been 
long cherished, are preserved at this festival.

 032- 880-7969

3 전통성년례
Traditional Coming-of-Age Ritual  

남구가 주최하고 인천 향교 재단의 주관으로 열리는 전통성

년례는 만 20세로 성년을 맞이한 이들에게 성인됨을 축하하

며 전통 예법에 따라 성년을 기리며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Sponsored by Nam-gu and organized by Incheon Hyanggyo 
Foundation, this ritual is celebrated by holding various 
performances for those who have come of age, following the 
traditional customs as they have been passed down.  

 032-880-7969

4 미용경연대회 & 미추헤어
쇼

Hair & Beauty Contest and the Michuhol Hair Show 
문화창조도시 기반조성과 뷰티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로 

미용경진대회, 미용헤어 작품전시, 전문모델과의 사진촬영 

등의 전시와 공연, 무료 네일, 헤어커트, 메이크업 시연 등 다

양한 체험과 참여 이벤트가 열린다.

In an effort to build up the infrastructure for a culture-oriented 
city and to foster its hair and beauty industry, this event has 
been organized to include hair and beauty contests, hair 
showcases, photo events with fashion models, free manicures, 
and makeup demonstrations. 

 남구 위생안전과 : 032- 880-7436
        Public Hygiene & Safety Division of Nam-gu Office. 

남구의 문화 행사Theme 04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인천 남구를 인터넷으로 만난다

디지털인천남구 문화대전
The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Nam-gu, Incheon

http://incheonnamgu.grandculture.net

모바일 향토문화대전
The Folk Culture Encyclopedia on Mobile 

http://m.grandculture.net

콘텐츠 정보 

인천 남구의 소멸되어가는 향토문화자료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역사와  

문화유산, 정치·경제·사회의 변화 발전상 등에 관한 모든 문화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한 지역 향토문화 백과사전으로서 인터넷을 통

하여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총 9개 분야 / 

1,700여 항목에 대하여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함께 인천 남구의 다양한 모

습을 생동감 있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The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Nam-gu, Incheon is an encyclopedia of local culture 
that is systematically complied data regarding the historic and cultural heritage, an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s of Nam-gu, all while preserving its gradually 
disappearing folk culture. You can access this data online and enjoy a variety of images that 
show the past and present of Nam-gu, along with approximately 1,700 electronically stored 
multimedia materials on 9 topics.  

D4 작은극장 돌체  | Theatre Dolce 

인천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교육관으

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의 전통작품  

전시·공연과 다양한 전통체험으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2014년 초 준공)

The training center is slated to be constructed 
in the early part of 2014, in order to preserve 
the skills and techniques that have been passed on to the craftsmen and artisans of 
Incheon. The center publicly displays their traditional masterpieces and performances for 
citizens to see and experience.

 남구 매소홀로 599 (문학동) / 599, Maesohol-ro, Nam-gu (Munhak-dong)

1983년 마임아티스트 최규호와 연극인 

박상숙 부부가 설립한 돌체는 국제 교류 

무대, 클라운 마임 체험 워크숍, 시민 참여 

프로젝트, 클라운 마임 아카데미, 대관 공

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In 1983, Choe Gyu-ho, a mime artist, and his 
wife, Park Sang-suk, a theater actress, launched Theatre Dolce. The theater holds a wide 
range of events, including international mime festivals, workshops, and academies for 
clown mimes and participatory projects for citizens.

 남구 매소홀로 573 (문학동) / 573, Maesohol-ro, Nam-gu (Munhak-dong)  

 www.clownmime.co.kr     032- 772-7361  

D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 

대지면적 약 40만㎡, 연면적 25만㎡로 2002한일월드컵의 성지로 잘 알려졌다.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인공암벽과 청소년문화센터, 어린이박물관, 문학자전

거교실 등을 운영해 시민 여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This stadium, which is known as the sanctuary for the 2002 FIFA World Cup, is 400,000 
m2 in total area and had a total floor space of 250,000m2. It now features an indoor 
climbing wall and along with a Youth Culture Center, Children’s Museum, and Munhak 
Bike Classroom.

 남구 매소홀로 618 (문학동) / 618, Maesohol-ro, Nam-gu (Munhak-dong) 

D5 인천문학종합경기장  | Incheon Munhak Stadium 

문학산과 연결되는 연경산 내에 조성된 문학레포츠 공원은 맑은 공기 속에서 

체육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생태 공간이다. 간단한 레포츠 경기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This park, which was created along with the ridge of Munhaksan Mountain on 
Yeongyeongsan Mountain, is an eco-friendly place where people can have a fun and 
relaxing time.

 남구 매소홀로 553 (문학동) / 553, Maesohol-ro, Nam-gu (Munhak-dong)

C5 문학레포츠공원  | Munhak Leports Park 

1976년에 현충탑의 보수로 조경·편의 시설을 설치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공원으로 

조성됐다. 수봉산 정상부에 현충탑을 건립했으며 인공폭포 옆의 수봉도서관에는 

소극장, 미술관, 작은 옥상 정원이 마련돼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으로 이용된다.
After the memorial monument was repaired in 1976, this park was created by erecting 
facilities and landscaping around it. Now the monument stands at the peak of Subongsan 
Mountain. The Subong Public Library, which is next to the artificial waterfall, has a small 
theater, a gallery, and a little rooftop garden that is open to residents. 

 남구 수봉로68번길 9 (숭의동) /  9, Subong-ro 68beon-gil, Nam-gu (Sungui-dong)

수봉공원에 자리한 인공폭포는 높이 37m, 폭 122m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상하 두 

개로 이루어진 폭포 앞에는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폭포 사이에는 두세 명이 걸을 수 

있는 회랑이 있는데 폭포와 공원의 경관을 관망하기 좋다.
This waterfall, which is 37m high and 122m wide, is the largest in Korea. It is located in 
Subong Park, and various performances are held in the front of two falls—one at the top 
and the other at the bottom. Between the two falls, there is a hallway, which is wide enough 
for people to walk along, that provides a good view of the waterfall and the park. 

 남구 수봉로68번길 9 (숭의동) / 9, Subong-ro 68beon-gil, Nam-gu (Sungui-dong)

C3 수봉근린공원  | Subong Neighborhood Park    

C2 수봉인공폭포  | Subong Artificial Waterfall  

어린이가 스스로 사고하고 오감을 사용해 느끼고 생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험식(Hands-on) 박물관이다. 지구촌 문화 탐구·교구 놀이 전시장, 전통 탈·

도자기 채색하기, 곤충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This museum is operated in a hands-on way, to help children think for themselves by using 
all five of their senses. It offers them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programs such as playing 
in replicas of houses from around the world, painting traditional masks and pottery, and 
making clay models of insects. 

 남구 매소홀로 618 (문학동) 문학경기장 내 / 618, Maesohol-ro, Nam-gu (Munhak-dong), 

inside of Munhak Stadium  
 www.enjoymuseum.org     032-432-5600

불교의 음악과 무용, 의식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보존·전시

하는 전문 박물관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범패(불교 의식음악)소리·무용 

배우기, 법사물을 연주할 수도 있으며 상설 공연도 개최된다.

This museum aims to systematically preserve and exhibit data regarding Buddhist music, 
dance, and rituals that have been gathered and studi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 
are hands-on programs, which include learning how to play musical instruments used in 
Buddhist rituals, and regular performances.

 남구 경인로70번길 11-13(숭의동) / 11-13, Gyeongin-ro 70beon-gil, Nam-gu (Sungui-dong)

 http://www. nunghwa.org      032-886-0029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관)

    Admission: From 10 a.m. ~ 5 p.m. (Closed on Mondays)

1976년 개관하여 국내외의 자료 조사와 연구, 유물수집, 역사, 문화, 민속과  

인류학 분야를 수장, 전시하고 있다. 매년 인하 대학교 박물관 학술회의를 개최하

고 대곡동 지석묘, 교동읍성, 인천의 무속 문화 등 별도의 학술 총서를 간행해 연

구자와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Opened in 1976, this museum has collected and exhibited a wide range of data on relics, 
history, culture, folklore, and anthropology from Korea and abroad. Inha University Museum 
holds an academic conference annually and the results are published in a journal on 
traditional shamanism in some parts of Incheon.

 남구 인하로 100(용현동) / 100, Inha-ro, Nam-gu (Yonghyeon-dong)

 www.inhamuseum.kr    032-860-8260   

D5 인천어린이박물관  | Incheon Children's Museum

B2 범패박물관  | Beompae Museum

C4 인하대학교 박물관  | Inha University Museum

시각 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은 1910년대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재직하며 한글 점자를 창안했다. 평생을 시각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앞장선 선생의 

삶과 업적을 유품과 자료 등이 전시된 기념관에서 만날 수 있다.

Songam, who is thought of as a mentor for blind Koreans, created the Korean Braille system 
and taught the blind how to read Braille in the 1910s. He spent all of his life promoting their 
rights and interests. The hall exhibits the achievements that he accomplished for the blind.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9번지 (학익동)
    105-19, Hannaru-ro 357beon-gil, Nam-gu (Hagik-dong) 

 http://ibusongam.or.kr/index.php     032-876-3500

송암문화재단이 인천광역시에 기증한 송암 미술관은 본관동과 관리동, 석조물을 

전시한 야외 휴식 공간을 갖추고 고서화, 불상, 불기류, 목가구, 공예품, 목판 등 

9,385점을 소장하고 있다.

The Songam Gallery, which was donated to Incheon Metropolitan City by the Songam 
Foundation, has a main building, offices, and an outdoor space for stone sculptures. The 
gallery’s personal collection consists of 9,385 works including antique books, statues of 
Buddha, wooden furniture, and artistic handicrafts. 

 남구 비류대로55번길 68 (학익동) / 68, Biryu-daero 55beon-gil, Nam-gu (Hagik-dong)  

 http://songam.incheon.go.kr      032-440-6770  

성서수집·연구에 평생을 바친 한경수 목사가 세계 각국에서 모은 1만여 점의 

성서와 미국의 성서연구가 데이비스 웨이커필드 박사가 기증한 8천여 점의 성경을 

소장했다. 성서 전시 외에도 국제 성서 연구소, 역사 문화 탐방, 스터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The museum has a collection of some 10,000 Bibles that were donated by the Pastor 
Han Kyeong-su, who spent his life gathering and studying biblical works, and the U.S. 
scripturalist Dr. Davis Wakerfield, who donated some 8,000 Bibles. In addition to biblical 
exhibitions, there are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visits to the International Bible 
Institute and historical and cultural survey trips. 

 남구 경인로349번길 16 (주안동) 주안감리교회 내 교육관

        16, Gyeongin-ro 349beon-gil (Juan-dong), Training Center in the Juan Methodist Church 

 http://biblemuseum.or.kr    032-874-0385  

B4 송암박두성기념관  | 

A5 송암미술관  | Songam Gallery

D3 국제성서박물관  | Bible Museum

기념관 및 박물관

레저 및 휴식 공간남구 문화 예술 공간남구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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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01

지하도상가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1 신세계백화점
Shinsegae Department Store 

연남로 35 (관교동)
35, Yeonnam-ro (Gwangyo-dong)

1588-1234 E4

2 홈플러스 인하점
Homeplus Inha Branch

소성로 6 (용현동)
6, Soseong-ro (Yonghyeon-dong)

763-2080 B4

3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Homeplus Incheon Sungui Branch

석정로 51 (숭의동)
51, Seokjeong-ro (Sungui-dong)

719-2000 A2

백화점 및 대형마트 Department Stores and Malls

조선시대 국립 교육기관으로 공자와 성현에 대한 제사, 지방민에 대한 교육과 

교화 기능을 담당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철폐 되었다가 해방 직후 복원되어 현재 

매년 두 차례 석전대제(釋奠大祭)를 봉행하고 있다.

The Confucian School served as an educational institute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was 
the site of holy rites, which were dedicated to ancestors and Confucius, and was where 
students were taugh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school was ordered to be shut 
down, and it was restored shortly after Korea gained its independence from Japan. It now 
holds ceremonies twice a year. 

 남구 매소홀로 589 (문학동) / 589, Maesohol-ro, Nam-gu (Munhak-dong)   032- 876-7041

조선시대 인천 지역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으로 객사와 동헌 일부만이 문학초등학

교 교정에 남아있다(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현재의 위치에 재현한 건물들은 

<화도진도(花島鎭圖)>를 근거로 객사, 동헌, 공수 등 7동을 복원한 것으로 전통문

화체험 등의 다양한 시민 행사가 연중 열리고 있다.

This building was once a government office for local administrative services in Incheon 
during the Joseon Dynasty. Some of its offices and accommodations remain on the 
playground of Munhak Elementary School (designated as Incheon Metropolitan 
City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 Seven buildings, including the main office and 
accommodations, and the forest have been restored based on Hwado jindo (Map of Nam-
gu), where many civil events are annually held. 

 남구 매소홀로 553 (문학동) / 553, Maesohol-ro, Nam-gu (Munhak-dong) 

 www.dohobu.org     032- 422-3492 

재현물 RestoRed Assets

D2 영화공간주안  | Cinespace Juan C2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CAMF)  | 

방송, 영화, 디자인, 만화 등 청소년 스스

로가 주체가 되어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을 체험 및 제작할 수 있다. 영상 미디어 교

육, 캠코더 무상 대여, 편집실 이용 등을 제

공한다.

Here youth can participate in media-related 
programs and try their hands at producing TV shows, movies, arts design, and cartoons. 
They are given an opportunity to learn how to produce the programs, and use camcorders 
and editing equipment free of charge.

 남구 주안로 82(주안동) 주안역하차 12번 출구
         82, Juan-ro, Nam-gu (Juan-dong), No.12 Exit of Juan Station.

 www.camf.or.kr    032- 880-4897

황해도 은율군 은율읍에서 전승되던 가면 

극으로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남구 수봉공원 내에 전

수회관을 두고 있다. 

The Eunyul mask dances have been passed 
on from Eunyul-eup, Eunyul-gun, Hwanghae-
do (a province located in North Korea). These 
dances were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6 in 1978 and now 
there is a training center for this type of mask dancing, within Subong Park. 

 남구 수봉안길 78 (숭의동) / 78, Subongan-gil, Nam-gu (Sungui-dong)

 www.unyul.or.kr    032- 875-9953 

각종 미디어,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  

공간과 스튜디오, 150석의 상영관을 비

롯해 장비 대여, 다양한 제작 지원을 하

고 있다.

This center has a theater that can seat 150 
people. It provides a place to train those who 
want to produce media-related programs. It 
supports them by renting broadcasting equipment.

 남구 석바위로 68(주안동) 주안필프라자 7층 
      68, Seokbawi-ro, Nam-gu (Juan-dong), the 7th floor of Juan Phil Plaza

  www.juancamf.or.kr    032- 872-2622   

C2 은율탈춤 전수회관  | D3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1982년 6월 25일 개관한 인천문화회관

은 160석 규모의 소극장과 264m2 규모의  

전시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극, 무용,  

전시회 등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

사가 열리며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신청을 해주고 있다.

Opened on June 25, 1982, the Incheon Culture & Art Center has a small theater of around 
160 seats and an exhibition room that is 264 m2. It aims to promote local culture and arts, 
and may be rented out by citizens at a reasonable cost.

 남구 수봉안길 78 (숭의동) / 78, Subongan-gil, Nam-gu (Sungui-dong)   
 http://artin.or.kr/artin_new.htm    032- 873-5174

문학경기장 내에 있는 공연전용공간으로 

연극·뮤지컬·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

사가 열린다.

This theater, which is the only performance 
space within Munhak Stadium, provides 
cultural events such as plays, musicals, and 
concerts.

 남구 매소홀로 618 (문학동) 문학경기장 내

    618, Maesohol-ro, Nam-gu (Munhak-dong), inside of Munhak Stadium 
 http://munhaktheater.com   032- 433-3777 
 이용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월요일 휴무) 

        Performance hours: From 9 a.m. to 6 p.m. (closed on Mondays)

C2 인천문화회관  |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D4  문학시어터  | Munhak Theater

지역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한 문

화 활동 공간과 구민들이 문화 예술을 매

개로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This center provides local artists with a space 
for performing creative activities, and offers 
residents a variety of programs to promote 
how to lead healthier lifestyles through artistic experiences.

 남구 주안로 82(주안동) 청소년미디어센터 4층

    82, Juan-ro, Nam-gu (Juan-dong), the 4th floor of Youth Media Center

 www.haksanculture.or.kr   032- 866-3993

인천 유일의 연극전용공간으로 크기와 높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무대를 채용해 좌석

을 이동하거나 마당놀이 공간으로 변형된

다. 첨단 시설과 대형 스크린을 갖춰 양질

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This is a space in Incheon dedicated to theatric 
performances. Its stage can be adjusted in size 
and height with its seats in motion, transforming it into Madangnori, a traditional outdoor 
performance. Hi-tech facilities and large screens are installed for quality performances.

 남구 인하로 126 (용현동)  용현1·4동주민자치센터 4층 
    126, Inha-ro, Nam-gu (Yonghyeon-dong), the 4th fl. of Yonghyeon 1•4-dong Community Center  

 www.haksanculture.or.kr/theatre/haksantheater.php    032- 866-3927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남구가 처음으로  

설립한 예술영화관이다. 100~140석  

규모의 상영 전용관과 다목적 ‘컬쳐팩 

토리’ 1개관을 갖추고 수준 높은 예술 영

화, 추억의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

르의 영화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Nam-gu is the first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have established a theater for art. It can 
house audiences of 100-140 people and has launched a multi-purpose “Culture Factory” to 
screen high-quality movies, old movies, and animations.

 남구 미추홀대로 716(주안동) 주안메인프라자 7층
         716, Michuhol-daero, Nam-gu (Juan-dong), the 7th floor of Juan Main Plaza 

 www.cinespacejuan.com   032- 427-6777

D2 학산문화원  | Haksan Culture Center C3 학산소극장  | Haksan Small Theater  

D3 석바위 특색음식거리
  Seokbawi Special Food Street 

주안 석바위 특색음식거리는 구)카페골목으로서 칼

국수, 비빔밥, 보쌈, 삼계탕 등 다양한 음식을 값싸

게 맛 볼 수 있고, 저녁에는 2030거리와도 가까워 낭

만적인 휴식공간으로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The Street once called Café Alley gives you a chance to 
experience a variety of tastes such as kalgugsu, bibimbap, bossam 
and samgyetang at a reasonable low price, and is so located near 2030 Street that you can 
enjoy a romantic midnight.    

학산둘레길은 전통시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문학

산의 기존 등산로를 재조명하여 남구 역사 바로알기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탐방로이다. 

The Haksan Trail is a route that has been ecologically developed to highlight the 
existing trails on Mt. Munhak. It is where the historic and cultural aspects of Incheon 
can be traced.

Tip

건강도 챙기고 

조망도 즐기는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 검색 가능

남구의 맛집 쇼핑 공간

06

D3 학익법조타운 먹거리촌
       Hagik Beopjo Town Food Street 
일식, 순대국, 비빔밥, 추어탕, 참치, 빈대떡,  

아구탕, 칼국수…. 법조타운 먹거리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가족행사를 하거나 

손님을 대접할 곳부터 가볍게 한끼 때울 만한 

곳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점이 즐비하다. 

At Food Street, you can experience a variety of tastes, 
from Japanese food to traditional Korean (Japanese foods, 

tuna, bibimbap, sundaeguk, chueotang, agutang, bindaetteok 
and, kalguksu). It is a great place for the family to enjoy eating out or for 
entertaining guests with all sorts of delic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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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용현물텀벙이거리
Yonghyeon Multeombeong Street  

콧등에 송송 땀이 맺히도록 매콤한 맛이  

그리울 때,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를 찾으면 후

회는 없다. 물텀벙이와 함께 시뻘겋게 버무려진 

콩나물이며 미더덕이며 갖가지 야채와  

해물도 푸짐해 골라먹다 보면 어느새 배가 부르다. 

The Multeombeong (Anglerfish) Street gives you a unique 
experience of hot spice. Traditional recipes feature fresh 
Anglerfish with seasoned bean sprouts, sea squirts, vegetables 
and seafood.  

04

B2 숭의 목공예마을
Sungui Woodcraft Village  

숭의동 124번지 일대는 30여 개의 목공예점과 

목공소가 밀집된 곳으로 30년 이상 경력을 지

닌 숙련공과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조성

사업으로 꾸며지고 있는 목공예 마을이다. 

Located along Sungui-dong 124, this Village has 
about 30 woodcraft workshops and carpenter’s 

shops, where craftsmen with as many as 30 years of 
experience all work together.

02

B3 인하대 문화거리
Inha University Culture Street 

인하대학교 후문 거리를 중심으로 길거리공연, 

프리마켓 조성, 실용음악 공개강좌 등이 열리는 

문화예술공간의 거리이다. 

This Street is located at the back gate of Inha University. It is 
the site of such cultural events as street performances, flea 
markets and public lectures on practical music. 

B2 우각로 문화마을 
Ugak-ro Culture Village 

숭의동 109번지 일대를 인천의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창조적 문화 학습마을로 조성

하였다. 도예공방, 게스트하우스 등 사회적 기

업 운영과 도서관 운영,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

영한다.

This Village is located along Sungui-dong 109, 
and offers resident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cultural programs run by the artists of Incheon. Pottery workshop, 
guesthouses and a library are among its features.

01

03

D4 인천도호부청사 | Incheon Dohobu Building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 Incheon Metropolitan City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

문화재 CultuRAl Assets   

문학산 정상부분에 있는 돌로만든 산성

으로 ‘미추홀 고성’, ‘남산성’으로 불린다. 

『동사강목』과 『여지도서』에 의하면 문학

산은 백제 미추왕의 도읍지로 돌로 만든 

산성의 터가 있고, 성안에 비류정이라는 

우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This fortress was made of stones that were 
carried down from the peak of Munhaksan Mountain, and is sometimes called “Michuhol 
Castle” or “Namsanseong Fortress.” According to Dongsa gangmok (Annotated Account 
of Korean History), and Yeoji doseo (Detailed Survey of Korean Geography), Munhaksan 
Mountain, which served as the capital of the Baekje Kingdom under King Michu, had a 
vacant site for the fortress and inside there was purportedly a well called Biryujeong.

 남구 문학동 산 27-1 / San 27-1, Munhak-dong, Nam-gu   032- 880-7969

C5 문학산성  | Munhaksanseong Fortress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호 | Incheon Metropolitan City Monument No.1

C4 주안동·문학동고인돌  |
청동기 시대 대표적 유적으로 주안동 고

인돌은 용일사거리 부근, 문학동 고인돌

은 문학산 서북쪽의 도천현 남쪽에서 발

견되어 수봉공원에 옮겨졌다가 2005년 

미추홀근린공원으로 이전해왔다.

The dolmens are some of the most typical 
relics from the Bronze Age. The Juandong 
Dolmen, which is located at Yongil Four-
way Intersection, and the Munhakdong Dolmen, which is located in the south of 
Docheonhyeon, was first moved to Subong Park. Then, in 2005, they were transferred to the 
Michuhol Neighborhood Park.

 남구 학익소로13번길 46(학익동) / 46, Hagikso-ro 13beon-gil (Hagik-dong)  
 032- 880-7969

A3 용정근린공원  | Yongjeong Neighborhood Park   

용현5동 주민자치센터 인근의 공원은  

1만7천㎡ 부지에 인공폭포와 광장 및 

녹지대와 각종 운동기구와 우리꽃동산, 

산책로 및 휴게 시설을 갖춰 인근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과 자연

학습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This park, which is near Yonghyeon 5-dong Community Center, has an area of 17,000 
m2. It has places for relaxation, an artificial waterfall, a square and green space, 
exercise equipment, and walking trails. All of which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an 
ecological atmosphere.

 남구 낙섬동로 68-26 (용현동) / 68-26, Nakseomdong-ro, Nam-gu (Yonghyeon-dong)

C4 미추홀근린공원  | Michuhol Neighborhood Park  

남구 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위치한 공원은 굴곡 

없는 평지로 만들어진 산책로에 탄성 포장을 

해 어린이나 어르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과 생태연못, 놀이터, 운동장 

등을 갖춰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This park, which is located near the Nam-gu 
Senior Welfare Center, is accessible to children and senior citizens because it has a flat floor 
with an elastic surface. The gym facilities, ecological ponds, and recreational places in the 
park provide visitors with pastime and refreshment.

 남구 학익소로13번길 46 (학익동) / 46, Hagikso-ro 13beon-gil, Nam-gu (Hagik-dong) 

Incheon Nam-gu, Welfare and Creative City 
You can also find out more about Nam-gu online.

E2-E3 중앙근린공원  | Jungang Neighborhood Park 

남구 관교동과 남동구 간석동, 구월동에 걸쳐 

조성된 공원은 4㎞에 거리에 100여 m의 

폭으로 이어진다. 아홉 개의 테마로 조성되어 

어린이 놀이터, 교통교육, 산책로, 공연장, 광장, 

놀이터,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This park, which spreads from Gwangyo-dong 
and Ganseok-dong to Guwol-dong, is 4km in 
length and about 100m in width. It features 9 facilities, including a children’s playground, a 
traffic training zone, walking trails, a performance stage, and an inline skate ring.  

  남구 예술로 85 (관교동) / 85, Yesul-ro, Nam-gu (Gwangyo-dong)

D3 석바위근린공원  | Seokbawi Neighborhood Park 

남구 주안4동 일원에 위치한 구릉 형태의 

공원은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

장, 게이트볼장, 주안도서관 등의 체육·

편의시설을 갖췄다. 또한, 도서관과 공원 

주체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This park, which looks like a hill, is located at Juan 4(sa)-dong and includes walking 
trails, a playground, badminton and gate ball courts, and the Juan Public Library. A 
variety of events are also held here to encourage citizen participation.

 남구 구월남로 27 (주안동) / 27, Guwolnam-ro, Nam-gu (Jua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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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특색거리D4 인천향교 | Incheonhyanggyo Confucian School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1호 | Incheon Metropolitan City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1

Cultural Events of Nam-gu ShoppingNam-gu Famous Restaurants

Haksan Dulle-gil Trail provides great 
health benefits and a good view 

Period: Apr. - Jun. and Sept. - Oct. each year    
Venue: Badminton Court at Yeongyeongsan Mountain     Participants: Everyone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Culture & Arts Div. (Folklore Team)  ☎ 880-7969

Nam-gu Special Street

문학레포츠공원
Munhak Leports Park

Site for Haksan Seowon  
(Gathering to study Confucian teachings)

Gabotbawi Rock 

Sulbawi Rock
Samhohyeon Pass

Munhaksanseong Fortress
Gilmansan Observatory

갑옷바위

술바위

문학산성

고마리길

길마산 전망대

산신우물

Gomari-gil Road
Sansin Well

Munhak Stadium
인천도호부청사 (재현물)

인천도호부청사 (문학초교 내, 문화재)

문학경기장

인천향교

삼호현

학산서원 터

Incheon Dohobu Building 
(Reproduction)

Incheonhyanggyo 
Confucian School

Incheon Dohobu Building  
(Cultural heritage inside the Munhak Elementary School)

7 남구 평생학습 박람회
Nam-gu Lifelong Learning Expo

배우고 생각하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도시 인천 남구가 

마련하는 행사로 관내 평생교육관, 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등이 주민과 하나되어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느끼는 뜻 깊은 자리이다.

This event, which is sponsored by Nam-gu, offers an opportunity 
to learn and enjoy lifelong education by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via resident participation. It is supported by the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s of Nam-gu.

 032-880-4754

8 건축백일장
Architectural Modeling Contest

인천 도시 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

하기 위하여 유치원·초·중학생 대상 가족단위팀을 구성하

여 창의력 및 상상력을 발휘하여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가족의 화합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In order to enhance the vision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in 
Incheon and to inspire local citizens to share in it, this contest 
aims to contribute to architectural development and family 
harmony by having family members of preschoolers an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make creative and 
imaginative architectural models. 

 032-880-4452

항목수 : 1,720항목(원고 12,256매)

멀티미디어자료 : 총 3,572항목

● 사진 3,222장 
● 가상현실 300종  

● 동영상 30종

● 도면 10종
● 테마뷰 10종

Juandong • Munhakdong 
Dolmen

병자호란에 참전한 의병장 이윤생(1604년~1737)의 전사소식에 부인 강씨는 

바다에 빠져 순절한다. 철종 12년(1861) 이윤생의 충절과 부인의 정절을 기리

는 비각을 세웠다.

During the Manchu War of 1636, Yi Yun-saeng (1604-1737), a leader of the Righteous Armies, 
died while fighting off a Japanese invasion. Upon his death, his wife, known as Mrs. Kang, died 
by drowning herself in the river. In honor of the leader and his wife, a monument shrine was 
erected during the reign of King Cheoljong (in 1861).

 남구 독배로404번길 34(용현동) / 34, Dokbae-ro 404beon-gil (Yonghyeon-dong)    
 032- 880-7969

B3 이윤생·강씨 정려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호 | Incheon Metropolitan City Monument No.4

Monument for Yi Yun-saeng 
and  His Wife

대한민국 국토 높이의 측정 기준이 되는 수준원점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 차

이를 산정하여 육지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로 1963년 현재의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정에 표고(標高) 26.6871m의 수준원점을 이전 설치하였다. 

The Orthogonal Benchmark, the standard for measuring the height of Korean land, stands 
on the campus of Inha Technical College. Installed in 1963 at a height of 26.6871m, the 
benchmark indicates the sea level of Incheon Bay.

 남구 인하로100(학익동) 인하공업전문대학구내    032- 880-7969 
     100, Inha-ro (Hagik-dong) on the campus of Inha Technical College

B4 대한민국 수준원점  | 
등록문화재 제247호 | Registered cultural assets No. 247

The ROK’s Orthogonal 
Benchmark  

칠성도는 북두칠성과 여러 별들을 불교화한 도교와 불교의 결합을 보여주는 불화. 

This Buddhist painting depicts the Big Dipper and other stars that became important in 
Taoism due to the influence of Buddhism. 

  남구 경인로 252번안길 41-46(도화동)     032- 868-7711 
      41-46, Gyeongin -ro 252beonan-gil (Dohwa-dong)  

C3 백련정사 칠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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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seongdo (Buddhist painting) in 
Baengnyeonjeongsa Temple 

Incheon Training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unyul Training Center for 
Mask Dancing  

Incheon Youth Media 
Cultural Center (CAMF)  

Juan Media Center (CAMF, 
Communicate! Act! & Make Future)

Park Doo-sung Memorial 
Hall

학산둘레길 탐방 

Haksan Dulle-gil Road Hiking  

기   간 : 매년 4~6월, 9~10월 
장   소 : 연경산 베드민턴장 앞 집결

대   상 : 누구나

문의 및 접수 : 남구청 문화예술과 (민속문화팀) ☎ 880-7969

Number of stores 

Number of stores 

 RestaurantsCultural Events 

The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Nam-gu, Incheon

전통시장 Traditional Markets

1 숭의평화시장
Sungui Pyeonghwa Market

석정로76번길 5 (숭의동)
5, Seokjeong-ro 76beon-gil (Sungui-dong)

71 B2

2 용남시장
Yongnam Market 

한나루로501번길 21 (용현동)
21, Hannaru-ro 501beon-gil (Yonghyeon-dong)

85 C3

3 용현시장
Yonghyeon Market

용삼길 49 (용현동)
49, Yongsam-gil (Yonghyeon-dong)

274 B3

4 학익시장
Hagik Market

한나루로 400 (학익동)
400, Hannaru-ro (Hagik-dong)

55 C4

5 제일시장
Jeil Market

제일로 21-4 (도화동)
21-4, Jeil-ro (Dohwa-dong)

72 C3

6 석바위시장
Seokbawi Market

경원대로852번길 15 (주안동)
15, Gyeongwon-daero 852beon-gil (Juan-dong)

253 D3

7 남부종합시장
Nambu Market

인하로 274-30 (주안동)
274-30, Inha-ro (Juan-dong)

147 C4

8 신기시장
Singi Market

인하로272번길 25 (주안동)
25, Inha-ro 272beon-gil (Juan-dong)

120 C4

9 토지금고시장
Toji Geumgo Market   

낙섬중로38번길 5 (용현동)
5, Nakseomjung-ro 38beon-gil 

(Yonghyeon-dong)

146 A3

1
주안역지하상가

Underground Shopping Center of 
Juan Station

주안로 지하 86 (주안동)
86, Juan-ro Underground area (Juan-dong)

497 C2

2 주안시민지하상가
Juan Underground Shopping Center 

경인로 지하 343 (주안동)
343, Gyeongin-ro Underground area 

(Juan-dong)

250 C3

3 제물포지하상가
Juan Underground Shopping Center 

경인로 129 (숭의동)
129, Gyeongin-ro (Sungui-dong)

264 B2

4
석바위지하상가

Seokbawi Underground Shopping 
Center

경원대로 지하 848 (주안동)
848, Gyeongwon-daero Underground 

area (Juan-dong)

312 D3

1 하리에
Harie 

연남로 35
35, Yeonnam-ro

관
교
동Gwangyo-dong

430-1247 회정식
Set Menu with Sliced Raw Fish

2 오리회관
Ori Hoegwan

인하로406번길 7 
7, Inha-ro 406beon-gil 428-5292 옻오리

Boiled Duck with Rice and Sumac

3 용인정 
Yonginjeong

경인로305번길 5 
5, Gyeongin-ro 305beon-gil 

도
화
동

D
ohw

a-dong

866-9045 생태전골
Pollack Hot Pot

4 우전옥
Ujeonok

석바위로33번길 5 
5, Seokbawi-ro 33beon-gil 862-7061 간장게장

Soy Sauce Marinated Crab

5 봉이김선달뼈감자탕
Bong-i Kim Seondal Ppyeo gamja-tang

송림로201번길 46
46, Songnim-ro 201beon-gil 772-3232

황태정식
Set Menu with Seasoned Grilled 

Dried Pollack

6 신포횟집
Sinpo Hoetjip

제일로 31 
31, Jeil-ro 867-4286 모듬초밥, 롤스시

Assorted Sushi,  Roll Sushi

7 명동보리밥
Myeongdong Boribap

한나루로 608
608, Hannaru-ro 866-7006

삼합보쌈
Fermented Skate and Steamed 
Pork Slices Served with Kimchi

8 원조석산민물고기
Wonjo Seoksan Minmul Gogi

매소홀로546번길 8 
8, Maesohol-ro 546beon-gil 문

학
동

M
unhak-dong

435-1550 민물파장어쌈
Eel and Green Onion Rolls

9 권가네전주비빔밥
GwonGane Jeonju Bibimbap

문학길 9-37
 9-37, Munhak-gil 431-2973 비빔밥

Bibimbap

10 가마솥손두부
Gamasot Sondubu

소성로326번길4
4, Soseong-ro 326beon-gil 426-7270 두부보쌈

Napa Wraps  with Pork with Tofu

11 문학궁
Munhakgung

소성로 381
381, Soseong-ro 421-5000 소갈비

Grilled Beef Ribs

12 숭의가든
Sungui Garden

경인로88번길 10
10, Gyeongin-ro 88beon-gil 

숭
의
동

Sungui-dong

884-2266 소갈비
Grilled Beef Ribs

13 화진원
Hwajinwon

석정로10번길 72
72, Seokjeong-ro 10beon-gil 883-9964 백반

Korean Set Menu

14 인하찹쌀순대
 Inha Chapssal Sundae

수봉로 95
95, Subong-ro 867-6880 찹쌀순대국

Korean Sausage with Sweet Rice Soup

15 수봉농원
Subong Nongwon

수봉안길 62 
62, Subongan-gil 868-0059

한방오리백숙
Boiled Duck with Rice and 

Medicinal Herbs

16 만리성
Manliseong

아암대로  5
5, Aam-daero 885-9453 자장면

Noodles with Black Soybean Sauce

17 함흥관
Hamheunggwan

인중로 1
1, Injung-ro 889-4004 전복갈비찜

Braised Beef Ribs and Abalones

18 부영선지국
Buyeong Seonjiguk

장천로14번길 20 
20, Jangcheon-ro 14beon-gil 884-5981

소머리수육,선지국
Boiled Ox Head Slices, 

Ox Blood Rice Soup

19 남원골추어탕
Namwongol Chueotang

장천로 25 
25, Jangcheon-ro 888-6500 추어탕

Loach Soup

20 새우물식당
Saeumul Restaurant

미추로19번길 14
14, Michu-ro 19beon-gil 886-5239 해장국, 갈비탕

Hangover Soup, Beef Rib Soup

21 송도골곱창구이
Songdogol Gopchanggui

능해길60번길 11
11, Neunghae-gil 60beon-gil 용

현
동

Yonghyeon-dong

885-7076 곱창구이
Grilled Beef Tripe

22 옥류관
Ongnyugwan

매소홀로 55
55, Maesohol-ro

888-6400 삼겹살, 육개장
Grilled Pork Belly,  Spicy Beef Soup 

23 푸른농원
Pureun Nongwon(Farm) 

인주대로 143 
143, Inju-daero 885-0050

한방누룽지백숙
Boiled Chicken with Scorched Rice 

and Medicinal Herbs 

24 백령도횟집
Baengnyeongdo Hoetjib

낙섬서로10번길 14
14, Naksomseo-ro 10beon-gil 888-5282  물회, 광어, 활어회

Cold Raw Fish Soup, Flatfish, Sliced Raw Fish

25 송도갈매기
Songdo Galmaegi

구월로 23 
23, Guwol-ro 

주
안
동

Juan-dong

426-0028 불고기
Bulgogi

26 진시황족발
Jinsihwang Jokbal

길파로 23 
23, Gilpa-ro 874-5528 족발

Steamed Pigs' Feet

27 지송아구탕
Jisong Agutang

미추홀대로 539
539, Michuhol-daero 862-6900 아귀찜

Braised Spicy Monkfish

28 삼보해물가
Sambo Haemulga

미추홀대로 661 
661, Michuhol-daero 439-7900 해물탕

Spicy Seafood Stew

29 허벌난횟집
Heobeollan Raw Fish Restaurant

미추홀대로 701
701, Michuhol-daero 872-8858

허벌난보양어죽
Heobeollan Deluxe Fish Rice 

Porridge

30 송원
Songwon

미추홀대로719번길 28 
28, Michuhol-daero 719beon-gil 872-2000 오리진흙구이

Clay Baked Duck

31 영갈비
Yeong Galbi

석바위로74번길 5-1
5-1, Seokbawi-ro 74beon-gil 431-2214 청국장

Rich Soybean Paste

32 황금오리
Hwanggeum Ori

석정로 428 
428, Seokjeong-ro 861-2010 오리백숙

Boiled Duck with Rice

33 닭이봉춘천닭갈비
Dagibong Chuncheon Dakgalbi

인하로 289 
289, Inha-ro 425-5707 치즈닭갈비

Spicy Chicken with Cheese

34 어가
Eoga

주안서로 16
 16, Juanseo-ro 875-1300 생선회 정식

Set Menu with Sliced Raw Fish 

35 신볶음닭
Sinbokkeungdak

주안중로43번길 9
9, Juanjung-ro 43beon-gil 

주
안
동

Juan-dong

439-7702 치즈볶음닭
Stir-fried Chicken with Cheese

36 진흥관
Jinheunggwan

경인로326번길 13 
13, Gyeongin-ro 326beon-gil 875-1664

사천짜장
Sichuan-style Noodles with

Black Soybean Sauce 

37 옹진냉면
Ongjin Naengmyeon

한나루로586번길 92 
92, Hannaru-ro 586beon-gil 875-0410 냉면

Cold Buckwheat Noodles

38 청실홍실
Cheongsil Hongsil

미추홀대로 697
697, Michuhol-daero 876-5868

메밀국수, 만두
Buckwheat Noodles, 

Dumplings

39 서문삼계탕
Seomun Samgyetang

미추홀대로 690
690, Michuhol-daero 425-3300 삼계탕

Ginseng Chicken Soup 

40 마루샤브
Maru Shabu

매소홀로 372 
372, Maesohol-ro

학
익
동

H
agik-dong

876-6677 샤브샤브
Shabu-shabu

41 경복궁학익점
Gyeongbokgung Hagik Branch

매소홀로 378 
378, Maesohol-ro 873-2000 양념갈비

Marinated Grilled Beef Ribs

42 고향곤드레나물밥
 Gohyang Gondeure Namulbap

매소홀로379번길 14 
14, Maesohol-ro 379beon-gil 876-6322 참살이곤드레나물밥

Chamsari  Rice with Seasoned Cirsium

43 태원
Taewon

매소홀로 388
388, Maesohol-ro 862-0806

탕수육,태원냉채
Sweet and Sour Pork, Stir-fried 

Seafood and Vegetables

44 미락초밥
 Mirak Chobap(Sushi)

매소홀로401번길 8-5
8-5, Maesohol-ro 401beon-gil 876-3002 모듬초밥

Assorted Sushi

45 금산식당
Geumsan Restaurant

매소홀로488번길 6-29
6-29, Maesohol-ro 488beon-gil 864-3003 해물찜

Braised Spicy Seafood  

46 어향
Eohyang

소성로 166-1
166-1, Soseong-ro   873-8859 오리구이

Grilled Duck

47 루외루
Ruoeru

소성로185번길 16-5 
16-5, Soseong-ro 185beon-gil 873-8855 생크림왕새우

Deep-fried Jumbo Shrimp with Cream Sauce

48 문학골손두부
Munhakgol Sondubu

소성로 206 
206, Soseong-ro 868-5060 손두부전골

Tofu Cassero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