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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통 노선Main Means of Transportation

Jungnang Camping Forest

이용안내 Visitor Information

운영회차 
Operation

운영시간
Operating Hours

비고
Remarks

오전

Morning

1회 10:00 ~ 11:30 •매회 최대 수용인원 30명
•안전교육 및 연습시간 10 ~ 30분
•점심시간 13:00 ~ 14:00
•매주 월요일 휴관(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관)

•Maximum no. of people: 30 per session
  • Safety education and practice: 10 ~ 30 minutes
  • Lunch: 13:00 ~ 14:00 
  • Closed on Mondays(If the national holiday 
     falls on a Monday, it will be closed the next day) 

2회 11:30 ~ 13:00

오후

Afternoon

3회 14:00 ~ 15:30

4회 15:30 ~ 17:00

백배 즐기기 How to make the most of 
Jungnang Camping Forest!

중랑캠핑장
도심 속에서 즐기는 숲속 오토 캠핑장

Jungnang Auto Campground
It is an Auto Campground amid a green forest in the city center. 

테라스 연못

다양한 생물을 찾아볼 수 있는 작은 연못

Terrace Pond
A small pond where various creatures can be seen

숲 속은 아이들의 가장 훌륭한 놀이터지요

The forest is the best playground for children.

수생습지원
습지 사이로 관찰 데크가 있어 

산책과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습지원

Wetland Garden
It consists of an observation deck 
between the wetlands and a walking 
path so that visitors can enjoy 
a walk and learn about ecology.

편안한 휴식이 있는 피크닉 
Picnic with comfort and relaxation

이용요금 Admission

구분 

 Item

이용요금(원) Admission (KRW) 

개인 Individual 단체 Group 

성인 Adults 10,000원 평일 단체(30명 이상)

30% 할인 적용

30% discount for group reservation for 
weekdays (more than 30 people)

청소년 Youth 7,000원

어린이 Children 5,000원

•신장 140cm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및 일반인 모두 이용 가능  

•비나 눈 또는 강풍 등 천재지변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 제한

•예약시간 이후 도착할 경우 이용 불가함

※ 중랑 청소년 체험의 숲 : 02-432-2567

•Visitors over 140 cm tall, including elementary/middle/high school students, can  
    use the Water Playground.
•The Water Playground may be closed in case of rain, snow, or inclement 
    weather such as storm.
•Visitors must arrive before the reservation time.
※ Jungnang Youth Forest Management Office: 02-432-2567

청소년 체험의 숲
자연에서 모험심을 기르는 레포츠 시설

Youth Experience Forest
It is a leisure and sports facility to cultivate an adventurous spirit.

과수원 농부체험 Orchard Farmer Experience

중랑유아숲 Jungnang Children’s Forest

숲이랑 흙이랑 Forest and Soil

놀이를 통해 숲의 사계절을 느끼며 자연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보아요.

It provides children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four seasons 
of the forest and cherish nature through games.

중랑숲의 흙과 다양한 생물을 찾아 관찰해보기

Children can observe soil and diverse creatures in Jungang Forest.

중랑숲에 있는 곤충을 관찰하면서 생태와 서식환경을 이해하는 시간

Children will observe insects in Jungnang Forest to understand 
the ecology and their habitat.

우리가 먹는 과일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하며 

자연의 신비를 배우고, 농부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을 배워보아요. 

It offers visitor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process of getting fruits to our hands, 
learn about the mysteries of nature, and appreciate farmers for their efforts. 

※ 중랑 캠핑숲 프로그램 이용안내

   •예약 ㅣ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yeyak.seoul.go.kr)   

   •문의 ㅣ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02)3783-5995~6
※ Information about Jungnang Camping Forest Programs
   •Reservation ㅣ Website of Seoul City’s Public Service Reservation (yeyak.seoul.go.kr)
   •Inquiries ㅣ Park & Leisure Division of Jungbu Parks & Landscape Management 

                              Office - 02)3783-5995~6

일년 내내 펼쳐지는 
다양한 중랑캠핑숲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Jungnang Camping Forest offers 
a wide range of programs all year round!

중랑캠핑숲의 보물,

아까시 전망대
아까시 향기 그윽한 쉼터 겸 전망대

Acacia (Black Locust) Observatory
It is a Rest Area and an observatory full of the 
delicate scent of black locust. 

별숲관찰대
달과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 쉼터

Star Forest Observatory Deck
Visitors can observe the moon and the stars 
from this observatory deck.

분수연못
멋진 분수와 작은 연못이 있는 수경시설

Fountain Pond
It is a waterscape facility equipped 
with a stylish fountain in a small pond. 

농촌체험장
농가와 마당, 텃밭이 있는 민속 체험장

Where you become nature’s friend 
at the heart of the city

자가용 By Car

  구리방면에서 이용 시  From Guri

•6번국도 이용 망우리고개를 넘자마자 우회전 후 바로 좌회전

•북부간선도로 신내IC로 나와 양원리길로 좌회전 � 

   양원역 굴다리 지나서 좌회전 후 양원역 앞에서 우회전

•Take National Road No. 6 and, right after crossing Manguri Pass, 
    turn right and then turn left shortly. 
•Exit from Sinnae IC on Bukbu Expressway and turn left to Yangwonri-gil �      
    after passing the Yangwon Station Underpass, turn left, and then turn 
    right in front of Yangwon Station.

  서울시내에서 이용 시 From Seoul Downtown

•동부간선도로에서 구리, 망우동 방면으로 진 입 � 구리방면 직진 � 

   망우리고개 전에 북부노인병원, 중랑캠핑숲 방면으로 좌회전

•북부간선도로 신내IC로 나와 양원리길로 좌회전 � 

   양원역 굴다리 지나서 좌회전 후 양원역 앞에서 우회전

•Enter the Guri and Mangu-dong Direction on Dongbu Expressway � 
    go straight toward Guri � just before Manguri Pass, turn left to Seoul      
    North Municipal Hospital and Jungnang Camping Forest.
•Exit from Sinnae IC on Bukbu Expressway and turn left to Yangwonri-gil �       
    after passing the Yangwon Station Underpass, turn left, and then turn 
    right in front of Yangwon Station.

오순도순 행복한 캠핑
Harmonious Happy Camping

숲에서 즐기는 모험의 세계
World of Adventure in the Forest

멀리 갈 필요 있나요? 도심 속에서 캠핑 즐겨요

You don’t need to go far! Let’s enjoy camping in the city!

중랑캠핑장
중랑캠핑장 예약자에 한해 이용 가능

Jungnang Campground
Reservation is required to use the 
Jungang Campground.

먹골배의 유래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귀양 갈 당시, 금부도사 왕방연이 

호송을 책임졌습니다. 갈증을 호소하던 단종에게 물 한 그릇 올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던 왕방연은 관

직을 사직한 이후 봉화산 자락에 배나무를 심어 가꾸었습니다. 왕방연은 단종이 승하한 날이 되면 자신

이 수확한 배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놓고 영월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배나무가 번식하면서 지

금의 중랑구 일대가 온통 배 밭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먹골이라는 이름은 현재 묵동(墨洞)으로 바뀌었

지만, 유달리 달고 수분이 많은 먹골배의 명맥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중랑캠핑숲 부지의 일부였던 배 과

수원을 복원해, 중랑구를 상징하는 먹골배를 ‘과수원 농부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중랑구의 상징 먹골배를 직접 체험하고 맛 볼 수 있습니다. 

The origin of Meokgol Pears dates back to the Joseon Dynasty. When King Danjong (r. 1452-1455) was to be exiled to Yeongwol County in 
Gangwon-do Province, Official Wang Bang-yeon was in charge of transporting the king. Although the king was complaining of thirst at that 
time, Wang could not give him a glass of water, which he later regretted a lot. After resigning from his government position, Wang planted and 
cultivated a pear tree at the foot of Bonghwa Mountain. Every Memorial Day for the death of King Danjong, Wang Bang-yeon filled a basket with 
his harvested pears and made a deep bow toward Yeongwol for the king.  With Wang’s pear tree propagating itself, the area of Jungnang-gu has 
become a pear field. Meokgol Pears have been well-known for their sweet and juicy taste. The name of the area has now changed from Meokgol 
to Muk-dong, but the reputation of Meokgol Pear is intact. Jungnang-gu has restored the pear orchard, which belonged to the land of Jungnang 
Camping Forest, to provide the Orchard Farmer Experience Program with Meokgol Pears, the symbol of Jungnang-gu, so that people can 
experience the sweet taste of Meokgol Pears. 

물놀이장
바닥분수와 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물놀이 놀이터

Water Playground
The water playground is composed of Ground Fountain and 
playing facilities. 

나들이마당
편안한 휴식과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잔디마당

Nadeuri Madang 
(Picnic Plaza)
It is a lawn plaza where 
visitors can take a rest and 
enjoy a picnic. 

숲 길 따라 떠나는 편안한 산책으로 힐링하세요

Have a healing experience while walking along the forest trail!

Rural Experience Site
It is a folklore experience site featuring a farmhouse, 
a courtyard, and a vegetable garden.

먹골배 를 찾아보세요

호기심 곤충세상 Curious About the Insect World

중랑구의 상징!
먹골배 이야기
A symbol of Jungnang-gu!
Meokgol Pear Story

중랑가족캠핑장 이용안내
 Information about Jungnang Family Campground 

청소년 체험의 숲 이용안내
Information on the Utilization of Youth Experience Forest

버스 By Bus

지하철 By Subway

중앙선 Jungang Line    양원역 2번출구에서 보도로 500m

  6호선  봉화산역 4번출구에서 지선 2113번 버스로 양원역 방면으로 탑승

  7호선  상봉역 2번출구에서 간선 262번 버스 탑승 후 북부노인병원 정류장에서 하차

               Yangwon Station Exit 2 � Walk 500 meters

Line 6   Bonghwasan Station Exit 4 � Take Green Bus No. 2113 bound for    

              Yangwon Station

Line 7   Sangbong Station Exit 2 � Take Blue Bus No. 262 � 

             Get off at Seoul North Municipal Hospital Bus Stop

 

2234, 270, 262번 송곡여고 하차

Take Bus No. 2234, 270, or 262 � Get off at Song-gok Girls’ High School Bus Stop

도심 속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과 녹지 공간 등 휴식과 체험이 있는 중랑캠핑숲을 신나게 즐겨보아요.

Let’s enjoy Jungnang Camping Forest to the full by having relaxation and experiences at the campground and green space in the middle of the city!

Let’s find a “Meokgol Pear”the treasure of Jungnang Camping Forest!

요금사항 Fee Information

구분

Item
사용기준(1회당/1박2일)

Use (Each use for two days and one night)

이용요금

Fee
비고

Remarks

캠핑장

Campground

캠핑장소 사용(1사이트당)

1 campsite
25,000

KRW 25,000 

주차포함(1대)

Parking fee 
(for one vehicle) included

전기 사용

Electricity
3,000

KRW 3,000
선택사항

Optional
물품대여

Rental service
매트(4인 기준)

Mats (for 4 persons)
4,000

KRW 4,000 
선택사항

Optional

※ 매트를 제외한 별도 텐트 및 캠핑장비는 대여하지 않습니다.  

※  매트는 현장에서 대여하며,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 중랑가족캠핑장 관리사무소 : 02-434-4371~2

※ We do not rent out tents or camping equipment other than mats.
※ Mats can be rented at the campground; only credit cards are accepted when paying the renting fee.
※ Jungnang Family Campground Management Office: 02-434-4371~2

예약방법 Information on Reservation

•매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익월분(다음달) 예약 가능

•결제 마감시간 내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 취소

•최대 2박까지 가능하며, 1인당 1사이트만 예약 가능

•20인 이상의 단체 예약은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만 가능

•Reservation for the next month is available from the 15th of each 
    month at 10 am. 
•If payment has not been completed within the deadline, the reservation 
    will automatically be canceled. 
•Reservations can be made for up to 2 nights and are limited to 
    1 site per person.
•To make a reservation for a group of more than 20 persons, you must 
    call by phone or visit the campground management office in person.

중랑 물놀이장 이용안내
Jungnang Water Playground Visitor Information 

•하절기 11:00~16:40까지 운영하며, 40분 가동 후 20분 휴식 

※ 기상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5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이용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하며, 한 회 최대 150명까지 수용함

※ 중랑캠핑숲 공원관리사무소 : 02-435-7168~9

•The operating hours in summer are 11:00~16:40. There is a 20-minute     
    break after every 40 minutes of operation.
※ The operating hours can change depending on the weather and operating  
    circumstances.

이용안내 Visitor Information



테라스연못
Terrace pond

과수원
Orchard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곳을 복원하여 학생소풍 및 가족단위 피크닉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원입니다.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였으며, 

건강한 숲을 주제로 한 생태학습 공원으로, 휴양과 청소년 문화, 다양한 조경시설 등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연 속 편안한 휴식처 입니다.

Jungnang Camping Forest is an experience-oriented park with the theme of students’ picnic and family picnic. After restoring the 
damaged area that used to have vinyl greenhouses, it was established as an eco-experience park with the theme of a healthy 
forest by minimizing artificial facilities. Jungnang Camping Forest aims to be a resting place for people of all ages amid 
green nature along with its various facilities for relaxation, youth culture, and landscape. 

중랑캠핑장은 도심 속 오토 캠핑장으로 47면의 캠핑사이트와 2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중랑캠핑장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As an auto campground in the middle of the city, Jungnang 
Campground features 47 campsites to accommodate more than 200 
people with the best facility. Why don’t you create happy memories 
with your family, loved ones, and friends at Jungnang Campground?

2016년 4월 개장한 중랑 청소년 체험의 숲은 나무와 나무를 와이어, 목재구조물, 로프 

등으로 연결하여 땅을 밟지 않고 이동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모험심을 기르는 레포츠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1코스(그린)와 2코스(블루) 그리고 고난이도인 3코

스(레드)로 나누어지고, 1시간 30분 정도 체험하며, 최대 30여명이 이용할 수 있어요. 청

소년 체험의 숲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가 140cm를 넘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Jungnang Youth Experience Forest opened in April 2016 is composed of leisure and sports facilities including wires, 
wooden structures, and ropes connected to trees to help teenagers enjoy nature and develop their spirit of adventure. The 
experience programs are divided into three levels: Course 1 (Green - low level), Course 2 (Blue - intermediate level), and 
Course 3 (Red – high level). Each course takes about 1 hour and 30 minutes, and up to 30 people can be accommodated. 
Please note that users for the Youth Experience Forest should be more than 140cm tall. 

출입구
Entrance

캠핑장관리소
Campground Management Office

매점 Store
옥외스파 Outdoor Spa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테라스연못
Terrace 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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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관리소
Campground 

Management Office

Gate 1

Gate 12

Gate 11

Gate
 10

Gate 2

Gate 3

Gate 4

Gate 5

Gate 6

Gate 7

Gate 9

중랑가족캠핑장
Jungang Family Camping Site

청소년체험의숲
Youth Experience Forest

매점 Store 
옥외스파 Outdoor Spa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안내소 

Information Center

 

뜀동산
Jumping Dome

 

극락사
Geungnaksa

 

약수터
Mineral Spring

 

기지개쉼터
Gijigae Youth Shelter

도토리쉼터
Dotori Rest Area

캠핑장놀이터
     Campground 
     playground

중랑구립잔디구장
Jungnang-gu Grass Field

별숲관찰대
Star Forest 

Observatory Deck

별숲관찰대
Star Forest 
Observatory Deck

잔디광장
  Lawn Plaza

아까시길 Acacia Road

생태연못
Eco-Pond

어린이놀이터
Children’s Playground

사색의공간
Space for Contemplation

분수연못
Fountain Pond

청소년커뮤니티센터
Youth Community Center

망우청소년수련관
Mangu Youth Center

공원관리사무소
Park Management Office

양원숲속도서관
Yangwon Youth Study Room

청소년체험의숲 운영센터
Youth Experience Forest

operation center

수생습지원
Wetland Garden

농촌체험장
Rural Experience Site

초화원
Chohwawon Flower 

Garden

양원역
Yangwon Station

배꽃향기원
Pear Blossom Scent Orchard

맨발광장
Barefoot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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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네트브릿지를 
힘차게 건너가요!

Cross the Double 
Net Bridge with 

chutzpah!

아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Come on! 
Go for it!

자! 날아볼까!
Are you ready 
to fly now?

용기내서 도전!
Pluck up the 
courage to 

challenge yourself!

아슬~아슬~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아보아요.
Keep your balance on 
a thrilling single line. 

출근은 도시로, 퇴근은 자연으로!
도심 속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휴식처

화장실 Toilet

주차장 Parking Lot

음수대 Drinking Fountain

쉼터 Rest Area

전망대 Observatory

버스정류장 Bus Stop

Gate

범례 Legend

캠핑장 상세지도를 참고해봐요.
Please refer to the detailed map 
of the campground!

청소년 체험의 숲 사진 갤러리
Photo Gallery of 
Youth Experience Forest

청소년 체험의 숲
Youth Experience Forest

도전과 모험을 즐기며 호연지기를 배우는 곳
Where teenagers can develop great spirit 
while enjoying challenges and adventure. 

나들이마당
Nadeuri Madang

Gate 8

다목적운동장
Multipurpose playground

피크닉장
Picnic Site

아까시 쉼터
Acacia Rest Area
전망대
Observatory

전기자동차 보관소
Electric Car Storage
쓰레기분리 수거장
Separate Garbage Collection Site

Go to work in the city, and then to nature after work!
A sound recreation place amid nature in the city center

    Jungnang Camping Forest

중랑가족캠핑장
Jungnang Family Campground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추억을 만들어요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with the 
family while enjoying relaxation in nature

안내소
Information Center

야외무대
Outdoor Stage

바닥분수
Ground Fountain

식기세척장
Dishwashing 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