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풍미인 한우, 귀리

즐거움 맛의 도시! 정읍

정읍특산물
정읍 대표음식 1

귀리떡갈비
정읍 대표음식 2

쌍화묵은지삼합
특허No.제 10-1943876호 특허No.제 10-1940620호

대표음식

옥돌생고기
귀리떡갈비와 찰밥을 정성스럽게 차려낸 푸짐한 정읍 한정식과

더불어 시선한 한우, 한돈 구이를 맛볼 수 있는 곳

정읍시 명륜길 15-7, 063-536-1020

대표음식 전문점

쌈촌
귀리떡갈비, 쌍화차묵은지삼합을 한쌈 가득

신선한 채소와 함께 맛볼 수 있는 곳

정읍시 명덕1길 71, 063-534-7800

내장산명인관
담백한 산채한정식과 귀리떡갈비 도시락을 즐길 수 있고

산채비빔밥과 청국장찌개 등이 있는 곳

정읍시 내장산로 941-13, 063-538-8981

정읍시생활문화센터

말목장터와감나무

만석보혁파선정비

정읍전봉준유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정읍 황토현 전적

백정기의사기념관

고부메밀축제장

전설의 쌍화차거리

정읍시립박물관정읍시립미술관

태산선비문화관

박준승선생기념관

김개남장군고택터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문화광장

정읍첨단과학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정읍종합경기장

정읍시국민체육센터

월영습지와 솔티숲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옥정호구절초지방정원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산호수마을 양떼목장,캠핑장

정읍사문화공원

호남우도정읍농악전수회관

정읍사예술회관

정읍사오솔길
보화리석조이불입상

고부역사박물관

고부관아터

충렬사공원

꽃두레센터

입암산성

물테마유원지

연지아트홀

라벤더 단지

김명관고택

수력발전소

고사부리성

고부향교

정읍시청

태인향교

태인 CC

남고서원

정읍향교

워터파크

무성서원

정읍천변

정충사

모충사

녹야정

정토사

피향정

옥정호

은선리, 도계리 백제고분군 

4대권역별관광

내장산국립공원권

동학농민혁명유적지권

태산선비문화권

정읍사문화권
신태인읍

정우면

이평면
영원면

고부면

덕천면

농소동 수성동

연지동

시기동
소성면

입암면

상교동

초산동

내장상동

북면

태인면
옹동면

산외면

칠보면

산내면

장명동

감곡면

치유의 도시로 떠나는 향기여행

V I S I T  J E O N G E U P  Y E A R  2 0 1 9 - 2 0 2 0

향기를 품은

정읍 맛집

갈비박스  |  신석세트, 석갈비, 떡갈비
정읍시 우암로 62(장명동 111),  063-535-4121~2

국화회관  |  우렁이 쌈밥 정식
정읍시 서부로 22(연지동), 063-536-5432

금거북  |  생선구이정식, 게장정식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665(화해리), 063-536-3456

명성쌈밥  |  유황오리쌈밥정식, 우렁쌈밥정식
정읍시 수성택지1길 13-16(수성동), 063-533-3404

너른마당  |  추어탕+돌솥밥, 미꾸라지 튀김
정읍시 하신경 10길 5(상동), 063-532-7004

백학정  |  떡갈비 백반, 참게장 백반
정읍시 태인면 태인로 29-3, 063-534-4290

씨아전복  |  전복장 백반, 전복 낙지장 백반 
정읍시 상사2길 30(상동), 063-535-1196

일력  |  모밀국수(소바), 생선초밥, 유부초밥
정읍시 중앙1길 63(수성동), 063-535-4649

순정축협 한우명품관  |  명품관스페셜, 생갈비살, 살치살
정읍시 내장산로 14, 063-538-9400

산골냉면  |  물냉면, 비빔냉면, 평양왕만두
정읍시 내장산로 16-8, 063-535-6265

단풍미인한우  |  단풍미인모듬, 살치살, 치마살
정읍시 수성택지7길 5, 063-534-1000

자양식당  |  황태찜, 황태전골
정읍시 수성택지7길 24-16, 063-531-0611

보안식당  |  팥칼국수, 비빔쫄면, 손칼국수
정읍시 중앙로 95, 063-535-6213

조선별관  |  매운갈비찜, 오리한방백숙
정읍시 수성택지7길 16-13, 063-538-9366

신가네 정읍국밥  |  전통국밥, 모듬순대, 곱창전골
정읍시 수성 5로 17, 063-531-6610

다래원  |  해물칼국수, 사천탕수육
정읍시 상사1길 26, 063-533-2675

가로등식당  |  민물매운탕, 민물새우탕, 닭볶음탕
전북 정읍남로 1389, 063-534-6002

마리서사  |  생채볶음밥, 이탈리안 돈까스, 스파게티
정읍시 수성택지4길 20-12, 063-538-6781

아양촌해물칼국수  |  해물칼국수, 녹두해물전, 왕만두
정읍시 송산1길 25, 063-532-3828

춘향골  |  가마솥 추어탕, 추어튀김
정읍시 수성로 97, 063-532-5011

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정읍 GO

+  AR 정읍 GO 소개

   - 정읍 관광명소 12개소 비디오 및 오디오 설명 (360도 회전 가능)

   - 3개 코스 중 1개 코스 답사완료 경우 1인당 쌍화차 20% 할인 쿠폰 발행

   - 사용가능 찻집 : 정읍시 소재 11개 쌍화차 찻집

+  AR 정읍 GO 설치 과정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앱 다운로드 ▶ 저장위치에서 파일 ‘Jeongeup’ 을 휴대폰에 설치 ▶ 앱 실행  ▶  위 코스 중 1코스 완료 시 1인 쌍화차 20% 할인

+  AR 정읍 GO 문의 ▶ 정읍시 문화예술과 AR담당자 063-539-5174

· 360° 정읍구경 | 12개소의 정읍 명소를 360° 동영상을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AR 포토존 | AR 촬영이 가능하며, 촬영 후 저장하기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 AR 사진갤러리 | 각 코스별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탬프 이벤트 | 코스별 세부 장소 안내 및 완료된 장소 (스탬프 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 쿠폰 사용 | 코스 완료 후 쿠폰 사용이 가능한 찻집 주소 및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  AR 정읍 GO 앱 메뉴 설명

+  AR 운영 코스

   1코스 | 내장산 단풍터널 ▶ 생태공원 ▶ 전봉준 공원 ▶ 정읍사 ▶ 벚꽃 길

   2코스 | 구절초 공원 ▶ 김명관 고택 ▶ 무성서원 ▶ 피향정

   3코스 |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 백정기의사 기념관 ▶ 충렬사 ▶ 쌍화차거리

< 앱 메인 화면 >

따라길마음따라 스토리텔링 여행 코스

+  1일차  정읍 IC ▶ 황토현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전봉준고택 ▶ 말목장터 ▶ 만석보유지 ▶ 피향정 ▶ 산외한우거리

                      ▶ 김동수가옥 ▶ 무성서원 ▶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 ▶ 내장산 국립공원 ▶ 내장 IC

+  2일차  내장산 ▶ 일주문 ▶ 전망대 ▶ 내장사 ▶ 동학혁명100주년 기념탑 ▶ 송대관노래비 ▶ 정읍사공원 ▶ 우도농악전수관 ▶ 방사선연구소 ▶ 내장 IC



향기를 머금은 치유도시
낭만과 감동이 담긴 정읍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정읍은 역사, 문화, 예술의 향기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신비스런 지역이다.

그래서 김지하선생은 일찍이 정읍을 ‘우주의 배꼽’이라 칭하였던가.

내장산의 수려한 풍광으로 부터 호남평야라는 청정한 곡창에 이르기까지.

정읍사라는 백제시대의 유일한 한글가요에서 최초의 가사 상춘곡까지.

수제천이라고 하는 궁중 음악에서 전국 제일의 우도농악에 이르기까지.

또한 마을을 지키는 당산에서부터 새로운 개벽세상을 꿈꾸었던 증산, 보천교까지.

마한시대 청동기 문화에서 혁명을 통해 부패한 봉건체제를 바꾸려 했던 근대 동학농민혁명까지.

역사, 문화, 예술 각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정읍이야말로 한국 역사의 축소판이자 보물창고이다.

뻔뻔(FUN FUN)하게 정읍을 한 번 돌아 댕겨 보자.

1景 내장산 단풍터널

2景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景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공원

4景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5景 백제가요 정읍사 문화공원

6景 피향정 연꽃 7景 정읍천 벚꽃길

8景 전설의 쌍화차거리 9景 백정기의사 기념관

I 1월 I  내장산 겨울빛 축제

I 2월 I  정읍동학마라톤대회

I 3월 I  자생화 전시회

I 3월 I  ★정읍 벚꽃축제

I 4월 I  자생차(茶) 페스티벌

I 4월 I  ★정읍 유채꽃축제

I 4월 I  태산선비 문화제

I 5월 I  다문화 지구촌 어울림 축제

I 5월 I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I 5월 I  내장산 캠핑축제

I 6월 I  ★정읍 라벤더축제

I 6월 I  전국 문화재 지킴의 날 행사

I 7월 I  피향정문화축제

I 9월 I  정읍사문화제

I 9월 I  두승산 청정메밀축제

I 10월 I  ★정읍구절초꽃축제

I 10월 I  정읍평생학습축제

I 10월 I  대한민국 VR AR 체험 박람회

I 10월 I  정읍 쌍화차거리 축제

I 11월 I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역사, 문화, 예술

축제·행사

I  정읍시 문화관광 해설사   정읍종합관광안내소(T. 063-536-6776)  /  내장산관광안내소(T. 063-537-1330)

I  고택문화체험관

I  칠보물테마유원지

    종합안내소, 물테마체험전시관, 야외물놀이장,

    바닥분수, 주차장 등

I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바닥분수, 청소년광장, 야외공연장, 편의시설 등

I  정읍첨단과학관

    시정홍보관, 유물전시관, 방사선연구관 1, 

    4D입체영상관, 방사선연구관 2, 우주과학관, 

    안전성평가연구관, 생명공학연구관

I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네이쳐센터

    단풍전시실, 체험실습실, 조망대

I  내장산 생태탐방원

    (오전) 명상 숲 힐링 체험 : 120분

    (오후) 내장산의 숨은 역사 이야기 : 180분

I  문화공간 창

    숙박, 야외수영장, 세미나, 워크샵, 캠핑

    인문학 강의와 힐링프로그램

    사색의 냇가에서 다슬기 잡기

    인식의 문 폭포, 하트 포토존에서의 예쁜 추억 만들기

    사오정 정자와 아충재에서의 인식호흡

I  농촌체험 휴양마을

뻔뻔(FUN FUN)한

체험관광

민하마을  |  정읍시 산외면 민하길 45

황토현권역 녹두랑시루랑마을  |  정읍시 태고로 577

두승산 콩마을  |  정읍시 정문들목길 63-1

내장산 솔티 송죽마을  |  정읍시 쌍암동

신기 십장생 마을  |  정읍시 능교신기길 14

꽃두레 행복마을  |  정읍시 입고로 524

태산선비마을  |  정읍시 칠보산로 1507 태산선비문화관

대장금펜션  |  정읍시 산내면 황토길 102-7

플로라펜션  |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684

기억나무펜션  |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787

금빛펜션  |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765

매죽골쉼터  |  정읍시 산내면 청정로 917

호수와 소나무  |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1182

숲길예쁜펜션  |  정읍시 산내면 산호수길 149

가고파라펜션  |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683-18

옥정호호숫가펜션  |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792-7

상두산자연휴양림  |  정읍시 상기길 47-8

산호수펜션  |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698

나루터펜션  |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1284

청해농원황토민박  |  정읍시 구량1길 98

산호수  |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727

웨스턴스프링스  |  정읍시 송산1길 142-101

산애들애펜션  |  정읍시 산내면 산호수길 213

솔향기펜션  |  정읍시 첨단과학로 770

옥정호마실길펜션  |  정읍시 황토길 134

감나무집농원펜션  |  정읍시 정신로 832-17

맑은계곡펜션  |  정읍시 서당길 34-106

채농원 농가민박  |  정읍시 신용3길 36-8

정읍유기농포도체험센터 펜션  |  정읍시 천단오주길 8

좋은게스트하우스  |  정읍시 행정길 65-1

내장산산들펜션  |  정읍시 정주1길 35

브람스펜션  |  정읍시 내장산로 375

내장풍경펜션  |  정읍시 내장산로 620-4

호수민박펜션  |  정읍시 추령로 2180-6

구절초막걸리펜션  |  정읍시 산내면 매대길 47-9

황토펜션  |  정읍시 태산로 916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숙박·펜션

색이 아름다운 정읍, 

           자연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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