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보행(차량동선)

인도보행(차량동선)

전주역 – 추동마을(완산구 원당동) : 109, 142
전주대학교 – 추동마을(완주군 봉동) : 515
덕진공원 – 중인리 : 88, 89
전주역 – 독배마을(금산사) : 79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공간 T.228-648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공연, 전시 등 T.280-1400

국립전주박물관

전라북도의 문화유산 수집·보존 및 연구·전시·교육 T.223-5651

전주한벽문화관

전통음식조리체험, 혼례체험, 다례체험 등 T.280-7000

전주전통문화연수원

6예(六藝) 전통문화체험 및 인문학 강좌 등 T.281-5271

한국전통문화전당
태조어진박물관
김치문화관
동학혁명기념관
리빙콘텐츠DIT센터

4월 말 ~ 5월 초
☎063.288.5433
영화의 거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http://www.jiff.or.kr

(T. 063-228-6485~6 http://www.jeonjumuseum.org)

(T. 063-223-5651~2 / jeonju.museum.go.kr)

5월 초
☎063.271.2503
전주한옥마을
http://jhanji.or.kr

교통안내 (063)
고속버스 (https://www.kobus.co.kr, 1644-9030)

5월 말 ~ 6월 초
☎063.252.6792
전주시 일원(국립무형유산원,
전주경기전광장, 한옥마을 일원)
http://www.jjdss.or.kr

- 센트럴시티(서울)▶전주 (10분 간격)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 동서울▶전주 (30분 간격) /동서울터미널 1688-5979

리무진버스 (285-4545, 1670-5477)
- 상행 : 전주(리무진터미널)▶익산IC▶김포공항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30분 간격)
- 하행 :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김포공항▶익산IC▶전주(리무진터미널) (35~45분 간격)

9월 말 ~ 10월 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http://www.sorifestival.com

철도 (http://www.letskorail.com, 1544-7788)
- KTX 하행 : 용산▶전주 17회 / 상행 : 전주▶용산 17회
- 일반 열차 : 용산▶전주 11회 / 상행 : 전주▶용산 11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관광안내소(063)
-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 오목대 관광안내소
- 경기전 관광안내소
- 전주역 관고아안내소
- 고속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 전주덕진공원 KATA 관광안내소

제작기준일 : 2020년 3월

282-1330
282-1335
287-1330
241-6949
255-6949
232-6293

10월 하순
☎063.210.6591~6
전주월드컵경기장
http://www.iffe.or.kr
고속버스터미널(국민은행금암지점) – 삼산마을 : 62
고속버스터미널(국민은행금암지점) - 전주역사박물관 :
19, 49, 62, 131, 554, 559, 644, 684
덕진광장 – 전주역사박물관(경유) :
19, 49, 62, 131, 554, 559, 644, 684
고속버스터미널(앞)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
5-1, 79, 1000(전동성당 하차)→12(환승)

(T. 063-286-0421 http://www.jeonjustudio.or.kr (사)전주영상위원회)

10월 중
☎063.277-2515
전주한옥마을
http://www.bibimbapfest.com

태조어진과 어진 봉안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어진 전문박물관 T.231-0090
전주의 김치와 음식문화 체험 T.287-6300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관 T.231-3219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 생산공간
T.281-1559

전주부채문화관

다양한 부채 유물 전시와 상시 체험프로그램 T.231-1774

전주전통한지원

한지뜨기, 무늬넣기, 말리기 등의 한지 제작과정 T.212-9069

전주자수민속박물관

T.288-6138

전주자연생태관

자연생태 체험, 친환경에너지 체험, 수변생태 체험이 가능한
학습 공원 등 운영 T.281-2831

전주한지박물관

국내 최초의 체험형 테마박물관 T.281-1530

전주소리문화관

다양한 체험 및 교육, 국악 공연 프로그램 T.231-0771

팔복예술공장

예술인 창작공간이자 시민 문화예술 놀이터로서의
복합문화공간 T.283-9221

한옥마을역사관

한옥마을 형성과 변천과정 소개 등 T.286-5125

한옥마을선비문화관

선비들의 삶과 사상, 예술세계 감상 T.288-5124

한지산업지원센터

6월 중
☎063.271.2515
전주덕진공원
http://www.jjdano.com

한지 및 17개소 공방, 음식 조리 체험 등 T.281-1500

공예공방촌1단지(꽃숙이)

한지 전시, 체험, 홍보, 교육 T.281-1530
한지공예체험 T.282-7074

최명희문학관

다양한 문학행사 및 체험 T.284-0570

전통술박물관

전통술 전시·판매 및 주조 체험 T.287-6305

완판본 문화관

완판본 목판 및 제본 체험 T.231-2212

교통미술관

다양한 교육, 문화프로그램 T.287-1245

전주미술관

기획전, 특별전, 교육, 강연, 체험프로그램 T.283-8887

승광재

대한제국 황손의 집 T.284-2323

전주한벽문화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 - 억경대 - 만경대 - 충경사 - 초록바위 - 매화봉 - 장군봉 - 금송아지바위 - 용두봉 - 용머리고개 - 다가공원 - 완산교 매곡교 - 남천교 - 국립무형유산원

역사도심지구

고속버스터미널(앞) – 전동성당 : 5-1, 5-2, 79, 1000
고속버스터미널(앞) – 전주공예품전시관 : 5-1, 5-2, 79, 1000
고속버스터미널(국민은행금암지점) – 다가공원 : 7-1, 7-2, 354, 355, 381, 383,
고속버스터미널(국민은행금암지점) – 전주향교 : 101, 190, 429
고속버스터미널(국민은행금암지점) – 국립무형유산원 : 416, 429, 725, 752, 785
전주역 – 전동성당 : 12, 60, 79, 119, 142(109), 508, 536, 545, 546, 806, 817, 871, 872, 1000,
전주역 – 다가교 : 108, 119
오목대 – 덕진공원 : 101, 429
전동성당 – 삼천동막걸리골목 : 5-1, 119, 423, 424, 425, 428(삼천삼익아파트막걸리골목 하차)
87, 88, 89(삼천지구대 하차), 165(양지중학교 하차)
전동성당 – 한지박물관(정비공단 맞은편) : 725, 785
전동성당 – 국립전주박물관/전주역사박물관 : 644, 684
전동성당 – 모악산/도립미술관 : 970
전동성당 – 덕진공원 : 87, 88, 89, 165, 350, 380, 684, 752, 944, 946, 947, 970, 973, 974,
976, 977, 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