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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강진사랑 상품권의
모든 것

Q&A
강진사랑 상품권이란?

Q1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Q2

A 강진군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A 강진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상권을

대규모점포, SSM(기업형 슈퍼마켓),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유흥업소 및 사행성업소에서는 제외됩니다.

구매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Q3

얼마나 구입가능한가요?

Q4

A 판매대행점(관내 은행 21개소)에서 구매 가

A 상품권은 지류형 50만원, 모바일 100만원

능합니다.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 지역 농・축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협, 광주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강진군수협 등)

어떤 혜택이 있나요?

Q5

환불은 가능한가요?

Q6

A 소비자는 상품권을 10% 할인구매 가능

A 당일 구매 건에 대해서 전액 환불 가능하며,

하며, 가맹점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권면금액 8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
합니다.

강진군민만 구매할 수 있나요?

Q7

모바일 상품권은 무엇인가요?

Q8

A 만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구매하여

A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3번째로 도입하였

강진군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으며, 지류형 상품권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모바일에서 구입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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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진사랑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모바일 강진사랑 상품권
이용방법

1 스토어에서 앱 검색 후 설치

2 약관동의 후 본인인증

3 모바일 상품권 선택

4 상품권 구매하기 선택

5 상품권 선택 후 구입

6 본인계좌 등록

7 QR코드 인식

8 결제 완료

앱스토어에서
비플제로페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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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치기
추천코스

A코스

0.5km(2분)

강진다원

B코스

21.6km(26분)

백운동원림

4.9km(7분)

가우도

C코스

전라병영성

0.5km(1분)

고려청자박물관

0.1km(2분)

영랑생가

0.7km(10분)

하멜기념관

8.2km(10분)

한국민화뮤지엄

10.2km(17분)

시문학파기념관

마량항

2.7km(6분)

백련사

다산초당

거리 4.71㎞ / 소요시간 1시간

자전거여행
추천코스
| 자전거대여소 위치
강진만 생태공원
(강진읍 남당로 97-111)

힐링코스

2

3

4

강진만 생태공원

구)남포교

제방자전거도로

철새도래지

(출발)

(반환)

거리 7.62㎞ / 소요시간 3시간

문화코스

| 연락처
강진군체육회
(전화 : 061.434.7330)
| 이용금액
1인용 1천원, 2인용 2천원

1

1

2

3

4

5

강진만 생태공원

구)남포교

제방자전거도로

철새도래지

다산박물관

(출발)

(반환)

거리 13.68㎞ / 소요시간 4시간

건강코스

1

2

3

강진만 생태공원

구)남포교

제방자전거도로

(출발)

4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교육생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북

4

5

해창해안도로 가우도 출렁다리 입구
(반환)

A코스

2. 강진여행 추천코스

1박 2일
추천코스

다산과 영랑의 만남

1

2

3

3.3km(7분)

백련사

1km(4분)

다산초당

7

11km(19분)

다산박물관

6

0.1km(1분)

사의재 저잣거리

5

0.8km(2분)

시문학파기념관

B코스

4

영랑생가

136m(2분)

사의재 한옥체험관(숙박)

자연 속에 깃든 풍경

1

2

3

1.7km(3분)

백운동원림

16.8km(16분)

무위사

6

4km(8분)

강진만 생태공원

5

13.3km(29분)

16.8km(20분)

정수사

고바우공원

1

2

강진다원

6

8.5km(20분)

1km(2분)

세계모란공원

5 사의재 한옥체험관(숙박)

5.8km(10분)

주작산 자연휴양림

C코스

4

3.7km(8분)

강진만 생태공원

7

사의재 한옥체험관(숙박)

3

17.4km(16분)

4

석문공원

10km(18분)

백련사

맛과 멋, 짜릿함이 있는 강진

1

2

3

4.9km(7분)

가우도

0.5km(1분)

고려청자박물관

7

6

8.2km(11분)

한국민화뮤지엄

3.4km(6분)

오감통
1

강진만 생태공원

13.2km(20분)

극장통
길거리

마량항

5

4km(8분)

2

병영한골목
옛담장

4

3
0.7km(2분)

사의재 한옥체험관(숙박)
4

0.8km(2분)

오감통

25km(20분)

5
14.4km(18분)

사의재

6
11.7km(13분)

가우도

마량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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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여행
즐길거리

가우도 해양레저
도암면 월곶로 469
1588.0888
천혜의 자연을 품은 가우도 해양레저
는 마량미항, 강진만생태공원의 아름
다운 바다 경관속에서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다.

가우도 청자타워 짚트랙
도암면 가우도길 49-9
061.433.9500
가우도 정상에 25m 높이로 조성된 청
자타워 전망대에서 출발해 바다를 가
르며 973m를 1분에 횡단하는 하늘길
을 즐길수 있다.

강진 청자촌 오토캠핑장
대구면 청자촌길 33
061.434.9939
캠핑장은 카라반과 케빈 오토캠프 사
이트, 일반 야영 사이트 취사 및 샤워
시설, 매점,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추
고 있다.

다산베아채 골프&리조트
도암면 학장용산길 101
061.430.9999
다산 베아채는 천혜의 절경과 그린이
어우러진 27홀 퍼블릭 골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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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답사 1번지 강진, 감성여행 1번지 강진에서 1주일간 푸소농가에서 생활하며 강진다움을 느
끼고, 강진의 문화를 다양한 강좌에 참여하며 이해하고, 강진 구석구석 관광을 통하여 일상을
즐기며 느끼는 생활관광입니다.
참가인원
참 가 비
전
화
이용형태

남도답사
1번지
관광택시

2인 이상 신청 가능(1농가 최대 4인 / 2인 1실 기준)
1인 20만원(24개월 이하 무료)
061.434.7999
1주일 살기는 1농가 6박7일 숙박 기준이나
편의를 위하여 3박4일 + 3박4일 2농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 6박7일 선택시(월-일, 목-수 예약가능)
2) 3박4일 + 3박4일 선택시(월-목 + 목-일 / 목-일 + 일-수 예약가능)

남도답사 1번지 관광택시는 관광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강진 현지의 베테랑 관광드라이버가
안내하는 맞춤형 택시 서비스입니다. 강진을 여행할 때 관광 택시를 예약하면 내가 원하는 코스
대로 언제든지 편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및 접수

1544.2834(관광택시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최소 2시간 전에 사전 예약 (현장 접수 불가)

요

기본요금 2시간 40,000원
정액요금 3시간 50,000원 / 5시간 80,000원
8시간 120,000원 / 10시간(1일) 150,000원

금

제

※시간 초과시 30분 / 1만원

주작산
자연휴양림

객실정보
주
소
전
화

숲속의 집 15실 / 휴양관 10실 / 한옥펜션 10동
전남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길 262
061.430.3306

달빛
한옥체험마을

객실정보
대표주소
전
화

가구수 10개소
전남 강진군 성전면 달빛한옥길 55
010.4714.1951(김영성 이장)

사의재
한옥체험관

객실정보
주
소
전
화

총 9개실[안채 3개(2~10인), 사랑채 2개(4~6인), 다산 강학당 3개(2~4인), 별채 1개(4인)]
강진군 강진읍 사의재길 31-5
061.43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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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진여행 즐길거리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하멜권역
전라병영성

※무료입장

병영면 병영성로 175
061.430.3361
전라병영성은 사적 397호로 조선 1417년에
초대 병마 도절제사 마천목 장군이 축조하여
1895년 갑오개혁까지 조선왕조 500년간 전라
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
의 총지휘부였다.

백운동 원림
성전면 월하안운길 100-63
061.430.3313
조선중기 처사 이담로(聃老, 1627~1701)가
들어와 계곡 옆 바위에 ‘백운동(白雲洞)’이라
새기고 조영(造營)한 원림으로, 자연과 인공이
적절히 배합된 배치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이루
며 우리 전통 원림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별
서이다.

무위사

※무료입장

성전면 무위사로 308
061.430.4974
무위사는 고려 초에는 선종 사찰로 유명하였으
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수육사로서 유명하
였다. 중심 건물은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
여래를 모신 극락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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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권역
영랑생가

※무료입장

4. 강진여행 볼거리

강진읍 영랑생가길 15
061.430.3377
구수한 남도 사투리로 현대 서정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영랑 김윤식 선
생의 생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한 곳
으로 영랑의 시혼과 그 발자취를 엿볼
수 있다.

사의재 저잣거리

※무료입장

강진읍 탐진로155
061.430.3324
사의재 저잣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
이 머물던 사의재, 주막, 청년 창업자
들이 입점한 공방을 연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
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남미륵사

※무료입장

군동면 풍동1길 24-13
061.430.6460
세계 불교 미륵대종 총본산인 남미륵
사에는 동양 최대의 황동아미타여래
좌상과 500나한상 등 다양한 조각상
이 있다. 봄에는 1,000만 그루에 이르
는 철쭉이 장관을 이루며 여름에는 빅
토리아 연이 이채로움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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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권역
다산초당

※무료입장

도암면 다산초당길 68-35
061.430.3911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다
산 정약용 선생이 18년간의 유배기간 중 10여
년간 생활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목민심서’를
비롯하여 500여권의 책을 저술했던 조선 실학
의 산실 이다.

백련사

※무료입장

도암면 백련사길 145
061.432.0837
신라말에 창건되어 121년 원묘국사 요세에 의
해 증창된 백련사는 1236년 백련결사 운동을
주창하였으며 고려 8국사와 조선 8대사를 배출
한 명찰이다.

가우도

※무료입장

저두출렁다리 입구 : 대구면 중저길 31-27
망호출렁다리 입구 : 도암면 월곶로 471
061.430.3332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도
는 강진의 8개 섬 가운데 유일한 유인도로 강진
대구면과 도암면을 잇는 출렁다리가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생태탐방
로 ‘함께해(海) 길’은 산과 바다를 감상하며 걸
을 수 있는 천혜의 트레킹 코스이다.
10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교육생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북

청자권역
고려청자박물관
4. 강진여행 볼거리

대구면 청자촌길 33
061.430.3755
고려청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위해 1997년 고려청자 박물관을 개관
・운영하여 청자의 연구는 물론 누구나
청자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량항
마량면 미항로 152
061.430.3264
유서깊은 만호성터가 남아있고 까막
섬이 수묵화처럼 떠있으며 고금도와
약산도가 든든하게 풍랑을 막아주는
마량포구는 1종 어항으로서 천혜의 미
항으로 손꼽힌다.

한국민화뮤지엄
대구면 청자촌길 61-5
061.433.9770
국내 최대 규모의 민화전문 박물관으
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생활민화
전시실, 춘화전시실과 민화리빙아트
체험장, 4D 가상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시로 전문해설사의 재미있
는 해설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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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맛집 지정음식점
01

강진만갯벌탕

02

강진읍 동성로 16
061.434.8288
짱뚱어탕(9천원),
짱뚱어전골(4만2천원),
바지락회무침(3만원)
06:00~20:00 (break time X)
매월 1일, 15일
(단, 휴무일 중 공휴일은 영업함)

MENU

영업시간

휴무

옥이생선구이
강진읍 보은로안길 32
061.433.3392

MENU

영업시간

휴무

생선구이 돌솥백반(1인 1만3천원),
생선구이 돌솥정식(1인 1만9천원),
보리굴비 돌솥백반(1인 2만2천원)
*단, 모든 메뉴 2인이상 주문 가능
11:00~21:00 (break time X)
매주 화요일

아침식사○, 혼밥○, 포장○, 단체○

04

토담집추어탕

05

영업시간

휴무

추어탕(7천원),
유황오리로스(4만5천원),
삼계탕(1만4천원),
촌닭백숙(5만원)
11:00~20:00(break time X)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저두맛집

MENU

영업시간

영업시간

바지락회무침(대 4만원, 중 3만원,
1인 1만2천원), 생들깨오리탕(5만원),
갈치조림(대 6만원, 중 5만원),
묵은지닭도리탕(6만원),
닭도리탕(5만원), 장어탕(1인 1만원)
11:00~21:00(break time 15:00~17:00)
혼밥○, 포장○, 단체○

영업시간

휴무

아침식사○, 혼밥○, 포장○, 단체○

06

육회비빔밥(1만원),
생고기(150g 2만5천원),
갈비살(150g 3만원),
살치안창살(150g 3만7천원)
09:00~21:00
(break time 14:30~17:00)

08

전주콩나물국밥

MENU

영업시간

영업시간

콩나물국밥(6천원),
해물아구찜(대 6만원, 중 5만원, 소 4만원),
대구뽈테기탕(1인 1만2천원),
부대찌개(1인 1만원)
06:00~20:30
(break time 14:30~17:00)

아침식사○, 혼밥○, 배달○, 포장○, 단체○

흑염소탕(인당 1만2천원),
흑염소수육(대 6만원, 중 5만원, 소 4만원),
흑염소전골(대 6만원, 중 4만5천원, 소 3만원)
11:00~19:00(break time X)

혼밥○, 포장○, 단체○

09

강진읍 탐진로 135
061.432.3236
MENU

강진흑염소
강진읍 보은로2길 18
061.434.4951

혼밥○, 포장○, 단체○

강진읍 보은로3길 20
061.433.7114
MENU

꽃비빔밥(1만원), 추어탕(8천원),
돼지고기보쌈(대 4만5천원,
중 3만5천원, 소 2만5천원)
잔치국수(1인 6천원), 고기국수(1인 8천원)
09:00~18:30(break time x)
매주 일요일

MENU

강진읍 보은로 62
061.432.2771

혼밥○, 포장○, 단체○

07

궁전한우촌

모란추어탕
강진읍 탑동길 5
061.434.1237

포장○, 단체○

강진읍 중앙로 59
061.434.1881
MENU

03

큰샘골
강진읍 동성로 66
061.433.0668

MENU

영업시간

휴무

장어주물럭(대 4만원, 중 3만원),
묵은지 등갈비찜(대 3만5천원, 중 2만5천원),
불고기백반(1인 1만원, 대 4만원, 중 3만원)
11:30~21:00
(break time 14:00~17:00)
매주 일요일

아침식사(예약제), 혼밥○, 포장○, 단체○

※배달료 기본 2천원

10

산채골

11

강진읍 연지길 23
061.433.8898
MENU

영업시간

가정식백반(1인 8천원),
오리버섯 들깨탕(4인 5만원),
병치조림(대 5만원, 중 3만원),
갈치조림(대 5만원, 중 3만원),
도시락(1인 8천원)
10:00~21:00(break time 14:00~16:30)
포장○, 단체○

오뚜기식당

12

강진읍 영랑로3길 10-1
061.433.6161
MENU

영업시간

회춘탕(4인 12만원),
아구찜・탕(5만원), 오리탕(5만원),
청국장쌈밥(4인 4만원),
청국장(1인 8천원)
10:00~21:00
(break time 14:30~17:00)

아침식사(예약제), 혼밥○, 포장○,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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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희아구찜
강진읍 영랑로3길 11
061.433.3345

MENU

영업시간

휴무

촌닭백숙・찜(4인 6만원),
아구탕・찜(특대 6만원, 대 5만원,
중 4만원), 갈치찜(4인 6만원),
닭곰탕(4인 6만원)
11:30~20:00(break time 14:00~16:00)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포장○, 단체○

무지개식당

14

강진읍 영랑로4길 12-2
061.433.9779
MENU

영업시간

병어찜(4인 6만원), 갈치찜(4인 6만원),
우럭매운탕(대 5만원, 중 4만원),
돼지불고기(1인 1만3천원
*단 2인부터 주문 가능)
09:00~21:00
(break time 14:00~16:00)

착한돼지

MENU

영업시간

영업시간

애호박찌개(1인 8천원),
황칠왕갈비탕(1인 1만2천원),
소머리국밥(1인 9천원),
황칠삼겹살(200g 1만1천원)
11:00~21:00
(break time 14:00~16:00)

대지식당

17

영업시간

휴무

장어탕(대 5만원, 중 4만원),
오리주물럭(4만5천원), 백반(7천원),
장어주물럭(대 6만원, 중 5만원)
11:00~21:00
(break time 14:30~17:00)
휴무 매주 일요일

MENU

영업시간

휴무

황금들식육식당

영업시간

휴무

회춘탕(4인 12만원), 애호박찌개(1인 8천원),
점심특선 백반(1인 8천원),
불고기백반(1인 1만2천원
*단, 2인이상 주문 가능)
11:00~21:00 (break time X)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아침식사(예약제), 혼밥○, 단체○

갈비탕(1만2천원), 육회비빔냉면(9천원),
생고기(300g 3만5천원),
생고기비빔밥(8천원)
11:00~21:00(break time 15:00~17:00)
매주 일요일

20

멋진만남

MENU

영업시간

영업시간

휴무

단호박수제비(1인 7천원 *2인 이상 주문 가능),
서리태콩국수(1인 7천원),
팥죽(1인 6천원),
바지락칼국수(1인 7천원 * 2인 이상 주문가능)
10:00~19:00(break time x)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21

수인관

MENU

영업시간

휴무

영업시간

휴무

연탄돼지불고기백반
(2인 2만5천원, 3인 3만원, 4인 4만원)
10:00~20:00(break time X)
매주 수요일

24

병영서가네
병영면 병영성로 73
061.434.0892

MENU

영업시간

휴무

포장○, 단체○

메기탕(대 4만원, 중 3만원, 소 2만2천원),
우렁이추어탕(1인 9천원),
추어탕(1인 7천원),
자라탕(대 15만원, 중 12만원, 소 10만원)
10:00~20:00(break time x)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혼밥○, 포장○, 단체○

병영면 병영성로 107-10
061.432.1027
MENU

우아민물나라
성전면 사문로 98
061.432.5777

혼밥○, 배달○, 포장○, 단체○

23

주물럭백반(8천원),
고등어백반(8천원),
불백(1인 9천원),
등갈비찜(2~3인 3만원)
11:30~19:00(break time x)
매주 일요일
혼밥○, 포장○, 단체○

마량면 마량3길 23
061.433.1192
MENU

정가네
군동면 진흥로 321
061.433.1937

혼밥○, 포장○, 단체○

작천면 까치내로 850
061.432.5511
MENU

18

휴무

아침식사(예약제), 혼밥○, 배달○, 포장○, 단체○

22

강진착한한우명품관

회춘탕(4인 11만원, 5인 13만원, 6인 15만원),
산낙지볶음(2인 3만원, 3인 4만원, 4인 5만원),
바지락회무침(1인 1만원),
장어볶음(대 6만원, 중 4만원),
장어탕(대 6만원, 중 4만원)
10:00~21:00(break time X)
혼밥○, 배달○, 포장○, 단체○

강진읍 종합운동장길 50-10
061.434.0043

칠량면 칠량로 73
061.432.2333
MENU

MENU

혼밥○, 배달○, 포장○, 단체○

혼밥○, 포장○, 단체○

19

닭코스요리(4인 6만5천원),
오리백숙(4인 6만원),
삼겹살(200g 1만2천원),
닭갈비(1인 9천원, *2인이상 주문 가능)
10:00~21:00(break time X)

으뜸식당
강진읍 오감길2, 2동 1호
061.432.2011

영업시간

강진읍 이학래길 1-4
061.432.9232
MENU

15

강진읍 오감길 2, 2동 3호
061.433.9595

아침식사(예약제), 단체○

16

황칠품은 닭

연탄돼지불고기백반
(1인 2만원, 2인 2만4천원,
3인 3만3천원, 4인 4만4천원)
09:00~20:00
(break time 16:00~16:30)
매주 화요일
혼밥○, 포장○,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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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진여행 먹거리

13

한정식 전문식당
01

다강한정식

02

강진읍 중앙로 193
061.433.3737
MENU

영업시간

휴무

한정식 4인상(10만원, 12만원, 16만원),
한정식 2인상(8만원)
12:00~21:00
(break time 15:00~16:30)
매주 월요일

둥지식당

MENU

영업시간

영업시간

한정식 4인상
(8만원, 10만원, 12만원, 16만원)
11:00~20:00
(break time X)

돌담한정식

05

영업시간

휴무

한정식 4인상(6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
굴비정식(1인 1만5천원),
생선구이 백반(1인 1만원)
*단, 백반은 2인부터 제공함
11:00~19:00 (break time 15:00~17:00)
매주 일요일

명동식당

MENU

영업시간

한정식 4인상(10만원, 12만원),
한정식 2인상(8만원)
12:00~21:00
(break time X)

모란한정식

MENU

영업시간

한정식 4인상(10만원, 12만원, 16만원),
2인상(8만원, 10만원),
보리굴비특선
(1인 1만5천원 *단, 2인이상 주문 가능)
11:30~21:00
(break time 15:30~16:30)

청자골종가집

단체○

11

군동면 종합운동장길 106-11
061.433.1100
MENU

영업시간

한정식 4인상
(10만원, 12만원, 16만원),
한정식 2인상(8만원, 10만원)
11:30~20:30
(break time 14:00~17:00)

석천한정식
성전면 예향로 12-1
061.432.5050

MENU

영업시간

한정식 4인상
(6만원, 8만원, 12만원)
11:00~21:00
(break time 15:00~17:00)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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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해태식당
강진읍 서성안길 6
061.434.2486

MENU

영업시간

한정식 4인상(12만원),
2인상(6만원),
3인상(9만원)
11:00~21:00
(break time 15:00~17:00)

아침식사(예약제), 단체○

09

강진읍 오감길2, 2동 9호
061.433.2211

아침식사(예약제), 단체○

10

06

아침식사(예약제), 단체○

08

한정식 4인상
(4만8천원, 6만6천원,
8만8천원, 11만원,
13만원, 16만원, 20만원)
08:00~20:00
(break time 14:30~16:30)
단체○, 차량수송○

강진읍 서성안길 5
061.434.2147

강진읍 영랑생가길 5
061.434.5323
MENU

MENU

아침식사(예약제), 단체○

아침식사(예약제), 단체○

07

한정식 4인상
(10만원, 12만원, 16만원)
11:40~21:00
(break time 15:00~17:00)

강진만한정식
강진읍 보은로 73
061.433.0234

영업시간

강진읍 보은로3길 48-3
061.433.2080
MENU

03

강진읍 남문길 21-1
061.434.1012

단체○

04

남문식당

예향한정식
강진읍 오감길2, 3동
061.433.5777

MENU

영업시간

휴무

한정식 4인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11:00~21:00
(break time 14:00~17:00)
매주 월요일

단체○

01

※강진회춘탕이란 한약재로 낸 육수에 닭과 문어, 전복을 넣은 강진을 대표하는 음식

다복

02

강진읍 보은로3길 12
061.434.4774
MENU

영업시간

휴무

회춘탕(4인 12만원),
한정식(4인상 8만원, 10만원),
병어찜(6만원), 흑돼지구이(150g 1만2천원)
11:00~21:00
(break time 14:30~16:30)
매주 일요일

거목촌식당

MENU

영업시간

영업시간

회춘탕(4인 12만원, 5인 14만원),
삼겹살(200g 1.2만원),
돼지주물럭(1인 1만원),
김치찌개(1인 7천원),
애호박찌개(1인 7천원 단, 2인이상 주문가능)
06:00~22:00(break time X)

05

만호성

MENU

영업시간

영업시간

휴무

회춘탕(5인 12만원),
닭도리탕(5만원),
오리백숙(5만원), 옻닭(6만원),
백숙(5만원)
09:00~21:00(break time x)
매주 일요일
포장○, 단체○

영업시간

하나로식당
회춘탕(6인 15만원, 4인 12만원, 3인 11만원),
백숙(4인 6만원), 오리백숙(4인 5만원),
백반(1인 8천원)
08:00~21:00
(break time 14:30~16:00)
매주 일요일(오후) *단, 예약시 운영

08

석문정

06

영업시간

회춘탕(4인 11만원),
백숙(5만5천원),
약오리(6만5천원),
오리탕(5만5천원),
점심특선백반(1인 6천원)
10:00~21:00(break time x)
아침식사(예약제), 포장○, 단체○

팔암가든
강진읍 팔암길 5
061.433.8449

MENU

영업시간

회춘탕(4인 12만원),
닭코스(5만원), 오리주물럭(5만원)
11:00~21:00
(break time 14:30~16:30)

포장○, 단체○

09

도암면 백도로 2059-7
061.434.6660
MENU

회춘탕(3인 11만원, 4인 12만원),
삼계탕(1만4천원),
불백(1인 1만4천원)
08:00~20:00(break time X)

혼밥○, 포장○, 단체○

아침식사○, 혼밥○, 단체○

마량면 미항로 5-17
061.433.2209
MENU

MENU

강진읍 보은로3길 29
061.434.0078

아침식사○, 혼밥○, 배달○, 포장○, 단체○

07

회춘탕(4인 12만원),
한정식(4인상 9만원, 11만원, 13만원),
병어찜(대 6만원, 중 5만원),
갈치찜(대 6만원, 중 5만원)
11:30~21:00
(break time 15:00~17:00)

가족회관
강진읍 영랑로4길 28
061.433.1236

아침식사(예약제), 단체○

강진읍 서성안길 4
061.434.2106
MENU

03

강진읍 영랑4길 30
061.433.2366

아침식사(예약제), 포장○, 단체○

04

은행나무

현우농장
신전면 백도로 1385-13
061.434.8580

MENU

영업시간

회춘탕(4인 11만원),
토종닭코스(6만원),
황칠백숙(6만원)
10:00~20:00(break time x)

차량수송○,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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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춘탕 전문식당

모범음식점
01

황칠요리전문점 목삼정

02

강진읍 덕남로 87
061.434.3738
왕갈비탕(1인 1만3천원),
갈낙탕(1인 2만원), 소갈비찜(대 7만원,
중 5만원), 오리백숙(스페셜 9만5천원,
4인 7만원), 황칠닭백숙(4인 7만원)
10:30~20:00(break time x)
매주 일요일

MENU

영업시간

휴무

본죽앤비빔밥

MENU

영업시간

휴무

전복죽(1만1천원),
쇠고기야채죽(9천원),
육개장(9천원), 해물뚝배기(9천원)
08:00~21:00(break time x)
휴무 매주 토요일

영업시간

휴무

한우모듬(150g 3만2천원),
돼지모듬(200g 1만4천원), 육회비빔밥
(8천원), 한우차돌된장찌개(1인 7천원)
10:00~21:30
(break time 15:00~17:00)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05

차이나루

MENU

영업시간

영업시간

아침식사○, 혼밥○, 배달○, 단체○

탕수육(중 2만3천원, 소 1만8천원),
소고기짬뽕(9천원), 백짬뽕(9천원),
잡탕밥(1인 1만3천원)
11:00~20:00
(break time 15:00~17:00)

아구탕(인당 1만2천원), 아구찜(특대 5
만원, 대 4만5천원, 중 4만원, 소 3만5
천원), 복찜(대 6만원, 중 5만원),
복탕(1인 1만5천원 *단 2인이상 주문가능)
12:00~19:30
(break time 15:00~17:00)
단체○

06

강진읍 중앙로 113
061.432.4977
MENU

대흥관
강진읍 연지길 31
061.432.8644

혼밥○, 포장○, 단체○

강진읍 영랑로 18-2
061.433.6288
MENU

03

강진읍 서성4길 11
061.433.7900

혼밥○, 포장○, 단체○

04

금두꺼비

유미정
강진읍 탐진로 60
061.433.6222

MENU

영업시간

혼밥○, 포장○, 단체○

생고기(150g 1만7천원), 돼지양념갈
비(200g 1만2천원), 생고기비빔밥(8천
원), 주물럭백반(1인 9천원), 갈비전골
(1인 1만2천원, 2인이상 주문 가능)
11:00~21:30
(break time 14:00~17:00)
혼밥○, 배달○, 포장○, 단체○

※배달료 별도부과, 읍 3천원

07

이바돔감자탕

08

강진읍 탐진로 61
061.433.8535
MENU

영업시간

묵은지감자탕(대 4만3천원, 중 3만8천
원, 소 3만2천원), 특허등뼈찜(대 4만4
천원, 중 3만7천원, 소 2만9천원), 매운
쭈꾸미철판(1인 1만원 *단, 2인이상 주
문 가능), 해장국(1인 8천원)
08:00~22:00(break time 15:00~17:00)

백악관

09

군동면 종합운동장길 50-16
061.433.0508
MENU

영업시간

아침식사○, 혼밥○, 배달○, 포장○, 단체○

생고기비빔밥(8천원),
매운돼지갈비찜(대 6만원, 소 4만원),
불고기백반(1인 1만4천원),
생고기(300g 4만원)
11:00~21:30
(break time 14:00~17:00)
혼밥○, 포장○, 단체○

궁전횟집
마량면 미항로 136
061.433.3044

MENU

영업시간

회정식(4인 10만원, 3인 8만원, 2인 6
만원), 황칠전복갈낙탕(4인 10만원, 3인
8만원, 2인 6만원), 강진만 된장물회(4
인 5만원, 3인 4만원, 2인 3만원, 1인 1
만5천원), 장어볶음(대 7만원, 소 5만원)
09:00~21:00(break time X)

아침식사(예약제), 혼밥○, 포장○, 단체○

※배달료 기본 2천원

10

청자골회타운

11

마량면 미항로 173-2
061.432.5589
MENU

영업시간

생선회(4인 10만원, 2인 7만원, 1인 5
만원), 된장물회(1인 1만원, 1만5천원,
2만원), 하모회샤브샤브모듬(4~5인 15
만원), 장어주물럭(4인 6만원)
09:00~21:00(break time X)

우리수산회센타

12

강진읍 삼일로 30
061.433.4340
MENU

영업시간

여름-하모코스(회, 샤브샤브, 죽)
(4인 12만원), 회정식(4인, 12만원),
가을-전어회/무침/구이(4인 6만원)
09:00~21:00
(break time 15:00~16:00)

아침식사(예약제), 혼밥○, 포장○,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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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마량회타운
마량면 미항로 136
061.433.7550

MENU

영업시간

회정식(4인 10~15만원),
장어주물럭(4인 6만원), 
강진된장물회(1인 1만2천원),
소고기낙지비빔밥(1인 1만2천원)
10:00~21:00(break time X)

아침식사(예약제), 혼밥○, 포장○, 단체○

병영돼지불고기
설성식당

02

영업시간

휴무

연탄돼지불고기백반
(2인 2만원, 3인 3만원, 4인 4만원)
11:00~20:00
(break time 15:00~16:50)
매주 월요일

MENU

영업시간

휴무

연탄돼지불고기백반
(2인 2만4천원, 3인 3만3천원,
4인 4만4천원)
10:00~20:00 (break time X)
매주 목요일

단체○

치킨
01

02

처갓집양념통닭

햄버거

05

01

곱창전골(1인 8천원),
막창구이(200g 1만원),
황칠 숙성 삼겹살(200g 1만1천원)
11:00~20:30
매주 화요일

혼밥○, 단체○

굽네치킨 강진점

03

치킨플러스 전남강진점

맘스터치강진점

BBQ 강진점
강진읍 보은로2길 36
061.434.9282

06

교촌치킨 강진점
강진읍 영랑로3길 7
061.434.8599

02

강진읍 영랑로3길 6-1
061.433.9979

롯데리아 강진점
강진읍 중앙로 88
061.432.1174

※강진읍권만 배달가능

돼지반점

02

강진읍 동명3길 7
061.433.8270

태화루

짜장꽃
강진읍 탐진로 65, 2층
061.434.1600

중국성

03

강진읍 삼일로 27
061.433.8991

05

강진읍 영랑로3길 12-1
061.433.4793

07

휴무

강진읍 영랑로3길 18
010.2743.9156

※배달대행 수수료 8,000원 ~ 10,000원

04

영업시간

강진읍 보은로1길 25
061.433.9392

강진읍 영랑로3길 10
061.434.7722

01

MENU

※배달대행 수수료 8,000원 ~ 10,000원

BHC 치킨

중화요리

하멜숙성돈구이
병영면 남삼인길 6(병영시장)
010.7528.1571

단체○

강진읍 남문길 2
061.433.1788

04

03

병영면 병영성로 87
061.433.3335

병영면 병영성로 92
061.433.1282
MENU

병영연탄불고기

사천성
강진읍 영랑로4길 14
061.432.6070

08

대화루
강진읍 서성안길 13-1, 1층
061.432.5892

06

신복화루
강진읍 중앙로 149-1
061.433.9992

금보석
군동면 진흥로 11
061.433.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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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영 돼지불고기는 조선시대 현감과 병마절도사의 일화에서 비롯되어,
귀한 손님이 오면 돼지불고기를 내오는 전통이 생김

운동시설
01

삼양볼링회관

02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3길 47
010.4615.8582

04

포지션당구장

칸당구클럽

05

강진스크린골프존

나이스당구클럽

08

힐 당구클럽

06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5
061.433.1114

엘시 실내 골프 연습장

더블당구장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1-11
061.433.8102

09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65
010.5028.0177

11

부강당구클럽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3길 20
061.433.3851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30
010.3103.9997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3길 32, 엘씨마트 2층
010.5458.8169

10

03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2길 13
011.628.2445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42-5
061.433.1366

07

AMF볼링센터

당구 아카데미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1길 6
010.5420.0805

12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1-11, 2층
010.7621.0976

엘시 스크린 골프존
강진군 강진읍 서문길 7, 2층
010.2621.0976

숙박시설
01

다산베아체골프앤리조트

02

도암면 학장용산길 101
061.430.9999

04

다산호스텔

수인성모텔

05

모란모텔

08

탑 모텔

11

플라워모텔
강진읍 영랑로2길 4
061.434.6606

부성파크모텔

선운모텔

14

보금모텔

09

가필드
강진읍 보은로1길 19
061.43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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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모텔
강진읍 영랑로1길 14
061.433.4749

12

모두모텔
강진읍 영랑로 42-6
061.433.8776

15

강진읍 영랑로 45
061.433.4765

17

힐 무인텔
군동면 까치내로 227
061.434.6780

강진읍 서성안길 8
061.434.1121

강진읍 보은로안길 28
061.434.8816

16

06

강진읍 영랑로2길 6
061.434.2080

강진읍 서성안길 4
061.434.0068

13

이든호스텔

강진베이스볼파크펜션
도암면 해양관광로 1365
010.2272.9137

강진읍 청렴길 21-12
010.7432.6007

강진읍 영랑로 28 (2,3)층
061.433.7707

10

03

강진읍 보은로 113-1
061.433.7300

강진읍 동성로 66
010.5090.0153

07

프린스행복호텔

벨라지오모텔
강진읍 보은로2길 10
061.433.0570

18

드라마모텔
강진읍 보은로안길 29
061.434.0636

01

소요시간

산정호수민박(윤순화)
강진읍 신천길 108-16
010.3638.7240
9분

푸소(FUSO)란?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농촌민박 + 체험을 하며 강진의 정(情)과 감성(感性)을 경험하는 강진군 만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02

소요시간

조식○

04

소요시간

언덕배기 해오름집(이화자)
강진읍 학산길 7
010.9630.3614
10분

소요시간

탱자네민박(김덕희)
강진읍 신천길 112
010.4781.8150
8분

05

소요시간

소요시간

마리네민박(김말)
강진읍 목화길 13-5
010.2256.8958
15분

08

소요시간

소요시간

봉황민박(강정희)
도암면 봉황로 600-2
010.4642.5591
17분

11

소요시간

소요시간

향촌풀하우스(고인순)
도암면 도암중앙로 79
010.3626.3183
7분

14

소요시간

소요시간

가우도 친구민박(조명심)
도암면 가우도길 2-7
010.6507.8455
13분
조식○

22

소요시간

소요시간

선화네푸소(박선화)
강진읍 사의재길 31-21
061.432.8451
15분

하멜하우스B&B(박춘호)
도암면 월곶로 74-65
010.5259.1285
10분

물댄동산(윤성은)
도암면 봉황로 605-11
010.9975.7199
16분

17

소요시간

도암 옥전민박(김정순)
도암면 옥전3길 14
010.9387.0626
11분

09

소요시간

소요시간

초당골한옥(박미호)
도암면 다산초당길 63
010.9139.3255
1분
조식○

꽃뜰(이윤자)
강진읍 도원길 50-4
010.7113.2401
10분

소울민박(이영례)
강진읍 영파길 256-5
010.3643.3140
15분
조식○

12

소요시간

임이랑농장(임춘숙)
도암면 덕촌길 14
010.3609.0647
11분
조식○

15

소요시간

도암 월하길민박(이복례)
도암면 월하2길 43
010.2007.4988
10분
조식○

18

소요시간

조식○

20

강진읍 사의재길 31-10
061.432.7021
15분

조식○

조식○

조식○

19

강진읍 보전길 22-14
010.7162.4290
17분

06

조식○

조식○

16

올바른 농원(한영임)

힐링하우스(신오자)

조식○

조식○

조식○

13

소요시간

조식○

조식○

10

강진읍 호산길 30-7
010.5035.3534
10분

03

조식○

조식○

07

Dream Cabin(유정임)

청향채(김천수)
도암면 다산초당길 59
010.9007.1795
1분
조식○

21

소요시간

빌리지오민박(오병우)
도암면 귀라1길 29-4
010.9885.2951
9분
조식○

수니팜(최성순)
도암면 학장로 151
010.3766.4953
6분
조식○

구석구석 매력강진 | 19

6. 숙박 및 푸소농가

푸소농가 소개

인재개발원 인근 민박
01

소요시간

강진슬로우펜션(강옥상)
강진읍 춘곡길 77-25
010.7941.6595
8분

※소요시간은 차량기준

02

소요시간

호반민박(윤점임)
강진읍 신천길 106
010.7511.1805
9분

03

소요시간

강진자유게스트하우스(박성용)
강진읍 평동1길 7-6
010.9101.9003
13분

조식○

04

소요시간

V-랜드 민박(윤향희)
강진읍 고성길 133
010.3114.5090
15분

05

소요시간

쪽빛나루(이재희)
강진읍 목리안3길 12-1
010.7730.7893
13분

조식○

07

소요시간

다향소축민박(신필갑)
도암면 다산초당1길 7-5
010.3616.0360
1분

소요시간

뜨란에(김혜정)
도암면 봉황로 448
010.3380.6412
13분

소요시간

조식○

08

소요시간

다산촌명가(윤동환)
도암면 다산초당길 68
010.3883.2116
1분

조식○

10

06

소요시간

다산초당권역마을(윤방)
도암면 다산초당길 30
010.3707.7763
2분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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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도암면 해안관광로 1317
010.3603.5843
7분
조식○

09

소요시간

조식○

11

송학민박(최정권)

다산황토방(노상월)
도암면 만덕간척로 122
010.4617.2971
3분
조식○

12

소요시간

다산깡촌갤러리팜(최선행)
도암면 다산초당1길 47-8
010.3283.8286
9분

강진 특산품

강진군에서 엄선하여 선별한 농수특산물을
강진군 직거래 지원센터 ‘초록믿음’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식
품

www.gangjin.center
문의전화 061.433.8844, 080.434.2070

“슈퍼푸드”
강진쌀귀리
01

강진군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국 최대의 일조량으로
쌀귀리 재배의 최적지이며 주산지입니다.

02

톡톡터지는 식감! 건강식 귀리밥으로 많이 소비되는 쌀귀리는
강진군에서 쌀귀리 고추장, 국수, 선식, 음료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03

귀리는 뉴욕타임즈 선정 세계 10대 슈퍼푸드입니다.

04

강진군에서 생산된 ‘영양만점! 건강만점! 슈퍼푸드’
쌀귀리 식품을 만나보세요!

“남도손맛”
강진 묵은지
01

강진 묵은지는 지역에서 생산한 풍부한 재료의 육수와 양념으로
갖은 풍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02

강진 묵은지는 멸치젓을 주젓갈로 사용하여 색깔이 다소 어두운
빛을 띠나 오래 묵힐수록 깊은 맛을 냅니다.

03

강진 묵은지는 청각을 넣어 담가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04

강진 묵은지는 고춧가루보다 멸치젓, 새우젓 등의 젓국을 많이
사용하며 타 지방에 비해 통깨 사용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05

강진 묵은지는 가정식으로 담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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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진특산품

강진
쌀귀리
묵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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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진관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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