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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명: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한국관광공사 선정 테마수학여행지 (2010)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선정 전국 10대 생태관광지 (2010)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녹색농촌체험마을 (2011)

·한국관광공사 Rural-20 (2012)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012)

·농촌마을대상 대통령상 (2013)

·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부문 1등급 (2013)   

·환경부 선정 생태관광지역 12선 (2014)

·농어촌인성학교(2017) 

·동강래프팅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인증예정 (3월 중)

연혁

어름치마을의 변천사

과거

그린투어리즘

현재

생태관광+레저

미래

아웃도어에듀케이션

래프팅마을, 민박, 농박

진탄나루터, 시골, 산골

어름치마을은 강원도 평창군 중 유일하게 동강이 흐르는 미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 하천, 동굴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생태관광마을입니다.

  레저+생태관광, 생태관광마을

백룡동굴, 스카이라인/점프, 현대식 숙박시설

복합휴양마을, 레저+생태+휴양

생태관광 인프라, 지질관광 및 교육, 캠핑, 친환경농산물

어름치마을 소개



어름치마을 관광지도

평창군 최남단지역으로 영월, 정선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동 : 
평창민물고기생태관(과학생태실험교실), 

동강레포츠, 동강스카이라인/스카이점프, 

진탄나루공원, 플라이낚시,

생태펜션 및 황토펜션, 동강식당

문희동 : 
백룡동굴, 수달동굴, 동강, 할미꽃 군락지, 

백운산(칠족령), 백운산방

본동

문희동

어름치마을



어름치마을의 교육여행은 모험, 신비, 자연과 생태 그리고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도심의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매일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 자연과 함께하고 또 그것을 배우며 친구들, 선생님과 

우정을 쌓아가는 그 곳이 바로 어름치마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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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생태교실 (어류와 수서곤충) : 생물학자

● 백룡동굴 및 고마루탐사 : 지질학자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잠자리와 먹거리 제공

●  자연생태계탐방과 팀별 미션수행: 

    어름치마을만의 이색 인성프로그램 운영

●  전문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문가에 의뢰, 

    제작한 전문교재로 체험프로그램 진행

●  백룡동굴, 동강래프팅, 스카이라인

●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프로그램

●  "교실 밖에서 신나게 즐기자" 프로그램

●  계약부터 정산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  전문자격증을 지닌 운영 인력: 자연환경해설사, 

    농어촌체험지도사, 백룡동굴 가이드, 래프팅가이드, 

    응급처치사,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숲해설사, 청소년지도사

자유학기제 및 직업체험 연계

통합편의 제공

농어촌 인성학교 프로그램

진행교재

이색체험 프로그램 

안전하고 깨끗한 숙식 환경

체험진행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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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름치마을
교육여행



어름치마을의 수학여행은 백운강과 동강 등 평창의 맑은 자연을 즐기면서 배우는 생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백룡동굴의 신비로움과 동강의 맑고 힘찬 물살을 가르며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며, 동강스카이라인, 스카이점프 

등 레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과학생태실험교실을 통하여 생물학자, 지질학자가 되어 직업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수학여행 지원 

체험학습비지원사업 : 체험비용 1인 1만원씩 할인

                                    (1박 이상일 경우 선착순 지원)

수학여행 실적

●  2011년 : 55개교 2,760명

●  2012년 : 55개교 3,950명

●  2013년 : 63개교 6,750명

●  2015년 : 30개교 2,700명

●  2016년 : 40개교 3,100명

●  2017년 : 35개교 3,537명

●  생태펜션 / 황토펜션 : 100여 명 수용 가능

●  주민활력센터(세미나실) : 오리엔테이션 등 가능

●  동강식당 : 자율배식형 백반 기본으로 100명 이상 순환식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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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실적·지원 안내

숙소 및 식당 / 부대시설



학생들의 끼와 꿈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오염되지 않은 동강에서 스릴과 스피드를 즐기며 

서로 협력하고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체험

●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탐사형 동굴

●  회차별 2명의 가이드가 인솔하며 해설 및 안전통제 병행

●  초등1학년부터 탐사 가능

●  자연 그대로의 천연동굴탐사와 생태해설, 

    자연학습이 어우러진 수학여행 최고의 체험프로그램 

    (탐사복, 헤드랜턴, 장화, 헬멧 지급)

●  안 와본 학교는 있어도 한 번만 오는 학교는 없는 프로그램

어름치마을의 풍광을 한 눈에 보며 창공을 가르는 상쾌함과스릴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나는 체험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 장비만 사용)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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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름치마을
체험프로그램

01. 동강래프팅 / 인플래터블 프로그램

02. 백룡동굴 탐사

03. 스카이라인 / 스카이점프



●  산태극 수태극의 형상, 백운산 중부능선에 위치

●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코스로 1시간 30분 ~ 2시간 소요

●  동강의 맑은 공기와  산, 동강의 사행천이 어우러진 비경 감상

●  동강의 제장마을, 소사마을, 연포마을 등을 한 눈에 조망 가능

●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

●  어름치마을의 생태경관자원, 뷰포인트

●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문화자원, 특산물  등 마을을

    직접 탐험하며 진행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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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름치마을
체험프로그램

04. 칠족령트래킹

05. 어름치마을 에코런

06. 지질교육프로그램

●   석회암지역 지질교육 

●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인증(고마루, 백룡동굴, 어름치마을)

●  고마루 카르스트 지형

●  석회암 동굴 등

창의활동주민생태 / 경관 문화

어름치마을 Mission



Nymph

Egg

Adult

(Imago) 'Spinner'

Sub -Adult

(Sub Imago) 'Dun'

●  어류연구 : 해부를 통한 어류 구조 공부

●  수서곤충 연구활동

●  물고기 잡기 체험

●  수중생태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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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 민물고기잡기 / 과학생태실험교실

08. 숲해설, 수중생태계 관찰

어름치마을  www. mahari.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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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름치마을
체험프로그램

●  평창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

●  천체망원경 10대 보유(대여 가능)

"동강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  특수제작된 보트로 야간 동강의 민물고기 탐사

●  새소리, 물소리, 달빛, 물고기, 사람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이색체험

* 겨울철 한정 프로그램

●  야생동물이 마을로 출현하는 늦가을 ~ 초봄까지 

    진행하는 야간 체험 

●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조용한 접근

●  랜턴을 활용한 야생동물 관찰 

●  야생동물의 생태 및 생활방식 등을 마을주민의 

    설명을 들으며 체험진행

* 겨울철 한정 프로그램

09. 별자리 관찰

10. 야간물고기 탐사

11. 야간야생동물탐사



어드벤처 모험과 생태 탐사가 함께하는 어름치마을의 특화프로그램

* 상기 일정은 학교에서 원하는 일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박 2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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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행
프로그램 예시

당일형

일차 시간 일정 비고

1일차

08 : 00 ~ 11 : 30 어름치마을 이동/도착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탐사형 동굴

레포츠체험

11 : 30 ~ 12 : 30 점심식사

12 : 30 ~ 15 : 30 백룡동굴탐사

15 : 30 ~ 17 : 30 동강래프팅 or 스카이라인/점프

17 : 30 ~ 복귀

일차 시간 일정 비고

1일차

08 : 00 ~ 11 : 30 어름치마을 이동/도착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탐사형 동굴

레포츠체험

11 : 30 ~ 12 : 30 점심식사

12 : 30 ~ 15 : 30 백룡동굴탐사

15 : 30 ~ 17 : 30 동강래프팅 or 스카이라인/점프

17 : 30 ~ 19 : 00 개인정비 / 저녁식사

19 : 00 ~ 야간체험학습 수서곤충체험

2일차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2 : 00 어름치마을 에코런 or 칠족령트래킹 친구들과 미션활동

12 : 00 ~ 13 : 00 점심식사

13 : 00 ~ 복귀

어름치마을  www. mahari. kr



* 상기 일정은 학교에서 원하는 일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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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행
프로그램 예시

2박 3일형

일차 시간 일정 비고

1일차

08 : 00 ~ 11 : 30 어름치마을 이동/도착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탐사형 동굴

레포츠체험

11 : 30 ~ 12 : 30 점심식사

12 : 30 ~ 15 : 30 백룡동굴탐사

15 : 30 ~ 17 : 30 스카이라인/점프

17 : 30 ~ 19 : 00 개인정비 / 저녁식사

19 : 00 ~ 자유일정

2일차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2 : 00 어름치마을 에코런 친구들과 미션활동

12 : 00 ~ 13 : 00 점심식사

13 : 00 ~ 16 : 00 동강래프팅 레포츠체험

16 : 00 ~ 18 : 00 민물고기 생태관 관람 및 체험 민물고기 잡기

18 : 00 ~ 19 : 00 저녁식사

19 : 00 ~ 야간체험학습 수서곤충체험

3일차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2 : 00 칠족령트레킹 레포츠체험

12 : 00 ~ 13 : 00 점심식사

13 : 00 ~ 복귀

어드벤처 모험과 생태 탐사가 함께하는 어름치마을의 특화프로그램



* 상기 일정은 학교에서 원하는 일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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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농어촌인성학교, 과학동아리 연계형

일차 시간 일정 비고

1일차

08 : 00 ~ 11 : 30 어름치마을 이동/도착

11 : 30 ~ 12 : 30 점심식사

12 : 30 ~ 15 : 30 백룡동굴탐사 지질 및 과학체험(지질학자, 과학자)

15 : 30 ~ 17 : 30 과학생태교실(어류)
어류와 하천생태계

(어류잡이 및 하천 체험, 어류 해부)

17 : 30 ~ 19 : 00 개인정비 / 저녁식사

19 : 00 ~ 야간체험학습
야간 등화채집

(수서곤충(성충), 밤곤충 채집 및 분류 박쥐 탐사) 

2일차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2 : 00 과학생태교실 수서곤충 채집과 분류 / 수서곤충 표본제작

12 : 00 ~ 13 : 00 점심식사

13 : 00 ~ 복귀 레포츠체험

수서곤충관찰, 채집

(하천탐사 및 야간 등화채집) / 표본만들기

백룡동굴탐사 / 박쥐관찰

(지질탐사 및 동굴생물 관찰) 물고기잡기, 민물고기생태관, 

송어해부

먹이(성충)

동굴생물

유기질 제공
(사체 및 배설물)

먹이 (유충/성충)

체험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수서곤충과
먹이사슬

수서
곤충

박쥐 물고기

어름치마을  www. mahari. kr



●  마을법인 혹은 마을여행사를 활용한 통합계약/정산으로 편의 도모

●  학교장터 전자계약 가능

●  마을체험 외 마을 내 평창군청 직영 프로그램까지 계약 대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보험 등 관련 전체서류 일괄 제공

●  군청 위생계 : 음식점 위생점검

●  평창 소방서 : 화재점검

●  농업기술센터 : 각종 안전점검 등 실시

●  수학여행안전지도사 : 마을 내 2명(백룡동굴/래프팅 가이드,  농어촌체험지도사, 자연환경해설사 등)

●  어름치마을은 다년간 다수의 학교와 행사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편의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 불필요

●  전문인력 상주: 체험프로그램 진행 및 응급대기

14

교육여행 행정업무
(계약 및 정산)

통합솔류션

검증된 마을

전문적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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