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호국영령 안보 체험길/0m(490m) 소요시간 : 15분

1950.9.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6.25전쟁의 반격 시발점이자 전초기지가 된 월미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피의 안타까운 희생과 엄청난 포화로 초토화된 아름다운 자연공간들! 해군첩보UDU충혼비, 몽금포작전전승비

등을 돌아보며 역사의 아픈 기억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져본다. 

- 시민과의 상생협력과 애항심(愛港心) 등 사회적 가치 공유를 위한 -

달꼬리(月尾) 갑문길 힐링 도보여행 프로그램 PREVIEW 

[[ 프로그램 추진 개요프로그램 추진 개요 ]]

◆ 프로그램 네이밍(Program Naming)

ㅇ 인천항 월미도(月尾/달꼬리) 내에 위치한 갑문의 지리적 상징성 등을 부각

ㅇ 반달의 꼬리처럼 휘어져 있는 월미도의 모습과 전통․역사 체험 ZONE→ 힐링

체험 ZONE→ 항만 체험 ZONE→ 관광특구 체험 ZONE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월미도 주변의 테마관광루트를 형상화한 표현

 ◆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통한 관광테마화

   ○ 전통․역사 체험 ZONE (해군첩보UDU충혼비, 한국전통공원, 한국이민사 박물관)

○ 힐링 체험 ZONE (벚꽃ㆍ다람쥐 힐링길, 인천항 전망대길, 등대길)

○ 항만 체험 ZONE (입․출거 관람장, 조경지구, 갑문홍보관 쉼터)

○ 관광특구 체험 ZONE (월미도 문화의거리)

■ 코스안내도



② 한국 전통공원 체험길/910m(1,400m) 소요시간 : 25분

우리 고유의 멋이 깃든 부용정 연못가를 돌아서면 옛선인들이 고아한 자태로 바둑ㆍ오수를 즐기던 소쇄원을

만나고, 소슬바람을 맞으며 몇발작 옮기다 보면 커다란 전통 한옥인 양진당이 우리를 반긴다.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음으로 한바탕 웃고 옆에 이웃한 꽃사슴과도 눈빛 인사를 안녕~~

③ 벚꽃ㆍ다람쥐 힐링길/1,270m(2,670m) 소요시간 : 30분

「지금 우리는 월미의 숲으로 들어간다. 상처입은 나무가 들려주는 희망의 노래를 듣기 위하여...」전쟁의 화마를

깊게 품은 월미숲! 산허리를 돌아가는 내내 벚나무, 은행나무, 단풍, 느티나무, 곰솔 들에서 풍기는 상큼한 숲향을

느끼며, 또한 눈으로는 다람쥐, 청설모 녀석들의 도토리로 가득한 볼따구니를 만나고, 250년이나 된 평화의 어머니

나무를 가슴에 품어본다. 마냥 싱그런 공기를 들이마시며 푸짐하게 심호흡을... 아! 그야말로 힐링길...



④ 인천항 전망대길/740m(3,410m) 소요시간 : 20분

월미산.. 그정상에 서면 사방팔방 탁트인 시야가 들어온다. 전망대에 올라보면, 내발아래 펼쳐진 도시와 바다가

어우러진 인천항과 갑문.. .그 사이를 오가는 배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작약도, 강화 마니산이

보인다. 남쪽으로는 인천대교와 무의도, 영흥도가 시계에 들어온다. 인천공항을 오르내리는 비행기들이 보인다.

⑤ 갑문 해룡이길/1,370m(4,780m) 소요시간 : 40분

밀물과 썰물차(최대10m)로 인하여 배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 인천항 갑문..

1974년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300m 크기의 선박이 들고 나는 동양 최대의 시설 인천항 갑문... 지난

40여년 인천 경제의 한축을 차지한 그곳.. 배가 드나드는 입출항 관람장... 갑문홍보관 쉼터에서 해룡이-해린이를

만나 사진 한 장... 그리고 하트그네 포토존에서 사진 한컷....



⑥ 이민사 박물관길/870m(5,650m) 소요시간 : 30분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선인들의 해외 개척정신의 삶과 발자취를 기리고자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

출발지인 인천에 기념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최초 하와이 이민선 갤릭호 모형, 농장에서의 험난한 이민생활과

말못할 애환들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고, 영상실에서는 한국 이민사 한세기를 담은 영상물도 상영한다.



⑦ 월미 등대길/620m(6,270m) 소요시간 : 10분

월미도 끝자락 바다로 쭉 삐져나간 등대로 가는 데크길... 햇살에 반짝이는 하얀 등대... 등대로 다가가는 양쪽 난간
으로는 인천항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사진들이 있어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는 소중함과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수
있다. 이 등대는 배가 인천항 내항으로 가기 위하여 갑문을 통과하는 길목으로 등대 끝에 서면 갑문으로 접근
하는 대형선박을 지척에서 감상할 수 있다.

⑧ 월미 문화의거리(먹거리, 놀이공원, 유람선길)/580m(6,850m) 소요시간 : 10분

문화의 거리 초입을 수놓고 있는 간판이름도 재미난 포장마차 개념의 식당들, 떡복이 등 주전부리로 감칠맛을 돋
우고, 서해의 진미를 맛볼수 있는 싱싱한 회와 소주 한잔으로 자연스레 입안이 즐거워지고, 또한 월미도 앞바
다에 드리운 붉은 낙조를 담은 달콤한 커피 한잔의 여유... 세상은 그야말로 살아 볼만한 곳이다라는 즐거움을 만
끽하는 그런 날이다.
아이들 눈을 사로잡는 알록달록 단장한 놀이기구들, 어른들엔 공포의 대상이자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번에 날려
버릴수 있는 고공낙하 괴물들(대관람차, 하이퍼드롭, 바이킹 등)... 온가족이 한바탕 울고 웃을수 있는 그래서
가족/연인/친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맘껏 느낄수 있겠지요?
월미 해안을 따라 만남의 장, 교환의 장, 문화ㆍ예술의 장, 풍물의 장 등 4구간을 느릿느릿 걷다 운이 좋으면
거리공연을 펼치는 가수, 악사, 비보이를 만나 눈을 호강하고, 고개를 돌리면 서해로 사라지는 붉은 낙조 사이로
갈매기와 비행기가 교차하는 낭만을 느낄수 있는 그곳 ‘월미도에 가고 싶다...
또한 월미도를 출항하여 영종도, 추억의 섬 작약도, 영종대교 등을 돌아오는 크루즈에서 화려하고 환상적인
선상공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엮어 보세요.



■ 안내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