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레길 지도
우음도에코락
2019-2020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조성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우음도 에코뮤지엄 거점센터이다. 에코락은 생태를 뜻하는
‘Eco’와 ‘즐길 樂’의 합성어로 ‘생태를 즐기다’라는 뜻이다.

2021 경기 에코뮤지엄

에코뮤지엄
‘에코뮤지엄(Ecomuseum)’은 본래 생태 및 주거환경을 뜻하는
‘에코(Eco)’에 박물관이란 뜻의 ‘뮤지엄(Museum)’이 결합된 단어이다.
에코뮤지엄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건축유산, 생활방식, 자연환경 등을
그대로 보존 계승한다고 하여 지붕없는 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린다.

2021 경기 에코뮤지엄

경기 에코뮤지엄
2016년 화성, 시흥, 안산 등 시화호 권역을 시작으로 한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점차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경기도 지역별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Uemdo Discovery

Uemdo Discovery
주요 프로그램
우음도 디스커버리
우음도 에코플로깅

People, Eco, Food, Culture

사업 추진 지역

환경정화와 힐링여행을 동시에

프로그램 이용 안내
참여대상
인
원
문
의

생태연못(습지학습장)

에코뮤지엄에 관심있는 누구나
15~30명
031-355-8664/8685
www.hsecotour.co.kr

경 기 만 | 해양문화 / 바다·생명
경기북부 | 기지촌 및 냉전유산과 생태자연 / 한강·임진강·평화·화해
경기동부 | 남북한강 생태자원 및 생활문화 유산 / 강·산·킨포크·슬로우라이프
경기남부 | 전통적 원도심 커뮤니티 / 역사·삶·기억·도시·골목·전통시장

2020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조성 사업으로 조성되어 수생식물과
수서곤충 등 다양한 습지생물을 만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이다.

연천군

착한여행자 약속
1.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보호해요.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3. 지역여행사와 숙박, 식사를 이용해요.
4.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5. 여행자와 지역주민이 소통해요.
6. 느린 발걸음으로 여유를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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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음도 디스커버리

둘레길 명소

과거 군자만에 속했던 우음도는 시화지구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되었다.
1994년 총길이 12.7km의 시화방조제가 완공된 후 섬사람들은 물론
자연환경도 매우 큰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개발 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은 섬에서 이주하였고,
송산그린시티의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변화하는 우음도의 인문,자연환경을 기록하고 재조명할 목적으로
2020년 경기에코뮤지엄 ‘우음도 디스커버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우음도에코센터 에코락

2019~2020년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조성 사업을 통해 조성된 생태관광-생태교육
시설이다. 식물화석만들기, 퇴적암비누만들기, 습지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방문객들에게 안내와 쉼터를 제공한다

우음도

Eco_생태

Food_음식

시화갯벌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 갯벌의 길이는 최대 3km이다.
1910년대 165㎢이던 갯벌면적은 20.3㎢로 감소하였다.
시화조력발전소의 수문을 통해 하루 두 번씩 바닷물의 유입과 유출이 반복된다.

우음도는 섬지역답게 육지와는 다른 음식문화가 발달해왔다.
주로 바다와 섬주변에서 채취한 해산물과 나물류이다.

저서동물

꽃게는 갈아서 가축사료로 쓸 만큼 어족자원이 풍부
했던 우음도 바다는 새우, 숭어, 민어, 굴 등 항상
풍성한 먹거리를 내주었다. 바닷물이 얼어서 겨울
고기잡이가 쉽지 않을 때 가을에 잡아 말려 놓은
망둥어는 우음도 주민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Culture_당제

단백질 공급원

우음도 인근 갯벌 조사 결과 총 44종의 대형저서동물이 발견되었다.
특히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농게는 형도와 우음도갯벌에서
서식지가 발견되었으며, 2021년 조사에서는 수컷의 붉은집게발이
매력적인 농게가 발견되어 종다양성이 풍부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류

우음도당제
시화방조제 완공 후 중단되었던 당제는 2004년 ‘우음도 생명희망 당제’로
재현되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우음도
당제보존회의 결정으로 2017년부터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마을돌돌이
우음도당제는 마을의 주요장소를 돌며 치성을 드리는 돌돌이행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음도와 시화호를 찾는 조류는 겨울철 조사 시 88종이었다.
주요 조류로는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수리부엉이,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숲의 선물 도토리
당산에는 참나무가 많아 가을이 되면 온갖 도토리를
내어준다. 이때 마을 주민들은 도토리를 한알씩 줍고
햇볕과 바람에 잘 말렸다가 가루를 내어 일 년 내
활용한다.

소 ‘우’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우음도(牛音島 )라 한다.
이 섬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소 울음소리와 닮아서 우음도라 하였고,
섬의 모습이 소 두 마리가 등을 마주하고 있는 형상이어서 유래되었다.

돌돌이 순서
대동우물-나락부리당-왜갈당-(각시당)-구용물(구준물)-뒷뫼당본당(소당)-군웅당(경기도당굿)

당집

우음도 지질명소
조선후기인 17세기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한때 37가구가 살고
분교가 있을 정도로 활기찬 섬마을이었다. 주민들은 주로 어업으로 생활을 하였고
시화호 내 섬인 형도와 어도에 비해 물이 풍부해서 논농사를 지었다.
육로 교통이 발달하기 전인 1970년대까지 군자만 해상 운송의 거점으로 쌀과
소금을 싣고 인천으로 나갔으며, 서울 마포나루까지 오가는 배가 많았다.

해안도서지역의 마을제사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어의 기원, 해상 재해 방지, 무병과 풍요 등을 기원하는 공동제사이다.

우음도 서쪽은 화성지질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약 18.7억 년 전)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선캄브리아시대의 변성암이 넓게 분포하고, 이를 뚫고 들어간 중생대 화강암이 다양한 크기의
암맥으로 나타난다. 지질명소에는 습곡, 단층, 암맥 등 다양한 지질구조가 분포하여 수도권
청소년들의 지질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흰발농게

농게

칠게

흰이빨참갯지렁이

함초나물

밤게

면적 0.42㎢, 해안선의 길이는 총 2.4km

갈게

가무락

가리맛

민챙이
수리부엉이

시화호환경학교

송산그린시티전망대

우음도 북쪽 갯벌에 접하고 있는 시화호환경학교는 갯벌체험과 습지체험, 숲체험을 통해
되살아나는 시화호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다. K-water가 조성하였으며 2013년 11월에
개소한 시화호 환경교육의 명소이다

우음도 정상에 위치한 송산그린시티전망대는 시화호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전망대는 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이는 40m이나 해발고도 60m인 당산 정상에
세워져 실제로는 100m 높이에서 시화호와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큰고니
참고 : 2020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조성 사업 생태계 조사연구 보고서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이나 간척지에서 자라는
퉁퉁한 염생식물인 퉁퉁마디(함초)도 훌륭한
식재료이다. 소금기를 머금고 있어 별도의 간을
하지 않아도 되며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주민들은 함초나물을 즐겨먹었다.

우음도 정상의 본당에는 신격으로 모시는 그림들이 있다. 김부대왕, 안씨부인,
홍씨부인,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등을 신격으로 모셨다. 당집은 당제를
지내는 날에만 개방되며 2021년말 새롭게 복원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