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칠공주란?

소문난7공주 이야기여행 제대로 즐기기

소문난 칠공주는 공주의 근대문화유산이 산재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주의
특성과 이야기를 잘 간직하고 있는 각기 다른 매력을 소유한 일곱 가지 대표

소문난 칠공주 이야기 듣고, 스탬프 찍자!

관광 자원입니다. 효심공주(효심공원·충남역사박물관), 제일공주(공주제일교회

미션을 수행하여, 수행 후 스탬프를 찍어보세요~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여행이 될꺼에요.

·기독교박물관), 재미공주(공주역사영상관), 대통공주(반죽동당간지주),
추억공주(공주하숙마을), 시인공주(풀꽃문학관), 순교공주(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등이 소문난 칠공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문난7공주 이야기여행 소개 및 코스 안내
소문난7공주 이야기여행은 2018 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아 육성한 공주

나만의 인생샷을 찍어보자!

일정

소문난 칠공주를 배경으로 또는 공주역사전망대,
제민천 골목길에서 멋진 사진을 남겨보세요.

매주 토요일(2회)

2018.6.30 » 10.27
장소

원도심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이야기꾼과 여행 코스를 책임져 줄 코디네이터와

공주 원도심일원

이야기여행

함께 소문난 칠공주를 중심으로 원도심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SNS 여행으로 함께 하는 여행

즐겨보세요

소문난칠공주코스 [종일 코스]

#소문난 칠공주 #소문난7공주 이야기여행 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등 나의 SNS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을 떠나보세요.

칠공주 어디 숨었니?
<효심공주> 효심공원 ▶ 충남역사박물관 ▶ 공주역사전망대 ▶ 유관순 길 ▶
<제일공주> 공주제일교회·기독교박물관 ▶ 제민천 ▶ 원도심 골목길 ▶
<대통공주> 반죽동당간지주(대통사지) ▶ <추억공주> 공주하숙마을 ▶ 충청감영터 ▶
<시인공주> 풀꽃문학관 ▶ <재미공주> 공주역사영상관 ▶
<순교공주> 황새바위순교유적지

1코스 [90분 코스]

소문난7공주 이야기여행 후,
제민천 맛집 즐기기

골목길코디네이터와 이야기꾼에게 제민천,
공주맛집을 추천받아 더 맛있는 공주여행을 하세요!

칠공주랑 공주 근대화 시간여행
<효심공주> 효심공원 ▶ 충남역사박물관 ▶ 공주역사전망대 ▶ 유관순 길 ▶
기독교 사회복지관 ▶ <제일공주> 공주제일교회·기독교박물관 ▶
<대통공주> 반죽동당간지주(대통사지) ▶ <추억공주> 공주하숙마을

2코스 [90분 코스]
칠공주 따라 재미있는 공주여행
산성시장 ▶ <재미공주> 공주역사영상관 ▶ <시인공주> 풀꽃문학관 ▶ 충청감영터 ▶
<제일공주> 공주제일교회·기독교박물관 ▶ <대통공주> 반죽동당간지주(대통사지)
▶ 제민천 ▶ <추억공주> 공주하숙마을

칼국수 하면 공주!

원도심 추억의 분식집

마당이 예쁜 맛집

공주여행의 시작은,
소문난 칠공주에서부터!

소문난 칠공주와 함께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마곡사를 함께 여행하세요!
예약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주 홈페이지 http://2018tour.gongju.go.kr
참가비 무료 / 선착순 예약

※ 상기 코스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마곡사

공주시청 창조도시과
041) 840-8686

여행사 오펀데이
041) 857-0426

3. 재미공주 [공주역사영상관]
충남 공주시 우체국길 8

소문난7공주 이야기여행
스탬프 찍기
1. 효심공주 [효심공원·충남역사박물관]
충청남도 공주시 국고개길 24

6. 시인공주 [풀꽃문학관]
충남 공주시 봉황로 85-12

공주 근대사를 상징하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건축물로 공주의 과거와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현재를 오가는 공간으로

너도 그렇다

인근에 공주에 하나뿐인

<풀꽃>

나무전봇대가 있다.

나태주시인의 문학관이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공주의 하나뿐인 나무전봇대를 찾아
인증샷을 찍어보세요!

문학관 앞, 자전거가 보이는지
확인해주세요!

4. 대통공주 [당간지주]
충남 공주시 반죽동 301-2

7. 순교공주 [황새바위 천주교순교유적지]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118

효자 이복과 향덕의

백제성왕 때 창건된 대통사의

‘황새바위’라는 지명은

이야기가 있는 효심공원,

당간지주(보물 제150호)로,

이곳에 황새들이 많이

충남역사박물관으로

현재 당간지주 주변은 동네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어머니의 일생’ 효심 계단을

주민들의 쉼터로 남아 있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목에

오르며, 어머니의 일생을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항쇄’라는 형구를 두르고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나 1970년대까지 공주의

처형을 당해서 유래되었다는

중심이었다.

이야기도 전해진다.

2. 제일공주 [공주제일교회·기독교박물관]
충청남도 공주시 제민1길 18

5. 추억공주 [공주하숙마을]
충남 공주시 당간지주길 21

남부지방 최초의 감리교회로

교육의 도시 공주에는 제민천을

유관순등 충남의

따라 학교별로 등교하는

유명인사들이 거쳐간

학생들이 많았고, 하숙과

곳으로 시인 박목월이

자취가 많아지면서

이 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숙촌이 형성되었다.

기독교박물관 계단에서
사애리시여사와 유관순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세요!

공주하숙마을의 다양한
체험에 참여해보세요!
(교복 입고 사진촬영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