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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박물관
유구한 우리 역사 속에서 민족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각궁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각궁은 현재까지 부천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로 5대째 160년 넘게 

부천시와 함께하고 있다. 부천에서 국궁의 제조, 궁술, 궁도의 뜻을 널리 알려 

‘각궁과 부천’을 한데 융화시켰던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으로 지정된 

김장환 선생 및 김박영 선생의 뜻을 기려 유품 240여점을 기증받아 2004년 

박물관이 개관되었다. 상설전시실, 기증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 및 세미나

실, 체험실로 구성된 공간이며, 전시 외에도 대나무활 만들기, 활활극장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요금 성인 1,000원, 학생 600원, 미취학아동 무료

휴관 매주 월요일 및 1월1일, 설·추석 연휴

전화번호 032)614-2678

주소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춘의동)

홈페이지 http://www.bcmuse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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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2005년까지 7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집단취락지로 밝혀진 고강동 선사유적지는 고강동 범바위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기원전 1,300여 년 전(3,300년전)의 유적으로 돌화살촉, 간돌칼, 반달칼, 

석부, 지석, 어망추, 토기류 등의 다양한 출토물과 14기의 거주구를 통하여 

이곳이 청동기 시대 집단 주거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돌이 쌓여진 둥그런 ‘적석환구유구(積石環溝遺構)’는 고대 천신제사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매년 4월 고강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고리울 선사문화제를 개최

하여 고유제천례 등의 제례의식 재현과 더불어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번호 032)625-3132 (부천시 문화예술과)

주소 부천시 고강동 산90

고강동선사유적지

부천시궁도장
한민족 반만년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심신단련 수단으로 사랑받아 온 국궁. 

예로부터 선비들은 활쏘기를 심신단련과 정신수양의 목적으로 중요시했다. 

활쏘기를 통해 선비들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인격의 완성이었다. 

현대의 활쏘기는 당기는 순간 온 신경을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정신을 맑게 하는 힐링 효과가 있으며 흔히 접할 수 없는 운동

으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천시궁도장은 아름다운 공간조형으로 설계된 전국 최초의 현대식 국궁장

으로, 2002년 경기도 건축문화상 동상을 수상했다. 4421m²(1,337평)의 탁트인 

잔디광장과 진달래동산의 정취를 찻잔에 담아내는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궁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국궁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용요금 유료, 사전예약필수

휴관 주말 및 공휴일

전화번호 032)665-1070

주소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춘의동) 

홈페이지 http://www.b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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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박물관
옹기박물관은 1886년 병인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천주교도들이 옹기를 굽던 

점말 옹기가마터에 위치하고 있다. 점말 옹기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다양한 

전통 옹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옹기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문화적 

뿌리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공간에 상설전시실, 기증자전시실, 다목적실, 물레 

체험실, 움집 및 가마터 등의 시설과 651점의 유물(기증 58점, 구입 577점, 

복제 16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옹기와 그 쓰임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발효음식 청국장 만들기, 도자기 체험 등을 통해 

옹기가 잊혀져가는 전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생활문화 속에서 늘 함께 

해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용요금 성인 1,000원, 학생 600원, 미취학아동 무료

휴관 매주 월요일 및 1월1일, 설·추석 연휴

전화번호 032)684-9057

주소 부천시 소사로 638 (여월동)

홈페이지 http://www.bcmuse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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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로보파크
부천로보파크는 세계 최초의 로봇상설전시관이다. 부천시의 특화산업으로서 

차세대 성장 동력 미래 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육성

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로봇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첨단산업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3층으로 구성되어 4D영상관, 로보샵, 로봇 컬렉션존, 스포츠존, 사이언스

존, 체험존, 기획전시존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티스트 로봇전시 및 로

봇체험전, 로봇경연대회가 꾸준히 진행되며, 다양한 로봇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제 17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20개국에서 1,200여명의 참가자가 몰리기도 했다.

이용요금 성인 5,000원, 학생 4,000원, 어린이 3,000원

휴관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추석 연휴

전화번호	 070-7094-5479

주소	 부천시 평천로 655, 401동 1503호 부천산업진흥재단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robopark.org

31년 전 소사동 쌍굴다리에서 시작하여 심곡동을 거쳐 굴포천으로 합류하는 

자연하천이었던 심곡천은 1970~80년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86년 콘크

리트로 복개돼 31년 동안 상부는 도로로, 하부는 하수도 시설로 사용돼 왔다.

2011년 6월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선정,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은 사업비 400억을 들여 2014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17년 4월 준공되었다.

31년만에 복원된 심곡천은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든 인공하천이 아닌, 하천 

본래의 흙바닥에 자연적으로 모래가 퇴적되는 자연형 생태하천이다. 하천 

유지용수는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재이용수로, 수질등급 2급수의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 무거운 콘크리트를 벗어던지고 야생 왜가리도 찾아

오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심곡 시민의 강, 심곡천의 복원으로 ‘천(川)이 많은

(富) 고장, 부천(富川)’의 이름에 걸맞은 명품 수변공간이 만들어졌다.

전화번호 032)625-4992 (부천시 생태하천과)

주소 부천시 부흥로 399 

심곡천:심곡 시민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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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종합운동장
:유럽자기·교육·수석 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복전영자 관장이 수십 년간 수집한 18세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럽자기 및 크리스털 

작품과 앤틱 가구를 기증하여 개관된 곳이다. 유럽 및 한·중·일의 명품 자기들을 

접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교육박물관

조선시대 사서삼경 등 전적류와 일제 강점기의 교육자료, 미군정청과 6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교과서, 참고서, 상장, 학용품 등 학습자료 4,700여 점과 고서가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다.

수석박물관

수석 및 수석 관련자료 2,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다. 우리나라 및 외국의 

다양하고 진기한 수석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의 미를 체험할 수 있다.

이용요금 성인 1,000원, 학생 600원, 미취학아동 무료 (각 박물관별)

휴관	 매주 월요일 및 1월1일, 설·추석 연휴

전화번호	 032)661-0238(유럽자기), 032)661-1282(교육), 

 032)655-2900(수석)

주소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춘의동) 

홈페이지	 http://www.bcmuseum.or.kr

부천천문과학관
2011년 용도 폐지된 도당배수지 자리에 조성된 부천천문과학관은 2016년 

8월에 개관했다. 낮에는 태양, 밤에는 밤하늘에 떠있는 여러 천체들을 4대의 

천체망원경과 1대의 태양관측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천문대는 슬라이딩돔(관측실), 전시실, 교육실, 옥상 야간관찰 공간이 조성

되어 있으며, 천문과학에 관한 강좌 및 교육, 전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 우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디지털 방명록, 에어로켓, 별자리 찾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 전시실도 흥미롭다. 천문과학관 주변에는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잔디마당, 포토존, 바람의 언덕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용요금 성인 4,000원, 학생 3,000원, 어린이 2,000원

휴관	 매주 월요일(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전화번호	 032)674-7057

주소	 부천시 부천로 264번길 117 (도당동)

홈페이지	 http://astrobuche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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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스월드
아인스월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과 현대 7대 불가사의 등 세계 25개

국 68개의 유명건축물들이 1/25로 축소, 전시되어 있는 미니어처 테마파크로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서 2003년 11월, 본격적인 에듀테마파크의 시대를 

열었다. 영국존, 프랑스존, 러시아존, 아프리카존, 서아시아존, 오세아니아존, 

전설속의 대륙존, 중남미존, 아메리카존, 아시아존, 한국존으로 이뤄진 대형 

야외 테마파크로, 기존의 박물관, 예술관 등과 차별되는 건축예술과 세계역사 

체험이 가능해 교육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체험공간으로 활용되며,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특히 디즈니월드,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제작사인 

원더웍스에서 5년의 설계와 공사기간을 거쳐, 세계 최고의 건축물 테마파크로 

각광 받고 있다. 야간에 관람할 수 있는 세계야경 판타지 빛축제는 헐리웃 영화

조명 노하우가 총집합된 4way lighting system(내부+주변+경관+외부)이 음향과 

함께 건축물 느낌을 더욱 환상적으로 연출한다.

이용요금 주간 : 대인 10,000원, 소인 8,000원

 야간 : 대인 13,000원, 소인 10,000원

휴관	 우천/우설시 휴관

전화번호	 032)320-6000

주소	 부천시 길주로 1 (상동)

홈페이지	 http://www.aiins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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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2001년까지 부천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여월정수장은 

2001년 11월 용도 폐지되어 10여 년 이상 방치되었던 부지였지만 일상적인 

산책과 조깅 등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정리한 후 2013년 도시텃밭, 캠핑장, 

생태연못, 연향지 등으로 공간을 재구성하여 여월농업공원으로 개장하였다.

2015년에는 폐정수장에 Up-cycling 개념을 도입한 도시재생모델 공원으로 

인정받아 세계 4대 국제환경상의 하나인 ‘그린애플 어워즈(The Green Ap-

ple Awards)’ 우수환경실천 부문을 수상하였다.

부천 내 약 75개 단체들이 여월농업공원 시민운영단으로 참여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교육 및 텃밭 경작 활동을 하며 이로부터 거둬지는 수확물을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용요금 관람(무료), 체험프로그램(유료)

전화번호	 032)202-7992

주소	 부천시 원미로281번길 75 (여월동)

홈페이지	 http://cityfarm.bucheon.go.kr 

여월농업공원

부천자연생태공원
무릉도원수목원

도시형 수목원으로서 현실세계와 이상세계인 무릉도원을 절리석으로 구분하여 

1,000종의 식물을 식재 조성하여 2012년 10월에 개원하였다. 수목원 내부시설로는 

현실세계를 정화하는 생태연못, 돌 사이의 작은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암석원, 

약초가 자라는 약용식물원, 조용히 명상을 할 수 있는 명상원, 그 밖에 하늘호수, 

도섭지, 숙근초원, 복숭아과수원, 상록수원, 잠자리생태원 등이 있다.

자연생태박물관

어린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0년에 준공되었으며 내부에는 하천생태관, 

곤충의 신비관, 공룡탐험관, 기획전시관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3D입체

영상관이 있다.

부천식물원

복사(복숭아)꽃 모양을 형상화하여 유리온실로 건축하였으며, 5개의 테마관과 

2개 식물체험관으로 워싱턴 야자수를 비롯하여 총 310개종 9,975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이용요금 유료

휴관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추석 연휴

전화번호	 032)320-3000

주소	 부천시 길주로 660 (춘의동)

홈페이지	 http://ecopark.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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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예체험관
부천시공예체험관은 공예를 계승하고자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연비누, 도자기, 나전칠기, 민화, 손뜨개, 퀼트 공예체험관이 

입주해있으며 지역주민 공예교실 및 방과후 수업 등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된다.

천연비누공예체험장에서는 합성향료 대신에 천연의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스

오일을 사용하고 색깔이 필요하면 천연 색소를 사용하여 방부제, 증점제 등의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게 건강한 비누를 제작한다. 아토피나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이나 피부 미용을 위해 본인의 피부에 맞는 천연비누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 유료

휴관	 매주 월요일

전화번호	 032)676-7573

주소	 부천시 원미로 305 (여월동)

1995년 5월 가동을 시작한 삼정동소각장은 2010년 5월 가동이 중단될 때

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는 곳이었다. 소각장 폐쇄 후 소각장 활용에 

대한 시민, 전문가, 공공기관 등의 논의가 시작됐고, 2014년 4월 문화체육관

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자로 선정, 

2014년 10월 기획재정부 주관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추가 선정되면서 소각장 문화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국내·외 유사 사례가 없는 도시재생의 롤모델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14년

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었던 

쓰레기처리시설을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부천아트벙커B39로 재탄생

시켰다. 부천아트벙커B39는 멀티미디어홀, 레스토랑홀, 교육실, 창·제작실 

등을 갖춘 문화예술공간으로서, 2018년 4월 27일 개관 후 전시, 공연,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공간,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화번호	 032)625-3122 (부천시 문화예술과)

주소	 부천시 삼작로 53 삼정동소각장

홈페이지	 http://www.siap.or.kr 

부천아트벙커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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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 100년의 추억을 환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한국만화의 

역사와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작품과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박물관 

내에 있는 만화도서관에는 국내외 만화도서와 이론서, 영상자료 등 다양한 

만화 관련 자료 총 26만권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만화적 상상과 창의력으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교육마당, 오감을 만족하는 3D상영관,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만화영화상영관 등이 함께 

있어 만화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또한 만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국제만화가대회,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용요금 5,000원

휴관 매주 월요일 및 1월1일, 설·추석 연휴

전화번호 032)310-3090

주소 부천시 길주로 1 (상동)

홈페이지 http://www.comicsmu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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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마을
2006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서 설치 권장사업으로 선정되어 2008

년도 9월 부천시에서 한옥 9개동을 건립하였다.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존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더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현대사회에 맞는 맞춤형 

전통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시풍속, 전통혼례 실혼 등의 행사가 이뤄지며 한옥숙박체험, 

전통놀이, 공예체험, 전통음식체험, 전통찻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네타기,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의 전통놀이체험과 

나무조각에 소원쓰기, 느린우체통 엽서쓰기 등의 자그마한 체험거리도 준비

되어 있다.

이용요금 관람(무료), 체험프로그램(유료)

휴관 없음

전화번호 032)651-3739, 032)326-1542

주소 부천시 길주로 1 (상동)

홈페이지 http://www.bucheonculture.or.kr

역곡상상시장
1980년에 개설된 역곡상상시장은 청년문화, 디자인, 관광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전통시장이다. 소비자들이 날씨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편의시설과 간판, 도로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

되었다. 시장 내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만화체험실, 북카페, 장난감도서관, 

역곡인터넷방송국, 트릭아트 포토존, 캐리커쳐 행사 등이 운영되어 시장 구경을 

하다 지친 심신을 이곳에서 재충전할 수 있다. 이밖에 청년창업공간, 무인

택배시스템, 문화공연, 반찬교실레시피 등 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전통모범시장으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믿고 찾을 수 있다.

2012년 경기도 전통시장 큰장날 평가 최우수시장에 선정, 2013년 한국유통

대상 고객서비스 혁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14년 문화관광

형시장으로 선정되었다.

전화번호 032)343-8562

주소 부천시 부일로749번길 31 (역곡동)

홈페이지 http://www.yg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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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깨칼국수 작동점 032) 679-9930 칼국수, 콩국수, 왕만두, 물만두, 새우찜

도담원조 홍두깨칼국수 032) 676-0566 칼국수, 만두전골, 고기만두

정글애 갑오징어 032) 671-8393 갑오징어 철판볶음/전복 차돌구이/전복샤브, 덮밥, 해물수제비

소바애 032) 684-1662 메밀 냉/온소바, 소고기 버섯전골 칼국수, 통영 멍게 비빔밥, 돈까스

솔사랑 032) 671-3900 오징어정식, 쭈꾸미정식, 낙지정식, 제육정식, 돈까스

김정수할머니 메밀 옹심이 수육 032) 673-1150 메밀막국수, 메밀파전, 보쌈, 옹심이, 옹심칼국수

산골참옻마을 032) 682-5175 삼계탕, 닭도리탕, 보신탕, 오리철판구이, 오리훈제

새벽항구 032) 681-8558 바지락죽, 제주갈치구이, 영광굴비구이, 꽃게탕, 돈까스

부천승마장

까치울 먹거리촌 먹거리

15,000평 규모 위에 대운동장, 원형승마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내의 최대 

규모 부천승마장은 도심 속에서 지친 심신을 자연 속 승마를 통해 재충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체험승마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승마에 대한 

이해와 승마학습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승마는 신체의 유연성, 평형성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으로, 신체적인 운동일 

뿐만 아니라 말과의 교감과 건전한 사고능력 역시 향상시켜줄 수 있다.

이용요금 유료

휴관 매주 월요일

전화번호 032)675-9988

주소 부천시 원미로281번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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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추어탕 032) 683-5200 추어탕, 추어튀김, 추어만두, 숙회

일미청국장 032) 674-9932 청국장비빔밥, 올갱이해장국, 녹두삼계탕, 제육볶음

이비가짬뽕 032) 676-7758 매운짬뽕, 순한짬뽕, 짜장, 탕수육

수타원 032) 673-7444 항아리짬뽕, 수타짜장, 찹쌀탕수육, 삼선볶음밥

양평해장국 032) 671-3900 해장국, 내장탕, 소고기국밥, 뚝배기불고기, 막국수

작동동태탕 032) 683-8585 동태탕, 알탕, 동태찜, 동태낙지전골, 냉면, 돈까스

박리김밥 032) 327-5043 분식, 한식

연탄불고기&매운쭈꾸미 032) 329-3838 연탄불고기, 쭈꾸미, 불고기막국수

엄마손생선구이 032) 663-5400 갈치/고등어/조기구이&조림, 동태탕, 오징어볶음

조선순대국 032) 611-5510 순대국, 돼지국, 뼈해장국, 부대찌개, 사골떡만두국

선대감 메밀막국수 032) 653-9906 메밀막국수, 묵밥, 닭갈비, 옹심이칼국수, 추어탕

봉암 순대국밥 032) 612-7071 순대국밥, 콩나물국밥, 순대곱창전골

낭만쭈꿈 032) 611-1114 쭈꾸미비빔밥, 불향꼼장어, 닭한마리

대가보신탕감자탕 032) 666-3338 뼈해장국, 감자탕전골, 보신탕

삼부자신토불이 032) 657-2799 엄나무녹두삼계탕, 능이돌솥밥, 영양굴솥밥

예빈한정식 032) 663-6551 한정식, 불고기산채비빔밥, 조기구이정식, 꼬리곰탕

숯불구이장어명가 032) 664-6190 장어탕, 메밀소바, 잔치국수

솟대 032) 651-2220 직화쭈꾸미볶음, 더덕제육볶음, 버섯생불고기

황금오리농장 032) 614-0052 오리주물럭덮밥, 오리육계장, 닭곰탕, 오리곰탕

소래버섯나라 032) 666-5955 버섯등심샤브샤브

홍두깨손칼국수 032) 342-2558 칼국수, 칼제비, 수제비, 잔치국수, 콩국수

원조한아름곱창 032) 341-8085 순대국밥, 곱창볶음, 족발

역곡곱창 032) 345-0685 순대국밥, 곱창볶음, 족발

통큰닭강정 032) 348-7280 닭강정, 옛날통닭

YES닭강정 010-9327-8008 닭강정, 닭똥집튀김, 닭발튀김, 옛날통닭

032닭강정 032) 343-4032 매운강정, 마늘강정

목동수제돈가스 032) 345-6614 등심돈까스, 카레돈까스, 게살까스

새벽길 빨간오뎅 010-2839-7159 수제오뎅, 떡볶이, 순대, 튀김만두

서울마님죽 010-4024-2067 참전복죽, 동지팥죽, 호박죽

고릴라수제버거&컵밥 032) 344-5060 수제버거, 수제컵밥, 도시락, 우동

신당동떡볶이 032) 344-6200 떡볶이, 순대, 오뎅, 김밥, 라면

참호두과자 032) 341-2577 호두과자, 찰보리빵

호호네 010-2037-2885 붕어빵, 순대, 옥수수

어묵선생 010-4249-5959 수제어묵, 핫바

스마일도너츠 010-7124-5583 팥도너츠, 찹쌀도너츠, 꽈배기, 핫도그

농협목우촌 웰빙마을 청춘옥 032) 345-1222 한방영양죽삼계탕, 우렁쌈밥, 묵은지김치전골, 뚝배기불고기

호남식당 032) 345-0755 동태찌개, 부대찌개, 가자미찌개, 제육볶음

할머니떡볶이 032) 342-4918 떡볶이, 튀김, 순대, 오뎅

조부장네집밥 032) 347-8833 백반

장모님보리밥 010-7405-0721 보리비빔밥

맵꼬만명태찜 032) 345-7557 명태콩나물찜, 명태조림, 명태알찜, 명태내장전골

들깨랑보리보리 032) 341-9080 들깨칼국수, 들깨수제비, 보리밥, 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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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상상시장 내 먹거리심곡천 주변 먹거리

* 붉은색으로 표기된 식당은 점심특선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가격대가 높으니 참고 바라며, 

  위치는 부천소방서 옆 식당가입니다. (투어버스 승하차장 뒷편)

자연생태공원 주변 먹거리
역곡상상시장 주변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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