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편리한 전북여행의 필수템

아직 안샀어?!

REVIEW
사용자 총 평점

4.9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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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고 있었던
전북여행 필수템, 전북투어패스

suyo**** ㅣ 22.08.17.

5

toma***** ㅣ22.08.21.

옵션: 전북투어패스 1일권(24시간) / 권종: 성인

옵션: 전북투어패스 1일권(24시간) / 권종: 성인

이런 신세계가 영화도 보고 차도먹고
또 구매하고 싶어요~

이건 진심 꼭 사세요.
전북 여행땐 진짜 안산사람 바보에요.

5

osea**** ㅣ 22.08.18.

5

duwl***** ㅣ22.08.29.

옵션: 전북투어패스 1일권(24시간) / 권종: 성인

옵션: 전북투어패스 1일권(24시간) / 권종: 청소년

최고에요. 전주 여행가서 엄청잘썼네요
임실 119체험 > 다음날 전주한옥마을
공짜 커피 > 전주난장까지 패스 하나로 다
즐길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충분합니다. 무조건 사용하세요.

그냥 최고에요!!!!
덕분에 예쁜카페와 관광까지
알차게 이용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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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wl*** ㅣ 22.08.23.

5

zeph******* ㅣ22.08.19.

옵션: 전북투어패스 1일권(24시간) / 권종: 성인

옵션: 전북투어패스 1일권(24시간) / 권종: 성인

정말 무조건 추천입니다!
24시간권으로 전주난장, 커피, 무주넘어와서
커피, 태권도원까지!
정말 저렴하게 알차게 잘쓰고 왔어요~~

킹왕짱 좋아요. 전북가면 무조건 구매
강추추! 당일치기로 놀러가도 구매 강추!
한옥마을 갈때 구매했는데 200프로
만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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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h9***** ㅣ 22.08.28.

옵션: 전북투어패스 1일권(24시간) / 권종: 성인

경기전, 전주난장 가고 카페에서 커피 할인받았는데 투어패스 산게 정말 아깝지 않고 알차게
잘 쓸 수 있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다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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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투어패스
BEST 인기상품
관광지, 카페는 기본! 100여 곳 자유이용시설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권부터 다양한 체험시설까지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권도 있어~

[전북투어패스]
통합이용권

[전북투어패스]
무주반디여행권

[전북투어패스]
남원춘향여행권

전북투어패스 최고 인기상품!
여행일정에 맞추어
24/48/72시간 옵션선택!
100여곳 관광지, 카페를
무제한으로 즐기자~!

전북투어패스 지역권 중
가장 인기있는 무주반디여행권,
24시간동안 무주의
자유이용시설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

24시간동안 남원의
자유이용시설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남원춘향여행권!
남원지역만 여행할 분들에겐
통합권보다 저렴해서 꿀템이라구~

[전북투어패스]
전주한옥마을권 패키지권

[전북투어패스]
무주반디여행권+무주곤도라패키지권

전주한옥마을 여행하러 온 사람은
이 패키지권을 추천해! 사진촬영,
한복체험, 경성의복체험 필수지!
한옥마을 카페도 이용할 수 있으니
안 사면 손해라구~

무주자유이용시설 이용과 무주
덕유산리조트 곤도라를 탑승할 수
있는 패키지권이야. 특히 눈덮인
덕유산의 모습을 곤도라에서
바라보면 정말 황홀하다구!

[전북투어패스]
1일권+전주한옥레일바이크 패키지권
전주한옥레일바이크 탑승권과,
통합권의 혜택을 그대로 담은
패키지권이야.
가격은 저렴한데 혜택이 정말
풍성해서 인기 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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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권+액션하우스 패키지권

1일권+목공체험 패키지권

1일권+정읍도예체험 패키지권 1일권+식물만들기체험 패키지권

순창 앵무새팜 단독권

군산 선유스카이썬라인 단독권

1일권+피자만들기 체험 패키지권

1일권+홍삼족욕체험 패키지권

고창 책마을해리 단독권

인기상품 외에도 통합이용권 1일권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상품, 시설 한 곳만
이용할 수 있는 단독권도 준비되어 있어!

부안마실여행권
+카페화이트브릭 패키지권
5

1
익산
보석박물관

군산

달빛소리수목원

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원(위봉함)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금강미래체험관
3.1운동100주년기념관
채만식문학관
카페 솔보
드르쿰다From제주
카페어소
인문학창고 정담

김제
지평선시네마
벽골제짚풀공방
벽골제목공방
벽골제
팔봉도예공방
금산사

카페 아레라

미즈노씨네트리하우스

익산

벽골제공예체험장

군산

휘게팜

전주
김제

부안

부안
청자박물관

정읍

누에타운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청림천문대

고창

금구원야외조각미술관

순창

내소사
청자박물관4D특수영상체험관
휘목미술관
카페909

정읍
정읍칠보물테마유원지

고창

내장사

고창읍성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고인돌박물관

카페 까미나레

동리시네마
선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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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주경기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전주동물원
전라북도관광기념품100선판매관
완판본문화관
전주난장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러쉬실내카트
피닉스
오유
구카페
알보커피바
카페온스
원스타임오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고산자연휴양림
휴시네마
민들레동산힐링센터
나마스테
산속등대

무주
반디랜드곤충박물관
반디랜드천문과학관
머루와인동굴
무주산골영화관
태권도원
나붐카페

진안

무주

진안고원치유숲

완주

정담213

진안
장수
장수도깨비전시관

장수
임실
임실

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임실치즈테마파크4D영상관

남원
남원
남원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순창

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

강천산군립공원

수지미술관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지리산허브밸리

천재의공간영화산책

춘향VR체험관

발효소스토굴

카페 광한루

베르자르당
총댕이마을실내사격
푸드사이언스관
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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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위치기반

➋ 편리한 정보안내

➌ 특별할인가맹점

8

Q_현장에서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전북투어패스에서 제공되는 혜택 외에 추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_현장에서 구매할 때와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할 때 차이점이 있나요?
A: 현장에서 구매할 경우 해당 시설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할 경우 더 다양한 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_환불 가능한가요?
A: 전체 미사용 티켓인 경우 환불이 가능하나 티켓으로
한 곳이라도 이용하였을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Q_할인 대상자(도민할인, 경로우대 등)용의 투어패스는 없나요?
A: 전북투어패스는 이미 할인 혜택이 적용된 상품으로
별도 할인 쿠폰 및 복지할인 등의 중복 할인이 불가합니다.

Q_구매당일 사용가능한가요?
A: 네. 당일 구매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 유효기간동안
첫 사용시간으로부터 구매한 옵션의 시간 내에 사용가능합니다.
30분 이상 티켓 미전송의 경우 고객센터(1522-208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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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멈춤과 흐름이 공존하는 맛과 멋의 도시
우리 전통과 문화, 예술을 잘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통을 계속 창조해내는 전주

전주경기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태조 이성계의 대표 유적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곳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T. 063-281-27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21
T. 063-281-5255

전주동물원

전라북도관광기념품100선판매관

동물과 놀이기구를 한번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을 만나보세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덕진동1가)
T. 063-281-67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96-1
T. 063-231-9674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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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본문화관

전주난장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문화관

타임머신을 타고 7080추억으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4(교동)
★사전예약 필수★ T. 063-230-74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13
T. 063-231-2212~3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놀이를 통해 온몸으로 체험하는 첨단콘텐츠

관객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18
T. 063-244-00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당일상영영화 현장예매 필수★
T. 063-290-6660

러쉬실내카트
스릴 넘치는 전주 실내카트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고사동 1층 110호 T. 010-7565-0175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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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오유

핫한 핑크월 포토존에서 인생샷 찰칵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감성 베이커리 카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6길 25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10-7397-427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길 33-6
(경원동2가)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10-4026-0511

구카페

알보커피바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낮엔 감성가득 카페, 저녁엔 분위기있는 와인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4
★아메리카노 1잔 제공(테이크 아웃)★
T. 010-9857-999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20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10-2840-5923

카페온스

원스타임오프

매일 직접 로스팅하는 커피 맛집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휴식, 여유를 즐기는 곳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57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10-8642-163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507-1323-2584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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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과거로 돌아가 역사를 마주하는 시간
근대 유산의 흔적을 찾으러
타임머신 타고 떠나는 시간여행

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원(위봉함)

국제 무역항 군산의 모습

진포대첩을 기념하는 테마공원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0
T. 063-454-7870

전북 군산시 내항2길 32
T. 063-445-4472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일본 18은행 군산지점의 재탄생

조선은행 건물을 보수하여 건축관으로

전북 군산시 해망로 230
T. 063-446-9812

전북 군산시 해망로 214
T. 063-446-9811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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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100주년기념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전북 군산시 구암동 358-2번지 구암동산 내 T. 063-454-5940

금강미래체험관

채만식문학관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채만식 선생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문학관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T. 063-454-5680

전북 군산시 강변로 449
T. 063-454-7885

카페 솔보

드르쿰다From제주

근대사의 감성이 물씬 담겨있는 레트로 카페

제주느낌 가득한 제주컨셉 초대형 카페

전북 군산시 동령길 46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10-4105-7871

전북 군산시 부곡1길 45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10-9402-8197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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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어소

인문학창고 정담

당일 만든 수제 디저트 &
시그니처메뉴와 커피가 맛있는 카페

옛 군산세관 근처 인문학
창고정담 X 먹방이 HOUSE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7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10-2230-6985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4-7 먹방이와 친구들
★먹빵 1개 제공★
T. 0507-1314-1908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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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품은 보석같은 도시
서동과 선화공주를 따라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

보석박물관
진귀한 보석 원석 11만여점이 전시되어 있는 곳

전북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T. 063-859-4643

달빛소리수목원

카페 아레라

푸르른 사진 스팟이 한가득

멋진 인테리어와 건강한 디저트

전북 익산시 춘포면 천서길 149
T. 063-834-9065

전북 익산시 무왕로2길 264-10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10-5525-5047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16

정읍
과거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따스한 고장
마을마다 깃든 역사와 전설,
문화의 기운이 한가득한 정읍에서 내장산의 오색 빛까지

정읍칠보물테마유원지

내장사

아이와 함께하는 물 체험학습 놀이공간

아름다운 내장산 국립공원의 사찰

전북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55
T. 063-538-9388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1253
T. 063-538-8741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카페 까미나레

기상과학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과학관

정읍시립미술관 내 휴식 공간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168-43
T. 063-537-1365

전북 정읍시 시기4길 7, 1층(시기동)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63-537-2113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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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사랑을 노래하는 낭만의 도시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를 품은 남원에서
멋과 낭만에 취해보는 문화기행

남원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이도령과 춘향이가 인연을 맺은 사랑의 장소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테마파크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T. 063-620-8901

전북 남원시 양림길 14-9
T. 063-620-5799

항공우주천문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

남원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천문대

백두대간의 가치를 일깨우는 곳

전북 남원시 양림길 48-63
T. 063-620-6900

전북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T. 063-620-5751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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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미술관

지리산허브밸리

다양한 전시를 감상하고 느끼는 미술관

22만평의 허브테마관광지

전북 남원시 수지면 물머리로 525
T. 063-631-1009

전북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214
T. 070-7764-0130

춘향VR체험관

카페 광한루

스릴 넘치게 춘향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광한루원 앞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T. 063-625-7502

전북 남원시 광한서로 32, 경외상가 7동 2호
★광한루빵 또는 춘향이빵 1개 제공★
T. 063-635-5550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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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 여행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을 마주하는 곳

지평선시네마
김제의 작은 영화관

전북 김제시 도작로 224-32 ★당일상영영화 현장예매 필수★ T. 063-547-1501

벽골제짚풀공방

벽골제목공방

다양한 짚풀 공예체험

옛 목제 도구를 체험하는 공방

전북 김제시 부랑면 벽골제로 442
T. 010-3652-3802

전북 김제시 부랑면 벽골제로 442
T. 010-3675-5856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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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골제

팔봉도예공방

우리나라 최초 저수지

도자기 체험의 공간

전북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T. 063-540-2740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화초로 2
T. 063-547-1192

금산사

미즈노씨네트리하우스

미륵신앙의 성지, 대사찰

동화같은 나무위의 집 이색카페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T. 063-548-4440

전북 김제시 만경읍 대동1길 33
★음료 1잔 제공★ T. 010-7731-7744

벽골제공예체험장

휘게팜

한지로 나만의 물건 만들기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

전북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442
벽골제 내 공예체험장 T. 010-4609-5647

전북 김제시 백학로 75-59(백학동)
★음료 1잔 제공★ T. 063-544-9696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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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자연을 벗 삼고 피어나는 휴식
울창하게 우거진 자연 속에서
번잡함을 피해 사랑하는 사람과 쉬어갈 수 있는 시간

삼례문화예술촌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산속등대

다양한 문화예술의 공간

술에 대한 모든 것!

빨간등대가 랜드마크인 복합 문화공간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3
T. 070-8915-8121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T. 063-290-3842

전북 완주군 소양면 원암로 82
★입장권 제공★
T. 063-245-2456

고산자연휴양림

휴시네마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청정 휴양림

완주의 작은 영화관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T. 063-290-2736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2층)
★당일상영영화 현장예매 필수★
T. 063-263-9012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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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동산 힐링센터

나마스테

휴양과 치유를 동시에

전북 여행 꼭 들러야 할 대둔산 이색카페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 55-1
T. 063-261-5152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2056
★아메리카노 또는 아이스티 1잔 제공★
T. 010-4115-9781

진안
웅장한 경관과 따뜻한 치유의 여행지
마이산의 배경을 바라보며
트래킹을 즐기는 완벽한 힐링여행

진안고원치유숲

정담213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최적의 휴양지

마이산 입구에 위치한 정성을 담은 카페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171-22
T. 063-433-1666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213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63-433-0205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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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반딧불이 밝히는 청정 자연 여행지
덕유산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청정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반딧불까지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신기한 곤충 세계 탐험

무주의 밤하늘과 별 관측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
T. 063-320-5670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
T. 063-320-5681

머루와인동굴

무주산골영화관

로맨틱한 와인 동굴

영화와 함께 잠시 쉬어가는 곳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359
T. 063-322-4720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무주예체문화회관2층)
★당일상영영화 현장예매 필수★
T. 063-322-7053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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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원

나봄카페

세계 태권도의 성지

나봄 리조트 내 휴식공간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입장, 모노레일 이용가능★
T. 063-320-0114

전북 무주군 설천면 월곡길 45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63-322-6400

장수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자연이 반기는 곳
푸른 목장에서 승마체험, 따사로운 햇살과
구수한 장작 냄새를 추억하기

도깨비전시관
도깨비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곳

전북 장수군 장계면 논개생가길 31-13
T. 063-352-2143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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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고소한 치즈 향기 가득한 꽃 마실길
모짜렐라 치즈를 쭉-쭉- 늘려도 보고,
치즈 피자도 만들어 먹는 임실여행

119안전체험관
안전교육과 즐거운 체험이 가능한 곳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 T. 063-290-5661
★재난종합체험동, 어린이안전마을, 위기탈출 체험동, 물놀이안전체험관 이용가능★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임실치즈테마파크4D영상관

스트레스 날리는 사격 체험

치즈마을에서 즐기는 생생한 4D영상

전북 임실군 청웅면 청운로 168-46
T. 063-643-0104

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T. 063-643-3903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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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세월의 가치가 무르익은 붉은 빛깔
곱다고운 고추장 색처럼
새빨간 단풍 빛깔을 볼 수 있는 순창의 매력

강천산군립공원

건강장수체험과학관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의 아름다움

건강의 비결을 배우다

전북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97
T. 063-650-1672

전북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7
T. 063-650-1538

발효소스토굴
전세계 소스의 총 집합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59
T. 063-653-6159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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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의공간영화산책

베르자르당

영화로 추억을 만들고 꿈을 실현하는 곳

따뜻한 햇살과 식물이 함께하는 온실카페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83
★당일상영영화 현장예매 필수★
T. 063-653-7057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잠로 8
★아메리카노 1잔 제공★
T. 010-7170-5305

총댕이마을실내사격
스릴 넘치는 서바이벌 게임

전북 순창군 쌍치면 청정로 558-10 ★사전 전화예약 필수★ T. 063-653-0077

푸드사이언스관

산솔

삶의 필수 요소인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곳

강천산 입구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55
T. 063-652-6512

전북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86
★아메리카노 1잔 또는 아이스크림 제공★
T. 010-9309-8483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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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문화와 자연을 찾아 떠나는 힐링지대
고인돌유적지, 한적한 선운사의 운치를 즐기고
시인 미당의 생가를 돌아보는 보물찾기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왜침을 막기 위해 축성한 성곽

세계의 고인돌 문화를 한 눈에

전북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
T. 063-560-8068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74
T. 063-560-8674

동리시네마

선운사

고창의 문화 중심

빼어난 자연경관과 불교 문화재를 지닌 사찰

전북 고창군 고창읍 판소리길 20 동리국악당 지하
★당일상영영화 현장예매 필수★
T. 063-564-1340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T. 063-561-1422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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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대자연이 숨쉬는 축복의 땅
바다에서, 산에서 저절로 힐링되는 풍경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시간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고려시대 명품, 청자를 만나는곳

세계 60여 종의 누에가 전시된 곳

전북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T. 063-580-3962

전북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434-20
T. 063-580-4082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넓고 한적한 쉼의 공간

에너지 원리를 체험하는 테마파크

전북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T. 063-580-3171

전북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10
T. 063-580-1400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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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림천문대

금구원 야외조각미술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

우리나라 최초의 조각공원

전북 부안군 상서면 노적길 25
T. 063-580-3896

전북 부안군 변산면 조각공원길 31
T. 063-584-6770

내소사

청자박물관 4D특수 영상체험관

전나무 길이 아름다운 사찰

생생한 영상으로 만나는 청자체험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T. 063-583-7281

전북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T. 063-580-3964

휘목미술관

카페 909

아름다운 정원과 미술작품

아름다운 서해가 한눈에 보이는 오션뷰 카페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길 10
T. 063-584-0006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안로 277
★아메리카노 또는 아이스티 1잔 제공★
T. 010-2085-8980

※ 방문 전 가맹점 휴관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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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투어패스
오프라인 판매점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도 전북투어패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판매점을 확인해 주세요~

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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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연락처

주소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

063-255-694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063-282-133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오목대 관광안내소

063-282-133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6

경기전 관광안내소

063-287-133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44

전주역 관광 안내소

063-241-694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680

전북문화관광재단

063-230-74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
전북예술회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063-288-91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96-1(교통)

전주관광호텔꽃심

063-232-53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71

드르쿰다from제주 군산점

0507-1393-1402

전북 군산시 부곡1길 45

미륵사지 관광안내소

063-859-3873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관광안내소

063-859-4645

전북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익산보석박물관

익산역 관광안내소

063-859-3825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

지역

판매처

연락처

주소

내장산관광안내소

063-537-1330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1207
(내장동)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063-536-6776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1
(연지동)

광한루원경외안내소

063-631-1330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남원종합관광안내센터

063-632-1330

전북 남원시 양림길 17

남원역 관광안내소

063-635-1330

전북 남원시 교룡로 71

지리산허브밸리

070-7764-0130

전북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214

켄싱턴 리조트 남원

063-636-7007

전북 남원시 소리길 66
켄싱턴리조트

금산사(모악산)관광안내소

063-548-1330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벽골제 관광안내소

063-540-4094

전북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442

완주군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063-290-3935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9

삼례문화예술촌

070-8915-8121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3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063-290-3842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마이산관광안내소(남부)

063-430-2651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182

마이산관광안내소(북부)

063-433-2652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

무주군(무주터미널 앞)
관광안내소

063-324-2114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46-2

무주IC 만남의 광장
관광안내소

063-320-2571

전북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반디랜드 관광안내소

063-324-1155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 반디랜드 매표소

와룡 자연휴양림

063-350-2477

전북 장수군 천천면
비룡로 632

방화동 자연휴양림

063-350-2475

전북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로 778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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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임실군

판매처

연락처

주소

임실치즈마을

063-643-3700

전북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 1길 4

필봉농악전수교육관
(필봉문화촌)

063-643-1902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272

전북119 안전체험관

063-290-5661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

순창 종합관광안내소

063-652-2378

전북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75

발효소스 토굴

063-650-5427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05-9

고창읍성관광안내소

063-560-8055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00

선운산관광안내소

063-560-8687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4

고인돌박물관(판매소)

063-560-8674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74

변산 관광안내소

063-581-6292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2104

청자박물관

063-580-3964

전북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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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패스 구매 시 별도로 발송되는 모바일 티켓을
여행지 매표소 또는 카운터에 제시해주세요!

카카오톡 ‘엘에스컴퍼니’
또는 문자(1522-2089)로
티켓 URL 수신
※30분 이상 바코드 미수신 시
고객센터(1522-2089)로 유선 문의 바랍니다.

※이용가능 여행지는 실시간으로 변경 될 수 있으니 모바일 티켓의
‘투어패스 이용가능 여행지’를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 이용 주의사항
1. 첫 사용시간 기준으로 구매하신 옵션 시간만큼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동일 업체 중복이용불가 – 한 번 이용한 업체는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2. 해당 상품은 대인/소인 구분 없이 1인만 사용 가능하며 부분환불 및 부분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용 인원 및 권종 변경 시 전체 환불 후 재구매 바랍니다.
(사전 예약 상품의 경우에도 부분 예약이 불가하며, 업체 한 곳이라도 이용하였을 경우 전체 티켓 환불 불가합니다.)
3. 이용 가능한 업체 리스트는 구매 후에도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모바일 티켓의 ‘투어패스 이용가능여행지’를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4. 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운영시간 및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이용 전 업체 확인 바랍니다.
5. 사전 예약 업체의 경우 예약 미진행 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6. 임의로 타인에게 티켓을 양도하거나 재판매/이용이 불가합니다.
7. 모바일 티켓 미수신 및 기타 사항은 고객센터(1522-2089)로 문의 바랍니다.
8. 체험 상품 이용 시 현장 요원 판단하에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체험 상품 특성상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북투어패스 문의 1522-2089
www.jbtourpas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