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gmice.or.kr

미팅플래너스가이드 경기도

http://www.gmice.or.kr


CONTENTS Introduction

004

Gyeonggi Provides 
Everything you Need 
for your MICE Event

006

The ease of Access to 
MICE Destination

008

Unique Attractions, 
Unique Experience

010

현대유람선호텔 라르엠블호텔 고양DMZ생태관광지원센터 원마운트

026024 028 030 032

판문점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유스호스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한화 아쿠아 플라넷 
일산

고양아람누리

034033 035 035 036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킨텍스 현대백화점한국전통 돌솥비빔밥 
문화체험관

037036 037

롯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038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

038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아일랜드캐슬호텔&
리조트

050048

켄싱턴리조트

052

W지우리조트

054

취옹예술관

056

쁘띠프랑스허브아일랜드

059058

아침고요수목원

060

포천아트밸리

061

산들소리수목원

061

웨스턴돔레이킨스 쇼핑몰

039039

청심평화월드센터

042

좋은아침HRD센터

046040

경기북동부

Gyeonggi 
MICE Bureau

014

4 Seasons with a 
Variety of Flowers

012

킨텍스

018

아라마리나컨벤션

022016

경기북서부

064

산사원어메이징파크베어스타운 리조트

062062 063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063

경기남서부

수원컨벤션센터신텍스

070066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072

라마다 프라자 수원

074

로얄헤리티지호텔

076

신라스테이 동탄롤링힐스 호텔

080078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082

푸르미르 호텔

084

호텔스퀘어

086

벨류 호텔 수원랜드마크호텔

090088

벨라스위트호텔

092

수원실크로드호텔

094

고려호텔

096



CONTENTS 라마다평택호텔

098

라비돌

100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02

수원화성

104

서울랜드

106

웅진플레이도시

107

아인스월드

108

부천로보파크

108

광명동굴

105

안산갈대습지공원

109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110

(재)경기도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110

한국만화박물관

111

제부도

109

114

경기남동부 블룸비스타

116

대명리조트 양평

120

쉐르빌파라다이스 
연수원

122

아델라한옥

124

의왕 레일바이크

112

경기도문화의전당

112

평택교동훼리㈜

113

수원전통문화관

113

유리섬

111

호텔 더숨포레스트

128

용인센트럴코업호텔

130

남한강 썬밸리호텔

132

라마다 용인 호텔

134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126

한화리조트 양평

138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140

곤지암리조트ㆍ스키장

142

오커빌리지

144

파인리조트

136

써닝리더십센터

148

에버랜드 리조트

150

한국민속촌

151

세미원

152

양평 포레스트펜션

146

들꽃수목원

154

곤지암도자공원

155

별빛정원 우주

156

양평 청춘뮤지엄

156

화담숲

153

하남스타필드 
스포츠몬스터

157

여주 챌린지어드벤처

158

용인 대장금 파크

158

두메향기

159

양평 레일바이크

157

양평 더그림

160

안성 팜랜드

160

수미마을

161

치킨대학

161

이천 돼지박물관

159

이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162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162

Index Information Map

163 168 172



INTRODUCTION

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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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가깝고 상상보다 큰 경기도를 만나다

      

회의 그 이상의 새로운 경험

국제적인 MICE 도시, 경기도

대한민국 중앙부의 서쪽에 자리한 경기도의 면적은 서울의 17배, 홍콩의 9배 규모에 달한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 함께 수도권 경제, 역사, 문화의 중심지다.

산과 바다를 동시에 품은 경기도는 역사가 숨 쉬는 도시다. 도심 곳곳에 수원화성, 조선왕릉 같은 유

네스코 세계유산이 가득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 DMZ가 있다. 

경기도를 감싸 안는 물길과 푸른 자연 모두가 회의 명소다. 서해바다 아라마리나 선상 회의는 이색적

이고 동쪽 용문산 자락의 양평 한옥 아델라는 특별하다.

회의와 관광, 휴양이 완벽한 도시, 경기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국제공항, 서울과 가까운

경기 MICE에서 성공을 예약하다

경기도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수도권과의 인접성, 독특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국제적인 MICE 도시

다. 국제공항과 서울, 경기도의 주요 도시와 관광지가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 효율적인 미팅과 여유

로운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다. 

경기도는 한국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인 킨텍스와 특색있는 유니크 베뉴를 갖췄다. 또한, 글로벌 기

업 시찰과 역사문화 도시 탐방, 레저를 즐길 수 있는 ALL IN ONE 도시다. 신선한 경험, 새로운 에너

지를 충전하는 MICE 관광을 통해 경기도를 재발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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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휴양+문화가 결합한 MICE 목적지

경기도는 회의에 최적화된 MICE 베뉴와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고양 킨텍스와 화성 신텍스가 있으며 세계 유일의 DMZ 생태관광이 매력적이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 에버랜드와 허브아일랜드 등의 유니크 베뉴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소다. 한류드라마 명소 

관광과 쇼핑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고 즐길 수 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경기도는 끝없는 매

력을 지닌 MICE 도시다.

Gyeonggi Provides
Everything you Need 

for your MIC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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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로터리 
세계대회는 경기 MICE의 숨은 저력을 보여줬
다. 한국에서 열린 마이스 행사 중 최대 규모
로 160여 개국에서 온 5만여 명의 로터리언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파주 DMZ와 수원화성, 
가평 쁘띠프랑스 등 경기도의 명소를 즐겁게 
둘러보았다.

대명리조트

킨텍스

아침고요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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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킨텍스까지 40분, 회의와 관광을 한 번에

경기도는 국제공항과 가깝고 서울과 접근성이 좋으며 교통 인프라가 발달한 최적의 MICE 목적지다. 한국 

최고의 국제전시장인 킨텍스는 자동차로 김포공항에서 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40분이면 도착한다. 서울

과 경기도의 주요 도시도 1시간 이내의 거리다. 시간 관리가 중요한 비즈니스 업무환경을 충족시켜주는 경

기도는 천혜의 자연과 편리한 교통의 중심지이다. 수도권 문화와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The ease of Access to
MICE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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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과 삼성동, 광명역(2017년 신설) 도심공
항터미널을 이용해보자. 탑승수속, 수하물 위
탁, 출국심사까지 단 10분이면 해결된다. 인천
공항 직통 열차나 직행 리무진을 타고 공항에 
도착하면 전용 통로를 통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수속 시간이 줄어 여유로운 면세점 쇼핑
을 즐길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KTX

방화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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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유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유니크 베뉴

경기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니크 베뉴가 주목받고 있다. 컨벤션에 휴양과 독특한 문화적 관광 

요소가 더해져 회의 참가자들에게 만족감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으

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유니크 베뉴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적 미(美)가 가득한 양

평 한옥 아델라와 행사 시 파티장으로 변신하는 고양 원마운트 스노우파크는 이색 명소다. 회의 그 

이상의 새로움을 찾는다면 역시 경기도다. 

Unique Attractions,
Uniqu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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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 베뉴는 독특한 체험이 가득하다. 문화
예술공원으로 변신한 폐채석장에서는 전시와 
공연이 열린다. 동굴 속에서 아쿠아월드와 와
인 체험을 하며 행사와 콘서트를 즐길 수 있
다. 허브테라피를 즐기는 회의 명소도 각광받
는다. 경기도 유니크 베뉴의 체험 거리는 상상
을 뛰어넘는다.

쁘띠프랑스

에버랜드

허브아일랜드

광명동굴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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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AUTUMN

WINTER

SUMMER

사계절 내내 꽃과 축제의 도시, 경기도 

경기도는 산과 호수, 테마파크나 공원을 가도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여행지다. 따뜻한 봄, 용인 

에버랜드는 튤립과 새하얀 벚꽃이 장관이다. 유적지를 돌아보는 남한산성 벚꽃길도 운치 있다. 

여름이면 연꽃과 수련이 탐스러운 양평 세미원과 두물머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축령산 가

을 단풍과 국화를 보기 위해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을 찾기도 한다. 겨울 눈꽃이 환상적인 곳은 포

천 국립수목원의 전나무 숲길이다.

4 Seasons with
a Variety of 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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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이 있어 축제는 더 흥겹다. 봄을 대표하는 
고양 국제꽃박람회에서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여름 장미가 향기로운 서울대공원은 
댄스 퍼레이드가 화려하다. 가을 명성산 억새
꽃 축제가 열리면 둘레길을 걷기 좋다. 겨울 눈
꽃이 핀 청평 얼음꽃 축제는 얼음 썰매와 낚시
체험이 즐겁다.

고양 꽃박람회

구리 코스모스축제

세미원

서울랜드

허브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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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MICE Bureau
ABOUT US

경기MICE뷰로는 2011년 8월에 경기도의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관광공사 내에 설립된 MICE 전담 조직으로서 경기도의 국제회
의, 전시, 인센티브 투어, 이벤트 등의 유치 및 개최 지원, 홍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가진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이며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DMZ, 수원화성 등의 다양한 문화·관
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전시장인 고양시 킨텍스를 비롯하여 도내 31개 시·군별 특색에 맞는 중•소 규모의 MICE 시설이 
있어,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 

WHAT WE DO

경기도 MICE 유치•개최 사업

◦국제회의, 기업회의 유치•개최지원

◦해외인센티브단체 유치•개최지원

◦ 국제순회전시회&국제이벤트 유치•
개최지원

◦국내행사 개최지원

◦지역특화컨벤션 발굴 및 육성

경기도 MICE 기반 구축

◦ MICE Alliance 구축 및 공동 
마케팅 활동

◦ 경기도 MICE 산업 현황&통계 
조사

◦MICE 교육 실시 및 참가

경기도 MICE 홍보 및 마케팅

◦국내외 MICE 전문지 광고 게재

◦ MICE 관련 국내외 박람회 참가
하여 홍보마케팅 추진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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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MICE ALLIANCE

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치열해지면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성공적인 MICE 행사유치•개최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경
기 마이스 얼라이언스(Alliance)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경기마이스뷰로가 구축한 민관 공동 MICE 마케팅 협력체이다. 경기 MICE 
얼라이언스는 지자체, 다양한 시설, 서비스 업계의 연계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공동 마케팅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협력구도를 운
영하고 있다.

Gyeonggi MICE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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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018_킨텍스

022_아라마리나컨벤션

030_현대유람선

024_DMZ생태관광지원센터

026_엠블호텔 고양

028_호텔 라르

서울시

인천시

파주시

김포시

경기 북서부

016_ GYEONGGI



고양시

018_킨텍스

022_아라마리나컨벤션

030_현대유람선

024_DMZ생태관광지원센터

026_엠블호텔 고양

028_호텔 라르

서울시

인천시

파주시

김포시

NORTH
WESTERN

AREA
경기 북서부

MEETING PLANNER'S GUIDE _ 01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82-31-810-8114   +82-31-810-8083
 www.kintex.com 

킨텍스

회
의 수용인원

300,000명

018_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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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ntex.com


북서부 _ 킨텍스

국내 최대 단일 전시장 10만㎡ 면적을 확보한 킨텍스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전시컨벤션

센터다. 2011년 제2전시장 개관 후 ‘GASTECH 2014’와 ‘Rotary International 2016’ 등의 국제 행사를 성공

적으로 개최했다. 3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초고속 무선인터넷 환경과 최첨단 그린 전시장 구축도 

강점이다. 킨텍스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회의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

역급행철도인 GTX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삼성역에서 킨텍스까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

는 국제 전시장이라는 명성을 넘어 세계 속의 킨텍스로 거듭나고 있다.  

글로벌 MICE 도시 경기도에서 만나는 세계 속의 킨텍스

DIMENSION & 
FACILITIES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제1전시장

204호 2F 420 4 360 220 180

205~213호 2F 234 4 200 120 80

212+213호 2F 468 4 400 250 160

301호 3F 225 4 160 100 60

302호 3F 117 4 100 50 50

303~307호 3F 234 4 200 120 80

306+307호 3F 468 4 400 250 160

308호 3F 234 4 Hallow-square type 34

309A 3F 117 4 U type 12

309B 3F 117 4 Hallow-square type 20

그랜드볼룸 3F 1,660 10 1,600 800 960

1홀 1F 10,611 15 600부스

2홀 1F 10,173 15 600부스

3홀 1F 10,173 15 600부스

4홀 1F 10,173 15 600부스

5홀 1F 10,611 15 600부스

제2전시장

301~304호 3F 314 6 250 130 110

301+302호 3F 628 6 520 300 250

303+304호 3F 628 6 520 300 250

305~308호 3F 188 4 80 40 40

401~404호 4F 314 6 250 130 110

401+402호 4F 628 6 520 300 250

403+404호 4F 628 6 520 300 250

405~408호 4F 188 4 80 40 40

6홀 1F 5,580 10 200부스

7홀 1F 11,290 12 510부스

8홀 1F 11,290 12 510부스

9홀 1F 13,238 15 550부스

10홀 1F 13,072 15 550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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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사에 적합한 킨텍스는 전문적인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회 및 케이터링, 숙박서비스를 제공

한다. 킨텍스 제1전시장은 8개국 동시통역시설을 갖춘 그랜드볼룸과 이벤트홀, 다양한 회의홀과 전시홀이 

있다. 제2전시장은 12개국 동시통역시설을 갖춘 이벤트홀과 적외선 동시통역 장비를 갖춘 대회의실이 특징

이다.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제1전시장

전주단지네 1F 한식 90

본도시락 1F 도시락 64

스타피쉬 2F 씨푸드뷔페 300

푸드코트 2F 대중음식 400

금미덕 차이나요 2F 중식당 170

제2전시장

명동칼국수 1F 칼국수,만두 104

베이스캠프 1F 부대찌개 92

나라면넌김밥 1F 대중음식 78

롯데리아 1F 패스트푸드 106

킨텍스웰빙뷔페 1F 한식뷔페 304

토마토도시락 1F 도시락 10

고가 1F 일본식 수제돈까스/우동 92

피자집 1F 피자, 샐러드 270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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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부 _ 킨텍스

컨벤션홀 2F 컨벤션홀 3F

제1전시장
전시홀 1F

제2전시장
전시홀 1·2F

컨벤션홀 3F 컨벤션홀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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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포시 아라육로270번길 73
 +82-1577-8764   +82-31-984-6730
 www.aramarina.wedding  

회
의 수용인원

800명아라마리나컨벤션

022_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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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ramarina.wedding


북서부 _ 아라마리나컨벤션

김포 아라뱃길에 있는 아라마리나 컨벤션은 요트, 마리나 시설을 갖춘 특별한 환경과 독립된 회의 공간이 매

력적이다. 국제공항과 가까운 대규모 컨벤션센터로 선상에서 최대 800여 명이 회의와 연회를 즐길 수 있다. 

대표적인 컨벤션 장소는 마리나홀이다. 세미나와 콘퍼런스가 열리는 아라홀, 소규모 회의나 연회를 위한 VIP

룸이 특징이다. 회의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지원하며 호텔 출신 요리사의 음식도 품격을 더한다. 도시와 물길

이 어우러진 아라 뱃길의 풍경을 보려면 요트투어를 추천한다. 탁 트인 야외 테라스에서는 색다른 분위기의 

연회와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아라뱃길의 풍광을 즐기는 선상 파티가 독특한 컨벤션 명소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연회장 2F 577.24 5.4 800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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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로 148-40       
 +82-31-956-8310   +82-31-956-8399
 www.ggtour.or.kr 

회
의 수용인원

300명DMZ생태관광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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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2

홀1

무대

다목적홀
교육장

화장실

화장실

북서부 _ DMZ생태관광지원센터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교육장 1F 216 4.0 - 70 -

다목적홀 1F 270 4.8 200 120 100

홀2 1F 180 3.9 - - 30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디브런치 안녕 2F 브런치, 커피 80

1F

임진각 평화누리에 있는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는 풍부한 역사문화와 수려한 생태자원을 체험하는 DMZ 

생태관광 거점 시설이다. DMZ 일원의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살아있는 생태교육장’을 운영하며 방문객

에게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의 소중함을 전달한다. 센터 내에 유치한 국제 환경전문기구 ESP(생태계 

서비스 파트너십)와 협력하여 DMZ 환경보전사업을 개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생태관광, 체험교육과 함께 전시와 강연, 파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의적 공간을 제공한다. 3,000

여 개의 바람개비가 맞이하는 평화누리공원도 둘러볼 수 있다.  

평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DMZ 생태관광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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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20   5성급
 +82-31-927-7700   +82-31-927-7652
 www.mvlhotel.com/goyang 

엠블호텔 고양

호
텔 수용인원

1,0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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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부 _ 엠블호텔 고양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그랜드볼룸 2F 721 12 680 450 540

중연회장(IRIS) 1F 378 7.8 330 220 260

소연회장(LILY, CALLA, DAISY) 1F 58 3.4 30 20 25

비즈니스센터 1F -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쿠치나 M 2F 뷔페 232

죽림 1F 중식당 132

일라고 1F 로비 라운지 & 바 65

델리 1F 베이커리 & 와인 -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377
슈페리어

(더블/트윈) 패밀리 트윈 디럭스 트윈 주니어 스위트
(트윈)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더블/트윈)

엠버서더 
스위트

코리안 
스위트

프레지덴셜 
스위트

251 60 32 16 15 1 1 1

관광, 문화, IT를 접목한 엔터테인먼트 메카인 한류월드의 중심에 엠블호텔이 있다. 경기도 최초의 5성 호텔

로 선정되었으며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킨텍스에서 도보 10여 분 거리이며 호텔 내 컨벤션센터에는 최첨단 통역 시스템을 갖추었다. 34개의 스위트

룸을 포함해 총 377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피트니스클럽, 비즈니스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한 중식을 

지향하는 ‘죽림’은 인기가 많다.

킨텍스와 한류월드를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호텔

1F
중연회장(IRIS), 소연회장(LILY, CALLA, DAISY)

2F
그랜드볼룸

MEETING PLANNER’S GUIDE _ 027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5번길 5-9
 +82-31-982-1322   +82-31-982-4326(프론트), +82-31-985-8408
 lartgimpo.com 

호텔 라르

호
텔 수용인원

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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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부 _ 호텔 라르

김포공항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도심형 패밀리 호텔 리딩 브랜드다. 프랑스어로 ‘예술’이라는 어원에

서 유래된 호텔 라르는 현대적인 객실 디자인이 돋보인다. 비즈니스여행객을 위해 144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비즈니스 센터, 미팅룸을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호텔이 위치한 김포에서 서울 도심권까지 30분이면 도착한다. 킨텍스,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아라폭포가 인접해 비즈니스와 관광․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편안한 휴식처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144
디럭스 트윈 킹 더블 주니어 스위트 로얄 스위트

115 24 4 1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샤브나라 2F 조식 뷔페, 샤브샤브 및 샐러드바 100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연회식

Banquet Hall B1 -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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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270번길 74 아라김포여객터미널
 +82-32-882-5555   +82-32-885-6161   sangukkang@gmail.com 
 www.aracruise.co.kr 

현대유람선

유
람

선

수용인원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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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부 _ 현대유람선

현대유람선은 1,000여 명이 승선 가능한 1,358톤급의 대형 관광 유람선으로 한국 최초의 운하인 경인 아라

뱃길을 운행한다. 아라뱃길은 한강 하류에서 서해까지 이어진 18km의 물길로, 아라김포여객선에서 출발하

는 유람선을 타고 주요 명소인 아라폭포, 아라마루를 관광할 수 있다. 특히, 주말에 운행하는 음악/디너불꽃

크루즈는 한국퓨전타악공연과 마술 등 선상 공연을 즐기며, 뷔페식 식사와 함께 화려한 선상 불꽃쇼를 감상

할 수 있다. 

경인아라뱃길을 운행하는 크루즈 선상에서의 특별한 연회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다이아몬드홀 1F
뷔페식 점심식사, 저녁식사

사파이어 홀 2F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다이아몬드홀 1F 425 3.5 450 350 300

사파이어 홀 2F 425 2.3 450 350 300

바다정원 3F 425 2.5 350 250 120

오픈데크 4F 425 - 300 25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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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82-1566-2232   www.onemount.co.kr 

원마운트관광 및 체험

원마운트는 365일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테마파크이자 쇼핑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실내 워

터파크의 대표적인 체험 거리는 익스트림 파도풀과 킹볼라이드다. 짜릿한 체험 후 따뜻한 스파풀에서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다. 한여름에도 눈이 내리는 스노우파크의 백미는 환상적인 조명이 어우러진 레인보우 슬라

이드다. 빙상 위 불꽃 아트쇼도 색다른 재미다.

여름 눈썰매와 겨울 파도풀을 즐기는 실내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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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2
 +82-31-960-8500   www.aquaplanet.co.kr/ilsan 

한화 아쿠아 플라넷 일산관광 및 체험

수족관과 동물원을 결합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컨버전스 아쿠아리움이다. 하이라이트는 2,000톤 규모의 대

형수조 ‘딥 블루 씨’에서 펼쳐지는 수중 퍼포먼스다. 관객 참여형 ‘아쿠아 퍼니쇼’나 싱크로나이즈 쇼와 영상

이 화려한 ‘아쿠아 드림’ 공연은 관람객의 호응이 높다. 수만 마리 물고기떼와 가오리의 군무는 우주 행성을 

탐험하듯 신비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환상과 신비의 아쿠아리움 세계로의 여행 

북서부 _ 명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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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
 +82-1899-6611   motorstudio.hyundai.com/goyang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관광 및 체험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국내 최대의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이다. 현대자동차 전용 자동차 복합 문화공

간으로 자동차의 탄생 과정 및 기능을 친근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풍요롭고 맛있는 

요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키친과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 특별한 브랜드샵 등 다채로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를 보고 듣고 느끼는 새로운 여행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다목적홀 3F 442 6 320 200 180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KITCHEN 4F 한식, 양식, 아시안, 디저트, 음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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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남방한계선과 가까운 캠프그리브스는 민통선 내 유일한 유스호스텔이다. 50여 년간 주둔했던 미군 부

대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이기도 하다. 2015년에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졌으며 군복 입기 체험이 인기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강의식

회의실 1F 31 2.4 15

소강당 1F 72 2.4 60

대강당 1F 206 3.6 150

체육관 Annex 1,336 12.1 300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27
 +82-31-953-6970, +82-31-953-6984   +82-31-953-8977   www.dmzcamp131.or.kr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유스호스텔)체험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관광객의 자유 왕래 방안에 대해 협의 중

판문점관광

북서부 _ 명소 소개

DMZ 군사분계선 상에 있는 구역으로 1953년 7월 27일에 남북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4월 27일

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판문점의 공식명칭은 ‘JSA(Joint Security Area)’로, 2,000년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더욱 유명해졌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옛날 경의선 

장단역사, 버려진 기관차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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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아람누리 관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82-1577-7766   +82-31-960-9717   artgy@artgy.or.kr   www.artgy.or.kr 

1만 6천여 평의 대지에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과 다목적 공연장, 미술관이 모여있는 글로벌 아트센터다. 객석

이 움직이는 가변형 소극장과 정발산에 둘러싸인 노루목 야외극장이 특징이다. 봄․가을에는 호수공원 일대

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축제가 볼거리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아람극장 Aram 1,690 12 1,887

아람음악당 Aram 250 15 1,449

새라새극장 Aram 249 6 300

노루목야외극장 Aram 470 - 1,000

한국전통 돌솥비빔밥 문화체험관체험

경기 고양의 관광 명소로 한국 전통 비빔밥을 체험할 수 있다. 자연석 불판에 갓 지어낸 흰쌀밥과 형형색색

의 나물, 고기볶음을 넣고 고추장과 섞어 먹는 비빔밥을 만들어보자. 1층에서는 비빔밥의 유래와 한국 주요 

특산품을 소개하며, 식사 전에 한복 앞치마를 착용하고 비빔밥을 즐기는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9-11
 +82-2-386-9595   weiming80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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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부 _ 명소 소개

킨텍스 현대백화점쇼핑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17
 +82-31-822-2233   +82-31-822-2219   www.ehyundai.com 

구찌, 프라다 등 해외 패션 브랜드 쇼핑과 2,300여 평의 하늘정원에서의 휴식, 메가박스 영화관이 있어 만족

도가 높다. 2016년에 오픈한 FX Mirror 가상 피팅 체험존에서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브랜드 의류를 가상으

로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다.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쇼핑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00 
 +82-1644-4001   www.premiumoutlets.co.kr/paju 

아르데코 건축양식의 분수 광장과 시계탑 등의 분위기가 1920-30년대 미국의 다운타운을 연상케 한다. 

220여 개의 해외 명품 브랜드와 한국 유명 브랜드가 모여있어 합리적인 쇼핑을 할 수 있다. 아울렛 최초로 

국내외 메신저 캐릭터로 인기가 많은 라인프렌즈 스토어를 오픈하여 해외 관광객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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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쇼핑

프라다, 태그호이어, 폴스미스 등 상권 단독 브랜드와 250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한다. 쇼핑과 함께 영화 관람

과 4D 레이싱 등의 놀이시설을 갖추었으며 음식도 다양하다. 세미 한정식이나 규슈 스타일 함박스테이크 등

이 특색 있다. 헤이리 예술마을과 파주출판도시가 가까워 쇼핑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90   +82-31-960-2500
 +82-31-960-2510   store.lotteshopping.com/handler/Main-Start?subBrchCd=054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  쇼핑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아울렛으로 아라뱃길 풍경이 운치를 더한다. 구찌, 버버리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포함

해 2백여 개가 넘는 패션 브랜드가 모여있다.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정통 눈꽃 빙수를 맛볼 수 있는 카페테

리아와 3층 하늘정원이 있다. 아라뱃길 크루즈와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으며 주말 불꽃놀이도 쇼핑 외의 즐

거움이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152번길 100   +82-31-812-2233   +82-2-3416-5735
 hr861207@naver.com   www.ehyundai.com/newPortal/outlet/DP/DP000000_V.do?branchCd=B00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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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킨스 쇼핑몰쇼핑

여가와 문화시설을 동시에 즐기는 몰링형 쇼핑몰로 백화점, 할인점, 영화관이 한 공간에 모여있다. 1층에서 

5층은 백화점과 연결되어 편리한 쇼핑으로 이어지고 주차공간도 넉넉하다. 일산호수공원과 아쿠아플라넷이 

가까워 힐링하기 좋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17
 +82-31-912-1170   +82-31-912-2170   move34@naver.com   www.lakins.co.kr    

북서부 _ 명소 소개

웨스턴돔  쇼핑

일산 신도시에 위치한 웨스턴돔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스트리트형 쇼핑몰로 약 500여 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패션•잡화점, 화장품 매장,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갖췄다. 근처에는 복합쇼핑몰 라페스타와 호수공원이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82-31-931-5114   ture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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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서울시

인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042_청심평화월드센터

046_좋은아침HRD센터

052_켄싱턴리조트

056_취옹예술관

048_아일랜드캐슬호텔&리조트

054_W지우리조트

050_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NORTH
EASTERN
AREA
경기 북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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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서울시

인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042_청심평화월드센터

046_좋은아침HRD센터

052_켄싱턴리조트

056_취옹예술관

048_아일랜드캐슬호텔&리조트

054_W지우리조트

050_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경기 북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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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58
 +82-31-589-5200   +82-31-589-5210   sfcom@cspwc.co.kr  
 www.cspwc.co.kr   

청심평화월드센터

회
의 수용인원

25,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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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 _ 청심평화월드센터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메인플로어 B1 137,217 45 25,000 25,000 6,000

이벤트홀 B1 280 3.8 - 200 100

청심평화월드센터는 최대 2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아레나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이다. 청평호반

의 수려한 자연,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 체험, 국제 행사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유니크 베뉴다. 청심평화

월드센터는 대형 콘서트와 K-POP 스타들의 한류 콘서트, 뮤지컬 등을 완벽히 지원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

추고 있다. 수납식 아레나 객석과 최첨단 무빙 스테이지, 슬라이딩 체어와 AV 시스템 등 가변형 무대는 다양

하게 활용된다. 대규모 MICE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세계에 진출하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세트장도 청심평화월드센터에 있다.

한류 콘텐츠가 생산되는 무한한 상상력의 유니크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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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인프라도 갖췄다. 100석 규모의 연회와 150석 규모의 세미나가 가능한 이벤트홀, 공연 

관람과 휴식을 취하는 VIP ROOM, 대기실과 분장실, 동시통역실 등이 있다. 최대 600여 명 이상이 머물 수 

있는 10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과 리조트도 가깝다. 청심평화월드센

터에서 5분 거리인 청심국제연수원은 강의와 숙박을 위한 장소다. 300여 명을 수용하는 오디토리움과 국제

회의장은 세미나와 워크숍, 레크레이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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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B1

2F

북동부 _ 청심평화월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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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명지산로 137-49
 +82-31-584-3945   +82-31-584-3954   gmhrd@naver.com  
 www.gmhrd.com   

좋은아침HRD센터

회
의

·숙
박

수용인원
1,2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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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대강당 2F 432 7 300 450 200

1강의실 2F 212 5 150 220 120

2강의실 B1 216 3 150 220 120

3강의실 1F 151 3 80 120 60

1세미나실 2F 87 2.5 60 70 -

2세미나실 2F 58 2.5 30 45 -

3세미나실 2F 58 2.5 30 45 -

4세미나실 B1 55 2.5 30 45 -

5세미나실 1F 40 2.5 15 25 -

6세미나실 B1 36 2.5 15 25 -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식당 강당동 1층 자율식, 연회식 300

BBQ장 본관 1층 테라스 B.B.Q.회식 400

카페 강당동 1층 커피, 차 150

수도권 최고의 청정지역인 가평 운악산과 명지산 사이에 있다. 힐링이 필요한 기업과 단체가 많이 찾는 연수

원이다. 450명 규모의 대강당을 비롯해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 10개의 회의실과 4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

다. 조종천이 흐르는 넓은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단체 바비큐장도 마련되어 있다. 15

분 거리의 일동온천도 휴식하기 좋다. 

산과 강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워크숍 명소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44
13평형 25평형 30평형

25 9 10

북동부 _ 좋은아침연수원

강당동 1F 강당동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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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2
 +82-31-894-0300   +82-31-894-0339   smt0332@island-castle.co.kr 
 Island-castle.co.kr   

아일랜드캐슬호텔&리조트

회
의

·숙
박

수용인원
1,5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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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 _ 아일랜드캐슬호텔&리조트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그랜드볼룸 2F 558 (164평) 7.9 (앞 5.3) 700 408 400

다이아몬드 3F 366 (111평) 2.8 300 140 140

에메랄드 3F 169 (51평) 3.2 120 60 63

크리스탈 3F 152 (48평) 3.2 130 80 63

사파이어 3F 115 (34평) 2.8 80 - 54

토파즈 3F 115 (34평) 3.2 90 50 54

루비 A 3F 84 (25평) 3.2 65 - 36

루비 B 3F 84 (25평) 3.2 65 - 36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101
디럭스더블룸 디럭스트윈룸 코너더블룸 아일랜드트윈룸 주니어스위트룸 캐슬스위트룸

14 56 14 14 1 2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라스텔라 2F 조식뷔페, 인터내셔날 부페, 웨스턴 세트, 
사골곰탕 정식, 비빔밥 정식, 돼지고기 전골, 한방갈비탕 정식 등 48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은 실내외 워터파크 및 스파시설을 비롯해 호텔과 콘도, 식음시설 등을 갖췄다. 수락산

과 도봉산 풍경의 쾌적하고 모던한 객실을 비롯해 대규모 그랜드볼룸 연회장 및 기업 행사나 컨벤션 행사가 

가능한 7개의 독립적인 중•소 연회장 등이 특징이다. 특히, 마야문명 컨셉의 워터파크는 대형 슬라이드, 파

도풀 등 짜릿한 어트랙션이 매력적이며, 유황 온천수 바데풀과 황토 불가마, 참숯방 등 찜질시설을 갖춰 편

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365일 즐거움이 가득한 도심형 복합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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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402 
 +82-2-789-5192   +82-2-789-5525
 www.hanwharesort.co.kr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리
조

트

수용인원
8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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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 _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분임식 연회식

블랑Ⅰ B1 - 3 200 150 90
200

블랑Ⅱ B1 - 3 120 80 81

느와르 B1 - 2.9 150 110 72 100

포럼1 B1 - 2.9 80 60 54  -

포럼2 B1 - 2.9 80 60 54  -

포럼3 B1 - 2.9 50 30 27  -

포럼4 B1 - 2.9 50 30 27  -

포럼5 B1 - 2.9 30 18  -  -

포럼6 B1 - 2.9 30 18  -  -

포럼7 B1 - 2.9 30 18  -  -

포럼8 B1 - 3 30 18  -  -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아르떼 B1 부대찌개, 닭볶음탕, 제육쌈밥 188

카페라끄 1F 조식뷔페 74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12
패밀리 로얄

206 6

포천 산정호수 안시는 프랑스 알프스 마을인 ‘안시(Annecy)’에서 영감을 받아 2013년에 리뉴얼된 사계절 휴

양지다. ‘산속의 우물과 같은 맑은 호수’라는 뜻을 지닌 산정호수는 계절마다 즐길 거리가 다채롭다. 봄, 가을

에는 호수 둘레길 산책과 명성산 억새 트레킹을 즐길 수 있으며, 여름에는 한탄강 래프팅, 겨울에는 눈썰매 

등 다양한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객실 타입은 로얄실과 패밀리실이 있으며, 약 100~200명 이상의 인원

이 강의와 연회를 열 수 있는 연수•교육장소와 다목적홀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온천 사우나로 명성이 높으

며,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야외가든과 탁구, 당구 등 오락시설이 있는 엔터테인먼트존, 노래방 등을 갖췄다. 

하늘과 산, 호수에 둘러싸인 청정 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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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430
 +82-31-584-9380   +82-31-584-4205   kencp_front@eland.co.kr
 www.kensingtonhotel.com   

켄싱턴리조트

리
조

트
 

수용인원
1,7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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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40분 거리로 청정자연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연 속 리조트다. 아침고요수목원과 

남이섬, 쁘띠프랑스 등 유명 관광지가 30분 이내로 단체 기업연수와 휴양을 함께하기에 좋다. 최대 3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무궁화실이 대표적이며 회의에 필요한 빔프로젝터와 이동 스크린, VTR 등의 시설을 갖추었

다. 수영장과 야외 BBQ가든, 펀 스테이션, 노래연습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의와 레저, 숲 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는 힐링 리조트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176
25평형 28평형 33평형 55평형

96 52 24 4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본관

한양식당 1F 한식/양식/뷔페 100

로비 라운지(카페) 1F 커피/음료/빵 50

별관

두메산골 1F 단체식당 300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본관

오닉스홀 1F 96 3 70 45 50

비치홀 1F 156.68 3 180 90 80

사파이어홀 1F 152.07 3 150 80 60

다이아몬드홀 1F 152.07 3 150 80 60

별관

무궁화홀 2F 396.7 5 550 350 250

비가림홀 1F 185.12 3 200 130 100

장미홀 2F 95.87 5 70 50 40

국화홀 2F 95.87 5 70 50 40

동백홀 2F 95.87 5 70 50 40

북동부 _ 켄싱턴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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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59-3
 +82-31-581-7770   +82-0502-280-7730   wjiwooresort@naver.com  
 wjiwooresort.com   

W지우리조트

리
조

트

수용인원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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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 _ W지우리조트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A type 3F 48.15 5.4 -

B type 2F 48.15 2.5 -

C type 1F 48.15 2.5 -

F type 2F 162.5 2.4 -

야외수영장 1F - - -

가평과 춘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W지우리조트는 객실에서 북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

망을 자랑한다. 객실 타입으로는 복층형, 빔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을 갖춘 홈씨어터룸, 개인풀이 있는 풀빌

라, 펜트하우스가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한식 조식과 뷔페식 BBQ 서비스를 석식으로 제공하며, 

야외 수영장과 24시간 편의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평 명소인 남이섬과 국제재즈페스티벌로 유

명한 자라섬이 가깝다. 

가평 남이섬과 자라섬 전망의 독채형 리조트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98
A type B type C type F type

34 34 26 4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레스토랑 1F 뷔페 100

카페 1F - -

편의점 1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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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300
 +82-31-585-8649   sookueng49@hanmail.net
 www.chi-ong.co.kr   

취옹예술관

회
의

·숙
박

수용인원
2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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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관 전체가 고풍스러운 한옥으로 이루어졌다. 솟을대문과 툇마루, 정자와 연못 등 한옥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한옥스테이가 매력적이다. 

3단 한옥의 계단식 구조가 독특한데 1단 출입구 부분은 한식당으로 산나물 건강밥상을 맛볼 수 있다. 2단에

는 최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미술관이 있으며 3단에는 온돌방 체험과 한옥 숙박이 가능한 

수향헌과 백송재, 다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 한옥에서 머물며 다도와 판소리, 천연 염색, 탈 만들기 등 이색

적인 체험도 함께해보자.  

전통 한옥의 매력이 가득한 예술공간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11
3인실 5인실 10인실

6 4 1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축렁객주 1F 한식 50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강의식 연회식

세미나실 1F 926 2 40 -

미술관 1F 926 2 - 60

휴게실 1F 694 2 - 50

취옹산방 1F 347.12 2 15 -

육각정 2F 694 2 - 30

백송재 1F 1,041 2 - 20

수향헌 1F 625 2 - 13

석이당 1F 926 2 - 25

북동부 _ 취옹예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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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아일랜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947번길 35
 +82-31-535-6497   +82-70-8282-8293   webmaster@herbisland.co.kr   www.herbisland.co.kr   

관광 및 체험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야외무대 베네치아마을 330 - - -

연회장 아테네홀레스토랑 991 3.5 - 500

워크숍장(웨딩홀) 아테네홀레스토랑 264 5.7 100 100

세미나실A(네롤리홀) 아테네홀레스토랑 264 3.5 100 100

세미나실B(장미홀) 아테네홀레스토랑 264 3.5 100 100

세미나실B(라벤더홀) 아테네홀레스토랑 264 3.5 100 100

세미나실C(힐링홀) 허브힐링센터 99 2.8 50 -

A(네놀리)VIP홀 아테네홀레스토랑 66 3.5 20 20

B(로즈)VIP홀 아테네홀레스토랑 66 3.5 20 20

세계 최초의 허브식물박물관을 보유한 지중해풍 허브테마파크다.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이 열리는 기업

회의 명소이며 허브테라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장소다. 허브 향초와 비누 만들기 체험 등 100여 명이 

함께 맞춤형 팀 빌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로즈메리, 재스민, 제라늄 축제 시기에는 허브정원의 야경

을 감상할 수 있다. 

힐링과 낭만이 가득한 허브 테마의 회의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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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 _ 명소 소개

호명산 자락에 있는 가평 쁘띠프랑스는 ‘한국 안의 작은 프랑스’를 콘셉트로 한 문화마을이자 테마파크이다. 

프랑스의 대표 작가 생텍쥐페리 기념관을 비롯해 오르골 하우스인 ‘메종 드 오르골’, 유럽풍 거실을 재현한 

‘쌀레 드 쎄주르’ 등 유럽의 숨결이 느껴지는 문화 전시관 등이 볼거리다. 프랑스 전통의 손인형극인 ‘기뇰’과 

마리오네트 인형극 등 독특한 유럽 예술 공연 감상과 함께 어린왕자 석고아트 체험 등을 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꽃, 별, 어린왕자 테마의 프랑스 문화마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063
 +82-31-584-8200   +82-31-8078-6812   8200camp@naver.com   www.pfcamp.com 

쁘띠프랑스관광 및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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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고요수목원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82-1544-6703   +82-31-584-9768
 koreangarden@naver.com   www.morningcalm.co.kr/html/main.php   

관광 및 체험

축령산 자락에는 고요한 아침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한국식 정원이 있다. 10만여 평의 수목원에는 계절마다 

야생화와 수련, 국화 등이 피어나 꽃들의 천국이라 불린다. 22개의 특색 있는 테마정원 산책과 하경전망대 

코스를 추천한다. ‘오색별빛정원전’ 축제도 볼거리다.

사계절 꽃과 빛 축제가 열리는 테마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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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및 체험 산들소리수목원

4만 2천 평 규모, 1,2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보유한 자연 생태 수목원이다.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수목

원은 회의와 전시, 연회 공간으로 각광받는다. 야생화와 허브향이 가득한 테마정원과 갤러리카페, 힐링센터 

등을 함께 이용하며 명상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59번길 48-31
 +82-31-574-3252   +82-31-574-3254   sdsori@naver.com   www.sandulsori.co.kr   

북동부 _ 명소 소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82-31-538-3485   +82-31-538-3045   lsj9932@korea.kr   www.artvalley.pocheon.go.kr    

포천아트밸리관광 및 체험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천문과학관 강의실 천문과학관 3F 719.377 3 - 40

교육전시센터 강의실 교육전시센터 2F 479.83 - - 40

산마루공연장 야외 1,510 - 400 -

호수공연장 야외 1,165 - 400 -

DIMENSION & 
FACILITIES

버려진 폐채석장이 놀라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모

노레일을 타고 정상에 오르면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에메랄드빛 천주호가 반긴다. 밤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천문과학관도 이색적이다. 조각 공원과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은 하나임을 느끼

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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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536번길 27
 +82-31-540-5151   +82-31-534-2877  bearstown12@naver.com   www.bearstown.com    

베어스타운 리조트관광 및 체험

어메이징파크

자연 속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과학 체험, 놀이,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숲이 지붕처럼 덮인 

산책로를 걷는 네이쳐존과 200여 점의 과학기구가 전시된 사이언스존이 특징이다. 300m 길이의 히든 브릿

지는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힐링 명소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606번지
 +82-31-532-1881   +82-31-532-5890   pcn2013@naver.com   www.amazingpark.co.kr    

서울에서 50분 거리에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스키리조트로 사계절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종합휴양지다. 

상급자라면 국제스키연맹(FIS)이 공인한 88챌린저 라인에 도전해보자. 11면의 스키 슬로프의 매력을 경험하

고 300여 객실을 갖춘 콘도에서 편안히 쉴 수 있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중연회장 타워콘도 4층 347.11 - 250 200 1,000

컨벤션홀 타워콘도 1층 337.19 - 300 250 100

세미나홀1 타워콘도 4층 89.26 - 100 50 50

세미나홀2 타워콘도 4층 89.26 - 100 50 50

세미나홀3 타워콘도 4층 214.88 - 150 50 50

중연회장2 타워콘도 14층 181.82 - 250 200 100

소호룸 타워콘도 2층 26.45 - 40 30 20

관광 및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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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 _ 명소 소개

산사원관광 및 체험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로 881
 +82-31-560-1471~2   +82-0303-0900-1510   www.organicmuseum.or.kr 

2011년 개관한 세계 최초의 유기농박물관으로 지구와의 공생을 생각하는 유기농 관련 콘텐츠 체험장이다. 

300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에서 회의 후 유기농레스토랑에서 만찬을 즐기기 좋다. 김치담그기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다목적 회의실 1F 493 - 300 -

김치체험관 파머스마켓동 354 - - 100

관광 및 체험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432번길 25   +82-31-531-9300   +82-31-531-0442
 sansawoninp@soolsool.co.kr   www.sansawon.co.kr   

G20 정상회의 기념 한국 대표 체험 관광지인 산사원은 산 좋고 물 맑은 포천에 있다. 증류주를 숙성하고 누

룩을 저장․보관하는 한옥과 정자에서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진다. 전통주 시음과 가양주 빚기 체험이 대표적

이다. 술을 빚는 데 사용하는 500여 개의 전통 장독대도 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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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6
 +82-31-350-4800~3   +82-31-810-8083  
 https://laviedorresort.co.kr/convention.asp 

신텍스

회
의 수용인원

3,932명

066_ GYEONGGI

CO
N

TEN
TS

IN
D

EX

https://laviedorresort.co.kr/convention.asp


화성시에 있는 SINTEX(Suwon International Exhibition)는 라비돌 리조트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부의 대

표적인 컨벤션센터다. 라비돌 리조트의 다양한 객실과 라비돌CC, 실내수영장과 사우나도 함께 이용할 수 있

어 편리하다. 신텍스의 대표적인 회의시설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랜드볼룸이다. 3개의 공간으

로 분리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회의와 세미나에 적합한 150명 규모의 마로니에룸과 소규모 회

의를 위한 메이풀룸, 오크룸도 갖췄다. 라비돌 리조트의 야외가든은 대규모 연회장소로 인기가 많다. 한․중․

양식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라운지에서도 다양한 연회가 가능하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리조트에서의 휴식

남서부 _ 신텍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그랜드 볼룸(1+2+3) 1F 1,680 7.2 2,000 1,200 1,000

   볼룸Ⅰ 1F 560 7.2 400 200 200

   볼룸Ⅱ 1F 560 7.2 600 300 300

   볼룸Ⅲ 1F 560 7.2 600 300 300

마로니에(1+2) 2F 316 3.9 - 120 -

   마로니에Ⅰ 2F 155 3.9 - 60 -

   마로니에Ⅱ 2F 155 3.9 - 60 -

오크 2F 151 3.9 - 60 -

메이플 2F 88 3.9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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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건물과 자연이 어우러져 드라마나 광고 촬영지로 유명한 라비돌 리조트는 총 6가지 타입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침대객실 91실과 온돌룸 150실 등을 포함해 총 241실의 객실에서 약 1,200명에 이르는 대규

모 인원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다. 

라비돌 리조트 골프장은 자연을 즐기며 비즈니스 회의도 함께할 수 있다. 휴식을 위한 부대시설도 다양하다. 

수영장과 사우나, 피트니스센터와 노래방 시설을 겸비한 바도 있다.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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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부 _ 신텍스

SINTEX 1F

SINTEX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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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회
의 2019년 완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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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부 _ 수원컨벤션센터

경기 남부의 새로운 MICE 목적지로 탄생할 수원컨벤션센터는 역사•문화도시 수원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

다. 2019년 3월 완공 예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9만7천여m² 규모로 건립되며, 

2020년까지 호텔, 백화점, 아쿠아리움 등과 함께 MICE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컨벤션센터가 들

어서는 광교는 인근에 삼성디지털시티와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모여 있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허브이다. 또한,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한 광교호수공원이 있어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교통 또한 편리하여 

강남역까지 30분대로 접근할 수 있으며, 영동·경부·용인서울고속도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수원은 역사와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국제적인 MICE 도시로 성장해 갈 것이다.

사람을 잇고, 세상을 이끄는 비즈니스 메카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전시홀

1F

7,877

15.7

500부스

전시홀 1 2,085 130부스

전시홀 2 3,672 235부스

전시홀 3 2,120 135부스

컨벤션홀

3F

3,040

15.5

3,000

컨벤션홀 1 1,105 1,100

컨벤션홀 2 1,105 1,100

컨벤션홀 3 830 800

중소회의실(28개실) 1F~4F 4,230 4.5~5.1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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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2   4성급
 +82-31-547-6600   +82-31-547-6601
 www.novotelsuwon.com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호
텔 수용인원

1,790명

072_ GYEONGGI

CO
N

TEN
TS

IN
D

EX

http://www.novotelsuwon.com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더 스퀘어 1F 뷔페 230

로비 바 1F 스낵 및 음료 3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87
슈페리어 킹 슈페리어

트윈 디럭스 킹 디럭스 트윈 이그제큐티브 
킹 스위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50 54 106 35 28 6 8

남서부 _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은 프랑스 계열 Accor Hotels Group의 호텔이자 수원역 일대의 글로벌 호텔이다. 노

보텔 브랜드 중 가장 최신식 디자인을 적용한 총 287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자연채광이 돋보이는 700

㎡의 그랜드볼룸은 대규모 회의 및 세미나, 연회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갖췄다. 최대 600명까지 수용 가

능한 연회장도 콘퍼런스, 전시회 등의 장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만의 노하우와 

서비스는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는다. 전 객실 무선 인터넷 제공과 함께 미니바, 24시간 피트니스를 

제공한다. 수원 도심에 위치하여 수원역 및 시내와 가깝다.

모든 고객을 VIP로 모시는 수원의 특급 호텔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샴페인(A+B) 2F 700 4.7 700 360 500

   샴페인 A 2F 350 4.7 350 180 210

   샴페인 B 2F 350 4.7 350 180 270

아잘레아(1+2+3) 2F 170 2.7 140 70 120

   아잘레아 1 2F 60 2.7 40 24 30

   아잘레아 2 2F 65 2.7 40 24 30

   아잘레아 3 2F 45 2.7 40 24 30

보드룸 2F 90 2.7 70 30 50

낭뜨 3F 90 2.7 60 4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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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0   4성급
 +82-31-230-0001   +82-31-230-0005  
 www.ramadaplazasuwon.com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
텔 수용인원

2,0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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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대연회장

그랜드 볼룸(A+B) 3F 605 6.5 600 500 500

   그랜드 볼룸 A 3F 278.9 6.5 300 240 250

   그랜드 볼룸 B 3F 269.3 6.5 300 240 250

중연회장

프라자홀(A+B) 2F 254.2 3.4 200 180 200

   프라자홀 A 2F 126.5 3.4 90 80 100

   프라자홀 B 2F 126.5 3.4 90 80 100

신관

토파즈홀 2F 207.6 3 180 88 100

제이드홀 2F 134.4 3 120 70 80

오키드홀 1F 134.4 3 120 70 80

소연회장

메이플룸 2F 55.4 3.4 30 30 20

오크룸 2F 49.2 3.4 30 30 20

보드룸 2F 51.7 3.4 Board Rooms 14

야외 테라스 5F 835.2 - - - 20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88
슈페리어 

킹
디럭스
트윈

디럭스
킹

프리미어 
킹

이그제
큐티브
디럭스

이그제
큐티브

프리미어

온돌
스위트

주니어
스위트

프리미어 
스위트

프레지덴셜 
스위트

31 91 87 27 40 7 1 2 1 1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비스토레 & 라운지 1F (Main Lobby) 이탈리안 & 바 110

델리 1F (Main Lobby) 베이커리 -

진마오 4F 중식 132

쉐푸스(야외 테라스) 5F 뷔페 230

남서부 _ 라마다 프라자 수원

라마다 프라자 수원은 글로벌 호텔 그룹인 Wyndham Group에 속해 있는 경기도의 4성급 호텔이다. 세계

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의 ‘2017 트레블러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베스트 호텔로 선정되기도 했다. 

모든 시설은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 품위와 실용성을 갖춘 객실과 국

제적인 규모의 세미나를 열 수 있는 연회장을 갖췄다. 이그제큐티브 플로어와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VIP 객실

이다. 비서 업무 서비스와 무료 조식 뷔페, 런드리 서비스와 비즈니스 센터 미팅룸을 이용할 수 있다. 진귀한 

재료의 약선 요리로 맛볼 수 있는 중식당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각광받는 프리미엄 호텔

MEETING PLANNER’S GUIDE _ 07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69   3성급
 +82-31-413-2222   +82-70-8170-3890
 www.royalheritage.co.kr 

로얄헤리티지호텔

호
텔 수용인원

1,500명

076_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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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연회식

Amoris Hall B1F 1,650 6 500

Grace Hall 2F - 6 200

Amber Hall 2F - 6 200

Lucia Hall 3F - 6 200

Odellia Hall 5F - 6 200

Syaina Hall 5F - 6 200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조식당 B1F 뷔페 600

연회장 2F, 5F 뷔페 1,20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401
비즈니스 싱글 디럭스 트윈 트리플 룸 스위트 룸

50 332 14 5

남서부 _ 로얄헤리티지호텔

70% 이상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산업도시 안산에 있는 로얄헤리티지호텔은 안산 최대 규모의 3성급 호텔이

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401개의 객실은 332개의 디럭스 트윈을 포함해 비즈니스 더블, 트리플

룸, 스위트룸을 제공한다. 최대 1,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은 세미나 및 기업 행사를 진행할 수 있

다.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 전망 좋은 대규모 연회장과 비즈니스센터, 스카이라운지를 갖췄으며 품격을 더하

는 뷔페를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과 평택항,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가 가까운 교통의 요지에 있으며 롯데백

화점과 롯데시네마도 가깝다. 5월은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가 열려 도시 전체가 생기로 가득하다.

전망좋은 대규모 연회장을 갖춘 안산의 특급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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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290   4성급
 +82-31-268-1000   +82-31-369-7534
 www.rollinghills.co.kr 

롤링힐스 호텔

호
텔 수용인원

906명

078_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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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evichi.com/rollinghills/ko/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세미나룸 A, B B1 115 3 - 60 -

세미나룸 E, F B1 83 3 - 40 -

세미나룸 C B1 60 3 - 20 -

세미나룸 D B1 52 3 - 20 -

포럼 B1 244 3 108 150 100

린번 2F 112 2.4 56 32 -

세타 2F 112 2.4 56 32 -

그랜드볼룸 2F 638 5.7 504 357 30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28
수페리어 킹 수페리어 트윈 디럭스 킹 디럭스 트윈 패밀리 트윈 스튜디오 스위트 비즈니스 스위트

30 35 37 83 39 2 2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블루사파이어 1F - 246

더 키친 1F - 100

더 라운지 1F - 42

더 바 1F - 104

남서부 _ 롤링힐스 호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롤링힐스 호텔은 화성시청 및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인근에 자리한 4성급 호텔이다. 

총 228개의 안락한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객실에서는 도시나 정원의 전경을 감상하기 좋다. 10개의 연

회장 및 다양한 회의 공간은 대규모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는다. 재방문율이 높은 롤링힐스 호텔

의 매력은 조식 및 석식 코스와 건식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스파다. 전면 창을 통해 풍경을 바라보며 오픈 주

방에서 제공하는 신선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아로마테라피는 편안한 휴식을 선물한다. 30분 거리의 월문

온천과 함께 수원화성과 제부도를 관광할 수 있다.

바다와 온천이 가까운 화성의 특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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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61   3성급
통합객실예약  +82-2-2230-0700   +82-2-2230-0726   프론트오피스   +82-31-8036-9000

 www.shillastay.com/dongtan 

신라스테이 동탄

호
텔 수용인원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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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바 1F  스낵 및 주류 45

 카페 7F  캐주얼 뷔페 191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86
스탠다드 디럭스

143 143

7F

남서부 _ 신라스테이 동탄

신라스테이 동탄은 호텔신라가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이다. 레이쥔 샤오미 회장이 한국 방

문 시 선택한 호텔로도 유명하다. 화성시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60만여 개 사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비즈니

스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비에는 편안한 소파와 커뮤널테이블을 배치해 간단한 미팅과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중•소

규모 행사를 위한 미팅룸에는 LCD 프로젝터 및 스크린 등을 갖췄다. 특급 호텔 수준의 침구와 고급 어메니

티를 갖춘 객실, 코인세탁실과 비즈니스 코너도 세심한 배려다. 뷔페 레스토랑과 라운지 바도 신라스테이 동

탄의 품격이 느껴진다. 

동탄에 선보이는 고객중심 비즈니스 호텔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Meeting Room (1+2+3)  7F 79 3 64 45 15

   Meeting Room (1+2)  7F 53 3 40 27 21

   Meeting Room 1  7F 26 3 24 - 15

2019년 1~2월 세미나룸 추가 증설 예정 

Business Corner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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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3성급
 +82-31-230-5000   +82-31-230-5007
 www.ibissuwon.com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
텔 수용인원

1,910명

082_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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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칸느 1, 2 3F 360 2.7 230 180 150

몽마르트 1, 2, 3 3F 640 2.7 400 250 300

니스 1, 2 6F 671 2.7 230 180 150

리옹 6F 367 2.7 400 250 300

베르사이유 15F 651 7.2 650 400 400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레폰티나 2F 인터내셔널 뷔페 33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40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트윈 주니어 스위트 온돌

140 94 5 1

남서부 _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은 수원의 대표적인 글로벌 호텔 체인이다. 국제공항과 가깝고 수원, 판교, 화성 등과 

접근성이 뛰어난 비즈니스 지역의 중심에 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특별한 미팅을 위해 행사 종류에 따라 

연회 공간이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세미나와 전문 컨벤션을 진행할 수 있는 대연회장은 최대 500명이 이용

할 수 있다. 프리미엄 라이브 레스토랑은 4개의 프라이빗 다이닝룸에서 특별한 모임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비즈니스 코너와 코인 세탁실, 욕실용품 자판기도 편리하다. 해외로 출국을 앞둔 내․외국인

이 사용할 수 있는 면세점도 있어 여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글로벌 호텔 브랜드의 품격이 담긴 서비스

3F
칸느, 몽마르트

6F
니스, 리옹

15F
베르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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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텔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0   4성급
 +82-31-8020-0000   +82-31-8020-0002   hotelprumir@hotelprumir.com
 www.hotelprumir.com      

푸르미르 호텔 수용인원
1,500명

084_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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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telprumir.com/view/index.do?SS_SVC_LANG_CODE=KOR


남서부 _ 푸르미르 호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중심에 있는 호텔 푸르미르는 국제행사 규모의 연회장을 갖춘 화성의 특급 호텔이

다. 특이하게 한국 최초로 풍수지리 명당에 지어진 호텔이기도 하다. 건축 초기부터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융

건릉과 용주사의 조화를 고려해 비즈니스에 밝은 기운을 채워줄 좋은 터 위에 세워졌다. 239개의 전 객실이 

동향인 점도 특징이다.  호텔 푸르미르는 국제행사가 가능한 5개의 연회장을 갖추고 있다. 웅장하고 화려한 

분위기의 그랜드볼룸은 대규모 연회, 전시, 세미나 등이 열린다. 중․소 연회장인 오닉스룸은 다양한 목적의 

연회가 개최된다.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명소도 산책할 수 있다.

세계유산 조선왕릉 앞에 세워진 화성의 4성급 호텔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그랜드볼룸 1F 600 4.6 550 432 350

사파이어홀 B1F 250 4.2 250 168 150

토파즈홀 B1F 210 4.2 200 135 110

엠버룸 1F 180 2.9 200 135 100

오닉스룸 1F 105 2.9 100 72 60

시크릿가든 3F 105 2.9 200 - 150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더 키친 B1F 동ㆍ서양 뷔페 316

블랑카 1F 라운지 & 비스트로 87

클럽 시크릿 1F 와인 바 -

롤리 폴리 1F 베이커리 -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39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트윈 디럭스 더블 디럭스 트윈 프리미엄
디럭스 온돌 스위트 주니어 

스위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푸르미르 
스위트

76 50 2 90 14 3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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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81   3성급
 +82-31-490-2000   +82-31-490-2125   rsvn@hotelsquare.co.kr
 hotelsquare.co.kr   

호텔스퀘어 수용인원
1,5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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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부 _ 호텔스퀘어

호텔스퀘어는 다채로운 자연과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안산의 특급 호텔이다. 국제공항이 가깝고 대부

도와 궁평항, 갈대습지공원과 인접해 교통의 편리함과 해양관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에는 약 1만 7천여 개의 기업체가 있어 호텔스퀘어는 회의와 휴양이 공존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다. 8

개의 연회장은 기업, 단체를 위한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대 400석 규모의 그랜드볼룸과 7개의 

중•소 연회장에는 빔 스크린과 유무선 마이크 등의 회의 장비를 지원한다. 온돌방을 경험할 수 있는 디럭스 

객실과 비즈니스 라운지, 조식과 런치뷔페를 즐길 수 있는 S라운지를 갖췄다. 

안산 스마트허브와 관광, 휴식을 연결하는 공간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카네이션 2F 81.6 3.5 80 50 50

코스모스 2F 75.3 3.5 70 45 45

자스민 2F 84.6 3.5 80 50 50

라일락 2F 86.6 3.5 80 50 50

그랜드 볼룸 2F 474.3 6.5 500 250 300

장미 3F 170 3.5 250 180 120

튤립 3F 200 3.5 300 220 150

백합 3F 87.9 3.5 150 100 8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03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트윈
스탠다드 

온돌
디럭스 
더블 

디럭스 
온돌

패밀리 
스위트

주니어 
스위트

디럭스 
스위트 로얄 스위트 

75 81 4 27 2 11 1 1 1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S 라운지 1F

런치박스 80

한식 70

양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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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1   2성급
 +82-31-202-3773   +82-31-202-5405
 www.landmarkhotel1.com 

랜드마크호텔

호
텔 수용인원

100명

088_ GYEONGGI

CO
N

TEN
TS

IN
D

EX

http://www.landmarkhotel1.com/index.htm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강의식 연회식

아스타 레스토랑 B1F 293 3 - 80

미팅룸 B1F 40 3 20 -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아스타 레스토랑 B1F 스테이크 코스&뷔페식요리 8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104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트윈 디럭스 더블 디럭스 트윈 듀플렉스 스위트 더블 스위트 트윈

25 28 33 10 3 3 2

남서부 _ 랜드마크호텔

영통 신도시에 있는 수원 랜드마크호텔은 청명산과 공원에 인접한 경기도의 2성급 호텔이다. 지하철 분당선

인 영통역과 가까우며 호텔 주변에 공원이 있어 도심과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 첨단기술 연구

소, 삼성 로지텍 등 삼성디지털시티가 가까워 비즈니스와 휴식을 원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넓고 쾌적

한 104개의 객실 중 90% 이상은 자연과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인기다. 미팅룸과 비즈니스센터를 갖췄으

며 전 객실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다. 외국인을 위해 멀티 어댑터도 준비해 두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IC, 

영동고속도로의 신갈IC 등도 5분 거리이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의 편의시설도 가깝다. 

공원의 쾌적함과 신도시의 편리함을 갖춘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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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82-31-230-6000   +82-31-230-6001
 www.valuehighend.com 

벨류 호텔 수원

호
텔 수용인원

240명

090_ GYEONGGI

CO
N

TEN
TS

IN
D

EX

http://www.valuehighend.com/kor/html/index.asp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대연회장 6F 330.57 3.9 120 120 130

미팅룸 6F 49.58 3 30 30 -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Value plate 6F 뷔페식 130

연회장 6F 뷔페식 13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300
슈페리어 디럭스 주니어 스위트

118 154 28

6F
대연회장, 미팅룸

남서부 _ 벨류 호텔 수원

Vantage Hospitality의 호텔 브랜드 중 하나인 벨류 호텔 수원은 경기도 최대 규모의 호텔이다. 수원시의 행

정, 금융, 비즈니스 중심지인 인계동에 있으며 삼성전자가 가까워 비즈니스 고객이 많다. 인천국제공항 리무

진 버스가 호텔 앞에 정차하는 것도 장점이다.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는 총 300개의 객실과 코인세탁실, 피

트니스 센터 등을 갖춰 편리하다. 180평 규모의 연회장에서는 각국의 코스 요리와 인터내셔널 뷔페를 즐기

며 품격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Value Plate’ 레스토랑은 소규모 행사를 위한 별실이 특징이다. 9층 야

외 테라스에서는 휴식을 취하며 수원 시내의 전망을 볼 수 있다. 

수원의 중심지에 자리잡은 고품격 비즈니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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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0번길 18-15  
 +82-31-231-2121   +82-31-231-2299    vellasuite@vellasuitehotel.co.kr
 vellasuitehotel.co.kr 

벨라스위트호텔

호
텔 수용인원

210명

092_ GYEONGGI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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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http://vellasuitehotel.co.kr


남서부 _ 벨라스위트호텔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연회식

비즈니스 센터 2F 12 - 10

소 연회장 B1 132 - 60

레스토랑 2F 176 - 10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99
1인실 싱글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트윈 패밀리 트윈 주니어 스위트

7 36 33 14 8

수원의 비즈니스와 쇼핑, 관광 중심지에 위치한 벨라스위트호텔은 도심 속 안락한 휴식처다. 감각적으로 꾸

며진 99개의 객실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를 돕는 비즈니스센터, 여성 전용층 등 고객을 배려한 세심한 서비

스가 돋보인다. 또한, 교통의 요지로 인천공항에서 리무진버스로 80여 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철 수원시청역

에서 1분 거리이다. 호텔 주변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있으며,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나혜석 거리

가 3분 거리에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도 가깝다.

수원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편안한 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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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2
 +82-31-232-9981   +82-31-232-9982   hotelsilkroad@hanmail.net
 www.hotelsilkroad.co.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2
 +82-31-232-9981   +82-31-230-6001   hotelsilkroad@hanmail.net
 www.hotelsilkroad.co.kr 

수원실크로드호텔

호
텔 수용인원

150명

094_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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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telsilkroad.co.kr/vol3/page/main.php


남서부 _ 수원실크로드호텔

2017년 11월에 리모델링한 수원실크로드호텔은 더 넓고 쾌적해진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과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총 130개의 안락한 객실을 갖췄으며 인천공항 픽업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한, 비즈니스 숙박객을 위해 인터넷, 빔프로젝터가 구비된 콘퍼런스룸과 미팅룸, 연회장 등이 마련되어 있으

며, 피트니스센터와 스크린골프장도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청, 경기 예술의 전당과 가깝고 근처에는 산책하

기 좋은 효원공원, 수원향교가 있다.

비즈니스 숙박객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컨퍼런스룸 B1 535 4 150 150 15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130
슈페리어더블 슈페리어트윈 주니어스위트 로얄스위트 패밀리룸

50 50 15 5 10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실크로드 레스토랑 2F - 150

커피로드 1F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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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   4성급
 +82-32-329-0001   +82-32-324-0648   roomrsvn@hotelkoryo.net
 www.hotelkoryo.net 

고려호텔

호
텔 수용인원

516명

096_ GYEONGGI

CO
N

TEN
TS

IN
D

EX

http://www.hotelkoryo.net/home/


남서부 _ 고려호텔

예술과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가인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고려호텔은 호수공원과 명소가 가까운 고품격 호

텔이다. 총 127개의 객실 중 프레지덴셜룸은 회의실, 귀빈 접견실, 수행원실 등을 갖춰 중요한 비즈니스 장소

로 적합하다. 또한, 다양한 연회장과 세미나실을 비롯해 레스토랑과 비즈니스센터, 피트니스 등의 부대시설

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장기 투숙객에게는 인천/김포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변 관광지로 아인

스월드 테마파크와 한옥체험 마을이 있다.

부천시내 전경이 특별한 부천 유일의 특급호텔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다이아몬드룸 2F 273.1 3.5 - - 160

코랄룸 3F 22.5 3.5 120 60 48

그랜드볼룸 3F 343.22 3.5 270 180 180

크리스탈룸 4F 163.8 3.2 120 80 80

한라산룸 5F 41.2 3.0 30 18 12

백두산룸 5F 36.7 3.0 30 18 12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127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트윈
수페리어 

더블
디럭스 
더블 

디럭스
트윈

프리미어 
더블

로얄
스위트

프레지덴셜
스위트

29 36 16 23 8 11 3 1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베시토 1F

커피&차 64

단품한식 64

단품양식 64

테라스 2F 한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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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로 184번길 3-24
 +82-31-220-7800   +82-31-220-7810   rsvn@ramadapyeongtaek.com
 www.ramadapyeongtaek.com 

라마다평택호텔

호
텔 수용인원

595명

098_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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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amadapyeongtaek.com


남서부 _ 라마다평택호텔

신성장 경제도시 평택의 중심부인 평택항에 위치한 라마다평택호텔은 세계적인 호텔 기업인 윈덤

(Wyndham) 그룹의 브랜드이다.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로 총 476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셉트의 객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아늑한 공간의 온돌룸, 서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슈페리어 코너 더

블룸 등으로 차별화하였다. 최대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과 비즈니스센터, 피트니스 시설 등

이 있으며, 17층 루프탑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다. 온천테마파크인 아산 스파비스와 수상레저

를 즐길 수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가 가깝다.

평택항과 서해대교의 야경이 아름다운 프리미엄 호텔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강의식 연회식

에메랄드 2F 454 4 120 90

다이아몬드 2F 1,028 4 320 300

루비 3F - - 30 16

토파즈 3F - - 30 16

스카이 라운지 16F 400 4 - 95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476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트윈 온돌 디럭스 
더블 트리플 디럭스

트윈
하버 패밀리 

트윈
슈페리어 
코너 더블

하버 
스위트

129 99 32 26 76 70 18 24 2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보르도 2F 뷔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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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6
 +82-31-352-7150   +82-31-352-4618
 www.laviedor.com 

라비돌 수용인원
340명

100_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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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viedor.com


남서부 _ 라비돌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라비돌리조트는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컨벤션 시설과 골프장을 갖추었다. 최대 

2,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신텍스의 컨벤션 공간과 9홀 퍼블릭 골프장이 특징이다. 1,200명 규모의 그랜

드볼룸과 대연회장, 다양한 종류의 세미나룸에는 최신 음향․조명시설을 지원한다. 개막식이나 이벤트 전시가 

가능한 넓은 로비와 단체연회 및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야외가든, 프라이빗룸을 갖춘 레스토랑도 특

색있다. 탁 트인 전망을 느낄 수 있는 241개의 객실과 피트니스 센터, 4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등 부대시설도 다양하다. 가까운 융건릉도 산책을 즐기기 좋다.

특급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갖춘 유럽풍 리조트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41
슈페리어 한실 디럭스 쥬니어스위트 이그젝티브스위트 파크힐스위트 라비돌스위트

26 150 14 31 18 1 1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비스트로 1F 한식, 양식 160

캐슬라운지 2F 커피, 차, 디저트류 60

스포츠바 - - -

페트루스 2F 중식 90

주카 1F 주류, 안주류 홀 40 / 룸 8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강의식

대연회장 2F 353 4.2 180

ROOM 7 3F 89 - 40

ROOM 8 3F 41 - 15

ROOM 9 B1F 36 - 15

ROOM 10 B1F 99 - 30

ROOM 11 B1F 133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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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55
 +82-32-886-6900   +82-32-886-2917   ggyc@ggyc.kr
 www.ggyc.kr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
련

원

수용인원
4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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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부 _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산, 바다, 갯벌이 어우러진 섬인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수련 시설이다. 워

크숍, 세미나 등 기업, 단체를 위한 맞춤형 시설을 갖췄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규모 숙박 

시설은 물론, 400석 규모의 대강당과 500여 명을 수용 가능한 실내체육관 및 세미나실, 실외 수영장, 국제 

규격의 인조 잔디구장, 캠핑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간부와 임원 등을 위한 1박 2일 수련 

프로그램, 기업연수를 위한 2박 3일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갯벌 탐사, 바다래프팅 등 해양 수련 

과정이나 해변 하이킹, 인공암벽 등반 등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대부도의 자연을 느끼며 힐링과 휴양이 즐거운 곳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대강당 3F 724 7 400 - -

세미나실(대) 2F 154.65 3.5 - 120 -

세미나실(중) 2F 98.25 3.5 - 60 -

세미나실(중) 2F 98.25 3.5 - 50 -

실내체육관 1F 864 10 - - 500

수영장 1F 1.932 - - 100 -

실내집회장 1F 187.20 3.5 - 100 -

인조잔디구장 1F 10.071 3.0 - - 1,000

갯벌체험장 - - - - - 1,00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47
태양관

(10인실)
바다관
(5인실)

바다관
(6인실)

바다관
(7인실) 

바다관
(8인실)

바다관
(15인실)

25 4 7 8 1 2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식당 1F 한식, 양식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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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82-31-290-3600   +82-31-290-3620   www.swcf.or.kr 

수원화성관광 및 체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은 조선 성곽 건축의 백미로 손꼽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곽이다. 부국

강병을 꿈꾼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수원화성과 그 중심에 있는 화성행궁, 성곽의 남문인 팔달문과 정문인 장

안문이 대표적이다. 화성행궁에서는 무예 공연 관람과 함께 국궁 활쏘기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주말에는 왕족 

의상체험도 할 수 있다. 

밤이 되면 더욱 당당한 위용을 드러내는 수원화성의 매력은 열기구를 타고 내려다보는 시내 야경이다. 성곽

길 야간 트레킹과 수원의 유명한 통닭 골목 체험도 흥미롭다.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담긴 독보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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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부 _ 명소 소개 

광명동굴관람 및 체험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
 +82-70-4277-8902, +82-2-2680-6550   +82-2-2680-6677   www.gm.go.kr/cv/index.do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동굴예술의전당 1,315 10 350

폐광의 기적이라 불리는 광명동굴은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수도권 유일의 동굴테마파크다. 여름에

는 천연 피서지로 연중 12도인 동굴 안에서 숙성시킨 와인을 맛볼 수 있다. 동굴에서 생명이 움트는 식물공

장과 열대어를 볼 수 있는 아쿠아월드, 소원을 비는 황금길과 황금 폭포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만든 뉴질랜드 웨타워크숍이 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용은 인기가 높은 판타지 조형

물이다. KTX 광명역이 인근에 있고 국제공항과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광명동굴 관광은 매력적이다. 

문화와 예술, 판타지가 가득한 황금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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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81
 +82-2-509-6000   +82-2-509-6192   cjd0816@seoulland.co.kr   www.seoulland.co.kr    

서울랜드관광 및 체험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장미의언덕 2F~3F 288 7 - - 300

이벤트홀 1F 140 3.5 1,200 - 50

삼천리 대극장 - - - 3,000 - -

통나무무대 - - - 400 - -

지구별강의장 - - - - 450 -

세계광장 강의장 4F 140 3.5 - 100 50

과천 서울대공원 내 위치한 테마파크로 다양한 놀이시설과 동물원, 현대미술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랜드는 봄꽃축제와 여름 물 축제, 가을 핼러윈 페스티벌이 다양하게 열린다. 기업체의 단합을 위한 서바이벌 

게임도 운영하며 야간 레이저 쇼도 환상적이다.

첨단 놀이시설을 갖춘 한국 최초의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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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부 _ 명소 소개 

웅진플레이도시관광 및 체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
 +82-32-310-8204   +82-32-310-8003   picphoto@playdoci.com   www.playdoci.com 

인천공항에서 약 40분 거리인 경기 부천에 위치한 실내 테마파크이다. 사계절 따듯한 스파&워터파크 및 건

강을 테마로 한 스파상떼를 이용하며 즐거움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스

키&보드를 즐길 수 있으며, 최신 시설의 골프연습장 레인지(360Yard, 200TEE)와 단체로 이용 가능한 식음

시설까지 갖춰 스포츠 테마 여행지로 적합하다. 시즌별 테마로 봄꽃축제, 여름 아쿠아 축제, 가을 추석 이벤

트와 핼러윈축제, 겨울 노천 눈꽃 스파를 체험할 수 있다. 

365일 워터파크와 스키, 골프를 즐기는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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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만든 로봇부터 산업용 로봇까지 미래형 지능형 로봇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로봇전시장이다. 60개

의 관절을 지닌 휴머노이드 변신 로봇, 계단을 오르거나 연주를 하고 스포츠 경기를 하는 로봇을 볼 수 있다. 

로봇을 직접 조종해볼 수 있는 체험존도 인기다. 

부천로보파크관람 및 체험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층
 +82-70-7094-5479   +82-32-321-1748   chassuk@naver.com   www.robopark.org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연회식

전시관 및 교육실 1F~3F 2,812 - 40 80

아인스월드관광 및 체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
 +82-32 320-6000   +82-32-326-6009   bill1@aiinsworld.com   www.aiinsworld.com   

아인스월드는 각국의 세계문화유산과 랜드마크를 사실적으로 재현한 미니어처 테마파크다. 미국 할리우드 

특수효과 전문 회사인 언더웍스사가 정교하게 축소 제작한 세계 25개국의 유명 건축물들이 전시되어 소인

국 세계에 여행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야간행사인 세계야경 판타지 빛축제의 불빛들이 또 다른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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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부 _ 명소 소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20-116
 +82-31-481-3810   wetland.iansan.net 

안산갈대습지공원관광 및 체험

도심과 가까운 안산갈대습지공원은 고요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이다. 환경생태관

에서는 철새들의 낙원으로 변모한 시화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야생화 탐방로를 따라 걷는 A 코스와 

인공섬과 조류관찰대가 있는 B 코스 모두 자연을 느끼기 좋다. 

제부도관광 및 체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82-1577-4200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는 화성을 대표하는 섬 명소다. 섬으로 이어진 바닷길을 건너 기암괴석이 

절경인 해안 산책로는 걷기 좋다. 섬의 남쪽 끝에는 매바위의 일몰이 유명하며 섬의 서쪽 해수욕장은 갯벌체

험을 많이 한다. 갯벌에서 잡힌 싱싱한 해산물도 별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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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82-31-202-2002   +82-31-259-2019, 2059   suwonworldcup.gg.go.kr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면적(m2) 수용인원(관중석)

월드컵주경기장 8,778 43,168

보조경기장 16,688(2면) 319

연습경기장(인조잔디) 16,573(2면) 256

풋살구장 8,214(6면) -

스포츠센터 19,320(지상4, 지하2층) -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FIFA 주관 4대 메이저 대회를 유치한 국제적인 경기

장이다.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WI 컨벤션은 320석 규모의 I홀, 1,000석 규모의 컨벤션홀을 갖췄다. 보조경

기장, 인조잔디구장 및 풋살구장은 일반대관 및 기업, 문화행사를 열기도 한다.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관람 및 체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82-31-200-3113   sim.sec@samsung.com

 www.samsunginnovationmuseum.com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다. 전자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조명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전

기의 발견부터 최신 스마트 기기까지 전자산업 혁신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준다. 전자제품과 기술의 혁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스마트홈 최신 기술도 체험할 수 있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1관 발명가의 시대 5F 2,630 5.2 80

2관 기업 혁신의 시대 3F 2,610 4 100

3관 창조의 시대 2F 2,620 4 80

역사관 1F 2,680 3.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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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1
 +82-32-310-3090~1   +82-32-661-3744   komacon.kr/comicsmuseum  

남서부 _ 명소 소개 

한국만화박물관관람 및 체험

문화콘텐츠로 각광받는 만화, 만화 도시로 유명한 부천에 있는 만화전문박물관이다. 한국만화 100년의 역

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이 즐거운 공간이다. 상설전시관은 1909년의 근대 만화부터 최신 웹

툰까지 인기 만화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 인기 만화주인공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좌석이 움직이는 입체상

영관 체험도 재미있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만화영화상영관 1F 614.65 8.50 386 -

창의교육실 2F 67.31 3.00 - 30

체험교육실 2F 91.87 3.00 - 50

입체상영관 3F 118.10 6.60 60 -

유리섬관람 및 체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54
 +82-32-885-6262   +82-32-888-6264   www.glassisland.co.kr 

서해안에서 가장 큰 섬인 대부도에서 환상적인 유리공예를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이다. 유리 조형 작품과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극장식 유리공예 시연장에서 유리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유리공예 제

작과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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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레일바이크관광 및 체험

서울과 근접한 의왕에는 사계절 호수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레일바이크 체험장이 있다. 봄에는 벚꽃, 가을

에는 갈대밭의 풍경을 즐기며 왕송호수 둘레를 순환하는 코스다. 팝업북존, 포토존, 스피드존 등 테마도 다

양하다. 철도박물관도 가까워 함께 관광하기 좋다.  

 경기도 의왕시 왕송못동로 209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지하 1층
 +82-31-462-3001   +82-31-462-3091   kuwrailpark@naver.com   www.uwrailpark.co.kr   

1991년 6월에 개관한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경기도의 공연예술을 선도하는 종합공연장이다. 1,556석 규모의 

대극장, 502석 규모의 소극장, 야외공연장, 갤러리, 컨벤션 센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경기도립예술단의 공연

을 비롯해 계절별 기획 공연이 열리며, 매년 다양한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대극장

1F

13,295  21 1,556

소극장 3,157 12 502

흥겨운극장 620 - 192

경기도문화의전당관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82-31-230-3200   +82-31-230-3239   webmaster@ggac.or.kr   www.gg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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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부 _ 명소 소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93
 +82-31-247-5615   +82-31-247-3768   blog.naver.com/suwonyejeol82 

수원전통문화관체험

화성행궁과 가까운 수원전통문화관은 도심 한가운데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명소다. 궁중음식•발효음식 등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이해하고 병과 만들기 체험과 한복 입기 등

을 통해 한국 전통의 예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강의식 

수원전통문화관 교육실 1F 113 - 48

기획전시실 1F 76.5 - 20

평택교동훼리㈜관람 및 체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2층   +82-31-684-5999
 +82-31-684-5933   passenger@jiaodongferry.com   www.pjferry.co.kr 

평택교동훼리㈜는 중국 산둥성 최대 국영기업인 위해항그룹의 계열사로, 중국 위해와 한국 평택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항한다. 3만 3천 톤급의 ‘뉴 그랜드피스’호는 평택-위해 노선을 주 3회 운항하며, 운항 시간은 약 

13시간이다. 여객 정원은 880명이고, 화물은 316TEU 적재 가능하며, 선내에는 면세점, 식당, 편의점, 영화

관, 마작실, 노래방 등의 시설을 갖췄다.

NUMBER OF
ROOMS

정원(명) 구분

880
VIP S-RYL RYL S-DLX DLX S-FST FST

4 4 36 46 320 43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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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16_블룸비스타

126_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128_호텔 더숨포레스트
134_라마다 용인 호텔

142_곤지암리조트ㆍ스키장

130_용인센트럴코업호텔

136_파인리조트

144_오커빌리지

146_양평 포레스트펜션

148_써닝리더십센터

138_한화리조트 양평

140_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124_아델라한옥
122_쉐르빌파라다이스 연수원
120_대명리조트 양평

서울시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132_남한강 썬밸리호텔

인천시
SOUTH
EASTERN
AREA
경기 남동부

114_ GYEONGGI



이천시

116_블룸비스타

126_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128_호텔 더숨포레스트
134_라마다 용인 호텔

142_곤지암리조트ㆍ스키장

130_용인센트럴코업호텔

136_파인리조트

144_오커빌리지

146_양평 포레스트펜션

148_써닝리더십센터

138_한화리조트 양평

140_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124_아델라한옥
122_쉐르빌파라다이스 연수원
120_대명리조트 양평

서울시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132_남한강 썬밸리호텔

인천시

경기 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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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316   
 +82-31-770-8888   +82-31-770-8899
 www.bloomvista.co.kr 

블룸비스타

회
의

·숙
박

수용인원
9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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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_ 블룸비스타

블룸비스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유일한 호텔&콘퍼런스 복합시설을 갖췄다. 블룸비스타의 모든 객실

은 우수한 조망권이 특징이다. 7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292개의 객실 전망을 통해 사계절 자연의 풍광을 만

끽할 수 있다. 스탠다드 객실은 산과 야외 수변공원 전망으로 야경이 포인트다. 214실은 남한강의 풍경을 즐

길 수 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특화된 회의실과 연회장도 다양하다. 최대 400명이 이용할 수 있어 

대규모 행사에 적합한 그랜드볼룸, 삼면이 남한강 조망권인 블룸비스타 홀, 화상으로 국제회의 및 임원회의

를 진행할 수 있는 아너스룸이 대표적이다. 

여유로운 휴식과 첨단 교육시설이 만난 복합공간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그랜드볼룸 D동 2F 628 - - 400 300

아산홀/금강홀 C동 1F 394 - - 180 -

블룸비스타홀 A동 5F 373 - - 180 -

아너스룸 C동 B1F 175 - 54 - -

세미나실 (중) A동 1~4F 125~165 - - 50 -

세미나실 (소) A동 1~4F 66~112 - - 30 -

대회의실 C동 B1F 75 - - 30 -

분임토의장  A,B,D동 26~46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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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비스타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편리한 부대시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개의 레스토랑은 한식

부터 한정식 요리까지 특화된 메뉴를 선보인다. 조식 서비스는 동․서양 음식을 뷔페식으로 제공하며 단체 고

객들을 위한 연회 메뉴는 색다르게 구성한다. 최고층인 스카이라운지에서는 식사를 즐기며 남한강의 야경

을 감상할 수 있다. 9홀 골프 퍼팅장과 클라이밍장, 피트니스클럽과 삼림욕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다.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스카이라운지 B동 15F 조식뷔페, 중ㆍ석식(한정식/양정식), 단품메뉴, 차&주류 등 140

Bistro B D동 B1F 한식, 양식 390

Cafe C동 1F 커피&차, 생과일주스, 스낵류 5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92
스탠다드 

트윈
스탠다드 

더블
디럭스 
트윈

패밀리 
트윈

캐릭터룸 
(3종)

그랜드 
디럭스

주니어 
스위트

비즈니스
스위트

펜트
하우스

64 12 96 96 18 2 2 1 1

회
의

·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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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B
Odd Number Floor

HOTEL C 
Odd Number Floor

Even Number Floor

Even Number Floor

BLOOMVISTA
B1F 1F

남동부 _ 블룸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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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신내길 7번길 55
 +82-2-2222-8964~5   +82-2-2222-8959       
 www.daemyungresort.com 

대명리조트 양평

리
조

트

수용인원
1,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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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다연 B1F 한식 280

빠띠오 1F 이탈리안 80

셀프광장 outside 바비큐 212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191
패밀리 스위트 골드스위트

77 111 3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본관

동백홀 B1F 135 2.8 80 60 50

백합홀 B1F 66 2.8 100 70 60

모란홀 B1F 39 2.8 30 20 -

그랜드볼룸  lobby 406 4.5 450 300 250

장미홀 2F 112 2.3 70 50 40

오렌지박스 8F 171 2.3 분임토의실 고정 20석

대명관

민들레 1F 390 2.9 200 150 120

코스모스 2F 390 3.8 200 150 120

남동부 _ 대명리조트 양평

남한강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명리조트 양평은 비즈니스 미팅과 연회에 최적화된 레저문화명소다. 최

대 45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연회장에서는 국제회의, 기업연수, 리셉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

다. 소규모 행사를 위한 오렌지룸은 회의실과 미니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실과 발코니까지 갖춰 편리하

다. 3가지 타입의 룸을 갖춘 198개의 객실에서 머물며 20여 개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개의 연회장

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잔디 운동장, 사우나, 노래방, 록 볼링장 등의 오락시설이 다양하다. 탁 트인 

야외정원에서 색다른 멕시칸 음식의 매력도 맛볼 수 있다.

남한강변을 따라 펼쳐진 도시근교형 힐링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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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9-2번지외
 +82-31-774-4101~3   +82-31-772-4767
 www.cherevillehotel.com  www.cherevilletrain.com 

쉐르빌파라다이스 연수원

회
의

·숙
박

수용인원
6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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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본관

에메랄드홀 1F - - 120 100 80

다이아몬드홀 2F - - - 27 -

별관

크리스탈홀 1F - - 120 100 80

연수동

VIP홀 1F - - 30 20 20

파라다이스홀 2F - - 300 250 200

루비홀 2F - - 36 30 3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68
로얄스위트 스위트 그랜드룸 코리아룸 패밀리콘도

스탠다드 패밀리룸

2 5 21 26 7 7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한식당미가연 1F 한식, 경양식 220

쉐르빌연회장 정원 바베큐정식, 한식, 부페 150

잔디광장 정원 바베큐정식, 한식, 부페 300

카페테리아 테라스 음료, 경양식, 간식 100

남동부 _ 쉐르빌파라다이스 연수원

회의와 온천, 숙박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청정 양평의 휴양형 연수원이다. 쉐르빌온천관광호텔의 객실과 

연수원의 콘도형 객실의 장점을 동시에 갖췄다. 조경이 아름다운 정원에 준비된 3개의 공간에서 최대 300명 

규모의 독립적인 연회나 행사를 열 수 있다. 실내에는 250명 규모에서 30명 규모까지 다양한 크기의 홀이 

준비되어 있어 대규모 행사는 물론 소규모 세미나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잔디광장과 야외 산책로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유를 제공한다. 쉐르빌온천관광호텔의 천연 유황온천 사우나와 노천온천은 긴장

을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 여유로운 미팅과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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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서울길 49 아델라한옥
 +82-31-772-1908   +82-31-772-1908
 www.아델라한옥.com 

아델라한옥

회
의

·숙
박

수용인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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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세미나실 1F 60 - 100 100 100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연회홀 1F BBQ 10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13
해관 달관 별관

4 5 4

남동부 _ 아델라한옥

한국의 전통한옥을 체험하며 힐링할 수 있는 독특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우아한’, ‘존귀한’이라는 뜻을 가진 

‘아델라’라는 이름처럼 귀한 손님을 맞는 완벽한 장소다. 2,000평 규모의 대지 위에 다섯 채의 고풍스러운 

한옥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세미나와 연회홀, 3개의 숙박동과 300평 규모의 넓은 잔디광장을 이용할 수 

있다. 60평형의 독채형 펜션인 달관동은 격식 있는 모임 장소로 제격이다. 온돌방이 매력적인 별관동은 칠읍

산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모든 실내는 전통한옥의 기품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췄으며 잔디광장에서 바비

큐 파티를 즐길 수도 있다. 회의와 숙박, 전통문화 체험이 특별한 MICE 명소다.

한옥의 품격을 누리는 독특한 회의공간

MEETING PLANNER’S GUIDE _ 1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2   4성급
 +82-31-8060-2000   +82-31-8060-2007
 www.courtyardpangyo.com  www.marriott.com/selpn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호
텔 수용인원

2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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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코트야드룸

8F

151.91 3.3 132 90 80

젤코바룸 48.98 3.3 30 24 20

파고다룸 52.05 3.3 30 24 20

주니퍼룸 50.88 3.3 30 24 20

PDR 1 20.07 3 - 10 -

PDR 2 20.07 3 - 10 -

PDR 3&4 40.14 3 - 20 -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82
프리미어룸 디럭스룸 주니어스위트룸

201 49 32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모모 카페
8F

인터내셔널 뷔페 156

모모 바 주류 및 스낵 48

8F

남동부 _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세계 최대의 호텔 그룹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일원으로 판교에 세워진 첫 번째 비즈니스호텔이다. 282개의 

안락한 객실과 7개의 다목적 미팅룸, 레스토랑, 바가 한 층에 모여있어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1층에는 컨시어지 데스크, 19층에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를 운영하며 비즈니스 미팅에 적합한 4개의 별실을 

갖추고 있다. 올 데이 다이닝 레스토랑에서는 인터내셔널 뷔페를 제공한다. IT 비즈니스 허브인 판교테크노

밸리 중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쇼핑이 강점이다. 강남역에서 16분 이내, 지하철 판교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현대백화점, 아브뉴프랑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세워진 세련된 비즈니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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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473-13 
 +82-1522-2777   +82-31-336-1778
 www.hotelthesoom.com 

호텔 더숨포레스트

호
텔 수용인원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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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더숨 연회장 1F 317 3.5 120 100 80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씨에로 레스토랑
1F

웨스턴 뷔페 레스토랑 80

더숨 연회장 스테이크뷔페 / 뷔페 10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83
빌라테라스 빌라 듀플렉스 슈페리어테라스 슈페리어 디럭스 디럭스 트윈

3 4 10 4 24 6 32

1F 2F

남동부 _ 호텔 더숨포레스트

호텔 더숨포레스트는 테마파크 에버랜드와 가까운 유럽풍 펜션형 리조트다. 호텔의 고급스러움과 펜션의 편

안함을 동시에 갖춰 휴식의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테마의 객실을 선택할 수 있다. 호텔형과 취사가 가능한 

펜션형, 침실이 분리된 복층형, 테라스에서 개별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별장형으로 나뉜다. 서양식 퓨전 레

스토랑인 씨엘로의 조식 뷔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한식과 서양식을 모두 제공한다. 야외가든에 마련된 

바비큐장과 야외 수영장,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적합한 회의실과 편의시설이 편리하다. 야외공연장에서 열리

는 재즈 공연과 디제잉 공연이 휴식의 즐거움을 더한다. 

고품격 호텔 서비스를 더한 펜션형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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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70-3
 +82-31-336-1100   +82-31-336-1101   rsvn@yongincoop.co.kr
 www.yongincoop.co.kr 

용인센트럴코업호텔

호
텔 수용인원

2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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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_ 용인센트럴코업호텔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강의식 연회식

연회장
2F

382 3.5 200 150

미팅룸 57 3.5 40 20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조식장 2F 세미 뷔페 15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726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트윈
디럭스 패밀리 

트윈
디럭스 

쿼드러플
스위트 
더블

스위트 패밀리
트윈

키즈 
스위트

47 64 290 10 17 6 1

2017년에 오픈한 용인센트럴코업호텔은 시청 앞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편리하며,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등의 관광명소가 가깝다. 총 726개의 객실을 보유했으며, 스탠더드 더블/트윈, 디럭스 패밀리 트윈, 스위트 

더블 등의 룸 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약 200명을 수용 가능한 연회장과 미팅룸을 비롯해 24시간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루프탑 테라스에서 도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컨시어지 서

비스와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호텔과 가까운 지하철역인 에버라인 시청•용인대 역에서 7정거

장을 지나면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에 도착한다. 한국민속촌도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다.

용인시청 바로 앞에 자리한 용인의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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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4성급
 +82-31-880-3889   +82-31-880-3801
 www.sunvalleyhotel.co.kr 

남한강 썬밸리호텔

호
텔 수용인원

6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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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_ 남한강 썬밸리호텔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그랜드볼룸 2F 1,076 8.5 800 450 400

세종홀 3F 620 3.1 400 200 250

크리스탈룸 3F 158 3.1 120 80 70

사파이어룸 3F 132 3.1 100 70 60

에메랄드룸 3F 97 3.1 70 40 40

루비룸 3F 86 3.1 60 40 40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씨엘로
13F

양식 -

다온 일식, 한식 -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02
스탠다드 

트윈
더블 
트윈 트리플 패밀리 

트윈
더블 
온돌 더블 싱글

온돌
테라스
온돌

팔러
스위트

썬밸리
패밀리
스위트

썬밸리
스위트

16 37 18 36  9 35 17 15 7 4 7

경기 여주 남한강변에 위치한 썬밸리호텔은 레저, 휴식, 비즈니스가 공존하는 4성급 호텔이다. 총 202실의 

객실은 스탠더드 트윈부터 썬밸리 스위트까지 다양한 룸 타입을 보유했다. 특히 5층에 위치한 테라스 온돌

룸은 야외 수영장과 남한강의 경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총 6개의 연회장 중 최대 1,000여 명을 수용 가

능한 그랜드볼룸은 대규모 연회 및 세미나 등을 열 수 있다.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인 씨엘로 레스토랑, 피트니

스센터, 실내/스크린골프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그리스 건축 양식의 워터파크에서

는 파도 풀, 익스트림 슬라이드와 이벤트 스파 등을 실내외에서 즐길 수 있다.

사계절 워터파크를 갖춘 남한강 전망의 호텔 

3F

Grand Ballroom

Sa
pp

hi
re

Cr
ys

ta
l

Emerald
Ruby

Sejong Hall

Lobby

2F

Grand Ballroom

Lobby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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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마성로 420
 +82-31-8097-6500   +82-31-8097-7555
 www.ramadayongin.com 

라마다 용인 호텔

호
텔 수용인원

3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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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_ 라마다 용인 호텔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허브홀(라벤더+자스민)

2F

383 3.1 320 250 200

라벤더홀 176 3.1 160 120 100

자스민홀 178 3.1 160 120 100

PDR1 66 3.1 50 36 32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레스토랑 로즈마리 2F 조식뷔페, 단체식(중/석식뷔페, 한식단품, 양식코스) 15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399
디럭스
더블

디럭스 
트윈

디럭스 
쿼드

디럭스 
패밀리 트윈

디럭스 
프리미어 트윈 키즈룸 파티

스위트룸

62 48 68 140 72 8 1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라마다용인호텔은 세계적인 호텔 기업인 윈덤(Wyndham) 그룹의 브랜드 호텔

이다. 총 399개의 객실은 디럭스 더블/트윈, 패밀리 트윈, 프리미어 트윈 등 11개 타입으로 나뉜다. 행사의 규

모와 성격에 따라 최대 320명까지 수용 가능한 허브홀을 포함해 첨단 AV 시스템을 갖춘 중소 연회장을 선

택할 수 있다. 에버랜드 야경과 불꽃쇼를 감상할 수 있는 18층 루프탑과 3층 클래식 가든은 도심 속 여유로

운 휴식을 선사한다. 특히, 차로 5분 거리에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가 있는 점이 강점이며, 한국민속촌, 백

남준아트센터 등 용인 대표 관광명소도 가깝다.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가까운 용인의 특급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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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112
 +82-31-338-2001   +82-31-338-2260
 www.pineresort.com  

파인리조트

리
조

트

수용인원
1,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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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콘도

파인홀 11F 397 - 300 250 200

마에스트로1 1F - - - - -

마에스트로2 1F - - - - -

렌탈하우스

렌탈1 2F 826 - 500 400 300

렌탈2 3F 165 - 150 120 80

렌탈3 3F 165 - 150 120 80

녹스1 3F 132 - 100 80 70

녹스2 3F 66 - 50 30 -

스낵하우스

올리올리 1F - - 120 100 10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96

23평

(75.3m2)
34평

(113.1m2)
42평

(137.8m2)
48평

(160m2)
49평

(163m2)
69평

(228.1m2)

153 102 19 9 10 3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비원(한식당) 콘도 1F 한식 150

옵스(양식당) 콘도 1F 경양식 200

스낵하우스 스낵하우스 단체식당 500

올리올리 - Rock Cafe 150

남동부 _ 파인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는 서울에서 40분 거리로 천혜의 자연 속에서 골프와 스키를 즐기는 사계절 종합 휴양지다. 

파인골프클럽은 송림에 둘러싸여 27홀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평탄한 서남 코스와 남성적인 동 코스가 특

징이다. 양지파인리조트는 독조산 천혜의 지형을 살린 파인스키밸리가 매력적이다. 36만㎡의 부지에 10개의 

슬로프와 6기 스키 리프트를 갖췄으며 야간스키를 즐기기 좋다. 모굴스키를 체험할 수 있는 경기권 유일의 

스키장이며 지하 970m에서 끌어올린 약알칼리성 온천수 사우나도 장점이다. 296개의 객실을 보유한 콘도

미니엄 파인 리조텔에서 알파인 슬라이더, 인공암벽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골프와 스키, 온천이 결합된 사계절 휴양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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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촌실 188
 +82-31-772-3811   +82-31-772-5588
 www.hanwharesort.co.kr 

한화리조트 양평

리
조

트

수용인원
1,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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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산벚 1F - 2.5 80 60 54

수연실 1F 135 2.5 80 60 54

유채실 1F 397 2.5 80 60 54

백실 1F 826 2.4 80 60 54

송실 1F 165 2.4 80 60 54

매실 1F 165 2.4 80 60 54

난실 1F 132 2.4 80 60 54

국실 1F 66 2.4 40 30 27

죽실 1F - 2.4 - 21 -

남한강 2F - 3.8 300 180 120

청실 8F - 2.4 150 100 81

홍실 8F 182 2.4 150 100 81

연실 8F 182 2.4 150 100 81

무궁화 9F 448 3.4 350 250 150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님프가든 1F 한식(제주산 흑돼지) 250

산매화 2F 한식(유명산 산채비빔밥) 20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401
패밀리 로얄

387 14

남동부 _ 한화리조트 양평

남한강이 흐르며 유명산이 감싸 안고 있는 한화리조트 양평은 기업연수를 위한 최적의 장소다. 다양한 세미

나실과 연회장을 갖췄으며 숲 치유 정원과 산책로, 스릴 넘치는 오프로드 체험 등이 다채롭다. 숙박시설로는 

패밀리 387실, 로열 14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야외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오픈한다. 협동심

과 자신감을 키우는 기업연수 프로그램은 양평 챌린지 코스장이다. 다양한 코스를 함께 즐기다 보면 강한 결

속력을 느낄 수 있다. 힐링 캠프장은 명상, 숲 치유, 힐링 워킹을 경험할 수 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제주 흑

돼지와 제철 산나물을 듬뿍 넣은 유명산 산채비빔밥은 별미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레포츠를 즐기는 회의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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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257-1
 +82-31-332-1122   +82-31-332-7185
 www.hanwharesort.co.kr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리
조

트

수용인원
1,2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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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아르모니 1 B1 195 4.1 220 189
280

아르모니 2 B1 182 4.1 180 148

포럼1 1F 102 3.2 120 96 -

포럼2 1F 76 3.2 88 64 -

포럼3 1F 76 3.2 88 64 -

포럼4 1F 40 3.2 - 24 -

포럼5 1F 50 3.2 40 32 -

포럼6 1F 36 2.7 - 24 -

포럼7 1F 36 2.7 - 24 -

포럼8 1F 56 2.7 54 45 -

포럼9 1F 36 2.7 - 24 -

포럼10 1F 59 2.7 54 45 -

포럼11 1F 59 2.7 54 45 -

포럼12 1F 59 2.7 54 45 -

아르페주 2F 323 3.8 200 166 -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아르떼 B1F 단체전용 레스토랑 200

라피네 1F 조식 뷔페, 한식 200

르그릴 1F BBQ -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61
패밀리 로얄

243 18

남동부 _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서울 강남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은 수도권 남부 최고의 MICE 중심 리조트다. 프랑

스 최초의 녹색 도시, 베잔송의 여유로움을 닮은 도심 근교의 녹색 휴식 공간으로 비즈니스 관광객이 선호한

다. 빔프로젝터와 전자교탁을 갖춘 15곳의 다양한 세미나실은 활용하기 좋다. 400석 규모의 ‘아르모니실’은 

대규모 콘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다. 2 분할이 가능해 행사 규모에 따른 탄력적인 공간 구성이 장점이다. 무채

색에 퍼플로 포인트를 준 261실의 객실은 심플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메인 레스토랑인 ‘라피네’와 바비큐 

전문점, 사우나 시설도 편리하다. 용인 초입에 있는 백남준아트센터와 승마 체험하기 좋은 해두리 용인 승마

클럽, 한국민속촌 등도 가깝다. 

MICE 메카를 꿈꾸는 녹색 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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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82-1661-8787   +82-31-8026-5085
 www.konjiamresort.co.kr 

곤지암리조트ㆍ스키장

리
조

트

수용인원
2,6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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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_ 곤지암리조트ㆍ스키장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동굴레스토랑 라그로타 스키하우스 옆 1F 이탈리안&와인바 114

미라시아 빌리지센터 1F 뷔페&이태리 피자 206

담하 빌리지센터 2F 한식 104

카페테리아 스키하우스 2F 한식, 일식, 중식, 양식 620

크라제버거

빌리지센터 1F

버거 92

기소야 캐주얼 일식 40

스테프핫도그 덴마크 핫도그 24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치킨&캐주얼 양식 100

카페라운지 EW빌리지 1F 커피, 티, 디저트 100

연회장 EW빌리지 B2 연회식 450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476
프라임룸 디럭스스위트 노블스위트 로얄스위트

92 226 129 29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리조트&스키장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스키장, 스파시설을 갖춘 한국을 대표하

는 프리미엄 리조트다. 총 29개의 컨벤션 시설이 있으며, 150평 이상의 그랜드볼룸을 비롯해 극장식 회의실 

등 다양한 회의공간을 지원한다. 그 밖에 축구장, 농구장을 비롯해 야외무대, 등산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가능하다. 식음시설로 동굴 와인 레스토랑인 ‘라그로타’, 레이먼 킴이 운영하는 뷔페 

레스토랑과 한식당 등 다양한 종류의 식당과 카페를 갖췄다. ‘2017년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한 생태수목원 

화담숲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서울에서 40분 거리의 프리미엄 리조트&스키장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그랜드볼룸 EW빌리지 B2 452 5.2 500 400 350

컨벤션홀 EW빌리지 B2 245 4.6 250 200 150

오퍼스1~2 EW빌리지 B2 160 5.2 - 96 -

중회의실 L1~L2 EW빌리지 B1 119 2.6 100 80 -

중회의실 L3~L5 EW빌리지 B1 88 2.6 80 70 -

중회의실 L6~L8 EW빌리지 B2 88 2.6 80 70 -

소회의실 M1

EW빌리지 B1

48 2.7 80 60 -

소회의실 M2 30 2.7 52 30 -

소회의실 M3~M4 30 2.7 52 26 -

소회의실 M5 24 2.7 50 24 -

소회의실 M6 30 2.7 52 24 -

소회의실 M7 36 2.7 60 36 -

소회의실 M8 36 2.7 60 50 -

소회의실 M9 64 2.7 100 80 -

스카디 1~2

스키하우스 1F

41 3 70 60 -

스카디 3 47 3 80 70 -

스카디 4~7 24 3 50 36 -

수련룸 빌리지센터 2F 126 2.7 -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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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530
 +82-31-775-5071   +82-31-775-5074
 www.ocher.kr 

오커빌리지

회
의

·숙
박

수용인원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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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21
오커 A동 오커 B동 오커 C동 카라반 글램핑

4 4 5 5 3

남동부 _ 오커빌리지

수려한 산과 강이 있는 양평은 레포츠와 힐링 장소로 유명하다. 그 중심에 오토캠핑과 글램핑, 카라반, 펜션

이 모여있는 캠핑장 오커빌리지가 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회의와 단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

로 유용하다. 1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실과 소규모를 위한 세미나실을 갖췄으며 빔프로젝터, 

A/V장비, 유무선 LAN 등의 회의장비를 지원한다. 오커빌리지의 특징은 5대의 카라반과 ‘오커 하우스’로 불

리는 황토집이다. 몸에 좋은 황토와 친환경 건축 자재를 이용해 지은 13개의 오커 하우스는 자연 친화적인 

숙박 공간이다. 2층 야외 발코니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야외무대에서는 가든파티를 열 수 있다. 

건강한 휴식을 선물하는 양평 유일의 오커 하우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오커 A동 39.7 - 16

오커 B동 49.6 - 24

오커 C동 66 - 50

카라반 - - 20

글램핑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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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포레스트펜션

회
의

·숙
박

수용인원
100명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로 777
 +82-31-771-4471   +82-31-774-7326
 ypforest.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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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12
그랜드룸 A동(3층 독채펜션) 그랜드룸 B동(3층 독채펜션)

6 6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실내 대형 식당 및 바베큐장 대연회장 BBQ 120

그랜룸A동 텐트 바베큐장 그랜드 A동 BBQ 70

그랜룸B동 텐트 바베큐장 그랜드 B동 BBQ 70

야외 잔디마당 바베큐장 야외 BBQ 400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A동 세미나실 그랜드 A동 54 (6mX9m) 3 80 50 40

B동 세미나실 그랜드 B동 54 (6mX9m) 3 80 50 40

대형 세미나실
및 연회장 대연회장 135 (9mX15m) 10 160 120 80

남동부 _ 양평 포레스트펜션

양평의 푸른 자연 속에 있는 양평 포레스트펜션은 기업회의 명소로 많이 찾는 럭셔리 풀빌라 독채 펜션이다. 

최대 120명을 수용하는 대형 세미나실을 비롯해 동마다 46석의 세미나실을 갖추었다. 초대형 전동 스크린

과 프로젝터, 홈시어터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독자적인 중소규모 워크숍 장소로 적합하다. 단체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차별화되어 있다. 2개 동으로 구성된 대형 독채는 방 5개, 욕실 5개, 대형 거실과 호텔식 로

비를 갖췄으며 침대와 온돌을 구비해 놓은 점도 특징이다. 펜션 앞에는 족구, 배구,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수

영장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바비큐 패키지에 포함된 허브 숙성 참숯 통 삼겹살 구이도 별미다.  

회의와 휴식의 공존, 자연과 교감하는 독채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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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청인구 백암면 고안로51번길 205
 +82-31-329-0705   +82-31-329-0715
 www.sunningleader.co.kr 

써닝리더십센터

회
의

·숙
박

수용인원
7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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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1층 대강의장 1F 681 6 200 -

2층 대강의장 2F 384 5 - 150

1세미나 1F 207 5 - 60

2세미나 2F 207 4 - 60

3세미나 2F 103 4 - 40

4세미나 2F 103 4 - 40

5세미나 2F 103 4 - 40

6세미나 3F 103 4 - 40

7세미나 2F 52 4 - 15

8세미나 1F 52 4 - 15

어학강의장1 3F 52 4 - 15

어학강의장2 3F 52 4 - 15

어학강의장3 3F 52 4 - 15

어학강의장4 3F 52 4 - 15

NUMBER OF
ROOMS

객실 수 구분

156
일반실(2인실) VIP실(1인실) 스위트룸(2인실)

153 2 1

RESTAURANTS & 
BARS

구분 위치 요리 수용인원

식당 1F 단체급식 180

대식당 2F 코스메뉴 150

남동부 _ 써닝리더십센터

써닝리더십센터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기업교육연수원과 프리미엄 퍼블릭 골프장을 함께 결합한 복합교육단

지다. 최대 25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강의실과 세미나실 등 다양한 강의시설을 갖췄다. 기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가 열리는 잔디광장과 바비큐장, 야외공연이 가능한 문화광장도 이용할 수 있다. 써닝리더십센터와 

마주하고 있는 골프장 써닝포인트 CC는 40만 평 부지 위에 18홀로 국내에서 보기 드문 파 73의 국제 규격 

코스가 특징이다. 따스한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라운딩을 즐기는 묘미가 있으며 야간 라운드 장소로도 인기

다. 최대 2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품격있는 연회장도 함께 있다.  

회의와 골프를 동시에 즐기는 복합교육단지

MEETING PLANNER’S GUIDE _ 1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82-31-320-5000   +82-2-759-1999   www.everland.com 

에버랜드 리조트관광 및 체험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그랜드스테이지 - - 1,500 -

헬로터닝 어드벤처 - - 973 -

애니멀원더스테이지 - - 1,000 -

씨라이언스타디움 - - 1,000 -

캐빈호스텔 신관 1~5실 - - - 20

캐빈호스텔 신관 1+2+3실 - - - 60

캐빈호스텔 신관 4+5실 - - - 40

캐빈호스텔 본관 528 - 250 140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와 워터파크를 갖추고 있으며 계절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사계절 복합 리조트 단지다. 

대표적인 체험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스릴 있는 우든코스터 ‘T-Express’, 세계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캐리

비안 베이’, 수륙양용 사파리 ‘로스트 밸리’다. 디지털 역사 체험관의 4D 영상과 VR 체험도 흥미롭다. 한국의 

자연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하는 호암미술관과 공작새가 서식하는 글렌로스 골프클럽도 이색적이다. 

사계절 축제를 즐기는 환상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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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유의 전통과 정취를 체험하는 전통문화 테마파크로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장소다. 조선 시대의 

생활상과 전통가옥을 실감 나게 재현했으며 전통놀이와 공방 체험 등 즐길 거리가 많다. 시설 관람뿐 아니라 

전통생활상을 보여주는 이벤트들이 다양하다. 99칸 양반집에서는 하루 두 번 전통혼례가 열린다. 전통 장터

에서는 고소한 빈대떡을 맛볼 수 있다.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농악놀이와 기상이 느껴지는 마상무

예, 아슬아슬한 줄타기 묘기는 시선을 사로잡는다.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한 전통문화 테마파크

남동부 _ 명소 소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82-31-288-4000   +82-31-697-2336   kfv4000@ikfv.co.kr   www.koreanfolk.co.kr   

한국민속촌관광 및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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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82-31-775-1835   +82-31-775-1845
 ourculture@hanmail.net   www.semiwon.or.kr   

세미원관광 및 체험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강가에 위치한 수변 정원이다. 여름이면 6만 

2천 평 야외정원에 연꽃과 연향이 가득하다. 봄, 가을, 겨울에도 계절에 맞게 가꾼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징검

다리와 장독대분수, 연꽃박물관, 배다리도 사랑받는 장소이다. 6~8월 연꽃문화제와 9~10월 수련문화제가 

대표적인 축제이며, 문화제 기간에는 10시까지 개장하여 색다른 분위기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정자와 카페, 연꽃박물관을 품은 생태공원

152_ GYEONGGI

CO
N

TEN
TS

IN
D

EX

http://www.semiwon.or.kr


         

남동부 _ 명소 소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82-31-8026-6666~7
 hwadam@serveone.co.kr   www.hwadamsup.com   

화담숲관광 및 체험

화담숲은 LG 상록재단이 우리 숲의 생태계 복원과 보호를 위해 2013년 6월에 개원한 생태수목원이다. 약 41

만 평의 대지에 15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해 4천여 종의 국내외 자생식물 및 도입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화담

숲을 순환하는 모노레일을 타거나 5.3km의 완만한 나무데크길을 따라 걸으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

날 수 있으며 계절별로 다채로운 축제가 진행된다. 3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방문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생태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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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수목원길 16 들꽃수목원   +82-31-772-1800, +82-31-771-1733   +82-31-771-1732
 songgu83@naver.com   www.nemunimo.co.kr   

들꽃수목원관광 및 체험

남한강변에 위치한 3만여 평의 수목원으로 강변의 정취와 함께 야생화, 허브를 체험할 수 있다. 토종 야생화 

200여 종을 볼 수 있는 야생화 전시원과 허브정원, 연꽃이 만개한 수상 연못, 열대 식물원이 대표적이다. 강

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사계절 잔디썰매와 여름 수상 레포츠도 매력적이다. 

한국 야생화와 허브가 어우러진 힐링 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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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_ 명소 소개

20만 평 규모의 곤지암 도자공원이 자리한 경기 광주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이며 조선시대 왕실용 도자기

를 생산하던 관요가 운영되던 곳이기도 하다. 모자이크 정원을 중심으로 청자와 백자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경기도자박물관, 전통 공예원, 도자 쇼핑몰, 공연장 등의 시설이 모여있다. 

한국도자기를 체험하고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82-31-799-1500   +82-31-799-1528   www.kocef.org 

곤지암도자공원관광 및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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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620
 +82-31-775-8907   +82-31-775-8908   7080museum@gmail.com   www.retromuseum.co.kr 

양평 청춘뮤지엄관광 및 체험

‘신비한 빛의 정원’ 테마로 꾸며진 일루미네이션 테마파크로 365일 아름다운 빛 체험이 특별하다. 별빛처럼 

반짝이는 ‘플라워 가든’, 101m 은하수 길인 ‘터널 갤럭시 101’ 등 유니크한 테마의 포토존이 많다. 아시아 최

초로 35m 상공에 설치된 우주 타워는 타워형 전망카페로 유명한 랜드마크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 154번길 287-76
 +82-31-645-0002   +82-31-645-0044   jmlee7909@kolon.com   www.ooozooo.co.kr 

한국의 1970년대 골목과 상점, 기찻길 등을 재현해 놓은 복고 체험 전시장이다. 양장점, 사진관, 만화방, 음악

다방 등 7080시대의 풍경을 담은 세트장을 구경하며, 옛 교복 입기 체험부터 달고나 만들기, 딱지놀이 등 과

거의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별빛정원 우주관광 및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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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_ 명소 소개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82-31-8072-8502   www.sportsmonster.co.kr 

하남스타필드 스포츠몬스터체험

물 맑고 공기 좋은 양평의 폐 선로를 따라 사계절 레일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다. 남한강의 지류인 흑천(黑川)

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덧 시원한 터널이 더위를 식혀준다. 용문산 단풍이 물드는 가을과 하얀 눈꽃이 피

어나는 겨울의 풍경은 또 색다르다. 청량한 숲의 공기를 마시며, 물소리를 들으며 철로 위를 달리는 기분은 

산뜻하다. 양평 레일바이크는 낭만과 재미가 가득하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277
 +82-31-775-9911   +82-31-775-9915   www.yprailbike.com 

양평 레일바이크관광 및 체험

복합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을 대표하는 신개념 스포테인먼트 테마파크다. 최신기술을 접목한 특색있

는 팀빌딩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가상현실(VR) 스포츠를 비롯해 익스트림 스포츠 콘텐츠가 가득하

다. VR 운동기기 ‘이카로스’와 실내 경주를 즐길 수 있는 바이크레이싱 등 체험 거리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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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드라마길 25
 +82-31-337-3241   +82-31-323-0038   djgpark@mbc.co.kr   djgpark.imbc.com   

한국의 사극 드라마 속 장소를 대장금 파크에서 볼 수 있다. <대장금>, <해를 품은 달>, <주몽> 등 MBC의 

대표적인 사극 작품들을 촬영한 오픈세트장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각 시대를 재현한 건축양식과 생활공간이 반영구적으로 지어져 그 시대 속을 걷는 듯 

생생하다.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것도 이색적인 체험이다.

용인 대장금 파크관광 및 체험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광여로 1389
 +82-2-3436-2567   +82-2-3437-6104   www.challengekorea.com   challengetop.blog.me 

수도권 내 최대 규모의 팀빌딩 프로그램이 가능한 체험시설이다. 짜릿한 모험스포츠를 경험하며 협동심과 창

의성을 기를 수 있어 기업 세미나나 워크숍 장소로 각광받는다. 첼린지하이코스, 짚라인과 퀵점프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며 도전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캠핑장과 서바이벌장, 등산로와 세미나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여주 어드벤처 코스 7,263 - 120

여주 챌린지어드벤처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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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_ 명소 소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592번길 62-59
 +82-31-774-3114   +82-31-774-5114   dumeh@naver.com   doomeh.kr 

두메향기관광 및 체험

돼지를 주제로 한 아시아 최초의 체험형 돼지 박물관이다. 전 세계 18개국에서 수집한 돼지 인형,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돼지들의 귀여운 공연과 묘기를 관람할 수 있다. 수제 소시지 만들기 체험

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체험 후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농가에서 재배한 건강한 식단을 맛볼 수 있다.

 경기도 이천시 율면 임오산로372번길 129-7
 +82-31-641-7540   +82-31-641-7541   pigpark.co.kr 

이천 돼지박물관관광 및 체험

양평 청계산 자락에 있는 두메향기는 아름다운 야생화가 어우러진 산나물 테마공원이다. 약 5만 평 규모의 

공원에는 테마정원과 갤러리 카페, 산나물 비빔밥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등의 시설이 모여 있다. 상시 별

빛축제가 열리며, 사계절 농산물을 수확하는 농촌체험도 특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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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안성팜랜드
 +82-31-8053-7979   +82-31-8053-7914   asfarmland@naver.com   www.nhasfarmland.com   

39만 평의 푸른 초지 위에서 가축체험, 승마체험 등을 즐기는 축산테마파크이다. 회의와 힐링을 겸하는 특색 

있는 컨벤션 공간이기도 하다. 2,000여 명까지 수용하는 대규모 실내 행사장과 중•소 회의실에서 각종 세미

나 및 연회가 가능하다. 봄에는 호밀밭축제, 유채꽃축제가 열리며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핑크뮬리를 감상할 

수 있는 코스목동축제를 개최한다. 여름에는 야외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로 사계절 즐길 거리가 많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강의식 연회식

종합행사장 1F 1,980 - - 1,000

대회의실 1F 162 - 100 -

중회의실 2F 108 - 60 -

소회의실 2F 72 - 20 -

안성 팜랜드관광 및 체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길 175 
 +82-70-4257-2210   jesceo@hanmail.net   www.thegreem.com   

푸른 잔디와 붉은 벽돌이 예쁜 집, 육각형 카페와 야외 테라스가 그림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하다. 넓은 정원과 

카페가 있는 더그림은 수많은 드라마, CF,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곳곳에 있어 걷는 

곳마다 포토포인트다. 소나무숲에서 힐링하며 세미나와 워크숍도 함께할 수 있다.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강의식 연회식

세미나실 세미나동 77.76 5.5 45 30

양평 더그림관광 및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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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_ 명소 소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28번길 191
 +82-31-635-8461   +82-31-635-8464   www.ckuniversity.com 

DIMENSION & 
FACILITIES

구분 위치
규모 수용인원

면적(m2) 높이(m) 극장식 강의식

충성관 소강의장1 2F 75 2.4 - 24

충성관 중강의장 2F 107 2.4 - 30

충성관 POS실습장 2F 75 2.4 - 16

충성관 소강의장2 3F 75 2.4 - 12

충성관 대강당 4F 306 5.4 96 200

외식사업가 육성을 위해 건립된 제네시스 BBQ의 교육/연수기관이다. 한류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치킨에 대

한 관심이 한류열풍을 일으켜 치킨캠프 체험은 특히 인기가 높다. 연구개발센터가 독자 개발한 닭고기 조리법

에 따라 치킨을 만들고 시식해 볼 수 있다. 교육장 및 숙박과 같은 연수시설도 함께 있어 단체 팀빌딩 프로그

램 및 워크숍이 가능하다.

치킨대학관광 및 체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곱다니길 55-2 수미마을방문객센터 
 +82-31-775-5205   +82-31-775-5206   soomy@bullsland.co.kr   soomyland.com   

수미마을관광 및 체험

365일 축제가 열리는 농촌마을로 양평 용문산의 푸른 자연 속 계절별 체험거리가 다양하다. 봄 딸기 수확, 

여름 맨손 메기 잡기, 가을에는 직접 수확한 농작물을 구워 먹는 몽땅구이축제, 겨울 빙어낚시가 대표적이

다. 마을 앞에 흐르는 흑천에서 신나는 수륙양용차 체험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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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프리미엄아울렛로 177-74
 +82-31-777-2500   +82-31-887-4089
 store.lotteshopping.com/handler/Main-Start?subBrchCd=059 

유네스코가 선정한 창의도시 이천에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울렛이다. 이천의 문화유산인 ‘도자기’의 곡

선을 담은 건물 디자인이 독특하며 이천 도자기관도 특별 운영하고 있다. 에트로, 휘슬러 등의 유명 브랜드가 

단독 입점했으며 세계 최초의 ‘BMW 모토라드 카페’를 만날 수 있다.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360
 +82-1644-4001   www.premiumoutlets.co.kr/yeoju/ko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270여 개 브랜드를 보유한 월드 클래스 아울렛이다. 또한, 구찌, 버버리, 생

로랑, 보테가베네타 등을 비롯한 60여 개의 명품 브랜드 구성은 국내 아울렛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이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쇼핑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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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북서부

No. 명칭 시설 주요내용 홈페이지 Page

1 킨텍스 회의 300,000명 www.kintex.com 018

2 아라마리나컨벤션 회의 800명 www.aramarina.wedding 022

3 DMZ생태관광지원센터 회의 300명 www.ggtour.or.kr 024

4 엠블호텔 고양 호텔(5성급)
회의 1,040명

객실 377실
www.mvlhotel.com/goyang 026

5 호텔 라르 호텔
회의 150명
객실 144실

lartgimpo.com 028

6 현대유람선 유람선 1,000명 www.aracruise.co.kr 030

7 원마운트 관광·체험 - www.onemount.co.kr 032

8 한화 아쿠아 플라넷 일산 관광·체험 - www.aquaplanet.co.kr/ilsan 033

9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관광·체험 320명 motorstudio.hyundai.com/goyang 034

10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유스호스텔) 체험 525명 www.dmzcamp131.or.kr 035

11 판문점 관광 - - 035

12 고양아람누리 관람 4,636명 www.artgy.or.kr 036

13 한국전통 돌솥비빔밥 문화체험관 체험 - - 036

14 킨텍스 현대백화점 쇼핑 - www.ehyundai.com 037

15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 - www.premiumoutlets.co.kr/paju 037

16 롯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 - http://store.lotteshopping.com/handler/
Main-Start?subBrchCd=054 038

17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 쇼핑 - www.ehyundai.com/newPortal/outlet/DP/
DP000000_V.do?branchCd=B00172000 038

18 레이킨스 쇼핑몰 쇼핑 - www.lakins.co.kr 039

19 웨스턴돔 쇼핑 - - 039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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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경기 북동부

No. 명칭 시설 주요내용 홈페이지 Page

1 청심평화월드센터 회의 25,200명 www.cspwc.co.kr 042

2 좋은아침HRD센터 회의·숙박
회의 1,265명

객실 44실
www.gmhrd.com 046

3 아일랜드캐슬호텔&리조트 회의·숙박
회의 1,550명

객실 101실
Island-castle.co.kr 048

4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리조트
회의 850명
객실 212실

www.hanwharesort.co.kr 050

5 켄싱턴리조트 리조트
회의 1,710명

객실 176실
www.kensingtonhotel.com 052

6 W지우리조트 리조트
회의 400명
객실 98실

wjiwooresort.com 054

7 취옹예술관 회의·숙박
회의 253명

객실 11실
www.chi-ong.co.kr 056

8 허브아일랜드 관광·체험 990명 www.herbisland.co.kr 058

9 쁘띠프랑스 관광·체험 - www.pfcamp.com 059

10 아침고요수목원 관광·체험 - www.morningcalm.co.kr/html/main.php 060

11 포천아트밸리 관광·체험 880명 www.artvalley.pocheon.go.kr 061

12 산들소리수목원 관광·체험 - www.sandulsori.co.kr 061

13 베어스타운 리조트 관광·체험 1,940명 www.bearstown.com 062

14 어메이징파크 관광·체험 - www.amazingpark.co.kr 062

15 산사원 관광·체험 - www.sansawon.co.kr 063

16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관광·체험 400명 www.organicmuseum.or.kr 063

 경기 남서부

No. 명칭 시설 주요내용 홈페이지 Page

1 신텍스 회의 3,932명 https://laviedorresort.co.kr/convention.asp 066

2 수원컨벤션센터 회의 10,200명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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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호텔(4성급)
회의 1,790명

객실 287실
www.novotelsuwon.com 072

4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4성급)
회의 2,060명

객실 288실
www.ramadaplazasuwon.com 074

5 로얄헤리티지호텔 호텔(3성급)
회의 1,500명

객실 401실
www.royalheritage.co.kr 076

6 롤링힐스 호텔 호텔(4성급)
회의 906명
객실 228실

www.rollinghills.co.kr 078

7 신라스테이 동탄 호텔(3성급)
회의 64명

객실 286실
www.shillastay.com/dongtan 080

8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3성급)
회의 1,910명

객실 240실
www.ibissuwon.com 082

9 푸르미르 호텔 호텔(4성급)
회의 1,500명

객실 239실
www.hotelprumir.com 084

10 호텔스퀘어 호텔(3성급)
회의 1,510명

객실 203실
hotelsquare.co.kr 086

11 랜드마크호텔 호텔(2성급)
회의 100명
객실 104실

www.landmarkhotel1.com 088

12 벨류 호텔 수원 호텔
회의 240명
객실 300실

www.valuehighend.com 090

13 벨라스위트호텔 호텔
회의 210명
객실 99실

vellasuitehotel.co.kr 092

14 수원실크로드호텔 호텔
회의 150명
객실 130실

www.hotelsilkroad.co.kr 094

15 고려호텔 호텔(4성급)
회의 516명
객실 127실

www.hotelkoryo.net 096

16 라마다평택호텔 호텔
회의 595명
객실 476실

www.ramadapyeongtaek.com 098

17 라비돌 리조트
회의 340명
객실 241실

www.laviedor.com 100

18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회의 406명

객실 47실
www.ggyc.kr 102

19 수원화성 관광·체험 - www.swcf.or.kr 104

20 광명동굴 관람·체험 350명 www.gm.go.kr/cv/index.do 105

21 서울랜드 관광·체험 5,450명 www.seoulland.co.kr 106

22 웅진플레이도시 관광·체험 - www.playdoci.com 107

23 아인스월드 관광·체험 - www.aiinsworld.com 108

24 부천로보파크 관람·체험  80명 www.robopark.org 108

25 제부도 관광·체험 -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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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6 안산갈대습지공원 관광·체험 - wetland.iansan.net 109

27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관람·체험  300명 www.samsunginnovationmuseum.com 110

28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람  43,743명 suwonworldcup.gg.go.kr 110

29 한국만화박물관 관람·체험  526명  komacon.kr/comicsmuseum 111

30 유리섬 관람·체험 - www.glassisland.co.kr 111

31 의왕 레일바이크 관광·체험 - www.uwrailpark.co.kr 112

32 경기도문화의전당 관람 2,250명 www.ggac.or.kr 112

33 평택교동훼리㈜ 관람 및 체험  880명  www.pjferry.co.kr 113

34 수원전통문화관 체험  68명  suwonyejeol.or.kr 113

 경기 남동부

No. 명칭 시설 주요내용 홈페이지 Page

1 블룸비스타 회의·숙박
회의 939명
객실 292실

www.bloomvista.co.kr 116

2 대명리조트 양평 리조트
회의 1,130명

객실 191실
www.daemyungresort.com 120

3 쉐르빌파라다이스 연수원 회의·숙박
회의 633명
객실 68실

www.cherevillehotel.com,
www.cherevilletrain.com 122

4 아델라한옥 회의·숙박
회의 100명

객실 13실
www.아델라한옥.com 124

5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호텔(4성급)
회의 262명
객실 282실

www.courtyardpangyo.com,
www.marriott.com/selpn 126

6 호텔 더숨포레스트 호텔
회의 120명
객실 83실

www.hotelthesoom.com 128

7 용인센트럴코업호텔 호텔
회의 240명
객실 726실

www.yongincoop.co.kr 130

8 남한강 썬밸리호텔 호텔(4성급)
회의 650명
객실 202실

www.sunvalleyhotel.co.kr 132

9 라마다 용인 호텔 호텔
회의 370명
객실 399실

www.ramadayongin.com 134

10 파인리조트 리조트
회의 1,250명

객실 296실
www.pineresort.com 136

11 한화리조트 양평 리조트
회의 1,700명

객실 401실
www.hanwharesort.co.kr 138

12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리조트
회의 1,248명

객실 261실
www.hanwharesort.co.kr 140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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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곤지암리조트ㆍ스키장 리조트
회의 2,622명

객실 476실
www.konjiamresort.co.kr 142

14 오커빌리지 회의·숙박
회의 122명
객실 21실

www.ocher.kr 144

15 양평 포레스트펜션 회의·숙박
회의 100명
객실 12실

ypforest.modoo.at 146

16 써닝리더십센터 회의·숙박
회의 720명
객실 156실

www.sunningleader.co.kr 148

17 에버랜드 리조트 관광·체험 4,843명 www.everland.com 150

18 한국민속촌 관광·체험 - www.koreanfolk.co.kr 151

19 세미원 관광·체험 -  www.semiwon.or.kr 152

20 화담숲 관광·체험 - www.hwadamsup.com 153

21 들꽃수목원 관광·체험 -  www.nemunimo.co.kr 154

22 곤지암도자공원 관광·체험 - www.kocef.org 155

23 별빛정원 우주 관광·체험 - www.ooozooo.co.kr 156

24 양평 청춘뮤지엄 관광·체험 - www.retromuseum.co.kr 156

25 양평 레일바이크 관광·체험 - www.yprailbike.com 157

26 하남스타필드 스포츠몬스터 체험 -  www.sportsmonster.co.kr 157

27 여주 챌린지어드벤처 체험 120명 www.challengekorea.com,
challengetop.blog.me 158

28 용인 대장금 파크 관광·체험 - djgpark.imbc.com 158

29 두메향기 관광·체험 - doomeh.kr 159

30 이천 돼지박물관 관광·체험 - pigpark.co.kr 159

31 양평 더그림 관광·체험 45명 www.thegreem.com 160

32 안성 팜랜드 관광·체험 1,180명 www.nhasfarmland.com 160

33 수미마을 관광·체험 soomyland.com 161

34 치킨대학 관광·체험 282명 www.ckuniversity.com 161

35 이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쇼핑 - store.lotteshopping.com/handler/Main-
Start?subBrchCd=059 162

36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 - www.premiumoutlets.co.kr/yeoju/ko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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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및 지리적 위치

경기도 면적은 총 10,175㎢이며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졌다. 서

울의 17배, 싱가포르의 15배, 홍콩의 9배에 달한다. 북쪽은 황해

도, 동쪽은 강원도, 남쪽은 충청남도와 접해 있고, 서쪽은 서해

에 면해 있으며, 중앙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있다. 

경기도의 인구는 2016년 7월 기준 1,299만 명이다. 인구수가 가

장 많은 수원시는 약 1,190,417명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양평군

은 877㎢다.

 시간대

대한민국은 UTC에 9시간을 더한 시간대인 UTC+09인 대한민

국 표준시(KST)를 쓰며, 같은 규격의 표준시로는 러시아에서 사

용하는 야쿠츠크 표준시,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 표준시(JST),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인도네시아 동부 시간, 동티모르에서 

사용하는 동티모르 표준시가 있다.

 언어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이다. 주로 한반도 전역과 제

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사용한다. 주요 관광지에

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일어․ 중국어 관광 안내 및 관광 통역 서

비스를 지원한다.

 연간 기후

한반도의 중부에 위치해 북부와 남부의 기후적 특색을 동시에 지

니고 있으며 동부는 산악기후의 특색을 나타낸다.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한랭하고 여름에는 덥고 강수량이 많다. 연평

균기온은 11-13도이며, 북동부의 산악지가 낮고 남서쪽 해안지역

이 약간 높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기온 차가 크다.

UC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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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 F

 공휴일

한국에는 명절과 계절에 따라 지키는 행사와 세시풍습들이 있

다. 한국은 달력에서 양력과 음력 날짜를 함께 사용하며 명절과 

계절행사는 주로 음력으로 지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은 설날과 추석이다. 

음력 1월 1일 설날에는 설빔을 입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성

묘를 한다. 음력 8월 15일 추석은 한해 농사에 감사하는 날로 햇

곡식과 송편을 먹는다.

 화폐

화폐단위는 원(Won, ￦)이다. 50,000원, 10,000원, 5,000

원, 1,000원권 지폐와 500원, 100원, 50원, 10원, 1원 주화

를 사용한다. 환율(2016년 6월 30일 기준)은 1,151.00원/1달러 

1,278.30원/1유로, 1,120.63원/100엔이다.

 면세

한국의 면세점은 사전면세점(DUTY FREE)과 사후면세점(TAX 

FREE)이 있다. 사전면세점은 구매하는 물건 가격에 관세나 부

가세 등의 세금이 붙지 않는다. 사후면세점은 3만 원 이상 물

건을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출국한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

가치세를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의 쇼핑 편의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즉시 환급제(TAX 

REFUND)가 시행되었다. 건당 20만 원 미만(총금액 100만 원 

한도)의 물품일 경우 현장에서 세금을 바로 환급해준다.

 운영시간(관공서, 은행)

한국의 관공서 운영시간은 9:00-18:00 시까지다. 은행 운영시

간은 9:00-16:00 시까지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입국비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한다면 도착비자제도가 없으므로 비자 면제 적용을 받지 않

는 나라는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비자 관련 자세한 정보는 www.vis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소켓 표준

전압은 220V와 60Hz를 사용한다.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날

3월 1일 삼일절 

4월 8일 (음력)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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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은 6,000만 명 이상의 환승객 유동량을 자랑하는 국제적 허브공항이다. 명품 상점과 다국적 음식점, 고급 스파

와 은행, 편의점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었다. 문화공항(Cultureport)을 지향하여 공항 곳곳에 다채로운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밀레니엄홀 상설무대에서는 문화예술공연을, 한국문화거리에서는 최첨단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통해 한국

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다. 무료 전통공예 체험도 색다르다.

김포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은 우수한 공항시설 서비스와 효율성이 높은 동북아 비즈포트(Biz-Port)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공항서비

스평가(ASQ)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국제선은 무료 와이파이 존을 구축했다. 비즈니스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한․중․

일 단거리 국제노선 확충은 물론 2016년에는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설립했다. 비즈니스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최신식 터미널을 이용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출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다. 2017년 3월 기준 국제선 운항 현황은 일

본 도쿄 하네다, 오사카 간사이, 중국 베이징 서우두, 상하이 홍차오, 타이베이 쑹산을 운항한다.

공항과 연계 전철  |  철도 정보
공항철도는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간을 빠르게 연결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내 KTX 역사는 광

명역, 수원역, 행신역이다. 한국 최대 규모의 KTX 광명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15분이면 도착한다. 경기 서부와 서울 서남

권, 인천을 이용권역으로 한다. 2016년 12월 SRT(평택 - 수서)가 개통해 평택 지제역에서 서울 강남의 수서역까지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철도 연계 코스

노선 전국 연계 지역 경기도 연계 지역

KTX 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 광명역, 수원역, 행신역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 평택역▹오산역▹수원역

중앙선 강원ㆍ충북ㆍ경북 덕소역▹양평역

경춘선 경기ㆍ강원 금곡역▹대성리역▹가평역

경원선 서울ㆍ경기 의정부역▹동두천역▹연천역

경의선 서울ㆍ경기 행신역▹일산역▹파주역▹문산역

교외선 경기 송추역▹삼릉역

*철도고객센터 문의 전화 1544-7788  *철도 교통편은 철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경의·

중앙선4호선
1호선

경의·
중앙선

2호선 경의·
중앙선

6호선
인천 
2호선

인천공항
1터미널

인천공항
2터미널

서울역

공항
화물청사

운서 영종 청라
국제도시

직통열차

검암

인천 
1호선

계양

9호선 5호선
5호선 경의·

중앙선
6호선

김포공항 디지털
미디어시티

홍대입구 공덕

공항철도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경의·

중앙선
4호선

1호선
경의·
중앙선

2호선 경의·
중앙선

6호선인천 2호선 인천 1호선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공항화물청사 운서 영종 청라국제도시

검암

계양

9호선 5호선
5호선 경의·

중앙선
6호선

김포공항 디지털
미디어시티

홍대입구 공덕

공항철도

TRAFF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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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연계 버스(공항리무진)
인천공항 1터미널 1층(도착 층)의 내부(4, 9번 출구 옆), 외부(4, 6, 7, 8, 11, 13번 출구 옆 및 9C)의 버스매표소, 2터미널 교통

센터(지하 1층)의 버스매표소에서 리무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공항리무진버스(광명)
 www.airportlimousine.co.kr   인천공항 지점 032-743-7600   김포공항 지점 02-2664-9898

6014 ⦁ KTX 광명역 ⇔ 김포공항 ⇔ 인천공항

6004 ⦁ KTX 광명역 ⇔ 인천공항

경기공항리무진버스
 http://ggairportbus.co.kr   031-382-9600 

A4300 ⦁ 수원 ⇔ 김포공항
▶배차간격 ▹ 출퇴근 15분, 평일 30분(변동될 수 있음)

▶기점 발(동수원 호텔캐슬) ▹ [코스1] 첫차 05:00 막차 20:30 | [코스2] 첫차 05:05 막차 20:20 

▶종점 발(김포공항 국제선 2층 1번) ▹ [코스1] 첫차 07:55 막차 22:55 | [코스2] 첫차 06:45 막차 22:25 

▶[코스1] 수원 ⇔ 안양 ⇔ 김포공항  

동수원(호텔캐슬) - 북수원(한일타운) - 의왕(고천) - 호계사거리(재래시장) - 안양(범계) - 김포공항

▶[코스2] 수원 ⇔ 수원역 ⇔ 서수원터미널 ⇔ 김포공항

동수원(호텔캐슬) - 수원역 - 서수원터미널 - 김포공항

A4000 ⦁ 수원 ⇔ 인천국제공항
▶배차간격 ▹ 출퇴근 15분, 평일 25분(변동될 수 있음)

▶기점 발(동수원 호텔캐슬) ▹ 첫차 04:40 | 막차 20:30

▶종점 발(인천공항 1터미널 1층 8A) ▹ 첫차 05:50 | 막차 23:20

              (인천공항 2터미널 교통센터 지하1층 36번) ▹ 첫차 05:30 | 막차 23:00

▶[코스] 동수원 ⇔ 인천국제공항 ▹ 동수원(호텔캐슬) - 북수원(한일타운) - 인천공항

A4100 ⦁ 수원 영통 ⇔ 인천국제공항
▶배차간격 ▹  출퇴근 20분, 평일 30~40분(변동될 수 있음)

▶기점 발(영통 랜드마크호텔) ▹ [코스1] 첫차 05:05 막차 20:00 | [코스2] 첫차 05:00 막차 19:40

▶종점 발(인천공항 1터미널 1층 8A) ▹ [코스1] 첫차 07:10 막차 23:05 | [코스2] 첫차 08:05 막차 22:20

             (인천공항 2터미널 교통센터 지하1층 36번) ▹ [코스1] 첫차 06:50 막차 22:45 | [코스2] 첫차 07:45 막차 22:00

▶[코스1] 영통 ⇔ 인천국제공항

영통(랜드마크호텔) - 수원터미널 - 수원역 - 서수원터미널 - 인천공항

▶[코스2] 영통 ⇔ 호매실 ⇔ 서수원터미널 ⇔ 인천공항 ▹ 

영통(랜드마크호텔) - 호매실도서관 - 서수원터미널 - 인천공항

A4200 ⦁ 산본 ⇔ 인천국제공항
▶배차간격 ▹  출퇴근 20분, 평일 30분(변동될 수 있음)

▶기점 발(군포ㆍ산본) ▹  첫차 04:50 | 막차 20:45

▶종점 발(인천공항 1터미널 1층 8A) ▹ 첫차 06:20 | 막차 23:20

             (인천공항 2터미널 교통센터 지하1층 37번) ▹ [코스1] 첫차 06:00 막차 23:00 | [코스2] 첫차 07:45 막차 22:00

▶코스 군포(산본) ⇔ 안양(범계) ⇔ 인천국제공항 ▹ 군포(산본) - 안양(범계) - 안양역 -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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