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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파이브 course 1

이토록 재밌는
역사 문화 체험 여행

서울

경기

서울공예박물관
뮤지엄김치간
어라연 전각연구소

충북

한국의집

서울시청

멋쟁이 코리아와 놀자!

남산골
한옥마을

강원도

서울시

우리나라를 넘어 전세계가 사랑하는 코리아만의 멋!

영월루 & 강변유원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해보며 배우는 여행.
맛보고, 입어보고, 경험하며 제대로 놀아보자.

수원화성

한국민속촌
화성행궁

충청북도

서울공예박물관

359m

6분

뮤지엄김치간

92m

1분

어라연 전각연구소

2.6km

12분

한국의집

127m

1분

수원화성

1.4km

5분

둘째날

화성행궁

12.7km

30분

경기 수원·여주

한국민속촌

56.7km

1시간 10분

첫째날
서울 종로·중구

경기도

중원당

남산골한옥마을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충청남도
경상북도

영월루 & 강변유원지

셋째날
충북 충주·증평·청주

중원당

49km

50분

증평민속체험박물관

38.2km

53분

문의문화재단지
문의문화재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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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멋스러우니 세계 모두가 반할 수밖에! 고운 한복 차려 입고, 가

첫째날

서울

볍게 거닐며 떠나는 서울 체험 나들이. 우리의 멋을 감상하고, 고유의

어라연 전각연구소
칼을 사용해 문자나 그림을 새기는 동아시아 전통 예

전통 먹거리를 만들고 맛보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특별하게 써내려가

술, 전각. 어라연 전각연구소에서는 한글의 유려함을

는 멋들어진 하루가 기다린다.

직접 새겨 넣은 전각 예술작품 체험이 가능하다. 정해
진 글씨체가 아닌 나의 손으로 하나하나 조각한 전각
수제도장 만들기, 춤추는 듯 써내려간 한글 캘리그라
피 제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기다린다.

서울공예박물관
2021년 7월에 문을 연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 박물관.
장인들의 솜씨가 꽃피던 조선시대뿐 아니라, 서구의 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34, 2층 201202호
■ 02-722-8414~5
■ 10:00~18:00
■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 수제도장체험 22,000원, 캘리그라피체험
20,000원
■ www.jeongakart.com

화를 흡수하며 성장한 근대시대, 산업공예가 활성화되
던 일제강점기 등 전통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는 모든 시
대와 분야의 공예품을 전시한다. 의류, 장신구, 가구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전시물이라 멋들어진 우리의 풍모
가 설명 없이도 쉽게 이해돼, 남녀노소 모두 함께하기
좋은 배움터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 02-6450-70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 추석 연휴 휴무
■ 10:00~18:00
■ 입장료 없음
■ craftmuseum.seoul.go.kr

한국의집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집’은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가 경복궁의 자경
전을 본떠 만들었다. 전통혼례, 궁중 수라상 등 다양한
전통 경험을 제공하지만, 가장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곳
은 ‘고호재’에서의 ‘궁중다과’다. 제철 재료를 활용한 떡,
한과, 전통병과와 전통차로 구성된 1인 궁중다과 상차

뮤지엄김치간

림은 계절의 달콤함을 온전히 담아낸다.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길 10
■ 02-2266-9101~3
■ 매주 월요일 휴무
■ 09:30~19:00(사전예약 필수)
■ 1인 다과상 15,000원
■ www.chf.or.kr/kh

CNN이 선정한 세계 11대 음식 박물관 중 하나로,
1986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첫 김치 박물관이다. 단순
히 자료만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일방적 전시가 아닌,

남산골한옥마을

우리 고유의 먹거리 ‘김치’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

서울시 민속자료 전통한옥 다섯 채를 이전하고 복원해

산에 지정된 ‘김장문화’에 대해 시각과 청각의 재미를
더한 참여형 전시 프로그램으로, 좀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 어린이, 외국인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 연
령 대상의 도슨트 투어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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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35-4
■ 02-6002-6456
■ 매주 월요일, 설 ·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휴
무
■ 10:00~18:00
■ 어른(19세 이상) 5,000원, 청소년 · 어린이
(8~18세) 3,000원, 36개월~7세 2,000원
■ www.kimchikan.com

만든 곳. 선조들의 삶이 담긴 한옥 실내는 전통체험의
터로 가꾸고, 너른 마당과 정원은 전통혼례, 전통놀이
등의 볼거리와 즐길거리의 장으로 펼쳐 놓았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진행 가능한 실내 체험, 활동적인 실
외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남녀
노소 모두를 위한 놀이터가 되어준다.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4길 28
■ 02-2264-4412
■ 월요일 휴무
■ 09:00~18:00(전통정원은 24시 운영)
■ 입장료 없음(체험비 별도)
■ www.hanokmae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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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장미는 경기도가 전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최

둘째날

경기

고의 성곽, 수원화성으로 시작해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절경이 펼쳐진 여

한국민속촌
조선시대를 재현한 ‘전통테마파크’라는 설명은, 한국민

주 까지. 조선시대 건축과 문화를 색다르게 경험하고 체험하러 떠나보

속촌의 역동적인 재미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계절

자. 놀라운 규모와 멋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과 시간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며, 타임머신을 타
고 조선에서 현재로 뚝 떨어진 조선 캐릭터들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밖에 선조들의 삶이 재현된 집터

수원화성

와, 전통체험, 놀이공원을 즐길 수 있으며, 정신없이 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 성곽 문화의 정

있다.

경하다 보면 출출한 배를 달래줄 장터까지 이용할 수

점인 수원화성.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역사적 건축물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 031-288-0000
■ 연중무휴
■ 평일 10:00~18:30, 주말 및 공휴일 10:00~21:00

란 중요성을 넘어, 세계의 기술을 흡수한 건축학적 의
의,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완성된 미적 가치를 품은 문
화유산으로 꼽힌다. 수원화성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성벽이 구불구불해 마치 나뭇잎 모양을 닮았다 하여
‘나뭇잎 성’이란 별칭이 있다. 이는 이곳을 오가는 백 성
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성을 구부렸다 펴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을 생각하라”라는 정조대왕의 애민정 신
이 담긴 것이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2
■ 031-290-3600
■ 연중무휴
■ 09:00~18:00(수원화성은 개방형이며 관
람시간 이후 무료 관람 및 야간 관람 가능)
■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 www.swcf.or.kr

■ 어른 입장권 25,000원, 자유이용권 30,000
원 / 청소년(중·고등학생) 입장권 22,000
원, 자유이용권 27,000원 / 어린이(36개월
이상~초등학생) 입장권 20,000원, 자유이
용권 24,000원
■ www.koreanfolk.co.kr

영월루 & 강변유원지
기개 넘치는 이층 누각 영월루에 올라, 강 건너를 바라
보면 숲에 파묻힌 신륵사의 신비로운 자태와 남한강의
탁 트인 절경이 한눈에 가득하다. 절경의 화룡점정, 황
포돛배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황포돛배는 어업과 물
자 수송 시 사용되던 전통 배로 오늘날은 유람을 위해

화성행궁

이용된다.

왕의 지방 행차 시 임시 거처로 사용되던 화성행궁은
정조가 수원화성 축조를 하며 만든 600여 칸 규모의
궁궐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행궁 중 규모와 격식 면
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관아로, 의
료기관으로 활용되다가 화성축성 200주년을 맞이해
복원공사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수원문화제와 야간궁
개방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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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 031-290-3600
■ 연중무휴(단, 월요일, 화요일은 화성행궁
야간개장 미운영)
■ 09:00~18:00, 야간개장 18:00~21:30
■ 어른 1,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
이 700원
■ www.swcf.or.kr

영월루
■ 경기도 여주시 주내로 13
■ 031-887-3563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3D9SWsp

강변유원지 황포돛배
■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454-1
■ 031-882-2206
■ 매주 월요일 휴무
■ 10:00~17:20

■ 어른(만19~64세) 6,000원, 어린
이(만3~18세), 경로(만 65세 이
상) 4,000원
■ https://bit.ly/3jbV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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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홀로 있어도 흥얼거림이 절로 나오는 ‘흥의 민

셋째날

충북

족’! 선조 때부터 내려온 원조 흥을 찾아 충북으로 떠나본다. 조선시대
부터 4대를 이어온 흥취 돋우기 최강자, 전통 민속주에 원조 노동요라
할 수 있는 ‘농요’를 곁들이자.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풍류가 기다린다.

중원당
충북 무형문화재 2호가 ‘술’이라고? 충북 청주시 김해
김씨 문중 문헌인향전록에 기록된 비법으로 조선시대
부터 맛과 맥을 이어온 한국 전통 민속주 ‘청명주’가 바
로 그 주인공. 재래종 재료로 약 100일 동안 발효숙성
시켜 만든 귀한 술이다. ‘청명주’를 만드는 중원당은 찾
아가는 양조장으로 전통주 빚기, 전통소주 시음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112-10
■ 043-842-5005
■ 예약 문의 후 방문 가능
■ 전통주 체험 20,000원(택배비, 부가세 별
도)
■ www.청명주.com

문의문화재단지
청동기 시대 고인돌을 시작으로, 신라·백제시대 문화재
를 거쳐, 근대의 유물까지. 문의문화재단지에 방문하면
한반도 전 시대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온다. 청명한 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청호가 내려다보이는 양선산 언덕자락에 위치한 야외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
로 721
■ 043-201-0915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하
 절기(5~9월) 09:00~16:00		
동절기(10~4월) 09:00~17:00
■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 www.cheongju.go.kr/ktour/index.do

문화재단지로, 언택트한 여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 오랜 세월 교통의 중심지로 역

장점. 문화유산 속에서의 역사 공부. 참 쉽고 재미있다.

할하며 걸음 따라 이어진 문화유산을 발전시켜온 도시,
충북 증평. 그곳에 우리 선조의 흥과 멋을 경험할 수 있
는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이 있다. 주목할 곳은 ‘두레관’.
이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농요인 ‘장뜰두레농요’의 시연
이 진행된다. 흥의 민족이 만든 원조 노동요 격인 ‘농요’
의 진정한 풍류를 알고 싶다면 증평으로 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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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둔덕길 89
■ 043-835-4154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 하절기(3~10월) 09:00~18:00, 동절기
(11~2월) 09:00~17:00
■ 입장료 없음
■ www.jp.go.kr/museu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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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따라 대한민국

하이파이브 course 2

경기

서울

PLAY
라인프렌즈
인사동점

강원

Beyond The Scene:
K-POP을 넘어 K-CULTURE에 스며들다

한국가구박물관

보랏길만 걷자, 한류 성지순례

하이브 인사이트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 BTS.

뮤직비디오부터 TV쇼, 시즌 그리팅까지 BTS의 발자취가 담긴 촬영지로 성지순례를 떠나보자.

단순한 촬영장소? NO! 해외의 아미(ARMY, BTS 팬클럽)들뿐 아니라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들에
게도 추천하는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의 멋을 담아낸 특별한 여정이다.

주문진 향호해변
BTS 버스정류장

일영역 간이역
대관령 삼양목장
서후리숲
서울시

일영역 간이역

32.4km

55분

첫째날

하이브 인사이트

11.1km

34분

경기 양주, 서울 중구

한국가구박물관

4.7km

12분

우음도

85km

1시간 30분

둘째날

대장금파크

34.3km

1시간

경기 화성·용인·양평

에버랜드 락스빌

62.8km

1시간 25분

대관령 삼양목장

49km

38분

주문진 향호해변
BTS 버스정류장

85.4km

56분

강원도

맹방해수욕장
우음도

PLAY 라인프렌즈 인사동점

에버랜드
락스빌

대장금파크

충청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서후리숲

셋째날
강원 평창·강릉·삼척

맹방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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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

경기

한류 성지순례를 떠나고 싶은 전 세계 아미뿐 아니라, 한국을 처음 방
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들도 만족할 만한 풀코스로 가득 채웠다. K-POP,
K-CULTURE, K-HERITAGE까지 함께 둘러보는 하루. 오늘은 경기도와

서울

서울 도심으로 향한다.

일영역 간이역
한국가구박물관

BTS의 <봄날> 뮤직비디오 첫 장면. 새하얀 설경 속
간이 기차역, 일영역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곳은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 BTS 특집>

2004년 열차 운영을 중단한 폐역이지만, 기찻길과 자

의 촬영 장소는 바로 여기, 모든 공간과 모든 프레임에

연이 어우러진 모습 덕에 촬영지로, 여행지로도 주목받
는다. 현재 여객 열차 운영은 중단되었지만, 간혹 군 전
용 열차가 운행된다. 안전을 위해 철도 위에서의 촬영

한국적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진 한국가구박물관이다.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327
■ 031-855-5582
■ 입장료 없음

은 절대금지이니 주의할 것!

CNN이 선정한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인 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 02-745-0181
■ 월요일, 일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 1 1:00~16:00(사전예약제 가이드투어로만
진행)
■ 어른 20,000원, 초중고생·장애인·성북구
민 10,000원(초등학생부터 입장 가능)
■ www.kofum.com

큼 열 채의 한옥은 멋스럽기 그지없다. 조선 후기에 제
작된 전통 목가구를 재료별, 종류별, 지역 특성별로 구
분해 전시한다. 입장은 사전예약 후 가이드투어를 통해
서만 진행되며, 투어는 약 1시간 소요된다.

하이브 인사이트
BTS의 소속사 하이브 신사옥 지하에 위치한 복합문화
공간, 하이브 인사이트.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PLAY 라인프렌즈 인사동점

그들의 음악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의

서울 전역에 자리한 라인프렌즈 PLAY지만, 특히 인사

공간으로 구성된다. BTS의 눈부신 발자취, 세계적 아티

동점은 많은 포토존과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스트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작품 등이 전시되
어 있다. 뮤지엄 샵에서는 전시 및 아티스트와 관련된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16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2, 하이브
용산 B1/B2층
■ 월요일 휴무
■ 11:00~21:30(입장 마감 19:20)
■ 입장권 22,000원, 입장권+포토티켓
25,000원(예약 필수)
■ www.hybeinsight.com

빼놓으면 안 되는 성지순례 코스다. 귀여운 라인프렌즈
상품 외에도, 우리의 목적인 bt21 캐릭터 상품이 의류,
문구, 액세서리는 물론 생활용품까지 준비되어 있어 어
떤 취향이든 구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9 안녕 인사
동 1층
■ 02-6954-2940
■ 연중무휴
■ 평일 11:30~19:30, 주말 11:00~20:30
■ brand.naver.com/line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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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영화인가, 현대예술작품인가. 뮤직비디오와 무대 영상이라고

둘째날

경기

하기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 장면, 한 장면이 예술 같았던 그 영상 속

에버랜드 락스빌
미국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촬영지를 찾아가 보자. 한국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BTS 덕에 알게 되

등장한 BTS의 ‘다이너마이트’ 무대는 모두가 꼽는 레전

고, 깨닫게 되는 우리나라의 찬란한 아름다움. 오늘, 경기도로 떠나자.

드 무대. 그런데 그 공연 장소가 한국이라고? 에버랜드
내 1960년대 미국을 모티브로 조성된 ‘레트로 특별구
역’ 테마존인 락스빌이 공연의 배경이다. 화려한 조명

우음도

과 번쩍이는 놀이기구에 올드카까지 더해져 완벽하게

<봄날> 뮤직비디오 마지막을 장식하는 쓸쓸하면서도

소가 있었나. 놀이기구의 흥미에 빠져, 미처 시선 두지

황홀한 풍경은 화성 우음도에서 촬영됐다. 광활하게 뻗

못했던 곳의 재발견이다.

연출된 그 시대 느낌. 에버랜드에 이렇게 이국적인 장

은 지평선과 홀로 외로이 서있는 왕따나무가 대조되며
더 감성적인 장면을 연출해냈다. 아쉽게도 왕따나무는
개발로 인해 사라졌지만, 너른 들판과 휘날리는 갈대밭
은 뮤직비디오 속 특유의 분위기와 낭만을 품고 있다.

송산그린시티전망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1-38
■ 031-369-8315
■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 10:00~17:00
■ 입장료 없음
■ tour.hscity.go.kr/NEW/1tour/nature9.jsp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031-320-5000
■ 연중무휴
■ 10:00~21:00
■ 어른·청소년 50,000~60,000원(주말 및
공휴일에 따라 상이), 어린이(만 3~12세)·
경로(만 55세 이상) 40,000원~48,000원
(주말 및 공휴일에 따라 상이)
■ www.everland.com

서후리숲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2019 BTS 시즌그리팅*’은 양
평 서후리숲에서 담아냈다. 서후리숲은 10만 평 규모
의 수목원으로 자연 그대로의 숲을 지향하는 만큼 멋진
조경이 장관을 이룬다. 친절하게도 촬영 장소에 BTS 멤

대장금파크

버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BTS 멤버 슈가의 두 번째 믹스테이프 Agust D <대취

구도로 기념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산책로는 길이에 따

타>의 뮤직비디오 촬영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

라 1시간 코스, 30분 코스로 나뉜다.

지 시대별 거리와 주택가가 재현된 우리나라 최대 규

* 시즌그리팅 : 연말연시, 아티스트의 모습을 담아 달력, 다이
어리, DVD 등으로 판매하는 각종 기념품 모음

모의 오픈세트장으로 <대취타> 뮤직비디오 외에도 드
라마 <주몽>, <이산>, <해를 품은 달> 등 여러 사극이
촬영된 한류 관광의 중심지다. 멋이 폭발하는 궁부터,
걷기만 해도 포토존이 되는 저잣거리까지 한곳도 놓치
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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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 330
■ 031-337-3241
■ 연중무휴
■ 하절기(3~10월) 09:00~18:00, 동절기
(11~2월) 09:00 ~17:00
■ 어른 9,500원, 중·고등학생 8,000원, 어린
이(48개월~초등학생) 7,000원, 48개월 미
만 영유아 무료
■ djgpark.imbc.com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거북바위1길 200
■ 031-774-2387
■ 수요일 휴무
■ 09:00~18:00(입장 마감 17:00)
■ 어른 7,000원, 어린이(8세 이상), 경로·장
애인·유공자 6,000원, 8세 미만 아동·서종
면민 5,000원
■ seoh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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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진들. 강원도로 향해 그때의 감동을 재연하자. 탁 트인 자연 속에

주문진 향호해변
BTS 버스정류장

서 언택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 자유롭게 감동을 나누고, 기억을 담

전 세계 아미에게 물었다. BTS 촬영 장소 중 제일 가고

고, 추억을 이야기하기 좋다.

싶은 곳은? 137개국의 대답 1위는 <You Never Walk

찬란한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우리의 마음과 눈을 청명하게 만들어주던

셋째날

강원

Alone> 앨범 재킷 촬영지인 강릉 주문진 향호해변의
BTS 버스정류장! 사진 속 정류장은 촬영을 위해 만든

대관령 삼양목장
2021 윈터 패키지 촬영 장소는 한국의 겨울을 가장 아
름답게 그려내는 고장, 강원도다. 그 중에서도 시린 계
절 속 두 손 꼭 잡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며 거니는 멤버
들과 새하얀 설경, 새파란 하늘의 탁 트인 풍경이 마치
동화 같았던 프리뷰 영상 속 장면은 평창 대관령 삼양
목장에서 촬영되었다.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708-9
■ 033-335-5044~5
■ 연중무휴
■ 하절기(5~10월) 09:00~17:00, 동절기(11~4
월) 09:00~16:30
■ 어른(만 19세 이상) 9,000원, 36개월 이
상~고등학생 7,000원, 우대(만 65세 이
상·장애4~6급·장애1~3급 보호자 1인 추
가·국가유공자) 5,000원, 무료(36개월
미만·장애 1~3급·생활보호자대상인 학
생·대관령면민)
■ www.samyangfarm.co.kr

임시 구조물로 촬영 이후 철거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
들의 요청으로 강릉시에서 다시 재현하였고, 전 세계
아미를 부르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거듭났다.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55
■ 033-640-5420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맹방해수욕장
탄산음료를 마신 듯 청량함 터지는 <버터(Butter)> 앨
범 재킷 사진의 배경은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맹방해수
욕장! 파라솔과 선베드, 비치발리볼 네트 등은 촬영을
위한 소품이었지만, 앨범 재킷 사진을 보고 맹방해수욕
장을 찾는 이들을 위해 삼척시가 그대로 재현해 포토존
을 만들어뒀다. 짙푸른 바다와 색채 속에서 특별한 추
억을 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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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 033-572-3011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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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따라 대한민국

하이파이브 course 3

모두가 작품이 되는 곳

서울

경기

수도권 인생사진여지도

인천

마장호수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서울, 경기, 인천의 소문난 아름다움을 이어 만들었다.
그 누구라도 멋진 작품 속 피사체로 만들어 줄 21세기 최고의 지도!

벽초지수목원

더티트렁크
지혜의숲

따라나서자. 될 수 있다, 사진작가! 남길 수 있다, 인생사진!
강화도

청운문학도서관
서서울호수공원
서서울호수공원

9.5km

14분

첫째날

더현대 서울

9.8km

34분

서울

청운문학도서관

6.8km

24분

인천

한양도성길 2코스
서울시청

하늘정원
더현대 서울

서울시

한양도성길 2코스

둘째날
경기 파주, 인천 강화

마장호수 & 출렁다리

11.9km

20분

벽초지수목원

21.1km

33분

더티트렁크

3.4km

9분

지혜의숲

36.6km

47분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셋째날
인천

마시안 해변

일광전구 라이트하우스
인천답동성당
수봉공원 수봉산별마루

경기도

일광전구 라이트하우스

1.1km

4분

인천답동성당

30.2km

29분

하늘정원

11.5km

16분

마시안 해변

36.4km

50분

수봉공원 수봉산별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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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진 남기기 좋은 곳이 수두룩 빽빽한 서울. 그 중에서도 규모가

첫째날

서울

커, 여유롭고 언택트하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여행지로만 꼽아보았다.

청운문학도서관
인왕산과의 어우러짐을 생각해 설계된 한옥 공공도서

내가 주인공이 된 기록을 남기기에도 좋고, 작품을 위한 출사지로도 훌

관으로 한옥의 외형을 띈 본채부터 연못, 정자까지 멋

륭한 인생사진여지도 서울편. 지금 떠나보자.

이 가득 담겼다. 시조도 풍류도 절로 읊어져 나올 것만
같다. 특히 누정 창문 밖으로 흐르는 폭포가 청운문학
도서관의 백미. 서울시민에게는 무료로 책을 빌려주
니, 자연의 소리를 벗 삼아 문학의 향연에 빠져보자.

서서울호수공원
1959년에 만들어진 김포정수장이 제 뜻을 다한 후, 서
울 서남권 최대 규모의 테마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기존
의 시설물을 재활용해 의미와 멋까지 모두 갖춘 공원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6길 40
■ 070-4680-4032~3
■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휴무
■ 화~토요일 10:00~22:00, 일요일 10:00~19:00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3sLCY35

로, 상수관으로 만든 ‘100인의 식탁’, 침전조와 시설물
을 재활용해 꾸민 ‘몬드리안 정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
활용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독특함으로 재미까지 더해,
곳곳에 인생사진 구역이 흐드러졌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 신
월야구장
■ 02-2604-3004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 parks.seoul.go.kr/lakepark

한양도성길 2코스
가장 서울다운 전경을 만나는 방법. 한양도성길에 오르
면 서울을 둘러싼 성곽 속 높다란 빌딩이 숲을 이루는
환상적인 풍광이 발 아래 깔린다. 밤에 오른다면 매력
이 두 배다. 성곽은 줄지어 불을 밝히고, 도심 속 빌딩과
서울타워는 빛을 내 절경을 그려낸다. 한양도성길은 총

더현대 서울

4코스인데, 난도가 낮고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독특하고,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백화점. 시간의 흐름

낙산 2코스를 추천한다.

이 보이는 유리 천장, 초록으로 가득 꾸며 놓은 실내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42
■ 02-3396-4624
■ 연중무휴

원, 층과 층 사이를 흐르는 폭포 등이 세련되게 조성되
어 백화점이라고만 표현하기엔 아쉬운 복합문화공간
이다. 실내정원인 5층 사운즈 포레스트에 도착하면 더
현대 서울만의 매력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햇살 잘
드는 실내정원에서의 인증 사진도 잊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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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02-767-2233
■ 연중무휴
■ 월~목요일 10:30~20:00, 금·토·일요일
10:30~20:30 / 식당가 10:30~22:00
■ www.thehyundai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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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경기
인천

사진 기술이라곤 셔터 밖에 누를 줄 모르는 곰손이라고? 괜찮다. 여기라
면 누구라도 완벽한 인생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테다. 경기와 인천의 소

더티트렁크
국내 카페 최초로 아시아 3대 디자인 어워드(한국 ‘K 디

문난 분위기 맛집, 경관 맛집 중 장엄한 규모를 자랑하는 곳들로만 모아

자인 어워드’, 대만의 ‘골드 핀 디자인 어워드’, 홍콩의

보았다. 장소 덕에 인물이 살아나는 마법 같은 여행. 함께 떠나보자.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에서 실내 공간 디자인 부문
을 수상한 카페. 창고형 카페로 웅장한 규모와 거친 듯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1층과 2층 사이 중간
계단은 웅장한 더티트렁크의 전경이 한눈에 담겨 인생

마장호수 & 출렁다리

사진 명소로도 유명하다.

낭만적인 호수 둘레길, 걷기 좋은 공원, 산과 호수를 마

■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114
■ 031-946-9283
■ 연중무휴
■ 09:00~22:00
■ www.instagram.com/dirty_trunk_korea

주한 캠핑장 등을 품은 파주 대표 관광지, 마장호수. 그

지혜의숲

중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곳은 ‘출렁다리’다. 220m의
출렁다리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짜릿함과 파주 자연의

20여만 권의 책이 한데 모여 높이 8m, 길이 3.1km의

미관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다리 중간에는 방탄유리 구

숲을 이뤘다. 지혜가 피톤치드 마냥 뿜어져 나올 것 같

간이 있어 스릴을 더한다.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 031-950-1935
■ 연중무휴

은 이곳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만든 모두를 위한 독서
■ 출렁다리 운영시간 09:00~18:00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3BbKhno

의 장, 지혜의숲이다. 어마어마한 서가 규모에 호기심
삼아 방문했다가, 어느새 독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만
드는 마성의 장소. 책 숲을 거닐며 지혜도 인생사진도
모두 담아오자.

벽초지수목원
신선이 뛰어놀 것 같은 동양미 넘치는 연못가를 지나면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 031-955-0082
■ 연중무휴
■ 평일 10:00~18:00(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운영), 주말, 공휴일 10:00~20:00
■ 입장료 없음
■ www.forestofwisdom.or.kr

서양화 속에 들어온 듯한 그림 같은 조경이 펼쳐진다.
동서양의 정원을 한데 모아둔 원예 수목원, 벽초지수목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원은 6개의 테마, 27개의 동서양 정원이 매 계절 다른

1900년에 지어진 강화성당은 반전의 건축양식을 보

자태로 푸르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드라마, 영화, CF의

여준다. 외관과 전체적인 건축양식은 동양의 불교 사찰

촬영지로도 각광받은 이국적인 모습과 싱그러움 가득

양식을 따라 한옥의 태로 완성되었으나, 성당 내부는

한 풍경 속에서 우리만의 추억을 남겨보자.

서양의 바실리카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성당 터는

■ 경기도 파주시 부흥로 242
■ 031-957-2004
■ 연중무휴
■ 1 2~2월 10:00~17:00(매표 마감 16:00), 		
3·10월 09:00~18:00(매표 마감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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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월 09:00~19:00(매표 마감 18:00), 		
11월 09:30~17:30(매표 마감 16:30)
■ 어른 9,000원, 중·고등학생 7,000원, 어린이
6,000원,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6,000원, 36
개월 미만 무료
■ www.bcj.co.kr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의미로 배의 형상을 띈다. 이
처럼 동양과 서양의 건축양식을 혼합한 까닭은, 우리나
라에 첫발을 내디딘 성공회의 토착 의지에서라고 한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27번길 10
■ 032-930-4571
■ 연중무휴
■ 10:00~18:00
■ 입장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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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문화재, 개성 넘치는 카페, 황홀한 서해의 일

셋째날

인천

몰, 은하수를 쏟아 놓은 듯한 야경까지. 어떤 취향이든 만족하지 않을

하늘정원
머리 위로 스치듯 아찔하게 비행기가 지나고, 봄에는

수 없는 인천 인생사진여지도. 아침부터 밤까지 꽉 채운 두 눈이 황홀한

유채꽃이,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억새가 지평선을 가

일정으로 온종일 즐거움이 보장된다.

득 채우는 곳. 인천국제공항 옆 하늘정원은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사진을 찍기에도, 쉴 틈 없이 오가는
비행기와 함께 인생사진 남기기에도 좋은 언택트 여
행지다. 개화시기 외에도 갈대밭과 전망대는 상시 운

일광전구 라이트하우스

영된다.

40여년간 산부인과 병원이던 건물을 전구회사가 인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8-6
■ 032-746-2686
■ 연중무휴(단, 꽃밭의 경우 봄-유채꽃, 가
을-코스모스 개화시기만 운영)
■ 입장료 없음

해 카페로 개조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소의 합이
지만, 건물로 들어서면 단번에 이해된다. 곳곳에 남은

마시안 해변

병원의 정취는 레트로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백열전구

3km의 긴 해변길에 함께 펼쳐진 모래사장과 소나무

를 찍어내는 기계와 천장에 가득한 전구 장식은 라이트
하우스만의 독특함을 더해준다. 과거의 흔적과 요즘 감
성이 더해진 이 특별함을 놓치지 말자.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174번길 8-1
■ 010-3185-2081
■ 연중무휴
■ 11:30~21:30
■ www.instagram.com/ik_lighthouse

숲은 일찍이 아름답다 소문나, 용유8경 중 제4경 명
사십리에 꼽히기도 하였다. 잔잔한 바다는 해수욕을
즐기기에도, 물이 빠진 후 갯벌체험을 하기에도 좋다.
물놀이와 체험으로 한바탕 낮 시간을 즐겼다면, 해가
저물 무렵은 카페거리로 향하자. 해변을 따라 조성된

■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118
■ 032-760-6475
■ 연중무휴

카페들은 제각기의 매력과 감성을 더해 일몰 맛집으
로 단장했다. 수평선 너머로 황홀하게 물드는 색은 인

인천답동성당

천에서도 손꼽히는 해넘이 풍경이다.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전. 1897
년에 건립된 한국의 성당 중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다. 3개의 높은 종탑과 붉은색 벽돌조 건물,
낡은 나무 출입구까지 이국적인 풍모를 자랑하는 건축
물은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유적. 현재
도 성당으로 운영 중이니, 방문 시 유의하자.
■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50번길 2
■ 032-762-7613
■ 연중무휴
■ 09:00~17:30(미사시간 중 관람불가)
■ 입장료 없음
■ www.dap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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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공원 수봉산별마루
낮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는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
되다, 밤이 되면 화려한 별빛이 내려앉아 낭만의 장으
로 변한다. 나무 우거진 숲터널은 불빛이 켜져 은하수
터널로, 어두운 거리는 조명으로 밝혀진다. 365일 매
일 불을 밝혀 언제든 찾아가면 아름다운 밤풍경을 만
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
■ 032-880-4779
■ 연중무휴
■ 수봉공원 00:00~24:00, 수봉산별마루
일몰 시~23:00
■ 입장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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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따라 대한민국

하이파이브 course 4

라떼는 말이야~
공감을 나누는 여행 한 잔

인천

서울

남녀노소 즐거운 레트로 유람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이 멋이었어!

교동대룡리시장
강화도파머스마켓

경기도

소창체험관
조양방직
교동도

부모님 라떼 시절, 알고 보면 요즘 우리가 가장 열광하는 레트로의 원조라는 사실.
옛 것의 매력에 전 세대가 공감하는 여행. 함께라서 더 좋은 시간이다.

석모도

다시세운
광장

강화도

인천

토속촌
삼계탕
서울시청

교동대룡리시장

813m

1분

첫째날

강화도파머스마켓

21.3km

29분

인천 강화

소창체험관

727m

2분

인천개항누리길

558m

12분

자유공원

248m

4분

토속촌 삼계탕

3.3km

18분

다시세운광장

1.3km

6분

을지다방

402m

6분

송림수제화

166m

3분

영종도

인천개항누리길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을지다방
송림수제화
을지로골뱅이골목

조양방직

둘째날
인천 중구

경기도

차이나타운

셋째날
서울
종로구·중구

을지로골뱅이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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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시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얼굴 그대로 추억을 떠올리게

첫째날

인천

만들고, 새로이 단장해 새로운 세대와의 대화거리를 만들어주기도 한

소창체험관
소창은 화문석에 이은 강화의 특산 직물 중 하나로, 과

다. 인천 강화에서 만나는 ‘라떼’ 시절. 어려웠지만 눈빛만큼은 반짝반

거 기저귀 혹은 생리대로 사용되던 면직물이다. 소창체

짝 빛났던 그때를 추억하는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린 모두 청춘이다.

험관은 1938년에 건축된 한옥과 염색공장이 있던 옛
평화직물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강화군 전통사업인 소
창의 전통,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어 나간다.
소창 손수건 스탬프 체험, 소창 직조 시연 등이 상시 운

교동대룡리시장

영된다.

황해도 연백군에서 강화로 피난 온 실향민들이 휴전 이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고향의 시장인 ‘연박장’
을 본 떠 만든 골목시장이다. 곳곳에 그 시절 분위기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20번
길8
■ 032-934-2500
■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 10:00~17:00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3Ekrsui3

간직한 벽화, 조형물, 간판이 남아 있어 꾸며 놓은 레트
로가 아닌, 진짜 옛것의 참 멋이 근엄하게 자리를 지킨
다. 강화 특산물과 먹거리도 판매해, 추억도 배도 든든
히 채워올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35
■ 032-934-1000
■ 연중무휴
■ 상점별로 개점시간 상이
■ 입장료 없음

조양방직
약 300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직공장은 1930
년대 강화 섬유 산업을 이끌었지만, 강화 직물의 쇠락
과 함께 잠시 숨을 멈췄다. 오랜 시간 방치된 건물은 겉
모습과 뼈대의 멋스러움을 되살려 카페로 재탄생 됐다.
방직 기계가 있던 작업대는 커피 테이블로, 낡은 벽면

강화도파머스마켓

은 미술관이자 영화관으로. 곳곳에 남아있는 레트로함

강화의 특산품 및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다. 내부에서

이 감성과 취향을 저격한다.

는 특산품으로 만든 순무김치, 인삼막걸리 등 맛보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5번길 12
■ 032-933-2192
■ 연중무휴
■ 평일 11:00~20:00, 주말 및 공휴일 11:00~21:00

않으면 섭섭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파머스마켓에서 가
장 유명한 것은 참기름 병에 담아 판매하는 밀크티와
커피. 정(情)을 진하게 짜 넣은 듯한 음료는 여행 중 재
치 넘치는 한 잔의 경험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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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22
■ 010-3555-3485
■ 월요일 휴무
■ 10:00~17:00
■ 입장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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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를 통해 개항의 중심이 되던 도시, 인천. 다양한 문화가 섞여 현재

둘째날

인천

를 이루고, 문화와 문화가 더해진 자리는 역사가 되어 현대사를 보여준

제물포구락부
개항기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사교모임 장이었

다. 인천개항누리길을 중심으로 걸으며 만나는 우리의 문화, 역사, 그리

던 ‘제물포 클럽’. 일제강점기 후 각국 거류지가 철폐되

고 유산까지. 과거와 오늘을 거니는 추억 여행길로 나서자.

며 일본인들만을 위한 장소가 되었고, ‘클럽’의 일본식
발음인 ‘구락부’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인천시립박물
관으로, 인천문화원으로 사용되다가, 현재 시민들을 위

짜장면박물관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어 전시, 인문학 강
연 등을 진행 중이다.

1880년대 개항기 인천. 중국에서 건너온 화교들이 중국요리점을 열게

■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 032-765-0261 ■ 월요일 휴무
■ 09:30~17:30 ■ 입장료 없음
■ jemulpoclub.com

되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고자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짜장면이다. 짜장면의 역사와 문화, 교육과 체험까지 풍성하게 차
려진 테마 박물관이다.
■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 월요일 휴무
세) 700원, 군인 500원, 어린이
56-14
(만 12세 이하) 무료
■ 09:00~18:00(입장 마감 17:30)
■ 032-773-9812
■어
 른 1,000원, 청소년(만 13~18 ■ www.icjgss.or.kr/jajangmyeon

자유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 한미수호 통상 조약 체
결 100주년 기념, ‘한미수교 백주년 기념탑’과 인천상
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장군의 공을 기리고자 만든

인천개항박물관
1883년 개항 이후부터 일제 강점이 시작되는 1910년 이전까지의 유
물과 전시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호기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자리한다. 울창한 숲과 어우러진
산책길, 멀리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더해
져 휴식과 역사를 함께 누리기 좋다.

■ 인천광역시 제물령로 232번길 46
■ 032-760-7597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심과 재미를 더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89
■ 032-760-7508
■ 월요일 휴무

■ 09:00~18:00(입장 마감 17:30)
12세 이하) 무료
■ 어른 500원, 청소년(만 13~18세) ■ www.icjgss.or.kr/open_port
300원, 군인 300원, 어린이(만

대불호텔전시관(중구생활사전시관)

개항 이후, 제물포 지역이 청나라의 치외법권으로 지정
되며 많은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했다. 과거에는

1888년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 ‘대불호텔’. 터만 남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팔던 상점들이 대다수였으나,

그곳을 단장해, 1관은 신문물을 도입했던 호텔의 역사와 기록을 소개

120년가량이 흐른 오늘날은 중국 음식점으로 색을 이

하는 ‘대불호텔전시관’으로, 2관은 1960~70년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중구생활사전시관’으로 재현했다. 특히 중구생활사전시관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뚝 떨어진
듯한 공간으로, 우리에겐 신기함을 부모님에게는 추억을 방울방울 샘솟게 만든다.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101
■ 032-76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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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

■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휴무 ■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군인
500원, 어린이(만 12세 이하) 무료
■ 09:00~18:00(입장 마감 17:30)
■ www.icjgss.or.kr/jlhm

어간다. 한국에만 있는 중국음식인 짜장면의 탄생도 그
들의 노고 덕분. 하얀 짜장, 공갈빵, 화덕만두 등 특별한
먹거리도 맛보고, 붉은색으로 치장된 화려한 골목 투어
도 놓치지 말자.

■ 인 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26번길
12-17
■ 032-777-1330
■ 상점별로 휴무 상이
■ 상점별로 개점시간 상이
■ ic-china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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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 매초 변하는 서울이지만, 모습과 정만큼은 변치 않고 옛 얼굴 그대

셋째날

서울

로인 곳이 있다. 대를 이어 맛과 전통을 살리며 역사를 써 내려가는 장소

을지다방
“쌍화차에 노른자 동동”. 전래동화처럼 본 적은 없지

를 찾아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공감도 배부르게 채워보자. 이웃처럼 가

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 문장을 직접 읊게 될 줄

까운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난다.

이야. 1985년에 문을 연 을지다방은 오랜 시간 그때
의 감성과 분위기를 유지해온 레트로의 교과서이자
뉴트로의 선생님 격인 곳이다. BTS 2021 시즌그리팅
의 촬영 장소 중 한 곳으로 알려지며 젊은 층의 주목

토속촌 삼계탕

을 받고 있다.

수많은 서울 사람들에게 최고의 ‘삼계탕 맛집’으로 꼽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72-1
■ 02-2272-1886
■ 일요일 휴무
■ 07:00~21:00

히는 곳.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단골집으로도 알려지
며 국내외 맛탐방가들에게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

송림수제화

그릇에 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이유는 한 그릇 가득 채워 전해주는
풍미와 정 때문이다. 맛과 영양으로 채운 든든한 한 끼
를 경험해 보자.

1936년에 문을 열어 4대째 명맥을 이어가는 장인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5길 5
■ 02-737-7444
■ 연중무휴
■ 10:00~22:00(주문 마감 21:30)

신발가게. 한국전쟁 이후 영국군의 군화를 개조해 국내
첫 등산화를 만든 곳으로 유명하다. 송림수제화의 설상
화는 국내 산악인들에게 사랑받으며 남극점, 북극점까
지 이끈 명품으로도 소문났다. 등산화 외에도 일반화,
장애인화, 특수화 등 발에 꼭 맞는 맞춤 신발을 전문으

다시세운광장

로 한다. 장인의 신발에 소중한 이의 발걸음을 맡겨보

40년 세월의 옷을 꾀죄죄하게 입고 있던 낡은 전자상

면 어떨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60-1 3층
■ 02-2279-1910
■ 일요일 휴무
■ 평일 09:30~19:00, 토요일 및 		
공휴일 09:30~18:00
■ www.songlim1936.com

가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다니! 1968년에 만들어진 국
내 최초의 종합전자상가인 세운상가는 서울시 도시재
생사업인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광장, 옥상 전망

을지로골뱅이골목

대, 궁중보행길 등이 조성되며 볼거리와 놀거리가 가득
한 공간이 되었다. 라떼시절과 180° 달라진 모습. 과거
를 존중하며 변화하는 서울의 내일을 만나보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2-1
■ 02-2273-5505
■ 연중무휴
■ 11:30~21:30
■ 입장료 없음
■ sewoon.org

을지로3가역부터 중부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가량의 골목에 야외 테이블이 가득 채워진다. 한국의
옥토버페스트라 불릴 만큼 즐거움과 맛있음으로 북적
인다. 바삭하게 구워진 노가리, 매콤하게 무쳐진 골뱅
이무침에 맥주.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가볍게 즐기던 맥
주 한 잔이 새로운 문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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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44-22
■ 상점 별로 개점시간 상이

37

한강 따라 대한민국

하이파이브 course 5

여기가 한국이야 외국이야?
이국미 가득!

경기 강원

여권 없이 떠나는 세계여행

허브아일랜드
한탄강하늘다리
멍우리협곡
원대리 자작나무숲

현무암 협곡이 장관을 이루는 그랜드캐니언부터

서피비치

나폴리, 스위스, 알프스, 북유럽, 청량한 보라카이까지!

강원도

두둥실

해외여행 사진에서 보았던 이국적인 풍경들을 만나러
여권 없이 훌쩍 다녀오는 대한민국 속 눈호강 세계일주

쏠비치 호텔&
리조트 삼척

서울시

첫째날
경기 포천

허브아일랜드

27㎞

35분

한탄강하늘다리

6.4㎞

13분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9.3㎞

15분

쁘띠프랑스

400m

8분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쁘띠프랑스
피노키오와 다빈치

멍우리협곡

둘째날
경기 가평

장호항

육백마지기

경기도

피노키오와 다빈치

셋째날
강원 인제·양양

원대리 자작나무숲

80㎞

1시간10분

양양 서피비치

8.3㎞

10분

육백마지기

107㎞

2시간10분

쏠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30㎞

35분

충청북도

양양 두둥실

넷째날
강원 평창·삼척

장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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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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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적인 풍경들을 만나러 훌쩍 떠나보는 대한민국 속 세계일주. 첫날

첫째날

경기

일정은 현무암 협곡이 장관을 이루는 경기도 포천에서 시작한다. 아기

한탄강하늘다리
국내 유일의 현무암 침식 하천인 한탄강 주상절리의 웅

자기한 유럽 마을을 찍고, 웅장한 그랜드 캐니언까지 하루에 만나보는

장함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명소. 강바닥에

스펙터클한 여정이다.

서 50m 높이에 설치된 길이 200m, 폭 2m 규모의 보
행자 전용 다리다. 다리 중간 지점에 투명유리 바닥을
설치하여 아찔함을 더하는데, 성인 1500명이 동시에

허브아일랜드
허브의 원산지인 지중해의 ‘생활 속의 허브’를 테마로
운영되는 식물 박물관. 아름다운 야외 정원과 유럽풍
건물로 이루어진 13만 평의 공간은 ‘한국의 작은 유럽’
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곤돌라를 탈 수 있는 베네
치아존, 산타하우스가 있는 산타마을 등 볼거리와 체험
거리가 다양하다. 저녁 7시엔 불빛이 점등되어 동화 같
은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경기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35
■ 031-535-6494
■ 수요일 휴무
■ 평일, 일요일 10:00~21:00, 토요일·공휴
일 10:00~22:00
■ 어른(17세 이상) 9,000원, 어린이(37개월
~중학생) 및 노인(65세 이상) 7,000원, 36
개월 이하 영유아 무료입장
■ www.herbisland.co.kr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튼튼한 다리이니 안심하고 건
너도 좋다.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207
■ 031-538-3030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 연중무휴
■ 09:00~18:00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3y9Gllf

멍우리협곡
‘한국의 그랜드캐니언’이라 불리는 웅장하고 신비로
운 협곡. 세계적인 지질자원의 보고인 한탄강 일대는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됐다. 멍우리협
곡은 한탄강에 흐른 용암의 형성과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지점이다.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30~40m
높이의 U자형 협곡과 양쪽의 서로 다른 비대칭 협곡이
주상절리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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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783-1
■ 031-538-3030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 www.hantangeopar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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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에서 떠나는 유럽여행!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가평에는 유럽

둘째날

경기

의 풍경을 재현한 마을이 모여 있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고장 스위스, 어린왕자의 나라 프랑스, 피노키오와 다빈
치의 나라 이탈리아까지!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유럽에서 가장 예쁜 여행지 스위스의 정취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곳. 가평의 산자락과 아기자기한 스위스풍 건
물 23채가 어우러져 스위스의 작은 마을을 재현한 테
마파크다. 스위스테마관, 러브프로포즈관, 산타빌리지
등의 테마관과 와인•치즈 박물관 등의 전시공간, 거기
에 양목장과 레스토랑까지 갖췄다. 어디서 찍어도 동화
같은 사진이 탄생하니 인생사진에 욕심을 내보자.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다락재로 226-57
■ 031-585-3359 ■ 연중무휴
■ 평일 10:00~18: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 어른 8,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36개월~ 초등학생) 5,000원
■ www.swissthemepark.com

쁘띠프랑스
한국 안의 작은 프랑스 마을. 전세계 어린이와 어른들

피노키오와 다빈치

에게 꿈과 희망을 일깨워주는 어린왕자를 컨셉으로
조성된 국내 유일의 프랑스 테마파크다. <별에서 온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동화 속 주인공 피노키오와 거장

그대>, <시크릿가든> 등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을 주제로 하는 이탈리아

경으로 등장한 파스텔톤의 마을은 프랑스 거리를 고
스란히 옮겨온 듯 낭만이 가득하다. 마리오네트 공연,
오르골 시연, 기뇰 인형극 등 다양한 프랑스 문화 체험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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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테마파크.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전통 주택과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063
■ 031-584-8200
■ 연중무휴
■ 09:00~18:00
■ 어른 10,000원, 청소년(중·고등학생) 8,000
원, 어린이(36개월~초등학생) 6,000원
■ www.pfcamp.com

베네치아 수상 마을을 모티브로 한 전시관에서 다양한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073-56 이
태리마을
■ 031-5175-8929
■ 연중무휴
■ 09:00~18:00
■ 어른 18,000원, 청소년(중·고등학생)
14,000원, 어린이(36개월~13세) 9,000원
■ www.pinovinci.com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피노키오의 모험 공연, 퍼펫쇼,
베니스 가면 그리기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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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는 소복소복 눈 쌓인 북유럽의 자작나무 숲이, 한여름에는 청

셋째날

강원

량한 휴양지 보라카이와 발리가 그리워진다면, 강원도로 힐링 여행을

양양 서피비치
‘한국의 보라카이’라 불리는 이국적인 프라이빗 비치.

떠나보자. 물론, 여름과 겨울이 아닌 계절에도 이국적인 풍경을 뽐내는

하조대해수욕장 북쪽 1km 구간에 서핑 전용 해변과

장소들이니 365일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다.

스위밍존, 빈백존, 칠링존, 해먹존 등이 외국의 휴양지
처럼 꾸며져, 서퍼뿐 아니라 일반 여행자들의 감성도
제대로 자극한다. 서프 스쿨에서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원대리 자작나무숲
하얀 눈으로 뒤덮인 숲과 새하얀 자작나무가 빼곡한 풍
경. 북유럽의 겨울을 연상시키는 자작나무숲은 강원도
인제군이 자랑하는 자연 생태관광지다. 수령 30년이
훌쩍 넘은 자작나무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모습은
사계절 아름답지만, 순백의 신비로운 겨울 풍광이 특히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763-4
■ 033-463-0044
■ 월·화요일 휴무(휴무일이 명절 및 공휴일
과 겹치는 경우 정상 운영)
■ 하절기(5.1~10.31) 09:00~18:00(입산 가
능시간 09:00~15:00) / 동절기(11.1~3.1)
09:00~17:00(입산 가능시간 09:00~14:00)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2Wl0qbl

까지 맞춤 서핑 강습을 받은 뒤, 선셋바에서 비치 파티
를 즐겨보자. 짜릿하고 달콤한 힐링이 바로 여기 있다.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해안길 119
■ 1522-2729
■ 연중무휴
■ 09:00~02:00
■ 입장료 없음 / 해변에 설치된 시설 이용시 서피패스 1일 1
만원(음료 쿠폰 포함)
■ www.surfyy.com

압권이다. 어린이 동반 가족이라면 유아숲 체험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겨보자.

양양 두둥실
‘양양의 작은 발리’를 꿈꾸는 카페 겸 라운지 바. 인도네
시아에서 공수한 자재들로 장식한 카페는 구석구석 멋
스럽다. 여름에만 운영하는 수영장은 카바나, 선베드,
빈백과 파라솔이 어우러져 완벽한 휴양지 풍경을 완성
한다. 한여름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며 칵테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밤 수영은 황홀 그 자체. 수영을 하지 않고
카페만 이용할 수도 있다.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창리길 29
■ 0507-1444-0770
■ 연중무휴
■ 영업시간 홈페이지 확인
■ 수영장 이용시 카바나set 300,000원, 선베드set 200,000
원, 파라솔 150,000원 / 아메리카노 8,000원, 논알콜 칵테일
12,000원 등
■ www.instagram.com/dudungsil_ya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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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이 떠나는 세계여행의 마지막 날은 안구 정화 코스다. 산과 바다

넷째날

강원

를 모두 품은 강원도의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떠나본다. 유럽 감성 가득

장호항
맑고 투명한 바닷물을 자랑하는 ‘한국의 나폴리’. 눈이

한 샤스타데이지가 만발하는 평창을 시작으로, 랄라라 콧노래가 절로

시리도록 파란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나오는 한국의 산토리니를 거쳐 한국의 나폴리에 풍덩 빠져 보자.

풍경을 완성한다. 여름이면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스노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 033-572-3011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2UKyXiI

클링을 즐기려는 피서객으로 붐빈다. 맑은 바닷속을 들
여다볼 수 있는 투명 카약과 장호항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는 장호항의 명물이니 꼭 즐겨보자.

육백마지기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한국의 알프스’. 평창군 남쪽 청
옥산의 평원 지대로, 축구장 6개를 합친 만큼 드넓다.
탁 트인 하늘 아래 20여 기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장관인데, 6월이면 새하얀 샤스타데이지가 초
원을 뒤덮어 절경을 이룬다. 뭉게구름 위로 피어오르는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데다, 밤에는 수
많은 별들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어,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길 583-76
■ 033-330-2436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3moNQTj

쏠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새하얀 외벽과 새파란 지붕의 건물이 환상적인 바다 풍
경과 어우러진 ‘한국의 산토리니’. 쏠비치 호텔&리조트
삼척은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으로 유
명한 숙소다. 사계절 워터파크, 레스토랑과 바가 달콤
한 휴식을 제공한다.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에게해의 감
성을 경험할 수 있다. 산토리니 광장 등 그리스 느낌을
살린 포토존과 장식물에서 기념사진을 남겨보자.
■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453
■ 1588-4888
■ 연중무휴
■ 숙박시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참조
■ www.sonohotelsresorts.com/s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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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따라 대한민국

하이파이브 course 6

OLD & NEW 핫플 정복!

충북

강원

훌쩍 떠나는 힐링 우정여행

강원도

로미지안가든

내륙의 바다 충주호부터 매 걸음마다 힐링이 되는 강원도까지.
소중한 친구와 단양·원주·정선의 명소를 두루 정복하며
새파란 청춘의 한 페이지를 싱그럽게 장식해 보자.

뮤지엄 산

정선 화암동굴

경기도

소금산
출렁다리
장회나루 유람선

13㎞

20분

첫째날

이끼터널

13㎞

30분

충북 단양

단양 패러글라이딩

1.4㎞

8분

소금산 출렁다리

11.4㎞

15분

둘째날

뮤지엄 산

19.4㎞

30분

강원 원주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320m

5분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강원감영
장회나루 유람선

병방치 스카이워크&
짚와이어
단양 패러글라이딩
카페산
이끼터널

카페산

강원감영

셋째날
강원 정선

충청북도

경상북도

로미지안가든

28㎞

35분

정선 화암동굴

20.2㎞

28분

병방치 스카이워크&짚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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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소백산과 아름다운 남한강을 동시에 품은 단양은 중부내륙 지역

첫째날

의 인기 관광지다. 물 위에서, 산꼭대기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을

충북

즐기고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인생사진을 남기는 단양여행 코스를 소
개한다. 단양의 산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며 친구와의 힐링여행을
시작해 보자.

장회나루 유람선
1985년 충주댐이 건설되며 만들어진 충주호는 충청
북도 충주, 제천, 단양을 아우르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인
공호수이다. 유람선은 5곳에서 탑승할 수 있는데, 단
양 장회나루는 가장 경치가 빼어난 뱃길 코스로 꼽힌
다. 희고 푸른 바위들이 힘차게 솟은 옥순봉,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이 거북을 닮은 구담봉 등 단양팔경을
눈에 담으며 왕복 25km 구간을 유람할 수 있다.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단양 패러글라이딩
■ 선착장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3811-19
■ 1833-5880
■ 연중무휴
■ 출항시간 평일 11:00, 13:00, 15:00, 16:00
/ 주말 10:00~17:00(한 시간 간격, 매시 정
각 출발)
■ 어른(중학생 이상) 14,000원, 어린이(36개
월~초등학생) 9,000원
■ www.chungjuhocruise.co.kr

단양은 레저스포츠로 유명한 도시다. 특히 양방산은 정
상에 5개의 활공장과 활공연습장 등을 갖춘 패러글라
이딩의 1번지라 불린다. 양방산 정상에 위치한 양방산
활공장에서는 전문 파일럿과 함께 2인 1조로 비행을
하며 하늘을 훨훨 날아볼 수 있다. 단양 시내와 굽이치

■양
 방산전망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길 350 / 043-420-2572
■패
 러글라이딩 문의		
•단양 패러글라이딩 패러에반하다 		
0507-1387-1090
•단양 스카이패러글라이딩 043-421-2688
•더쎈패러글라이딩 0507-1319-2676
•단양 패러명가 0507-1348-3326
•단양패러마을 043-421-3326
•코리아패러글라이딩 0507-1306-1162

는 남한강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짜릿한 자유
를 만끽해 보자.

이끼터널
초록초록한 배경에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소.

카페산

충주댐이 완공된 후 폐선된 철로를 포장해 만든 길이

해발 600m, 하늘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카페. 소백산

다.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6~8월이 되면 도로 양쪽

자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경치를 감상하

의 벽면이 초록색 이끼로 예쁘게 뒤덮이고 옹벽 위에서

며 커피와 음료,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다. 이륙장에서

자란 나무들이 자연 터널을 만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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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체험도 가능하다. 특히 탁 트인 하늘이
■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29-2
■ 043-422-1146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 www.danyang.go.kr/tour

붉게 물들며 노을이 지는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
을 선사할 것이다.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두산길 196-86
■ 0507-1353-0868
■ 연중무휴

■ 평일 09:30~19:30, 주말 및 공휴일 08:30~19:30
■ cafesanndy.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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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의 일정은 드라마틱하다. 아찔한 다리를 건너며 멋진 산세를

둘째날

강원

감상한 뒤, 복합문화공간에서 예술 감성을 한껏 충전해 본다. 원주 시내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1950년대 오일장으로 시작, 영서권을 아우르는 대표

에서 활기찬 시장 투어와 고즈넉한 야경까지 즐기면 옛것과 새것, 대자

시장이 된 원주중앙시장은 1970년대에 지은 2층짜리

연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알찬 하루 코스가 완성된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위치한다. 가·나·다·라 네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로를 탐험하듯 좁다란 시
장 골목과 아기자기한 상점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하다.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의 2층은 요즘 감성의 카

<무한도전> 등 수많은 매스컴에 등장한 소금산 출렁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라동에는 <백

다리는 길이 200m, 폭 1.5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산 악

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음식점들이 모여 있다.

페와 공방이 주를 이루는 뉴트로 스타일 청년몰로, 젊은

보도교다. 약 500개의 계단을 오르면 ‘작은 금강산’ 소
금산의 빼어난 경관이 한눈에 담기는 출렁다리에 도착
한다. 지상 100m 공중에 떠 있는 산악보도교는 바닥
에 구멍이 숭숭 뚫려 발걸음을 섣불리 떼지 못하게 하
는데, 힘차게 걷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다리가 출
렁대 더욱 아찔하지만 용감하게 도전해볼 만하다.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12
■ 033-749-4860
■ 첫째·셋째주 월요일, 명절당일 휴무
■ 하절기(5~10월) 09:00~18:00, 동절기
(11~4월) 09:00~17:00 / 매표시간은 마감
시각 1시간 전까지
■ 일반(만 7세 이상) 3,000원, 		
원주시민 1,000원
■ https://bit.ly/3mBpoMJ

■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길 2
■ 033-743-2570
■ 공식 휴무는 둘째·넷째 일요일이나, 점포에 따라 문을 열
기도 함
■ 10:00~20:00 (점포별로 상이)
■ 입장료 없음
■ www.miromarket.com

강원감영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청이었던 강

뮤지엄 산

원감영은 1395년부터 1895년까지 500년간 강원도

뮤지엄 산은 예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자, 원주의 자

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원주 도심에 위치해 고즈넉한

연과 세계적인 건축 거장 안도 다다오가 합작해 만

전통 관아 건물과 빌딩숲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선

든 살아있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미

사한다. 특히 연못에 알록달록한 반영이 만들어지는 후

술관, 박물관, 공원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순도

원의 밤풍경이 아름답다. 강원감영에서 하루 여정을 마

100%의 힐링을 누릴 수 있다. 웰컴센터, 본관, 제임스
터렐관 등 3개의 건물은 빛, 물, 콘크리트로 만든 예술
작품을 방불케 한다. 최고의 포토 스팟은 카페 테라스.
하늘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잔잔한 연못과 초록빛 풍
성한 산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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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2길 260
■ 033-730-9000
■ 월요일 휴무
■ 뮤지엄 10:00~18:00 / 제임스 터렐관
10:30~17:30 / 명상관 10:25~17:05(1, 2월)
■ 기본권(야외가든 + 종이박물관 + 미술관)
어른 19,000원, 어린이 및 청소년(초·중·고
등학생) 11,000원, 미취학 아동 무료
■ www.museumsan.org

무리하며 로맨틱한 밤 마실을 즐겨 보자.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85
■ 033-737-4767
■ 연중무휴
■ 09:00~22:00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388M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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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일상을 잊고 싶을 때는 걷는 게 제일이다. 깨끗한 자연 속을 뚜벅

셋째날

강원

뚜벅 산책하노라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기분이다. 친구와 함께

정선 화암동굴
금광이었던 옛 천포광산을 ‘금과 대자연의 만남’이라는

떠나는 우정여행의 마지막 날은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는 여정. 다

주제로 개발한 테마형 동굴. 금을 채광하던 천포광산의

채로운 비경을 걷고 즐기며 진정한 힐링을 누리는 시간이다.

갱도와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된 석회석 및 종유석 생성
물을 볼 수 있는 천연동굴이 연결돼 있다. 금광맥의 발
견부터 채취까지 모든 과정을 재연해 놓아 체험교육에

로미지안가든
‘치유와 성찰의 숲’을 추구하는 로미지안가든은 장엄한
풍광을 가진 가리왕산 화봉에 자리잡은 10만 평 규모
의 정원으로, 한국관광공사 지정 ‘2021 추천 웰니스 관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어도원길 12
■ 033-562-3382
■ 연중무휴(설날·추석 당일 휴무)
■ 09:00~17:00(입장은 폐장 1시간 전까지
가능)
■ 어른 15,000원, 청소년·어린이 7,000원
■ www.romyziangarden.com

적합하며 일년 내내 14도 정도의 내부 온도를 유지해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좋다.

광지’로 선정된 힐링 여행지다. 생명의 소리길, 로미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동굴길 12
■ 033-560-3410
■ 연중무휴
■ 09:00~18:00(입장마감 17:00)
■ 어른 5,000원, 중·고등학생 3,500원, 어
린이 2,000원 / 모노레일 : 어른 3,000원,
중·고등학생 2,000원, 어린이 1,500원
■ https://bit.ly/3jkRV9f

안 메인테마코스, 잃어버린 나를 찾는 순례길 등 명상
과 사색에 알맞은 7개의 산책로를 제공한다. 카페, 금
강송 산림욕장, 베고니아 스마트팜 등 다양한 마음 치
유 시설도 갖췄다.

병방치 스카이워크
& 짚와이어
정선 병방치 전망대는 동강이 만들어낸 한반도 모양
의 지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이 비경을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고자 한다면, 스카이워크를 걸
어보자. 해발 583m 절벽 끝에 조성된 투명한 유리 바
닥을 걷고 있으면 하늘을 걷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좀더 커다란 스릴을 원한다면, 병방산 정상에서
동강까지 1.2km를 시속 120km 속도로 하강하는 아
찔한 짚와이어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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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병방치길 225
■ 033-563-4100
■ 연중무휴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10:00~17:00
■ 스카이워크 : 어른 2,000원, 청소년·어린
이 1,000원 / 짚와이어 : 1인 40,000원
■ www.ariihill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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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따라 대한민국

하이파이브 course 7

신나게 놀며 창의력 쑥쑥!
즐겁게 배우며 지식 쑥쑥!

인천

강원

충북

아이와 오감자극 가족여행

강원도

강화 고인돌 유적
경기도

어린이를 위한 테마파크에서 신나게 놀고,

옥토끼우주센터

체험형 미술관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북돋아주고,
자연과 과학에 대한 지식까지 얻을 수 있다면?

별마로 천문대

인천 강화·강원·충북으로 아이도 어른도 만족할 1석3조 여행을 떠나보자.

서울

동막해변

한반도지형
젊은달
와이파크
오대호아트팩토리

펫힐링
달빛동물원

첫째날
인천 강화

강화 고인돌 유적

15㎞

25분

옥토끼우주센터

12.6㎞

20분

청풍호반 케이블카& 모노레일
청풍문화재단지

동막해변

충청북도

젊은달와이파크

13㎞

18분

둘째날

한반도지형

9.3㎞

15분

강원 영월

펫힐링 달빛동물원

18.9㎞

30분

청풍호반 케이블카 & 모노레일

1.2㎞

3분

청풍문화재단지

53㎞

50분

충청남도
경상북도

별마로 천문대

셋째날
충북 제천·충주

오대호아트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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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는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다

첫째날

인천

양해 가족여행 목적지로 인기가 많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거대한 고인

옥토끼우주센터
과학, 예술, 탐험, 놀이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우주항

돌부터, 흥미진진한 우주 체험과 신나는 갯벌 체험까지! 즐길거리 풍성

공기술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는 항공우주과학관과 공

한 강화도에서 오감자극 가족여행 첫날을 시작해보자.

룡의 숲, 로봇 공원, 사계절 썰매장과 물놀이시설, 로고
스 가든 등으로 이뤄진 야외테마공원으로 나뉘어 있
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즐기며 신나게 놀다 보면 아

강화 고인돌 유적
강화에는 고인돌 150여 기가 분포해 ‘지붕 없는 박물
관’이라 불린다. 하점면 부근리에 위치한 강화 부근리
지석묘(사적 제137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인돌
로, 길이 71m, 높이 26m, 넓이 55m에 달하는 북방식
고인돌이다. 2000년에 고창, 화순의 고인돌과 함께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30-2
■ 032-933-3624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3zkdr2h

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저절로 깨어날 것이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 032-937-6917
■ 연중무휴
■ 평일 10:00~17:30, 주말 및 공휴일 09:30~19:00
■ 어른(13세 이상) 15,000원, 어린이(36개월 이상~만12세)
16,000원, 유아(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8,000원, 경
로(만 65세 이상) 12,000원 / 성수기 : 어른(13세 이상)
16,000원, 어린이(36개월 이상~만 12세) 17,000원, 유아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9,000원, 경로(만 65세 이상)
13, 000원
■ www.oktokki.com

동막해변
천혜의 갯벌을 자랑하는 강화도 본섬의 유일한 해수
욕장.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폭
10m, 길이 200m의 해변으로, 가족여행객이 사랑하
는 여름 휴양지다. 특히 갯벌 체험 장소로 인기가 많
다. 물이 빠지면 직선 4km까지 갯벌로 변해 칠게, 쌀
무늬고둥, 갯지렁이 등 수많은 갯벌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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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481
■ 032-937-4445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3hBQ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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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강원

강원도 남부 내륙지방에 위치한 영월은 첩첩산중을 휘감는 동강과 서강

펫힐링 달빛동물원

을 따라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도시다. 체험형 미술관에서 인생사진

동물원을 품은 복합체험공간이자 가족 힐링 여행지. 동

을 찍고, 동물들과 교감하고, 반짝이는 별을 꿈꾸며 감성이 한 뼘 자라

물원, 캠핑장, 실내멀티체험관, 승마체험장 등으로 구

나는 시간. 영월에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감흥을 선사할 즐길거리가 넘
쳐난다.

성된다. 동물원에서는 사슴, 포니, 알파카, 무플런 등 여
러 동물들을 만나고,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승마
체험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활동. 셔틀랜드
포니에 올라 타고 한 바퀴 100m 길이의 승마 코스를

젊은달와이파크

체험하며 말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SNS에서 사랑받는 인생사진 명소. 방치되던 술샘박물
관을 개조하여, 최옥영 작가의 공간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한 재생미술관이다. 현대미술관, 박물관, 공방, 카
페로 구성된 복합예술공간으로, 자연과 대비되는 화려
한 붉은색 조형물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예술
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의 주인공이

■ 강원도 영월군 남면 나뱅이길61
■ 033-373-0995
■ 연중무휴
■ 09:00~18:00(하절기 연장운영)
■ 어른 7,000원, 청소년(만 13~18세) 6,000
원, 어린이·유아(25개월~만 12세) 5,000
원 / 동물먹이주기체험 2,000원 / 승마체
험패키지(입장권+승마체험) 18,000원 /
초콜릿체험패키지(입장권+초콜릿체험)
15,000원 / 실내키즈카페 5,000원
■ moonlightzoo.kr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이 가능하다. ‘2020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별마로 천문대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67-9
■ 연중무휴
■ 033-372-9411
■ 10:00~18:00(입장은 17:00까지)
■ 어른·청소년(13~19세) 15,000원, 어린이(36개월~12세)
10,000원
■ www.ypark.kr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란 뜻을 가진 별마로 천문대
는 봉래산 정상에 우뚝 선 국내 최대 규모의 천문대로,
다양한 망원경을 통해 달과 별, 행성 등을 직접 관측해
볼 수 있다. 천체투영실에서는 8.3m의 돔 스크린에 가
상의 별을 투영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약 9500여 개의

한반도지형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별자리와 로마
신화 등의 이야기와 함께 들으면 더욱 흥미롭다.

서강이 시작되는 곳에 위치한 ‘한반도지형’은 그 모양
이 한반도와 비슷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영월의 명승
지. 굽이쳐 흐르는 하천의 침식과 퇴적에 의해 탄생한
지형인데, 우리나라의 모양뿐 아니라 지형 특성까지 그
대로 닮아 더욱 신비롭다. 좌측에는 서해를 닮은 모래
사장이, 우측에는 동해를 연상시키는 절벽이 형성돼 있
다. 전망대에 오르면 우리나라 지도 모양의 한반도지형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로 555
■ 033-374-4215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3hVNoJh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천문대길 397
■ 033-372-8445
■ 월요일, 명절연휴, 공휴일 다음날 휴무
■ 하절기 15:00~23:00, 		
동절기 14:00~22:00
■ 어 른 7,000원, 청소년(중·고등학생)
6,000원, 어린이(7세~초등학생) 5,000원,
경로(만 65세 이상) 3,500원
■ www.yao.or.kr

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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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의 바다’ 청풍호가 있는 충청북도는 남녀노소가 반할 만한 여행지

셋째날

충북

다. 예부터 바람이 맑고 달이 밝아 ‘청풍명월’이라고 불린 제천과, 어린

청풍문화재단지
충주댐을 건설하며 옛 청풍 관아를 중심으로 산재한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색 체험 공간이 있는 충주에서 2박3일 오

소중한 문화재들이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43점의 문

감만족 가족여행의 대미를 장식해보자.

화재를 원형 그대로 이전하여 조성한 문화재 마을. 관
아, 향교, 민가 등 조선시대 가옥은 물론 보물과 문화
재, 유물 등을 통해 옛날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청풍호반 케이블카 &
모노레일
청풍호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해발 531m 비봉산 정상에
오르면 푸르른 호수와 초록빛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파
노라마로 펼쳐진다. 비봉산 정상에 가는 방법은 두 가
지. 청풍호반 케이블카를 타면 정상까지 9분 만에 도착
한다. 좀더 스릴 있는 코스를 원한다면 청풍호관광모노
레일을 이용해보자. 청풍면 도곡리역에서 출발해 정상

■ 케이블카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문화
재길 166 / 모노레일 : 충청북도 제천시 청
풍면 청풍명월로 879‑17
■ 케이블카 : 043-643-7301 / 모노레일 :
043-653-5121
■ 연중무휴
■ 케이블카 : 09:30~17:30 / 모노레일 :
09:30~16:30
■ 케이블카 : 왕복 어른 15,000원부터, 어
린이(36개월 이상~초등학생) 11,000원
부터 / 모노레일 : 어른 12,000원, 어린이
9,000원
■ www.cheongpungcablecar.com

교육의 장이다. 청풍문화재단지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망월루에 올라 청풍호의 시원한 풍광을 한눈
에 내려다보는 것도 잊지 말자.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 043-647-7003
■ 연중무휴
■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관람 종료
한 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 어른 3,000원, 청소년(중·고등학생) 2,000원, 어린이
1,000원
■ https://bit.ly/3i4YfAC

까지 23분 동안 천천히 산을 오르는데, 가파른 곳은 경
사가 50도 이상이라 아찔함을 선사한다.

오대호아트팩토리
국내 최초의 정크 아트 놀이터. 폐교가 된 옛 능암초
등학교에 국내 1호 정크아티스트 오대호 작가의 작품
1200여 점을 전시한 이색 테마파크다. 산업시대의 폐
품들로 만든 작품들을 직접 만지고 느끼며 도구와 기
계의 원리 및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오대호 작가가
직접 창작한 이색자전거 무료 체험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꿀잼 포인트!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가곡로 1434
■ 043-844-0741
■ 월요일 휴무(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영업)
■ 10:00~18:00(관람종료 30분 전 까지 입장 가능)
■ 어른·어린이 5,000원
■ www.5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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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따라 대한민국

하이파이브 course 8

산과 강, 하늘을 가로지르며

인천

강원

충북

두근두근 짜릿짜릿
액티비티 투어

강원도

강화레포츠파크

경기도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초심자를 위한 트레킹부터, 강심장을 기다리는 짚와이어까지!

강원쥬라기랜드

아름다운 산과 강, 하늘을 누비노라면 한시도 심심할 틈이 없다.

오감을 자극하는 짜릿한 체험으로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이 시작된다.

서울시

횡성루지
소나타 오브 라이트
만천하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송도 코마린
이스트보트하우스

도담삼봉

첫째날
인천

강화레포츠파크

14.1㎞

25분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43.2㎞

55분
충청남도

송도 코마린 이스트보트하우스

둘째날
강원 횡성·원주

충청북도

강원쥬라기랜드

28.5㎞

30분

횡성루지

35.9㎞

35분

도담삼봉

7.1㎞

10분

만천하스카이워크

116m

2분

경상북도

소나타 오브 라이트

셋째날
충북 단양

단양강 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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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이토록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니! 한 마리 새가 되어 숲

첫째날

인천

속을 비행하는 짚라인, 동양 최대 규모의 루지를 경험하며 스릴만점 액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무동력 바퀴 썰매를 타고 땅의 경사와 중력만을 이용해

티비티 투어를 시작한다.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뽐내는 송도국제도시에

내려오는 루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액티비

서 수상 레포츠를 즐기며 첫째날 여정을 마무리해보자.

티로 인기가 높다. 강화루지는 트랙 규모 1.8km로, 오
션코스와 밸리코스 2개 코스로 구성된다. 곤돌라를 타
고 올라가 루지를 타고 내려오며 짜릿한 속도감과 훌륭

강화레포츠파크
숲으로 떠나는 모험 어드벤처! 강화도 중심부에 위치한
혈구산의 티앤림 자연휴양림에 조성된 강화레포츠파
크는 5개 코스 총 길이 1km의 짚라인과 18개의 장애
물 극복 체험 시설 어드벤처 코스, 클라이밍 시설 등 다
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한다. 짚라인을 타고 강화도의 하

한 조망을 즐겨보자. 곤돌라는 약 5분, 루지는 안전교
육 포함 약 20분 소요.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217
■ 032-930-9000
■ 연중무휴
■ 평일 10:00~18: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 주중 루지&곤돌라 15,000원 부터~ / 주말 및 공휴일 루
지&곤돌라 19,000원 부터~
■ www.ganghwa-resort.co.kr

늘을 가르며 아름다운 자연과 짜릿한 스릴을 동시에 경
험해보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546-34
■ 032-937-7481
■ 화요일 휴무
■ 월요일 10:00~15:00, 수요일 13:00~18:00, 		
목·금요일 10:00~18:00, 주말 및 공휴일 09:00~19:00
■ 짚라인 5개구간 38,000원, 어드벤처 25,000원 등
■ www.tianlim.co.kr

송도 코마린
이스트보트하우스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즐기는 도심 속 수상레저 체험.
고층 건물들 가운데 녹색공원과 수로가 펼쳐진 센트
럴파크는 낭만과 휴식이 공존하는 인천의 명소다. 센
트럴파크를 가장 낭만적으로 즐기는 방법은 수로를
누비는 것. 이스트보트하우스에서 카누, 카약, 보트를
타고 해수로를 유람하며 센트럴파크의 화려한 경관을
감상해보자. 분홍빛 석양과 반짝이는 야경 감상도 놓
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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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
■ 032-831-4609
■ 연중무휴
■ 09:00~21:00(마감시간은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변동)
■ 카약 3명(어린이 1인 포함) 60분 27,000원
/ 카누 3명 60분 27,000원 / 패밀리보트 5
명(어린이 1인 포함) 30분 35,000원 등
■ www.komar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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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에는 레포츠 투어의 메카 강원도로 떠난다. 오프로드를 달리는

둘째날

강원

사륜 ATV를 타고, 진짜 도로를 코스로 개발한 루지를 즐기며 색다른 재
미를 누려본다. 하루의 마무리는 로맨틱하게! 환상적인 빛의 향연 속에
서 눈호강하며 추억까지 챙기는 알찬 여정이다.

강원쥬라기랜드
사륜바이크(ATV)는 어떠한 지형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사륜차를 직접 운전하며 짜릿한 스릴을 느껴보는 레저
스포츠다. 강원쥬라기랜드는 방송에도 등장했던 ATV 코
스를 운영하는 곳으로, 계곡, 진흙탕길, 숲속길, 갈대숲길
등 거친 오프로드를 가로지르며 모험을 즐길 수 있다. 아
름다운 경치 구경과 예쁜 기념사진은 보너스! 서바이벌
게임과 어린이 미니 전동바이크 체험도 가능하다.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
646-18
■ 010-7456-3937

■ 연중무휴(사전예약 확인)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6:00

■ 기본코스 25,000 원, 산악투어 35,000원
부터, 어린이전동ATV 25 ,000 원,
서바이벌사격체험 10,000원 등
■ kwjrssic.modoo.at

소나타 오브 라이트
원주 오크밸리 골프빌리지의 산책로에는 밤이 되면 화
려한 빛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5가지 테마로 구성된
약 1.5km의 산책로를 걸으며 형형색색 조명들의 화려
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울창한 나무와 골프장을 배

횡성루지

경으로 펼쳐지는 3D 맵핑쇼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환

한 번으로는 아쉬운 루지! 횡성에서 또 한 번 탑승하며
짜릿함을 두 배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 횡성루지는 폐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1길 66 오
크밸리 리조트 골프빌리지 빌리지센터 산
책로 숨길
■ 033-730-3146 / 1588-7676
■ 연중무휴
■ 19:00~22:00(입장 및 매표마감 21:00)
■ 어른 20,000원, 어린이(36개월~초등학
생) 15,000원
■ https://bit.ly/3B6K4SD

상적인 비주얼을 갖췄다. 눈과 귀가 즐거운 로맨틱한
밤 산책을 즐겨보자.

쇄되어 방치되던 국도42호선을 그대로 살려 조성해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기존의 도로와 숲, 자연 그대
로에 다양한 테마구간을 더한 2.4km의 코스는 실제 도
로를 이용해 운전과 유사한 느낌을 제공한다. 단일코스
로는 세계 최장 길이의 루지다.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 033-342-5503~4 ■ 연중무휴
■ 3~11월에만 운영 / 매일 10:00~18:00, 7~8월 매일
09:20~20:00(티켓 판매는 운영시간 40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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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1회권 12,000원, 2회권 21,000원 / 		
성수기(주말·공휴일·7~8월) 1회권 25,000원, 		
2회권 24,000원
■ http://luge.hs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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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맑고 공기 깨끗한 단양은 다채로운 이색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액티

셋째날

충북

비티의 고장으로 명성이 높다.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물 위를 유람하고,

만천하스카이워크
남한강 수면에서 80~90m 위에 25m 높이로 세워진

산 꼭대기에서 익스트림 레포츠를 즐기며 단양의 수려한 산수를 온몸으

전망대. 삼지창 모양으로 삐져 나와 있는 스카이워크

로 체험해보자.

끝에 서면 남한강의 절경이 한눈에 담긴다. 길이 15m
폭 2m의 유리 바닥을 걸으며 까마득한 아래 강물을
내려다보면 절벽 위를 거니는 듯 아찔하다. 980m 길

도담삼봉
단양8경 중 으뜸으로 꼽히는 명승지. 유유히 흐르는 남
한강 한가운데, 높이 6m의 장군봉과 왼쪽의 첩봉, 오른
쪽의 처봉 등 원추 모양의 세 봉우리가 솟아 있다. 황포
돛배를 타고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신비로운 절경을 감
상하면서, 이황, 김정희, 김홍도 등이 이곳을 주제로 수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13
■ 043-422-3037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 황포돛배 어른 3,000원, 청
소년·어린이 2,000원
■ https://bit.ly/3BqPA2P

이의 짚와이어, 자연지형을 그대로 반영한 알파인코스
터를 타고 아름다운 풍경을 색다르게 감상해도 좋다.
■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옷바위길 60-186
■ 043-421-0014~5
■ 월요일 휴무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10:00~17:00(현장 발권은
이용시간 1시간 전까지)
■ 어른 3,000원, 어린이·청소년·경로 2,500원
■ www.mancheonha.com

많은 시와 그림을 남긴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단양강 잔도
남한강 강물 위 20m, 암벽에 조성된 잔도를 걸으며 짜
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트레킹 코스. 남한강변을 따
라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1.2km가량 이어지는 벼랑
길이다. 한쪽으로는 거친 암벽을, 다른 한쪽으로는 옥
빛의 남한강과 수려한 소백산 풍경을 조망하며 걸어
보자. 심신이 맑게 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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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31
■ 043-422-1146
■ 연중무휴
■ 입장료 없음
■ https://bit.ly/3BqPA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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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ourse 1

역사문화 체험여행

서울공예박물관
뮤지엄김치간
어라연 전각연구소
한국의집
남산골한옥마을
수원화성
화성행궁
한국민속촌
영월루 &강변유원지
중원당
증평민속체험박물관
문의문화재단지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서울중구 문화관광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라이브스튜디오 한국관광공사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라이브스튜디오 한국관광공사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충주시 문화관광
증평관광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course 3 수도권

인생사진여지도

서서울호수공원
더현대 서울
청운문학도서관
한양도성길
마장호수&출렁다리
벽초지수목원
더티트렁크
지혜의숲
대한 성공회 강화성당
일광전구 라이트하우스
인천답동성당
인천공항 하늘정원
마시안 해변
수봉공원 수봉산별마루

course 5 여권

양천구청
김선화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임영록 한국관광공사
경기도멀티미디어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박수정
경기관광포털사이트(ggtour.or.kr)
한국관광공사
김선화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블로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없이 떠나는 세계여행

허브아일랜드
한탄강하늘다리
멍우리협곡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쁘띠프랑스
피노키오와 다빈치
원대리 자작나무숲
양양 서피비치
양양 두둥실
육백마지기
쏠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장호항

course 7 아이와

허브아일랜드
이범수 한국관광공사
한탄강지질공원
이범수 한국관광공사
쁘띠프랑스
피노키오와 다빈치
두잇컴퍼니 이현엽 한국관광공사
서피비치
두둥실
평창군청
소노 호텔 & 리조트
허흥무 한국관광공사

가족여행

옥토끼우주센터
강화 고인돌유적
동막해변
젊은달와이파크
한반도지형
펫힐링 달빛동물원
별마로 천문대
청풍호반 케이블카 & 모노레일
청풍문화재단지
오대호아트팩토리

옥토끼우주센터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젊은달와이파크
마이픽쳐스 한국관광공사
영월군 문화관광
IR 스튜디오 한국관광공사
송재근 한국관광공사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오대호 아트팩토리

course 2 한류

성지순례

일영역 간이역
하이브 인사이트
한국가구박물관
PLAY 라인프렌즈 인사동점
우음도
대장금파크
에버랜드 락스빌
서후리숲
대관령 삼양목장
주문진 향호해변 버스정류장
맹방해수욕장

course 4 레트로

두드림 한국관광공사
김선화
한국가구박물관
김선화
전양희 한국관광공사
라이브스튜디오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포털사이트(ggtour.or.kr)
서후리숲
이현엽 한국관광공사
강원관광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유람

교동대룡리시장
강화파머스마켓
소창체험관
조양방직
인천개항누리길
짜장면박물관
인천개항박물관
대불호텔전시관(중구생활사전시관)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토속촌 삼계탕
다시세운광장
을지다방
송림수제화
을지로골뱅이골목

course 6 힐링

강화군 문화관광
강화파머스마켓
강화군 문화관광
강화군 문화관광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우정여행

장회나루 유람선
이끼터널
단양 패러글라이딩
카페산
소금산 출렁다리
뮤지엄 산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강원감영
로미지안가든
정선화암동굴
병방치 스카이워크&짚와이어

course 8 액티비티

이범수 한국관광공사
단양군제2유형
우제용 한국관광공사
카페산 CAFE SANN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뮤지엄산 Museum SAN
원주시청
원주시청
로미지안가든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마이픽쳐스 한국관광공사

투어

강화레포츠파크
강화씨사이드리조트루지
송도 코마린 이스트보트하우스
강원 쥬라기랜드
횡성 루지
소나타 오브 라이트
도담삼봉
만천하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강화군 문화관광
강화씨사이드리조트
인천광역시 인천투어
강원쥬라기랜드
강원도 횡성군
오크밸리
김원경 한국관광공사
단양군(제2유형)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