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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Gyeonggi.

석양이 아름다운 서해 바다, 널따랗게 펼쳐진 평야, 둘레길을 따라 이어진 근사한 산등성이. 이렇게 멋진 자연 위에 차곡차곡 경기도의 역사, 	
건축, 미식, 문화를 채워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여행자와 공간이 교감하며 완성된 경기도의 정서. 여행지는 영화나 드라마 속 배경으로, 

때로는 음악에 영감을 주는 매개가 됩니다. 덕분에 경기도 곳곳은 한류 콘텐츠를 덧입고, 새로운 매력을 내뿜고 있습니다. 
악뮤의 앨범 재킷 속에 동화처럼 등장하는 전곡항은 래퍼 영지의 유튜브 속에서 생기 넘기는 바다의 풍미로 변주합니다. 	

여행자는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발자취를 따라 아름다운 천년 고찰을 거닐고, 고즈넉한 정원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오래된 고택의 대청마루에서 경험하는 고요의 시간. 속도를 늦추고 로컬 피플처럼 살아보라고 속삭입니다. 

이내 사계절의 경이로움을 통과하고 서후리숲에서 BTS의 노래를 흥얼거려 봅니다.  이제 경기도를 팔로우하세요.
숨어 있는 보물 같은 장소들을 발견하고, 31개 시군 위에 각자의 여행 지도를 그려나가기를. 

경기도 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둥글게 감싸고 있습니다. 
는 한글 ‘경기’의  자음과 모음을 소리 나는 순서대로 배열한 것입니다. 

Disclaimer: <Follow Gyeonggi> has been produced by agcommunications 
Ltd. and published by the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The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information described 
in the book, including those of shops, restaurants, goods, and services, and 
they do not represent and make guarantees concerning any such information 
regarding shops, restaurants, goods and services and so on, including 
commercial applicability, accuracy, adequacy and reliability, etc. Information 
as described in the book is as of September 2020. Customers can refer to 
relevant parties if they have any enquiries. The guide is carefully compiled in 
order to provide the most accurate information and the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and agcommunications Ltd. will not be liable for any outdated 
information, errors or o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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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구성하는 31개 시군에는 고유한 스토리와 감각을 일깨우는 매혹적인 장소들이 존재한다. 
때때로 아름다운 영상 속 배경이 되는 장소들. 여행자들의 자취를 따라가며 새로운 여행법을 습득한다. 

로컬 피플들의 아지트 같은 공간은 여행자들이 새로운 곳을 탐험하도록 이끌고, 
인플루언서들의 코멘터리는 장소를 재해석하도록 돕는다.

그렇게 매혹적인 장소를 수집해가는 동안, 여행자는 영감을 일깨워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FOLLOW ME
크리에이터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를 따라 여행하다

자신만의 개성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한류스타와의 인터뷰를 공유하고, 경기도 한류 테마 여행을 즐긴 	
2인의 인플루언서를 따라 경기도 여행을 시작해보자.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유학까지 감행한 	

태국 인플루언서 프래. 그녀는 드라마 속 주인공의 로맨틱한 공간들을 따라가며 기록을 남긴다. 	
아름다운 것을 탐닉하는 패션모델 에릭 워너는 경기 남부로 미식 여행을 떠나, 행복한 기억을 가득 안은 채 일상으로 돌아온다.

CITY GUIDE 
경기도 한류 여행의 장소들을 큐레이팅하다

경기도 내 5개 도시(고양, 파주-연천, 용인, 성남, 수원)의 매력을 발견한다. 
주목할 것은 DO IT, SEE IT, EAT IT, BOOK IT, 4개 섹션에 맞는 스폿들을 도시마다 큐레이팅한다는 점. 

도시별로 제작한 일러스트 지도에는 주변의 가볼 만한 여행지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나만의 루트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TIP 기사를 통해 여행지를 보다 풍요롭게 즐길 수 있다.

LIKE A LOCAL
로컬 피플이 안내하는 여행법을 공유하다

경기도를 색다르게 여행해보고 싶다면, 이 페이지를 주목해보자. ‘라이크 어 로컬’에서는 
MZ세대 대표 래퍼 이영지의 경기 바다 즐기는 법부터 BTS 성지순례, 야경이 아름다운 곳과 인스타 감성 공간까지 

총 10개 테마를 다루고 있다. 테마마다 로컬 피플의 코멘터리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COLUMN 
한국 음식 본질 읽기

소울 푸드 김치의 다양성과 경기도 김치의 특징을 알아보고, 술의 역사와 함께 경기도 전통 술을 추천한다. 	
여기에 흥미로운 밥 이야기와 함께 지역마다 맛이 다른 경기도 쌀을 살펴본다. 

GOOD STAY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타입별 숙소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한옥스테이, 완벽한 상태로 힐링을 돕는 럭셔리 호텔, 	
여행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스트하우스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이끄는 휴양림까지.

FOUR SEASONS
경기도 계절별로 즐기기

경기도 벚꽃 트레일부터 새하얀 설원이 펼쳐지는 스키장까지 사계절의 매력을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다.

Website
ggtour.or.kr

Instagram
gyeonggi_tour

Facebook 
ggtour.e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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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캄 고양  소노캄 고양  
P82P82

  FOLLOW    FOLLOW    
오랑주리  오랑주리  
P18P18

    FOLLOW  FOLLOW    
이도가  이도가  
P31P31

    FOLLOW  FOLLOW    
새소리물소리  새소리물소리  
P2P266

    FOLLOW  FOLLOW    
미리내성지   미리내성지   
P21P21

    FOLLOW  FOLLOW    
석남사   석남사   
P1P177

    FOUR SEASONS  FOUR SEASONS    
가실벚꽃길  가실벚꽃길  
P89P89

    LIKE A LOCALLIKE A LOCAL  
대장금파크  대장금파크  
P63P63

    LIKE A LOCALLIKE A LOCAL  
위베이크  위베이크  
P73P73

    LIKE A LOCALLIKE A LOCAL  
미란다호텔 스파플러스  미란다호텔 스파플러스  
P60P60

    FOUR SEASONSFOUR SEASONS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지산포레스트리조트  
P94P94

    FOUR SEASONSFOUR SEASONS  
금은모래강변공원  금은모래강변공원  
P93P93

    STAYSTAY  
한옥스테이 희  한옥스테이 희  
P80P80

    FOUR SEASONSFOUR SEASONS  
곤지암리조트  곤지암리조트  
P94P94

  LIKE A LOCAL  LIKE A LOCAL  
일영역  일영역  
P62P62

  LIKE A LOCAL  LIKE A LOCAL  
고양 스타필드 시코르  고양 스타필드 시코르  
P61P61

  LIKE A LOCAL  LIKE A LOCAL  
은비스브레드  은비스브레드  
P72P72

  LIKE A LOCAL  LIKE A LOCAL  
김포 아라마리나  김포 아라마리나  
P90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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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의 K-POP

다른 걸 시도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자는 태도로 무대에 서죠.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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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태민’이  
어떤 음악과 무대를  
만들지 궁금해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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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시가 되어주죠. 그 결과 가수 태민으로 돌아왔을 
때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끔 해준다고 생각해요.

Q �‘로드투킹덤’에서 태민의 첫 솔로곡 ‘괴도’ 커버 무대가 
무척 화제였어요. ‘괴도’의 M/V의 촬영지 기억하나요? 
경기도에 있는 청심평화월드센터였어요. 첫 솔로 준비를 
하면서 애정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A �솔로 데뷔곡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욕심에 제 열정을 
모두 쏟아 부은 뮤직비디오 촬영이라 애정이 많이 갔죠. 
솔로는 처음이다 보니 긴장도 많이 됐고, 그에 따른 
부담감도 무척 컸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뮤직비디오 촬영이란 게 며칠 
동안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해요. ‘괴도’를 찍을 때는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지 ‘벌써 끝났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와 그 이유에 대하여 
들려주시겠어요?

A �‘괴도’ 뮤직비디오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나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촬영 현장도 너무 재미있었고, 그 날을 위해 
처음으로 다이어트도 미친듯이 해봤어요. 물론 제 첫 
솔로곡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웃음). 그때 ‘괴도’ 

Q �요즘 태민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하루 일과를 들려주세요.

A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몸을 풀고 스트레칭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마치 습관처럼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춤출 때 몸이 
둔해지는 것 같아서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는 보통 유튜브를 보고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 지 꾸준히 연구해요. 예전에는 이런 춤을 
췄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춤이 유행이고, 정말 빠르게 
변하거든요. 아무래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해오던 것들이 익숙한 게 사실이에요. 익숙한 것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Q �최근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들어보고 싶어요. 
가수 태민이 좋아하는 것들과 93년생 보통의 태민이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가수로서는 역시 음악으로 팬분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SNS계정(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사진을 고르고 올리는데, 그걸 보고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 너무 좋고 재미있더라고요. 평범한 제 일상을 
공유하면서 팬분들과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 있어요. 
93년생 보통의 태민은 활동적인 놀이들을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죠. 또 스케줄을 하러 이동할 때 만나는 풍경을 
사진으로 담는 것도 좋아해요.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태민에게 묻다
중학교 때 샤이니로 데뷔한 태민.  
앳된 소년의 얼굴을 한 춤 잘 추는 샤이니의 막내는 
어느새 여러 장의 솔로 앨범을 발매한 근사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태민은 새로운 앨범을 낼 때마다 
늘 처음 보는 듯한 표정으로 무대에 선다. 그가 앞으로 
이어갈 서사에 궁금증을 품고, 물음표를 던져본다.
그리고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 사적인 시간과  
여행에 대하여 들어본다.

NOW 
& 

THEN

FOLLOW COVER STORY

TEAMIN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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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를 작업해 주신 분이 이안 이스트우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안무가 분이셨어요. 안무가 정말 좋았어요. �
제 스타일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웠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마 몇 년이 지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Q �월드투어 공연 또한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에피소드와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A �해외 공연을 가서 그 지역에서 무언가를 할 때가 
있어요. 쇼핑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런 나름의 
신선한 경험들이 결국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국과는 
확실히 다른 풍경들이 신기해요. 하늘의 색깔도 다르고, 
느껴지는 날씨는 물론이고, 먹는 것도, 소통 방법도 
다르죠. 그럴 때마다 아직 내가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하고 느껴요. 여유가 된다면 제가 못해본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저를 알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 온 낯선 
나라의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 봐주시는 분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고 자극이 되죠. 그런 경험이 매번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Q �그렇게 늘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군요. 그렇다면 태민은 
진짜 여행에서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나요? 

A �자연으로 가는 여행이요! 산, 계곡, 바다 같은 곳들이요. 
대자연이 만든 경치와 풍경들을 직접 보면서 제 눈에 
담는 걸 좋아해요. 자연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 
확실히 생각이 환기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경기도에는 산, 계곡, 바다가 다 있어요.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도 많고요. 저와 같은 여행 스타일을 
가진 분들이라면 경기도로 여행 코스를 계획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Q �즉흥적인 여행을 즐기는 편인가요? 아니면 떠나기 전에 
꼼꼼히 계획을 세우는 편인가요?

A �일단 여행의 큰 틀은 정해놓는 편이에요. 이번엔 무조건 
휴식하는 여행이라거나, 미식 투어라거나, 뭔가 배우는 
여행을 해보자 등등 여행의 콘셉트는 정하고 떠나죠. 그런 
다음 실제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해요. 가끔은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날 때도 

있죠. 그럴 땐 서울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많이 가요. 
제가 당일치기로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양평인데요. 
특별한 계획 없이 북한강을 따라 드라이브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경치 좋은 카페와 베이커리가 많아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Q �요즘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촬영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때문에 많은 팬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데 경기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팬들이 있다면, 어떤 곳을 추천해주고 싶은지 궁금해요.

A �개인적으로 의정부에서 먹었던 부대찌개가 너무 
맛있었어요. 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만큼이요. 국물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오래 끓일수록 진하게 우러나는 
국물은 물론이고, 다양한 재료를 한번에 맛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죠. 역시 여행은 맛집 여행 아닐까요?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가평을 간 적이 있어요. 이미 
경기도 관광지로도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저처럼 자연을 
좋아하는 팬분들이라면 정말 추천 드리고 싶어요. 
그중에서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은 자연을 눈에 가득 
담으며 산책할 수 있는 곳이죠.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가평은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하는 팬들도 만족할만한 다양한 레포츠들이 
있어요.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온 것처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수상 레저 스포츠의 시원하고 짜릿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여행지에서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A �해볼 수 있는 건 모두 경험해보려고 해요. 트레킹도 

하고, 액티비티도 즐기고, 그러다 지치면 힐링할 만한 
장소에 머물면서 쉬기도 하죠.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배워보려고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행하는 편인 것 같아요.

Q �“태민이라는 장르를 만들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음악적,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A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더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고 
싶어요. 누군가를 쫓아가는 게 아닌 정체성 있는 음악과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태민스러운 음악’이라기 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걷지 않았던 새로운 저만의 길을 만들고 
싶어요. 다음의 ‘태민’이 어떤 음악과 무대를 만들지 
궁금해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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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스러운 핑크빛
시흥 배곧 한울공원 해수풀장
한낮의 태양과 야자수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공간에서 
여행을 시작해보자.

월곶부터 시화MTV까지 이어지는 해안선 15km구간. 
K-골드코스트로 불리는 이곳에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배곧 한울공원이 있다. 도심에서 감상하는 서해안의 
풍경이 압도적이며, 왠지 모르게 이국적인 정취까지 
자아낸다. 게다가 바닷물로 만들어진 자연친화적인 
해수풀장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감각적인 풀의 
디자인과 조경을 즐길 수 있고, 멋진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다. 유리 난간이 유선형으로 이어진 테라스에 
올라가면 서해 바다와 송도 국제도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2590

#2 반짝반짝 신비로운
광명동굴
현실의 시간에서 벗어나 우주를 유영하듯 동굴을 
거닐며 신비로운 분위기에 빠져보자.
 
다양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광명동굴.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은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며 
동굴에 남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972년 폐광 후 
새우젓 창고로 쓰인 독특한 이력도 흥미롭다. 지금은 
동굴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공간적 특성 위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더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다양한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곳이 되었다. 특히 동굴 내부의 
굴곡진 형태를 따라 작은 조명이 반짝거리면,  
마치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경기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레드벨벳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 1

L o v e l y

# 2

M y s t e r i o u s

LOCATION & TRIP

RED VELVET - IRENE & SEULGI EPISODE 1 "(NAU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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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는
안양 예술공원
상상력을 자극하는 조형물로 잠들어 있던 여행자의 
감성을 일깨워보자.
 
관악산 삼성천을 따라 달콤한 포도가 자라던 곳. 
포도밭이 사라지고 그곳은 산의 정취를 즐기려는 
등산객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그러다 2005년부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예술 작품들이 자연 속에 설치되면서,  
아주 특별한 예술가의 장소로 변신을 하게 된다.  
국내외 52인의 유명 작가들의 설치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이다. 작품들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들어가 보면서 한층 가까이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4 모던하고 트렌디한
양주 조명박물관
빛의 역사가 존재하는 박물관에서 레드벨벳과 함께하는 
여행의 마무리를.
 
이곳에서는 조명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국내 유일의 조명박물관인 ‘양주 조명박물관’. 
전통조명관, 근대조명관, 현대조명관 등을 통해  
빛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빛상상공간에서는 테마를 가진 
인터렉티브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근대 유럽의 
예술적인 앤티크 조명이 공간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다. 조명에 따라 달라지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 하루 코스 여행을 마친다.

		 경기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235-48

레드벨벳의 아이린과 슬기가 첫 유닛 활동을 경쾌하게 이어가고 있다. 몬스터(MONSTER) 활동에 이은 두 번째 여정 
‘놀이(NAUGHTY)’. 특히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경기도라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두 명의 각기 다른 매력이 곳곳에서 
발휘됐다는 소식이다. 여기 뮤직비디오 속 장면으로 찾아가는 경기도 여행을 시작해볼까.

# 3

A r t i s t i c

# 4

M o d e 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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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OCATION 

JOURNEY TO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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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TIMENTAL 

OF TRAVEL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여정을 그리다.  

시공간을 초월해 펼쳐지는 서사의 한가운데로 함께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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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결처럼 몽환적인 시공간을 거닐다,  
월화원
인적이 드문 오전, 프래가 찾은 첫 번째 드라마 
로케이션 장소는 한국에서 중국식 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 ‘월화원’이다.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촬영지로 유명한 이곳은 주인공인 
이지은(아이유)과 이준기가 황궁에서 처음 만나는 
장소로 등장했다. 강하늘이 이지은(아이유)에게 
은애한다고 애틋하게 고백을 전한 곳이기도 
하다. 중국 광둥 지역의 전통 양식을 따라 건축한 
월화원의 이국적인 풍경을 충분히 즐긴 뒤에는 
중정과 교량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겨보자. 
그런 다음 월화원이 위치한 효원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무위의 시간을 경험해볼 것.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99
 1899-3300  평일 0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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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여름의 녹음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는 월화원의 아침.

월화원의 아름다운 교량을 거닐고,

섬세하게 조각된 목조 건물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눈에 담는다.

여행을 통해 만나는 경기도 로케이션 공간들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꺼이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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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계단이 아름다운 천년 고찰, 
석남사
한국 불교의 정서를 느끼고 싶다면, 서운산에 
위치한 석남사 방문을 추천한다. 불교 신자인 
프래가 로케이션 장소 중 가장 기대했던 이곳은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 
공유가 동생과 고려왕의 이름을 적어 풍등을 
날리던 장소로, 입구에서 대웅전까지 이어지는 
돌계단이 아름답다. 신라 문무왕 때 창건돼 조선 
초기에는 국가의 번영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복사찰로 지정되었던 만큼 유서 깊은 사찰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  031-676-1444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

드라마 <도깨비> 속 김신이 

사랑하는 누이와 왕을 위한 마음으로 풍등을 

띄웠던 날처럼 말이다.

산 너머에서 산들산들 여름 바람이 불어오면

석남사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청아한 

소리로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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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에게 받는 위로, 
오랑주리
오랑주리는 열대식물이 연출하는 독특한 
풍경 덕에 드라마와 광고 등 여러 작품에 
소개된 카페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구미호뎐>에서는 김범이 이동욱의 
커피에 약을 타 극의 긴장감을 더한 장면을 
촬영한 곳이기도. 많은 사람이 탐내는 
자리는 뷰가 아름다워 일찌감치 만석이 되는 
2층이다. 다양한 초록 식물을 판매도 하고 
있어 플랜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라면 
꼭 한번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눈앞에 펼쳐진 
초록색 풍경 덕에 프래도 활기를 얻었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23-19
 070-7755-0615
 매일 11:00-21:00, 연중무휴
 아메리카노 8000원, 코코넛 망고 스무디 1만 2000원
 @orangerie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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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온실 속에서 즐기는 티타임.

차 향기를 음미한 뒤 주위를 둘러보니

홍콩야자, 알로카시아, 몬스테라 등

아열대 나무들이 싱그럽다.

초록의 상쾌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오랑주리에서 보내는 오후는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절로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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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로 향하는 길,  
한탄강 하늘다리
해가 질 무렵, 마지막 로케이션 장소인 
한탄강 하늘다리에 도착했다.  
<사랑의 불시착> 속 현빈과 손예진이 함께 
다리를 건너는 장면으로 유명한 이 장소는, 
혼자 걸어도 다리가 흔들려 아찔하다. 
하늘다리 중간에 설치된 유리 바닥, 
스카이워크에 발을 내딛으면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 든다. 참고로, 동시에  
어른 1500명이 지나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스릴을 즐겨도 된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207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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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성지
드라마 <도깨비>에 등장하는 미리내성지는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묘소가 있는 천주교의 대표 성지다. 성지 안에 
있는 103위 한국 순교자 시성 기념 성당은 드라마 <도깨비>에서 
김고은이 공유를 소환하던 장소로 등장했다. 아름다운 고딕 양식 
건축물이 아름다운 장면을 완성하는 데 한몫했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416  031-674-7762  매일 09:00-17:00 
 www.mirinai.or.kr

INFLUENCER. 프래  HIPRAE  BABOPRAE
유튜브 ‘하이프래HI PRAE’ 채널에서 한국 여행과 문화, 일상을 공유하며 64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는 태국 소녀 ‘프래(PRAE)’. 그녀는 최근 넷플릭스 
시트콤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와 예능 프로그램 <대한외국인>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와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평소에도 밝은 에너지로 국내의 
아름다운 여행지들을 소개해주던 그녀와 함께 경기도에 있는 드라마 촬영지로 
여행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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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STE OF 
TRAVEL

한국적 맛의 깊이를 경험하고, 고운 자태를 선보이는  
미식의 세계 속으로 한발 들어서는 여정을 함께하다.  

K-TASTE 

JOURNEY TO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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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변화를 음식에 담다, 
두수고방
사찰 음식은 건강한 한식을 대표하는 고유의 
식문화로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와 만드는 이의 
정성을 더해 먹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 
두수고방은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의 철학을 
담은 곳으로, 한국 전통의 채식 반상을 경험할 수 
있다. 사찰 음식인 만큼 화학조미료와 오신채(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를 쓰지 않고 건강한 제철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점심 식사 메뉴로 
제격이다. 스님들이 무소유를 실천하고, 음식을 
얻어먹는 수양 방법인 탁발을 하고 남은 음식을 
보관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공간이라는 뜻의 
두수고방은 특정 메뉴가 정해져 있지 않다.  
‘오늘의 공양’이라는 이름으로 제철 재료와 절기에 
따라 변경된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80 어라운드 라이프 3층
 031-548-1912  매일 11:30-20:00 
 오늘의 공양 1만 8000원
 @doosoogobang 

여행의 묘미는 느림에 있다.

평소보다 여유 있게 움직여도 좋고 

평소보다 오래 식사를 해도 괜찮다.

계절의 변화를 잘 담아낸 식재료로 만든 

두수고방의 음식.

천천히 음미하며 넘치는 것들을  

덜어내는 삶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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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식사의 묘미, 
신라갈비
든든한 한끼 식사를 하기 위해 수원 갈비를 먹기로 
했다. 수많은 갈비집 중에서도 수원 3대 갈비 
맛집 중 하나인 신라갈비는 국내산 한우 1등급의 
냉동을 거치지 않은 생갈비가 유명하다. 맵지 않아 
외국인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양념갈비는 소금 
양념에 숙성시켜 생갈비 자체의 맛을 보존하고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했다. 갈비는 채소 쌈과 
먹는 방법이 보편적이나 신라갈비에서는 고소하고 
담백한 생갈비 맛을 즐기기 위해 소금에 찍어 
먹기를 권한다. 반면, 양념갈비는 새콤하게 무친 
채소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8
 031-212-2354
 매일 11:00-22:00, 명절 휴무
  왕생갈비 1인분 4만 9000원, 왕양념갈비 1인분 4만 6000원, 
한우생갈비 6만 9000원, 한우양념갈비 5만 3000원
 www.shillagalb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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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한옥에서 뭉근히 끓여내다,  
새소리물소리
이곳은 주인장의 14대조 할아버지가 살던 
고택이다. 조선 중기부터 대대로 유지해온 
터를 카페로 만들었다. 한옥 주위로 300년 된 
느티나무와 팔각정, 연못, 우물이 있어,  
마치 멀리 여행을 떠나온 기분이 든다. 팥알의 
식감이 부드럽고, 적당한 단맛이 나 빈속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단팥죽은 호두, 밤, 잣,  
은행, 계핏가루를 토핑으로 올려  
다채로운 색감과 맛을 느낄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남로38번길 10
 031-723-7541
 매일 11:00-22:00, 명절 휴무
  단팥죽 1만 1000원, 대추차 1만 원,  
냉오미자차 1만 원, 경단세트 5000원
 solicafe.site123.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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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에서 맞이한 아침은

처마 끝에 내리쬐는 햇살과 함께 시작된다.

그리고 주인장이 정성껏 손질한 팥을

오랜 시간 저어가며 끓여낸 팥죽엔 

마음까지 위로하는 따뜻함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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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에릭 워너  ERIC94KOREA
패션모델로 활동 중인 에릭 워너(ERIC WARNER)와 함께 경기도 남부로  
미식 여행을 떠났다. 아름다운 것을 탐미하는 그가 식재료 본연의 맛을 음미하고, 
조리법이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하는 여정이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살며시 
번지는 미소를 보니 마음까지 든든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식의 풍미를 경험하며 보낸 하루, 그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한다.

단아한 모양의 디저트에 반하다,  
이도가
tvN의 예능프로그램 <윤식당>이 해외에  
소개된 후 한국의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통 디저트를 선보이는 이도가는 우리나라 
전통 떡, 한과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아이도 먹을 
수 있는 바르고 건강한 한식 디저트를 만들고 
싶은 두 자매가 의기투합해 2013년부터 떡, 한과, 
케이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에릭은 
송편 반죽과 증편 위에 꽃을 얹는 맛보기 수업에 
참여했다. 클래스에서는 떡의 기본 원리부터 
찹쌀떡, 멥쌀 응용 등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 
평소 한국의 전통 다과에 관심이 있고,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간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76번길 26-3 드림타워 211호 
  010-9772-2730
 www.eedo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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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은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익사이팅하고 
활기찬 도시다. 일산 SBS, MBC 등 
방송사와 스튜디오가 있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K-컬처밸리 개발 등 방송의 메카로 떠오른 
고양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보자. 

이색적인 경험으로 활기찬 도시, 고양
GOYANG

POINT SPOT

❶ 스포츠몬스터 고양점 ─ 4.8km(차량 14분) ─ ❷ 렛츠런팜 원당 ─ 21km(차량 30분) ─ ❸ 아쿠아플라넷 일산 ─ 9.7km(차량 20분) ─  
❹ EAT 잇탈리화덕 ─ 9.8km(차량 20분) ─ ❺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 1.3km(차량 4분) ─ ❻ ENJOY 일산 호수공원 ─ 3.4km(차량 7분) ─ 
❼ STAY 소노캄 고양

CITY GUIDE

고양시청

한강

한강

일산서구

일산동구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고양 
종합터미널 대곡역

능곡역

탄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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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즐기는 스포츠 놀이터 
고양 스포츠몬스터  
어른들을 위한 키즈 카페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길 수 있는 실내 테마파크 스포츠몬스터에서는 양궁, 농구, 축구, 클라이밍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VR운동기구와 익사이팅한 짚코스터까지 마련되어 있다. 
라운지 안에선 잠시 쉬며 숨을 고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즐길 음식과 음료도 판매 중이다. 
이용 제한 시간이 있으니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4F   02-1668-4832  매일 10:00-21:00  2시간 이용권 기준  
성인 2만 5000원, 청소년/어린이 2만 원  www.sportsmonster.co.kr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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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는 
고양 아쿠아플라넷 일산  
입구에 입을 쩍 벌린 거대한 상어가 관람객을 맞이해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부푼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바닷속을 그대로 
재현한 신비하고 몽환적인 아쿠아리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상어, 펭귄, 바다코끼리, 악어, 수달, 거북이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초대형 메인 수조에서는 다채로운 수중 공연이 펼쳐지고, 
3층 오션 아레나에서는 이곳 마스코트인 바다코끼리도 만날 수 
있다. 바닷속 생물뿐 아니라 라쿤, 비버, 원숭이, 미어캣 등도 볼 수 
있으니 동물을 사랑하는 이에겐 반가운 체험 장소가 아닐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2   1833-7001 
  매일 10:00-18:30(입장 마감 17:30)  평일권 대인 2만 5000원,  

소인(13세 이하, 65세 이상) 2만 3000원 / 주말권 대인 3만 1000원,  
소인(13세 이하, 65세 이상) 2만 8000원   www.aquaplanet.co.kr/index.do

말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평원 
고양 렛츠런팜 원당  
비밀스러운 가로수길을 통과하면 모습을 드러내는 널따란 초원. 
목가적인 풍경이 인상적인 목장에서는 말들이 유유자적 
거닐거나 풀을 뜯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분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다만, 렛츠런팜 원당은 기수 후보생 등을 교육시키는 
공간이므로 여행자들도 조용히 산책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추천한다. 초지 안 포토존에서 초원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주말엔 선착순으로 어린이 승마 체험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다면 사전에 문의해볼 것.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12   02-509-2672  
 09:00-17:00, 월~화요일 휴무   
 입장료 무료  krafarm.kra.co.kr

SE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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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자동차를 완성하는 드라마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 전시장으로, 지상 9층, 지하 5층의 국내 최대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다. 이곳에서는 강철을 녹이고 차체를 만들어 연결하고 색을 입혀 부품을 맞추는 
제조 공정 단계를 볼 수 있다. 현대차 한 대가 탄생하는 전 과정을 보고 듣고 만지고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차를 만들기 위해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학습 현장이 된다. 자동차 운행에 영향을 주는 바람, 움직임을 연구하고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상설 전시인 <In to the Car>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 
놀이로 차에 대해 배우는 키즈 워크숍도 열린다. 가이드 투어 시 영문 투어로 신청하면 
100% 영어로만 진행한다. 마지막 티켓 발권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   1899-6611  
  상설 전시 10:00-19:00, 시승 안내 10:00-17:00, 1월 1일, 설날 당일/익일 및 추석 당일/익일 휴관 
 성인 1만 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와 노인 5000원  motorstudio.hyundai.com/goyang/ln/main.do

TIP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곡선으로 이뤄진 보드라운 하얀색의 
거대한 건축물. 직사각형 건축물로 
가득한 출판단지에서 단연 눈에 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온통 하얀 벽에 자연 
채광이 건물을 비집고 들어와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미메시스는 
‘열린책들’이 설립한 예술전문 
출판사로 미술과 디자인, 건축, 만화, 
영화, 사진, 문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책을 낸다. 1층 북카페에서는 
창가에 앉아 커피와 책을 즐기며, 
통유리창 너머 잘 가꾼 잔디밭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찍어보자.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53   031-955-4100 
 봄·가을 10:00-18:00, 겨울 10:00-17:00,  

여름 10:00-19:00  성인 5000원, 학생 4000원 
 www.mimesisart.co.kr

AROUND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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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이로 인해 역사적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경기 
북부 지역 파주와 연천이다. 이곳에서는 
남북한의 현주소를 볼 수 있으며,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비무장지대를 품고 
있는 연천 평화누리 12길 코스에서는 DMZ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 최근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자전거 여행을 오기도 한다.

PAJU &
YEONCHEON

POINT SPOT

❶ 임진각전망대 ─ 143m(도보 2분) ─ ❷ 평화누리공원 ─ 28.54km(차량 28분) ─ ❸ ENJOY 파주 지혜의숲 ─ 13.20km(차량 17분) ─  
❹ EAT 파주 파머스테이블 ─ 47km(차량 49분) ─ ❺ 급수탑 ─ 18km(차량 23분) ─ ❻ 대광리 폐터널 ─ 21.55km(차량 40분) ─  
❼ 두루미테마파크 ─ 13km(차량 24분) ─ ❽ STAY 조선왕가

분단의 역사가 남은 평화의 도시, 파주와 연천

CITY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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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파주 임진각전망대  
임진각 관광지는 북한기념관, 각종 
기념비 및 통일공원 등으로 이뤄진 
통일 안보 관광지다.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운 이곳은, 한국 분단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전망대에 오르면 망원경을 통해 
북한 민간인 통제구역과 자연경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탁 트인 
아름다운 전망과 대조적으로 가깝고도 
먼 곳이라는 분단의 아픔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장소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031-953-4744  09:00-20:00  
 전망대 이용 무료(망원경 이용 500원)  
 www.imjingak.co.kr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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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 

아련하고 아름다운 
파주 평화누리공원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은 한국과 북한의 
바람이 만나는 곳으로 남과 북의 화해, 
상생, 평화의 상징으로 조성됐다.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 지점으로 
판문점과는 달리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방문하기 좋다. 주요 건축물인 
임진각은 1972년에 북한 실향민을 위해 
세워졌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지만 
풍경만큼은 서정적이고 따뜻하다.  
바람의 언덕에 있는 공원의 마스코트, 
바람개비는 촬영지로 특히 인기가 많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18-13  
 031-956-8300  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www.imjing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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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급수탑  
물을 공급하는 용도로 지어진 급수탑은 1967년을 마지막으로 
기능은 사라졌지만 등록문화재 48호로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 
급수탑 건물에는 한국전쟁 당시 폭격을 맞아 파인 벽면, 남겨진 총알 
자국이 역사적 의미를 되살린다. 그 위에 멋대로 자란 담쟁이덩굴은 
시간의 흐름을 가늠케 한다. 급수탑 아래 전시된 증기기관차 앞이나 
기관차가 그려진 벽화 앞에서 사진을 남기기 좋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373   031-839-2561  입장료 무료

자연의 신비로움, 역고드름 
대광리 폐터널  
겨울 한파가 닥칠 때,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다. 보통 천장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의 고드름과 
달리, 땅에서 하늘로 뻗는 작고 큰 역고드름은 신비로운 자태를 
뽐낸다. 매년 다른 모습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고드름은 
상상력을 동원해 각자 보이는 대로 추리하는 맛이 있다. 
역고드름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폐터널 안으로 입장할 수 없고 
외부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173  입장료 무료

DMZ 생태의 출발점 
군남홍수조절지 두루미테마파크  
휴전선에서 불과 6km 떨어진 접경 지역에 위치한 홍수 조절지.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 방지와 북측의 무단 방류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10월 지어졌다. 높이 26m, 길이 658m,  
총 저수용량 7000만 t의 거대한 콘크리트 댐. 최초로 자연형 
어도를 도입해 물고기가 댐의 상하류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철새 도래지인 주변 
환경을 보존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겨울 철새이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재두루미, 흑두루미가 매년 200마리 이상 찾아온다. 
강 주변으로는 수달과 고라니, 어름치 등 각종 희귀 동식물도 
서식하는 청정 자연 생태 지역이다. 군남홍수조절지 바로 옆에는 
평화의 상징인 두루미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자리하고 있다. 
입구에 전망 데크가 마련돼 있는데, 꼭대기에 오르면 댐 전체 
모습과 임진강이 한눈에 담긴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14-9   031-839-2061

SEE I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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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 도시 용인에서는 테마파크에서의 
이색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살아 숨 쉬는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촌, 
아름다운 퍼레이드와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에버랜드는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 중 하나! 지루했던 일상을 벗어나 신나게 하루를 보내기 딱 좋은 여행지다. 

에너제틱한 엔터테인먼트 도시, 용인
YONGIN

POINT SPOT

❶ 한국민속촌 ─ 28.02km(차량 42분) ─ ❷ 짚라인용인 ─ 7.8km(차량 19분) ─ ❸ ENJOY 캐리비안베이 ─ 1km(도보 18분) ─  
❹ 에버랜드 ─ 8.09km(차량 22분) ─ ❺ STAY 효종당 ─ 7.94km(차량 22분) ─ ❻ EAT 송정누룽지백숙 ─ 31.58km(차량 48분) ─  
❼ 용인대장금파크 

CITY GUIDE

용인시
처인구

라마다
용인호텔

용인 
농촌테마파크

태화산

무봉산

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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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 

걸어 다니는 역할극을 구경할 수 있는 곳 
한국민속촌  
시대를 거슬러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면 용인 
한국민속촌을 추천한다. 이곳은 단순한 전통문화 체험장이 아니다. 
한국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직접 살고 있는 듯, 산신령, 
사또, 꽃거지, 구미호로 분장한 직원들의 재치 있는 역할극도 흥을 
돋운다. 뿐만 아니라 수박 서리, 천연 염색 등 시즌별로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는 이곳의 자랑.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해를 품은 달> 등 여러 사극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연중 볼거리와 즐거움이 넘실댄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031-288-0000 
 평일 10:00-18:30, 주말 및 공휴일 10:00-21:00  
 입장권 1만 5000원~2만 원, 자유이용권 성인 2만 8000원, 

청소년 2만 5000원  www.koreanfo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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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 

숲속을 나는 짜릿함 
짚라인용인  
훈련 없이 간단한 안내만으로 손쉽게 즐기는 에코테인먼트가 
짚라인이다. ‘짚라인’이라는 명칭은 와이어를 타고 이동할 때 
‘지잎~’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졌다. 짚라인용인에서는 
총 1238m의 다이내믹한 짚라인을 체험해볼 수 있다.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운영하며, 하늘을 날며 즐기는 스릴감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용인자연휴양림에서 즐기는 6개의 
짚라인 코스는 해발 562m 정광산 남쪽에 자리하여 경치가 
빼어나고 코스별로 경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달라 짜릿한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경치가 좋은 3번째 매코스는 가장 속도가 빠른 
고난도 코스이다. 처음의 두려움은 1번에서 5번을 타는 동안 
자신감이 붙어 6번 코스에서는 등산로를 걷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기도 하고 손을 흔드는 등 여유를 부리게 된다. 
짚라인은 가을에 타면 제맛이다. 알록달록 물든 가을 단풍을 보며, 
하늘을 날며 바람 속을 가르는 짜릿함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220   1588-5219  
 09:00-19:00(동절기 17:00)  1인 3만 5000원  www.ziplineyongin.co.kr

꿈과 희망의 나라 
에버랜드  
번거롭게 코스 짤 필요 없이 온종일 놀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테마파크가 딱이다. 눈 돌리는 곳마다 볼거리가 가득하며,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는 놀이기구 앞에서 줄을 서면 기다림마저도 
즐겁다. 특정 시간에 펼쳐지는 화려한 퍼레이드는 하이라이트. 
분기마다 튤립축제, 할로윈 등 색다른 이벤트도 펼쳐지니 특별한 
시기에 방문하는 것도 추천한다. 입장료는 날짜에 따라 변동되며 
방문 전 홈페이지 캘린더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031-320-5000  매일 10:00-21:00  
 입장료 대인/청소년 5만~6만 원대, 소인/경로 4만~4만 8000원대  
 www.everland.com

© 에버랜드



43

TIP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극 세트장 
용인대장금파크  
<주몽>, <해를 품은 달>, <동이>, <이산>, <선덕여왕> 등 수많은 사극을 촬영한 오픈 
세트장이다. 총 84만 평 부지로 국내 최대 규모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건축양식과 생활공간을 재현해 과거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평소 사극을 좋아한다면, 각각 
공간을 둘러보며 드라마의 장면을 그대로 연출해 사진을 찍어보자.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포토존과 궁중 의상 체험은 한류 관광을 온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업을 중단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 330   031-337-3241   매일 09:00-18:00(동절기 17:00) 
 입장료 성인 9500원, 중·고등학생 8000원, 48개월~초등학생 7000원, 48개월 미만 무료  djgpark.imbc.com

실내에서 즐기는 스카이다이빙 
플라이스테이션
플라이스테이션은 계절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실내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안전한 윈드터널에서 최대 속도 
360km/h의 바람을 타고 몸에 아무런 
기계장치 없이 공중에 뜨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초보자들은 떠 
있는 것만으로도 어렵기에 전문가들이 
고난도의 예술적인 포즈를 취하면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가 절로 난다. 
탑승객 12명을 정원으로 30분 간격으로 
시간이 배정되므로 당일 현장 접수 시 
원하는 시간에 체험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은 필수다.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촬영 장소로 
급부상했다. KBS2 TV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MBC every1의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에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성산로 521 
 1855-3946  
 평일 10:30-19:30, 주말 및 공휴일 10:30-20:30 
 평일 6만 6000원, 주말 7만 6000원 
 www.flystation.k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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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을 대표하는 판교는 게임, 
검색, SNS의 대표 IT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부터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열광할 
넥슨과 엔씨소프트까지!  
이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가 시연되는 첨단 도시다. 
깔끔하게 조성된 판교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의 멋진 미래를 
엿볼 수 있다. 

POINT SPOT

❶ 카카오판교오피스 ─ 537m(도보 9분) ─ ❷ 넥슨 ─ 248m(도보 4분) ─ ❸ 네오위즈 ─ 414m(도보 9분) ─  
❹ 엔씨소프트 ─ 147m(차량 2분) ─ ❺ STAY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 1.8km(차량 7분) ─  
❻ 백현동 카페거리(레디쉬 브라운, 오픈커피, 커피스톤, 아임홈) ─ 3.4km(차량 8분) ─ ❼ EAT 먹자골목 ─ 981m(차량 5분) ─ ❽ 네이버

SEONGNAM
한국을 이끄는 IT 도시, 성남

CITY GUIDE

서현역

이매역

정자역

판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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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 

명불허전 게임의 왕국 
넥슨  
한국의 국민 게임 카트라이더와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만든 
게임 회사다. 카트라이더의 다오와 배찌, 메이플 스토리의 버섯 
로고는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귀여운 캐릭터에 조작이 쉬운 캐주얼 게임을 시작으로 
바람의 나라, 서든어택, 마비노기, 엘소드, 파이널 판타지 등 게임 
마니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게임을 선보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6번길 7  1588-7701  company.nexon.com

견고한 게임 명가 
네오위즈  
편안한 기타 연주와 함께하는 힐링 게임 기타소녀,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2D 픽셀 아트의 액션 게임 스컬, 콘솔과 PC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블레스 언리쉬드 등 다양한 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명절이면 둘러앉아 치던 고스톱을 게임으로 만든 피망 
뉴맞고도 이 회사의 유명한 상품 중 하나. 판교의 IT회사 중 
법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특이한 사옥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콘솔 게임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   031-8023-6600 
 www.neowiz.com/neowiz

생활 속 자리 잡은 친근한 회사 
카카오  
카카오는 SNS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포털, SNS, 쇼핑, 
웹툰, 게임, 택시, 뱅크 등 생활 속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의 최강자 IT기업이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반갑게 맞이하는 카카오 오피스 7층은 외부인이 출입 가능한 
카페를 운영 중이다.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가 반영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이 외에도 캐릭터 스토어, 휴식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한국 IT 회사의 첨단 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에이치스퀘어 엔동   1899-1326 
 www.kakaocorp.com/page/

© 네오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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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 
SEE IT

단단한 마니아층을 보유한 
엔씨소프트  
게이머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회사가 바로 엔씨소프트이다. 
NC Soft의 N을 연상케 하는 건물 디자인은 판교의 랜드마크로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다. 내부 시설 또한 뛰어난데, 실내에는 
직원들만 이용 가능한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메디컬 
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사옥이 궁금하다면,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외부인의 경우 출입 가능한 1층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의 
산실에 방문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12 엔씨소프트   02-2186-3300 
 kr.ncsoft.com/kr/index.do

글로벌 IT기업 
네이버  
국내 1위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지식인, 웹툰 등의 서비스로 
전 세계의 디지털 트렌드를 리드하는 세계적인 IT 글로벌 
기업이다. 네이버의 상징 색인 그린을 푸른 식물로 녹여낸 
본사의 라이브러리와 카페는 외부인에게 개방돼 있다. 브라운, 
샐리, 코니 등 귀여운 라인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스토어도 
있으니 본사 방문 기념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다. 네이버 본사 1층 
라이브러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 출입 금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1588-3830  10:00-19:00 
 www.naver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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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É PICK

일상 속 슬로 라이프 
백현동 카페 트립

CAFÉ PICK 3 오픈커피
판교 로스터리 카페로 소문난 곳이다. 원두와 드립백을 직접 
구매하러 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로 커피 맛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1층은 블랙 앤 화이트 대리석으로 꾸며졌고, 2층은 
서점 반 갤러리 반의 느낌을 담은 인테리어가 매력적이다. 

정자가 있는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뷰를 
감상하기 안성맞춤인 곳. 대표 메뉴는 싱글 
오리진 커피이며 카페라떼, 오픈 브루잉, 
코르따도 등을 시도해봐도 좋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번길 15 
 070-4633-0691  월~목 10:00-22:00,  

금~일 10:00-23:00  @opencoffee_roasters

CAFÉ PICK 2 커피스톤
밖에서 건물을 볼 때보다 실제로 들어갔을 때 공간이 훨씬 넓어 
반전이라는 후기가 많은 카페. 카페 내부는 내추럴한 브라운 
원목을 기반으로 하나의 카페에 다양한 콘셉트의 스폿이 공존해 
카페 곳곳에서 공들인 티가 난다. 사장님이 커피 로스팅은 
기본, 원두 선별까지 직접 진행하며, 아메리카노는 1회 무료 
리필이 가능하다. 로스팅 커피는 핸드 드립, 
에스프레소, 더치로 나뉘어 있으며 차,  
스무디, 생과일 주스 같은 음료도 준비돼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0번길 8 
 031-8017-0529  매일 11:00-23:00

CAFÉ PICK 4 아임홈
톡톡 튀는 컬러감이 돋보이는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가게. 입구의 
보라색 문이 포토존이니 사진을 찍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내부로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분위기 속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인다. 브런치 카페로 식사와 디저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게 특징. 브런치를 즐기고 싶다면 샐러드와 파스타, 샌드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 달콤한 디저트에 끌려 방문했다면 수플레 

팬케이크, 바나나 푸딩, 리얼 브라우니, 
밀크 팥빙수를 추천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0번길 3-1 
 070-4418-0415  월~목 10:00-23:00, 금~일 

10:00-24:00  @imhomecafe

CAFÉ PICK 1 레디쉬 브라운
이곳은 백현동 카페거리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카페다. 신세경과 
임시완이 출연한 드라마 <런온> 촬영지로 
등장할 만큼 매력적인 실내 인테리어를 갖췄다. 주인장은 맛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질 좋은 재료를 쓰고 재료에 맞는 레시피를 
만들었다. 커피 또한 특별한데 정성스럽게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 맛이 일품이다. 이곳의 또 다른 대표 메뉴는 팥빙수로 달지 
않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국산 팥으로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8번길 30   031-8016-2055 
 12:00-21:00, 월요일 휴무  @redish_brown_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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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오래된 전통이 트렌드가 
되고, 새로운 공간이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역사적 
호기심을 자아내며, 방화수류정의 
야경은 연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다. 영화 속에 등장한 
왕갈비통닭의 원조를 맛볼 수 있는 
통닭 골목은 물론 수원화성 근처 
로컬 피플들의 아지트가 즐비한 
행리단길까지 즐거운 경험으로 
가득하다. 

역사가 담긴 문화 도시, 수원
SUWON

POINT SPOT

❶ 수원전통문화관 ─ 155m(도보 2분) ─ ❷ 수원화성 ─ 1.07km(도보 16분) ─ ❸ EAT 수원 통닭거리 ─ 924m(도보 14분) ─  
❹ 행리단길(정지영커피로스터즈, 행궁81.2, 카페 칠이공구, 패터슨커피) ─ 1.65km(도보 25분) ─ 
❺ 플라잉수원 ─ 1.03km(도보 16분) – ❻ 방화수류정 ─ 753m(도보 11분) ─ ❼ 온새미로 ─ 139m(도보 2분) ─ ❽ STAY 한옥스테이 고유

CITY GUIDE

수원공방거리

팔달문

수원시
행궁동

화성행궁

3

6

2

1

5

팔달문시장

수원천

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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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숨결이 서린 곳 
수원화성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은 세계 
최초의 계획 신도시로 조선 정조 때 당대 기술을 집약시켜 2년 
6개월 만에 완공했다. 적을 살피던 동북공심돈과 탈출용 암문 
등이 있고, 군사들이 망을 보던 동일포루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정자이다. 완만한 경사의 화성을 오르면 수원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특히 한국의 100대 명소인 야경은 놓치지 말 것.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2   031-290-3600 
  09:00-18:00(3~10월), 09:00-17:00(11~2월)  소인 500원, 대인 1000원 
  www.swcf.or.kr

한국의 예와 미를 배우는 
수원전통문화관  
수원의 헤리티지를 체험해보고 싶다면, 이곳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눈여겨봐도 좋다. 어른들은 규방공예로 조각보 풍경, 
조각보 거울, 매듭 팔찌, 매듭 책갈피 등을 만들어보거나, 아이들은 
홍재서당에서 전통 기본 예절과 인사법, 사자소학 등을 배울 
수 있다. 알록달록 고운 색으로 꽃떡을 빚어 백설기 위에 얹어 
완성해 곁들임 차와 함께 즐기는 화중지병 프로그램도 인기다. 
뿐만 아니라 판소리 명창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명인열전은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콕 
국악놀이’ 같은 랜선 체험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프로그램은 계절별로 혹은 월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찾아보고 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8-11    031-247-5613 
 09:00-18:00, 월요일 휴관  ‘화중지병 그림의 떡’ 수강료 3000원, 

‘시민정규과정’ 수강료 2시간 5만 원  www.swcf.or.kr

DO IT 
SE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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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사는 연못처럼 신비로운 
방화수류정  
화성 성곽을 따라 걷다보면 나들이 장소로 유명한 방화수류정이 
나온다. 청초한 미를 뽐내는 연못 주변에는 피크닉 세트를 
챙겨와 둘러앉아 즐기는 방문객이 많다. 방화수류정에 들른다면 
누각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경을 꼭 보고 갈 것. 낮에 보는 광경도 
아름답지만 조명이 켜진 밤, 고단한 업무를 끝낸 왕이 된 듯 
거니는 밤 산책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92번길 44-6   031-290-3600  입장료 무료 
 매일 00:00-24:00, 연중무휴

도시를 한눈에 조망하는 
플라잉수원  
최고 150m 상공에서 수원화성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색적인 
관람 시설이다. 헬륨기구는 최다 3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잘 훈련된 파일럿이 동승한다. 헬륨기구는 유럽 항공안전국 
규정 Joint Avaltion Requlation(JAR21)을 통과하고 
건설교통부 안전검사 승인 등을 완료했으며 매주 월요일 오전 
기본 안전점검을 거치기 때문에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다. 티켓은 
현장 발권만 가능하며 1회 비행시간은 10분 정도다. 단, 날씨와 
풍속에 따라 운행이 결정돼 급작스러운 기상변화 시 예고 없이 
탑승이 중지되거나 운행이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97   031-247-1300  성인 1만 8000원,   
중·고등학생 1만 7000원, 초등학생 1만 5000원 (수원시민은 신분증 제출 시 할인) 

  www.flyingsuwon.com

따뜻한 정서가 녹아 있는 퓨전 식당 
온새미로  
담장 낮은 집들이 모인 골목 안쪽에 위치한 온새미로는 어머니와 
아들이 운영하는 정취가 있는 한식 퓨전 레스토랑. 올해 3월에 
오픈한 이곳은 작은 마당에서 플레이팅에 쓰이는 식용 꽃과 
허브를 재배하며, 볕 좋은 날에는 식재료를 햇볕에 말리는 정겨운 
풍경을 볼 수 있다. 이대한 셰프는 육회, 연어 등 가장 신선한 음식 
재료를 쓰기 위해 매일 새벽장을 보며 그날의 식사를 차린다. 
메인 메뉴는 4가지, 사이드 메뉴는 3가지. 늘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가장 인기 많은 메뉴는 매생이 크림리조또, 육회비빔밥, 
함박치즈스테이크 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2번길 6 1층   031-244-5424 
 치즈함박스테이크 1만 6500원, 육회아보카도비빔밥 1만 3000원 
  화~일 11:00-22:00(라스트 오더 21:00), 월요일 휴무

DO IT 
E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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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É PICK

CAFÉ PICK 3 정지영커피로스터즈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빈티지한 멋과 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 훌륭한 커피 맛 덕분에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층에는 카운터와 베이커리 공간, 로스팅 룸이 있고, 
2층엔 콘셉트가 다른 방들이 자리 잡고 
있는 구조가 특이하다. 이곳의 매력은 
장안문과 성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루프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905번길 13 
 070-7773-2017   12:00-22:00, 월요일 휴무 
 @jungjiyoungcoffee

CAFÉ PICK 4 패터슨커피
4층짜리 흰색 건물 외벽에 ‘Paterson Coffee’라고 적힌  
영문 레터링이 인상적인 카페. 다양한 디자인의 커피잔과 서적, 
대형 스피커와 CD 등이 감각적으로 진열돼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운이 좋으면 카페 한쪽에서 
열리는 재즈 라이브 공연을 감상할 
수도 있다. 디저트는 ‘투데이 디저트’로 
그날그날 바뀌는 것이 특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3 
 070-4257-0515  매일 12:00-22:00 
  @patersoncoffee

CAFÉ PICK 2 행궁81.2
느지막한 오후 고요하게 노을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널찍한 카페를 바랐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훌륭한 인테리어 
덕분에 음료는 잠시 내려둔 채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손님이 많다. 대표 메뉴는 달콤한 
딸기요거트스무디와 아인슈페너. 
케이크, 마들렌, 스콘 등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디저트도 맛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56 
 031-257-0812    매일 10:00-22:00 
 @haenggung_81.2

CAFÉ PICK 1 카페 칠이공구
라탄 바구니 안에 샌드위치, 음료, 매트를 함께 제공하는 피크닉 
세트로 유명하다. 카페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방화수류정에서 
즐기는 피크닉은 색다른 여행 경험이 될 것이다. 
딸기샌드위치, 구름토스트는 맛도 좋지만 
예쁜 플레이팅으로 인스타그램 감성 
사진을 찍기에 그만이다. 피크닉 예약은 
인스타그램 DM으로만 가능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54 
 031-302-1111   12:00-22:00, 목요일 휴무 
 @cafe7209

TIP

색다른 고궁 감상법 
행리단길 카페 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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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Beaches
멋진 바다를 눈으로만 담는 것은 이제 그만. 바다 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체험은 너른 바다의 진가를 알게 해준다. 
MZ세대의 대표, 래퍼 이영지가 경기 바다에 다녀왔다. 그녀가 추천하는 경기 바다는 어디일까? 

이영지 PICK! 요즘 핫한 경기 바다

K-LOCATION

LIKE A LOCAL 1 

Mini Interview

래퍼 이영지
“여름이면 늘 바다로 여행을 떠났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멀리 가지 못했어요. 
바쁜 스케줄에도 훌쩍 다녀올 수 
있는 경기 바다는 제게 힐링이랍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경기 바다로 
떠나보세요.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어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낚시와 카약 타기, 갯벌 체험 등 보다 
힙한 여행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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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백미리 마을은 눈부신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인상적인 
아름다운 어촌이다. 고즈넉한 매력에 빠진 여행자들이 다시 찾는 여행지 중 하나다. 여기서는 
망둥어 낚시 체험이 가장 인기다. 1km가 넘는 체험장까지 트랙터로 이동하는데 40명이 
탈 수 있는 갯벌마차를 운영한다. 낚시, 조개잡이 외 카약 타기, 건강망, 사두질 등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해 도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해양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영어와 중국어로 된 카탈로그도 배치돼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길 210-35  031-357-3379 
 성인(중학생 이상) 8000원, 30개월~초등학생 5000원, 대여료 장화 2000원, 호미 1000원 
 www.xn--oy2b2bw6grgz84bvicm0oduan74d.kr/expintroduce 

갯벌 체험은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신기하고 낯설지만 인상적인 체험 여행 중 하나다.  
동심으로 돌아가 자연 속에서 마음껏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준비 없이 가도 성인 1만 원, 어린이 
8000원을 내면 장갑, 봉지, 호미, 장화 등 기본 장비를 제공해주니 편리하다. 체험장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으며, 시간 제한이 없고 이동이 자유로운 게 장점이다. 갯벌 체험뿐만 아니라 조개 목걸이 
만들기, 갯벌 지도로 탄도항 생물 알기 등 가족 모두가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운영진이 영어 소통에 능통해 외국인 방문 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일몰이 
아름다워, 어스름해지는 저녁 무렵이면 여행자들이 사진을 남기기에 바빠진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7-34  032-885-3745  매일 00:00-23:00(매일 물때 시간으로 인해  
체험 시간 변동 가능)  체험비 대인 9000원, 소인 7000원  www.tando.or.kr

실감나는 갯벌 체험장 백미리어촌체험마을

일몰이 아름다운 곳 탄도어촌체험마을

01

02



54

Night View 
저녁이 오면 붉게 물드는 야경을 보며 하루의 여행을 정리하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보자. 
낮보다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데이트를 하며, 예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야경이 아름다운 데이트 장소

Mini Interview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 
@natgeotravelkor

경기도 여행에서는 아름다운 
일몰 감상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붉은 노을의 
궁평항과 보라색과 오렌지색의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주는 
안산 낙조전망대는 사진가들을 
매혹하기 충분했습니다. 

01

궁평항은 수산시장 뒤로 붉게 물들며 번지는 핏빛 일몰이 장관이다. 한적하게 
낚시를 하거나 궁평항 주변 해수욕장을 거닐며 산책하기 좋다. 일렁이는 파도와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고 있으면 자연이 주는 여유를 한껏 
느낄 수 있다. 궁평항 주변 어촌체험마을에서 조개잡기, 갯벌 체험, 바지락 캐기, 
뻘썰매 체험, 망둥어 낚시, 수상레저 체험 등 일몰을 보기 전 낮 시간을 풍족하게 
채울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49-24 궁평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031-356-7339

저물녘 풍경이 인상적인 궁평항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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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와 패션 골목, 야시장거리, 싱싱한 식재료거리, 고춧가루·참기름, 
방앗간이 모여 있는 거리, 소와 돼지를 주로 판매하는 정육거리, 
보양식과 볼거리가 가득한 맘스거리까지 총 다섯 가지의 테마를 
색깔로 지정해 오색시장이다. 금요일과 토요일 밤마다 야시장이 열려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만날 수 있다. 야외 무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버스킹, 이벤트 등이 이어져 볼거리를 더한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2번길 22  031-376-4141(고객센터) 
 www.5colormarket.com

어둠 속 동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안산별빛마을. 약 200마리의 
동물 모형과 함께 다양한 콘셉트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나무와 
모형에는 분홍, 초록, 빨강, 파랑 등 각양각색의 조명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 환상적인 빛의 세계를 연출한다. 눈을 돌릴 때마다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고, 어느 곳이든 황홀한 불빛을 조명 
삼아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723  031-484-5050 
 월~금 16:00-23:00 토요일과 공휴일 15:00-24:00  입장료 대인 7000원,  

소인 5000원, 장애인·경로 5000원  www.ansanstar.net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오산오색시장 빛의 숲으로 안산별빛마을 포토랜드

평택국제중앙시장은 주말마다 야시장 ‘송프란시스코 
마켓’을 열어 활기가 넘친다. 미군부대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송탄부대찌개의 본고장으로 다양한 음식 중에서도 특히 햄버거가 
유명하다. 두툼하고 맛있는 속재료를 꽉 채운 수제버거집 
미스리햄버거는 근처 미군부대의 외국인들은 물론,  
먼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맛집. 뿐만 아니라 타이, 터키, 몽골, 
브라질, 아프리카, 유럽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만나볼 수 
있어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 25번길 11-4

서해에서 붉게 번지는 낙조와 인천대교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다. 붉은색 등대와 구름띠를 두른 태양 모양의 
조형물이 보인다면 제대로 찾은 것.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조형물 가운데 뚫린 구멍 사이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뒤로 
보이는 일몰과 바다 풍경을 함께 담아간다. 해가 지기 전 늦은 
오후에 방문해 전망대에서 느긋하게 풍경을 즐긴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23

평택의 이태원 거리 평택국제중앙시장 평화로운 저녁 노을 안산 낙조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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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Viewfinder
누구나 갈 수 있는 도심 속 핫플 카페, 맛집보다 더 특별한 나만의 감성으로  
피드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다면, 아는 사람만 알고 찾아간다는 인스타 감성존을 주목해보자.

인스타그램 감성 공간

Mini Interview

인스타그래머 김남희 
@namhee_in_stars

사진작가인 제게 ‘꿈꾸는 
사진기’는 설렘을 주는 
곳이에요. 꿈 리스트를 
적는 이벤트에 참여해 
받은 꿈사진을 책갈피로 
사용는데, 내내 따뜻한 
응원을 받는 것처럼 
든든하답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탁 트인 한강 뷰를 감상할 수 있는 2층 루프톱 카페. 푸른 
잔디와 꽃으로 잘 가꿔진 야외 정원은 이곳저곳 거닐 수 있도록 한 다양한 
구성이 돋보인다. 어디서나 한강 뷰를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카페 내부 투명 
창 너머로 보이는 그림 같은 풍경이 인상적이다. 대표 메뉴는 신선한 제철 
생과일과 우유크림이 들어간 홍콩와플, 유기농 상하우유와 딸기가 듬뿍 들어간 
딸기보틀. 석양을 배경으로 멋진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호주산 청정우 갈빗살로 
만든 떡갈비스테이크를 선택해도 좋다.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232-24  031-576-2505  매일 10:00-22:00 
 홍콩와플 1만 2000원, 딸기보틀 7000원, 떡갈비스테이크 1만 9800원

아름다운 한강 뷰가 매력적인 남양주 포러데이 삼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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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개가 피는 날이 특히 아름다우며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부담 없이 걷기 좋다. 강 주변으로 배 30척이 드나들던 나루터는 
이제 세월의 흔적만 남아 있다.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의 남녀 
주인공이 키스신을 찍으며 더욱 유명해진 액자 구조물은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포토존. 두물머리 연핫도그는 양평에서 
유명한 맛집. 반죽에 연잎이 들어 있으며 순한맛과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으니 출출할 때 들러보는 것도 좋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031-770-1001

이곳 주인장은 매일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그렇게 꿈을 이룬 과정과 
노하우를 손님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카페에서 준비된 종이에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면 직접 폴라로이드로 촬영한 ‘꿈사진’을 무료로 
인화해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가게 이름에 걸맞게 내부에 
오래된 카메라, 미니어처 카메라가 전시돼 있어 구경하는 즐거움이 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한솔길 35  031-771-3264  화~토 11:00-18:00,  
일요일 〮월요일 〮명절 휴무  카푸치노·카페라떼 4500원, 블렌딩차 5000원  

 dreamycamera.synology.me

두 물줄기가 머리를 맞댄 곳 양평두물머리 꿈이 이뤄지는 곳 꿈꾸는 사진기

한미문화의광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터 주변으로 세계 각국의 
음식점이 즐비하다. 한쪽에 깔끔하게 조성된 포차거리에서는 
테이크아웃과 실내에서 식사가 가능하며 김밥, 떡볶이부터 
스테이크, 파스타, 육전, 핫도그, 케밥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한다. 
각 나라의 특징이 담긴 간판과 메뉴판, 외국인들로 붐비는 거리는 
한국 속 외국인 듯 이색적인 장소다. 특히 저층 상가 벽을 장식한 
화려한 색감의 그래피티는 힙스터들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장식한 
핫한 포토존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71-31

2005년부터 시작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로 재탄생한 
이곳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로 가득하다. 유원지 곳곳에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52점이 전시돼 있는 것이 특징.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예술 작품이 자연 속에 설치되면서, 
특별한 예술가의 장소로 변신했다. 나선형 구조의 APAP 
전망대는 산꼭대기와 예술공원로가 한눈에 담기는 포인트에서 
감성적인 사진을 남기기 좋은 스폿.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21

힙스터들의 성지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 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안양 예술공원

02 03

04 05

ⓒ
꿈

꾸
는

 사
진

기



58

01

Winery Tour
맑은 물과 비옥한 땅이 맛있는 술을 만든다. 여기에 로컬 재료를 배합해 최상의 맛을 이끌어내는 경기도 지역 술.  
정성으로 빚은 한국 전통주 막걸리부터 맥주, 와인까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소들을 소개한다. 

경기도 지역 술 여행기

Mini Interview

인스타그래머 김현정 
@insta_train95

‘산머루 농원’의 와인숙성 
터널로 향하는 육중한 
나무문은 중세 시대로 
향하는 비밀 통로 
같았어요. 오크통 내음이 
가득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죠. 투어의 꽃은 
머루 와인 시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보존하고 알리는 데 주력한 산사원은 술을 즐기는 
사람에게 천국 같은 곳이다. 한국의 전통술 ‘가양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과실주, 약주, 증류주 등 배상면주가 30여 종의 제품을 
시음할 수 있다.  입장 시 받게 되는 시음컵으로 궁금한 술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어 취향에 맞는 술을 고르는 재미가 있다. 종류가 많아 고르기 어렵다면, 
이달의 술 베스트 판매 순위 목록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432번길 25  031-532-9300  08:30-17:10, 명절과 연휴 휴무 
 성인 4000원, 단체 관람(40인 이상) 3500원  www.soolsool.co.kr

한국의 전통주를 만날 수 있는 곳 전통 술 박물관 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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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언덕이라는 뜻의 대부도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그랑꼬또가 된다. 
40여 곳의 농가가 조합으로 참여하여 2000년에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전시장을 방문하면 시음뿐 아니라 양조장을 볼 수 있는 
와이너리 투어와 와인 스파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대부도 
그랑꼬또에서는 식용으로도 인기 있는 캠벨포도와 청수 품종으로 
와인을 만든다. 올해는 20년 된 빈티지 청수가 출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뻐꾹산길 107  032-886-9873 
 09:00-18:00, 일요일 휴무  스페셜 와인 강의 2만 원, 견학 및 테이스팅 1만 원 
 www.grandcoteau.co.kr

한국 전통주를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배혜정도가는 막걸리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우곡생주, 호랑이생막걸리가 대표적이다. 
우곡생주는 막걸리 품평대회에서 수상한 술로 전통 방식으로 물 한 
방울 섞지 않고 제조한 증류주라 더 특별하다. 특히 프리미엄 막걸리 
‘부자 시리즈’는 경기미로 빚어 브랜드의 품격을 높인 상품. 신선한 
전통주를 빚어내는 양조장을 방문하면 직접 술 구매도 가능하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835  031-354-9376 
 평일 09:00-18:00 방문 가능  자색막걸리 3500원, 옥수수막걸리 1500원,  

호랑이생막걸리 2300원  www.baedoga.co.kr

농가형 와이너리 대부도 그랑꼬또 와이너리 한국 전통주의 자존심 배혜정도가

푸른 산을 바라보며 갓 나온 맥주 한잔을 즐길 수 있는 수제 
맥주 공장이다.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양조 기계와 맥주가 
만들어지는 공정을 구경하는 남다른 재미가 있다. 수제 맥주는 
종류가 많아 선택의 폭이 넓으며, 맥주를 고르면 기계에서 
주문한 메뉴를 직접 따라주는 시스템이다. 사전 예약 시 
브루어리 투어가 가능해 양조 시설 관람, 맥주 시음과 푸드 
페어링을 즐길 수 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429  031-585-5977 
 평일 11:00-22:00(라스트 오더 21:00)  크래머리 바이젠복 8000원,  

크래머리 필스너 7000원  www.instagram.com/kraemerlee

1979년부터 야생에서 자라는 산머루를 직접 재배하기 시작한 
농원은 향긋하고 당도 높은 머루를 생산해 머루즙과 와인을 
만든다. 머루 와인을 맛보는 와이너리 투어를 위해 농원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와인숙성실, 와인동굴, 갤러리, 
머루터널 등 농장 견학 코스가 마련돼 있어 술 생산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초콜릿, 머루잼, 비누 만들기 
체험도 가능해 온 가족이 맛 좋은 산머루를 즐기기 좋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윗배우니길 441-25  031-958-9558  09:00-17:00 
 와이너리 투어 3500원, 머루와인 만들기+와이너리 투어+시음 2만 2000원 
 www.sanmeoru.com

맥주의 풍미가 느껴지는 크래머리 브루어리 야생 산머루로 만든 와인 파주 산머루농원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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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Pretty!
평소 K-뷰티에 관심 있던 여행자라면 좋아할만한 정보를 모았다.  
비건이나 환경, 동양적 테라피와 이너 뷰티까지, 경기도 여행에서 경험할 수 있는 뷰티 스폿을 추천한다. 

뷰티 아이템 장바구니 엿보기

01 02

이곳의 시그너처는 한국 전통의 청동 방짜유기를 이용한다는 것. 
체온에 맞게 따뜻하게 데운 유기의 굴곡진 부분으로 목 라인이나 
기립근 등 손으로 잡기 힘든 부위의 긴장된 근육을 세심하게 풀어주는 
마사지로 섬세한 터치와 부드러운 손길, 더벨스파의 분위기가 특별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2 노보텔앰배서더 2층 
 031-547-6708(노보텔 수원점)  10:30-20:00,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휴무 
 바디 마사지 코리안 테크닉 90분 19만 5000원, 아로마 스톤 테라피 90분 19만 5000원 
 www.bellespa.co.kr

미란다호텔은 나트륨 성분이 함유된 실내 온천수가 사계절 내내 
나오는 스파로,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가 한 공간에 있다. 최상급 
온천수로 국화, 창포, 와인 등 천연 성분의 노천 이벤트탕에서 
피부를 관리할 수도 있다. 특히 목초탕은 순수 목초액을 희석한 
한방 온천수로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115번길 45 
 031-639-5000  전체 영업시간 06:00-18:00(각 공간은 홈페이지 확인 필요)  
 워터존(대욕장+워터파크) 대인 4만 4000원, 소인 3만 8000원 / 스파존(대욕장) 

대인 1만 2000원, 소인 8000원  www.mirandahotel.com/renewal/index.asp

럭셔리 오리엔탈 스파 
더벨스파

진정한 이너 뷰티를 만끽할 수 있는 
미란다호텔 스파플러스

K-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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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Beauty 
Item 5

시코르 
매장에서 
만난 베스트 
뷰티 아이템을 
소개한다. 

시코르컬렉션 [파이널스텝 
섀도우팔레트 #핫데이트]

메이크업 스펙트럼을 
넓혀줄 24구 팔레트. 
평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컬러부터 
특별한 날 포인트로 활용 
가능한 비비드 컬러를 모두 
담았다. 21g, 4만 9000원

어반디케이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메이크업 픽서를 여러 통 
써본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한 아이템. 메이크업 
후 가볍게 분사하면 
피부에 스며들어 공들인 
메이크업을 지켜준다. 
118ml, 4만 원

라곰  
[셀럽 마이크로 폼클렌저]

저자극 성분의 2중 수분 차단 
시스템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해 세안 후 땅김 없이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쫀쫀한 
거품으로 피부 속까지 딥 
클렌징이 가능하다.  
150ml, 1만 8000원

오노마  
[원더투모로우 에센스]

오일 텍스처로 부드럽게 
발리는 고농축 에센스.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해 피부 장벽에 
보습력을 충전하고 
탄탄함을 유지해준다. 
35ml, 5만 2000원

클레어스 [프레쉴리  
쥬스드 비타민 드롭]

순수 비타민 C 성분을 
안정화해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비타민 세럼이다. 
투명한 제형으로  
깔끔하게 흡수된다.  
35ml, 2만 1900원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버려지는 
코코넛 껍질과 무기질을 사용해 플라스틱을 30% 줄인 친환경 
디스펜서에 샴푸와 바디워시를 리필할 수 있다. 매장은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나에게 딱 맞는 파운데이션 
컬러를 찾아주는 쉐이드 피커 서비스, 다양한 아모레의 화장품 
샘플을 제공하는 매장 내 광교마켓은 인기 서비스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80 134~137호  031-212-5659 
 10:00-22:00, 매월 네 번째 주 월요일 정기 휴무

모든 화장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시코르는 로드숍부터 백화점 브랜드까지 입점돼 있어 
직접 보며 비교 분석하기 좋다. 또한 온라인에서 자주 보던 
핫한 신생 브랜드까지 만나볼 수 있다. 메이크업 제품이 가득해 
직접 색조 화장품을 테스트하고 발라볼 수 있어 나에게 
잘 어울리는 화장품을 찾는 재미가 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스타필드 고양점 2층 
 031-5173-1555  매일 10:00-22:00  www.chicor.com

환경을 사랑하는 뷰티 플레이스 
아모레스토어 광교 리필스테이션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는 뷰티 편집숍  
고양 스타필드 시코르(메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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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전 세계 수많은 아미들이 방탄 투어를 하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 이 투어는 방탄소년단의 앨범 재킷 속  
배경이 된 장소와 뮤직비디오 촬영지 등을 찾아다니는 것. 팬들의 설렘과 단결력을 높여줄 경기도 방탄 투어  
대표 스폿 4곳을 소개한다. 뮤직비디오 속 멋진 장면의 배경이 된 여행지들은 실제로 보면 그 감동이 배가된다. 

성지순례

01 02

일영역은 지금은 열차 운행이 중단된 폐역으로, 이곳에서 
BTS의 <봄날> 뮤직비디오의 첫 장면이 시작된다. 길게 뻗은 
선로, 오래되어 낡은 역사, 오가는 이 없이 고요한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BTS의 <봄날>을 들으며, 철로를 따라 걸어보기도 
하고, 뮤직비디오 속 장면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겠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가 재생되는 동안, 빈 의자에 앉아 남은 여행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327  031-855-5582

섬의 생김새가 소와 닮았다고 해서 혹은 육지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 우음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도착해 주변을 
돌아보면 드넓은 갈대밭과 외톨이 나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이 아련한 <봄날> 뮤직비디오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에코생태탐방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414호로 지정된 공룡알 
화석지가 있어 지질 학습지로도 그만이다. 차가 없으면 찾아가기 
쉽지 않지만, 어렵게 도착한 보람을 느낄 만큼 열심히 셔터를 
누르게 되는 곳.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우음도 에코티어링 031-355-8610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는 일영역 드넓은 평지가 인상적인 우음도

K-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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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가 ‘대취타’ 뮤직비디오에서 곤룡포를 입고 등장한 
인정전과 거칠게 저잣거리를 거닐던 장면은 대장금파크에서 
촬영됐다. 사극 세트장인 이곳은 실제 드라마, 영화, 
CF 촬영지로도 인기다. 세자의 거처인 동궁전, 중전이 사는 
중궁전, 학자들의 배움터 규장각, 양반집, 포도청 등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양한 세트장을 구경할 수 있다. 궁중 의상 체험으로 
한복을 입고 사진을 남기면 색다른 경험이 될 터이니 참고할 것.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 330  031-337-3241  매일 09:00-17:00 
(11~2월), 매일 09:00-18:00(3~10월)  성인 9500원, 중·고등학생 8000원,  
48개월~초등학생 7000원, 48개월 미만 영유아 무료  djgpark.imbc.com

BTS를 사랑하는 아미라면 주목.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서후리숲은 휴식을 취하면서 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다. 
자작나무와 잣나무로 유명한 이곳은 멤버들이 들판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콘셉트로 사진을 찍은 장소다. 나뭇잎이 
서걱거리는 소리와 높게 솟은 나무를 보며 숲길을 거닐면 온몸 
가득 피톤치드가 흡수되는 듯하다. 산책 코스는 총 1시간. 더 편한 
코스를 찾는다면 30분 내로 돌아볼 수 있는 길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거북바위1길 200  031-774-2387 
 매일 09:00-18:00 (17:00 입장 마감), 수요일 휴무   입장료 일반 7000원,  

학생·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단체 6000원, 어린이 5000원  www.seohuri.com

한국 사극의 본고장 용인대장금파크 평화로운 산책로 양평 서후리숲

Mini Interview

인스타그래머 홍다영 @youtube_twinmix 

ARMY인 저와 동생은 슈가 님이 다녀가신 ‘대장금 파크’를 다녀왔어요. 뮤비 속 장소에서 인증샷을 찍고 
춤을 췄죠. 특히 일월오악도를 품은 인정전 용상은 곤룡포를 입고 칼춤을 추던 슈가 님이 연상됨과 동시에 
웅장함과 기품이 느껴져 마음 한 구석이 벅차올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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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새로운 시각으로 즐겨보고 싶다면,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속 배경지를 찾아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인상 깊었던 장면 속 장소를 여행하면서, 그 속에 담긴 정서와 이야기를 곱씹어볼 수 있을 테니까. 

드라마 & 뮤비 로케이션 10

고구려대장간마을은 서울과 구리시를 잇는 아차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산을 끼고 있어 서울과 가깝지만 숲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 장소. 
고구려대장간마을은 고구려 벽화에 있던 집 구조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곳으로 
고구려 철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 테마공원이다. 드라마 <태왕사신기>,  
<쾌도 홍길동>의 촬영지였던 이곳은 대장간, 거믈촌, 연호 개채, 담덕채와 같은 
야외 전시관과 역사를 담은 유적 전시관,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학습장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경기도 구리시 우미내길 41  031-550-2363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09:00-19:00 
 입장료 무료  www.guri.go.kr/main/gbv

고구려의 기상을 엿볼 수 있는 곳 고구려대장간마을

K-LOCATION

LIKE A LOCA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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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과 옛 염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 
염생식물과 각종 어류, 양서류가 서식하는 이곳은 2012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의미 있는 장소다. 바람이 
불면 갈대 숲 전체가 하늘하늘 흔들려 멋진 풍경을 자아내며,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박보검과 송혜교가 손을 꼭 잡고 오르던 
흔들전망대는 꼭 가봐야 하는 필수 코스.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87  031-488-6900  매일 00:00-24:00(체험별 운영시간이 
다르니 홈페이지 참고)  염전체험장 4000원, 해수체험장 4000원, 전기차 2000원,  
다인승 자전거 30분 1만 원  www.siheung.go.kr

신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서양 정원,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영화 <아가씨>와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 
등장한 청초한 동양식 정원이 눈길을 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펜트하우스>와 <빈센조>도 이곳에서 촬영했다. 여섯 가지 
테마로 만든 27개의 동서양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관람 후 꽃 
전시장과 플라워 힐에서 향기로운 꽃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242  031-957-2004 
 매일 09:00-19:00(4~9월) (매표 마감 18:00)  성인 9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6000원, 경로 〮장애 〮국가유공자 6000원  www.bcj.co.kr

드넓게 펼쳐진 갈대숲이 유명한 갯골생태공원 동서양의 미를 담은 벽초지수목원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와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촬영지로  
유명한 동굴이다. 웜홀광장으로 들어서면 각각의 테마로 연결되는 
통로가 보인다. 어둠 속에서 조명이 환상적으로 빛나는 빛의 공간이 
길을 안내한다. 동굴 속 푸른 식물이 자라나는 동굴식물원이 
있으며, 지하 암반수가 풍부해 동굴 수중 세계를 만들어낸 
동굴아쿠아월드에서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물고기를 만나볼 수 있다. 
350석 규모의 동굴 예술의 전당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진행된다.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070-4277-8902  09:00-18:00 
(마지막 입장 17:00), 월요일 정기 휴무  입장료 어른 6000원, 군인 4000원,  
청소년 3500원  www.gm.go.kr/cv

신비한 동굴 속 세상 광명동굴
아름다운 경치로 손꼽히는 이곳은 드라마 <킹덤>, 영화 
<늑대소년>의 배경이 되었다. 계단을 따라 걸어 내려오면 
에메랄드빛 계곡이 보이는데 멋들어진 경치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다. 비둘기낭 폭포는 침식에 약한 부분이 하천의 
흐름에 의해 깎여 만들어졌으며 현재 침식이 계속 진행되면서 
동굴이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폭포를 감싼 주상절리의 절경은 
오묘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15-2  031-538-3030 

천연기념물 제537호 포천 비둘기낭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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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5

© 벽초지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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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공유 서재이자 복합 문화 공간인 지혜의숲을 
추천한다. 파주는 출판문화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지혜의숲은 
학자, 지식인, 연구소, 출판사에서 기증한 도서를 장르별로 분류한 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해놓았다. 특히 라이브러리 스테이 지지향은 출판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다. 공간을 
안내해주는 단체 방문 안내 서비스는 방문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10인 이상이 되면 진행한다.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031-955-0082 
 매일 10:00-18:00  입장료 무료  forestofwisdom.or.kr

감각적인 디자인의 공유 서재 파주 지혜의숲 

01

Mini Interview

인스타그래머 현혜원 @oneday.hyun 

서퍼들은 세상에 똑같은 파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웨이브파크’에서는 투명한 파도가 일정한 사이즈로 
밀려와요. 준비가 되면 아름다운 물결 위를 달리기만 하면 되죠. 해질녘엔 서쪽 하늘의 붉은빛이 물 위로 
반짝거려 마치 꿈속에서 파도를 가르는 기분입니다. 어쩌면 도시 서퍼의 행복은 이곳에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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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건축물이 인상적인 카포레 갤러리는 드라마 <하이에나>의 
촬영지였던 곳으로, 그림과 사진, 조각상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갤러리 카페다. 관람을 테마로 하는 카페인 만큼 입장권을 
구매하면 음료 한잔이 무료다. 넓은 하늘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4층 루프톱에서는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고요하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여행의 마무리를 지어도 좋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458  031-775-5342  매일 10:00-20:00 
 갤러리 입장권 성인 8000원, 어린이 5000원, 음료 포함  cafore.co.kr

이곳에선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명장면 중 하나인 김수현과 
전지현의 키스신이 촬영됐다. 프랑스 작은 마을을 옮겨다놓은 듯한 
아기자기한 공간 외에 기뇰 인형극, 오르골 시연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이곳에서 가상현실(VR)을 통한 어린왕자 체험과 실제 프랑스 
몽마르트르 언덕의 ‘사랑해 벽’을 구현한 아모르블루 포토존은 꼭 
들러봐야 할 코스. 최근 이탈리아 마을도 오픈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063  031-584-8200  매일 09:00-18:00, 연중무휴 
 입장료 대인 1만 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www.pfcamp.com

루프톱이 인상적인 카포레 갤러리한국에서의 프랑스 방문 쁘띠프랑스 

레드벨벳의 ‘놀이’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한 이색 장소. 바닷물로 
만들어져 자연 친화적인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이다. 제한된 
구역에서만 수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 야자수의 조화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수심에 따라 
성인풀과 유아풀로 나뉘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할 예정이라면 
걱정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그늘 아래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원두막은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90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휴장  입장료 4000원

박보검과 박소담이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청춘기록>의 촬영지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파크인 
웨이브파크는 바다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겼던 해양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특히 코브 난방 시스템으로 평균 수온을 유지해 
사계절 내내 서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날씨 때문에 서핑을 할 
수 없던 서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초보를 위한 서핑 
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해 서핑에 쉽게 도전할 수 있다.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둘레길 42  031-431-9600  평일 10:00-18:00  
 파크 이용권 4만 원, 비기너 레슨 10만 원, 어린이 레슨 10만 원  
 www.wavepark.co.kr

이국적인 풍경의 수영장  
배곧한울공원해수체험장

사계절 내내 즐기는 서핑 웨이브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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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프랑스

ⓒ웨이브파크 © 배곧한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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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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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은 여행자에게 추천하는 카테고리다.  
한계를 이겨내고 도전에 성공한다면, 이전보다 한 단계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찔한 스카이라인을 타고 담력 여행

유명산에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다. 가장 고도가 높은 장소에서 
이륙해, 수려한 북한강 절경을 바라보며 착륙하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과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 풍경이 인상적이다. 이곳에는 30년 
넘게 패러글라이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표 패러글라이딩 그룹들이 있다. 
특히 패러러브는 최고의 강사팀을 보유한 전문 회사로 각종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공중파 최다 출연 기록을 세운 최강팀. 예약제로 운영하며, 기상에 따라 일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방문 날짜의 날씨를 꼭 확인할 것.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동막길 49 패러러브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010-4255-1102  
 매일 07:00-19:00(날씨에 따라 변동)  체험비행 기본 11만 원, 커플 데이트 비행 코스 1인 기준 15만 원

하늘에서 바라보는 유명산 절경 양평 패러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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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만끽하며 마음껏 길 위를 달리고 싶다면 추천한다. 
사륜바이크는 좀 더 자유롭게 바람을 맞으며 트인 시야로 마음껏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산, 들, 물 등 다양한 코스를 질주할 수 있는 
사륜바이크 전문점 가평역레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탑승 시 온몸으로 
느껴지는 주행감은 스릴과 만족감을 높여주는데, 초급, 초중급, 중급, 
상급, 최상급 등으로 코스가 세분화돼 있으며 소요 시간은 짧은 코스 
40분, 긴 코스 120분으로 코스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627-1  010-9616-0081 
 매일 09:00-18:00  정상가 기준 베이직(초급) 40분 2만 5000원,  

팔로우미(중급) 4만 원, 익스트림(최상급) 80분 5만 원

엘리베이터 없이 15층 높이의 건물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법, 
의왕 스카이레일을 타는 것이다. 왕송호수 뷰를 배경 삼아 
350m 거리를 시속 80km의 아찔한 속도감으로 눈 깜짝할 새 
도착해버린다. 3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행과 함께 출발할 수 
있다. 이용 도중 용기를 낼 수 있다면 눈을 뜨고 펼쳐진 전경을 
바라보자. 어린이는 나이, 몸무게, 키 제한이 있고, 풍향에 따라 
탑승 최저 몸무게 기준이 바뀌니 방문 전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

 경기도 의왕시 왕송못동로 307  031-8086-7372 
 매일 09:00-18:00(3~10월), 매일 10:00-17:00(11~2월),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 휴무 
 이용료 1만 5000원  uiwangpark.uuc.or.kr

박진감 넘치는 경험 가평 사륜바이크 아슬아슬한 속도감 의왕 스카이레일

Mini Interview

인스타그래머 정현윤 @rubieonni

‘스카이레일’ 탑승 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엄청난 고민 끝에 도전을 했는데요. 안전장비를 착용하니 꽤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눈을 질끈 감았지만, 용기 내 살짝 눈을 떠보니 환상적인 뷰가 제 발 아래 
펼쳐졌어요. 왕송호수와 레솔레파크를 넋 놓고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 또 한번 타볼 의향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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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y Road
음식은 하나의 문화를 가장 쉽고 빠르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공부하듯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이 열린 마음으로  
도전해본다면 어느새 맛을 음미하고 있을 것이다. 

미식 로드 투어

Mini Interview

인스타그래머 박지우 
@eenomsiki

‘수원 통닭거리’에서 가게를 
고를 때는 각각의 색을 
비교하는 게 좋아요.  
어디는 왕갈비소스가, 어디는 
닭똥집 서비스가, 또 어디는 
닭발을 튀겨주는 게 특징! 
수십년 노하우가 담긴 큼직한 
통닭은 물론 기본이고요.

안산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 특히 안산다문화마을특구는 주민 
3명 중 2명이 외국인이라고 한다. 이곳이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음식. 주말이면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국적인 광경이 
펼쳐진다. 가까운 곳에서 해외로 놀러간 듯한 정취를 느낄 수 있으니 한국 사람들도 
즐겨 찾는 거리. 중국식 부침개, 월병, 열대 과일, 해외 식재료를 파는 마트까지 
있으니 방문 전 미리 먹킷리스트를 만들어 행복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70

전 세계 음식을 만날 수 있는 안산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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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통닭거리. 1970년대부터 큰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닭을 튀겨내던 가게 10여 곳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레 
유명세를 탔다. 대표적인 3대 통닭집은 용성통닭, 진미통닭, 
남문통닭으로 저마다의 비법이 있다고. 이곳이 아직도 사랑받는 
이유는 정성 가득한 손길로 닭을 튀겨내는 정겨운 풍경이 그리워서가 
아닐까. 또 옛날 통닭 특유의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극한직업> 촬영지로 더 유명해졌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0번길 16 인근  프라이드 닭 기준 1만 6000원대

시장은 그 나라, 그 지역의 특산물과 간식거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여행 시 꼭 방문하게 되는 장소 중 하나다. 
양평시장길은 한국 전통 시장으로 한국인의 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갓 구운 호떡과 맛있게 익어가는 
메밀전 등 후각과 시각을 사로잡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다. 
음식뿐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아이템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길 11-1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수원 통닭거리 정이 느껴지는 소박한 시장 양평물맑은시장

우리 밀을 사용한 칼국수 전문점이 모여 있는 거리다. 그중 
우리밀칼국수 식당은 해물을 넣어 깊은 맛이 우러나는 깔끔한 
칼국수를 맛볼 수 있다. 바닷가에 위치해 해물이 싱싱하고, 무농약 
우리 밀을 사용해 속이 편하다. 간이 세지 않고 담백한 육수가 
매력적이며, 육수가 끓으면 면을 넣어 익혀 먹는다. 바삭한 
해물파전은 또 다른 별미니 칼국수와 함께 주문할 것을 추천한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361 우리밀칼국수  032-884-9083 
 매일 09:00-21:00, 연중무휴  우리밀바지락칼국수 9000원,  

우리밀해물칼국수 1만 8000원

등산 후에는 배를 채울 음식이 생각나기 마련. 운악산 산행을 마친 
사람들이 필수로 들르는 두부마을은 입구에 들어서면 다양한 
두부 전문점이 눈에 띈다. 가게마다 직접 만든 두부로 요리하는데 
두부전골과 두부부침, 순두부백반, 두부김치 등 두부를 메인으로 
한 음식을 판매한다. 산행 후 빈속을 든든하게 달래주는 두부는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14  070-7719-7763  두부전골 2만~3만 원대

칼국수 맛집이 모두 모인 곳  
안산 우리밀칼국수거리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는 비건 푸드  
가평 운악산 두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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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appy Bread
맛있는 빵이 있는 곳을 성지순례하듯 기꺼이 찾아다닌다는 ‘빵지순례’가 유행이다.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입맛까지 저격한 베이커리의 세계로 빠져볼 시간이다.

빵지순례

갈릭크림치즈, 크림베리, 더블말차앙버터, 애플크럼블 등 흔히 볼 수 없는 종류의 스콘을 
판매한다. 프랑스산 버터와 천일염, 비정제 설탕을 사용해 고급스럽고 깊은 풍미의 스콘을 
만들어낸다. 대표 메뉴는 스콘을 잘게 부숴 깔고 그 위에 크림과 갖가지 토핑을 올린 
케이콘. 종류는 초코바나나케이콘, 쑥인절미케이콘, 생딸기케이콘이 있으며 메뉴는 항시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음료는 디카페인 더치커피, 생딸기우유, 밀크티 등을 병에 미리 담아 
판매하는데, 밀크티는 프랑스산 마리아쥬 프레르 찻잎을 사용해 우려낸다.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483번길 10-3  010-4017-2322  수~금 12:00-22:00, 토·일 12:00-20:00(월·화 휴무) 
 진-한 밀크티 7800원, 휘낭시에 2500원

의정부 스콘 맛집 은비스브레드Mini Interview

인스타그래머 박선아 
@sunah_c

초록초록 울창한 
숲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유럽가정식 스타일 빵과 
고소한 커피의 궁합은 
정말 완벽했어요. ‘더 
포레’ 덕분에 제대로 
힐링을 하고 돌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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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꾼 정원과 한옥이 돋보이는 베이커리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과 
현대식 인테리어가 공존해 곳곳이 포토 스폿이다. 생과일과 생크림을 
얹은 크루아상부터 스콘, 식사 대용으로 좋은 샌드위치까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빵들이 가득하다. 망고를 좋아한다면, 
리얼망고스무디를 꼭 먹어볼 것. 망고 한쪽이 통째로 올라가 눈과 
입이 즐겁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338-1  031-772-8333 
 평일 10:30-21:00, 주말 09:00-21:00, 공휴일 09:00-22:00(명절 당일 이용 시간 변동) 
 하우스커피 7000원, 리얼망고스무디 9900원

TV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에도 소개된 인기 베이커리다. 파주 
프로방스 마을의 대표 빵집인 류재은 베이커리는 1997년 오픈한 
이래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마늘을 사용해 바삭하게 구운 마늘빵이 
가장 유명하다. 달달하면서도 녹진한 소스 맛이 일품이다. 파주에서 
생산하는 한수위 쌀로 만든 카스텔라나 파주 특산품인 장단콩을 
이용한 빵, 수제로 만든 단팥빵도 인기가 좋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요풍길 265  031-939-8493  매일 09:00-22:00, 연중무휴 
 마늘빵 8500원, 파네토네 1만 3500원, 단팥빵 2500원 
 www.instagram.com/ryoojaeeunbakery

고즈넉한 한옥 카페 하우스베이커리 달달한 마늘빵이 맛있는 류재은 베이커리

남한산성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다. 1층에서는 빵을 판매하고, 
2층에서는 여유롭게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위베이크의 진가는 
야외 테이블에서 발휘된다. 시원한 계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은 
울창하게 드리워진 나무 밑에 파라솔을 두어 편안하게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배경음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 야외에서 가벼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59-3  031-798-0959  
 매일 10:30-21:00, 연중무휴  쁘띠케이크 6500원, 비스켓슈 3000원, 크림큐브식빵 

4000원, 아메리카노 5500원  www.instagram.com/webake_namhansanseong

2020년 오픈한 더포레는 젊은 농부들이 운영하는 숲속 작은 
마을 콘셉트의 베이커리 농원 카페다. 1만 9800㎡의 대규모 문화 
공간으로, 숲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통나무집 같은 우드 캐빈이 
특색 있다. 베이커리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나무집, 온실 정원, 
야외 테라스 중 마음에 드는 공간에 자리 잡으면 된다. 계절별로 
여름에는 자두에이드, 가을에는 홍시아이스가 인기이며, 베이커리 
인기 메뉴는 잡곡호떡, 초코 크루아상, 스콘 순이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두렁바위길 49-13  031-352-9291 
 매일 10:00~21:00, 연중무휴  아메리카노 5500원, 카페라떼 6000원, 

자몽에이드 7800원  www.instagram.com/thefore_4

계곡으로 운치를 더한 빵집 위베이크 유럽식 농장을 모티프로 한 화성 더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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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소울 푸드 ‘김치’  
대가족이 등장하는 가족 드라마에서 삼삼오오 모여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커다란 대야에 김칫소를 한가득 담아 절인 배추를 버무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정겨운 과정 때문일까. 
때때로 소홀하게 대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김치’는 우리의 소울 푸드 중 하나다. 

갓 지은 밥에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을 얹는 상상을 하며, 김치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HOT & 
SPICY

K-FOOD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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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우리는  
김치에 담긴 기억을 먹는지도 모른다
서양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가 있다면 한국에는 김치가 있다. 김치가 단순히 전통 
음식이라거나, 유산균과 무기질,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만은 아니다. 
우리가 김치를 ‘소울 푸드’라 망설임 없이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기억’ 때문이지 않을까.
요즘은 사시사철 갓 담근 김치를 사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장’은 겨울을 준비하는 연례행사였다. 11~12월이면, 엄마들은 김장하기 좋은 
날을 잡았다.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 일사불란하게 배추를 나르고 무를 썰고 김칫소를 
버무려 김치를 만들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김장은 고되지만 고소한 배춧잎에 
양념을 싸 한입에 먹는 재미가 있었다. 양념에 버무린 배추가 쌓여갈 무렵이면, 구수한 
수육 냄새가 퍼지기 시작한다. 끝이 보인다는 신호다. 잘 삶은 돼지고기 수육이 도착하면, 
엄마는 그 자리에서 먹기 좋게 찢은 김치를 고기에 돌돌 말아 입에 쏙 넣어주었다. 덕분에 
김장을 떠올리면 입에 침이 고인다. 매콤한 김치의 맛과 담백한 고기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행복감을 느낀 그 순간이, 머릿속 깊이 각인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치를 손으로 
쭉쭉 찢어주던 엄마의, 할머니의 손맛을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에게 김치란 그리움과 
따뜻함이 담긴 음식인 것이다. 

김치 맛이  
집집마다 다른 이유 
김치 맛이 집집마다 다른 것도 김치가 소울 푸드인 데 한몫했다. 분명 같은 김치인데 
만드는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맛이 다르다. 김치는 한겨울에도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발효 식품이다. 주변 환경과 기후에 따라 보존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염도와 재료가 달라진다. 따뜻한 남부 지방 김치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짜고 매콤하게 
만든다. 이에 비해 추운 북부 지방은 김치가 쉽게 발효되지 않아 소금과 고춧가루를 적게 
넣고, 양념도 담백하게 해 깔끔한 맛이 난다. 그러니 만드는 사람의 출신 지역, 취향, 
손맛에 따라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 참고로 경기도는 주변 산간 지역에서 
쉽게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고, 서해안과 닿아 있어 수산물이 풍부해 김치의 재료가 
다양하다. 지역적으로 중간에 위치해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편이다. 

김치의 종류,  
한국 사람도 다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김치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인도 하지 못한다. 지역에 
따라 만들어 먹는 김치의 종류가 다르고,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김치를 만들 수도 있다.
김치는 기본적으로 배추, 무, 열무, 오이, 깻잎, 고들빼기, 갓, 부추 등과 같은 채소를 
사용하며, 고춧가루, 소금, 설탕, 생강, 마늘, 파, 젓갈 등으로 양념을 만들어 김치를 
담는다.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김치는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파김치, 
동치미, 오이소박이 등이 있다. 모양이 화려하고 풍성한 재료가 특징인 경기도 김치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개성보쌈김치이다. 또한 7~8월이 제철인 오이를 소금과 쌀뜨물에 
담가 먹는 용인오이지, 가을철에 순무, 풋고추 등을 넣고 국물을 부어 담근 순무김치, 
무에 생선비늘처럼 칼집을 넣어 만든 비늘김치, 여름철 껍질을 벗긴 고구마줄기로 만든 
고구마줄기김치 등이 특색 있다. 

이곳에서 김치를 체험할 수 있어요! 
초성김치마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위치한 
초성김치마을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 김치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만2000여㎡ 규모의 김치 테마파크와 김치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시실, 김치 홍보관 등의 
시설이 마련돼 있어 김치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활동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김치 담그기 
체험이다. 배추포기김치뿐만 아니라 겉절이,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깍두기 등 다양한 종류의 
먹음직스러운 김치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209
 031-835-0381
 	매일	00:00-24:00(유동적),	방문	전	확인	필요
		초성김치마을	당일	프로그램	3만	5000원,		
김치겉절이	체험	1만	5000원,	두부	만들기	8000원
 https://sciolto2.wixsite.com/choseong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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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떠나는 ‘우리 술’ 여행
술은 여행의 흥을 더해주는 좋은 테마다. 우리 술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마셔본다면, 	

여행의 풍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양조장과 우리 술과 함께 	
먹기 좋은 안주 궁합도 소개한다. 

DRINK

K-FOOD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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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로  
전해지는 기록
우리나라 술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처음 어떤 방법으로 제조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우리 술이 멥쌀과 찹쌀 같은 곡물을 주재료로 삼은 것으로 보아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술 
이야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건국 이야기인 <고삼국사기(古三國史記)>에 담겨 있다.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하백의 큰딸 유화에게 술을 먹인 뒤 인연을 맺어 주몽을 낳았다는 
설이다. 설화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술의 역사가 짧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조 방법에 따라  
다른 우리 술의 종류
쌀과 밀, 보리와 같은 곡물로 만드는 우리 술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막 거른 술이라는 
의미의 탁한 술은 ‘막걸리’, 맑게 거른 술은 ‘약주’ 또는 ‘청주’라 부른다. 약주와 청주의 가장 
큰 차이는 발효제인 누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여부다. 누룩을 1% 미만으로 사용하고 
쌀로 만든 입국을 사용하면 청주, 전통 누룩을 사용하면 약주로 구분한다. 쉽게 말하자면, 
곡물 외에 다른 약재를 넣은 맑은 술은 약주, 순수 곡물로만 만든 맑은 술은 청주로 
기억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소주는 막걸리, 약주, 청주 등을 증류해 얻은 술이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구매하는 녹색 병의 소주와는 다르다. 

우리 술과 어울리는  
안주 궁합은? 
프랑스 단어 중 결혼을 뜻하는 ‘마리아주’는 마실 것과 음식의 좋은 궁합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우리 술에도 좋은 궁합은 존재한다. 물론 개개인의 음식 취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술과 음식 맛을 서로 보완해주는 조합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의 맛을 더 
느낄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술의 맛과 향을 중점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음식의 맛과 향이 강하지 않은 담백한 음식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만약 음식에 어울리는 
술을 찾고 싶다면, 음식의 특징에 따라 술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김치찜이나 해물탕처럼 매운 음식에는 도수가 낮고, 단맛이 있는 술과 페어링하면 잘 어울린다. 
수육과 같은 기름진 음식에는 알코올 도수가 높거나 산미가 있는 술과 함께 먹으면 입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달달한 한과 같은 디저트에는 담백한 술보다는 달콤한 술이 잘 
어울린다. 달콤한 음식을 먹은 뒤 담백한 술을 마시면, 쓰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새콤한 
냉채처럼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산미가 있는 술과 페어링하는 것이 음식 맛을 더 좋게 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술자리 예절
술을 제대로 마시려면, 문화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예로부터 술자리 예절을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술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절은 조선시대 때 선비와 
유생들이 향교에 모여 주연(酒宴)을 함께 베풀고 즐기는 ‘향음주례(鄕飮酒禮)’가 있다. 
향음주례는 고을 관아의 수령이 주최해 학덕과 연륜이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리였다. 
향음주례에는 술을 따르고 마시는 주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시는 사람끼리 술잔을 
주고받거나 술잔을 돌려 마시는 수작(酬酌) 문화권에 해당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나이가 많은 윗사람과 마실 때는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술을 따를 때는 아랫사람이 
가장 윗사람에게 먼저 잔을 올리며, 술잔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70~80% 정도 채운다. 
아랫사람이 술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잔을 들고 받으며, 건배를 할 때는 잔을 윗사람보다 
낮게 드는 것이 좋다. 아랫사람이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살짝 돌려 잔을 든 반대 손으로 
입과 잔을 가리고 마시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마실 때는 편하게 마시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주 예절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셔야 한다는 것. 과한 음주는 
술자리를 화합의 장으로 여겼던 선조들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무리하게 술을 권하는 
것도 천박하게 여겼다. 술은 적당히, 좋은 사람들과 즐기는 것이 가장 즐겁다. 

1932포천이동생쌀막걸리
포천에 군부대가 많아 제대한 
군인들이 포천이동막걸리의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면서 
유명해졌다. 85년 전통의 
제조 비법과 청계산 청정 
지하 암반수로 빚어낸다. 맛은 
구름처럼 가볍고 부드럽다.
도수:	6.0%
제조사:	(주)포천이동막걸리

허니문 와인
경기도 20여 개 농가에서 직접 
수확한 벌꿀과 청정 양평의 물로 
빚은 와인. 벌꿀의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진다. 시트러스한 
향과 맛이 식욕을 돋워주어 
식전주로 많이 애용된다.
도수:	10.0%
제조사:	아이비영농조합법인

안성마춤 생막걸리
안성시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햅쌀인 안성마춤쌀을 사용한다.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송절주’의 기능보유자 이성자 
대표가 만든다. 경쾌한 맛이 
특색이며 바나나우유 향이 옅게 
난다.
도수:	6.0%
제조사:	한주양조

문배술 헤리티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건배했던 술이다. 
고려시대 왕에게 진상한 맑고 
청아한 술로 현재 전통식품명인 
제7호인 이기춘 명인이 만들고 
있다.
도수:	23.0%
제조사:	문배주양조원

천비향 화주
천비향 약주를 상압식 증류해 
만든 최상급 증류주다. 익은 
곡물과 훈연된 향이 짙게 
올라온다.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이름처럼 입안에 불이 난 듯 
뜨겁게 만든다. 오리 주물럭과 	
잘 어울린다.
도수:	40.0%
제조사:	농업회사법인(주)좋은술

경기도 지역  
술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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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에 대한 진심
우리나라는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밥에 대해 진심이다. 

여기서 밥이란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다. 
우리가 밥을 사랑하는 이유와 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RICE

K-FOOD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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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보다  
중요한 밥
밥은 쌀이나 현미, 보리, 조, 수수와 같은 각종 곡물을 씻어 솥에 안친 뒤 적당량의 물을 
부어 낱알이 풀어지지 않게 끓여 익힌 음식이다. 누군가는 밥이 우리의 주식이니까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빵심으로 산다’, ‘빵이 곧 
보약이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유달리 ‘밥’에 대해 진심을 
표한다. 어른들은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리고, 국어사전에는 밥을 먹고 나서 생긴 힘을 
뜻하는 ‘밥심’이라는 단어가 올라 있다. 이렇게 밥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밥은 국이나 반찬과 같은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다. 반찬의 
가짓수나 종류는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유일하게 밥은 한결같이 올라온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중심으로 식사를 한다. 
밥에 얽힌 애환 또한 남다르다. 만나는 사람마다 ‘밥 먹었니’가 안부 인사가 될 정도로 
고단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았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으며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 제때 
밥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안부 인사가 되었고, 삼시 세끼를 잘 챙겨 먹는다는 말은 별일 
없이 잘 산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의 비밀
밥을 잘 먹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유다.
가장 기본적인 밥은 ‘쌀밥’이다. 쌀로만 지은 밥은 식감이 부드러워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밥은 쌀의 품종과 밥을 짓는 솥의 종류, 밥물 양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쌀에 
수수, 흑미, 조 등의 다양한 곡물을 넣으면 ‘잡곡밥’이 된다. 때론 콩을 더하기도 하며, 제철 
식재료인 감자나 옥수수를 두어 특별식으로 먹기도 한다. 
쌀밥에 각종 채소와 달걀프라이, 고기 고명을 얹어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 비비면 
‘비빔밥’이 완성된다. 비빔밥은 어떤 재료를 넣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끓인 국에 밥을 만 음식을 ‘국밥’이라 한다. 다른 반찬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한 그릇 
요리로, 국의 종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순댓국에 밥을 말아내면 순댓국밥,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끓이면 콩나물국밥으로 불린다. 
‘돌솥밥’은 돌솥에 쌀을 넣고 버섯, 밤, 은행 등을 얹어 정성껏 지은 밥을 말한다. 갓 지은 
밥을 그릇에 덜어내고, 돌솥에 물을 부어 눌은밥을 불려 먹는 재미가 있다. 밥을 지을 때 
콩나물이나 굴을 넣어 지은 뒤 양념간장으로 비벼 먹어도 별미다. 
소풍을 갈 때면 학생들의 도시락은 ‘김밥’으로 채워졌다. 김에 쌀밥을 얹고, 당근, 시금치, 달걀, 
햄 등을 올려 돌돌 말아낸 김밥은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쌀밥과 각종 재료를 넣어 만드는 ‘볶음밥’ 역시 넣는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한다.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감칠맛이 뛰어난 ‘김치볶음밥’이다. 

어떤 쌀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
쌀은 밥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먼저 햅쌀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묵은쌀은 수분이 적어 밥을 지으면 퍽퍽할 수 있고, 영양소 일부가 파괴되었을 우려가 있다. 
그다음 확인해야 할 것은 도정 일자다. 가급적 도정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은 쌀을 선택하자. 
마지막으로 쌀 품종의 특징을 알아두면 좋다. 추청은 쌀알이 작고 찰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동진은 쌀알이 굵어 식감이 좋다. 고시히카리는 쌀알이 투명하며, 밥을 지었을 
때 윤기가 난다. 골드퀸은 구수한 향이 나는 향미로, 멥쌀과 찹쌀의 중간 정도 식감을 
지닌다. 삼광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 식감이 부드럽고, 찰지다.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품질로 
인증받은 품종 중 하나다. 오대는 고슬고슬한 식감으로 식어도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마다 맛이 다른 신기한  
경기도의 쌀

안성 ‘안성마춤쌀’
호밀 농법으로 건강하고 비옥한 땅에서 재배한 
추청 단일 품종 쌀이다. 미곡처리장의 최신 
기계시설을 이용해 완전한 모양의 쌀을 골라 담아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고시히카리 품종의 쌀도 
재배한다. 

여주 ‘대왕님표’
여주는 황토 지대로 양분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 질 좋은 쌀이 생산된다. 국내에서 개발한 진상 
품종을 담아냈으며, 식감이 부드럽고 찰진 밥맛을 
자랑한다. 일반 쌀보다 물을 적게 먹는다. 

이천 ‘임금님표 이천쌀’
이천쌀은 조선 초·중기 자채벼 품종으로 
재배됐으며, 좋은 밥맛으로 임금님께 진상되었다. 
추청, 알찬미, 해들 등 국산 품종의 쌀을 만나볼 수 
있다.  

화성 ‘수향미’
히말라야의 고대미와 재래 벼를 연구, 개발해 
만든 골드퀸3호 품종으로 재배된 쌀이다. 밥을 할 
때 구수한 팝콘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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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한옥스테이

북적이는 사람들 틈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잠시 머리를 식힐 공간을 찾는다면, 	
한국 문화의 숨결이 살아 있는 한옥에서 머무는 것도 이색적인 경험일 것이다.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공간에 머물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을 느껴보기를.

GOOD STAY

한옥스테이 희는 약 9917㎡ 규모의 한옥 마을이다. 깊이 있는 전통 고재와 정교한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고급 한옥에서 숙박을 경험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서 흘러내리는 실개천과 
수백 년 동안 자리한 소나무가 둘러싼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가 물씬 풍긴다. 한국 전통 
한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경기도 광주시 새오개길 39  031-766-9677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18만 원~24만 원
 www.hanokmaeul.com/sub/stay.php

조선 왕실의 염근당을 경기도 연천군에 그대로 복원한 염근당은 
1807년부터 대한제국까지 종묘제례를 관장했던 황실 가옥을 
그대로 옮겨 지었다. ‘조선왕가’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역사 속 	
한 인물이 된 것 같은 기분. 유유자적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잔디밭을 걷다 보면 한옥과 잘 어우러지는 소나무, 장독대가 
곳곳에 보여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훈육테라피실에서 전문가의 
고증을 거친 왕실 전통 비법으로 내려온 천연 생약으로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339-10  031-834-8383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24만 2000원~49만 5000원
  www.chosun1807.com

프라이빗하게 �
즐기는 한옥, �
한옥스테이 희 
�

전통이 �
살아 숨 쉬는 곳, �
연천 조선왕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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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固有)는 한국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겠다는 의미로 지어졌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건축물은 수원의 고즈넉한 골목길에 자리한다. 천장이 높아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지닌 1.5층의 다락이 있는 복층으로, 
한옥에는 특이한 구조다. 객실 타입은 복층 투룸과 원룸형 	
두 가지. 하루에 한 팀만 이용할 수 있다. 건축설계사인 주인장이 
직접 공간을 디자인했고, 개방식 공간 구조 덕분에 내부가 한눈에 
들어온다. 한복 체험도 가능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42번길 34  010-4893-6056
 체크인 16:00, 체크아웃 11:00 	25만 원~32만 원
 goyoo2020.modoo.at 취옹예술관은 한국관광공사가 품질을 인증한 한옥스테이다. 

한국 전통 정원과 작은 연못, 한옥의 기와가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책을 읽으며 명상할 수 있는 독채, 솔 향 
그윽한 황토 온돌방, 고향 집의 편안한 잠자리를 연상케 하는 
자연 친화적인 객실, 창밖으로 청류정과 미술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분리형 객실까지 목적에 따라 개성 있는 
객실을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300  031-585-8649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8만 8000원~28만 6000원
 site.onda.me/20419

유선재는 조선시대부터 100년 넘게 지켜온 소중한 지방문화로 
문화관광부에 한옥체험업으로 정식 등록된 고택이다. 유선재라는 
이름엔 ‘깨끗하게 치유하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차를 마시며 
담소나 독서가 가능한 전통 한실 다도룸, 정겨운 고향 집이 
떠오르는 사랑방, 다섯 명까지 숙박이 가능한 한실 등 여러 
콘셉트의 객실이 존재한다. 또한 느지막한 저녁 노란 조명이 
켜지면 한옥의 매력이 두 배로 살아난다. 여행의 끝, 지치고 힘들 
때 이곳에 머문다면 힐링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장만대길 89-11  010-2311-4366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38만 원~45만 원
 www.yooseonjae.com 

한국의 �
아름다움이 담긴, �
수원 고유 �

자연과 �
함께 머무는 곳, �
가평 취옹예술관 �

마음의 소리에 �
귀 기울이게 되는 곳, �
유선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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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상태로 힐링하기  #럭셔리 호텔 & 리조트
여행의 가치관은 다양하다. 맛집을 찾을 필요 없이 머무는 숙소에서 모든 걸 해결하길 원하며, 	

아름다운 뷰, 푹신한 잠자리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타입이라면 호텔과 리조트가 적합하다. 	
그리고 바라던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할 특색 있는 호텔을 추천한다.

GOOD STAY

청사초롱과 등잔, 한복의 옷고름 등 한국 전통을 모던하게 표현한 
호텔.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클럽과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 사우나 등 편의 시설이 마련돼 있다. 투숙객들이 중요시하는 
호텔 내 뷔페 레스토랑 쿠치나엠, 중식당 죽림, 카페 일라고가 있으며 
럭셔리 뷔페인 셰프스 키친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한 한식과 
일식,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투숙객을 
위한 펫 관련 프로그램과 펫 동반 객실도 마련돼 있어 동물과 
교감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20  031-927-7700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2:00 	19만 2600원~24만 1900원 (테마버스) 왕복 1만 원
 www.mvlhotel.com/goyang

‘생기를 되찾고 잠재력을 발현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터’라는 의미다. 럭셔리한 룸은 드라마 속 상류층 
주인공이 머무는 공간으로 촬영될 만큼 품격이 느껴지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특히 이곳의 시그너처 룸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룸. 인기 애니메이션 <또봇V>, <시크릿쥬쥬>, 
<콩순이>를 소재로 디자인된 곳으로 아이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계절 요리가 준비되는 
레스토랑,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로비는 호텔의 자랑이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316  031-770-8888
 체크인 14:00, 체크아웃 11:00 	 23만 1000원~49만 5000원
 www.bloomvista.co.kr

경기도 북부권의 �
유일한 특급 호텔,�
소노캄 고양�

아이를 위한 �
특별한 룸이 마련된,�
양평 블룸비스타�

LUXURY
ⓒ

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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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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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 앙코르 평택 호텔에서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서해대교와 
평택항 전망이 어우러진 뷰를 볼 수 있다. 평택에서 손꼽히는 
숙소인 라마다 앙코르는 아늑한 실내 덕분에 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특히 스위트룸은 다른 객실과 달리 넓고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탁 트인 창밖으로 최고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룸이다. 반려동물이 걱정돼 제대로 된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곳을 강력 추천한다. 펫 호텔 서비스가 준비돼 있어 
전문가가 반려동물을 정성껏 돌본다. 평일에 숙박하는 경우 조식 
뷔페가 무료이니 참고할 것.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84번길 3-10  031-229-3600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33만 원~40만 원
 www.ramadaencorepyeongtaek.com

평택 최고의 호텔,�
라마다 앙코르 평택 �

경기도 양평 강하면 전수리에 위치한 더힐하우스는 이국적인 
정원이 특징인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호텔이다. 남한강 전망과 
초록색 잔디밭에 심어진 푸르른 소나무가 자연 속에서 힐링을 
선사한다. 객실은 딜럭스룸과 온돌식 스위트룸으로 나뉘며, 	
호텔 내 레스토랑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 드라마 <상속자들>, 
영화 <용팔이>에서 주인공의 대저택으로 등장하기도 했던 
촬영지라 더욱 눈길을 끈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489  031-771-0001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가격 별도 문의 
 www.thehillhouse.co.kr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
남한강 전망,�
더힐하우스 �

이천 도드람산 자락 3만 6000㎡의 대지 위에 세운 호텔이다. 
대한민국 최고 건축 디자이너인 최시영의 설계로, 세심하고 
아름다운 힐링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1만 1000㎡의 에덴가든은 
200여 종의 꽃과 식물로 가득하다. 호수정원과 사색의 정원, 
블루베리 가든 등의 콘셉트로 꾸며져 산책하는 재미가 있다. 
가격이 합리적이라 가성비 높은 호텔로 꼽힌다. 	
또한 멀리서도 찾아오는 티하우스는 수제 스콘과 같이 내는 	
차의 맛이 일품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449-79  031-645-9100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2:00 	15만 원~60만 원
 www.edenparadisehotel.com

정원이 �
아름다운 곳,�
에덴파라다이스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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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경험을 공유하기 #게스트하우스
여행의 묘미는 낯선 사람을 만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재미에 달렸다고 여기는 편이라면,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보자. 여기에 소개하는 숙소는 예술적인 분위기에 둘러싸여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공용 공간에서 사람들과 토론도 가능하다.

GOOD STAY

지지향은 아름다운 서가와 기품 있는 고서의 향이 함께하는 게스트하우스이다. 나뭇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목재 인테리어와 면 소재의 침구류는 자연의 편안함을 전해준다. 특히 
TV 대신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벗 삼아 진정한 사유와 묵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대회의실, 
다목적홀 등 최첨단 연수 지원 시설과 열린 독서 문화 공간 지혜의숲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031-955-0090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7만 7000원~8만 8000원  www.jijihyang.com

책과 함께 보내는 �
특별한 휴가, �
파주 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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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헤이리마을에 위치한 모티프원은 글을 쓰는 아빠와 
연기하는 딸이 꾸린 북스테이다. 예술을 사랑하는 부녀는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생애 최고의 작업이 될 만한 소재를 얻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 이름을 지었다. 서재에 있는 1만 4000권의 
책을 탐색하거나 창이 아름다운 방 안에 앉아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를 위한 특별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38-26  031-949-0901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12만 원~26만 원
 www.motifone.co.kr

인생을 바꾸는 �
하룻밤,�
파주 모티프원�

부부 교사가 운영하는 평택 아르카북스는 이탈리아어로 
‘방주(피난처)’라는 뜻을 품은 프라이빗 독채 북스테이다. 	
‘책과 노니는 집’을 콘셉트로 하는 공간인 만큼 책과 감정카드로 
가족이 대화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살렸다. 이곳은 온전히 
공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레인지, 커피포트를 
제외하고 취사 금지다. 마당에 수영장이 있으며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책은 매주 교체되며, 오후 6시 30분부터는 서점동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5길 122-11  010-3140-8695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가격 별도 문의
 www.instagram.com/arca_books/

독서를 즐기는 �
사람들의 천국, �
평택 아르카북스 북스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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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에서 휴식하기 #휴양림
자연 속에서 가장 나다울 수 있으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면 	

잠시 도심에서 멀어져 자연을 느껴보는 것도 괜찮은 시도다. 주변을 산책하며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새 고민은 달아나 있을 것이다.

GOOD STAY

파주 동화힐링캠프는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 캠프 주변 곳곳이 산책로다. 
메타세쿼이아가 이어진 산책길을 걸을 때마다 피톤치드가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상쾌해진다. 
둘레길은 3코스가 있으며, 앵무새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작은 동물원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숙소는 프리미엄 글램핑, 숲속 글램핑, 트레일러 펜션, 온더힐, VIP 펜션으로 
구성됐으며 언덕, 숲, 계곡에 흩어져 있다. 밤이면 아름다운 조명이 저마다의 빛깔로 
낮과 다른 반전 매력을 뽐낸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363번길 32-9  031-952-2002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글램핑 7만 9000원~29만 5000원  www.dwhealingcamp.com

자연과 동물이 �
함께하는, �
파주 동화힐링캠프�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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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산자연휴양림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로 숙박료가 
합리적이어서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서울에서 가깝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도 장점. 신청자가 
많아 매월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투숙객을 뽑는다. 내부 프로그램으로 목공체험, 숲해설, 숲치유,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기 프로그램은 일찍 마감된다. 
야외 야영장에서는 가지고 온 텐트로 캠핑을 할 수도 있다. 	
의왕 대간과 연결된 등산로는 바라365희망계단과 전망대 등으로 
이어져 산림욕하기 좋다. 

		 경기도 의왕시 북골안길 96  031-8086-7482  매일 09:00-18:00
 	야영데크 1만 4000원, 고정식텐트 2만 8000원 / 객실 4인실 백운산동: 	
비수기&월~금 4만 9000원, 성수기&토·일 7만 원
 www.barasan.uuc.or.kr

바람과 철새가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는 이곳은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이다.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3만 4000㎡ 규모로 
평화롭게 캠핑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시설은 캠핑카, 루프톱을 
이용할 수 있는 힐링 캠핑존부터 전등과 콘센트 시설이 구비된 
에코 캠핑존, 평화 캠핑존, 누리 캠핑존까지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다. 카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존도 존재해 원하는 구역의 
캠핑존에서 행복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1670-3856
 체크인 14:00, 체크아웃 11:00  2만 원~18만 원
 imjingakcamping.co.kr

숲을 가득 �
체험할 수 있는, �
의왕 바라산자연휴양림�

야외에서 즐기는 �
이색적인 하룻밤, �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동두천 자연휴양림은 지난해 7월 1일 개장한 곳으로 숲속에서 
휴식과 다양한 체험을 누릴 수 있는 체류형 복합 휴양 체험 
공간이다. 객실은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채 펜션 ‘숲속의 
집’과 소규모 가족부터 단체 숙박까지 가능한 콘도 형태의 
‘산림휴양관’, 야외에서 감성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야영데크’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들과 함께 왔다면 휴양림 내 위치한 
‘놀자숲’에 방문해볼 것. 어른들도 타고 싶을 만큼 액티비티한 
체험 시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가산로	1	 	031-860-3257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16만	원~30만	원
	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23	

감성 캠핑을 �
즐길 수 있는,�
동두천 자연휴양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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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정역 벚꽃길 �
군포에서 봄의 정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금정역 주변에 조성된 군포 
벚꽃길이다. 군포 8경 중 제5경으로 철로가 교차하는 금정역 
주변에 만개한 흰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부천시 도당산 벚꽃축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산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벚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꽃동산을 이룬다. 4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벚나무 1000여 그루의 눈부신 개화는 부천시를 대표하는 꽃축제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264번길 79

GYEONGGI FOUR SEASONS

경기도 벚꽃 트레일
봄이 시작되면, 경기도 곳곳에 벚꽃이 만개하며 꽃터널을 이루곤 한다. 	

이로써 로맨틱한 봄의 축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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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 벚꽃길 �
의왕시청 청사 주변 길은 봄이 되면 해마다 만개하는 벚꽃을 
보러 찾아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다. 의왕시청 정류장에 내리면 
좌우로 늘어선 큰 벚나무들이 벚꽃 터널로 변신해 더욱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용인시 가실벚꽃 �
경기도 용인 호암 미술관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가실 
벚꽃길에서는 해마다 용인시와 3군 사령부, 에버랜드의 협업으로 
벚꽃축제가 열린다. 수천 여 그루의 벚나무와 맑은 호수의 조화가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19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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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시벚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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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라마리나 �
김포 아라마리나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고, 대규모 쇼핑 단지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쇼핑도 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마리나 시설이다. 선착장에 
가면 요트를 탈 수 있고, 크루즈 체험도 가능하다. 특히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나이트 크루즈 상품 이용 시 선상 공연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를 관람할 수 있다. 특별한 날, 사랑하는 사람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031-999-7800	 	요트	투어	3만	원
 www.waterway.or.kr

GYEONGGI FOUR SEASONS

물놀이 추억의 향기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과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물길을 따라 	

경기도 여행의 추억을 쌓아볼 수 있다. 해수욕이나 갯벌 체험이 전부는 아니다.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물과 관련된 신나는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주목해보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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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라베니체 금빛수로 보트하우스 �
도심 한가운데서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금빛수로 
보트하우스에 방문하면 한국의 베네치아 라베니체를 구경할 수 
있다. 평범한 보트가 아닌, 밤하늘의 달을 옮겨놓은 듯한 디자인의 
문보트는 물 위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 문보트는 3인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현장 매표소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가족 
단위로 방문할 예정이라면 패밀리보트를 이용하면 된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분수쇼를 구경할 수 있으며, 기다리는 동안 수변공원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도 좋다. 역시 현장 예매만 가능하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1-1	  070-4242-0340
 매일	13:00~22:00(브레이크	타임	16:45~17:45)
		문보트	2만	원,	패밀리보트	2만	5000원

전곡항 요트 체험, 플레이요트 �
서해를 대표하는 전곡리 요트체험장은 270여 대의 요트가 정박해 
있다. 해마다 6월이면 요트축제가 열리며 연인이나 가족 단위로 
요트를 타러 온다. 특히 플레이요트는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과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프랑스산 고급 요트로 투톤 컬러의 
고급스러운 자태를 자랑한다.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전화로 물때와 세일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플레이요트는 
최대 12명까지 승선 가능하며, 요트 위에서 운전과 낚시를 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50번길	15-5	  010-3763-4424
 매일	09:00	-	21:00(매일	일몰 30분	전까지	가능)
		1시간~1일	코스,	1시간	25만	원(하루	최대	5회	운영)
 www.playacht.modoo.at

김포 라베니체 금빛수로 보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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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송추계곡 단풍 �
경기도 북부 양주에 위치한 송추계곡.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곳이다. 특히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한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흐르는 계곡 위로 울창한 숲이 붉은 낙엽으로 물들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장관을 이룬다. 단풍터널 아래를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기 좋은 최적의 장소. 국립공원을 끼고 있어 
공원 내 야생화, 아이들의 놀이터, 다섯 개의 봉우리인 오봉을 
미니어처로 만든 포토존도 존재한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송추계곡
 ok.yangjusarang.com

연천 열두개울 계곡 �
열두개울 계곡은 다리가 없던 시절 연천 법수동에서 덕둔리로 
넘어가려면 열두 개의 개울을 건너야 한다는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산과 나무, 계곡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지방 2급 하천으로 지정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 자리를 잡고 가만히 앉아 
바람 소리와 계곡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형형색색의 단풍을 보고 
있으면, 자연에 위로받는 듯한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열두개울	계곡
 031-839-2065

GYEONGGI FOUR SEASONS

단풍으로 물든 다채로운 색채의 향연 
뜨거웠던 여름의 기운이 한풀 꺾이면 선선한 바람과 함께 알록달록 단풍의 시간이 찾아온다. 

노란 은행잎, 빨간 단풍잎, 들녘엔 일렁이는 황금빛 물결. 색채의 향연은 가을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경기도의 가을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한다.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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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모래강변공원 �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 산책로를 걷다 보면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붉은 단풍이 공원 곳곳을 노을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곽을 따라 자전거도로와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고, 공원은 여주의 가을꽃 명소로도 유명하다. 
플라타너스 광장 너머로 백일홍, 풍접초, 보라색 코스모스와 
노을빛의 황화코스모스를 10월 말까지 감상할 수 있다. 그 외 
옹관묘, 안학궁, 장군총 등 다수의 명승 고적지가 있어 볼거리가 
다양하다.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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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곤지암리조트 �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보드와 스키. 초심자라면 스키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수용 정원이 5000명으로 큰 규모이며, 리프트를 탈 때도 
비교적 대기 시간이 짧아 쾌적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미타임패스, 슬로프 정원제 등의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 곤지암 스키장 주변 화담숲이나 노천욕,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도 방문할 수 있다. 서울 강남에서 차량으로 40분 
거리, 판교와 여주 간 전철이 있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도 
용이한 접근성 좋은 스키장이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02-1661-8787
 07:30~23:00(부대시설별 운영시간 확인 필요)
		스키 시즌에만 영업,	비수기,	성수기,	객실별 요금 변동	/	리프트권	2시간권		
주중 대인	5만	5000원,	소인	4만 원	/	주말 대인	6만	5000원,	소인	4만	8000원
 www.konjiamresort.co.kr	

이천 지산포레스트리조트 �
1996년에 개장한 이천 지산포레스트리조트는 분당, 용인에서 
40분이면 닿을 수 있어 무박 스키를 위한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스키장 방문객들을 위한 무료 셔틀이 운영되고 있어 더욱 쉽게 
스키장을 방문할 수 있다. 7°에서 36°까지의 경사도를 이루는 
슬로프는 초, 중, 상급자용으로 구분되며 스노보더도 자유롭게 
슬로프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어린이 전용 스키학교, 청소년 
캠프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스키학교 전용 슬로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267	  031-644-1200
 12~3월	평일&주말	09:00~16:30,	야간	18:00~22:30
		리프트,	스키&보드	렌털	요금	2만	1000원~8만	원,		
의류	렌털	1만	5000원~2만	5000원,	장비	보관	6만 원~28만	원
 www.jisanresort.co.kr

GYEONGGI FOUR SEASONS

눈꽃이 피어나는 스키장
온통 새하얀 눈의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스키장만 한 곳이 없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 위에서 스키 혹은 보드를 선택해 신나는 활강을 경험해보자. 뿐만 아니라 
리조트 안의 다양한 시설을 즐기며 포근한 겨울 여행을 만끽할 수도 있다.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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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베어스타운 �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스키장인 포천 
베어스타운은 가족들이 선호할 만한 프로그램이 많다. 또한 초보 
스키어들에게도 매력적인 이곳은 총 12개의 슬로프가 있는데, 
초급자 코스인 ‘리틀베어’를 시작으로 중급자 코스인 ‘빅베어’ 등 
5개의 국제 공인 슬로프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매일 다른 슬로프를 
개장하고 난이도 높은 슬로프가 스키어들에게 인기를 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즐길수 있는 눈썰매. 야외수영장 레저카트 등 
액티비티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536번길	27	  031-540-5151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주간권	대인	7만	7000원,	소인	5만	7000원(오전,	오후,	야간,	심야,	1회권	가격	상이)
 www.bearstown.com

일산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
원마운트는 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아이스링크를 
메인으로 일곱 가지 테마가 있는 고속 썰매 활주 공간, 컬링존 등 
겨울철 눈과 관련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핀란드 산타마을을 
모티프로 한 포토 스트리트,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실내 공연장, 
하루 세 번, 매회 50여 명의 인원에 한해 개썰매를 탈 수 있는 이색 
체험까지 준비되어 있다. 스노우파크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회전목마로 일정을 마무리한다면 완벽한 하루가 될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1566-2232
 3월 1일부터	임시	휴장(겨울	시즌	오픈)
	정상가	주중	주말	1만	8000원,	스케이트	대여	5000원
 www.onemou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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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ITY TOUR BUS
거리를 따라 걸으며, 트렌디한 한류 감성을 충전해볼까.

성남 도시락버스
하루 동안 편안한 버스를 타고 성남의 먹거리, 
볼거리, 각종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다. 
문화관광 코스. 가이드가 각 명소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어, 성남을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주 토요일 운행하며, 
주마다 코스가 다르다. 코스는 1주차부터 
5주차로 나뉘며, 요금은 코스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지만 성인과 아동의 요금은 같다. 

운행 코스 
1주: 남한산성 수어장대 ― 점심(자유 중식) ― 판교박물관 ― 맹산반딧불이 자연학교
2주: 남한산성 수어장대― 점심(자유 중식) ― 신구대식물원 ― 판교박물관
3주: 장서각― 율동생태학습원 ― 점심(자유 중식) ― 신해철 거리 ― 오르페오음악박물관
4, 5주: 남한산성 수어장대 ― 도자 체험&샌드위치 도시락 ―  판교박물관
출발지 08:00 서울시청역 3번 출구, 08:20 교대역 9번 출구, 09:00 성남시청
운행시간 토요일, 주마다 노선이 다름.  
요금 1주차: 1만 1000원, 2주차: 1만 1000원, 3주차: 1만 3000원, 4주차: 1만 7000원 
요금 포함 사항 입장료, 체험료, 전용버스비, 가이드 공통, 샌드위치 중식(4, 5주차)  
요금 불포함 사항 여행자보험, 개인비용, 식사(1,2,3주) 문의 070-7813-5000, www.seongnamtour.com 

수원 시티투어버스
조선시대 영조, 정조의 인생과 업적을 둘러볼 
수 있는 수원화성역사박물관과 화성행궁, 
화홍문, 장안문 등의 코스를 돌며 역사를 
배운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여행과 전통 의상 입어보기, 
떡메치기, 활쏘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한다. 

운행 코스 
수원-화성 반일코스 수원역 ― 해우재 ― 화홍문(방화수류정) ― 연무대(국궁체험) ―  
수원화성박물관  ― 수원역
수원-광교 전일코스 수원역 ― 해우재 ― 화성행궁(무예24기)  ― 연무대(국궁체험) ―  
중식(지동시장 내 자유식) ― 화홍문(방화수류정) ― 수원화성박물관  ― 광교호수공원 ― 수원역
수원-융건릉 전일코스 수원역 ― 화홍문(방화수류정) ― 화성행궁(무예24기) ―  
연무대(국궁체험) ― 지동시장(중식) ― 융건릉  ― 용주사 ― 수원역
출발지 수원역 4번 출구 앞 수원시 관광정보센터 운행 시간 (수원-화성 반일코스) 3-10월 화-일(토요일 휴무) 9:30, 
13:50 출발 (수원-광교 전일코스) 3-10월 토요일, 9:50 출발 (수원-융건릉 전일코스) 일요일, 09:30 출발
요금 1만 1000원~1만 4900원 문의 031-256-8300, www.suwoncitytour.co.kr 

화성 시티투어버스
국내 최초 공정 여행 시티투어로 사전 예약은 
필수다.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컵과 손수건을 지참해 
1시간 이상 걸으며 전통 시장, 로컬 푸드 직매장 
방문으로 농어촌 지역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 중 1%는 자동 기부 시스템으로  
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다. 

운행 코스 
공룡의숨결(생태관광), 문화의숨결(역사/문화), 바다의숨결(철새탐조/갯벌/염전), 
자연의숨결(숲체험/자생식물), 파도의숨결(섬/생태탐방),  
테마투어(농어촌체험/승마/목장/요트/축제/봉사투어),  
하루야투어(1박2일 숙박, 캠프투어), 착한여행 하루야 
출발지 동탄역 2번 출구, 화성시미디센터, 화성시 동부출장소, 봉담읍사무소 맞은편, 향남읍사무소, 모두누림센터 
앞 버스정류장 운행 시간 토·일 09:00-17:00 요금 1만 4000원 문의 031-366-4983, www.hscitytour.co.kr 

시흥 시티투어버스
서해 갯골과 옛 염전의 정취를 관찰할 수 
있는 갯골생태공원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4~1936년에 걸쳐 소래염전에 
조성됐다.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1만 원을 
내면 지역화폐 시루로 8000원을 돌려받아 
2000원으로 여행하는 셈이다. 그야말로 
가성비 갑. 

운행 코스 
연꽃테마파크 ― 삼미시장 또는 물왕저수지 ― 갯골생태공원 ―  오이도  
출발지 10:30, 14:00 오이도역
운행 시간 4-10월 토·일 요금 1만 원 요금 포함 사항 왕복 차량비, 체험비, 입장료, 문화광광해설 서비스, 인솔비용 등 
요금 불포함 사항 중식, 여행자보험 문의 031-310-2902, www.si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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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시티투어버스
이천에서는 사계절 다양한 체험관광이 
가능한 시티투어를 구성하고 있다.  
봄에 만나는 산수유꽃, 여름 녹음이 우거진 
산에서 즐기는 등산, 가을의 황금빛 들판, 
겨울 능선에서 썰매타기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 돼지박물관, 와우목장 등에서 동물을 
가까이 만나볼 수도 있다.

운행 코스
1코스: 이천역 → 이천세라피아 → 이천농업테마공원 체험 및 점심 →  
덕평공룡수목원 → 이천역
2코스: 이천역 → 돼지박물관 → 체험마을 체험 및 점심(부래미마을·서경들마을· 
우무실마을 중 택일) → 민주화운동기념공원 → 이천역
3코스: 이천역 → 예스파크 → 도자기 만들기 체험 → 이천쌀한정식 → 서희테마파크 → 
테르메덴 온천 → 이천역
출발지 이천역 운행시간 상시운영 요금 1만 9900원 ~ 3만 1500원(코스별 요금 상이)  
문의 031-636-2723~4, www.2000green.com

부천 뻔뻔시티투어버스
만화, 영화, 음악을 아우르는 부천의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문화관광해설사와 돌아보는 
‘뻔뻔(funfun)’한 여행이다.  
정기투어로 판·타·지·아 코스가 있고,  인근 
도시와 연계한 광역시티투어(광명 동굴, 시흥 
갯골축제)가 있어 취향별로 선택할 수 있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운행 코스 
판(환경여행), 타(과학여행), 지(역사여행), 아(만화여행),  
게릴라 시티투어(2층버스투어 / 야간투어 / 광명·시흥 연계 광역투어)
출발지 10:00 부천시청 의회 옆 시티투어 승강장 운행 시간 4-11월 매주 토요일, 10:00-16:20 요금 1만 원 
문의 032-656-4306, www.bucheonculture.or.kr   

안산 시티투어버스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단원미술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공원 안산갈대습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투어가 코스별로 구성돼 있다.  
또한 연간 20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자연 
그대로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대송습지도 
있어 힐링, 출사 여행으로도 좋다.

운행 코스 
제1코스: 중앙역 ― 최용신기념관 ― 성호기념관(식물원) ― 중식 ― 단원미술관 ―  
안산 갈대습지공원  ― 중앙역
제2코스: 중앙역 ― 시화호조력발전소(달전망대) ― 대부해솔길 1코스 ― 중식 ―  
탄도바닷길 ― 중앙역 
제3코스: 시내권, 대부도 지역을 자유롭게 원하는 코스 구성(단체 20명 이상)
2층버스 테마코스: 광화문, 신도림역 ― 시화호조력발전소(달전망대) ―  
대부해솔길 1코스 ― 중식 ― 탄도바닷길 ― 광화문, 신도림역 
출발지 (안산) 10:00 중앙역, (서울 2층버스) 09:30 광화문역, 10:00 신도림역
운행 시간 (안산) 화-토 10:00-17:00 (서울 2층버스) 월-일 09:30-19:00 요금 6000~1만 8900원 
문의 1899-7687, www.ansancitytour.com

가평 시티투어버스
총 9개의 순환버스가 제각기 감각적인 래핑 
디자인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끈다. 매년 
재즈페스티벌이 열리는 자라섬, 드라마 
<겨울연가>로 한류 열풍의 중심이던 남이섬, 
레일바이크 레저관광 등 역사와 관광명소를 
즐길 수 있다. 구매한 당일 티켓은 순환코스 
내에서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운행 코스 
A: 가평터미널 - 가평레일바이크 - 자라섬 - 가평역 - 남이섬 - 금대리회관-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 복장리삼거리 - 쁘띠프랑스 - 호명리 - 청평터미널
B: 가평터미널 - 가평역 -남이섬 -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 설악터미널 - 스위스마을 - 
희곡리 - 청평터미널 - 청평역 - 아침고요수목원
출발지 09:00-18:00 가평터미널 / 09:50, 11:30, 15:50, 17:30 목동터미널 운행 시간 화-일 (월요일 휴무)
요금 8000원(성인), 6000원(청소년), 입장료 불포함 문의 031-580-2114, www.gptou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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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시티투어버스
1919년 3·1운동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 
위에서 만세 시위를 벌인 한강 하구가 가까이 
보이는 행주역사공원을 품은 고양시는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다. 요일별 다양한 
코스로 운행하는 고양시티투어는 5000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다. 

운행 코스 
화요문화산책(1부): 중남미문화원 - 고양향교 - 벽제관                                     
화요문화산책(2부): 밤가시초가 - 밤리단길 - 쿠키만들기(체험비 별도)
수요럭셔리모터쇼(1부): 현대모터스튜디오(입장료 별도) - 킨텍스
수요럭셔리모터쇼(2부): 포마자동차디자인미술관(입장료 별도) - 항공우주박물관
목요다큐스페셜(1부): 서삼릉역사다큐 - 원당화훼단지(체험비 별도)
목요다큐스페셜(2부): 장항습지 생태탐방
금요특선영화(1부): 고양아쿠아스튜디오 - 렛츠런팜 원당
금요특선영화(2부): 구일산역 - EBS - 노래하는분수대 
토요밤스테이극장/야간투어: 행주산성 - 행주역사공원 - 노래하는분수대
일요기상특보/모닝투어: 북한산 트래킹- 흥국사
출발지 10:00, 14:00 정발산역 2번 출구 운행 시간 매주 화-일 (월요일 휴무) 요금 3000~6000원 
요금 불포함 사항 중식, 입장료, 체험비 문의 010-5106-3158, www.goyang.go.kr/citytour

DMZ트레인 연천투어버스
6·25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의 아픔과 
무장해제라는 평화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곳이 DMZ(비무장지대)다. 트레인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인데 KTX처럼 
속도가 빠르지 않아 바깥 풍경을 천천히 즐길 
수 있다. 휴전 이후 인적이 끊겨 깨끗한 자연을 
간직해 허브힐링, 문화생태 체험을 하기 좋다.

운행 코스 
11-3월: 재인폭포 - 한탄강 물문화관 - 태풍전망대 - 전곡선사박물관 - 연천역
출발지 09:27 서울역, 09:50 청량리역, 10:28 의정부역 운행 시간 수-일 (월·화 휴무)
운행시간  토요일, 주마다 노선이 다름. 요금 3만 5000원 요금 포함 사항 왕복승차권, 연천 DMZ dreaming 투어 (연
계 차량비, 각종 입장료, 진행비) 요금 불포함 사항 중식, 여행자 보험, 기타 개인 경비 
문의1544-7755, www.dmztourkorea.com

파주 시티투어버스
요일별로 개발된 당일 코스가 7개, 
주말 1박2일 숙박 코스(오/감/만/족)가 
4개, 1박2일 별빛투어 코스가 2개로 
총 13개의 다채로운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국내 대규모 출판단지인 
파주출판도시는 물론 벽초지수목원과 
우농타조마을, 임진각과 율곡 이이 유적 
등 문화·생태·역사·관광자원으로 여행이 
풍성해진다.

운행 코스 
월요일 코스: 보광사- 자유중식- 마장호수출렁다리 - 벽초지 수목원
화요일 코스: 황희선생유적지&반구정 - 통일대교 - 도라산역(자유중식) - 도라전망대 - 
제3땅굴/DMZ영상관 
수요일 코스: 하니랜드 - 금촌통일시장(자유중식)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임진각관광지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목요일 코스: 임진강 황포돛배 - 적성전통시장 - 산머루농원 - 감악산 출렁다리 
금요일 코스: 파주 이이 유적지&자운서원 - 문산자유시장(자유중식)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임진각관광지 - 퍼스트가든
토요일 코스: 파주 장릉 -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 프로방스/파주맛고을(자유중식) - 
파주출판도시
일요일 코스: 마장호수 출렁다리 - 통일동산 관광특구 - 오두산 통일전망대
출발지 09:00 사당역 1번 출구 공영주차장, 09:30 서울역 2번 출구(문화역서울 284 앞), 10:10 대화역 4번 출구, 
10:30 운정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 운행 시간 테마별 다양한 요일 및 코스 진행
요금 6000원~7만 7000원 문의 02-530-6123, www.pjcitytou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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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리무진
승차권 구입처
(내부 매표소) T1 1층 Gate 4/21번 매표소, Gate 9/ 48번 매표소, 
T2 지하 1층
(외부 매표소) T1 1층 Gate 4, 6, 7, 8, 11, 13번 앞

매표소 운영시간 06:00~22:00 (Gate 8번의 경우 06:00~22:40)

요금 5000원~1만 5000원

문의 032-743-7600, www.airportlimousine.co.kr

운행 코스
7000번 인천국제공항-안산
3200번 인천국제공항-고양/원당
3300번 인천국제공항-일산
5300번 인천국제공항-성남
7001번 인천국제공항-부천
8837번 인천국제공항-동탄역/병점
8852번 인천국제공항-수지/용인
8877번 인천국제공항-수원광교/민속촌
A4000번 인천국제공항-동수원
A4200번 인천국제공항-안양/군포
A8834번 인천국제공항-평택/안성
9000번 인천국제공항-김포

김포공항리무진
승차권 구입처 
(국내선청사) 1층 Gate 5번 내부
(국제선청사) 1층 Gate 1번앞 6번 승차장, 현장직원에게 구입

매표소 운영시간 06:00-22:00

요금 5000원~1만 5000원

문의 02-2664-9898, www.airportlimousine.co.kr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운행 코스
4300번 수원 - 김포공항
4000번 동수원 - 인천국제공항
4100번 영통 - 인천국제공항
4200번 군포(산본) - 인천국제공항 

요금 6000원~1만 2000원

문의 031-382-9600, www.ggairportbus.co.kr
＊ 버스 관련 추가 문의
서울지역버스: 다산콜센터 (02-120)
경기지역버스: 경기콜센터 (031-120)

AIRPORT LIMOUSINE AIRPORT ACCESS

TAXI
인천국제공항 인터내셔널택시 (외국인 전용)
부스 위치 
(T1 입국장) 00:00~24:00, Gate 4번과 5번 사이 데스크 번호 23번, 
070-5102-1191/1195
(T2 입국장) Gate A 오른쪽 데스크카운터, 032-743-6805

문의 1644-2255, www.intltaxi.co.kr

인천국제공항 스마트택시 (외국인 전용)
부스 위치 
(T1) 07:00-23:00 운영, 1층 Exit 8-9번 사이 데스크 번호 46번
(T2) 14:00-20:00 운영, 1층 Exit 4번 근처

문의 1661-9917, www.koreataxi.kr/koreataxi

김포공항 인터내셔널택시 (외국인 전용)
부스 위치 
(1층 도착홀) 10:00-23:00, GATE 1번과 2번 사이, 070-5102-1190

문의 1644-2255, www.intltaxi.co.kr

공항 연계 서비스
광명역 공항연계서비스
공항연계서비스는 KTX광명역-영등포역 간 고객 편의 서비스이다. 
KTX와 공항버스를 연계해 이용하면 공항버스 요금은  
20% 할인(3000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체크인 후 짐 없이 편하게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운행시간 (첫차) 05:30 영등포역, 06:23 KTX광명역 (막차)  
22:00 영등포역, 22:52(월-금) / 22:55(토, 일, 공휴일) KTX광명역

운행 코스 
(지하철) KTX광명역 – 금천구청역 – 독산역 – 가산디지털단지역 – 
구로역 – 신도림역 – 영등포역

문의 1544-7788, 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
station/station03.do

AIRPORT 
ACC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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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자연 속의 한국민속촌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사계절의 다채로운 빛깔을 경험하다.

KOREAN 
FOLK VILLAGE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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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021경기가이드북-Red Velvet 
	02-2021경기가이드북-프ᄅ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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