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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과거와 미래가 숨쉬는, 

경기 유니크베뉴로 

초대합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는 경기도내에서 독특한 매력이 있는 장소, 

경기 유니크베뉴 17곳을 선정했습니다. 

경기 유니크베뉴는 MICE 행사 개최지의 고유한 콘셉트나 

그 곳에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뜻으로 

통용되며 컨벤션 센터, 호텔 등의 MICE 전문시설과 함께 

MICE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를 통칭합니다.

경기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남한산성, 조선왕릉 

등을 보유했으며, 수도 서울과 인천/김포공항과 인접해 관광 잠재력이 

무한대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특히, 남북분단의 최접점인 DMZ 일원 

임진각평화누리공원, 평화누리길 등은 ‘평화’와 ‘생태’를 상징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특별한 시간을 만듭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경기도의 히스토리,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17곳의 

경기 유니크베뉴에서 MICE 행사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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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West South North

경기 동부 경기 서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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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 정취 한가득

양평 | 양평힐하우스 
YANGPYEONG THE HILL HOUSE 

양평 힐하우스는 30년 전 오픈 당시의 모습을 오롯이 간직한 곳이다. 

북한강변 잘 꾸며진 정원을 배경으로 멋들어진 흰색 건물이 자리잡은 풍경은 

목가적인 느낌으로 가득하다. 힐하우스는 웨딩과 기업 임원 등 VIP 위주의 

MICE 행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상품을 운영 중이다. 

 경기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489

 031-771-0001

 www.thehillhouse.co.kr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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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하우스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선

호하는 가족단위 손님이 즐겨 찾는 패밀리 호텔

로 거듭났다. 

힐하우스는 90년대 분위기를 그대로 고수하

고 있지만 건물과 가구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제주와 이천에 블랙스톤 골프& 리조트를 운영하

는 모회사에 소속돼 있어 체계적인 시설, 서비스 

관리가 가능한 구조다. 

힐하우스의 공간은 크게 나눠 2개동의 호텔에 

세미나실, 연회장이 각각 자리잡고 있으며, 웨딩

을 주로 하는 연회장과 한식당이 각각 별도의 건

물에 들어서 있다. 창 밖으로 북한강의 사계절 풍

경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객실은 스위트룸을 포함

해 총 44개실을 운영 중이다.   

각 건물 사이의 공간은 잘 꾸며진 정원이 마

련돼 있다. 시즌에 따라 다양한 꽃이 피도록 식

물을 식재했고, 구석 구석 조각상을 배치했다.  

조경의 ‘뼈대’ 역할을 하는 나무들은 수령이 오래

된 것이 많아 정원의 품격을 더해준다. 북한강과 

마주하는 공간에는 산책로와 포토존, 나무 데크

가 깔린 야외 식음료 제공 공간이 있다. 

140제곱미터 규모의 세미나실은 30명~60명 

이용이 가능하며 기업 워크샵 등의 용도에 적합

하다. 

더 큰 공간은 200명까지 들어가는 368제곱미

터 규모의 연회장이 있다. 이 공간은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처리돼 개방감이 뛰어나다. 행사용 공간

에는 프로젝터, 음향장비, 조명 등 기본적인 시청

Tip

양평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두물머리, 용문산, 유명산 

등이 있다. 연꽃이 만발하는 한여름에는 용늪과 

세미원 부근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 힐하우스 

부근에는 와 갤러리, 닥터박 갤러리, 갤러리 아지오 

등이 산재해 있어 미술관 투어도 가능하다.

각 장비가 갖춰져 있다. 

웨딩 행사가 주로 열리는 공간인 스완은 호텔

과 별도의 독립된 건물에 위치해 있다.  2층에 행

사와 연회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 공간은 3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 2개면으로 

북한강의 아름다운 리버뷰가 펼쳐진다.  

2층 규모의 한식당 나루께는 최대 2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형 식당이다. 한우 등심, 불고기 등 

단품과 세트메뉴가 준비되며, 특히 방문객 사이에

선 평양 냉면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메인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 젤코바는 중식과 

양식, 차와 디저트류를 판다. 강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무척 아름답고 내부 인테리어는 90년대 

개관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풍스

러운 느낌으로 가득하다.    

야외가든에서 행사나 식사도 가능하다. BBQ

와 샐러드바 등의 메뉴가 준비된다. 

힐하우스에서 MICE 행사를 준비한다면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하길 추천한다. 호텔 앞에 면한 

북한강의 수상 레저 시설과 연계한 액티비티 프

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다. 

연회장 200명 실내

세미나실 30명~60명 실내

한식당 나루께 200명 실내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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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품에 안은 럭셔리 호텔

가평 | 마이다스호텔
앤 리조트

GAPYEONG MIDAS HOTEL&RESORT

마이다스 호텔&리조트는 가평 지역에서 '리조트', '호텔'간판을 걸고 

있는 수 많은 업장 중 '군계일학'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VIP 위주의 

중소규모 워크샵 등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야외 공간을 활용하면 

수백명 규모의 대형 공연도 가능하다.  

 경기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로 2245

 031-589-5600 / 5690(B2B 담당)    www.midashotel.co.kr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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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마이다스 호텔&리조

트는 자연이 주는 평온함과 여유가 돋보이는 곳

이다. 호텔 건물이 전체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10% 미만, 나머지는 녹지 공간으로 비워 뒀다. 

조경에 대한 높은 안목이 돋보이는 이 호텔의 녹

지 공간은 인접한 청평 자연휴양림으로 자연스럽

게 연결된다. 

이 호텔은 72개의 모든 객실이 리버뷰River 

view다. 단체가 투숙할 때 디럭스 트윈(2인), 더블

(1인), 듀플렉스(3~4인)까지 타입에 따라 객실 선

택이 가능하다. 듀플렉스 객실은 복층 공간을 다

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MICE 행사용 공간으로는 100명 내외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과 VIP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소회의실 2개가 마련돼 있다. 탁 트인 리버

뷰를 자랑하는 소연회장은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

를 적용해 VIP 행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모든 연회

장에 기본적인 시청각 장비가 갖춰져 있다. 

F&B 관련 시설은 카페와 바,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다. 메인 레스토랑은 100명 내외의 인원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다. 

독채 형식의 헤스티아 글램핑장은 호텔 건물

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고 전면에 넓은 잔디밭

이 있어 25명 내외 인원이 독립적인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 5개의 글램핑돔 내부에는 

에어컨과 TV가 설치돼 있다.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트리톤스 수상장도 

이 호텔의 독보적인 부대시설이다. 선셋 크루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파티보트 3대

를 보유하고 있다. 

Tip

마이다스 호텔&리조트 주변에는 가볼 곳이 많다. 

청평자연휴양림이 인접해 있으며, 쁘띠프랑스,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 등 대표 관광지가 모두 

30분 이내 거리에 있다. 

호텔 진입로로 이어지는 도로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이름난 드라이브 코스다. 이 도로는 

계절별로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봄에는 

몽환적인 벚꽃 터널을 즐길 수 있다.

대연회장 120명 실내

아폴로(A, B, C) 16명 실내

소회의실 10명 실외

글램핑장 25명 실외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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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를 표방하는 곳 중 쁘띠프랑스만큼 콘텐츠의 색깔이 확실한 

곳은 없다. 2008년 7월 '프랑스 문화마을'을 표방하며 개관한 가평 

쁘띠프랑스는 2021년 5월 이탈리아 콘셉트의 피노키오와 다빈치를 

추가로 오픈해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다.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063

 031-584-8200

 www.pfcamp.com

East

경기도에서 만나는 유럽의 정취

가평 | 쁘띠프랑스
GAPYEONG PETIT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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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이 곳의 전시물 역

시 완성도가 높고 희귀한 오리지널 작품들이 즐

비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모든 구역 전시물을 

제대로 둘러보고 공연까지 감상하면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테마파크 전체가 포토존이라 할 만큼 이색적

인 공간이 많아 누구라도 쉽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이 곳의 강점이다. 최근 가장 인기있

는 기념 촬영지는 거대한 피노키오 동상을 내려

다 보는 뷰가 있는 전망대다. 

MICE를 위한 공간으로는 200명 수용 가능한 

‘쁘띠이벤트홀’과 6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유럽전

통카페, 세미나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캐주얼한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다빈치 갤러리 등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색다른 분위기의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유럽 스타일 숙소 35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쁘

띠프랑스의 강점이다. 가벼운 스낵류를 파는 곳 

부터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식당까지 F&B 

시설도 충실하게 갖춰져 있다. MICE 행사 단체가 

원하는 장소에서 특별한 만찬도 가능하다.

Tip

북한강을 따라 쁘띠프랑스로 

들어서는 길은 한국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꼽힐 만큼 수려한 

전경을 자랑한다. 주변에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산재해 있다. 대규모 인원이 

숙박해야 하는 경우 인근 마이다스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가평군 청평 호수를 내려보는 쁘띠프랑스는 

‘꽃과 별, 그리고 어린 왕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

래 프랑스 남부 지방 전원마을의 분위기를 재현

해 만든 테마파크다. 쁘띠프랑스는 프랑스 생텍쥐

페리 재단으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할 정도

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쁘띠프랑스에는 프랑스 및 유럽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이 있다. 19세

기에 지어진 프랑스 가옥을 그대로 옮겨와 다시 

지은 ‘프랑스 전통주택 전시관’, 프랑스 벼룩시장 

분위기를 재현한 ‘골동품 전시관’, 유럽의 인형이 

300여 점 전시된 ‘유럽 인형의 집’, 생텍쥐페리의 

생애 및 유품, 유작을 볼 수 있는 ‘생텍쥐페리 기념

관’ 등이 야트막한 산자락을 따라 보석같이 박혀 

있다. 프랑스 문화공연도 다채롭게 열린다. 

2021년 이탈리아 콘셉트의 피노키오와 다빈

치 개관과 함께 쁘띠프랑스는 ‘시즌2’를 시작했다. 

입구 주차장부터 새로 정비했고 통합 매표소를 

마련해 편의성을 높였다. 

피노키오와 다빈치는 그 이름처럼 각각의 테

마를 상징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주요 

콘텐츠가 몰려 있는 피노키오의 모험관과 다빈치 

전시관 사이에는 유럽풍의 아름다운 골목과 다양

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광장이 있다. 광장을 마주

하는 바람의 테라스 건물 뒤로 공연이 가능한 계

단식 좌석의 야외 극장이 마련돼 있다. 

쁘띠 이벤트홀 200명 실내

세미나실 60명 실내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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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김광수 건축가는 건물 

전체를 기존 모습을 존치하는 구역과 완전히 모

습을 바꾼 공간으로 나눠 재창조 했다. 

쓰레기가 처음 도착했던 반입실은 아티스트의 

실험적인 작품이 전시되는 멀티미디어 홀MMH이 

됐고, 소각로가 있던 공간은 중정 개념의 공간인 

‘에어갤러리Air Gallery’로 변신했다. 곳곳에 다양한 

크기의 테라스가 있어 여러가지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기계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던 1층 한 켠은 카

페와 레스토랑 공간이 됐다. 이 공간 뒤편으로 케

이터링 제공이 가능한 주방 시설을 갖추고 있다. 

2층에 있는 4개의 스튜디오는 숙직실이 있던 공

간을 개조해 만들었다. 

벙커의 깊이는 무려 39m에 달하는데,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 보면 그 규모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이 공간은 BTS가 모 패션 브랜드의 영상

을 촬영하며 유명세를 탔다. 벙커는 최대 300명 

힙스터의 상상력을 펼치는 공간

부천 | 부천아트벙커B39
BUCHEON BUCHEON ART BUNKER B39

부천아트벙커B39는 삼정동 쓰레기 소각장을 되살려 2018년 오픈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소각장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거대한 건물은 옛 소각장의 모습 

보존과 이용의 편의성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변신에 성공했다. 

 경기 부천시 삼작로 53

 032-321-3901, 070-4601-6031(대관문의)

 artbunkerb39.org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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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 동시 입장이 가능하며, 파티, 클래식 공연 등

의 다양한 목적으로 쓰인다. 

기존에 있던 모습을 최대한 살려 존치한 3~5

층 공간 투어는 사전 요청이 있는 그룹 등에 한해 

허용된다. 쓰레기 무게를 재던 계측소, 타고 남은 

재를 모으던 재벙커, 소각장의 설비를 통제하는 

중앙제어실 등이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 

그대로 박제처럼 보존돼 있다. 별도의 입장료 없

이 운영되는 부천아트벙커B39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MICE를 위한 대관은 행사의 규모, 성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부천시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신차발표회, 파티, 패션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MICE 행사 진행이 가능한 것이 부천아트

벙커B39의 강점이다. 행사에 활용 가능한 시청각 

관련 장비를 충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78대 동

시 주차 가능한 야외주차장이 있다. 

부천아트벙커B39는 향후 3단계 리모델링 사

업을 통해 3층 투어 공간을 정비하고 개방 구역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구 쪽 관리동 건물은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Tip

아트벙커 B39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만화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우리만화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박물관이다. 

만화영화상영관, 상상놀이터 

체험마당, 열람실, 체험교육실, 

상설전시관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트벙커 B39는 자체 숙박 시설이 

없다. 숙박이 필요한 MICE 행사를 

준비한다면 상동역 인근 관광호텔을 

이용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홀 100명 실내

벙커 300명 실내

에어갤러리 100명 실외

Conference Room

스튜디오 벙커

에어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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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폐광을 테마파크로 

광명 | 광명동굴
GWANGMYEONG

GWANGMYEONG CAVE

광명동굴은 광물을 채광하던 광산을 관광 테마파크로 만든 곳이다. 

1912년 일제 강점기 시절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산업 유산을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역사, 문화 관광명소로 재탄생 시켰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으며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관광공사가 

‘한국 관광 100선’으로 선정했다. 

 경기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070-4277-8902

 www.gm.go.kr/cv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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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후 40여 년 동안 젓갈 창고로 쓰였던 광

명동굴은 이제 ‘동굴’이라는 독특한 공간성에 역

사, 문화, 예술 콘텐츠가 더해져 세계적인 복합문

화예술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2011년 광명시

가 매입해 시민 공간으로 재정비한 후 개방한 이

곳은 10여 년 동안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진화해

왔다. 광산 시절의 옛 모습을 전시한 공간을 거치

면 첨단 미디어를 접목한 VR 체험, 빛을 소재로 

펼친 미디어아트 쇼, ‘황금’을 주제로 아티스트와 

협업해 만든 작품을 볼 수 있는 황금길 등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장면과 마주한다. 194m 길이의 

거리에 형성된 광명와인동굴에선 와인의 역사, 생

산지, 시음법 등의 흥미로운 스토리와 함께 170

여 종의 국산 와인을 만날 수 있다.

하이라이트는 동굴 예술의 전당. 2013년 6월, 

350석 규모로 만든 이 공연장은 개관 이후 다양

한 장르의 공연, 콘서트, 아트쇼 등을 열며 광명 동

굴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동굴 예술의 전당과 함

께 최대 1,000명(좌식 기준)~1,500명(입식 기준)

까지 수용할 수 있는 빛의 광장이 MICE 행사를 치

를 수 있는 공간이다. 음향, 조명 시설을 자체적으

로 갖춰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돕는다. 매년 광명동

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외국어 안내 서비스 

Tip

광명동굴에서 자동차로 약 7분 거리에 

194개의 객실을 갖춘 3성급 호텔 

라까사(www.hotellacasa.kr) 가 있다.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의 밸런스를 

테마로 한 부티크 호텔로 한국의 가구 브랜드 

‘까사미아’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역사 깊은 

종택에서 조선시대 선비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충현 박물관, 경기도 3대 재래시장 중 

하나인 광명 전통시장도 함께 둘러보기 좋다. 

도우미 ‘웰커머’가 다국어 안내를 지원해 해외 관

광객의 방문도 많다. 2022년 웰커머 6기로 선정

된 도우미는 총 22명으로 영어 15명, 중국어 3명, 

따갈로그어 2명, 일본어 1명, 몽골어 1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동굴 안에 카페, 푸드 코트 등 식음 

시설에선 별도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단체 식

사가 가능하다. 

동굴 예술의 전당 350석 실내

빛의 광장 1,000명 실내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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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비경을 노닐다

김포 | 현대크루즈
GIMPO HYUNDAI CRUISE

경인아라뱃길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운하다.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 오랜 

기간 다닐 수 없던 물길이 2011년 이 운하를 통해 다시 이어졌다. 아라뱃길은 

한강 김포대교와 신행주대교 사이 수로를 통해 인천 영종대교가 보이는 서해 

앞바다까지 흘러간다. 총 길이 18km로, 이중 유람선 운항 구간은 13km 정도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70번길 74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032-882-5555

 www.aracruise.co.kr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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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의 유일한 유람선 운항선사인 현

대유람선은 1983년 설립된 역사가 깊은 회사로 

설립이래 단 한 건의 선박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크루즈 상품은 

2011년부터 시작돼 연간 30만 명이 이용했고 절

반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일반 여행객들은 약 1시간 30분 소요되는 운

항 코스를 주로 이용한다. 뱃길은 고풍스러운 정

자가 있는 수향원, 아라폭포, 아라마루를 차례로 

지난다. 

아라뱃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아라폭포다. 

인천 계양산의 협곡 지형을 이용한 인공 폭포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아라마루 절벽 위 원

형으로 조성된 아라마루전망대도 독특한 볼거리

다.  수변 공원으로 꾸며진 시천나루에 잠시 머물

렀다가 아라김포여객터미널로 돌아오는 데는 약 

1시간 30분 걸린다. 배의 내부에서는 외국인 공

연단의 흥겨운 댄스공연과 마술쇼, 라이브 가수 

공연 등 화려한 볼거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

어진다. 

MICE 운항 프로그램은 약 2시간 가량 소요되

며, 8시간 이상 인천 앞바다까지 다녀오는 여유로

움을 만끽하는 장거리 프로그램도 있다. 

4층 구조의 1,358톤급 크루즈 선박에는 1,041

명이 탑승할 수 있다. 2개의 대형 연회장과 바다

정원, 오픈데크 등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다양한 공

간이 있으며, 수준급의 영상, 음향, 조명 장비를 갖

추고 있다. 150명 이상이면 1개층을 단독으로 이

용이 가능하다. 640명까지 식사를 겸한 연회를 할 

수 있어 대규모행사도 문제없다. 음식은 뷔페와 테

이블 세트메뉴를 기본 형태로 한다. 할랄부터 퓨어 

베지테리언 메뉴 제공도 가능하다. 식사를 제외한 

가벼운 행사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기본 제공되는 공연에 비보이, 난타 등을 추가

하면 행사는 더욱 충실해진다. 문화적 배경과 언

어가 달라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넌버벌 퍼포먼

스 위주로 구성된 공연이라 더욱 부담이 없다. 현

대크루즈는 영어, 중국어, 태국어, 일본어 등 5-6

개국어 응대가 가능해 외국인 단체 고객들의 이

용 만족도가 높다. 

Tip

아라김포여객선터미널과 인접한 아라마리나는 

요트 계류 시설과 수상레저체험장을 갖춰 

카약과 보트, 수상 자전거 등을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도 

여객선터미널에서 가깝다. 150여 개 브랜드 숍이 

한데 모여 있고, 카페와 음식점도 잘 갖춰져 있다. 

전체대관 1,000명 실내

연회장 640명 실내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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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 흥미진진 시간 여행 

용인 | 한국민속촌
YONGIN KOREAN FOLK VILLAGE

한국 조선 시대의 주거 공간, 생활 양식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테마파크. 1974년에 개장했으며 1,100제곱평방미터 부지 위에 민속 

마을과 한국의 구전 설화를 기반으로 만든 다양한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놀이 

마을이 펼쳐져 있다. ‘전통’이라는 주제에 충실한 공간과 체험 뿐 아니라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는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031-288-0000

 www.koreanfolk.co.kr

South
한국민속촌은 각 지방에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이건, 복원한 옛 가옥을 관아, 서원과 같은 공공기

관 민가, 반가와 같은 주거 건축, 한약방, 서낭당, 점

술집과 같은 생활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재현하

고 있다. 안으로 들어서서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조상의 생활 모습, 살림살이와 농경 기구, 공예품 

등을 실제 공간 안에서 재현한 전시를 만난다. 한 

해를 스물 넷으로 나눈 ‘절기’마다 행한 세시풍속

을 체험하며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느끼기에

도 좋다. 명인, 장인과 함께 공예 수업을 들으며 작

품을 만들기, 민속놀이, 마당놀이, 말타기 등 볼거

리와 놀거리도 다채롭다. 이 중 떡만들기, 국궁, 전

통공예와 같은 체험 활동은  MICE 단체를 위한 팀 

프로그램으로도 적합하다.  

예전엔 ‘전통’에 초점을 맞춘 시설과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주로 선보였던 한국민속촌은 몇 년 전

부터 20-30대 들의 ‘핫 플레이스’로 급부상했다. 

‘조선 시대의 한반도의 완벽한 재현’이라는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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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매력 위에 현대적인 감성의 퍼포먼스를 더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이끈 건 민속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와 콘셉트를 가진 공

연 연기자들의 퍼포먼스. 구미호, 사또, 주모 등 조

선시대부터 근대사에 ‘존재했을 법한’ 인물을 코믹

하고 개성 넘치게 표현하며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다. 마당극, 길놀이, 굿 등 수준 높은 퍼포먼

스도 시즌에 따라 주제를 달리 하며 운영한다. 

MICE를 위한 공간도 충분하다. 한국의 전통 음

식을 만찬으로 즐길 수 있는 한국관, 가벼운 식음

을 해결할 수 있는 길목집과 다양한 세미나, 행사 

등의 진행이 가능한 장터 등이 단체 대관을 위해 

준비된 곳.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 책자를 제공

하고 있으며 입장권, 자유이용권과 식사권 또는 입

장권과 한국관 뷔페 식사 등으로 구성된 MICE 패

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휴일 없이 365일 개장하는 

것도 강점이다.

Tip

한국민속촌에선 숙박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인근에 합리적인 비용과 

깔끔한 시설을 갖춘 용인 센트럴 코업 

호텔, 골든 큘립 에버 용인 호텔이 

있다. 정광산 자락에 조성된 용인 

자연휴양림은 캠핑장, 야생화 단지와 

슾지, 짚라인 체험, 목재문화체험관 

등을 갖춰 한나절 둘러보기 좋다. 

트렌디하고 세련된 문화, 공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보정동 카페 거리로 

향할 것. 로컬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 

높은 골목이다.

한국관 350명 실내

길목집 350명 실외

장터 600명 실내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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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용인 | 에버랜드 리조트
YONGIN EVERLAND RESORT

‘영원’을 뜻하는 ‘Ever’와 자연을 상징하는 ‘Land’를 결합해 이름 지은 에버랜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테마파크 중 한곳이다. 에버랜드에선 기업단체를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000명 수용 가능한 실외 행사장과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시설이 있어 기업의 대규모 행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031-320-5000

 www.everland.com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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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리조트는 크게 ‘드라이 파크’와 ‘워터 

파크’로 나뉜다. 드라이 파크는 어트랙션, 축제, 동

물원, 식물원(가든), 그리고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공연이 펼쳐지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44종의 

어트랙션을 보유한 이곳에서 방문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놀이 기구는 우든 코스터, ‘T Express’

다. 시속 104km, 낙하각 77도가 만드는 스릴로 전

세계 롤러코스터 마니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00여 종 2000여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는 

동물원 ‘주토피아’엔 사파리 월드, 몽키 밸리, 로스

트 밸리 등이 들어서있다. 그 밖에 ‘포시즌스 가든’, 

세계 최대 수준 인공 파도풀을 갖춘 워터 어트랙션 

‘캐리비안 베이’도 에버랜드의 명성을 만든다.

숙박도 가능하다. 에버랜드와 도보로 연결되는 

홈브리지는 ‘자연 속 별장’을 표방한 캐빈 호스텔

이다. 통나무로 지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가진 신

관은 62개의 객실을 갖췄으며 창밖으로 놀이공

원 어트랙션과 식물원이 한 눈에 담기는 ‘에버랜드 

뷰’를 갖췄다. 북미산 전나무로 지은 본관은 개별 

독립 공간을 가진 2층 규모의 빌라형 숙박 시설. 

48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10개의 창문으

로 쏟아지는 4계절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다. 

MICE 행사 개최지로서 에버랜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스케일’이다. 한국 최대 테마파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대형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

이 많다. 1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포시즌스 

가든의 그랜드 스테이지, 3천여 명(입석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융프라우 야외 공연장, 영화관 스

타일의 공간으로 날씨에 구애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헬로 터닝 어드벤처 등 다양한 회의 및 이

벤트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1000석 규모의 홀랜

드 빌리지, 875석 규모의 알파인 종합 식당에선 

단체 식사 및 케이터링 서비스도 가능하다. 페인터

즈, 비밥, 난타 등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과 결합한 

패키지, 김포아라뱃길 유람선 패키지 등 다른 여행 

프로그램과 에버랜드 리조트 이용권을 결합한 패

키지도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다.

Tip

한국 미술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호암 미술관, 

한국 유일의 자동차 종합 박물관인 교통 박물관, 

전 세계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리드하는 삼성 

전자의 IT 기술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등 관람, 견학에 

최적화 된 장소가 주변에 산재해 있다.

포시즌스가든 

그랜드스테이지
1,100명 실외

융프라우 

야외공연장
3,000명 실외 

Conference Room

홀랜드 빌리지

헬로 터닝 어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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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가 일상으로 스며드는 공간

수원 | 수원전통문화관
SUWON SUWON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수원 화성 옆 행궁동에 위치한 수원 전통문화관은 고유한 우리 문화와 예절을 

계승하고 알리자는 취지로 2015년 개관했다. 전통 식생활과 예절이라는 

두 얼개를 기둥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열린 공간이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8-11

 031-247-3765

 www.swcf.or.kr

South

예절 교육관 앞마당

수원전통문화관 예절관의 누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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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식처로 손색없는 전통문화관은 전통

식생활 체험관, 예절교육관, 야외공연장으로 구

성됐다. 40~50명 규모의 회의, 공연, 세미나, 강의 

등을 치르는 데는 공간의 집중도가 높아 안성맞

춤이다. 야외공연장 외에 예절 교육관 앞마당이

나 뒤뜰은 20~30명의 인원이 관람 가능한 소규

모 공연장으로 상황에 맞게 거듭난다. 예절 교육

관 앞마당에서는 국악인 안숙선, 김청판, 이생강, 

신영희 선생의 공연이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옥에서 전통을 체험하

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수원 전통문화관이 가진 강

점이다.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채비

했다. 차, 병과, 장, 술 등의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궁중음식을 실생활에서 응용해 일상화하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교육, 절기에 맞춘 세시풍속을 현대에 맞춰 

재해석한 ‘북새통’이라는 이름의 놀이 체험, 전통 

악기 배우기, 민화 그리기, 규방공예, 3D 퍼즐로 

한옥 만들기 등 한국 전통 문화와 관련한 프로그

램을 풍성하게 운영한다. 혼인 행사나 단체로 참

가하는 예절 교육 외 대부분 프로그램의 최대 수

용인원은 약 20여명이다. 

대관은 비영리 목적의 기관 및 공공단체의 행

사에 제한을 둔다. 이 경우,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을 맞춤 구성할 수 있다. 영어, 일어 응대가 가능하

고 숙박이 필요한 경우는 인근 관광호텔과 수원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을 추천한다.

Tip

전통문화관 바로 옆에 자리한 한옥기술전시관 내에도 30명 내외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이 있다. 전통문화관 

뒤쪽으로는 젊은 감각의 카페와 맛 집들이 들어서는 추세다. 

주차는 전통문화관 앞 장안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전통

식생활체험관
40명 실내

한옥기술전시관 30명 실내

예절교육관 

앞뜰
30명 실외

예정교육관 

교육실 
40명 실외

Conference Room

예절 교육관 내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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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9 

 031-724-1600

 www.sbg.or.kr 

도심 속에서 만나는 정원

성남 | 신구대학교식물원
SEONGNAM SHINGU BOTANIC GARDEN

성남시 신구 대학교 안에 위치한 신구대 식물원은 한국과 해외의 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하며 식물을 연구하는 곳이다. 사철 푸릇한 

자연의 한 장면과 조우할 수 있는 이곳은 식물학, 조경, 원예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연 학습장, 휴식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South

에코 센터와 중앙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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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개원한 신구대 식물원은 식물 학술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7만 평 부

지 위엔 한국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자생식물

과 식용, 약용, 섬유 등 생활 자원으로서의 쓰임이 

있는 식물들로 조성되어 있다. 남부 지방의 주요 

수종으로 조성한 에코 센터, 곤충 생태관, 어린이 

정원, 전통 정원, 습지 생태원, 약초원, 멸종위기식

물원 등 16개의 주제로 가진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희귀 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종이 조화롭

게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진 곳곳의 산책로에선 

식물다양성, 기후변화, 환경과 관련된 메시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 어린이, 청소년을 비

롯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많이 찾는다. 

정갈하게 가꾼 정원을 앞마당으로 삼은 에코

센터는 식물원 방문자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

는 공간으로, 카페, 전시실, 식물원 등이 들어서 있

다. 신구대학교 뿐 아니라 외부 기관의 교육, 강의, 

세미나 공간으로 종종 사용되는 강의실은 프로젝

터와 마이크 등 기본적인 시설을 꼼꼼히 갖추고 

있다. 파티션을 열고 닫는 방식으로 공간의 규모

를 조정하면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다

양한 목적, 규모의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 중앙 광

장, 숲 전시관 홀, 가든 카페 등은 100여 명 안팎 

규모의 공연을 치를 만한 공간을 비롯해 조명, 무

Tip

자연 휴양형 수변공원으로 조성된 대왕 저수지는 

봄이면 벛꽃과 개나리가 만개하며 청계산과 

마주보고 있어 계절을 느끼며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주변에 풍치를 감상할 수 있는 카페가 

많아 나들이지로 인기가 좋다. 신구대학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오라카이 청계산 호텔은 

깔끔한 시설,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춰 MICE 

행사를 위한 숙소로 적절하다. 

대도 갖췄다. 가든 카페에서 간단한 식음료를 판

매하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및 다과는 개별적인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식물, 정원, 조

경, 환경 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강연 

등의 행사가 주로 개최되고 있다. 

강의실 200명 실내

중앙광장 100명 실외

가든카페 100명 실내

Conference Room

가든 카페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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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넘어 문화 예술의 성지로

화성 | 남양성모성지
HWASEONG

NAMYANG MARIA SACRED PLACE

남양성모성지는 병인박해 무명 순교자들의 순교터로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성모 성지로 봉헌됐다. 10여 만평의 자연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동산에 마리오 보타, 페터 춤토르, 한만원, 승효상, 김광현, 이동준 등 

세계적 거장들이 명상과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고, 완성할 예정이다. 각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의미 있는 행사가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12

 031-356-5880

 www.namyangmaria.org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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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기 제일 안쪽 높은 자리에 마리오 보타가 

설계하고 완공한 대성당이 자리한다. 약 50미터

의 두 개의 붉은 탑이 틈을 두고 우뚝 섰고 이 틈

으로 대성당 내부로 긴 빛줄기가 아름답게 스민

다. 탑은 순교자들의 희생과 남과 북의 평화를 상

징한다. 내부는 1,350석 규모의 대성당과 450석 

규모의 소성당이 있으며 대성당 내에는 여덟 개

의 채플이 있다. 채플은 이탈리아의 조각가 줄리

아노 반지의 작품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30년간 성지 조성에 매진한 이상각 주임신부

는 프리츠커 수상 건축가 페터 춤토르에게 ‘티채

플tea chaple’ 설계를 의뢰했다. 동산 동쪽의 묵주

기도 길 옆, 아늑한 자리의 소담한 터에 3층 규모

로 2021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티 채플은 경계 

없는 사랑과 나눔을 테마로 다양한 강의와 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성지 내에서 규모 있는 인원이 모일 만한 공간

은 이제 막 터파기를 시작했다. 성지 초입 오른편

에 들어설 남양성모성지 평화문화나눔센터는 컨

벤션홀의 개념으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층 

구조의 건축물로 설계했으며 스위스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건축가 이동준이 수장을 맡아  2024

년 완공할 계획이다. 

성지 내에 당장 대규모 인원이 모일 만한 내부 

공간은 대성당이 전부지만. 아름다운 자연에 포근

히 둘러싸인 야외 공간이 있다. 위 광장, 아래 광장

이라고 부르는 야외 정원이 두 곳 있는데 위 광장

은 4,000석, 아래 광장은 8,000석이 자리할 수 있

Tip

1km의 묵주기도 길은 신자들이 기도하며 내려오는 일방통행 

길이니 잘못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자. 성지 내 숙박은 

불가능하며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는 경우 화성의 롤링힐즈 

호텔이나 인근 수원의 4성급 호텔을 추천한다. 

는 규모다. 주로는 공연이 이뤄진다. 2014년 내

한한 프랑스 생마르크 합창단이 선택한 공연장이 

남양성모성지 아래 광장이다. 

공간의 특성상 소란스러운 행사는 지양한다. 

공익적인 목적에 한해 대관 이용이 가능하며, 음

식과 숙박을 제공하지 않는다. 때에 따라 주차장

을 개방하기도 한다. 빈 주차장은 7,000~8,000명

이 스탠딩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규모로 최근 화

성시 문화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위광장 4,000명 야외

아래광장 8,000명 야외

주차장 8,000명 야외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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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향 가득한 작은 천국

포천 | 허브아일랜드
 POCHEON HERB ISLAND

포천 허브아일랜드는 허브 농원과 관람 및 판매시설에 뷰티 스파, 레스토랑, 

숙박시설이 더해져  오감을 만족시키는 테마파크다. 1998년 개장한 이후 

포천 일대 관광의 핵심 역할을 해온 허브아일랜드는 심신 회복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맞춤형 MI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35

 1644-1997 

 www.herbisland.co.kr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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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아일랜드는 창업주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 

포천시의 서쪽 산정리 종현산 자락 작은 땅에 페

퍼민트 씨앗을 뿌리면서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건강을 회복한 창업주는 허브의 효용을 나누기 

위해 꾸준히 허브 농원을 확장했고, 화장품과 식

품 개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2012년에는 허브 

체험을 위한 ‘허브힐링센터’를 개관하며 국내 최

대 규모의 허브테마파크로 키웠다. 

허브아일랜드는 최근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하며 접근성이 향상됐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1시간 남짓이면 닿는다.   

허브아일랜드의 전체 공간은 힐링센터가 있는 

힐링존과 아테네홀 레스토랑과 허브 식물 박물관

이 있는 산타존, 곤돌라와 야외무대가 있는 베네

치아존, 허브카페와 베이커리가 있는 향기존 등으

로 나뉜다. 

힐링센터는 허브아일랜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건물이다. 외관은 그리스 양식, 내부 인테리어는 

프로방스 풍이다.  1층에는 판매시설과 족욕 체험

장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스파, 테라피를 경

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방이 알록달록 화려한 컬

러의 복도를 따라 이어진다. 힐링센터는 전문적이

며 고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로마

족욕&두피마사지, 체어마사지, 발마사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은 20분∼30분 짧

은 시간이지만 확실한 만족을 준다. 

힐링센터와 이어진 건물에는 시크릿 프랑스 

관광 펜션과 동화나라 관광 펜션이 있다. 동화나

라 펜션은 앨리스·백설공주·인어공주 ·신데렐라 

등의 스토리를 담은 독특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아테네홀 레스토랑은 허브 비빔밥, 허브 돈까

스 등 친숙한 음식에 허브를 접목한 다양한 메뉴

를 제공한다. 레스토랑 바로 옆에는 전 세계의 희

귀한 식물을 모은 거대한 식물원인 허브박물관이 

있어 한겨울에도 초록빛 허브를 만나볼 수 있다. 

트랙터를 타고 올라가 즐기는 예쁜 정원 스카이

Tip

포천아트밸리, 비둘기낭, 한탄강 

등이 연계 코스로 가볼 만 하다. 

포천아트밸리는 폐채석장을 이용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으로 독특한 풍광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대규모 인원 숙박이 필요하다면 

아도니스호텔, 한화리조트, 베어스타운 

등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허브팜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허브아일랜드는 당일∼2박 3일 일정의 단체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이용자의 만족

도가 높은 편이다.  30명∼100명 이용 가능한 회

의실과 시청각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 숙박

인원은 40명, 식사는 200명까지 가능하다. 주차

장 한 켠에 자동차용 극장이 있어 대형 공연 행사

도 치를 수 있다. 한탄강 등 외부 명소에서도 다양

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회의실 100명 실내

식당 200명 실내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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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풀어낸 미래적 공간

고양 |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GOYANG HYUNDAI MOTOR STUDIO GOYANG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관련 상설 전시가 이뤄지는 

일종의 ‘테마파크’다. 2017년 개관한 이 공간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현대인의 

삶에 깊숙하게 스며든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다양한 

상설, 특별 전시 관람과 함께 현대자동차의 최신 차량 시승도 가능하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

 1899-6611

 motorstudio.hyundai.com/goyang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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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고양, 베이징, 모스크바, 부산 등

에 모터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현대 모터스튜

디오 고양이 이들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거대한 우주선을 닮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

양은 연면적 6만 3,861제곱미터의 지하5층~지

상 9층 건물이다.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건축회

사 DAMM의 건축사 마르틴 요스트가 설계했다. 

건물 내부는 전시 공간, 고객 서비스 공간, 사무공

간, 차량 AS를 위한 공간으로 크게 나뉜다. 

내부 전시공간은 누구나 무료로 둘러볼 수 있

는 공간과 유료 입장객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으

Tip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인근에는 소노캄 고양 호텔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있다. 일산호수공원, 원마운트, 

한화아쿠아플라넷 일산 등 다수의 연계 관광지가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로 나뉜다. 유료입장객은 소수의 인원이 순차적으

로 입장하게 되며 전문가의 도슨트로 구성된 가

이드 투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이 선보이는 콘텐츠는 

자동차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문이 없

는공간, 미로처럼 이어진 전시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수소차와 자율주행 등 자동차 관련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접할 수 있다. 

동선 중간마다 등장하는 예술품들은 미래적이

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관람객을 이끈다. 투어 코

스 마지막에는 아기자기한 현대차의 굿즈를 판매

하는 공간도 마련해 놨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뛰어난 확장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다. 컨퍼런스, 신차발표회, 라이

브 콘서트, 애프터 파티 등 다양한 행사 진행이 가

능하다. 

대형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은 3층 다목적

홀, L층의 쇼케이스, 층 실외에 있는 루프테라스

다.  빔 프로젝터와 음향시설, 동시통역기 등 행사

를 위한 기본적인 장비가 지원된다. 자체 인력으

로 영어와 중국어 응대가 가능하다. 

현대차 계열 해비치 호텔이 카페와 키친(식당)

을 운영해 높은 수준의 F&B 서비스가 제공된다. 

150명 이내 인원은 내부 인력을 이용해 케이터

링 제공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인원은 외부 업체

를 이용해야 한다.

다목적홀 400명 실내

쇼케이스 1,000명 실내

루프테라스 450명 야외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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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MICE+쇼핑

고양 | 원마운트
GOYANG ONEMOUNT

원마운트는 쇼핑과 테마파크를 결합한 복합 공간이다. 

킨텍스,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현대백화점, 아쿠아플래닛 일산 등과 

대형 시설이 인접해 있어 다채로운 일정의 MICE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 원마운트의 장점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1566-2232

 www.onemount.co.kr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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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마운트는 대지면적 48,028제곱미터, 연면

적은 161,602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

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건물이다. 건물 내부에는 

테마파크 영역인 스노우파크, 워터파크를 중심으

로 쇼핑몰과 골프, 피트니스, 스파가 있는 스포츠 

시설이 들어서 있다. 옥상 공간에는 루프가든과 

썰매장 등이 있다. 

원마운트의 중심 공간은 여름에도 한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스노우파크다. 눈과 얼음 위

에서 스케이트는 물론 각양각색의 이색 썰매를 

즐기며 여름을 보다 시원하게, 겨울은 보다 겨울

답게 만끽할 수 있는 4계절 눈놀이 공간이다. 스

Tip

원마운트 내부에는 숙박 시설이 없다. 주변에 있는 

소노캄 고양 등 호텔을 이용해야 한다. 

킨텍스 IC에 인접한 원마운트는 서울 서부권과 파주, 

김포 등에 있는 주요 관광지가 차량으로 30분 이내로 

연결된다. 김포, 인천공항 접근성도 뛰어나다. 

노우파크의 중심에는 1,200제곱미터 규모의 거

대한 실내 얼음호수 ‘아이스레이크’가 있다. 이 스

노우파크 공간은 얼음을 걷어내면 거대한 MICE 

행사용 공간으로 변신한다. 대형 공연장, 클럽 부

럽지 않은 화려한 조명 시설과 고품질의 음향시

설에 눈이 내리는 장면 연출이 가능한 특수효과 

장비까지 갖췄다. 상당한 규모의 공간이라 대형 

콘서트나 각종 발표회, 파티 등 여러 목적으로 이

용이 가능하다. 원마운트 내부에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 공간도 마련돼 있어 성공적

인 행사를 돕는다.

대관 행사에서 식음료 지원은 외부 업체를 통

해 가능하다. 참가자의 개별적인 식사는 쇼핑몰에 

입점한 여러 식당에서 가능하다. 

스노우파크 3층에 위치한 돔영상관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신규 콘텐츠

로, 3D 안경 없이도 영상 속에 들어와 있는 생생

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공룡이 등장하는 로스트월

드, 고양지역 전통설화, 우주·심해 여행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3D 콘텐츠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이 공간을 이용해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MICE 행사를 기획해 볼 수도 있다. 

워터파크를 품고 있는 원마운트의 가치는 여

름철에 더욱 빛난다. 실내 파도풀, 카니발비치, 투

겔라이드, 킹볼라이드 등 실내시설과 함께 실외 

스카이부메랑고, 콜로라이드, 윌링더비쉬, 팝핑바

운스, 바디스플래쉬 등 다양한 워터 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다. 

스노우파크 1,000명 실내

회의실 30명 실내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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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예술이 있는 휴양

파주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PAJU ASIA PUBLICATION CULTURE & 

INFORMATION CENTER

한국의 주요 출판 기업이 모여있는 파주 문발동은 ‘북 시티’로 

불린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이 책의 도시의 심장부다. 약 

6,260평(20,692제곱미터) 부지 위에 들어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거대한 

건축물은 방문객에게 책의 세계를 여행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031-955-0050

 www.pajubookcity.org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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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문 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는 건축가 김병윤이 설계한 곳으로 심학산 자락

에서 갈대 샛강으로 이어지는 파주의 자연 경관

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미관으로 2014년 김수근 건축문화상을 수상하

기도 했다.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많이 찾는 장소는 ‘지혜

의숲’이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이 2014년 문화체

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조성한 이곳은 한국과 

세계의 출판 역사에서 가치가 있는 책을 한 자리

에 모은 공공의 서재다. 안으로 들어서면 드높은 

천고와 그 아래, 벽면을 책으로 가득 채운 거대한 

서가가 시선을 압도한다. 학자, 지식인, 연구소 등

에서 기증한 문학, 역사, 철학, 자연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양서를 만날 수 있는 지혜의숲 1, 

출판사가 기증한 도서를 통해 한국 출판사의 아

카이브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지혜의숲 2, 그리

고 라이브러리 스테이 지지향의 1층에 꾸민 서가 

지혜의숲 3으로 나뉘어져 있다. 

라이브러리 스테이 지지향은 숙박을 위한 공

간이다. ‘종이의 고향’이라는 뜻을 품은 이곳은 머

무는 행위 자체가 책이 있는 휴양으로 연결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목재 소재의 바닥과 가구, 면 

Tip

한국의 분단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임진각 국민관광단지, 감악산의 

절경을 스릴 넘치게 감상할 수 있는 

출렁다리, 북으로는 개성 송악산, 

남으로는 서울의 63빌딩까지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이 지척에 있다. 

2호선 합정역에서 2200번 버스를 

타면 30분 안팎 소요. 지하 90대, 

지상 45대 주차시설을 보유했으며 

대형 버스 주차도 가능하다. 

소재의 침구는 편안한 휴식으로, TV대신 양서가 

비치된 책상은 독서를 통한 사유와 묵상의 시간

으로 이끈다. 갈대샛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관망할 

수 있는 지혜의숲을 개인 서가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MICE 행사를 위한 대형 공간도 충분히 갖췄다. 

최대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 25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비롯해 인원에 

따라 10명~60명 등 다양한 조합의 모임, 회의, 세

미나를 주최할 수 있는 정보도서관, 컨퍼런스룸, 

미팅룸을 갖추고 있다.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음

향 장비 등의 대여도 가능하다. 출판, 문화, 예술, 

콘텐츠 산업 분야의 국제 행사, 심포지엄, 세미나, 

강연 등이 주로 열린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과 내부 숙박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장

점이다. 

다목적홀 500명 실내

대회의실 250명 실내

미팅룸 60명 실내

Conference Room



평화와 희망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

파주 | DMZ생태관광지원센터
PAJU DMZ ECOTOURISM INFORMATION CENTER

DMZ생태관광지원센터는 한국 분단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임진각국민관광지 안에 위치했다. 2016년 9월, 전시와 공연, 교육,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열고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문을 열었으며, 한국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평화누리(평화누리공원)의 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안내한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031-956-8315(시설 대관 문의) 

 www.gto.or.kr

North
3000개의 바람 개비가 장관을 이루는 평화누

리는 2005 세계평화축전을 계기로 임진각관광

지 안에 조성한 공원이다.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

었던 임진각을 화해, 상생,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

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약 99만제곱

미터 규모의 광활한 잔디 언덕 위에 펼쳐져 있다.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는 평화누리에서 여

는 각종 행사와 공연, 교육, 강연 등을 지원하는 베

이스캠프다. 

여기에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7Km 떨어진 임진각의 지척에 조성된 지리

적인 의미가 더해져 평화, 공익을 주제로 한 다양

한 행사와 전시, 축제를 자주 열어왔다. 

어울터와 음악의 언덕에 조성된 평화누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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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 공간과 함께 객석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계단과 잔디를 갖춘 두루나눔 공연장, 원형 공

연장을 갖춘 통일기원 돌무지가 그 거점지로 활

용되고 있다. 특히 평화누리 대공연장은 기본 음향 

장비, 분장실, 대기실, 회의실 등의 시설도 꼼꼼히 

갖추고 있다. DMZ생태관광지원센터 1층에 위치

한 강의 장비, 책상, 의자를 구비한 교육장, 무대와 

계단식 객석을 갖춘 야외 공연장도 대관 가능하

다. MICE로 방문하는 이들을 위해 평화누리 캠핑

Tip

주변에 숙박, 엔터테인먼트, 

쇼핑 등 다양한 관광 시설이 

포진해있다. 소노캄 고양(구 

엠블호텔)은 국내 최대의 컨벤션 

베뉴인 킨텍스 인근에 위치해 

MICE 관광 숙소로 인기가 높다. 

현대모터스튜디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등도 30분 안팎 거리에 

위치해있다. 

장, 평화누리 공연장과 연계한 숙박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평화누리 

대공연장 
3만명 실외

두룸나눔 공연장 500명 실외 

교육장 70명 실내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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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긴장이 만들어낸 고요의 공간

파주 | 캠프그리브스
PAJU CAMP GREAVES

캠프그리브스에 가려면 임진각 옆 통일대교를 건너야 한다. 이 다리가 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는 검문소에서 방문객의 신분이 확인돼야 통행이 허용되는 민간인 

통제선 북쪽 지역으로 가는 입구다. 여기서 약 2Km를 더 가면 군사분계선이 

나오고 그 너머는 북한땅이다. 

 경기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031-953-6970    www.dmzcamp131.or.kr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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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년간 미

군 2사단 506연대가 주둔하던 오래된 군사기지

였다. 2004년 미군 철수 이후 철거 위기에 놓였

지만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13년 민간인

들을 위한 평화안보 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해 민간

인 통제구역내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공간

으로 활용하고 있다. 

캠프그리브스는 일반인 투숙이 가능한 유스호

스텔이지만 장교 숙소, 생활관과 체육관 등 다양

한 군 시설이 과거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어 독특

한 분위기를 낸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장으

로 유명세를 얻은 이 공간은 힙한 공간을 찾는 인

스타그래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이 공간에 가기 위한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곤돌라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오면 별도의 출입 

신청 없이 갤러리 그리브스 진입이 가능하다. 차

량을 이용해 통일대교를 건너려면 별도의 출입 

신청과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 

MICE행사 목적으로 대관이 가능한 공간은 갤

러리 그리브스와 유스호스텔, 퀀셋 막사 공간 등

이다. 유스호스텔로 쓰이는 캠프 1층에는 공동 

취사실이 있고 2층과 3층은 숙박을 위한 공간이

다. 4층에는 미니 강당과 식당이 있다. 퀀셋 막사

는 미군부대 특유의 건축물이다. 원래 이름은 퀀

셋Quonset hut이다. Quonset은 퀀셋헛이 처음 만

들어진 Quonset Point라는 지역 이름이고 Hut은 

오두막이라는 뜻이다. 남아있는 퀀셋 막사는 갤

러리 그리브스 도큐멘타로 쓰인다. 내부에 들어

가보면 캠프그리브스를 거쳐간 수 많은 군인들이 

남긴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 공간에서는 오프닝 

세리모니처럼 작은 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다. 

40~50명 단위의 영화상영회나 스텐딩 칵테일 파

티도 가능하다. 퀀셋 막사에는 각각의 번호가 있

고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공간에 새로운 활

력을 불어넣고 있다. 86년 지어진 볼링장도 대관

이 가능한 공간이다. 2019년부터 갤러리 운영을 

준비했는데, 돼지 열병유행 이후 입장이 제한됐

다. 올해 9월부터 오픈 예정이다. 

캠프그리브스는 DMZ 관광과 예술을 융합한 

독특한 분위기의 행사를 치를 수 있어 외국인들

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편이다. 

Tip

캠프그리브스 일대는 임진각, 

판문점,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DMZ 안보관광지가 밀집해 있다. 

인접한 연천군에도 백마고지, 

제1땅굴, 태풍전망대 등 다수의 

안보관광지가 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DMZ 주변은 철새들의 

낙원이다. 겨울마다 쇠기러기, 

두루미 등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

갤러리 그리브스 100명 실내

퀸셋 막사 50명 실내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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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Unique Venue

양평 양평힐하우스

가평 마이다스호텔 앤 리조트

가평 쁘띠프랑스

부천 부천아트벙커B39

포천 허브아일랜드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고양 원마운트

파주 아시아출판

문화정보센터

파주 캠프그리브스

파주

DMZ생태관광

지원센터 

광명 광명동굴 

용인 한국민속촌 

성남 신구대학교식물원

수원 수원전통문화관

화성 남양성모성지

용인 

에버랜드 리조트

김포 현대크루즈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

의왕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군포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

안성시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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