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GYEONGGI-DO 
HALLYU  
TOURISM 
GUIDE 

C

M

Y

CM

MY

CY

CMY

K

G
Y

EO
N

G
G

I-D
O

 H
A

LLY
U

 TO
U

R
IS

M
 G

U
ID

E
K

O
R

E
A

N
#K-Wave

#Gyeonggi



Red Ginseng Signature Skin Care SET

KOREA NO.1 
TAX REFUND COSMETIC SHOP
LOCATION: 22, 29 Gil, Wowsan-Ro, Mapo-Gu, Seoul, KOREA I Tel I +82-2-336-7020

VIETNAM BRANCH: B4, A2 Vinhomes Gardenia, Nam Tu Liem, Ha Noi, VIETNAM

AD-OnFaceFree.indd   1 2019. 9. 16.   오후 1:29



Table of Contents

 FOLLOW ME
04  K-Location Journey Influencer. 써니다혜
	 	시흥 갯골생태공원 / 화성 제부도 워터워크 / 	

안산 다문화거리 

14  K-Food Journey Influencer. 단앤조엘
	 수원전통문화관 / 왕갈비통닭 / 행리단길 

24  K-Fun Journey Influencer. 한선달
	 	양주 일영역 / 양평 추억의 청춘뮤지엄 / 파주 한류트레이닝센터

 CITY GUIDE 
34 가평 가평으로 떠난 드라마틱한 여행
38	 고양 고양, 발견의 즐거움
42	 수원-의왕 꼭 봐야 할 세계문화유산과 뉴트로 여행지
46	 양평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운
50	 연천-포천 햇살 맞으며 느린 여행
54	 이천 이천 슬로 레시피
58	 파주 트렌디한 감성 도시
62	 평택 물길이 휘감은 땅이 바다를 만나다

 BEST PICKS
68 #FESTIVAL
70 #HOT PLACES
72 #DRINK
73 #COCKTAIL
74 #FOODIE
75 #CAFE
76 #SHOPPING
78 #NIGHT TOUR

 INFORMATION
80 CITY TOUR BUS 
83 EG TOUR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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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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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y outdated information, errors or omissions.

Published on September 2019 Published by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Produced by agcommunications Ltd.  
Editors Bo-Yeon Lim, Mi-Hyun Kim Designers Sun-Young Park, 
Sung-Ki Lee, Tae-Eun Jung, Young-Long Park  
Photographers Hyun-Min Kim, Sang-Seop Song, Chung-Guen 
Oh Illustrators Yang-Su Park, Ji-Yeon Park, So-Young Yu
©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Follow Gyeonggi.

현대적이고 리드미컬한 문화와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건축이 공존하는 경기도. 여기에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은 여행지로서의 매력을 배가하며, 	
여행자들이 이곳에 흠뻑 빠져들도록 이끕니다. 	
이와 같은 도시 정서에 매료된 크리에이터들은 경기도를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의 배경으로 다양하게 등장시켰죠. 	
이렇게 한류 콘텐츠를 덧입고,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여행지가 됐다고 말합니다. 	
한류 스타가 한 번쯤 지나갔을 골목길을 탐색하고, 	
그녀가 들렀음직한 현대적인 디저트 카페에서 뽀얀 케이크를 
한입 베어 먹습니다. 순식간에 로맨틱한 시간과 공간에 휩싸여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들어간 듯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즈넉한 정취가 있는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 	
사극 속 주인공처럼 쉬다 보면, 오늘 저녁은 잘 차린 전통 한식을 
먹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봄날에는 역시 양주 일영역을 찾아 BTS의 노래를 들으며, 
느긋하게 멜로디를 흥얼거려봅니다. 	
<런닝맨> 이광수처럼, 천진하게 테마파크를 달리다가 	
밤을 맞이하게 됐다면,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함께 여행 온 
친구와 치맥을 경험해보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이 책을 꼼꼼히 읽은 당신은, 이미 경기도 한류 여행을 	
시작할 완벽한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경기를 ‘팔로우’하세요. 환영합니다.

Website
ggtour.or.kr

Instagram
gyeonggi_tour

Facebook 
ggtour.e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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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이루는 31개 시군은 저마다의 스토리로 여행자들을 매료하고 있다.  
한류 스타의 자취를 따라 가장 핫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인싸’들의 마음을 훔친 골목골목을 거닐며  	
최신 코리아 트렌드를 만나볼 수도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곳은 새롭게 해석하고,  	
꽁꽁 숨어 있는 보물 같은 장소들을 발견하며, 경기도 지도를 수많은 별표로 채워나갔다. 

FOLLOW ME
인플루언서 따라 경기도 한류 여행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경기도 한류 테마 여행을 즐긴 3인의 인플루언서를 따라, 여행을 떠나보자. 	
인도네시아에서 뷰티 및 한류 콘텐츠를 공유하며 수많은 팬층을 확보한 써니다혜를 시작으로, 	
한국의 문화, 음식, 사람 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 중인 인기 유튜버 영국 남자 단앤조엘, 마지막으로 국내 도시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디지털 노마드 족에게 끊임없이 여행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한선달까지. 	
이들이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해 여행한 경기도를 소개한다.

BEST PICK
지금, 경기도를 가야 하는 다양한 이유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방대하고 흥미로운 경기도. 이곳은 여행자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베스트 픽에서는 7개의 해시태그를 선정, 그에 꼭 맞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았다. 뮤직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인생샷 남기기에 딱 좋은 
핫플레이스, 지역의 특색을 잘 담아낸 지역 술 콜렉션은 물론, 푸디를 위한 미식 공간과 인싸되기 가장 쉬운 경기도 카페투어까지. 	
게다가 아는 사람만 아는 경기도의 나이트 투어 페이지에서는 로맨틱한 야경 포인트와 생기 넘치는 	
야시장 안내를 더해 더욱 촘촘하게 구성했다.

CITY GUIDE 
고르고 모은 경기도 여행 큐레이팅, 시티가이드

경기도 내 잘 알려진 여행지, 그리고 매력적인 여행 스폿을 발굴해 안내한다. 	
책에서는 총 10개 도시(가평, 고양, 수원-의왕, 양평, 연천-포천, 이천, 파주, 평택)의 매력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도시마다 SEE IT, DO IT, EAT IT, BOOK IT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그에 맞는 스폿을 소개한다. 	
물론 소개한 스폿을 찾아가다 보면, 주변에 숨겨진 매력적인 공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시티가이드는 나머지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를 찾기 위한 힌트가 되어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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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다혜는 자신만의 러블리한 스타일을 반영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여행도, 뷰티도, 
그녀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소개해, 그녀의 안목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다. 그녀가 이번에는 

K-LOCATION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여행에 나섰다. 드라마 <남자친구> 속 남녀 주인공의 데이트 코스를 거닐거나,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과 박민영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로맨틱한 장면 속으로 불쑥 들어가면서 

써니다혜만의 스타일대로 이어간 여행. 우리도 그녀를 따라  
유쾌하고도 로맨틱한 72시간의 여행 속으로 들어가볼 시간이다.    

INFLUENCER. 써니다혜 www.youtube.com/sunnydahyein

K-LOCATION
JOURNEY 

TO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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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화성 옆에 위치한 작고 소박한 섬 제부도.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면, 걸어서 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여행자가 제부도를 찾는다. 	

이 바닷길이 시작되는 지점에 	
‘워터워크’라는 조형물이 있다.

시흥갯골생태공원에는 멋진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알고 보면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박보검과 송혜교가 
손 꼭 잡고 오르던 그 전망대다.

안산다문화음식거리에서 
발견한 빛깔 곱게 구워낸 월병. 
잔뜩 쌓인 월병을 보면 명절을 

맞은 것처럼 마음이 들뜬다.

#LOCATION 



8 9

여행지에서 즐기는 피크닉
여행의 시간은 늘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삐 
움직이며 많은 것을 보자고 욕심부리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을 
못 보고 지나치는 실수도 하게 됩니다. 찬찬히 공들여 
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매력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 채 
후회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행지에서 
피크닉을 계획하곤 합니다. 피크닉 바구니에 김밥, 
유부초밥, 달걀, 케이크, 음료와 커피 등을 가득 담아 
시흥갯골생태공원으로 향한 날입니다. 이곳은 널따랗게 
펼쳐진 갈대숲으로 유명한 공원이죠. 바람이라도 불면 
갈대숲 전체가 흔들리며, 바람의 움직임이 마치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찬찬히 살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풍경이죠. 무엇보다 한국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니, 여행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길을 따라 양옆으로 빼곡하게 
자란 벚나무는, 봄이 되면 분홍색 꽃이 가득 피어나 마치 
솜사탕 사이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합니다. 초록색 
잔디가 빈틈없이 자란 초여름에는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고요.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포토제닉한 풍경을 선사할 테죠. 
공원 안에는 이 모든 멋진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박보검과 송혜교가 손 꼭 잡고 오르던 그 전망대라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87 	  031-488-6900

드라마 <남자친구> 
로케이션,
시흥 갯골생태공원 

공원 내 	
전망대로 가는 길. 

공원 곳곳에는 매트 
하나만 펼치면, 즐거운 

피크닉이 가능한 
장소가 많다.

“맑은 하늘, 푸른 잔디, 
나의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함께하는 	
오후의 피크닉! 	

이런 게 여행의 행복.”

AROUND SPOT 2. 
오이도  
4호선 오이도행 지하철을 타고 종점에서 내리면, 해넘이가 
아름다운 오이도에 갈 수 있다. 오이도 빨간 등대에 올라 탁 트인 
해안가를 조망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상쾌하게 맞아보자. 
또한 갯벌체험을 신청해 조개 캐기를 해볼 수도 있으며, 주변 
조개구이집에서 신선한 조개구이와 칼국수를 맛볼 수도 있다.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175

AROUND SPOT 1.
시흥연꽃테마파크
다양한 연과 수생식물을 심어 조성한 테마파크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어 나들이하기 좋다. 참고로 연꽃이 
개화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시기는 6월 하순에서 9월 
초순까지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이곳 농업기술센터 3층에 
위치한 천문관에서 아름다운 별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듯.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로 139	  031-310-6184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소인 500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대인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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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AM 10:00 @Siheung Gaetgol Eco Park  
PM 3:00 @Lotus Theme Park
PM 5:30 @O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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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후 바다 위를 걷다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면, 걸어서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성 옆에 위치한 작고 소박한 
섬 제부도예요. 바닷길이 열리는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여행자가 제부도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길이 시작되는 지점에 세워진 ‘워터워크’라는 이름의 
조형물은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닷물이 
차올랐을 때 44m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죠. 물이 차오른 바다 위 
워터워크에서 감상하는 서해의 일몰은 아름답다라는 
말로 수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마치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알고 보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과 
박민영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로맨틱한 장면을 바로 
이곳 제부도 워터워크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제부도로 들어가고 싶다면,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했다면, 나오는 
시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바닷길이 닫혀 섬에 갇힐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혹시라도 때를 놓쳐 섬에 발이 
묶인다면, 글램핑을 해보세요. 섬에서 즐기는 캠핑은 제법 
낭만적이니까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377-46

SUNNY DAHYE’S HEALING SPOT 
전곡항 마리나
전곡항 마리나에서는 2008년부터 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가 
열리고 있다. 다양한 해양레저 문화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이 
해양 스포츠 및 레저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대여한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간단한 케이터링을 준비해 느긋하게 선상의 여유를 즐기거나,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바다낚시를 해보기를 
추천한다. 물론 클럽하우스에서 바다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5 	  031-366-7623~4
 www.hsuco.or.kr/marina

SUNNY DAHYE’S BEAUTY SPOT 
부천 아모레퍼시픽 비즈니스센터
아모레퍼시픽 비즈니스센터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둘러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볼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적인 카운슬링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곳에서는 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다양한 K-BEAUTY 아이템을 구경하며, 뷰티 힐링에 
집중해보자. 인상적인 것은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먼저 체험존에 들어가면, 피부 상태를 체크하거나 
인바디 측정을 통해 체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옴니핏 
마인드케어를 통해 맥파, 뇌파 등을 측정해 두뇌 건강 점수, 
집중도, 스트레스 지수 등을 체크해볼 수 있다고.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61 신한국빌딩 7층	  032-328-9870
 09:00-18:00 (토·일은 휴무, 별도 예약 없이 상시 방문 가능)

요트나 보트 	
등이 정박할 수 
있는 전곡항 
마리나에서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제부도로 가는 	
바닷길이 닫히고 난 뒤, 

워터워크에 오르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기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요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향하고 있어요. 	

갈매기가 무서워 	
새우맛 과자는 멀리 	

치워뒀어요.”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로케이션,
화성 제부도  
워터워크

DAY 2. 
AM 10:00 @Amore Pacific Business Center 
PM 3:00 @Jeongok Marina
PM 5:30 @Jeb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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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R 
안산시 세계문화체험관

안산 다문화거리 구경을 마치고 
나오면, 근처 세계문화체험관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체험관 건물 
외벽에 그려진 각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귀엽고, 
아기자기하다. 이곳에서는 

세계문화 강사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국가별 악기, 인형, 유물이나 

의상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국가별 의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인기다.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각국의 

다양한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신발이나 모자, 
액세서리도 함께 착용 가능하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15	
	  031-481-3732

 월~토 10:00-17:00 (공휴일 휴관)

이곳에 가면, 또 다른 여행이 가능하다
안산은 한국이 아닌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다시 말해 여행 속 여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산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에 가능한 분위기가 아닐까 해요. 
90개국에서 온 7만 명의 외국인이 사는 도시 안산. 특히 
안산다문화마을특구는 주민 3명 중 2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는 
음식점도 많고, 각국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외국인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그 이국적인 풍경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죠.
특히 안산 다문화음식거리에서는 각국 현지의 맛을 
고스란히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시장 거리마다 차려지면, 해외의 어느 시장에 온 것 같은 
착각도 듭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도 여행의 맛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곤 합니다. 걷다 보면 먹음직스러운 모양과 
냄새로 발길을 붙잡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피자처럼 크고 
둥근 중국식 부침개, 월병, 대왕꽈배기도 맛있겠고, 다양한 
열대 과일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심지어 맛은 천국, 
냄새는 지옥을 떠올리게 한다는 두리안도 팔고 있어요. 
하나씩 사서 먹다가 시장 끝에 다다르면, 배가 심하게 부를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자신만의 ‘먹킷’리스트를 만들어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식재료를 판매하는 마트도 꼭 한 번 
들러볼 만합니다. 한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마라탕 소스도 
이곳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인도네시아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와룽기타’를 들러봐도 좋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70 

안산다문화음식거리는 
초입부터 맛있는 

간식거리들이 	
시선을 끈다. 	

부침개, 월병 등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곳.

인도네시아 음식점 
‘와룽기타’를 장식하고 있는 

인형들. 한국 사람들은 
이국적인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때 이곳을 찾는다. 

DAY 3. 
PM 12:30 @Ansan Multicultural Village Zone

경기도 속  
세계여행,
안산 다문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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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한국을 사랑하는 두 명의 영국 남자, 단과 조엘이 있다.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고, 그리고 한국말도 조금 하니까  

우리 채널로 우리한테는 한국이 무슨 의미인지 보여 주고 싶어요!”라며 <단앤조엘>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에는 위트와 이야기가 담겨 있어, 많은 구독자의 열렬한 응원을 받는다. 

그들과 함께 ‘여행의 맛’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경기도 수원으로 여행을 떠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의 고즈넉한 성곽 둘레길부터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뉴트로풍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행리단길까지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INFLUENCER. 단앤조엘 www.youtube.com/danandjoel

K-FOOD
JOURNEY 

TO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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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갈빗집들은 
집집마다 개성 있는 양념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육질이 뛰어나 씹는 
맛이 좋은 생갈비도 
빼놓을 수 없다. 

#TASTE

#GYEONGGI

해가 지기 시작하면, 수원의 오래된 
건축물이 조명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다.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듯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사진 속 화홍문도 
야경이 멋진 곳 중 하나다. 	
무지개 모양 수문이 7개 설치돼 
있는데, 수문 크기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는 강우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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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 떡꽃이 피었습니다
수원화성에서 걸어서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한 
수원전통문화관. 걷는 동안 다양한 길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골목길에는 높다란 건물 대신 
2층짜리 양옥집이 다정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성곽길이 
감싸고 있는 듯한 도시는 아무리 북적거려도 특유의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눈이 즐거운 산책을 하는 
동안 수원전통문화관에 도착합니다. 한옥을 재해석한 
듯 세련된 감성을 입힌 건물이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인지 조금은 친숙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장, 전통주, 떡과 전통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절별로 혹은 월별로 다양하게 구성되는 편이라,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찾아보고 가면 좋습니다. 단과 
조엘이 찾은 날에는 <화중지병>, 즉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얀 백설기 위에 
노란빛의 국화, 붉은 동백, 분홍빛의 매화, 보라색 수국과 
청색 참꽃마리 중 하나를 골라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날 
단은 참꽃마리를, 조엘은 국화를 선택했습니다. 미리 
준비된 백설기와 천연 색소 및 반죽 등으로 이루어진 
키트가 있어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 만들고 나면 
선택한 꽃으로 만든 꽃차와 함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8-11	  031-247-5613
 09:00-18:00	(월요일	휴관)
 www.swcf.or.kr	(체험	프로그램의	일정과	비용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수원전통문화관의 전경. 	
마당 한쪽에 늘어선 항아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린다.

단이 떡으로 	
참꽃마리 모양을 찍어 백설기 위에 
올려 장식하고 있다.

“떡을 만들고, 	
차를 내리고, 	
술을 담그고, 	

장을 띄우는 전통의 	
먹거리가 	

콘텐츠가 되는 도시”

HISTORIC SPOT 
수원화성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 최초의 계획된 
신도시로서 조선 정조 때 당대 기술을 집약시켜 2년 6개월 만에 완공했
다. 적을 살피던 동북공심돈과 탈출용 암문 등이 있다. 군사들이 망을 보
던 동일포루는 신발을 벗고 쉴 수 있는 정자다. 완만한 경사의 화성을 오
르면 수원 시내를 한눈에 볼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100대 명소인 야경
은 놓치지 말 것.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2	  031-290-3600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소인	500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대인	1000원

Tip
수원화성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수원의 문화관광해설사는 1997년에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수원화성을 안내하는 자원봉사로 시작해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공하며,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수원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문화재를 감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더욱 뜻깊게 만들어준다.  

	 신청방법	
•  개인은 현장 신청, 단체는 온라인 신청
•  개인은 4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단체는 20인 이상 방문일 7일 전 예약 필수
•  단체는 사전 승인이 되면 예약한 관광안내소에서 방문 당일 단체명 확인 
•  이용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  접수는 오후 4시에 마감

한국적 정취에 
빠져들기 딱 좋은 날
수원전통문화관  

DAY 1. 
AM 10:00 @Suwon Hwaseong Fortress
PM 3:00 @Hwaseong Haenggung
PM 4:30 @Suwon Cultural Foundation

밤에 더욱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는 수원화성의 정문 	

‘장안문’(위)과 방화수류정 동쪽에 	
위치한 ‘동북포루’(아래)

©
경

기
관

광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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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구경 후 즐기는 남문통닭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막 구워낸 호떡이나 지글지글 익어가는 녹두전, 
각종 분식 등 시장 음식이 먼저 시선을 끌죠. 구석구석 
구경하다 보면, 보물 같은 아이템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냉장고 바지라고 불리는 몸뻬바지도, 
화려한 패턴 때문에 SNS에서 인기 아이템으로 등극한 
극세사 담요도 시장에서는 흔히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시장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팔달문에서 수원천을 가운데 두고 무려 
9곳의 재래시장이 촘촘히 장사 행렬을 이루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조대왕이 직접 유치한 팔달문시장부터 
동쪽으로는 지동시장·미나리광시장·못골시장 
등 음식이나 식재료 중심의 시장이, 서쪽으로는 
영동시장·남문패션1번가 등 옷과 생필품 중심의 시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장마다 각기 다른 개성이 있으니 
시간을 들여 구경해도 좋을 일입니다. 그중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통닭집들이 팔달문 쪽으로 들어서 있는, 
통닭거리입니다. 활발히 영업 중인 10여 곳의 치킨집, 
우열을 딱히 가리기는 어렵지만 3대 맛집으로 통하는 
진미통닭, 용성통닭 그리고 남문통닭이 있습니다. 그중 
남문통닭은 영화 <극한직업> 이후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쇠솥에 푸짐하게 내오는 
왕갈비통닭은 중독성이 강해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이 
난다는 설이 있습니다. 애매한 오후 시간임에도 1, 2층 
홀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양념갈비 소스로 버무린 
통닭을 들고 뜯다가 조금 질린다 싶을 즈음엔 함께 
주는 모닝 빵을 반으로 갈라 통닭과 샐러드 등을 넣어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는 것도 별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0번길	16	  1522-8818
 매일 12:00-22:00	 	수원왕갈비통닭	2만	원,	수원왕갈비	반/반	1만	9000원

ANOTHER SPOT 1
진미통닭
1981년 문을 열었다. 1층은 테이블 좌석, 2층은 좌식 위주로 
돼 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일사천리로 소금·칠리·머스터드의 
3종 소스와 무, 뻥튀기가 놓인다. 가마솥에서 갓 튀긴 
치킨이 수북하게 담겨 나온다. 한눈에 보기에도 바삭함이 
느껴지는데, 튀김옷이 얇은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로 닭똥집 
튀김을 준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00번길	21
 031-255-3401	  12:00-24:00,	월요일	휴무
	프라이드	1만	6000원,	양념통닭	1만	7000원,	반반	1만	7000원

ANOTHER SPOT 2
용성통닭
진미통닭과 쌍벽을 이루는 맛집으로. 1978년 문을 열었다. 
펄펄 끓는 가마솥 기름 속에서 통째 튀겨낸 통닭 맛이 
일품이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아무 양념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다. 치킨을 주문하면 함께 따라나오는 닭똥집과 
닭발튀김도 별미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00번길	15
 031-242-8226	  11:00-24:00,	화요일	휴무
	프라이드치킨	1만	6000원,	양념치킨	1만	7000원,	반반치킨	1만	7000원

갈비?
프라이드 치킨?

모닝빵에 샐러드를 
넣고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영화 <극한직업>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남문통닭의 왕갈비통닭.

팔달문에서 수원천을 가운데 	
두고 무려 9개의 재래시장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난다.
가격이 꽤 저렴해서

한국 재래 시장에서만 득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쇼핑해도 좋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왕갈비통닭

DAY 2. 
AM 10:00 @Suwon Paldal Global Market 
PM 2:00 @Namun Fried Chicken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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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É PICK 1 
카페 칠이공구
이곳은 라탄 바구니 안에 샌드위치, 음료, 매트를 함께 제공하는 
피크닉 세트로 특히 유명하다. 카페에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방화수류정에 매트를 깔고, 여유롭게 앉아 있으면 여행지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소금이 들어간 
생크림을 얹은 ‘아인슈페너’가 인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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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É PICK 2 
패터슨커피
4층짜리 흰색 건물 외벽에 ‘Paterson Coffee’라고 적힌 	
영문 레터링을 발견하면 주저 말고 들어가보자. 2개의 문 중 
왼쪽에는 주문할 수 있는 카운터가 있고, 오른쪽에는 편하게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너른 좌석이 마련돼 있다. 이곳 인기 메뉴는 
단호박 케이크. 질감이 살아 있는 케이크 위에 게랑드 소금이 	
솔솔 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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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톱에서 바라보는 수원화성
화성행궁 옆 행리단길로 들어서면, 갑자기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카페와 레스토랑, 다양한 스타일의 
핸드메이드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작업실 등이 모여 
있죠. 낮은 양옥집들은 새로운 감성을 덧입고, 뉴트로풍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런 길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걸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거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캠퍼스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나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연인들이 산책하던 길로 등장했더라고요.
행리단길에 왔다면, 루프톱 카페 한 곳은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원화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 수원 여행에서 찾은 곳은 
정지영커피로스터즈입니다.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참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 행리단길 
인기 카페! 1층에는 카운터와 베이커리 공간, 로스팅 
룸이 있고, 2층엔 콘셉트가 다른 방들이 자리 잡고 있는 
구조가 특이합니다. 카페가 수원화성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덕분에 루프톱에 오르면 장안문과 성곽이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이런 뷰가 또 여행의 즐거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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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뉴트로풍 분위기를 

자아내는 행리단길의
카페와 어우러진

고즈넉한 골목 풍경 덕분에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루프톱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원화성의 
장안문과 성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뉴트로 감성의 
수원 골목길
행리단길 카페 탐방

DAY 3. 
Pm 14:00 @Haengridan-Gil 
Pm 17:00 @Suwon Namun Market

패터슨커피

정지영커피로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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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양한 도시 콘텐츠를 만들어, 디지털 노마드족에게 여행의 영감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인플루언서 한선달. 
그가 이번에 선택한 여행지는 경기도다. 31개의 시와 군으로 이루어진 경기도를 여행하는 방법은 실로 무궁무진한데, 
한선달은 ‘FUN’이라는 테마로 여행자들에게 여행의 방법을 제안한다. 조선시대 꽃미남이 돼 민속촌을 거닐고, BTS의 
에지있는 동작은 물론 트와이스의 상큼발랄한 K-POP 댄스를 배우기까지. 그를 따라가다 보면, 버라이어티하고 유쾌한 

경기도 여행이 가능하다. 준비가 됐다면, 이제 그를 팔로우하라.
INFLUENCER 한선달 www.facebook.com/koreantravelmanual

K-FUN
JOURNEY 

TO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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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꽃미남이 돼볼까
용인 한국민속촌에 도착! 처음 왔는데도 
익숙한 이 느낌은 뭘까? 아하, 조선시대 
꽃미남이 대거 등장해 마음을 설레게 
했던 <성균관스캔들>도, 	
왕이 된 김수현의 궁중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해를 품은 달>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구나. 

#FUNNY

#GYEONGGI

예능 속 K-Star 따라잡기
이곳에서는 수박 서리, 천연 염색 등 
시즌별로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덕분에 <무한도전>이나 
<나혼자산다>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했다. 관람 중에 산신령, 
꽃거지 등을 만난다면 	
반드시 인증샷을 찍어두자. 	
알고 보면 민속촌 셀럽이니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한국민속촌
 031-288-0000
 매일 09:30-19:00	
		입장권	1만	5000원~2만 원,		
자유이용권	(성인)	2만	8000원,		
(청소년)	2만	5000원
 www.koreanfo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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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가면 언제나 봄날
전 세계 수많은 아미가 방탄 투어를 하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 투어는 방탄소년단의 앨범 재킷 속 
배경이 된 장소와 뮤직비디오 촬영지 등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곳에서 뮤직비디오의 장면을 재현해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공유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BTS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한국 
관광명소 TOP 10’ 인기투표를 진행했는데, 항호해변 
버스정류장,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서울 라인프렌즈 이태원점에 이어 경기도 양주 일영역이 
5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제가 일영역을 찾은 날에도 대만,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아미들이 이곳에 왔더라고요. 
일영역은 지금은 열차 운행이 중단된 폐역. 이곳에서 
BTS의 <봄날> 뮤직비디오의 첫 장면이 시작됩니다. 길게 
뻗은 선로, 오래돼 낡은 역사, 오가는 이 없이 고요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어요. BTS의 <봄날>을 들으며, 
철로를 따라 걸어보기도 하고, 뮤직비디오 속 장면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가 
재생되는 동안, 빈 의자에 앉아 남은 여행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일영역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눈 내리는 겨울의 일영역은 
다른 세계로 이어줄 것만 같아 신비롭고, 봄에는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쓸쓸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처럼 다정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여름과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에도 여행의 추억을 
남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327	  031-855-5582

이곳이 바로, BTS 뮤직비디오 
<봄날>에 등장한 장소. 오래된 

폐역의 분위기가 드라마틱하다.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FRIEND” 

– BTS <봄날> 중에서

ARTISTIC SPOT 2 
가나아트파크
장욱진미술관에서 1km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예술 공간이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가나아트파크. 이곳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이 넓은 잔디밭 위로 펼쳐진 조각공원이다. 또한 블루스페이스, 
레드스페이스, 옐로스페이스 등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아트파크 내 
다양한 공간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외에도 공연장, 카페 등 취향에 
따라 공간을 즐길 수 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17	  031-877-0500
 화~금	10:00-18:00 	 	어른	8000원,	청소년	7000원
 www.artpark.co.kr

ARTISTIC SPOT 1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일영역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이곳
에서는 한국의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장욱진의 작품 세계를 만
나볼 수 있다. 미술관은 작가의 호랑이 그림 <호작도>를 모티프로 지어
졌다. 중정과 방이 미로처럼 연결된 독특한 구조다. 이곳은 2014년 ‘22
회 김수근건축상’을 수상, 영국 BBC 2014 ‘위대한 8대 신설미술관’으
로 선정되면서 공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자연 속에 온
전히 둘러싸인 새하얀 색의 구조적인 건물은 어느 각도에서 촬영해도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3	  031-8082-4245
 화~금	10:00-18:00	 	어른	5000원,	어린이	1000원
 www.yangju.go.kr/changuc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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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봄날> 촬영지
양주 일영역 

DAY 1. 
AM 10:00 @Korean Folk Village
PM 3:00 @Iryeong Station
PM 4:30 @Chang Ucchin Museum of Art Ya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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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감성으로 여행하는 하루
요즘 레트로풍 감성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옛날 교복을 입고, 그 시절을 떠올리며 추억 
여행을 하는 것이죠. 이미 몇 년 전부터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1970~80년대 낭만을 추억하는가 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2000년대 아이돌을 소환해 그 시절의 
노래가 다시 유행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문화가 
20대들에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감성으로 다가왔고, 3040세대에게는 지나간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양평 추억의 
청춘 뮤지엄에 가면, 이러한 재미를 한 번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그때 그 시절의 완벽 재현!’을 
모토로 복고 체험장으로 여행자를 맞아들이고 있으니 
말이에요. 입구에 준비된 옛날 교복을 빌려 입고, 청춘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뿐히 뮤지엄 속으로 들어가보세요.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교실, 옛날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는 정감 있는 극장의 모습, 뮤직박스에서 신청곡을 
받아 틀어주던 옛날 다방,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열심히 
버튼을 두드리던 전자오락실까지. 2층으로 구성된 추억의 
청춘 뮤지엄을 구석구석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교복에 모자를 비뚤게 쓰고 악동처럼 사진을 
찍고 고고장에서는 과감하게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찌르며 끼를 발산해봐도 좋아요. 데이트하는 커플이라면, 
교실에서 풍금을 치며 영화 속 주인공처럼 아련한 장면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운이 좋다면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한 컷을 담아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620	  031-775-8907
 10:00-18:00	 	성인	8000원,	소인	6000원
 www.retromuseum.co.kr

AROUND SPOT 1 
양평 레일바이크
강원도의 자원을 실어 나르던 중앙선 철로는 이제 양평을 찾는 여행
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할 레일바이크로 그 역할을 바꿨다. 들
과 숲, 논과 밭이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
며 레일 옆으로는 흑천이라 불리는 제법 큰 개울이 흘러 시원함도 더
해진다. <나혼자산다>에서 슈퍼주니어 헨리가 영국 출신 영화배우 
캐서린 프레스콧(Kathryn Prescott)과 함께 레일바이크를 타며 양
평을 여행하기도 했다는 건 비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126-5  031-775-9911
 성수기 09:00-19:30, 12~2월 09:00-16:30, 4~10월 09:00-18:00, 토요일엔 

19:30까지  커플 2인 탑승 3만 원, 패밀리 4인 탑승 3만 8000원 	
 www.yprailbike.com

AROUND SPOT 2 
용문사
천년의 시간 동안 한곳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은행나무가 입구를 지키
고 있는 절, 용문사. 용문산 입구에서 절까지 이르는 1km의 길은 산책
로로 유명한데,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와 맑은 계곡이 만들어내는 풍경
이 아름답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25	  031-773-3797
	성인	2500원,	청소년 1700원,	어린이	1000원
 www.yongmunsa.biz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을 떠올리고

학창 시절 짝사랑했던 
소녀도 그리워지게 

하는 여행” 

옛날 교복 입고, 복고풍 데이트를 
해보자.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교복 로망스
양평  
추억의 청춘 뮤지엄

DAY 2. 
AM 10:00 @Retro Museum
PM 2:00 @Yangpyeong Railbike
PM 4:00 @Yongmu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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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업캠퍼스에서 보내는 하루
한류트레이닝센터가 위치한 체인지업캠퍼스에서는 좀 더 다양한 즐거
움을 찾아볼 수 있다. 캠퍼스 내 일일체험프로그램은 물론 영어 뮤지컬
을 관람할 수도 있다. 영미권 출신 배우들로 구성된 공연팀의 연기를 보
며,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또한 캠퍼스 내 클
레이 뮤지엄에서 세라믹 소품을 구입하고, 건너편 카페 ‘One Summer 
Day’에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다. 출출하다면 햄버거집이나 파스타 가
게에서 배를 든든히 채울 수도 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
 입장은	무료,	영어뮤지컬	1만 원,	어린이	프로그램	체험은	8000원부터	
 www.gcampus.or.kr

가장 찬란했던 101명의 이야기를 따라서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등 방송가를 뜨겁게 달군 
대국민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의 꿈을 키우던 일반인들이 데뷔를 하고, 	
무명에 가까웠던 가수가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는 그들의 스토리에 집중했고, 프로그램이 회차를 
더해가면서 일종의 팬덤이 형성되기도 했죠. 시즌을 
거듭하면서 그 열기가 조금 식어가는가 싶던 찰나, 새롭게 
등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프로듀스x101>. 2016년 ‘아이오아이’를 시작으로, 
2017년 ‘워너원’ 그리고 2018년 ‘아이즈원’까지 
성공적인 데뷔를 한 데 이어 2019년 글로벌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소년 101명이 
모였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며,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들. 국민 프로듀서의 투표를 
통해 최종 레이스까지 가는 여정은 몹시 뜨거웠죠.
땀과 열정으로 연습에 매진했던 공간 또한 크게 이슈가 
됐고, 촬영이 끝난 뒤 수많은 팬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파주 체인지업캠퍼스 내에 위치한 
‘한류트레이닝센터’입니다. 연습실과 기숙사 등도 
인상적이지만, K-POP 체험 프로그램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컬, 댄스, 카메라 테스트, 개인 프로필 촬영을 
경험하면서, 한류 스타의 꿈에 한발 다가서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짧은 여행 기간이라도 체험이 가능합니다. 	
1일 체험을 통해 K-POP 커버댄스 강습을 받아볼 수 
있어요. 저도 이곳 댄스 트레이너에게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동작을 하나하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동작 팁을 전수받은 것만으로도 댄스 동작은 
한층 에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필요한 건 자신감 
있는 눈빛! 10명 이상 수강생이 모이면, 원하는 날짜에 
커버댄스를 배워볼 수 있다고 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	체인지업캠퍼스	한류트레이닝센터
 070-8879-8808
	1일	체험	9만 원,	1박	2일	체험	35만 원(숙박,	식사,	픽업	서비스	포함)
 www.globalkcenter.com	

“K-FUN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케이팝 

커버댄스 배우기! 
이곳에 와 있으니, 진짜 

연습생이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체인지업캠퍼스의 랜드마크인 
분수대와 시청(CITY HALL).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다

입구 쪽에 정차해 있는 트램과 
아치형 문을 지나면, 이국적인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덕분에 
웨딩 촬영 장소로도 	
자주 이용된다.

K-POP 댄스를 배우다
파주 한류 트레이닝센터

DAY 3. 
AM 10:00 @Global K Center
PM 3:00 @Change Up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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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김비서가 왜 그럴까> 
<미스티> <함부로 애틋하게> 
등 각기 다른 색채의 드라마 
4편을 따라 가평으로 여행을 
떠났다. 알고 보면 가평은, 
서울에서 훌쩍 주말 여행을 떠날 
때 주저 없이 선택하는 여행지.  

가평으로 떠난  
드라마틱한 여행

계절별로 각기 다른 자연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는 여행지 가평. 
아기자기한 자연이 귀엽게 느껴진달까.

쁘띠프랑스는 골목골목을 거닐며, 
드라마 속 촬영지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또한 아기자기하게 인테리어한 

공간은 분위기 있는 여행 사진을 
남기기에 좋다.

가평 쁘띠프랑스 전지현과 김수현의 바로 그 키스신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드라마의 
최고 명장면 중 하나가 김수현과 전지현의 키스신인데 이곳이 
배경이다. 기뇰극장과 생텍쥐페리 기념관으로 향하는 계단은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현빈이 등장하는 신에 나왔고, 예능 프
로그램 <런닝맨>에서 유재석의 오르골 연주를 촬영하기도 했
다. 이처럼 촬영지로도 인기인 쁘띠프랑스는 프랑스의 작은 마
을의 풍경을 옮겨놓았다. 아기자기한 공간 외에 기뇰 인형극, 
오르골 시연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이곳에서 가상현실(VR)
을 통한 어린왕자 체험과 실제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의 사랑해 
벽을 구현한 아모르블루 포토존은 꼭 볼 것.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063	  031-584-8200
 매일	09:00-18:00
	36개월~초등학생	6000원,	중학생과	고등학생	8000원,	어른	1만 원
 www.pfcamp.com

GAPYEONG SEE IT

 쁘띠프랑스 ─ 24.38km (차량 40분) ─ 아침고요수목원 ─ 28.55km (차량 48분) ─ K26 ─ 14.62km (차량 30분) ─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라포레’ ─ 23.53km (차량 39분) ─ 에스에스리조트 

CITY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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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K26 아시아 최대 규모 스킨스쿠버 전문 체험장
국내에서는 익스트림 레저가 인기다. 스카이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의 인기도 높아졌다. 이곳은 26m 수중풀로 세계 5위
권 내 시설과 규모를 갖춘 스킨스쿠버 전문 체험장이다. 해외 
커뮤니티에 알려져 가까운 중국에서도 많이 찾는다. 강사와 
1:1로 2시간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후 자격증 취득 코스 도
전 시 1일 3시간씩 3~4일이면 충분하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재길 262-57  031-585-5757
 월~금 09:00-22:00, 토요일과 공휴일 08:00-21:00, 일요일 휴무
	월~금 3만 3000원, 토요일과 공휴일 5만 5000원(기본입장권), 5만 3000원(종일 

입장권)  www.k-26.com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봄여름엔 서하원 정원, 가을에는 국화와 단풍, 겨울에는 눈 쌓
인 소나무가 손꼽힌다. 때때로 촬영팀이 로맨틱한 장면을 담
기 위해 찾아온다. 아침고요수목원은 정원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이려는 가드너들이 갖가지 꽃을 가꾸며 쓸고 닦고 
관리해 10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늘 다른 모습이다. 수목원
에 국내 최초로 불빛 축제를 도입했고, 지금은 수목원 안에서 
한복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
을 위해 영·일·중국어 번역 책자를 입구에 비치해두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1544-6703
 매일 08:30-20:00 	어린이 6000원, 청소년 7000원, 성인 9500원
 	www.morningcalm.co.kr

가평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라포레
스테이크 풍미가 살아 있는 레스토랑
‘라포레’는 프랑스어로 ‘숲’이라는 의미답게 아름다운 자연 풍
경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아시안
푸드는 물론 이탤리언 요리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
곳의 팜테이블 런치 뷔페는 농장에서 최소한의 유통 과정만 
거쳐 직배송된 신선한 채소로 만든 30여 종의 샐러드 뷔페와 
다양한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라포레의 대표 메뉴로는 육즙
은 그대로 살리면서 겉은 빠르게 익혀 고유의 풍미를 극대화 
하는 최고급 오븐인 ‘자스퍼 그릴’을 이용해 굽는 스테이크다. 
이용은 라포레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방문 시 사전 예약
을 하지 않아도 된다. 런치 메뉴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보다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방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007-90  031-580-3330~2
 매일 07:00-10:30, 12:00-14:30, 18:00-21:30
	(라포레 팜테이블 런치 뷔페) 월~금 성인 3만 5000원, 

49개월 이상 14세 미만 소인 2만 1000원 (대표 메뉴) 이베리코 뼈 등심 스테이크 6만
원, 호주산 양갈비와 로즈마리 소스 6만 5000원

 www.theananti.com/kr/seoul

가평 에스에스리조트 감각적인 고급 리조트에서 하룻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주인장은 수상레포츠를 좋아해 
가평에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고급 리조트를 지었다. 내
부를 고가의 앤티크 가구와 모던한 철제가구를 감각적으로 배
치해 클래식하면서 고급스럽게 연출했다. 객실은 총 10개로, 
1층은 복층 6개, 2층은 단층 4개로 구성됐다. 깨끗하고 쾌적
한 레저문화 공간으로 전 객실에서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
인다. 수상레저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객실 손님이 이용할 경
우 할인 된다. 스포츠를 즐긴 후에는 카페와 바비큐장이 있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다. 식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
지 편한 시간에 주문할 수 있다. 아메리칸 스타일 브런치도 가
능하다. 브런치는 푸짐해서 2인이 먹기 좋다. 브런치 플레이
트는 1만 6000원. 상추는 직접 기른 것으로 찌개와 밥과 채소
는 무한 리필해준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로 494  070-8808-9514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20만 원대(평일, 비수기), 30만 원대(주말, 성수기) 별도 문의  
 www.ssresort.co.kr

EAT IT + BOOK ITDO IT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라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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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한 대의 차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과정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 전시장으로, 지상 9층 지하 5층
의 국내 최대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다. 이곳에서는 강철을 
녹이고 차체를 만들어 연결하고 색을 입혀 부품을 맞추는 제
조 공정 단계를 볼 수 있다. 현대차 한 대가 탄생하는 모든 과
정을 보고 듣고 만지고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과정은 아
이들에게는 신선한 학습 현장이 된다. 자동차 운행에 영향을 
주는 바람, 움직임을 연구하고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
이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테마전시는 사전 예약 없이 무료 관
람할 수 있지만, 상설전시인 <In to the Car>는 사전 예약이 필
수다. 놀이로 차에 대해 배우는 키즈 워크숍도 열린다. 가이드
투어시 영문 투어로 신청하면 100% 영어로만 진행한다. 마
지막 티켓 발권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  1899-6611 
 상설전시 10:00-19:00, 테마전시 09:00-20:00, 테마시승 10:00-17:00, 월요일 휴관 
	성인 1만 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와 노인 5000원
 www.motorstudio.hyundai.com/goyang

AROUND SPOT  
파주 미메시스뮤지엄 
곡선으로 이뤄진 보드라운 하얀색의 거대한 건축물. 직사각형 
건축물로 가득한 출판단지에서 단연 눈에 띈다. 안으로 들어
가면 온통 하얀 벽에 자연 채광이 건물을 비집고 들어와 오묘
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미메시스는 ‘열린책들’이 설립한 예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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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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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자동차의 주행 성능과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윈드 
공간에서는 바람의 과학을 이해하게 되고, 

공력 기술의 중요함을 알게 된다.

고양은 다양한 즐길 거리와 
원스톱 쇼핑몰, 산책하기 좋은 
문화 공간까지 지루할 틈이 없는 
도시. 게다가 예능부터 영화까지 
수많은 영상물이 촬영된 곳이 
모여 있다. 어쩐지 발길 닿는 
곳마다 영화 속 러브스토리와 
드라마 속 멋진 장면이 펼쳐질 
것만 같다.

고양,  
발견의 즐거움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상설전시 중인 	
<INTO THE CAR>에서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자동차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될 듯.

GOYANG SEE IT + DO IT

 현대 모터스튜디오 ─ 12.16km (차량 16분) ─ 미메시스뮤지엄 ─ 12.41km (차량 27분) ─ 잇탈리화덕 ─ 6.16km (차량 20분) ─ 	
화이트브릭 ─ 3.75km (차량 13분) ─ 엠블호텔 

CITY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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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잇탈리화덕 바삭하고 얇아 더 맛있는 한옥식 화덕피자
모던한 인테리어의 한옥에서 화덕피자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다. 이곳에서는 매일 소량으로 구입하는 재료로 피자와 파스
타를 만든다. 화덕피자는 특유의 바삭함을 위해 도우가 두껍
지 않도록 직접 반죽한다. 난생처음 보는 용기에 파스타를 얹
고 그 위에 치즈를 올려 굽는다. 입안 가득히 남은 감칠맛에 이
곳을 찾은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찾고야 만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26-47 한옥 1층  031-977-4013
 화~일 12:00-21:00, 월요일 휴무 	풍기콰트로피자 1만 4000원, 

디아블라피자 1만 6000원, 화덕 파스타 1만 7000원, 런치세트A 3만 6000원

엠블호텔 고양 몸과 마음을 재충전
경기 북부 최초 특급호텔로 서울에서 50분 거리에 있다. 호텔
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 호텔에서 쉬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을 선호하는 힙스터에
게 잘 맞는 장소다. 호텔 내부는 청사초롱과 등잔, 한복의 옷고
름 등 한국 전통을 모던하게 표현했다. 실내도 전통 문양을  재
해석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고 정갈하다. 조용한 근교지만 걸
어서 5분거리에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이 있고, 현대백화점
과 이마트 쇼핑몰은 차로 5분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엠
블호텔은 여름 시즌 야외수영장을 오픈한다. 파라솔과 카바나, 
유아풀까지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 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저녁에는 수영장 옆에서 바비큐(BBQ)도 운영해 도심에 
있지만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만끼할 수 있다. 
투숙객들은 호텔 내 뷔페 레스토랑인 쿠치나엠, 중식당 죽림, 
카페 일라고에서는 10%, 사우나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선
보일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20  031-927-7700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2:00
	(객실) 2인 슈페리어 더블 또는 트윈 19만 2600원, 	

2인 패밀리 트윈 24만 1900원 (테마버스) 왕복 1만 원 
 	www.mvlhotel.com/goyang

고양 화이트브릭 감성 가득한 인테리어 소품 카페
온라인에서 유니크한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의 인테리어 소품
매장으로 유명하다. 2018년 제품을 실물로 볼 수 있도록 일
산의 한 주택가 사이에 오프라인 편집숍 카페를 만들었다. 감
성적인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메뉴 구성도 남다르다. 제맛이 
나는 제철 과일을 활용해 여름에는 무화과와 백향과를, 가을
에는 청귤을 이용한 음료와 디저트를 선보인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577-49  031-919-2962
 월~금 11:00-20:00, 토·일 11:00-21:00, 월요일 휴무
	아메리카노 3500원, 브릭토스트 6500원, 감동의 버터토스트 3500원
 www.whitebrick.co.kr

EAT IT + BOOK IT

©엠블호텔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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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의 
고즈넉한 성곽 둘레길부터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뉴트로풍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행리단길까지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연주의 감성의 새로운 공간들로 인해 최근 떠오르는 
여행지 의왕은 수원에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세계문화유산과 
뉴트로 여행지 

수원 방화수류정  
꽃 피는 가을밤에 봐야 할 정자
수원화성의 네 개 각루 중 동북각루로 보물 제1709호다. 조
선 정조 때 지어진 군사 시설로 경치를 조망하는 정자의 구실
을 겸했다. 평면이 아닌 다각화된 형상으로 사계절 다른 모습
을 보여준다. 낮보다 밤이 화려해 현재도 매일 밤 많은 사람이 
찾는다. 특히 꽃 피는 가을 야경이 아름다워 풍류를 즐기던 정
자라는 걸 실감케 한다. 이곳에 들렀다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 
화성을 내려다볼 것.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031-290-3600	

수원 행리단길
수원에서 요즘 가장 뜨는 길
도시마다 가장 뜨는 거리에는 거리 이름 한 글자 뒤로 ~리단길
이나 ~로수길을 붙인다. 수원은 화성행궁부터 팔달문까지 가
장 핫한 거리라 행리단길이라고 부른다. 거리에는 민화 공방, 
자기 공방, 나무 공방, 카페, 미니 전시관, 청사초롱 판매숍, 개
량한복집 등이 자연스레 형성돼 볼거리가 가득하다. 달고나 
체험, 황금엿 뽑기, 금붕어 체험을 할 수 있는 갤러리 상점도 
있다. 아트페인팅이 있는 길과 타일로 이루어진 벽화도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43	

플라잉수원 헬륨기구 타고 수원을 한 눈에!  
최고 150m 상공에서 수원화성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색적
인 관람 시설이다. 헬륨기구는 최다 3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안
전을 위해 잘 훈련된 파일럿이 동승한다. 헬륨기구는 유럽 항
공안전국 규정 Joint Avaltion Requlation(JAR21)을 통과
하고 건설교통부 안전검사 승인 등을 완료했으며 매주 월요일 
오전 기본 안전점검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다. 티
켓은 현장 발권만 가능하며 1회 비행시간은 10~15분이다. 대
기 승객 수에 따라 오후 8시 이전에 발권이 마감될 수 있어 체
험하기로 결정했다면 좀 더 이른 시간에 가는 것이 좋다. 날씨, 
풍속에 따라 운행이 결정돼 급작스러운 기상변화 시 예고 없이 
탑승이 중지되거나 운행이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97	  031-247-1300
 (5~10월)	11:00-21:30,	(11~4월)	월~금	11:00-20:30,	토·일	10:00-20:30	야경이 아름다운 방화수류정

SUWON— 
UIWANG

 수원 방화수류정 ─ 0.9km(차량10분) ─ 행리단길, 플라잉수원 ─ 1.09km(도보16분) ─ 오름 ─ 891m(도보13분) ─ 신풍재
 의왕 청계다원 ─ 3.3km(차량9분) ─  자연콩 ─ 2.7km(차량7분) ─  바라산자연휴양림

CITY GUIDE SEE IT

©수원시청

방화수류정

화성 행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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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오름 예약해야 맛보는 모던 한식 레스토랑
‘행궁동 맛집’으로 불리는 오름은 장식으로 뿌려지는 소스마
저 셰프의 손길로 하나하나 완성할 만큼 온갖 정성을 쏟는다. 
완전 개방형의 오픈 키친은 요리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서 신뢰를 더한다. 메뉴는 3개의 코스 요리 중
에서 선택하며, 시기에 따라 메뉴 구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
다. 3개의 테이블이 전부로 100% 예약제라 사전 예약은 필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41-1	  010-2884-4112
 목~화 11:00-21:00, 수요일 휴무
	다랑쉬	코스	1인	2만 7000원,	새별	코스	1인	3만 8000원,	사라	코스	1인	1만 

9000원	  www.instagram.com/dining_oreum

Mini Interview
오름의 이현 대표 한마디  
20년 넘게 요리를 배우고, 홈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요리해보
니 제일 잘하는 것이 한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름의 정찬은 
합리적인 가격의 스타일리시한 한식 코스 요리로 
그 시간만큼은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끼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즐기게 되죠. 특별한 
날에 더욱 잘 어울립니다.

의왕 바라산자연휴양림
합리적인 비용의 자연친화적인 숙소
바라산자연휴양림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로 가격이 
매우 저렴해 한국인에게 인기가 무척 높다. 서울에서 가깝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도 장점. 신청자
가 많아 매월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투숙객을 뽑는다. 내부 프로그램으로 목공체험, 숲해설, 숲치
유,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기 프로그램은 일찍 마
감된다. 야외 야영장에서는 가지고 온 텐트로 캠핑을 할 수 있
다. 의왕대간과 연결된 약 1.8km의 등산로는 바라365희망
계단과 전망대 등으로 이어져 산림욕하기 좋다. 산림욕은 식
물의 생육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 중 오전 10시에서 
정오까지가 가장 효과적이다.

 경기도 의왕시 북골안길 96	  031-8086-7482	  매일 09:00-18:00
	야영데크 1만 4000원, 고정식텐트 2만 8000원, 객실 4인실 백운산동 비수기와 

월-금 4만 9000원 성수기와 토·일 7만 원 	  www.barasan.uuc.or.kr

의왕 청계다원 
정성을 다해 끓인 전통차의 진한 맛
온돌방에 앉아 수제 차의 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전통찻집이
다. 주인의 차맛을 본 사람들이 찻집을 열 것을 권유해 살던 집
을 찻집으로 바꿔 오픈했다. 주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차를 만든
다. 재료는 일일이 손질하고 달인다. 그 때문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없지만 진가를 아는 손님은 단골이 된다. 용인 에버랜드나 
한국민속촌, 수원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들른다. 외진 길이라 
차가 없으면 못 가고, 단골은 나만 알고 싶어 하는 맛집이다.

 경기도 의왕시 옥박골동길 26		  031-426-5595 	  매일 11:00-22:00

의왕 자연콩 손으로 빚은 두부요리 전문점 
백운호수 주변 모락산 자락에 위치한 두부요리 전문점이다. 
매일 아침 문경과 상주에서 자란 국산콩으로 두부를 만든다. 
봄철에는 텃밭에서 가꾼 나물과 채소류를 마음껏 맛볼 수 있
다. 대표 메뉴인 자연콩정식은 순두부 에피타이저를 시작으로 
두부보쌈, 두부탕수육, 비지찌개 등 한 상 가득 나온다. 퓨전요
리 자연애정식은 두부 낫또 카나페, 오리훈제, 연어구이 등을 
한번에 맛볼 수 있다.

 경기도	의왕시	문화예술로	163	  031-422-0059
 매일	11:00-21:30	  www.jykong.modoo.at

BOOK ITEAT IT

수원 신풍재 다락방이 있는 한옥스테이
2017년 9월 오픈한 이곳은 주인장이 6년간 살던 개인 집을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해 손님들에게 방을 내주고 있다. 
건강에 좋은 소나무와 황토로만 지어 자고 나면 개운하다는 
후기가 많다. 객실은 총 5개로 봉수실, 낙남실, 장락실, 노래
실, 복내실이 있는데 화성행궁의 전각 이름을 따 객실 이름을 
지었다. 1인실은 1개이고 나머지는 4인실과 6인실이다. 가장 
인기가 좋은 방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2층 다락
방인데 예약이 쉽지 않다. 토스트와 계란프라이, 우유, 커피를 
내는 조식으로 제공한다. 단독 취사가 가능한 1층 방도 있으
니, 가족이 머물기 좋다. 이곳에 들르면 주인장이 추천하는 코
스가 있다. 서장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코스를 돌고 저녁 메뉴
로는 수원 연포갈비나 동흥식당을 추천한다. 해외에서는 일본
이나 홍콩 관광객이 많이 오고, 국내에서는 가족과 동창 모임
이 주로 찾아온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2번길	34	  031-242-5897
 체크인 14:00, 체크아웃 11:00	 	4인실	8만~10만 원	선,	6인실	12만 원
 www.sinpungjae.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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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은 현지인들에게 
로맨틱한 드라이브 장소로 
유명하다. 이동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기꺼이 
가볼 만하다. 게다가 
계절별로 각기 다른 
자연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는 여행지라, 어느 
계절에 가도 좋다.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운

양평 두물머리 4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 
남한강과 북한강 물줄기가 머리를 맞댄다 하여 두물머리라
고 한다. 물안개가 피는 날이 특히 아름답다. 흐르는 강 주변
으로 배 30척이 드나들던 나루터는 세월이 지나 쓸쓸한 흔적
만 남아있다. 이곳이 나룻터였다는 사실은 2004년 국내에 유
일한 조선배를 제작하는 장인 김귀성 씨가 건조한 황포돗대
로 떠올릴 뿐이다. 400년 된 느티나무와 함께 드라마 <그녀
는 예뻤다>의 남녀 주인공이 키스신을 하면서 더욱 유명해
진 액자 구조물은 최고의 포토존이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031-770-1001	

Tip
두물머리 간식 삼총사 
반죽에 연잎이 들어가고, 순한 맛과 매운 
맛 중에 선택할 수 있다. 	3000원

날씨가 더울 땐 캐릭터가 녹아서 
솜사탕만 주고, 날이 추워지면 카카오 
캐릭터를 솜사탕 위에 붙여준다. 무지개 
솜사탕 	3000원

어피치, 라이온 등 카카오 캐릭터가 
새겨진 캐릭터 달고나. 	3000원

Tip
구둔역에서 아이유의 화보 따라 하기  
폐역 투어가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구둔역도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가 
됐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이며, 양평 10경의 하나로 
꼽힌다. 영화 <건축학개론>과 가수 
아이유의 화보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했다. ‘아이유 
따라 하기’ 인증샷은 구둔역만의 
놀이로 자리 잡았다. 역과 역 주변으로 
9가지 공간마다 색다른 볼거리를 
준비해놓았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336-9
 031-771-2101	  www.kudun.modoo.at

시간이 멈춘 듯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구둔역. 지금은 폐역이 됐지만, 감성적 

분위기 덕분에 영화나 뮤직비디오의 단골 
촬영지로 유명하다.

사계절 풍경이 다른 두물머리는 특히 
연꽃이 피는 여름과 석양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매력적이다.

두물머리의 액자 구조물은	
 드라마 속 아름다운 키스신을 

완성하는 데 한몫했다.

YANGPYEONG SEE IT

 두물머리 ─ 42.3km(차량60분) ─ 구둔역 ─ 28km(차량43분) ─ 더그림 ─ 11.6km(차량22분) ─ 	
더 힐하우스 ─ 1.9km(차량3분) ─ 블룸비스타 

CITY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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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더그림 그림 같은 정원이 있는 집 
서울 근교에서 자연과 수목을 감상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유럽풍의 저택과 정원이 아름다워 드라마나 광고 촬영지
로도 유명하다. 입장료에 20가지 음료를 골라 먹을 수 있는 혜
택이 포함돼 있다. 가파른 오르막길 없이 길을 따라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모든 장소가 포토존이라 커플과 가
족 여행지로도 사랑받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564-7	  070-4257-2210
 목~화 10:00-19:00,	수요일 휴무
		입장료 성인	7000원,	어린이	5000원,	음료 포함	 	www.thegreem.com

서울 근교에서 자연과 
수목을 감상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럽풍의 저택과 정원이 
아름다워 드라마나 광고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양평 더 힐하우스 30년 역사의 품위있는 호텔 
서울 중심가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한 힐하우스 
호텔은 남한강의 빼어난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30년이라는 역사가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과 잘 정돈된 정원
은 상류사회가 배경인 드라마의 주요 촬영지로도 활용됐다. 
상견례, 가든 웨딩 장소로도 적합하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489	  031-771-0001	
 www.thehillhouse.co.kr

양평 블룸비스타 로비는 작은 갤러리 
블룸비스타는 남한강과 전원주택단지의 풍광이 주는 특유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로비는 세계적인 조각가 이재효 작가의 작품을 비
롯해 양평의 신진 작가들을 소개하는 작은 갤러리다. 이곳의 시그너처룸은 대한민국 대표 완구 브랜드 영실업과 독점 계약으로 만든 캐
릭터룸이다. 시원한 전망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럭셔리한 룸은 상류층인 드라마 주인공의 거실이나 숙소로 촬영되곤 한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316	  031-770-8888	  www.bloomvista.co.kr

잘 가꾸어진 유럽풍 정원을 따라 편안하게 
산책을 할 수 있다.

BOOK IT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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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젓한 오솔길부터 정겨운 시골마을, 때 묻지 않은 청정 자연까지, 일반적인 
관광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자랑한다. 6·25전쟁으로 생겨난 비무장지대를 품고 
있는 연천 평화누리 12길 코스에서는 DMZ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 
최근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자전거 여행을 오기도 한다.

햇살 맞으며 느린 여행

임진강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연천 허브빌리지 

연천역 급수탑 증기기관차가 물 마시던 곳
서울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오가는 평화열차를 타고 
연천역에서 내리면 볼 수 있었던 급수탑. 일제강점기 
서울과 원산(북한)을 오가던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다. 최대 1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급수탑은 
6·25전쟁 때의 흔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지난 2003년 
1월, 근대문화유산 45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9년 
4월부터 동두천에서 연천 간 전철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경원선 전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73-5  031-839-2561  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포천 아트밸리 버려진 폐채석장의 아름다운 변신
2003년부터 버려져 방치돼 있던 폐채석장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매표소 앞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오르면 <푸른바다의 전설> <달의 연인> 
<화유기> 등 다수의 드라마 촬영 장소로 이용된 천주호를 
만난다. 이곳은 화강암을 채석하며 파들어간 웅덩이에 
샘물과 빗물이 유입돼 형성된 호수로 최대 수심이 
20m다. 호숫물은 가재, 도롱뇽, 피라미가 사는 1급수로 
수질 보호와 안전을 위해 출입이 금지돼 있다. 주변에는 
전망대, 전시관, 카페 등의 시설이 있으며 호수공연장과 
창작체험실에서 공연, 공예, 핸드아트 등을 즐길 수 있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031-538-3483
 3~10월 화~일 09:00-22:00, 월 09:00-19:00, 11~2월엔 1시간씩 앞당김
	성인 5000원, 청소년과 군인 3000원, 어린이 2000원 
 www.artvalley.pocheon.go.kr

포천 아트밸리 암벽의 
다양한 지질 구조가
야간 조명을 받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6·25전쟁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연천역 급수탑 주변에 당시 운행하던 증기기관차를 	
재현한 조형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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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역 급수탑 ─ 6.66km(차량15분) ─ 연천 조선왕가 ─ 15.56km(차량30분) ─ 	
연천 미라클타운 한옥카페 ─ 8.57km(차량15분) ─ 연천 허브빌리지
 포천 아트밸리 ─ 13.67km(차량26분) ─ 포천 허브아일랜드   

CITY GUIDE SE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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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조선왕가 왕실의 품격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 있던 조선 왕실의 ‘염근당’(혼탁한 
물속에서도 추운 겨울을 이기고 자라나는 미나리와 
같은 기상을 생각하는 집)을 경기도 연천군으로 옮겨 
지었다. 1807년에 지어진 조선왕실 소유의 집 그대로, 
기둥 하나하나 꼼꼼하게 복원해 125칸의 ‘조선왕가’로 
재탄생시켰다.  대규모 한옥 건축의 아름다움을 연천평야의 
전망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객실은 물론, 봄부터 가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글램핑장은 다른 곳보다 프라이빗함이 더욱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339-10  031-834-8383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염근당 비수기 24만 2000~27만 5000원 성수기 27만 5000원, 염근당 안방 비수

기 43만 5000~49만 5000원 성수기 49만 5000원  www.chosun1807.com

포천 허브아일랜드 허브로 오감 만족하고 원기 회복하고
허브의 원산지인 지중해의 생활을 테마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허브식물 박물관이다. 상시 운영되는 
‘불빛동화축제’는 물론 방문 시기별로 1월에서 5월에는 
플라워축제, 6월과 10월에는 ‘라벤더축제’ ‘향기샤워축제’  
10월에는 ‘카니발축제’ ‘생생수확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곤돌라, 당나귀 체험, 공룡마을, 산타하우스 
등 축제, 이벤트,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35  031-535-6494
 일~금 09:00-22:00, 토요일과 공휴일 09:00-23:00
	성인 9000원, 어린이와 청소년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우3급이상 7000원, 노인 

7000원  www.herbisland.co.kr

연천 미라클타운 한옥카페 항아리 가득, 그림 같은 카페
입구에 들어서면 높은 곳에 있는 한옥 건물과 함께 
어마어마한 양의 항아리를 볼 수 있다. 자그마한 간판 옆 
의자에 걸터앉으면 색다른 포토존이 된다. 작은 궁궐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부지가 넓다 보니, 야외 테이블이 많다. 
멀어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도착하자마자 뜸들이지 
말고, 바로 주문하는 것이 좋다. 연천의 특산물인 율무로 
직접 만드는 율무식혜, 과일청 에이드는 이곳의 특급 메뉴다. 
평일에 가도 일찌감치 매진돼 맛을 못 보고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10시간을 삭히고 내놓아야 하는 제조 
공정상 식혜는 하루에 50잔밖에 내놓을 수 없다. 음료수와 
단짝인 그날 바로 구운 앙버터 소보루를 먹어보길 권한다. 
족욕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어 족욕하면서 탁 트인 바깥 
풍경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 단 휴무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하니 방문 시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군중로 132  010-2292-7011
 월~금 12:00-19:00,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 11:00-19:00
	율무식혜 5000원, 수박청에이드 6000원, 연천꽈배기 2개 1500원 	

앙버터 소보루 4500원  www.instagram.com/yunchun__watch

연천 허브빌리지 임진강 바라보며 바비큐 먹기
봄에는 라벤더 축제, 가을에는 안젤로니아 축제가 열리는 
이곳은 멀리 유유히 흐르는 임진강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위치에 있다. 전망과 함께 초대형 유리 온실과 
야외 가든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이곳에서 꼭 봐야 할 
것은 유리 온실에서 자라는 약 300살의 올리브나무다. 
스페인에서 건너온 이 나무는 국내 올리브 나무 중 
최고령이다. 허브빌리지 펜션은 작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지중해풍 건물이 모여 있는 구조라 아담하고 정감 있다. 전 
객실은 40개이며, 복층형 가족객실은 문을 열면 꽃이 핀 
언덕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든 뷰로 전망이 뛰어나다. 
고급스러운 목재 가구와 세련된 인테리어를 보는 것으로 
편안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저녁이 되면 아름다운 
임진강을 감상할 수 있는 ‘바비큐 존’을 이용해보자. 	
단 이곳은 펜션 고객만을 위한 자리이고 경쟁이 치열해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222  031-833-5100
 4/20-10/31 월~금 09:00-18:00 토·일 09:00-20:00, 	

11/1-4/19 월~금 09:00-18:00 
	(입장료) 3000~7000원, (객실이용료) 12만~32만 원
 www.herbvilla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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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경기도를 모두 여행하려면 조금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놓치면 아까운 곳이 수두룩하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열심히 
여행하고 또 여행했다면, 이천에서는 조금 느린 여행을 해봐도 좋을 듯. 가마솥에서 
천천히 뜸을 들이는 쌀밥이나, 흙을 빚어 가마에 굽고 기다리기를 반복하는 도자기 등 
이곳을 대표하는 아이템만 봐도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이다. 

이천 
슬로 레시피

이천 시몬스 테라스 도슨트 투어 받고 숙면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매트리스 자체 생산 시스템과 세계 최고 
설비를 자랑하는 수면 연구 R&D센터 등이 한곳에 자리한 한
국 시몬스의 심장, 시몬스 팩토리움. 더불어 복합 문화 공간 시
몬스 테라스는 그린 콘셉트를 베이스로 숙면과 브랜드 스토
리, 체험, 전시 등을 공간별로 입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했
다. 시몬스 테라스 내 2층에 위치한 브랜드 뮤지엄 헤리티지 
앨리에서는 도슨트 투어를 제공한다. 팩토리움 투어 예약은 
홈페이지 신청이나 현장에서 큐레이터에게 문의 후 참여할 수 
있고, 가이드는 ‘수면연구 R&D센터 - 생산 시스템 전망타워 - 
헤리티지 앨리 - 테라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하 1층에 위
치한 라이프스타일 쇼룸, 테라스 스토어에서는 시몬스의 전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다. 라운지 앞에 있는 팜 정원에서는 수
면에 도움이 되는 농작물과 식물이 자라고 있어 보고 배우는 
재미가 있다.  

		 경기도	이천시	사실로	988	  031-631-4071
 월~금	11:00-20:00,	토·일	11:00-21:00	 	무료
 www.simmons.co.kr

Tip
그린 인테리어, 이코복스 커피(IKOVOX COFFEE)
최고급 원두를 로스팅해 이미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이코복스 커피. 시몬스 
테라스에 입점해 있는 이코복스 커피 이천 
테라스점은, 기존 카페의 인더스트리얼 콘셉트에 
그린 인테리어를 더해 이천의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실내 정원의 다양한 식물은 보면서 
힐링하고, 2층 야외 테라스에서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하며 또 한 번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매일	10:00-22:00
	커피	5300원,	브루잉커피	7000원,	밀크티	7200원

100년이 넘은 초창기 침대 프레임, 
시몬스 제품 제작에 활용된 다양한 
도구 등 침대 박물관에 버금가는 
브랜드 뮤지엄 헤리티지 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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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스 테라스 ─ 12.97km (차량 26분) ─ 이천 세라피아 ─ 32.60km (차량 64분) ─ 돼지박물관 ─ 41.92km (차량 51분) ─ 	
경충대로 쌀밥거리 ─ 6.47km (차량 13분) ─ 에덴파라다이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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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돼지박물관 아기 돼지와 아이들이 교감하는 곳
이천 돼지박물관에서는 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귀여운 아기 돼지를 직접 만져보
며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어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 먹
이를 찾아 돼지 떼가 달려오는 돼지 퍼레이드를 신기해하고, 
머리 좋은 돼지의 재주를 볼 수 있는 공연까지 있어 돼지와의 
친밀감이 한층 높아진다. 이외에도 소시지 만들기 체험, 돼지 
모양의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경기도 이천시 율면 임오산로372번길 129-7  031-641-7540
 화~일 09:00-18:00, 월요일 휴무  소인 6000원, 대인 7000원 
 www.pigpark.co.kr

이천 경충대로 쌀밥거리 한국 밥맛의 강자들이 모였다
한국 전통 도예의 요람인 이천 도예촌을 중심으로 전통 한옥
으로 지은 쌀밥집이 들어선 거리에서 전통 쌀밥 정식을 맛볼 
수 있다. 이 거리에는 각기 손맛으로 승부를 보는 한국 밥맛의 
강자들이 즐비하다. 특히 <수요미식회>에도 소개된 ‘임금님 
쌀밥집’은 직접 지은 쌀로 돌솥밥을 만들어 한 상 푸짐하게 내
놓는다. 또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 양념만으로 맛을 낸 
청국장과 차진 이천 쌀밥의 조화가 일품이다. 이 음식은 궁중
요리 무형문화재 황혜성 할머니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조선
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될 정도로 우수한 이천 쌀밥을 쌀
밥거리에서 맛보자.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34	  031-632-3646	  매일	10:00-21:00	
	임금님	정식	4만 7000원,	양반	정식	1만 6000원	  www.imkumnim.com	

Tip
아트숍 도선당
이천 세라피아의 관람이 모두 
끝나고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든다면, 도선당을 둘러보자. 
도자기 액세서리부터 식기, 
장식용 도자기 등 다양한 도자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대 덕분에 기념 
선물을 구입하기에도 적당할 듯.

이천 세라피아 
세계적인 도자예술 작품 전시부터 체험까지
이천의 랜드마크인 이천 세라피아는 ‘도자로 만들어진 유토피
아’라는 뜻을 담고 있는 가족형 테마파크. 이곳의 핵심 콘텐츠
인 이천 세계도자센터는 2000여 점의 세계적인 현대도자 작
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획전과 특별전시를 통해 세
계 각국의 도자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예술가들이 창작
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성된 레지던시에서는 관람객들이 작가
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97번길 263	  031-631-6501
 09:00-18:00,	매년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	명절 당일 휴관
 www.kocef.org/02museum/04.asp

이천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 작은 곳까지 섬세한 설계
이천 도드람산 자락 3만 6000m2의 대지 위에 세워진 호텔
이다. 디자인은 대한민국 최고 건축 디자이너인 최시영의 설
계로, 세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1만 1000m2의 에덴가
든은 200여 수종의 꽃과 식물로 가득하다. 호수정원과 사색
의 정원, 블루베리 가든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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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edenparadisehotel.com

EAT IT + BOOK IT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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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리예술마을과 출판단지 등 예술적 감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여행지 파주.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건축물이 산책하는 재미를 더해준다.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 속 로케이션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 주인공 이나영과 이종석도  
이 도시에서 로맨틱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트렌디한 감성 도시

PAJU SEE IT

파주 지혜의숲  지혜로 가득한 아름다운 서가 
책이 지혜가 되는 공간, 지혜의 숲은 공유 서재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학자, 지식인, 연구소, 출판사에서 기증한 도서를 
문학, 역사, 철학, 자연과학, 예술 등으로 분류해놓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8m 높이의 책장에 약 15만 권의 책이 
꽂혀 있는 거대한 서가는 감탄을 자아낸다. 도서관과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자를 보유한 
‘활판인쇄박물관’이 지하 1층에 있어서 책을 좋아하는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고있다. 공간 안내를 위한 단체 방문 안내 
서비스는 방문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10인 이상으로 팀이 만들어지면 진행된다.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031-955-0082  1관 10:00-17:00, 2관 10:00-20:00, 3관 00:00-24:00 
	단체 방문 안내 시 문화관리비 1000원  forestofwisdom.or.kr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한국과 북한의 바람이 만나는 곳
한국과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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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못과 
언덕을 배경으로 촬영해보자. 바람의 언덕에 있는 바람개비 
사이에서 클로즈업 촬영도  좋을 것!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18-13  031-956-8300  연중무휴 개방 
	입장료 무료  imjingak.co.kr

 지혜의숲 ─ 30.18km(차량25분)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22.14km(차량45분) ─ 퍼스트가든 ─ 14.29km(차량29분) ─ 
헤이리 예술마을 ─ 520m(도보8분) ─ 파머스테이블 ─ 25.23km(차량 24분) ─ 동화힐링캠프

미메시스뮤지엄의 
유려한 곡선. 
파주에는 유명 
건축가가 지은 
아름다운 건축물 
투어 또한 가능하다.

파주 지혜의숲 내부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CITY GUIDE

다채로운 색상의 	
바람개비가 설치돼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바람의 
언덕’은 SNS용 사진 촬영 	

스폿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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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퍼스트가든 이야기가 있는 놀이 문화 공간  
산책만 하면 1시간 정도, 여유롭게 프로그램과 시설을 
즐기려면 3시간가량 소요된다. 장소마다 콘텐츠에 공을 
들여서 어느 곳이든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알차게 꾸몄다. 
‘습지원’에서 뗏목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곳곳에 세워둔 
안내판 앞에서 커플이나 친구끼리 방송에 나온 장면을 
따라 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퍼스트가든의 
약 2만 평 대지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과 비슷한 
지형의 언덕과 평지로 조성돼 있어 이국적 정취가 
느껴진다. 봄과 가을에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사계절 남쪽 나라의 식생을 
볼 수 있는 ‘그린하우스’와 ‘허브 가든’ 등 다양한 콘셉트의 
정원뿐만 아니라 새와 교감할 수 있는 ‘버드프라자’도 조성돼 
있다. 매일 밤 반짝이는 조명이 어둠을 밝히는 ‘갤럭시 판타지아 
축제’가 열린다. 아름다운 벽화와 실내 정원이 있는 브런치 
레스토랑 피안트(piante)나 가장 높고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한 보스코(BOSCO)에서 티타임을 즐겨보자. 

		 경기도 파주시 탑삭골길 260  031-957-6861  매일 10:00-22:00
	36개월~초등학생 6000~7000원 선, 중학생 이상 7000~8000원 선

빅3 패키지 1만 8000원, 빅5 패키지 2만 5000원  www.firstgarden.co.kr

퍼스트가든의 
‘그린하우스’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여행 속 
휴식을 선물 받는 
기분.

아지트처럼 비밀스럽고 
아늑한 분위기의 

트레일러 펜션. 숲속에 
자리 잡아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아름다운 조형미 덕분에 
<어비스> <고백부부> 등 
알콩달콩한 분위기의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파주 동화힐링캠프 메타세쿼이아 산책길에서 힐링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맑다.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 캠프 주변 곳곳이 산책로다.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이어진 산책길을 걸을 때마다 피톤치드로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다. ‘둘레길’은 코스가 3개다. 앵무새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작은 동물원에 얼마 전 ‘다람쥐 마을’이 
오픈해서 볼거리가 다양해졌다. 숙소는 프리미엄 글램핑, 
숲속 글램핑, 트레일러 펜션, 온더힐, VIP펜션으로 구성돼 
언덕, 숲, 계곡에 흩어져 자리해 있다. 전망이 좋거나, 예쁜 
꽃을 볼 수 있거나,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등 숙소마다 
다른 매력이 있으니 취향에 맞춰 선택하자. 숙소 예약 시 
식사패키지를 추가하면 목살, 소시지, 등갈비, 떡갈비 등 
알차게 먹을 수 있는 세트가 2인 기준 4만 원에 제공된다. 
밤이면 아름다운 조명이 저마다의 빛깔로 낮과 다른 반전 
매력을 뽐낸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363번길 32-9 (두포리 121)
 031-952-2002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글램핑 7만 9000원~29만 5000원  www.dwhealingca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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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문화예술인의 예술 공동체   
미술, 음악, 영상, 조각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 400여 명이 모인 공동체 마을이다. 산과 
구릉, 늪과 개천을 최대한 보존한 생태마을로 문화 체험 
공간도 다양하다. 이곳에서 ‘잇탈리(ETALY)’ 헤이리점의 
매운갈비크림파스타와 ‘류재은베이커리’ 본점의 마늘빵은 
꼭 먹어봐야 한다. 헤이리 마을에서 도보 20분이면 갈 
수 있는 한우집 ‘복순농장’은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맛집이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031-946-8551  연중무휴 (대체로 월요일 	
휴관인 공간이 많음) 	마을 입장료 없음. 마을 내 공간별 입장료는 각기 다름.

 heyri.net

파주 파머스테이블 이탈리아 시골마을 스타일
헤이리 예술마을에 위치한 파머스테이블은 <꽃보다 남자> 
<바람이 분다> <아는 와이프> 등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다. 테라스가 넓고, 이탈리아 시골마을 스타일 인테리어 
덕분에 인스타그램용 사진 촬영 스폿으로 딱이다. 주요 메뉴는 
화덕피자와 파스타, 허브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 와인이 
다양해 와인 애호가들이 즐겨 찾으며, 직접 만든 수제 맥주도 
인기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77 아티누스 1층
 031-948-6225  화~일 11:30-21:00, 월요일 휴무
	안심 스테이크 3만 2000원, 콰트로 포르마지오 2만 6000원, 	

빠네 파스타 2만 3000원, 수제 맥주 1잔 5000원, 자몽에이드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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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닿는 모든 곳이 평야로 
이루어진 평택에서  
국제시장의 세계요리와  
미국식 햄버거를 배부르게 먹고,  
서해로 향하는 평택국제항  
일몰을 감상하며 여행지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물길이 휘감은  
땅이 바다를 만나다

평택 미듬영농조합 평택 쌀로 만든 빵과 막걸리에 빠지다
비옥한 토양, 풍부한 물, 바닷바람까지, 덕분에 이곳 평택의 논
에서 자라는 쌀은 영양분 풍부하고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미
듬영농조합에서는 단순히 밥을 해 먹는 것 말고도 쌀로 다양
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 만든 빵은 먹
는 이의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 게다가 쌀 함량을 73~100%
까지 높여 만든 이곳 빵은 종류도 다양한데, 쑥식빵, 홍국식빵
은 물론 무화과나 크랜베리 등을 넣은 건강빵, 배로 만든 잼이
나 치즈·단팥·밤 등을 넣어 조화로운 맛을 내는 빵도 눈길을 끈
다. 참고로 평택 쌀빵은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고. 미듬영농조합이 위치한 곳은 평택의 너른 평야 한가운데
다. 초여름이면 푸릇푸릇한 벼가 여물기 시작하고, 가을이면 
벼가 익어 온통 황금물결로 너울거리는 장관을 연출한다.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라도, 평택을 여행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
을까 싶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신뜰길	284	  070-8836-9807

평택국제중앙시장 햄버거와 부대찌개로 느끼는 행복
송탄역 인근에 자리한 평택국제중앙시장은 미공군부대 소
속 외국인을 위한 매장이 즐비하다. ‘평택의 이태원’으로 불
릴 법한 이곳은 주말마다 야시장 ‘송프란시스코 마켓’이 열려 
더욱 활기가 넘친다. 평택국제중앙시장의 명물은 부대찌개
와 햄버거다. 미국의 가공품과 한국의 매콤함이 절묘하게 어
우러져 현대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가 됐다. 
시장 안에는 미국의 음식 햄버거 매장이 줄지어 들어서 있는
데, 시장 투어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맛볼 수 있
다. 타이, 터키, 몽골, 브라질,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이색적인 
메뉴가 기다리고 있다. 먹거리 투어가 끝났다면 시장 외곽으
로 약 300m의 기찻길을 찾아가본다. 기찻길을 따라가다 보
면 좁은 골목길에서 다양한 벽화를 구경할 수 있다. 특히 패
러글라이딩을 하는 코끼리 그림 앞에서는 사진이 잘 나온다.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 25번길	11-4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도 인기라는 	
호랑이 담요는 시장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화려한 프린트에 맹추위에도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포근함이 특징이다.

평택 미듬영농조합이 
개발한 쌀로 만든 빵과 
과자는 품질을 인정받아 
한국 내 스타벅스 
매장에 다양한 제품으로 
납품되고 있다.

Tip
헬로 수제버거, 땡큐 부대찌개
tvN 예능 <놀라운토요일> 도레미마켓에서 발견한 평택 중앙시장 속 
푸드 아이템인 햄버거와 부대찌개도 놓칠 수 없다. 먼저 송쓰버거는 
연탄불에 패티를 직접 구워 특유의 불맛이 더해진다. 	
여기에 계란과 야채, 소스 등이 어우러져 내는 풍부한 맛이 일품. 
그리고 의정부 부대찌개와 라이벌인 평택 송탄의 부대찌개. 냄비 
가득 소시지, 햄, 등심까지 풍부한 재료 인심으로 깊은 맛을 이끌어낸 
부대찌개로 소개된 집은 바로 숯고개부대찌개와 김네집이다.

PYEONGTAEK SEE IT + DO IT

 미듬영농조합 ─ 14.73km (차량 29분) ─ 평택국제중앙시장  ─ 19.16km (차량 40분) ─ 더 빅 바이트 ─ 31.22km (차량 38분) ─ 라마다 앙코르 평택

CITY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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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더 빅 바이트 평택에서 즐기는 미국 음식 여행
미국의 해외 단일 기지 중 최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
도 면적의 약 5배로 어마어마한 부지를 자랑한다. 캠프의 이
름은 1961년 작전 도중 헬기 사고로 사망한 미 육군 장교 벤
저민 K, 험프리 준위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대부분의 미군 기지 근처가 그렇듯 캠프 험프리스 근처에도 
맛집이 많다. 그중 더 빅 바이트라는 레스토랑은 맛과 분위기 
모두를 잡아 인기가 많다. 외관은 물론 푸짐한 음식량 때문에 
정말 미국에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이곳의 시그너
처 메뉴는 스테이크이지만 폭립과 파스타와 함께 시키는 감자
튀김도 인기가 많다. 넉넉한 양을 자랑하기에 가능하면 친구 
여러 명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187	  031-656-3083
 화~일	11:30-22:00,	월요일	휴무	 	스테이크	255g	3만 2000원,		

토마토	스파게티	1만 2000원,	BBQ	폭립	3만 3000원
 www.hebigbite.modoo.at

스테이크는 이곳의 대표 메뉴이며, 	
캐주얼한 미국 패밀리 레스토랑 분위기와 푸짐한 

양을 자랑한다.

낭만적인 선셋을 감상하며 
여행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라마다 앙코르 평택 눈부시게 아름다운 석양 뷰
2000년 12월 정기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취항하면서 평
택항은 서해의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평택항
을 한눈에 보려면 평택항 마린센터의 전망대를 이용하면 된
다. 또한 라마다 앙코르 평택호텔에서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
로 서해대교와 평택항 전망이 어우러진 뷰를 볼 수 있다. 
평택에서 손꼽히는 숙소인 라마다 앙코르는 아늑한 실내 덕분
에 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특히 스위트룸은 다른 객실과 
다르게 넓고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탁 트인 창밖으
로 최고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룸이다. 반려동물이 걱정돼 
제대로 된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곳을 강력 추천한
다. 바로 펫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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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www.ramadaencorepyeongtaek.com

BOOK ITE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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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ICKS

#FESTIVAL
#HOT PLACES
#DRINK
#COCKTAIL
#FOODIE
#CAFE
#SHOPPING
#NIGHT TOUR 

Based on Hashtags!
아미들의 성지순례를 따라가고, 전통적인 한류 문화를 느끼고, 예술적인 감성을 자아내는 	
공간과 인싸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카페까지. 	
경기도 여행에서 놓치기 아까운 그야말로 엄선한 아이템을 모았다. 	
페이지를 열면, 손 안에 경기도가 펼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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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당신의 심장을 두드릴 뮤직 페스티벌

매년 경기도는 봄과 가을 뮤직 페스티벌로 들썩인다.
지역별 스케줄을 잘 살펴보자. 예매를 서두르지 않으면 참석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다.

가평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단풍이 들 때 찾아오는 재즈의 선율 
자라처럼 생긴 언덕, ‘자라섬’에는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매년 단풍이 예쁜 
가을에 한 국가를 지정해 대표 뮤지션들을 초대하고, 한국의 
재즈 뮤지션과 함께 공연을 펼친다. 올해 16년째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국내외 유명 재즈 뮤지션의 환상적인 공연을 볼 수 있다. 
페스티벌 일정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다. 티켓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 기간별로 할인율이 달라 일찍 살수록 	
더 경제적이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1	자라섬	 	031-581-2813		
	매년	10월,	3일간	진행	 	(온라인)	청소년	1일권	3만	5000원,	성인	1일권	5만	원,	

성인	2일권	8만	원,	성인	3일권	10만	원	(현장	판매)	청소년	1일권	4만	원,	성인	1일권	
5만	5000원	 	www.jarasumjazz.com

가평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
한국 대표 뮤지션 음악으로 귀 호강을
매년 9월 열리는 국내 최초 대중음악 페스티벌이다. 가평 
캠핑장에서 진행해 음악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발라드, 포크, 록 등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티스트와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윤종신, 헤이즈, 옥상달빛, god 등 화려한 라인업을 구축했던 
2019년 페스티벌은 태풍으로 아쉽게 취소돼 모두 2020년 
페스티벌을 기다리고 있다. 시그너처 퍼포먼스인 ‘밤하늘 아래’는 
저녁 공연 중 모든 불을 끄고 누워 별을 보며 즐길 수 있다. 
사당역과 합정역 등 3곳에서 유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1 자라섬 캠핑장  02-567-8977 	
 매년 9월, 2일간 진행 	1일권 8만 8000원, 양일권 12만 1000원, 셔틀버스 1인 

편도 1만 4000원  www.melodyforestcamp.com

고양 [ㅍㅍㅍ] 플레이그라운드 	
음악과 함께 하는 피크닉
봄에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음악축제가 시작된다. 해마다 5월이면 
고양아람누리 노루목야외극장에서는 
‘[ㅍㅍㅍ] 플레이그라운드 
피크닉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름처럼 가볍게 즐기는 
음악축제는 소풍 온 마음으로 
숲에서 돋자리를 깔고 흥을 돋을 
수제맥주를 마시며 음악을 맞춰 
어깨를 들썩이면 된다. 	
12살 이하는 무료 입장이며, 
좌석은 비지정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1577-7766
 축제는 5월 2일간 진행,
	플레이 1일권 1만 9800원, 	

플레이 1일권 3비어 패키지 3만 3000원
 www.artgy.or.kr/aram/introduction.aspx

과천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심장박동 수 높이는 EDM 파티
13번째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이 과천 서울랜드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다. 월디페(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의 줄임말)는 
‘갓디페’로 불릴 만큼 젊은이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초대해 분위기를 달구고, 현장의 
패션피플들과 스타일가이들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강남에서 20분 거리에서 열리는 축제는 오후 1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계속된다.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81  02-509-6000  월~목 10:00-21:00, 	
금~일 10:00-22:00  자유이용권 어린이 3만 8000원, 청소년 4만 1000원, 어
른 4만 4000원 	www.seoulland.co.kr

BEST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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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PLACES
인스타 감성 공간 

여기, 경기도 내 트렌디한 감성 공간을 모았다. 예술적인 감수성을 자극해줄 곳부터 새로 생긴 특색 있는 카페까지. 
이곳을 여행하고 나면 당신의 인스타그램은 한층 핫해질 것이다.

안양예술공원 공원이 예술이다  
2005년 11월, 세계적인 작가 52명이 계곡과 산책길, 광장 
주변으로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전시했는데, 세계적인 
예술 작품을 보러 오는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안양예술공원은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가 됐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22	  031-8045-2473	  연중무휴	개방
	입장료	무료	

양평 꿈꾸는 사진기 당신의 꿈이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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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 그것을 폴라로이드로 촬영한 
‘꿈사진’을 무료로 인화해준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한솔길 35  031-771-3264 
 화~토 11:00-18:00, 일요일과 월요일과 명절은 휴무
	dreamycamera.synology.me

남양주 포러데이 팔당 	
사랑하는 연인의 데이트 장소   
포러데이 팔당은 감각적인 야외 테이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방갈로, 한강 
전망까지 더해져 커플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다. 해가 질 무렵에 방문하면 한강의 
석양과 아름다운 조명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926번길	8-7
 031-577-2505
 매일	11:00-24:00,	연중무휴
	홍콩와플	1만 2000원,	딸기우유	8000원,	꽃게비스크

파스타	1만 9000원

평촌 모나미 스토어 50년 전통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구 브랜드 
모나미 스토어는 ‘쓰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다. 즉석에서 볼펜을 조립하고, 나만의 
잉크색을 찾아내며,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은 필기도구 하나에도 철저히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롯데백화점평촌점	4층	  031-8086-9457	  월~목 10:30-20:00, 금~일 10:30-20:30 
	체험비용:	2만 5000원(잉크30ml와 포장비용 포함,	체험시간:	45분)	  www.monamiconcept.com

양주 오랑주리 힐링을 부르는 식물원 카페 
카페에 나무와 돌과 물고기가 노는 작은 시내와 연못이 있다. 
식물원 안으로 들어간 카페는 기존에 보지 못한 비주얼로 화제다. 
오랑주리 식물원과 같이 있어 카페 규모 또한 역대급이다. 아이와 
부모님과 함께 오면 무척 좋아할 듯.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23-19	  070-7755-0615
 매일 11:00-21:00,	연중무휴
	아메리카노	8000원,	바닐라라떼	1만 원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  
한국이 아닌 듯한 이국적인 거리
지하철 1호선 보산역 인근에는 저층 상가벽을 
장식하는 화려한 그래피티와 무질서한 영어 
간판이 어우러진 낯선 풍경의 동네가 있다. 
케밥과 피자가 유명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공방이 
즐비한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는 동네 풍경이 
이국적이어서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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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물이 좋은 술을 만든다. 좋은 재료의 배합이 최상의 맛을 이끌어낸다. 경기도의 좋은 물과 산지의 재료가 만나 조화로운 맛을 가진 
지역 술을 만들어왔다. 최근 양조장에서는 흥미로운 시도를 하면서, 다양한 맛의 술을 선보이고 있다. 여행자의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런 것을 두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가격은 판매처마다 다를 수 있음)

#DRINK
경기도 지역 술 컬렉션

#전통주의 맛! #당신의 취향은?

고소한	
지역 생막걸리

달콤한	
과실주

1932포천이동생쌀막걸리
포천에 군 부대가 많아 제대한 
군인들이 포천이동막걸리의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면서 
유명해졌다. 85년 전통의 
특유 제조 비법과 청계산 청정 
지하 암반수로 빚어냈다. 맛은 
구름처럼 가볍고 부드럽다.
도수: 6.0%
가격: 1700원
제조사: (주)포천이동막걸리

안성마춤 생막걸리
안성시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햅쌀인 
안성마춤쌀을 사용한다.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송절주’의 
기능보유자 이정자 대표가 
만든다. 경쾌한 맛이 
특색이며 바나나우유 향이 
옅게 난다. 
도수: 6.0%
가격: 2000원
제조사: 한주양조

지평 생 쌀막걸리
9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평주조’의 대표 제품으로
깔끔함과 부드러운 목넘김, 
은은한 단맛의 조화가 
돋보인다.
도수: 5.0%
가격: 1650원
제조사: 지평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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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3만 5000원
제조사: 아이비영농조합법인

그랑꼬또 로제와인
포도 껍질을 넣고 
발효시키다가 적당히 
우러나면 껍질을 제거하고 
과육만으로 만든다. 연하고 
부드러운 핑크빛으로 
연인들의 와인, 디저트 
와인으로 불린다. 맛이 
상큼하고 탄닌이 부드럽다.
도수:	12.0%
가격:	2만 1000원
제조사:	그린영농조합법인

려驪 고구마증류소주 25 
100% 여주산 고구마의 
향긋함이 상압 증류와 
옹기 숙성으로 더욱 깊은 
풍미를 자랑하며 목넘김이 
부드럽다. 
도수: 25.0%
가격: 2만 5000원 
제조사: 
(농)국순당여주명주(주)

버라이어티 
증류식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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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5만 원 
제조사: 문배주양조원

미르25
직접 만든 국산 밀 
누룩으로 발효시키고 다른 
재료는 첨가하지 않는다. 
소주고리를 활용해 전통 
방식대로 만든다. 도수에 
비해 향이 풍부하고 단맛이 
미세하게 난다. 삼겹살과 잘 
어울린다. 
도수: 25.0%
가격: 1만 8000원 
제조사: 술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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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5만 원
제조사: 
농업회사법인(주)좋은술

한주 유리패키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호 
‘송철주’ 기능보유자 이성자 
대표가 만든다. 음용 시 
맹렬한 기운에 금세 흥취가 
오른다. 뒤끝 없이 맑게 
깨는 게 장점이다. 진한 
맛으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과 어울린다.
도수: 35.0%
가격: 1만 6800원
제조사: 한주양조

BEST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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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KTAIL
술술술 레시피

#꿀떡꿀떡 #꿀조합 술린이(술 못 먹는 어른)도 술술 들어가는 요즘 술 #술이술이 마술이

쁘띠쁘띠주 
복숭아맛 쁘띠첼 워터젤리 + 	
순하리 복숭아맛 소주 + 얼음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워터젤리(복숭아맛)와 순하리 복숭아맛 
소주를 섞어보자. 소주 맛을 중화시키고 
몽글몽글한 복숭아 젤리 식감이 더해진 
달콤한 쁘띠쁘띠주를 완성한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투명한 유리잔에 
얼음을 절반 정도 채운다. 여기에 복숭아맛 
소주를 소주잔으로 2잔 넣어준다. 소주의 
양은 취향과 주량에 따라 조절할 것. 그런 
다음 얼음잔에 쁘띠첼 워터젤리 한 봉지를 
모두 따른다. 두 재료가 잘 섞이도록 섞어주면 
완성이다. 핑키한 색상과 복숭아 향이 
어우러져 보기만 해도 분위기에 취할 듯하다.

	복숭아맛 쁘띠첼 워터젤리 2000원,	순하리 복숭아
맛 소주 2000원

라임밀크소주 
소주 + 모히또라임 음료수 + 연유 + 얼음
라임밀크소주는 부드러운 연유와 진한 
라임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칵테일이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칵테일 잔에 모히또 음료와 연유를 
담는다. 두 재료를 잘 섞은 다음, 잘게 
부순 얼음을 가득 채운다. 얼음 부수기가 
번거롭다면, 이 또한 편의점에서 구입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소주를 반 컵(소주잔 
기준이다) 넣어준다. 완성된 칵테일은 
부드러운 목넘김과 라임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뽐낸다. 단점은 과음하게 
될 수 있다는 것.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주량을 넘길지도 모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소주 2000원,	모히또라임 음료수 2000원

소맥
소주 + 맥주
소주와 맥주를 섞은 칵테일의 일종인 소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중적인 
칵테일이다. 맥주는 드라이 맥주를, 소주는 
희석식 소주를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다.
만드는 법이 매우 간단하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빈 맥주잔에 일정량의 소주를 붓고 잔의 
나머지를 맥주로 채워 섞으면 끝. 	
소위 황금비율이라는 소주와 맥주의 비율은 
3:7이며, 목넘김이 가장 부드럽다고 한다. 	
소맥을 섞을 때 숟가락으로 컵바닥을 탕탕 
쳐주기도 한다. 도수가 서로 다른 두 술이 
섞일 경우 도수가 높은 쪽이 아래로 깔리기 
때문에 수직으로 충격을 주면 아래에 깔린 
술이 충격에 의해 위로 올라가며 섞이는 
효과가 있다. 	소주 2000원,	맥주 3000원

소주는 너무 쓰지만 한잔하고 싶은 날 재료를 더해 달콤 쌉싸래한 칵테일을 만든다.
단, 잘못 섞으면 벌칙이 될 수도 있으니 재료의 조합과 비율에 신경을 써서 제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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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IE
푸디를 위한 미식 여행

소위 ‘먹방’이라고 하는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 인기를 끌고 있다. 맛집을 발굴하고, 	
미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음식과 관련된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취지랄까. 	

그래서 여기 먹방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한두 번씩은 소개된, 맛집을 모아봤다.

남양주 목향원 입맛 살리는 직화불고기
<수요미식회>에서 극찬을 받은 이곳은 수락산 자락에 위치하며 
직화불고기 쌈밥을 맛볼 수 있다. 큰 소나무로 둘러싸여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 듯해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나들이하기 
좋다. 식사는 큰 초가집에서 하게 되는데, 근처 들판의 수많은 
장독을 볼 수 있어 최고의 포토존이기도 하다. 
메인 메뉴는 석쇠불고기 쌈밥정식뿐. 주문하자마자 다양한 
종류의 유기농 쌈채소와 정갈한 한 상 차림이 나온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입 크기의 삼색찰밥으로 씹을수록 찰기가 느껴져 
외국인도 좋아할 맛이다. 또한, 주인장의 세심한 손길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 손님을 생각해서 쉬는 날 없이 365일 문을 열어 
휴가철이나 명절에도 식사를 할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로1071번길	34-12	
	031-527-2255	 	매일	11:00-22:00
	유기농석쇠불고기 쌈밥정식	1만	5000원,	파전	1만	5000원,	게장 추가	6000원	

의정부 오뎅식당 3대째 이어온 맛집 
대한민국 최초 부대찌개 1호점답게 TV 출연도 여러 번인 이곳은 
어묵을 파는 포장마차로 시작해 줄 서서 먹을 정도의 부대찌개 
맛집이 됐다. 3대째 이어온 조리법과 고품질의 재료를 바탕으로 
의정부를 대표하는 부대찌개 식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옛날 
레시피로 만든 동치미가 부대찌개의 매콤함을 개운하게 해준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09길	15	 	031-842-0006	 	08:30-20:30	 	부대
찌개	9000원,	2인세트	2만	5000원	 	www.odengsikdang.com

남양주 기와집순두부 조안본점 국산콩으로 만들어 맛있는 순두부
두물머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2012년부터 
다수의 음식 프로그램에 맛집으로 소개됐다. 유명한 만큼 늘 
사람이 많다. 두부는 직접 만드는 두부가 맛도 있고 담백해 
건강에도 좋다. 이 가게의 두부가 맛있는 비결은 국산 콩만을 
사용하는 데 있다. 두부 빚는 방법도 재래식 그대로 따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난다. 특히 수시로 콩을 갈고 순두부를 걷어내 
그때그때 금방 떠낸 순두부 맛을 볼 수 있다. 메뉴는 들깨탕 
버섯 순두부, 콩비지, 수육, 파전 등 다양하다. 첫 방문이라면 
순두부백반이나 콩탕백반 등으로 기본 메뉴를 섭렵하는 것도 
좋다. 두부 본연의 맛을 즐기려면 재래식 생두부도 먹어보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133		 	031-576-9009
		3~10월	매일	10:00-21:00,	11~2월	매일	10:30-21:00
		순두부백반	8000원,	콩탕백반	8000원,	재래식생두부	1만 원,	군두부	1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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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프로젝트 힐사이드 	
시장에서 가져와 싱싱함 그대로 
케이크는 직접 만들고, 음료는 주인장이 파리에서 먹어보고 
감탄한 맛을 한국식으로 재현했다. 브런치가 맛있는 카페로 
소문났다. 작은 소품 하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1층과 2층의 
분위기에 맞춘 음악 선곡까지 카페 곳곳에 주인장의 세련된 
취향이 그대로 녹아 있다. 카페 내에는 스마트폰 인화기도 
있어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뽑을 수 있다. 식사 메뉴는 명란 
오일파스타, 고르곤졸라 크림 파스타가 인기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280-59
 031-714-5487  화~일 11:00-22:00, 월요일 휴무

여주 이도 세라믹 스튜디오 한국스러운 그릇과 한국의 식문화
도자 창작과 전시, 체험, 쇼핑,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도’는 한국 그릇과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윤신 이도 
회장이 활약하고 있는 브랜드다. 2004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쌈지길에 오픈하며 브랜드 
정체성을 쌓기 시작했다. 2008년 국내 신세계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지점을 점차 
늘려왔다. 한국 문화를 전파하려는 브랜드 고유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이도 세라믹 
스튜디오는, 이색적인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여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했다. 특히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여유를 즐기려는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 	
체험 위주의 가족 나들이 코스로 인기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1길 62  031-881-5525
 월~토 10:00-18:00, 일요일 휴무  www.yidopottery.com

이천 이진상회 	
이효리 단골 빵집과 이천 명물이 한곳에
이효리 단골 빵집으로 유명한 메종드쁘띠푸르가 
입점해 있다. 여러 가지의 빵이 있지만, 
메종드쁘띠푸르의 빵은 이른 시간에 완판되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굽는 베이커리 중 이천 명물 순쌀 치즈바게트가 
인기다. 로스팅 공정을 거쳐 나오는 커피와 함께 
곁들이면 입안 가득 고소함이 퍼진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656
 10:00-22:00  070-8888-8882
 www.instagram.com/ijinsanghoe

군포 홍종흔 베이커리 미각을 깨우는 대한민국명장의 베이커리
대한민국명장의 베이커리를 맛보려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기다려야 
한다. 맛도 맛이지만, 경치를 구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러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기 때문이다. 인기 제품은 명란 바게트. 
짭쪼름하면서도 쫄깃한 식감 덕분에 금방 동이 나버리는 메뉴다. 
명장이 추천하는 또 다른 인기 메뉴는 카푸치노 크림 모카빵이다. 
부드러운 빵 속의 담백한 크림이 미각을 깨워준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252  09:00-23:00
 031-4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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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카카오프렌즈 현대백화점 판교점 트와이스 콜라보 제품 출시 
카카오프렌즈는 문구류, 식기류, 인테리어 소품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품은 다양한 아이템군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10월부터는 글로벌 걸그룹 트와이스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인다. 경기도에 6개 매장이 있는데, 그 중 성남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핫한 아이템을 발빠르게 만날 수 있는 트렌디한 매장으로 오랫동안 캐릭터매니아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8	현대백화점	판교점	유플렉스	4층	  031-5170-2451	  매일	10:30-20:00	  store.kakaofriends.com

용인 라인프렌즈 에버랜드점 에버랜드에서 첫 번째로 가야할 곳
라인프렌즈 매장은 경기도에는 용인 에버랜드와 김포 현대아울렛점 두 곳에 
있으며, 국내에는 용인 에버랜드 안에 있는 라인프렌즈 스토어가 국내외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야외 놀이공원인 에버랜드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스타일의 우비와 같은 야외용 소품을 갖추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인형과 소품류가 특히 인기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031-320-9108	  매일	10:00-22:00	
	  store.linefriends.com

#SHOPPING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캐릭터 쇼핑

#카카오프렌즈 #라인프렌즈 #당신의 취향은?

01
기분 좋은 세안밴드
촉감이 부드러우면서 머리를 조이는 
감이 없어 편안한 세안밴드. 흘러내리는 
머리는 한 올도 놓치지 않는 8cm두께의 
헤어밴드.

	어피치	세안밴드	1만 2000원

02
내 손으로 만드는 프라모델 라이언 
조립하는 재미가 쏠쏠~ 접착제	
 없이 조립이 가능하며, 본체 1개에 
무지의 토끼옷 헤드와 튜브의 신발 
모양 헤드가 각각 1개씩, 팔은 3세트가 
포함되어 있다.

	프라모델	라이언(무지&튜브)	1만 5000원		

03
쭈욱~ 늘어나는 키링 
하늘을 나는 귀여운 카카오 캐릭터들. 
릴체인으로 쭉쭉 자유롭게 	
늘어나는 플라잉 전신 키링으로 원하는 
곳에 쏘옥 걸어준다.

	플라잉	전신	키링_어피치	8000원

04
즐거운 티타임, 도자기컵 
귀여운 라이언과 어피치로 	
즐거운 티타임 예약. 레이지선데이 
머그는 리틀 라이언과 	
리틀 어피치 두 가지 디자인으로 	
컵 쌓기가 가능하다.

	도자기	재질의	리틀어피치	1만 2000원

01
브라운을 보면 예뻐져요 
얼굴 모양의 뚜껑을 열면 숨어있던 
거울과 빗이 짜잔하고 나타난다. 
주머니나 파우치에 들어가는 콤팩트한 
사이즈라 어디든 갖고 다니기 좋다. 

	브라운	페이스	핸디콤브	1만 4000원

02
편안한 수면을 안내해드립니다 
눈에 닿는 부분은 100% 면으로 되어있어 
눈이 편안하고 부드럽다. 먼지가 묻지 
않도록 깔끔한 관리에 좋은 패키지 겸 
지퍼백도 유용하다. 

	BT21	반	수면	안대	1만 1000원

03
사뿐사뿐 가벼운 매쉬 슬리퍼 
천진난만한 노력파, 노란 후디를 
즐겨입는 치미가 가벼우면서 시원한 매쉬 
소재로 만든 슬리퍼로 탄생했다. 

	BT21	치미	거실화	1만 3000원		

04
가볍고 탄탄한 예쁜 보틀 하나
유리와 플라스틱의 장점을 살린 친환경 
재질인 트라이탄으로 	
만들어 가벼우면서 단단하다. 캐릭터에 
맞춘 커버까지 들어있어 차가운 음료을 
담아도 젖지않는다.

	BT21	SHOOKY	트라이탄	보틀		
1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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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라마리나 토요일밤의 불꽃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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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고, 크루즈 체험도 할 수 있다. 특히 매주 토요일에 나이트 
크루즈 상품을 이용하면 선상 공연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를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031-999-7800	  www.waterway.or.kr

안산 별빛마을 포토랜드
사진 찍기 좋아서 이름도 포토랜드
도심을 벗어난 아름다운 빛의 숲에는 약 200마리의 동물 모형과 
함께 다양한 콘셉트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많은 
나무에는 촘촘한 조명이 가득하고, 곳곳의 포토존에는 펭귄, 홍학, 
판다, 하마, 꼬마병정 등이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723	  031-484-5050
 월~금	16:00-23:00,	토요일과	공휴일	15:00-24:00
 www.ansanstar.net

파주 동화힐링캠프 불빛이 만드는 동화 같은 세상
인공 달을 만나러 가는 길은 숨 쉴 때마다 피톤치드가 느껴지는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끝없이 이어져 있고, 오색 빛깔의 전등이 
저마다의 빛을 뽐낸다. 밤이면 빛의 나라가 되는 이곳의 낮은 
앵무새와 양, 미어캣, 다람쥐 등과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동물원이 
되기도 하고, 사계절 썰매장이 되기도 한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363번길	32-9	  031-952-2002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www.dwhealingcamp.com

이천 별빛정원우주 밤마다 우주에 있는 듯한 느낌
감각적인 조명과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빛 테마 
일루미네이션 파크로, 정교한 빛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곳의 
포토존을 지나다 보면 SNS에서 많이 보던 곳이 눈에 띈다. 
만나다, 즐기다, 반하다, 꿈꾸다, 꽃피다 총 5가지의 콘셉트로 빛과 
꽃, 다양한 전시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154번길	287-76(덕평자연휴게소 내 위치)	
 031-645-0002	  12~2월	13:00-22:00,	3~11월	11:00-23:00	
 www.ooozooo.co.kr

안산 낙조 전망대
붉은 등대 옆으로 붉은 해가 진다
서해에서 아름다운 일몰과 인천대교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전망대는 주차장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다. 붉은색 등대와 
구름띠를 두른 태양 모양의 조형물이 보인다면 제대로 찾은 것. 
등대 옆으로 지는 해를 또는 조형물을 프레임으로 두고 사진을 
찍으면 재미있는 장면을 담을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23		  연중무휴	개방	

#NIGHT TOUR
여행지의 밤 

일몰 후 경기도는 숨겨두었던 로맨틱한 얼굴을 드러낸다. 
거리의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보자. 	

활기로 가득한 야시장부터 화려한 불꽃 축제까지, 여행지의 밤을 수놓을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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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남문 야시장 푸드 트레일러 
10가지 골라 먹는 재미
팔달문시장 차 없는 거리부터 지동교 
사이를 약 10개의 푸드 트레일러가 
메우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곳은 서로 메뉴가 겹치지 
않는 것도 특징. 스테이크, 새우요리, 
다코야키, 라면 등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이 미각을 자극한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9	 
 매일	17:00-22:00

오산 오색시장 야시장 	
오! 감탄사를 부르는 야시장
100년 전통의 오산 오색시장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마다 야시장이 열린다. 
밤이 깊어갈수록 여행지다운 기분 좋은 
소란스러움이 더해진다. 터키식 케밥, 중국식 
전병 등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만날 수 있고, 
떡볶이, 핫도그와 같은 분식은 물론 장어구이나 
곱창볶음도 인기가 좋다. 이렇듯 다양한 음식과 
함께 버스킹 공연도 즐길 수 있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2번길	22	  031-376-4141	
 금·토	17:00-23:00

평택 송프란시스코 마켓 핑크마차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철길 위 밤하늘에는 평택공군기지를 상징하는 
비행기 조명이 반짝인다. ‘평택의 이태원’ 또는 
‘송프란시스코’로 불릴 만큼 이국적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핑크색 푸드 트레일러를 따라 야시장이 
열려 버스킹과 함께 먹거리, 쇼핑 거리, 즐길 거리를 
한번에 경험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25번길	11-4		  연중무휴	개방

BEST PICK

23

BEST PICK

24

BEST PICK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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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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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출구,	08:20	교대역	9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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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시티투어버스
광주는 남한강과 팔당호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투어 코스가 매력적이라 
여행 일정이 정해지면 예약부터 하는 게 좋다. 
전문해설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에 얽힌 병자호란 역사를 안내한다. 
운행 코스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 후 선택하자.

운행 코스 (아래 스폿 중 일부가 코스에 포함됨)
남한산성 행궁 / 남한산성수어장대
신익희 생가 / 얼굴박물관 /경기도자박물관 / 영은미술관 체험
곤지암 화담숲 /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 팔당 물안개공원 / 산두른마을 / 율봄식물원
출발지	07:30	서울시청역	3번	출구,	08:00	교대역	9번	출구,	09:00	경기광주역	
운행 기간	7/6(토)	-11/16(토)	요금	1만 5000원 요금	포함 사항	왕복	차량비,	체험비,	입장료,	문화광광해설	서비스,		
인솔비용	등	요금	불포함 사항	중식,	여행자보험		
문의	02-318-1664,	www.gj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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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운행 코스 
판(환경여행), 타(과학여행), 지(역사여행), 아(만화여행), 	
게릴라 시티투어(2층버스투어 / 야간투어 / 광명·시흥 연계 광역투어)
출발지	09:00	부천시청	의회	옆	운행	시간	3-11월	토요일,	09:00-16:30	요금	8000~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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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 남이섬 ― 	
인터렉티브 아트뮤지엄 ― 쁘띠프랑스 ― 청평터미널  ― 청평역 ― 아침고요수목원
B: 목동터미널  ― 현암농경박물관 ― 가평터미널 ― 레일바이크 ― 가평역 ― 
칼봉산집라인 ― 가평역  ― 남이섬 ― 인터렉트아트뮤지엄 ― 설악터미널 ― 
스위스에델바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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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성인)	입장료 불포함	문의	031-580-2114,	www.gptou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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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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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출발
요금	1만 1000~1만 4900원	문의	031-256-8300,	www.suwoncitytour.co.kr	

화성 시티투어버스
국내 최초 공정여행 시티투어로 사전 예약은 
필수다.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컵과 손수건을 지참해 
1시간 이상 걸으며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으로 농어촌 지역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 중 1%는 자동 기부 시스템으로 
사회공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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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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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유일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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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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기 서북부권: 안보체험 코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파주 DMZ(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 	
파주 프로방스 마을 ― 	
신세계 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출발지	인사동	07:30, 홍대입구역 08:30	
도착지	홍대입구역 17:00, 인사동 17:30
운행 시간	07:30~17:30(월·화요일 휴무)	요금	4만 원(점심 포함)		
문의		02-365-1500,	www.eg-shuttle.com

B .
경기 남부권: 전통체험 코스
수원화성 ― 수원남문시장 ― 용인 한국민속촌 
출발지	인사동	09:00, 홍대입구역 09:30
도착지	홍대입구역 17:30, 인사동 18:00
운행 시간	09:00~18:00(일·월요일 휴무)	요금	4만 원(점심포함)		
문의		02-365-1500,	www.eg-shuttle.com

C .
경기 남부권: 역사힐링체험 코스
광주 남한산성 ― 광주 화담숲 ― 이천 도자기마을(머그컵	
DIY체험) 
출발지	인사동	08:00, 홍대입구역 08:30
도착지	홍대입구역 17:30, 인사동 18:00
운행 시간	08:00~18:00(일·월요일 휴무)	요금	6만 5000원(점심 포함)		
문의		02-365-1500,	www.eg-shuttle.com

D .
경기 동부권: 자연체험 코스
포천 아트밸리 ― 포천 농장체험 ― 포천 허브아일랜드 
출발지	홍대입구역	07:20, 명동역 08: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08:10
도착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6:30, 명동역 16:40, 홍대입구역	17:20
운행 시간	07:20~17:20(화·목·토요일	운행)	요금	5만 원(점심 불포함)		
문의		02-2038-0840,	www.ktourstory.com

E .
경기 동부권: 자연힐링 코스
광명동굴 ― 안성 팜랜드 ― 안산 별빛마을 포토랜드
출발지	홍대입구역	11:20, 명동역 12: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2:10
도착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0:30, 명동역 20:40, 홍대입구역	21:20
운행 시간	11:20~21:20(수·금·일요일	운행)	요금	5만 5000원(점심 불포함)		
문의		02-2038-0840,	www.ktourstory.com

F.
경기 서북부권: 트레킹&웰니스 코스
감악산 트레킹(출렁다리, 운계폭포, 범륜사) ― 	
헤이리 예술마을 ― 한국 전통 한증막 체험
출발지	명동역 08:30	
도착지	명동역 18:50
운행 시간	08:30~18:50(월요일	휴무)	요금	3만 5000원(점심 불포함)		
문의		02-861-9195,	www.hanyouwang.com/special/egtourbus.html

G .
경기 남부권: 해안 트레킹 코스
광명동굴 ― 제부도 해안산책로 트레킹 ― 제부도 갯벌체험 
출발지	명동역 08:30	
도착지	명동역 18:00
운행 시간	08:30~18:00(월요일 휴무)	요금	3만 4000원(점심 불포함)		
문의		02-861-9195,	www.hanyouwang.com/special/egtourbus.html

INFORMATION INFORMATION

감악산�트레킹

임진각�평화누리

프로방스�마을

헤이리�예술마을

한국�전통�한증막�체험

수원화성

남한산성

안성팜랜드

한국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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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도자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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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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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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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해안산책로�트레킹

제부도�갯벌체험

허브�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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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일오전 역사문화: 서오릉 ― 고려공양왕릉
반일오후 역사문화: 행주산성 ― 이신의선생기념관 ― 밥할머니석상
반일오전 도심문화: 고양600년 기념관 ― 평화통일 교육전시관 ― 행주역사공원 
반일오후 도심문화: 어린이박물관 ― 국립여성사전시관 ―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토요일종일 역사체험: 밥할머니석상 ― 벽제관지 ― 행주산성 ― 행주대첩 체험 ― 
이신의선생기념관
출발지	10:00,	14:00	아람누리	운행 시간	매주 화-일	(월요일 휴무)	요금	3000~6000원	
요금	불포함	사항	중식,	입장료,	체험비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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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 재인폭포 ― 한탄강 물문화관 ― 태풍전망대 ― 전곡선사박물관 ― 연천역
4-10월: 재인폭포 ― 한탄강 물문화관  ― 태풍전망대 ― 허브빌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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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코스: 	
1일차) 합정역 ― 문산역  ― 임진각  ― 도라산 식당(중식, 개별 부담)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군내면 식당(석식, 개별 부담) ― 캠프 그리브스  	
2일차) 캠프 그리브스 ― 태양의 후예 체험 ― 도라산평화공원 ― 장단콩마을(중식, 개별 
부담) ― 허준묘 ― 문산역 ― 합정역
감 코스: 	
1일차) 합정역 ― 문산역 ― 임진강 황포돛배 ― 두지리 매운탕(중식, 개별 부담) ― 
쇠꼴마을 ― 파주 이이 유적지 ― 동화힐링캠프(석식, 개별 부담) ― 위즈호텔 	
2일차) 위즈호텔 ― 율곡수목원 ― 두루뫼박물관 ― 고구려목장 ― 	
산머루농원 ― 문산역 ― 합정역 
만 코스: 
1일차) 합정역 ― 금촌역 ― 오두산 전망대 ― 파주맛고을(중식, 개별 부담) ― 송영예의 
바늘이야기 ― 파주장릉 ― 로빈의 숲(석식, 개별 부담) ― 홍원연수원 
2일차) 홍원연수원 ― 파주삼릉 ― 윤관장군묘 ―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 (중식, 개별 
부담) ― 반구정과 황희선생 유적지 ― 볼거리 나라 ― 금촌역 ― 합정역
족 코스: 
1일차) 합정역 ― 운정역 ― 마장호수 ― 보광사(중식, 개별 부담) ― 벽초지문화수목원 ― 
퍼스트가든 ― 헤이리 예술마을(석식, 개별 부담) ― 시에나호텔 
2일차) 시에나호텔 ― 치즈클락 ― 공릉관광지 ― 프로방스/맛고을(중식, 개별 부담) ― 
오두산전망대 ― 우농타조농장 ― 운정역 ― 합정역 
출발지	09:30	합정역	(별빛투어)	18:30	합정역			운행	시간	테마별	다양한	요일	및	코스	진행
요금	1	만~7만 3000원	문의 031-949-8888,	www.pjcitytour.co.kr

인사동, 홍대입구역, 명동역과 같은 서울 중심지에서 출발하기에 이동하기 편리하다. 7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티켓 요금에 각 관광지 입장료가 모두 포함돼 있다. 단, 최소 3일 전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T H E  E A S I E S T  W A Y  T O  T O U R  I N  G Y E O N G G I .

EG TOUR BUS
경기도의 주요 관광지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둘러볼 수 있는 외국인 전용 투어버스



Traditional Cultural Theme Park,
with traditional performance  

throughout the year.

Weibo
龙仁民俗村KoreanFolkVillage

Instagram
@withkoreanfolkvillage

Facebook
@withkoreanfolkvillage

Youtube
youtube.com/koreanfolk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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