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ASTRUCTURE

경기 MICE 소개

Why

Gyeonggi?

김포

경기 MICE 인프라

컨벤션/숙박/회의

광주

김포 아라마리나

성남

호텔라르

일산

경기도에 다 있습니다.

북
서
부

양평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킨텍스

엠블호텔 고양

파주

국제공항, 수도 서울과 가깝습니다

파주출판도시 지지향호텔
031-955-5100

가평

수도(서울)권을 감싸는 편리한 교통망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58 청심평화월드센터

031-589-5200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자동차로 20분-40분

031-772-3811

www.jijihotel.com

청심평화월드센터

www.cspwc.co.kr

남
동
부

용인

풍부한 MICE 자원, 경기도에 있습니다

1599-0853

서해의 마리나 시설에서 동쪽의 강과 자연, 아름다운 자연에서

1522-2777

아도니스

이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14번길 24 아도니스호텔

031-530-9300

체계적 지원

과 천

성공적인 MICE행사 유치, 개최, 홍보를 지원합니다

부 천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하우 제공
경기도내 지역 특성과 연계한 맞춤형 MICE 컨설팅

수원

031-259-6000

해외마케팅 공동 참여를 통한 적극적 홍보 마케팅 지원

www.gsbc.or.kr

김포

031-230-5000

ibis.ambatel.com/suwon/main.amb

일산

라마다 프라자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0 라마다프라자호텔수원

031-230-0001

www.ramadaplazasuwon.com

호텔캐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3 호텔캐슬

031-211-6666

북
서
부

www.hcastle.co.kr

파주

031-547-6600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경기
MICE뷰로는

랜드마크호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1 호텔프라자

031-202-3773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81

남
동
부

hotelsquare.co.kr

하남

031-413-2222

화성

육성하며 경기도 MICE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롤링힐스 호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90 현대자동차(주) 롤링힐스 호텔

www.rollinghills.co.kr

푸르미르 호텔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2

www.hotelprumir.com

신라스테이 동탄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61

031-8036-9000

* MICE 란? Meeting(회의), Incentive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Conference(국제회의),
                         Exhibition(전시) 약자입니다.

JS호텔

shillastay.com

JS부티크호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34-3
www.jsboutiquehotel.com
031-8015-000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54 유리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20-116 환경생태관

031-481-3810

광주

안성

파주

북
서
부

양평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남
동
부

용인

031-954-0303

dmz.gg.go.k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한국민속촌

031-320-5000

www.koreanfolk.co.kr

전화번호

031-120

안 성 시

031-677-1330

가 평 군

031-580-2066~7

안 양 시

031-8045-2062

고 양 시

031-8075-3381

양 주 시

031-8082-5663

과 천 시

02-3677-2476

양 평 군

031-770-1001~2

광 명 시

02-2680-2193

여 주 시

031-887-2140

광 주 시

031-760-2723

연 천 군

031-839-2061

구 리 시

031-550-8355

오 산 시

031-8036-7604

군 포 시

031-390-0747

용 인 시

031-324-2068

김 포 시

031-980-2743

의 왕 시

031-345-2533

남양주시

031-590-2474

의정부시

031-828-2693

동두천시

031-860-2066

이 천 시

031-634-6770

부 천 시

032-625-2971

파 주 시

031-940-4361~4

성 남 시

031-729-2911~3

평 택 시

031-8024-3232

수 원 시

031-228-4672

포 천 시

031-538-2084

시 흥 시

031-310-6743

하 남 시

031-790-6063

안 산 시

031-481-3059

화 성 시

031-369-6014

www.everland.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 330 MBC드라미아

031-337-3241

이천

djgpark.imbc.com

테르메덴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 984

031-645-2000

http://www.termeden.com

치킨대학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목리 1-12번지 (주)제너시스 BBQ

031-635-8461

www.ckuniversity.com

전화번호

관광 필수 안내 전화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청
경기관광공사
경찰청
범죄신고&분실물 조회

용인 대장금 파크

www.seowoosuk.com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www.semiwon.or.kr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윗배우니길 441-25

도라전망대

시 군 명

경 기 도

구 분

에버랜드 리조트

www.dmzcamp131.or.kr

dmz.gg.go.kr

www.nemunimo.co.kr

한국민속촌

031-288-0000

산머루농원

031-952-406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수목원길 16

031-775-1834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들꽃수목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www.onemount.co.kr

판문점

www.nhasfarmland.com

시 군 명

세미원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031-958-4558

www.kocef.org

안성팜랜드

031-772-18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031-953-6984

http://wetland.iansan.net

곤지암도자공원
031-799-1500

원마운트

www.aquaplanet.co.kr

www.glassisland.co.kr

안산갈대습지공원

www.starfield.co.kr

031-960-8500

www.ramada-dongtan.com

www.samsunginnovationmuseum.com

유리섬

032-888-6264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스타필드 하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2 아쿠아플라넷 일산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99 동탄비즈니스 호텔

031-8020-0000

안산

www.lotteshopping.com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

라마다동탄호텔

031-268-1000

www.lotteshopping.com

www.premiumoutlets.co.kr

1566-2232

www.laviedor.com

www.swcf.or.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삼성전자

관 광
일산

www.komacon.kr/museum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031-200-3113

경기도 관광안내 전화
경기도 31개 시·군 관광 안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031-290-3600

스타필드하남

www.laviedor.com

www.robopark.org

수원화성

031-8053-7979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6

070-7123-7000

수원

www.royalheritage.co.kr

라비돌

031-352-7150

032-310-3090

경기 이천시 호법면 프리미엄아울렛로 177-74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www.aiinsworld.com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신텍스

031-350-4800

www.playdoci.com

한국만화박물관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360 여주프리미엄아울렛

1833-9001

한국어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2 부천체육문화센터

070-7094-5479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031-777-25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69

주관단체에 대한 지원, MICE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인 MICE 산업을 집중

이천

G_MICE

웅진플레이도시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남
서
부

www.premiumoutlets.co.kr

1644-4001

로얄헤리티지호텔

유치 가능한 국제회의 발굴 및 유치활동 지원, 국제회의

Alliance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www.landmarkhotel1.com

호텔스퀘어

031-490-2000

국제회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경기 MICE

여주

cavern.gm.go.kr

부천 로보파크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90 롯데프리미엄아울렛파주점

novotel.ambatel.com/suwo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032-320-6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00 파주프리미엄아울렛

031-960-2500

광명동굴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www.valuehighend.com

www.seoulland.co.kr

Gyeonggi

아인스월드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1644-400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81 서울랜드

1577-5773

www.hyundaioutlets.com

www.lafesta-ilsan.com

서울랜드

1688-3399

031-931-511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2

남
서
부

광명

www.mirandahotel.com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34 라페스타C동 1F

www.amazingpark.co.kr

02-509-6000

www.jisanresort.co.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돔1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위하여 “경기컨벤션뷰로”에서 “경기MICE뷰로”로

과천

웨스턴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031-230-6000

•이벤트를 포함한 폭넒은 MICE 산업의 육성 지원을

031-532-188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100

031-920-9600

밸류 하이엔드 호텔 수원

으로서 2011년 8월 출범하였으며, 2015년 3월 전시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탑신로 860

www.dwleadersacademy.co.kr

라페스타

www.sansawon.co.kr

어메이징 파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031-812-223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경기관광공사 내에 설치된 경기도 MICE 전담조직

031-531-9300

쇼 핑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성공적인 MICE* 행사
경기MICE뷰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512번지

부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www.pocheonartvalley.or.kr

산사원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 고려호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www.herbisland.co.kr

031-538-3483

고려호텔

www.hotelkoryo.net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3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www.mstay-gggh.com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48번길 199

031-639-5118

허브아일랜드

포천아트밸리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115번길 45

park.kra.co.kr/seoul_main.do

www.sandulsori.co.kr

031-535-6494

미란다호텔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032-329-0001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59번길 48-31 산들소리수목원

동원리더스아카데미

031-644-1200

렛츠런파크 서울
1566-3333

산들소리 수목원

포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267

www.bearstown.com

www.organicmuseum.or.kr

031-574-3252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536번길 27

031-540-5000

031-560-1471

www.hotelthesoom.com

031-643-3600

www.adonishotel.co.kr

베어스타운리조트

    다양한 레져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8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성산로 633

www.kensingtonresort.co.kr

http://www.ewhawon.com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북
동
부

호텔더숨포레스트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430

포천

세계 유일 분단현장 DMZ 부터 글로벌 기업 시찰 까지 가능한 곳

031-581-022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117번길 7 M-STAY호텔 기흥

켄싱턴리조트

10만명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 시설 킨텍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4

www.hanwharesort.co.kr

031-337-8888

chi_ong.blog.me

이화원 나비스토리

엠스테이 호텔 기흥

www.hsville.co.kr

031-584-9380

031-585-8649

www.pineresort.com

031-332-1122

www.gmhrd.com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490-9번지

북
동
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112 양지파인리조트

Seoul

Bucheon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300 축령산취옹예술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로153번길 79 한화리조트

HS Ville

All in One

양지파인리조트

www.pfcamp.com

취옹예술관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경기도 가평군 하면 명지산로 137-49 잔디공원연수원

031-584-3945

www.hanwharesort.co.kr

031-338-2001

좋은아침연수원

경기도 주요 도시 및 서울 간 자동차로 20분-40분

031-584-8200

www.daemyungresort.com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촌길 188

www.morningcalm.co.kr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616

www.bloomvista.co.kr

한화리조트 양평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쁘띠프랑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316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서울길 49
www.아델라한옥.com
010-3707-1909

www.ilsanmillennium.com

dmz.gg.go.kr

아침고요수목원
1544-6703

한옥 아델라 복합문화공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90

편리한 교통

가평

블룸비스타

1588-4888

밀레니엄 호텔
031-922-5211

031-953-4744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신내길7번길 55

www.mvlhotel.com/kintex

dmz.gg.go.kr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18-13

대명리조트 양평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20 엠블호텔 킨텍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임진각 관광지/ 임진각 평화누리

www.sucti.com

031-770-8888

www.kintex.com

제3땅굴

031-954-0303

www.courtyardpangyo.com

031-780-7800

킨텍스

031-927-7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lartgimpo.com

031-810-8114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파주

북
서
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9

한국의 축소판,

www.konjiamresort.co.kr

031-8060-2000

www.aramarina.net

031-982-1322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02-1661-8787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70번길 73 아라마린센터

1577-8764

곤지암리조트

MICE
Guide Map

기상콜센터 날씨 상담
인천국제공항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
044-203-2000
031-120
031-259-6900
1566-0112

구 분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관광 불편 신고 센터
경찰청 분실물 신고센터

112

경기지방경찰청

131

119안전신고센터

1577-2600
129

김포국제공항
국제전화

전화번호
1330
02-735-0101
1821
1566-0112
119
1661-2626
001/002/008

경기G_MICE 안내 대표전화 : 031-259-4786

북서부 MICE 인프라

<파주, 고양, 김포, 부천 일대>

#세계유일DMZ #국내최대규모킨텍스 #서해마리나시설

● ● ● 경기도 북서부 고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킨텍스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세계유일의 분단지인 DMZ와 생태 관광지로 유명한 파주, 서쪽으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김포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MICE 인프라를 갖춘 지역입니다.

[ 주요 시설 ]
● 킨텍스

북동부 MICE 인프라 <가평, 남양주, 포천>

경기

#아름다운자연환경 #드라마촬영지 #국내최대규모아레나

G_MICE

독도

● 청심평화월드센터

연천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시컨벤션시설 킨텍스는,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국제 전시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로 대규모 국제행사 경험과
전문적인 행사 개최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서
4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빠른 교통도 국제 행사
개최장소로서 큰 강점입니다.

청심평화월드센터는 국내최대 수용인원 25,000명 국내 최초의
수납식 아레나 객석 최첨단 무빙 스테이지 및 AV시스템으로 국내, 외
MICE를 비롯하여 MEGA Concert, Multi-purpose 실내 아레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창조, 문화, 예술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보기 드문 시설 덕분에 뮤직비디오, 드라마, CF 촬영장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양주시
파주산머루농원

동두천시

도라산 전망대

산사원
어메이징파크

파주시

헤이리 예술 마을

원마운트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킨텍스장(KINTEX)
한국무역전시장

라페스타
포천 베어스타운

아람누리

취옹예술관

웨스턴 돔

● 허브아일랜드

일산호수공원
아쿠아 플라넷

파주출판도시 지지향호텔

켄싱턴리조트 청평점

의정부시

쁘띠프랑스

포천에 위치한 허브아일랜드는 허브의 원산지인 지중해와 생활속의
허브를 테마로한 국내 최대 규모의 허브 테마파크입니다. 일년
내내 허브의 향기가 가득한 허브실내식물원은 2,000평의 실내에
340여종의 허브를 보유하고 있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허브로 비누, 화장품, 캔들등을 만드는
체험장과, 아로마 스파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레이킨스 몰

요트체험

아침고요수목원

남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청심평화월드센터

HS Ville(에프터유)
속국도

춘천고

산들소리수목원

김포함상공원

서울-

남양주종합촬영소
호텔 라르

대명항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김포공항

도

속국

항고

공
국제

김포 아라마리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한화리조트 양평

양평군

스타필드

인천

한국만화박물관

남서부 MICE 인프라 <수원, 과천, 안양, 의왕 일원>

오커빌리지

고려호텔

웅진플레이도시
부천로보파크

들꽃수목원

하남시

세미원

수미마을

쉐르빌파라다이스 연수원
렛츠런파크 서울

인

천

인천국제공항

남동부 MICE 인프라 <성남,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일원>

블룸비스타

아인스월드

#역사문화 #첨단기술산업시찰 #남부컨벤션메카

●●● 경기도 남서부는 오랜 역사와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특색을 갖고 있으며, 유네스코 문화유산

양주시
엠블 호텔

가평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모든 벽면이 유리로 되어있어 한강의 시원한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라마리나컨벤션은, 경인 아라뱃길에 요트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배경으로 특별한 행사 개최를 가능하게 합니다.
700명까지 수용가능한 아라마리나 컨벤션은 김포 국제공항에서
15분 거리로 빠른 접근성을 자랑하며, 최신식 호텔, 쇼핑시설이
가까워 참가자들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한국 안의 작은 프랑스문화마을 ‘쁘띠프랑스’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마치 프랑스 거리를
거닐고 있는 듯, 프랑스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프랑스 테마파크입니다. 한류 콘텐츠를 선도하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 입니다.

좋은 아침 연수원

임진각 관광지 / 평화누리

요나 루키

● 김포 아라마리나

● 쁘띠프랑스

포천 아트밸리

도라산역

캠프그리브스

아도니스 호텔

허브아일랜드

판문점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후 50여년간 미2사단
506보병대대가 주둔해오다, 1997년 미군의 철수 이후 2007년 8월,
한국정부에 반환된 곳 입니다. 2014년 이후 미군부대 건축물의
역사적·상징적인 모습을 보존한 채 리모델링하여, 약 240여명 수용
가능한 평화안보 체험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동부는 산과 강, 숲이 어우러진 수려한 경기도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다양한 휴양시설과 짚와이어, 수상 레포츠 시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수용인원을
자랑하는 ‘청심평화월드센터’ 가 있어, 대규모 단체 MICE 행사도 개최 가능합니다.

[ 주요 시설 ]

GUIDE MAP

● 파주 캠프그리브스

●●● 한강변에 위치한 가평과 청평 그리고 청정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포천 등이 자리한 경기

울릉도

#자연속힐링 #중소규모마이스 #유니크베뉴

대명리조트 양평

대

교
광명동굴

시흥시

곤지암도자공원

속
고
륙
국
도

[ 주요 시설 ]
● 양평 블룸비스타

BBQ치킨대학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여주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영동고속

국도

양지파인리조트
한국민속촌

화성시

● ● ● 예로부터 넓은 들판에서 나온 질 좋은 쌀과 이에 걸맞는 섬세한 생활 문화가 발달해
온 경기 남동부는 도자기 축제와 쌀문화 축제 등 우리 전통 문화의 맥을 잘 이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회의시설로는 광주의 ‘곤지암 리조트’, 양평의 ‘블룸비스타’가
특색 있는 관광지로 사계절 팀빌딩 프로그램이 가능한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도

호텔 더 숨포레스트

용인시

여주시

국
속

에버랜드

속국도
시흥고
평택-

전곡항

고
부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는 전시시설, 컨벤션홀, 중소회의실, 시민 편의시설이
2019년 완공, 호텔, 백화점, 아쿠아리움 등 숙박, 쇼핑, 위락시설들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20분, 강남에서
30분 소요되는 편리한 교통과 근교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수원이 전시컨벤션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내

곤지암 리조트

안산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수원컨벤션센터(2019년 초 오픈예정)

아델라한옥

성남시

중

[ 주요 시설 ]

여주어드밴처파크

광주시

새마을운동중양연수회

안양시
의왕시

호텔스퀘어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판교

부
중

관광지와 삼성 및 IT 기업의 소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신텍스’와 같은 중소규모 컨벤션
시설부터, 유니크베뉴로 각광받고 있는 '광명동굴'까지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수원컨벤션센터” 의 개관이 예정되면서 경기 남부의 MICE 거점으로 발돋움 할 예정입니다.

서울랜드

이천시

삼성물산 건설기술원
용인대장금파크

양평의 산, 강, 구름 등 주변의 자연과 동화되어 도심의 피로를 치유 해
주는 블룸비스타는 남한강변 최대인 연면적 51,000㎡ 규모로, 관광
및 연회·연수 시설을 갖춘 프리미엄 휴양·연수 시설입니다. 대규모
강의와 연회행사 진행이 가능한 최대 400명 수용의 그랜드볼룸부터
소 회의실까지 총 40개의 다양한 규모의 강의장과 연회장은 음향에서
화상회의 시설까지 최신식으로 구비되어있습니다.

한화리조트 용인
라마다 프라자 수원

지산 포레스트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원전통예절문화관

호텔 캐슬

조선조 제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의 부친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과
개혁에 대한 꿈으로 축성된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팔달문과 장안문, 화성행궁과 창룡문을
잇는 가로망이 현재에도 도시 내부 가로망 구성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등 200년 전 성의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오산시

밸류 하이엔드 호텔 수원

● 한국민속촌

국도
경부고속

●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안성시

수원화성
KBS수원센터
수원컨벤션센터
2019년 3월 오픈 예정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서울랜드

수원시

안성팜랜드

평택시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베니키아 수원 호텔

한국민속촌은 건립 초기부터 교육적 가치와 관광적 가치를 염두에
둔 최고의 전통문화 테마의 종합관광지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7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 전승되어 온 우리
문화 속 생활풍속과 생생한 문화체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속의 전통문화 관광지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문화를 체험을 위한 대표적인 관광지 입니다.

신텍스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 광명동굴
황금을 캤던 광명동굴이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동굴테마파크로
재탄생했습니다. 새로운 광명동굴은 와인동굴, 동굴 아쿠아월드,
황금폭포, 황금길, 황금궁전, 공포체험관, 동굴지하세계와 지하호수,
국내 최대의 용 조형물과 LED 빛의 공간 등 풍부한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과 가깝고 서울 근교에 위치한
광명동굴은 편리한 교통 또한 강점입니다.

랜드마크 호텔

화성시

아모르 & 심포니 호텔

● 치킨대학
외식사업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치킨대학’은, 기존 교육/연수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맛의 치킨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류열풍으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치킨을 맛보고 싶어
하는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으며, 교육장 및 숙박 시설을
사용하여 단체 프로그램 및 워크숍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