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색다른 매력

한국 산업관광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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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4



2014년 기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1,400만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100만여 명씩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열풍의 영향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드라마와 K-POP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한국인들조차 놀랄 정도로 뜨겁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여행의 패턴은 크게 

보면 ‘쇼핑은 서울, 의료관광은 부산, 휴양은 제주도’ 정도로 패턴화한 듯하다. 그러나 진짜 

한국의 속살을 엿보고 싶다면 그 고장의 특산물을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특히 

오래전부터 그 고장에서 많이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체를 

찾아가는 것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 엮은 29곳의 

산업체들은 옛 조상들의 방식대로 오랜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곳들이거나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꾀하는데 성공한 곳들이다. 김치, 고추장, 한과, 전통주, 도자기, 인삼 등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친근하게 여기는 품목들이다. 그렇기에 여기 엮은 산업체 29곳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역사를 알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하며, 직접 체험해보는 관광은 

드라마나 K-POP에서부터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을 극대화시키는 일이자 한국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 소개한 29곳의 산업관광지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숨은 보석들이다. 8개 지역으로 나누어 그곳에서 꼭 들러보면 좋은 여행지와 

별미, 그리고 머물기 좋은 숙소들도 함께 엮었다. 그리고 이 지점들을 지도에 표시하여 

산업관광지와 연계하여 여행코스를 짤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에 보이는 것은 그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라는 

조선시대 문인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부디 이 책에 소개한 산업체 관광을 통해 더욱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매력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Prologu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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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rea 1 > 서울

2014년 3월 개관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각종 디자인 관련 

전시와 행사, 그리고 디자인 상품을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유기적인 

건축물 자체가 볼거리이며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디자인장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5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동대문 제2의 전성기를 주도하는 복합문화공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0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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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은 여행과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롯데피트인, 두타, 밀리오

레, 헬로APM 등 40여 개의 대형 패션 쇼핑몰이 밀집해 있는 상권으로 

밤늦게까지 쇼핑이 가능해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최근에는 대

규모 복합문화공간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들어서서 제2의 전

성기를 맞고 있다. 

옛 동대문운동장이 있던 6만여㎡의 부지에 건축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는 영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다. 지하 3층, 지상 4

층으로 건축된 DDP는 기존의 평면 설계방식이 아닌 3D 첨단 설계기법

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45,133장의 알루미늄 패널로 외부를 마감하여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매끈한 디자인과 흐르는 듯한 유기적인 구조

가 돋보인다. 총 42개의 출입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는데 내부로 들어

가면 그 웅장함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디자

인장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5개 시설로 구성된 DDP에서는 공간

별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기둥 없이 탁 트인 화이트 공간인 알

림터는 패션쇼, 시사회, 론칭쇼, 영화제작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

리며 국제 규모의 회의가 열리는 국제회의장도 갖추고 있다. DDP의 중

심에 위치한 배움터는 각종 전시가 열리는 공간으로 디자인박물관, 디

P A R T  1
서 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17분, 총거리 5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4시간 36분, 총거리 399.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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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전시관, 디자인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500여 미터의 나선

형 디자인둘레길이 특징이다. 디자인박물관에서는 앙리 카르티에 브

레송(Henri Cartier Bresson)의 회고전과 오드리헵번 전시회 등

을 비롯해 국내외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전시회

를 연다. 디자인놀이터에서는 5세 이상의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다양

한 전시회와 간단한 카드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공방체험도 가능하

다. 디자인 아트숍인 살림터에서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디자인 제품

을 만날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하다. 살림1관과 살림2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빙 제품과 디자인 서적 그리고 전시 공예품을 판매하는 아

트숍과 해외 작가의 생활소품을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숍, 패션스튜

디오 등 유니크한 숍들이 모여 있다. 3층의 디자인나눔관을 지나 4층 

잔디사랑방에 이르면 동대문운동장 철거작업 중 발견된 유물들을 전

시하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도 연결된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

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장터는 24시간 운영하는 복합편집숍

이 들어서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대중교통으로도 가기 매우 편리한 곳으로 전

시회를 관람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먹거리도 즐기다 보면 하루가 

짧다.

Area 1 > 서울



11

P A R T  1
서 울 

Q  &  A  

DDP를 좀더 알차게 구경하고 싶다면?

DDP투어를	이용하면	좋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11:00,	15:00,	17:00에	투어를	

진행하며	참여	인원은	5인	이상	가능하다.	30인	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예약	신

청을	통해	시간	협의가	가능하다.	

T I P S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는	DDP를	가로지르는	한양도성	성곽과	그	밑으로	두	

개의	터널을	갖춘	이간수문(二間水門)	을	볼	수	있다.	넓은	이간수마당과	이간수

문전시장,	동대문운동장기념관과	동대문역사관,	디자인전용	갤러리인	갤러리문(門)	

등이	갖춰져	있어	휴식공간으로도	좋다.

M U S T  D O

DDP 구석구석 돌아보기

워낙	방대한	건물이라	지하	2층	종합안내실에	관광객을	위해	비치해둔	일러스트	

지도를	참고하면서	둘러보고	싶은	곳을	놓치지	말자.	수직구조물이	없는	DDP	

내부의	구조가	독특한데	특히	나선형의	디자인둘레길이	멋지다.	구석구석에	놓

인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에	앉아서	쉬어가면	좋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문의	 02-2153-0000

홈페이지	 http://www.ddp.or.kr

운영시간	 알림터	10:00~21:00,	배움터	10:00~19:00(수,	금	10:00~21:00),	

	 살림터	10:00~22:00

휴무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디자인놀이터	자유이용권(8,000원),	

	 디자인놀이터	체험이용권(5세	이상	어린이-4,000원)

이용시간	 각	공간	운영시간	내

인원	 디자인놀이터	자유이용권	20명,	디자인놀이터	체험이용권	40명	

	 ※	어른체험	없음

예약	 전시관	티켓	예매는	인터넷	홈페이지,	현장,	콜센터(1544-1555)	이용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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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누리’는 인사동의 역사유적지를 구석구석 탐방하는 

역사문화 투어와 갤러리 투어 그리고 전통공예체험을 아우르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역사탐방과 갤러리 투어가 끝나면 

인사아트프라자 3 층에 위치한 공예미술품 체험관에서 

전통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인사동 역사와 체험1번지

인사누리0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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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은 조선시대 이후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의 메카이다. 조선시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화가인 김홍도(金弘道)나 신윤복(申潤福)이 활동

하던 도화서(圖畵署)가 있던 곳으로 현재도 공예, 화랑, 골동품, 표구, 

지필묵(紙筆墨)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 1,000여 곳에 이른다. 전통찻집

과 전통음식점, 기념품 매장들도 많아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필수 관광

코스이기도 하다. 인사동은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한 콘텐츠가 풍부한 

곳이자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갤러리가 많은 곳이지만 알고 보면 

곳곳에 역사유적지가 남아 있는 역사박물관 같은 동네이기도 하다.

인사누리는 ‘인사동을 누리다’ (enjoy Insadong)를 줄인 이름이다. 역

사문화 투어와 갤러리 투어, 공예체험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좋은 반

응을 얻고 있다. 역사문화투어는 한국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외국어가 

가능한 문화해설가의 안내로 진행되며 2시간, 3시간, 5시간 코스가 있

다. 기본형인 2시간 코스 ‘인사동맛보기’는 남인사 마당에서 출발하여 

서울중심표식, 율곡이이선생 집터, 3.1독립선언유적지와 민영환선생 자

결터 등의 역사코스를 걸으며 살아 있는 인사동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역사문화 투어와 더불어 인사동의 수준 높은 갤러리들

을 돌아보는 갤러리 투어를 통해 작품감상은 물론 작가와의 만남을 통

P A R T  1
서 울 

인사누리

인사누리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5분, 총거리 3.7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4시간 41분, 총거리 397.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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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예술가의 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

해를 하게 된다. 인사누리 프로그램은 인사동 중심에 위치한 인

사아트프라자 공예미술품 체험관에서 다양한 전통공예품을 만

들어 보며 마무리된다. 이곳에서는 독특한 도자기 액세서리나 장

식품을 만들 수 있는 도자기공예, 나만의 수제 손도장을 만들 수 

있는 전각공예, 전통양식의 생활소품을 만들 수 있는 전통채색화

공예, 한지를 이용해 생활소품을 만들어 보는 한지공예, 캘리그

라피로 꾸민 부채를 만들어보는 캘리그라피공예, 석고나 합성수

지를 이용해 몸의 일부를 그대로 찍어내는 인체캐스팅공예 등 6가

지 공예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공예체험 프로그램

은 완성도 높은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체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운영한지 1년 만에 1만 여 명이 참여할 만큼 성공

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서울에서 꼭 들러보면 좋은 인사동.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누리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나면 한국이 보다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Area 2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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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1
서 울 

Q  &  A  

이 프로그램을 만든 계기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민족적으로	일어났던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

의	중심지이며,	한국	전통공예	1번지이자	수준	높은	갤러리가	많은	인사동의	참

모습과	의미를	되살려	보자는	뜻으로	인사누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T I P S

인사누리 문화해설가

외국어강사,	대학생,	은퇴한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누리	문화해설가는	

체계화된	문화해설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실력	있는	문화가이드

들이다.	국내팀은	한국사	자격증을	소지한	역사와	미술전공	관련자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국제팀은	기본	소양은	물론	외국어	능통자들이다.

M U S T  D O

공예미술품 체험관에서 공예체험 하기

역사유적	투어,	갤러리	투어에	이어	진행되는	공예미술품	만들기는	인사누리	프

로그램의	하이라이트.	단체의	경우	6가지	체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체험하

며	늘	상주하고	있는	전문작가와	함께	한국	전통공예품을	만들어볼	수	있어서	

인기가	좋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21	인사아트프라자	3층	

문의	 02-6293-3210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culturenuri

운영시간	 10:00~19:00

휴무	 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인사동	맛보기(2시간/3만	원),	인사동	보물찾기(3시간/4만	원),	

	 인사동	탐험하기(5시간/9만	원)

이용시간	 상시

인원	 10명	이상

예약	 전화문의

인사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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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떡박물관은 한국인들의 풍습이 담긴 

다양한 떡과 떡을 만드는 도구,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시골에서도 만나기 힘든 한국적인 부엌살림 등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 떡과 한국 전통요리를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한국 전통음식을 통해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떡, 전통적인 한국인의 별식 NO.1

떡박물관0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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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은 한국인에게 인생의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의

미를 담고 있다. 한국인들은 설날 아침이 되면 가래떡을 어슷하게 썰어 

넣은 떡국 한 그릇을 비워야 나이 한 살을 더한다고 생각했다. 아기의 

백일상에 올리는 떡은 신성함을 상징하는 백설기를 쪄서 크게 썰어 담

는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을 기념하는 돌상에 올리는 떡은 붉은 팥고

물을 묻힌 수수경단이나 쌀가루에 팥을 듬뿍 올린 팥시루떡이다. 팥의 

붉은 색은 액(厄)을 물리친다는 토속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풍습으로 친

척이나 이웃들과 고루 나눠 먹었다. 그렇게 한 인간이 태어나 100일이 

되는 날부터 시작한 떡상은 매해 돌아오는 생일 떡, 결혼식 떡, 벼슬에 

올랐을 때의 관례 떡, 60세가 되던 해의 잔치를 위한 회갑 떡, 세상을 

떠난 이를 기리는 제사 떡 등으로 평생 동안 이어졌다. 

쌀로 만든 떡은 식사대용으로도 훌륭하거니와 간식거리이기도 했다. 그

리고 그렇게 만들어 먹은 떡은 하나하나의 모양새가 너무도 아름답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해먹었다고 알려져 있는 떡의 종류만도 200여 종이 

넘는다고 하니 한국의 떡문화는 역사도 길고 다채롭기도 하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서양 문물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빵과 과자가 떡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제는 한국인들도 떡보다는 빵을 더 친근하

P A R T  1
서 울 

떡박물관

떡박물관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15분, 총거리 4.3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4시간 42분, 총거리 398.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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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긴다. 떡은 명절에나 해먹는 음식이 되었고, 이제는 조상에게 올리

는 차례상에도 집에서 만든 떡보다 산 떡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

국전통음식연구소 건물 2층과 3층에 위치한 떡박물관은 이렇게 사라져 

가는 우리 떡의 전통을 지켜보자는 노력으로 설립한 사설 박물관이다. 

박물관 관장이 소장하고 있던 떡 만드는 도구들과 한국의 옛 부엌 살림

살이들은 요즘 시골에 가서도 보기 힘든 골동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한국인들은 떡박물관의 유물들을 보면서 애틋한 향수에 젖기

도 한다.

전시관 2층에는 모형이지만 너무나 예쁜 떡들이 종류별, 계절별, 재료

별로 꼼꼼하게 전시되어 있다. 그와 함께 실제 민가에서 사용하던 떡 만

드는 도구인 떡판과 떡메, 절구 그리고 옛날 어머니들의 살림살이와 김

치 관련 모형들을 재현해놓았다. 3층 전시실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

을 때가지 행하는 통과의례 상차림과 떡에 들어가는 40여 가지의 재료

들을 볼 수 있다. 떡박물관에서는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복을 입고 오색송편과 다식, 불고기, 김치 같은 한국 전통음식을 직

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음식만큼 그 나라를 깊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없다. 떡박물관에서의 음

식체험은 한국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Area 3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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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1
서 울 

Q  &  A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있는지?

전통음식	2가지	실습,	시식,	떡박물관	관람,	한복입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영

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체험료는	1인당	7만	원이다.

T I P S

통과의례 상차림이란?

통과의례	상차림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맞는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첫	생일,	성인식,	결혼,	제사	등을	기념하는	의미로	차리는	격식	있는	상차림을	

말한다.

	

M U S T  D O

떡카페 질시루에서 차와 한국 전통 디저트를 맛보자

떡박물관이	있는	한국전통음식연구소	건물	1층에	위치한	떡카페	질시루는	한국

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인테리어와	떡을	테마로	꾸민	내부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떡과	한과가	가득하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71	인산빌딩

문의	 02-741-5447

홈페이지	 http://www.tkmuseum.or.kr	

운영시간	 10:00~18:00	

휴무	 설날·추석		당일

입장료	 유치원~고등학생(2,000원,	단체	1,000원),	성인(3,000원,	단체	2,000원)

체험프로그램	떡	1가지	실습	및	시식	+	떡박물관	관람(유치원~초등학생-1만	원),	

	 떡2가지	실습	및	시식	+	떡박물관	관람(중학생~고등학생-2만	원),	

	 떡	2가지	실습	및	시식	+	떡박물관	관람(대학생-3만	원)

이용시간	 10:00~15:00(월요일~토요일)

인원	 단체관람	20명	이상.	단체체험	10명	이상

예약	 최소	1주일	전까지	인터넷	예약

떡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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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남산골한옥마을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남산골한옥마을은	

서울특별시	지정	민속자료인	한옥	5개	동을	이

전하고	복원하여	꾸민	한국	전통정원이다.	서

울	지역의	양반	가옥에서부터	서민	가옥까지	

당시	살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	놓아	우리	조

상들의	생활양식을	한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

다.	화요일은	휴관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4길

문의	02-2264-4412

홈페이지	http://hanokmaeul.seoul.go.kr

인사동 & 쌈지길

종로구	인사동은	서울의	대표	거리이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거리다.	다양한	갤러리,	

전통음식점,	찻집,	골동품	가게,	길거리	간식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특히	70여	개

의	공예품	가게와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쌈지

길은	예술	감각이	살아	있는	독특한	아이템들

을	구경하고	살	수	있는	곳.

주소	(인사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쌈지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4

문의	(쌈지길)	02-736-0088

홈페이지	(쌈지길)	http://blog.naver.com/ssamzigil

북촌한옥마을

북촌지역은	예로부터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조선시대의	명당으

로	알려져	있어	고관대작이나	사대부	양반들

이	모여	거주했던	곳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	주거지역으로	남산한옥마을이나	

민속촌과는	달리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	카페,	공

방도	들어서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37

문의	02-3707-8388

홈페이지 http://bukchon.seoul.go.kr

N서울타워

남산공원길에	위치한	N서울타워는	한국	최초로	세워진	타워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외국인	관광객들

에게	인기	있는	코스	중의	하나다.	서울의	중심이자	상징으로	480m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아

름다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타워	내에는	전망대를	비롯하여	레스토랑,	카페,	기념품숍	등이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문의	02-3455-9277,	9288

홈페이지	http://www.nseoultower.com

경복궁

경복궁은	서울에	있는	5대	궁궐	중	가장	오

래된	궁궐이자	조선시대에	왕이	직접	기거하

며	정사를	펼쳤던	장소다.	한국의	역사와	전

통을	이해할	수	있어	외국인	여행자가	꼭	가

봐야	할	가장	대표적	관광지다.	경복궁	입구

인	광화문	앞에서	매일	10:00,	13:00,	15:00에	

이루어지는	수문장	교대의식도	큰	볼거리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문의	02-3700-3900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ce.go.kr

PLUS • 이곳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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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숙소

큰기와집

국립현대미술관을	지나	왼쪽에	위치한	큰기와집은	예로

부터	양반가에서	전수되어	오던	음식을	재현하여	선보이

는	곳으로	한국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깊은	

맛이	일품인	인삼갈비찜,	돼지보쌈,	간장게장	등이	주	메

뉴로	깔끔하고	정갈한	밑반찬도	훌륭하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62

문의	02-722-9024

메뉴	돼지보쌈	2만	2000원,	인삼갈비찜	2만	8000원,	간장게장	3만	2000원

뜰아래채

인사프라자	옆	골목	안쪽에	위치한	뜰아래채는	한국적

인	맛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인기인	한식당이다.	아담한	

한옥	집을	개량하여	꾸민	아늑한	분위기로	몸에	좋은	발

효식품인	장아찌와	나물반찬,	그리고	청국장이	맛있다.	저

녁에는	한국식	안주를	곁들여	술	한잔하기	좋은	곳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8길	12-6

문의	02-732-6989

메뉴	불고기	6,000원,	묵은지보쌈정식	1만	원,	뜰아래정식	1만	5000원,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2014년	트립어드바

이저	선정	트래블러스	초이스로	선정될	만큼	

여행자들에게	인정받은	호텔이다.	뷔페,	다이

닝	레스토랑,	일식당,	중식당	등을	갖추고	있

으며	편리하게	비즈니스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를	갖추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87

문의	02-2275-1101

홈페이지	https://grand.ambatel.com

두 게스트하우스

서울	종로구	북촌의	두	게스트하우스는	배낭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한옥	게스트하

우스다.	이국적인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점과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에	있어	유명	관광지를	도보로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좋은	입지가	큰	매력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103-7

문의	02-3672-1977

홈페이지	http://www.dooguesthouse.com

광장시장 먹자골목

종로5가에	위치한	광장시장은	110년이라는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품목들을	판매하는	전통

시장으로	특히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40년	전

통의	먹자골목이다.	빈대떡,	육회,	마약김밥	등

을	저렴하면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곳으

로	저녁이면	시장	전체가	잔칫집처럼	떠들썩하

게	변하는	서민적인	시장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88

문의	02-2269-8855

메뉴	마약김밥	3,000원,	빈대떡	4,000원,	

육회	1만	2000원

우프코리아 게스트하우스

우프코리아	게스트하우스는	친환경	농가의	일

손을	돕는	전	세계	네트워크	우프(WWOOF)가	

운영하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다.	유기농,	친환

경,	핸드메이드를	실천하는	숙소로	셀프로	이

루어지는	아침식사는	국내	농가에서	유기농으

로	생산한	빵,	잼,	차	등이	제공된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52-11

문의	02-723-4458

홈페이지	www.wwoofkoreaguestho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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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rea 1 > 이천

세라피아 (cerapia)는 세라믹 (Ceramic)과 유토피아 (Utopia)의 

합성어로서 도자기로 이름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도자 테마파크다. 

한국도자재단은 20만㎡의 대단위 규모에 세라믹스 창조센터를 

비롯해 도자기공방, 가마, 박물관, 공연장 등 30여 코스로 꾸며져 

있다. 도자기를 빚어 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등 새로운 창작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도자기로 만나는 유토피아

이천 세라피아01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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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부터 토기 제작이 활발했던 경기도 이천은 전통 도자기로 유

명한 곳이다. 이런 사실은 이천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적지나 삼국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도자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로부터 이천은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되는 도자기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던 곳이

다. 도자기를 굽기에 좋은 흙과 연료, 도자기의 색을 내는 유약을 구하

기 쉬운 지역이었고 깨뜨리지 않고 무사히 관청까지 전달하기 쉬운 거리

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도 전국의 도자기 생산업체의 70% 이상

이 경기도에 있고 그 중 40% 가까이가 이천에 있다.

조선시대는 이천 도자기가 매우 활발하게 만들어진 때이지만 임진왜란

때 많은 도자기 장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가면서 이천의 도자기 생산은 

쇠퇴기를 걷게 되었다. 그러다가 1950년 대 후반에 실력 있는 도공들이 

이천에 모여 전통 도자기를 연구한 끝에 옛날 도자기 장인들의 비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천은 다시 한국 전통 도예의 중심지가 되

었다.

2년에 한 번 4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리는 이천 세라피아는 전통 

도자기를 새롭게 해석한 창조적인 조형 도자예술을 만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도자전시관, 도자전문미술관, 테마파크로 

P A R T  2
경 기 도

이천 세라피아

이천 세라피아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1시간 16분, 총거리 75.5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49분, 총거리 334.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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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어 한 장소에서 도자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실내 도자

전시관에서는 흙으로 빚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도자조형 작

품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작품들만 보는 데도 2~3시간이 걸린다. 전

시장 밖에는 더 많은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4개의 전시실에 1,300

여 점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 도자전문도서관과 수장고형(收藏庫

形) 전시공간, 그리고 하자로 인해 판매가 어려운 B급 상품을 재활용

하여 만든 테마파크 등 꼬박 하루를 돌아보아도 다 보지 못할 볼거리

가 무궁무진하다. 볼거리뿐만 아니라 체험거리도 다양하다. 창조센터 

1층에 자리한 세라믹스 창조공방은 도자뿐만 아니라 유리공예 작가들

의 작품 시연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가 많다. 직접 

도자체험을 해보고 싶다면 세라피아에서 운영하는 토락교실 체험프로

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흙을 주물러 그릇을 만들고 구워진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도자파편으로 생활소품을 만들어 세상에서 하나 뿐인 

나만의 작품을 간직할 수 있다.  

Area 1 >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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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2015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란?

200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적인	도자행사로	전	세계	도예인들의	작

품을	만날	수	있다.	색(Ceramic	Spectrum)을	주제로	열리게	되는	2015년	행사

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38일간	운영하며	경기도	이천과	광주,	여주	세	

곳에서	진행된다.

T I P S

역사 속의 한국 도자기

비색의	아름다움이	뛰어났던	고려시대의	청자,	그리고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와	

백자에	이르기까지	한국	도자기의	역사는	천	년이	넘는다.	한국의	도자기는	소

박한	모양과	맑은	빛깔이	매우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M U S T  D O

이천 도예촌을 방문해보자

이천	세라피아에서	도자기에	푹	빠졌다면	이천	세라피아에서	7km	거리에	위치

한	이천	도예촌에도	들러보자.	이천	신둔면에	있는	도예촌에는	700명이	넘는	

도예가가	300여	개의	요장(도자기를	구워	내는	곳)을	가지고	있다.	도자기에	관

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67-29

문의	 031-631-6501

홈페이지	 https://www.kocef.org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월요일,	1월	1일(설날과	추석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전화문의	요망)

입장료	 성인	3,000원,	단체	2,000원	

체험프로그램	도자체험(1인	1만	5000원,	단체	1만	3000원,	3~5인	가족체험	2만	5000원),		

	 램프워킹(1만	원)

이용시간	 09:00~17:00

인원	 단체는	20명	이상

예약	 개인은	현장접수	가능.	단체는	사전	예약	필수

이천 세라피아

P A R T  2
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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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만 하면 금방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원래 

한국인들의 음식인 ‘한식’은 슬로푸드다. 서일농원은 진정한 한국 

슬로푸드의 정석을 보여주는 곳으로 이곳을 방문하면 슬로푸드 

요리체험을 해보고 맛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의 슬로푸드를 체험하고 맛보는

서일농원02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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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농원의 테마는 ‘자연주의적인 슬로푸드’다. 이곳을 방문하면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물론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들도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진정한 슬로푸드에 대해 배우고 

깨닫게 된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서일농원은 2천여 개의 항아리가 장관을 이루는 

장독대로 유명한 농원이다. 그 하나하나의 배불뚝이 항아리 속에는 오

랜 시간 동안 서서히 숙성되어 온 간장, 고추장, 된장이 들어 있다. 그 

항아리들 수천 개가 모여서 이루는 풍경은 한국적인 정서를 아름답게 

담고 있다. 그래서 음식을 소재로 한 영화 <식객>을 비롯해 여러 편의 영

화나 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서일농원은 3만 평이라는 넓은 땅에서 콩과 고추 등을 직접 재배하며 

얻은 수확물로 한국 전통의 슬로푸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실제로 만들

어서 맛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체험은 청

국장과 손두부, 그리고 인절미 만들기다. 이 세 가지 음식 모두 콩이 주

재료다. 콩은 한국인들이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부를 정도로 필수 아

미노산이 풍부한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항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콩은 김치와 더불어 늘 함께 하는 식재료다. 청국장

P A R T  2
경 기 도

서일농원

서일농원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1시간 26분, 총거리 86.6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46분, 총거리 323.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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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삶은 콩을 짓이겨 사흘 정도 발효시킨 후 찌개로 끓여 먹는다. 

손두부는 콩을 ‘맷돌’이라는 한국 믹서에 갈아 짠 맛이 나는 간수

를 넣고 굳힌 것이다. 인절미는 쪄낸 찹쌀반죽 위에 콩을 볶아 갈

아낸 가루를 묻혀 먹는다. 이 모든 음식이 모두 천연재료이고 슬로

푸드다.

서일농원에서 슬로푸드 체험을 하고 나면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준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Tell me what 

you eat, and I will tell you who you are)’는 프랑스의 미식

가  브리야 샤바렝(Brillat Savarin)의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될 것이다.

Area 2 > 안성



31

왜 콩을 장작불 위의 가마솥에 넣고 끓이나?

무쇠로	만든	가마솥은	뜨거워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달궈지면	쉽

게	식지	않는다.	그래서	장작불을	세게	때면	그	열을	머금고	있다가	솥	안의	재료

들을	천천히	고루	익혀주기	때문에	오래도록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	

T I P S

숨 쉬는 항아리, 옹기

김치나	간장,	고추장	등	장류	음식을	보관하는	옹기는	공기구멍이	있어	‘숨	쉬

는	그릇’이라고도	불린다.	공기구멍을	통해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한국의	발

효음식	보관에	효과가	뛰어나다.

M U S T  D O

솔리에서 시골밥상을 받아보자

솔리는	서일농원이	운영하는	전통음식점이다.	이곳에서	된장찌개를	기본으로	

김치,	절임	음식인	장아찌,	나물무침	등의	반찬으로	구성된	시골밥상을	받아볼	

수	있다.	인공조미료를	넣지	않고	전통	조리법으로	요리한	담백하고	건강에	좋

은	웰빙	음식의	맛을	볼	수	있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332-17

문의	 031-673-3171

홈페이지	 www.seoilfarm.com

운영시간	 09:00~20:30

휴무	 설날·추석		당일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손두부	만들기(7,500원),	청국장	만들기(1만	원),	

	 청국장	만들기+손두부	만들기(1만	5000원),	

	 인절미	만들기(7만	원~13만	원	양에	따라	달라짐)

이용시간	 09:00~18:00

인원	 20명	이상	

예약	 전화	예약

서일농원

P A R T  2
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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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를 소금에 절였다가 고춧가루, 젓갈, 마늘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버무려 만든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건강음식이 되었다. 

항암효과가 뛰어난 식품인 김치를 생산하며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는 풍미식품을 만나보자.

한식의 대표 음식, 김치를 만나다

풍미식품03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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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김치는 배추김치, 무김치, 파김치 등

이지만 한국에는 약 200여 종류나 되는 김치가 있다. 김치는 한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외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음식이 되었

다. 발효음식인 김치는 갓 버무렸을 때의 맛과 숙성된 후의 맛이 달

라지는 음식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은 겨울이 되기 전에 많은 양의 김

치를 담가두는 김장을 한다. 지금처럼 집집마다 김치냉장고를 쓰기 

전에는 이 김장김치를 맛있게 익히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 담아 땅 속

에 묻어 두었다. 항아리 속에 잘 발효된 김치는 유산균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학적인 음식이다. 

예전에는 김치란 당연히 집에서 어머니가 담가 식탁에 올려야 하는 

기본 반찬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마트에서 봉지에 든 김치를 구입하거

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풍미식품은 30여 년간 김치만을 연구해온 

유정임 김치 명인이 운영하는 김치 제조업체다. 산지에서 직접 구입한 

좋은 배추, 무, 갓 등의 채소와 천연양념을 이용한 8종의 김치를 주로 

생산하며 최근에는 딸기고추장, 떡, 한과 등을 포함한 전통음식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P A R T  2
경 기 도

풍미식품

풍미식품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1시간, 총거리 41.7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4시간 16분, 총거리 376.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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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미식품에 견학을 가면 김치 담그기 체험을 비롯하여 공장 견

학, 그리고 김치와 관련된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김치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김치와 관련된 공부와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인기가 좋다. 견학 프로그램은 풍미식

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본관 3층

에 위치한 전통식품문화관에서 김치를 비롯하여 한과나 떡, 두

부 등 우리 전통식품을 둘러본 후 김치제조장에서 자동화된 시

설로 김치를 생산하는 과정을 견학하게 된다. 이 견학 프로그램

의 하이라이트는 포기김치나 보쌈김치를 직접 담가보는 체험으

로 유정임씨가 시범을 보여주는 대로 준비된 재료를 버무려 절여 

놓은 배추에 정성스럽게 발라 마무리하면 된다. 직접 버무린 배

추김치를 즉석에서 맛보는데 매콤하면서도 입맛을 돌게 하는 김

치 맛은 외국인들에겐 채소 샐러드와는 또 다른 별미다. 이렇게 

담근 김치는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다.

Area 3 >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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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고춧가루를 넣은 빨간 김치, 외국인에겐 맵지 않을까?

김치에	사용하는	고춧가루에도	매운	것과	덜	매운	것이	있다.	매운	맛에	익숙하

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하여	덜	매운	고춧가루를	사용하므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T I P S

숙성과정에 따른 김치 맛보기

김치는	숙성되는	과정마다	제각기	다른	맛을	낸다.	갓	담근	김치는	샐러드처럼	

아삭거리는	맛이	좋고	적당히	익은	김치는	김치찌개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	시

어진	김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거나	김치전을	부쳐	먹는	등	다양한	요리로	만

들어	먹을	수	있다.

M U S T  D O

전통식품문화관 관람

풍미식품은	김치뿐만	아니라	한과,	떡,	두부,	된장	등의	전통식품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전통식품문화관에	가면	김치의	기원을	비롯해서	김치	담그기에	

관한	자료들,	김치의	종류와	김치	담그는	재료와	도구들을	모아	놓았고	두부와	

된장,	떡과	한과	등을	모형으로	보기	좋게	전시해	놓아	한국	전통음식에	대해	

배울	수	있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번길	27

문의	 031-296-8168

홈페이지	 http://kimchicenter.com

휴무	 설날·추석	연휴기간	

체험프로그램	 김치	만들기(2만	원),	두부	만들기(2만	원),	떡	만들기(2만	원),	김치전	만들기(2만	원)

운영시간	 10:00~16:00

인원	 20명	이상

예약	 전화	예약

풍미식품

P A R T  2
경 기 도



36 Area 4 > 포천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가원은 국내 최초의 한과전문박물관이다. 

한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한과문화박물관과 

한과체험장인 한과문화교육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한과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즐기면서 배우는 한과의 모든 것

한가원 04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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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 과자인 한과는 막걸리와 함께 경기도 포천의 대표 특산물

이다. 한가원은 국내 최초의 한과박물관이자 교육공간이다. 한가원을 

설립한 김규흔 관장은 전통식품 명인이자 식품 분야 최초의 대한민국 

명장이다. 30여 년을 오로지 한과연구에 바친 그는 한과의 전통을 보존

하고 그 우수성을 알리 위해 한가원을 열었다.

자연에서 얻는 제철재료를 이용해 만든 무방부제, 무첨가물 과자인 한

과는 찹쌀을 발효시켜 만드는 발효식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로 

만든 과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화가 잘되고 영양도 풍부하다. 

이렇게 좋은 한과지만 오늘날에는 달고 자극적인 서양과자에 자리를 내

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한과를 알리고 보존하

는 한가원 같은 공간이 중요한 것이다.

한가원의 한과문화박물관은 한과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

록 꾸며 놓았다. 1층 전시실에서는 말린 찹쌀가루 반죽을 기름에 지져 

조청이나 꿀을 묻힌 유과, 볶은 곡식가루를 꿀로 반죽하여 무늬 틀에 찍

어낸 다식, 식물의 뿌리나 열매를 꿀에 오랫동안 조려낸 정과 등 다양한 

한과의 종류가 전시되어 있다. 이밖에도 한과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층에서는 한과 제작도구, 한과와 어울리는 전통차 등 한과 관련 

P A R T  2
경 기 도

한가원

한가원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1시간 57분, 총거리 75.4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5시간 26분, 총거리 450.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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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들을 만날 수 있다. 박물관 관람이 끝나면 한과를 직접 만들어 보

는 한과문화교육관으로 이동한다. 한과 만들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기대에 부풀게 되는 순간이다. 한과가 생소한 외국인들에게는 더

욱 그러하다. 한과문화교육관에 도착하면 준비된 앞치마와 두건을 착용

하고 한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한다. 

한가원에서는 단체인 경우 유과와 다식 가운데 체험할 한과를 정해 사

전예약을 하면 재료를 미리 준비해놓는다. 개인의 경우에는 박물관 입

장시 체험 신청을 하면 된다. 유과 만들기 체험을 할 때는 찹쌀을 일주

일 이상 발효시켜 만든 반대기와 튀밥, 조청, 견과류가 미리 준비된다. 

끓는 기름에 반대기를 튀겨 내고 조청에 담근 후 튀밥을 묻혀 견과류로 

장식하면 유과가 완성된다. 체험자가 너무 어리거나 연로하신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튀겨 둔 반대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런 경우에는 체험료가 보다 저렴한 편이다.

Area 4 >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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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2
경 기 도

Q  &  A  

한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한과	속으로	조청이나	꿀이	스며들어야	더욱	바삭해지므로	2~3일이	지난	다음

에	먹는	것이	바로	먹는	것보다	더욱	맛있다.	그리고	한과는	차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이므로	차와	함께	즐기면	좋다.

T I P S

포천에서는 막걸리와 갈비를

포천은	한과뿐만	아니라	갈비와	막걸리로도	유명한	고장이다.	한가원	체험을	

한	후	포천의	유명한	이동갈비를	곁들여	이동막걸리를	마셔보자.	포천의	웬만

한	이동갈비집에는	포천막걸리를	곁들여	식사를	할	수	있다.

M U S T  D O

산정호수에서 시간을 보내자

한가원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산정호수가	있다.	산정호수는	호수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관광지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산책코스가	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잔잔한	호수	위에서	오리배를	타거나	모터보트를	즐길	수	

있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322번길	26-9

문의	 031-533-8121

홈페이지:	 http://www.hangaone.com

운영시간	 10:00~17:00

휴무	 매주	월요일	

입장료	 어린이(5세	이상	800원,	단체	500원),	고등학생(1,500원,	단체	800원),	

	 성인(2,000원,	단체	1,200원),

체험프로그램	한과	만들기(2만	원),	전통공예	만들기(6,000원~1만	원),

	 유과	만들기+상자	꾸미기+박물관	견학(1만	원~2만	원,	단체만	가능)	

이용시간	 15:00(토요일,	다식	체험),	11:00(일요일,	유과	체험)	

	 *단체는	화요일~금요일까지	운영하며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절

인원	 단체	20명	이상

예약	 최소	3일	전까지	전화나	인터넷	예약.	개인은	박물관	입장시	신청	가능

한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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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적성면에 위치한 산머루농원은 산머루와인을 비롯해 

산머루즙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와이너리 

투어를 비롯한 머루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원 

내에 오토캠핑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캠퍼들 사이에 ‘와이너리를 

갖춘 캠핑장’으로 유명하다.

지하 오크통 속에서 익어가는 산머루와인

산머루농원05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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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머루농원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의 해발 675m의 감악산 중턱에 위치한 산머루농

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2014년 찾아가는 양조장’ 8곳 가운데 

하나다. 이는 산머루농원이 농업과 제조, 서비스가 일체화된 6차 산업

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업체로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원 

내에는 캠핑장이 있어 캠퍼들 사이에서 ‘와이너리가 있는 캠핑장’으로 유

명하며 TV예능프로그램에도 자주 소개되는 곳이다. 매달 5천 명 이상

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산머루농원은 'Meoru de SEO'로 대표

되는 품질 좋은 산머루와인과 머루즙을 미국, 일본, 홍콩 등지에 수출

하며 한국의 머루와인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산머루농원은 국내 최초로 감악산 자락에서 야생머루를 인공 재배하는

데 성공해 전국에 머루재배 기술을 보급한 바 있다. 감악산은 머루의 당

도를 결정하는 일교차가 큰 지역이다. 이곳에서 수확한 당도 높은 머루

로 만든 산머루와인은 짙은 머루향과 어우러진 바디감이 일품으로 항산

화성분이 포도로 만든 와인보다 몇 배나 높은 건강식품이다. 특히 산머

루를 수확하는 9월에 방문하면 직접 재배한 산머루로 와인을 만드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산머루농원은 15만 평에 달하는 산머루 재배지에 와인을 숙성시키는 

P A R T  2
경 기 도

산머루농원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1시간 29분, 총거리 84.5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5시간 25분, 총거리 44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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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 길이의 지하 와인터널을 비롯하여 와인공장, 제품전시관,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와인이 숙성되는 최적의 온도인 15~18도의 온

도를 일 년 내내 유지하는 지하 와인터널에서는 초창기인 1979년부터 

담은 산머루와인이 오크통 속에서 새록새록 익어가고 있다. 이 산머루

와인들은 농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맛볼 수 있다.

산머루농원에서는 와인의 제조공정부터 저장고에 이르는 머루와인의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하는 와이너리 투어와 3년 숙성된 와인을 직접 병에 

담아갈 수 있는 와인 병입 체험, 그리고 산머루를 이용해 잼이나 초콜

릿, 비누를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 후에 산머루로 만든 

머루국수와 머루샐러드, 머루샌드위치로 마무리하면 산머루와 함께 하

는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Area 5 >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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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산머루농원에서 식사는 가능한가?

산머루로	만든	머루국수와	머루샐러드,	머루샌드위치	등	머루를	넣어	만든	메뉴

와	잡채,	비빔밥,	미역국	등의	일반	메뉴가	있다.	7,000원	선에	이용	가능하다.

T I P S

오크통의 비밀

오크통	속에서	와인을	숙성시키면	레드와인의	색소인	안토시아닌의	구조가	강

화되어	더욱	붉은	색깔을	내며	타닌의	떫은맛이	강화된다.	또한	오크통	내부	표

면을	구워서	와인에	초콜릿	향을	가미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더욱	복합적인	

색,	향,	맛을	낸다.	

M U S T  D O

패키지 체험으로 만나는 산머루농장의 매력 

산머루와인	가공공장과	지하	와인터널	등을	두루	둘러보는	와이너리	투어와	머

루초콜릿,	머루잼,	머루비누	만들기를	포함한	패키지	체험은	산머루농원에서	생

산되는	모든	머루	관련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다.	1인당	2만	원으로	

2인	이상	체험	가능하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윗배우니길	435	

문의	 (대표)	031-958-9558,	(체험)	031-958-4558

홈페이지	 http://www.seowoosuk.com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와이너리	투어(6,000원),	머루와인	만들기(2만	원),	와인	병입	체험(1만	5000원),	

	 패키지	체험(2만	원)

이용시간	 14:00,	16:00

인원	 와이너리	투어(단체	40명	기준),	머루와인	만들기(2인	이상),	패키지	체험(2명	이상)

예약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당일	예약은	불가)	

산머루농원

P A R T  2
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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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안성] 안성맞춤랜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안성맞춤랜드는	2012	안성세계민속축전

의	주	무대이자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조선	

후기	방랑	예인	집단이었던	남사당패의	공연이	열리는	이곳은	

안성	특산물인	방짜유기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안성맞춤박물관,	공예체험장,	천문과학관,	눈썰매장	등을	갖추

고	있다.

주소	경기도	한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6-31	

문의	031-678-2114	

[수원] 수원화성

199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된	수원화성은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

자의	묘역인	현륭원(顯隆園)	근처에	만든	계획

도시이자	약	5.7km에	달하는	성곽이다.	내국인

을	포함하여	외국	관광객(영어,	일어,	중국어)에

게	수원화성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	시설물에	

대한	소개를	들려주는	음성안내기도	이용할	수	

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길	185

문의	031-290-3600

홈페이지	www.swcf.or.kr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은	통일로의	최북단이자	

남북	분단의	상징.	평화누리공원은	2005년	

세계평화축전을	계기로	조성한	복합문화공

간이다.	DMZ견학코스	중의	하나로	설치미술

작품인	3,000개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바람

의	언덕을	비롯해	자유의	다리,	망배단	등이	

있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문의	031-956-8303

홈페이지	http://ggtour.or.kr

[이천] 이천 테르메덴

이천	테르메덴은	10여	종의	수(水)치료	시설을	갖춘	원형	바데풀과	야외	온천풀,	온천	사우나,	테라피	

센터를	갖춘	리조트다.	특히	바데풀은	물의	원리를	이용해	피로	회복을	돕는	기능성	온천풀을	비롯

해	전통	한옥	숙소와	10여	대의	캐러밴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	988

문의	031-645-2000	

홈페이지	www.termeden.com

[포천] 허브아일랜드

10만여	평의	부지	위에	꾸민	허브	테마	공간

으로	베네치아	마을,	프랑스	농가	체험	펜션,	

허브박물관,	야외정원,	레스토랑	등이	빼곡하

게	모여	있다.	허브를	이용하여	화장품과	비

누	등을	만들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한다.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불빛동

화축제가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주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947번길	35

문의	031-535-6494

홈페이지	www.newherbisland.co.kr 

PLUS • 이곳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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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숙소

[포천] 운학갈비

경기도	포천에는	큰	갈비를	조각	내어	푸짐하게	내놓는	이동갈

비로	유명한	맛집들이	많다.	그	중	운학갈비는	2대째	가업을	잇

는	40여	년의	전통의	갈비전문점으로	최소한의	양념으로	숙성

시켜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린	이동갈비가	맛있는	집이다.	직접	재

배한	무공해	채소로	무쳐낸	겉절이도	맛있다.

주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319	

문의	031-531-1551

메뉴	갈비탕	8,000원,	이동갈비	2만	4000원,	왕생갈비	4만	5000원,

[이천] 정일품한정식

예로부터	이천은	밥맛	좋기로	유명한	이천쌀을	임금님께	진상하

였던	쌀의	고장이다.	이천	톨게이트	근처에	위치한	정일품한정식

은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맛보는	이천쌀밥정식이	별미.	돌솥을	

이용해	따끈하게	갓	지은	쌀밥에	20여	가지의	풍성한	반찬과	자

반고등어구이,	떡갈비가	곁들여	지는	정일품정식이	인기	메뉴다.

주소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3054

문의	031-631-1188

메뉴	이천쌀밥정식	1만	2000원,	정일품정식	1만	9000원,	간장게장정식	3만	원

[이천] 호텔미란다

온천을	테마로	한	이천의	대표적인	호텔로	

품격	있는	양실과	한실	객실을	비롯해	어린

이를	위한	키즈	스페셜룸을	갖추어	가족	단

위	여행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객실

투숙객에게는	천연	온천수를	이용한	4계절	

물놀이가	가능한	워터파크,	실내수영장,	건강

존	등을	갖춘	복합스파공간인	스파플러스	

요금을	30%	우대해준다.

주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15번길	45

문의	031-639-5000

홈페이지	www.mirandahotel.com

[파주]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파주	출판도시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지지

향은	TV대신	책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기	좋

은	숙소다.	지지향의	5층에는	국내	유명	작가

들의	책이	비치되어	있는	작가들의	방이	있

고	1층에는	24시간	무료	개방	도서관인	‘지혜

의	숲’이	있어	책을	좋아하는	여행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선택이	될	듯.

주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

문화정보센터

문의	031-955-0090

홈페이지	www.jijihyang.org

[수원] 영천식당

미식가	단골들이	유난히	많은	수원	영천식당은	

직접	부위별로	떠낸	한우	생고기를	이용한	다양

한	요리를	내놓는	맛집이다.	숯불에	살짝	구워	

특제	소스에	찍어	먹는	두툼한	1++급	한우등심,	

국수처럼	훌훌	넘어가는	부드럽고	고소한	육회,	

감칠맛	나는	시원한	육수와	한우	생고기가	어우

러진	한우물회	등의	메뉴가	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2번길	

33-2

문의	031-232-2022

메뉴	한우물회	1만	원,	한우육회	2만	2000원,	

한우1++등심	3만	8000원,	

[수원]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꾸민	객실을	

갖춘	경기도	수원의	특1급	호텔이다.	로비라운

지와	바,	뷔페,	피트니스	클럽과	사우나	등의	

시설	외에도	VIP고객을	위한	이그제큐티브	플

로어를	따로	마련하였다.	수원화성,	용인	에버

랜드,	한국민속촌에서	약	2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0

문의	031-230-0001

홈페이지	www.ramadaplaza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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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Area 1 > 증평

홍삼은 한국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다. 

충청북도 증평의 농협홍삼 한삼인 제조본부는 6년근 인삼으로 

수십 종의 홍삼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외국의 다른 삼에 비해 

사포닌 함량이 몇 배나 많아 그 뛰어난 효능이 입증된 한국 

홍삼의 우수성은 견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건강식품 홍삼을 만나다

농협홍삼 한삼인 제조본부01
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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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인삼은 매우 까다로운 성정을 지닌 약초다. 인삼은 기후나 토질 등의 자

연환경이 적당하지 않은 곳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우며 설령 그런 환경에

서 자란다 해도 알맞은 자연환경에서 자란 것과는 품질과 약효에 있어

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고려인삼은 밭에서 캐낸 수삼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홍삼, 백삼으로 

나눈다. 홍삼은 수삼을 증기로 쪄낸 후 말린 것이고 백삼은 수삼을 자

연 상태로 말린 것이다. 인삼을 증기로 찌게 되면 20년까지 보존이 가능

할 만큼 보존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인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사포

닌의 함량이 훨씬 많아진다. 홍삼 속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항산화 작용, 아토

피 피부염 완화, 스태미나 증진 등 다양한 효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한

국인들은 환절기가 되면 홍삼제품으로 건강을 챙긴다. 

농협홍삼 한삼인은 32종의 사포닌을 함유한 6년근 홍삼으로 다양한 

홍삼제품을 만든다. 한삼인의 홍삼제품은 사포닌이 8종 들어있는 일본

의 죽절삼, 15종 들어 있는 중국의 전칠삼, 14종의 미국 화기삼과 비교

해서 최대 4배 정도 많은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입

P A R T  3
충 청 북 도

농협홍삼 한삼인 제조본부

농협홍삼 한삼인 제조본부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1시간 54분, 총거리 133.9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37분, 총거리 290.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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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된 바 있다. 충청북도 증평에 위치한 농협홍삼 한삼인 제조본부에 가

면 홍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 공장에 도착하

면 홍보영상실에서 농협 홍삼에 관한 설명을 듣고 홍보관으로 이동한

다. 다양한 홍삼제품들을 살펴본 후 생산건물로 이동하여 홍삼의 제조

과정을 관람한다. 깨끗이 씻은 수삼을 증삼기에 넣으면 담황갈색으로 

변하고 이것을 수일 동안 건조한다. 건조한 홍삼은 등급별로 분류한 후 

일일이 수작업으로 모양을 다듬어 포장을 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과정

을 거친다. 이렇게 생산된 홍삼은 120여 가지의 홍삼제품이 되어 전국

의 한삼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Area 1 > 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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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홍삼이 땅에서 캐낸 수삼보다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땅에서	캐낸	수삼은	수분	함량이	75%를	넘어	오랫동안	보관이	어렵지만	홍삼

으로	만들면	수분	함량이	14%	이하로	20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그리고	홍삼

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포닌	성분이	강화되어	더욱	효능이	높아진다.

T I P S

증평인삼골축제의 사미랑 홍삼포크

매년	10월은	증평	인삼을	수확하는	시기로	증평인삼골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에

서	총	길이	204m로	한국에서	가장	긴	삼겹살바비큐로	등록된	홍삼포크	구이를	

무료로	맛볼	수	있다.

M U S T  D O

똑똑하게 홍삼 먹는 법 

인삼은	명약이긴	하지만	체질을	따져서	먹어야	한다.	평소에	몸에	열이	많거나	

혈압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삼가는	것이	좋다.	단맛이	좋은	홍삼절편도	홍삼	

함유량을	확인하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

문의	 043-835-8546

홈페이지	 http://www.hansamin.org

체험프로그램	한삼인	공장	견학

이용시간	 11:30~13:00,	14:00~15:30(월요일~금요일)

인원	 단체	20명	이상	

예약	 인터넷	예약

농협홍삼 한삼인 제조본부

P A R T  3
충 청 북 도



52 Area 2 > 부여

한국의 인삼은 천여 년 전부터 ‘고려인삼’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특효를 인정하는 귀한 약재였다. 

한국인삼공사는 고려인삼의 전통 제조법으로 홍삼제품 

‘정관장’을 생산하고 있다. 부여의 고려인삼창은 정관장 홍삼제품 

제조과정을 견학할 수 있고 인삼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는 

한국인삼공사의 인삼제조 본부다.

고려인삼의 천 년 전통을 이어가는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02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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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고려인삼’은 한국을 잘 모르던 시대에도 그 명성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

이 꽤 있을 정도로 유명한 한국 토종 인삼이다. 고려시대부터 인삼을 인

공 재배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고려인삼의 역사는 천 년을 

넘어선다. 고려시대부터 중국이나 일본으로도 수출되어 그 특효를 인정

받았는데 중국에서는 ‘천금을 주고도 사지 못할 정도로 귀했다’하며 일

본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하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인삼공사가 ‘정관

장’이란 이름을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인삼은 물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

란다고 한다. 한 뿌리의 인삼을 키우기 위해서는 땅의 기운이 자라는 2

년의 시간과 인삼을 보살피는 6년의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야 할 만큼 

땅을 가리는 식물이다. 

인삼은 자라는 환경이나 제조과정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매우 다양하

다. 인삼을 밭에서 수확한 상태를 ‘수삼’이라 부르고 물에 익힌 후 말린 

것을 ‘태극삼’이라 하며, 증기로 쪄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 한다. 홍삼이

라는 이름은 증기에 찌는 동안 연한 노란빛이었던 수삼이 옅은 갈색으

로 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P A R T  3
충 청 남 도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2시간 20분, 총거리 169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43분, 총거리 313.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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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을 홍삼으로 만들면 항암 성분인 사포닌과 아미노산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만들어져 인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특효를 지니게 된

다. 특히 인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사포닌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인삼은 ‘인삼7효설’이라 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혈

액 순환을 개선하며 심장과 비장 기능을 강화하고 호흡기, 소화기 질환

을 개선하며 몸 속의 독소를 제거하여 저항력을 증진시키는 등 거의 만

병통치에 가까운 효능을 자랑하고 있다.  

충청남도 부여에 위치한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에서는 이런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어 홍삼농축액, 홍삼분말, 홍삼절편을 비롯해서 음료나 

캔디 등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인삼에 대해 생생하게 알고 싶다면 부여의 고려인삼창을 견학해

보자. 이곳에는 인삼박물관이 있어 고려인삼의 역사와 전통을 한자리에

서 살펴볼 수 있고 인삼이 홍삼제품이 되기까지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

다. 견학이 끝난 후에는 홍삼제품을 마셔보거나 홍삼캔디를 선물로 받

는데 기분 좋은 쌉쌀함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Area 2 >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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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홍삼의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홍삼	맛이	익숙하지	않다면	우유에	홍삼분말을	타서	마시고	홍삼농축액이라면	

따뜻한	물에	녹여	꿀을	타서	마시는	것도	좋다.	간편한	파우치	형태의	홍삼제품

은	휴대하기	좋다.

T I P S

“심봤다!” 란?

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체험관에서	“심봤다!”를	외치며	심마니	모형과	기념촬영

을	해보자.	심마니란	오래된	산삼을	찾아	산을	뒤지고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심봤다!”라는	뜻은	‘산삼을	찾았다’고	동료들에게	외치는	소리다.	여기에서	‘심’

은	‘삼’의	옛말.

M U S T  D O

인삼박물관 관람하기

인삼의	기원부터	시작된	인삼의	역사를	살펴보는	인삼역사관,	6년근	수삼의	재

배과정을	알	수	있는	인삼재배관,	그리고	수삼이	홍삼제품이	되어	우리에게	오

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인삼제조	&	산업관	등	한자리에서	인삼의	모든	것

을	배울	수	있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46	

문의	 041-830-3224

홈페이지	 http://www.kgc.co.kr	

입장료	 무료

견학프로그램	인삼박물관	견학,	홍삼제조공정	견학,	홍삼제품	시음,	기념선물	증정

이용시간	 10:00,	13:00,	15:00 (월요일~금요일)

인원	 10명	이상

예약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P A R T  3
충 청 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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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도시 제천에는 제천한방엑스포공원을 비롯하여 

한방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과 한방 관련 음식이 다양하다. 

제천한방엑스포공원의 중심인 한방생명과학관에서 한방에 대한 

상식을 배운 후 티테라로 이동해 내 몸에 맞는 차를 마시고 

한방테라피를 체험해보자.

한방도시 제천에서 체험하는 한방힐링테라피

제천한방엑스포공원 & 
티테라 

03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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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한방엑스포공원 & 티테라

충청북도 제천은 대구, 전주, 원주 등과 함께 조선시대 약령시가 열렸던 

고장이며 전국 황기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할 만큼 황기로 유명한 

곳이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었던 제천한방엑

스포공원은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을 중심

으로 한방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체험하는 제천한방마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특히 한방생명과학관은 한의학의 원리와 약초에 대해 모형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알기 쉽게 구성한 것이 특징. 2층과 3층에 볼거리

가 집중되어 있는데 한방의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3층을 먼저 둘러

보는 것이 좋다. 인간 모형을 이용하여 심장, 폐, 간, 비장, 신장 등을 비

롯한 5장6부와 그 기능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허준의 눈으로 보는 오장

육부’ 전시물, 실물 약재와 약초의 모형, 경락과 경혈에 관해 배울 수 있

는 코너 등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2층으로 내려오면 제천 출신의 뛰

어난 어의였던 이공기, 이영남 부자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제천 시티 투어 코스 중의 하나인 티테라는 제천의 한방 약재를 가미한 

기능성 차를 마시고 아로마요법으로 힐링하는 테라피체험장이다. 티테

라를 방문하면 건강에 좋은 차를 마실 수 있고 한방차와 한방아로마오

일 생산시설을 견학할 수 있다. 또한 한방아로마테라피, 나만의 한방차 

P A R T  3
충 청 북 도

제천한방엑스포공원 & 티테라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2시간 20분, 총거리 150.5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23분, 총거리 299.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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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한방아로마발마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한방을 테마

로 한 모든 것을 한 공간에서 누리고 한방차도 구입할 수 있다.

제천시에서는 시티 투어와 함께 제천한방엑스포공원과 티테라, 그리고 

리솜포레스트 한방힐링스파 등을 주요 코스로 하는 제천힐링스파 투

어를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 번에 제천의 수준 높

은 한방 관광지들을 방문하고 제천 한방의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Area 3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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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한방 관련 체험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방생명과학관에서는	한방	테마를	실용성	있는	제품과	접목시킨	한방초콜릿	

만들기,	한방화장품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	체험들은	특히	어린이

와	여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T I P S

제천한방마을

제천한방마을	1층의	약초탐구관에	가면	저렴한	비용으로	한방약초비누	만들기,	

약초향기주머니	만들기,	한방족욕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2층에서는	무료	사상

체질진단을	받을	수	있다.

M U S T  D O

약채락 맛보기

‘약이	되는	채소를	먹으면	즐겁다’는	의미의	약채락은	제천시가	만든	음식	브랜

드로	한방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말한다.	제천에는	약채정식,	약채순대,	약채떡	

등	한방	재료를	가미한	음식들이	많다.

I N F O R M A T I O N
⦁제천한방엑스포공원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	

문의	 043-653-9550~2	

홈페이지	 http://www.expopark.kr	

운영시간	 09:00~18:00(하절기),	10:00~17:00(동절기)

휴무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체험프로그램	한방초콜릿	만들기(1만	원),	한방화장품	만들기(1만	5000원)

이용시간	 사전에	협의

인원	 20명	이상	

예약	 전화	예약

⦁티테라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	1로	56

문의	 043-642-7890	

홈페이지	 www.teaterra.com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설날·추석	당일	

체험프로그램	티테라피(3,500원),	아로마테라피(3,500원),	나만의	한방차	만들기(3,500원),

	 패키지	체험(티테라피+나만의	한방차	만들기+아로마테라피-1만	원)

이용시간	 사전에	협의

인원	 10명	이상

예약	 전화	예약

제천한방엑스포공원 & 티테라

P A R T  3
충 청 북 도



60 Area 4 > 영동

충청북도 영동의 와인코리아는 마니산 산기슭의 포도농장에서 재배한 

포도로 자체 브랜드 와인 ‘샤또마니(Chateau Mani)’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와인과 함께 여행도 즐기고 와이너리 투어를 하고 싶다면 

코레일과 함께 운행하는 테마열차인 와인&시네마 트레인을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접 현장 견학을 가면 와인갤러리와 와인개인셀러, 

오크저장고 등을 둘러보는 와이너리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와인열차 타고 와인향기에 취해 여행도 떠나는

와인코리아04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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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코리아

한국에서 와인다운 와인이 생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다. 독일과 

프랑스 와인 기술자들로부터 전수받은 양조기술로 생산한 마주앙

(Majuang), 샤또몽블르(Chateau Montbleu), 그랑쥬아(Grandjoie) 

등은 대중적인 와인으로 사랑을 받았다. 1987년의 와인수입이 자유화

된 이후 한국 와인은 기라성 같은 수입 와인들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맛과 품질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와인코리아는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캠벨얼리(Campbell early) 품종

의 포도를 이용하여 토종 와인 브랜드인 ‘샤또마니’ 레드와인, 화이트와

인, 복분자와인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와

인코리아에서 와인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면 와이

너리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다. 와인코리아 가이드를 따라 와인갤러리와 

와인개인셀러, 오크저장고를 관람하는 것이다. 원하면 옵션으로 와인

족욕도 가능하다. 보다 깊이 있게 와인을 알고 싶다면 프랑스 보르도

(Bordeaux)에서 정통 프랑스 와인을 공부한 와인마스터와 함께 와이

너리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다. 실제 포도를 맛보고 그 포도가 와인이 

되는 과정을 즐기고 싶다면 포도가 영그는 매년 8월 하순 경이 좋다. 그

러나 포도철이 아니라도 와이너리 투어를 즐기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 바

P A R T  3
충 청 북 도

와인코리아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2시간 57분, 총거리 217.8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2시간 39분, 총거리 214.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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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와인&시네마 트레인을 타는 것이다.

와인&시네마 트레인은 서울역에서 모여 기차를 타고 영동의 와인코리아

에 도착해 와인공장을 견학하고 와인 족욕을 하며 와인과 하루를 보내

는 코스다. 와인&시네마 트레인은 와인 객차와 시네마 객차로 구성되어 

있다. 와인과 영화를 두루 즐길 수 있도록 오전에 와인 객차를 타고 영

동에 내려가고 서울로 올라갈 때는 시네마 객차를 이용하게 된다. 와인 

여행은 와인코리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각 객차마다 

무한리필로 제공되는 와인코리아의 와인과 안주를 곁들여 라이브 가수

의 공연과 레크레이션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기차는 영동역에 도착한다. 

와인코리아의 와이너리 투어 코스 가운데 이색적인 것은 길이 200m 가

량의 지하 토굴이다. 이곳에서는 13도의 온도에서 천천히 숙성되어 가

는 100여 개의 오크통과 5만 여 병의 와인을 만날 수 있다. 1998년에 

처음 생산된 와인부터 신제품 와인까지 샤또마니 와인의 변천사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오크통에 담긴 와인을 종류별로 시음할 수 있다. 투어 후

에는 와인을 곁들인 한식 뷔페를 즐기고 영동와인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와인 족욕 체험이 이어진다. 와인코리아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인삼의 

주산지 금산으로 이동하여 인삼약초시장을 돌아본 후 와인 객차나 시

네마 객차에 몸을 싣는다.

Area 4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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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와인&시네마 트레인 요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

왕복	기차비,	점심,	간식,	와이너리	연계	차량비,	체험	비용,	열차	내	와인	무료	

시음비,	행사진행비,	영화관람비,	와인	족욕	등이	포함된다.

T I P S

샤또마니의 뜻은?

샤또(Chateau)는	프랑스어로	성(城)을	뜻하며	보르도	지방에서는	포도밭이	있

는	곳으로	와인을	제조,	저장할	수	있는	와이너리	이름에	붙는	명칭이다.	마니

(Mani)는	영동군	양산면	마니산	산기슭에	자리	잡은	포도농장의	포도로	만들었

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샤또마니는	‘마니산	와이너리에서	만든	고급	포도주’

의	의미를	담고	있다.

M U S T  D O

영동포도축제에 참여해 보기

매년	8월에는	영동포도축제가	열린다.	포도	따기,	포도	밟기,	시원한	와인	족욕,	와

인	시음,	맛보기	등	40여	종의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662	

문의	 와인코리아	1577-3203,	와인트레인	1577-7788

홈페이지	 www.winekr.co.kr	

운영시간	 10:00~17:00	(화~금)

휴무	 일요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와인	투어(5,000원),	와인	족욕(5,000원),	포도	따기	체험(6,000원),	

	 와인마스터	와이너리	투어(3만	원),	와인&시네마	트레인(9만	3000원)	

이용시간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운행

인원	 상황에	따라	조절

예약	 전화	예약

와인코리아

P A R T  3
충 청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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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숙소

[부여] 서동요테마파크

서동요테마파크는	백제의	30대	임금인	무왕	

서동과	선화	공주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서동요>의	촬영장이다.	내부에는	백제시대의	

시장인	저잣거리를	비롯해서	왕궁,	귀족의	

집,	서민촌	등을	재현한	세트장이	그대로	남

아	있어	백제시대의	생활상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충신로	616

문의	041-830-2862

홈페이지	http://www.seodongyo.co.kr

[부여] 국립박물관

고구려,	신라와	더불어	삼국을	이룬	백제는	5세기에	중국의	남북조	여러	국가들과	교류하며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도	세련미	있는	선진문물을	전파하던	나라였다.	부여국립박물관은	백제의	수도였

던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	선사문화	관련	전시물을	비롯해	백제인의	공예품과	건축기술을	한자리

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041-833-8562

홈페이지	http://buyeo.museum.go.kr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청풍문화재단지는	1980년대에	충주댐을	건

설하면서	수몰될	위기에	놓였던	문화재들을	

원형대로	이전해	조성한	곳으로	향교,	관아,	

민가,	석물군	등	43점의	문화재를	만날	수	있

다.	특히	4채의	민가에는	생활유품	1,6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문의	043-641-5532

[제천] 리솜포레스트 해브나인힐링스파

리솜포레스트	해브나인힐링스파는	9가지	힐링

을	테마로	약	30여	가지의	스파프로그램을	경

험할	수	있는	리조트다.	단순한	마사지나	물놀

이가	아닌	숲의	풍광	속에서	물을	이용한	자연

요법,	대체요법,	한방요법,	테라피를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붕로	365

문의	043-649-6000

홈페이지	http://resom.co.kr

[부여] 백제문화단지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문화단지는	

100만	평이라는	거대한	부지에	123년간의	찬란

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한	백제역사테

마파크다.	단지	안에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

이	있는	왕궁촌을	비롯해	전통민속촌	등	백제

의	옛	성곽과	마을을	만날	수	있으며	<계백>,	

<신의>	등	백제를	배경으로	한	사극	드라마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74

문의	041-635-7740

홈페이지	http://www.bhm.or.kr/html/kr

PLUS • 이곳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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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숙소

[제천] 대보명가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대보명가는	약초음식전문점이다.	대표	메

뉴인	제천약초밥상은	계절	산야초	반찬을	기본으로	약초를	사용하

여	원기를	북돋우는	남자밥과	혈행(血行)을	도와주는	여자밥을	따

로	내오는	것이	특징.	황기를	비롯한	16가지	약재와	산야초,	버섯,	

씨앗	등과	한우	수육이	함께	나오는	제천약초쟁반은	약초로	유명한	제천의	특징을	잘	살린	별미.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	287

문의	043-643-3050

메뉴	제천약초밥상	1만	3000원,	한우약초떡갈비	2만	2000원,	제천약초쟁반	5만	5000원

 [부여] 백제의집

부소산성	근처에	위치한	백제의집은	연잎에	견과류를	얹은	찰밥을	

싸서	쪄낸	연잎밥으로	유명하다.	기본	메뉴는	연잎	향기	가득한	연

잎밥과	기본	반찬이지만	여기에	푸짐한	쌈야채,	그리고	소불고기나	

돼지갈비찜,	오리훈제	등을	추가해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52

문의	041-834-1212

메뉴	우렁쌈밥	7,000원,	연잎밥	8,000원,	부여연밥	1만	5000원(2인	이상	주문)

홈페이지	http://www.baekje-house.co.kr

[부여] 롯데리조트 부여

충남	부여의	백제문화단지	내에	위치한	롯데

리조트	부여는	호텔&콘도미니엄을	비롯하여	

프리미엄	아울렛,	아쿠아풀,	스카이힐부여

CC	등	쇼핑,	레저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다.	객실은	호텔형과	콘도형이	있으며	조식	

뷔페는	물론	한,	중,	일,	양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00	

문의	041-939-1000

홈페이지	http://www.lottebuyeoresort.com

[충주] 켄싱턴리조트 충주 

켄싱턴리조트는	제주,	경주,	설악산	등	전국

에	8개의	체인이	있다.	켄싱턴리조트	충주는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닿는	충청북도	충주

의	청정한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한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북카페,	가든테라스,	레

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근처에	앙성탄산

온천이	있다.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산전장수	1길	103

문의	043-840-2700

홈페이지	http://www.kensingtonresort.co.kr

[제천] 베니키아 호텔 청풍

베니키아(BENIKEA:	Best	Night	 in	Korea)는	합

리적인	가격대의	만족도	높은	숙소를	엄선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한국형	비즈니스호

텔	체인	브랜드다.	베니키아	호텔	청풍은	객실

에	들어서면	눈앞에	펼쳐진	제천	청풍호수의	

아름다운	전망이	키포인트로	제천	청풍호	자드

락길	1코스와	이어져	있어	산책은	물론	트레킹

을	하기에도	좋다.	

주소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98

문의	043-640-7000

홈페이지	https://www.cheongpungresort.co.kr

[부여] 구드래돌쌈밥 

구드래돌쌈밥은	한국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1박2일>을	비롯해	많은	TV프로그램에	소개된	

부여	맛집이다.	구수한	돌솥밥과	주물럭고기,	

불고기,	오리훈제	등을	푸짐한	유기농	야채에	

싸서	먹는	쌈밥을	결합한	돌쌈밥은	영양적으

로도	손색이	없는	메뉴다.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나루터로	31

문의	041-836-9259

메뉴	불고기돌쌈밥	1만	5000원,	주물럭돌쌈밥	

1만	5000원,	돌쌈정식	2만	2000원(2인	이상	주문)

홈페이지	http://www.kudur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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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AReA 1 > 대구

대구 중구 남성로의 약전골목에 위치한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은 

350년 전통의 약령시 역사와 약초의 효능 그리고 체질에 맞는 

한방건강요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박물관 관람도 하고 한방약재를 이용한 족욕이나 비누, 향첩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생활 속의 한방의학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한방의학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배우고 체험하는

약령시 한의약박물관01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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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에 서양의학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약재로 처방하고 

치료하는 한의학이 일반적이었다.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며 유네

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시대 허준이 집필한 동의보감은 우

리 산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를 이용하여 질병을 고치자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약령시는 조선 후기 효종때 조정에 필요한 약재를 수집하기 위해 주요 

약재 생산지에 관찰사를 상주시킨 약재상 집결지였다. 약령시는 약재의 

채취와 수확 시기에 맞춰서 일 년에 두 번 열렸던 약재 계절장으로 이때

가 되면 전국의 약재상들이 약령시에 모여 들었다. 품질 좋고 귀한 약재

들은 조정에서 먼저 구입하고 나머지는 일반 백성들이 약재를 매매했는

데 음식점과 술집들도 밤새도록 영업을 하면서 마치 축제장을 방불케 

했다고 전해진다.

대구 약령시는 전주 약령시, 원주 약령시와 더불어 3대 약령시로 꼽힌

다. 특히 1658년에 처음 장이 선 대구 약령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약령시로 인정받고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의 약전골목은 한의원

과 한약상 150여 곳이 밀집되어 있는 대구 약령시의 중심으로 이곳에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 있다. 한의약박물관은 350년 전통의 약령시의 

P A R T  4
대 구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41분, 총거리 285.4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1시간 39분, 총거리 1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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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와 생활 속의 한방에 대해 직접 보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2층의 

한방체험실과 3층의 한방역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을 효율적으

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3층에서 약령시와 한의약에 대해 먼저 이해한 

후 2층의 한방체험실로 내려가는 것이 좋다. 3층에 위치한 한방역사

실에는 1910년대 약전골목을 재현한 약전골목관과 대구약령시의 역

사를 살펴볼 수 있는 약령시 역사와 문화관, 그리고 한약재와 한약 

만드는 도구, 옛 의서들을 전시해놓은 한의약 전시문화관을 만들어 

놓아 한자리에서 한방 관련 자료와 유물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3층에서 한방에 대해 배웠다면 2층의 한방체험실은 한방원리를 다

양한 체험을 통해 쉽게 배워보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 유지법을 찾아

내는 공간이다. 몸으로 한방을 체험해보는 한방체험관에서는 혈액

순환에 좋은 한약재를 넣고 따뜻하게 데운 물에 족욕을 하거나 7가

지 향기 나는 약재로 한방향첩을 만들어 본다. 한약재로 만든 보습 

화장품과 비누 만들기도 여성들이 좋아하는 한방체험이다. 그 밖에 

조선시대의 의원과 의녀가 입었던 전통복 입어보기, 국산 한약재로 

달인 십전대보탕이나 쌍화탕은 누구나 무료로 마셔볼 수 있다.

AReA 1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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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4
대 구

Q  &  A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인들이 한약재를 즐기는 방법은?

한국인들은	약을	만드는	용도	외에	생활	속에서	차나	음식으로	만드는	데에도	

한약재를	자주	사용한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칠	때	닭에	인삼과	황기,	대추	등을	

듬뿍	넣어	푹	곤	삼계탕을	먹고	원기를	되찾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꿀에	잰	

모과나	생강차,	혹은	생강,	대추,	감초,	백작약,	황기	등을	넣어	달인	쌍화탕을	

즐겨	마신다.	

T I P S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매년	10월	대구약령시에서	5일간	한방문화축제를	연다.	축제	기간	동안	전국	각

지에서	모인	한약재들을	구입하고	먹거리	장터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신비의	약초터널,	사상체질	진단해보기,	한약재	썰기	대회,	한방	

활력	콘서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M U S T  D O

진골목 투어

약전골목	인근에	난	샛길로	들어서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진

골목이	나온다.	오래된	전통한옥들과	돌담,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대구화

교협회,	이색적인	작은	도서관	등	근대	대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진골목을	

구경하자.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415길	49

문의	 053-253-4729

홈페이지	 http://dgom.daegu.go.kr

운영시간	 09:00~18:00(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09:00~21:00)

휴무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한방	족욕(5,000원),	한방비누	만들기(3,000원),	한방향첩	만들기(5,000원),	

	 한방미스트	만들기(5,000원),	한방립밤	만들기(4,000원)

이용시간	 10:00~12:00,	14:00~17:00

인원	 10명	이상	

예약	 전화	및	인터넷	예약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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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플리즈는 포도 대신 사과로, 오크통 대신 숨 쉬는 옹기 

항아리 속에서 숙성시킨 향긋한 사과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본사를 방문하면 자신의 사진이 붙은 나만의 사과와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옹기 항아리에서 숙성시킨 달콤한 한국형 사과와인

한국애플리즈02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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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 지역이면서 비가 적게 내리는 경상북도는 한국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사과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한국의 사과는 아삭거

리고 과즙이 풍부해서 서양처럼 요리해서 먹기보다는 생과일로 먹는다. 

특히 의성 사과는 유난히 달고 향기가 좋다. 

의성에 위치한 한국애플리즈는 이 지역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40여 농

가가 설립한 사과와인 제조업체다. 한국애플리즈의 사과와인은 사과로 

술을 만들어낸 프랑스 ‘칼바도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15년간의 연구 

끝에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

한 유기농 사과를 이용해 사과 그 자체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와인 제조

법을 개발했다. 이런 노력 끝에 사과와인인 한스오차드와 주지몽, 사과 

스파클링 와인 등 알코올 도수를 달리한 다양한 술을 개발했다.

한국애플리즈의 와인은 그 제조법이 독특하다. 서양에서는 포도를 오

크통에 숙성시켜 와인을 만든다면 이곳에서는 사과를 옹기 항아리에 숙

성시킨다. ‘옹기’란 흙으로 만든 질그릇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발효음식

을 만드는 최적의 용기다. 발효식품을 즐기는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이 

옹기에 김치나 고추장 등을 담아놓고 먹어왔다.

향긋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한국애플리즈의 사과와인은 한국의 대중

P A R T  4
경 상 북 도

한국애플리즈

한국애플리즈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33분, 총거리 261.2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2시간 36분, 총거리 205.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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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뮤지션인 이루마나 나윤선의 콘서트,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금난새의 콘서트 등에서 시음회를 열어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한국애플리즈 본사에서는 ‘나만의 와인 만들기’ 투어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와인병에 와인을 채운 다음 코르크를 막고 캡

슐을 씌워 본인의 사진이 박힌 라벨을 붙여 완성한다. 그 밖에 

애플파이도 만들어 보고 사과와인과 함께 사과소스로 요리한 

애플치킨이나 마늘로 유명한 의성의 마늘을 이용한 마늘찜닭 요

리를 맛볼 수 있다.

AReA 2 >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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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4
경 상 북 도

Q  &  A  

한국애플리즈의 애플와인은 어디서 구입이 가능할까?

주류전문점이나	블랙스미스	패밀리레스토랑,	홈페이지	혹은	본사	방문	시	구입	

가능하다.

T I P S

사과와인 제조법

①	좋은	사과를	골라	씻은	후	즙을	짜낸다.

②	멸균처리를	한	후	효모종을	접종한다.

③	2주일간	발효	시킨다.

④	와인만	따라내	옹기에서	1년	이상	숙성시킨다.

M U S T  D O

사과밭에서 사과 따기

사과	꽃이	피는	4월	중순부터	수확기인	11월까지는	차로	5분	거리인	사과밭에서	

사과	따기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다.	사과	따기	체험을	한	방문객들은	소포장된	

사과를	사갈	수도	있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	69

문의	 054-834-7800

홈페이지	 http://applewine.co.kr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일요일,	공휴일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나만의	와인	만들기(1만	5000원)

이용시간	 상황에	따라	조절

인원	 15명	이상

예약	 인터넷	예약

한국애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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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경주] 월성지구 

경주는	약	천	년	동안	신라와	통일	신라의	수도

였다.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월성지구에는	김씨

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	신라	왕궁의	

별궁	터인	임해전지와	부속	연못인	안압지,	천

문관측대로	추측하고	있는	첨성대	등이	포함된

다.	특히	밤의	분위기가	운치	있는	경주	야경	

여행의	대표	코스이기도	하다.

주소	(첨성대)경상북도	경주시	첨성로	140-25

문의	(경주	관광	안내소	통역	무료	서비스)	

1588-5644	

홈페이지	http://guide.gyeongju.go.kr	

[대구] 이월드&83타워

이월드는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로에	있는	종합	테마파크로	6개의	광장에	탈	기구와	놀이시설이	있

어	대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놀이공원이다.	근처의	83타워는	대구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워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전망대와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레스토랑,	카페,	아이스링크	등이	들어서	있다.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문의	053-620-0001

홈페이지 http://www.eworld.kr

[대구] 근대문화골목

대구	근대문화골목은	대구	중구	종로2가의	화

교협회를	출발하여	진골목→약령시	한의약박

물관→제일교회→계산성당→전통문화체험

관→청라언덕에	이르는	1.64km의	길이다.	이	

길을	걸으며	근대의	건축물,	민족운동가	고택

을	비롯한	대구의	근대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화교협회~청라언덕

문의	053-661-2000		

홈페이지	http://gu.jung.daegu.kr

PLUS • 이곳도 놓치지 말자 

[경주] 불국사&석굴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은	1995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다.	불국사는	통일	신라	최고의	탑으로	꼽히는	다보탑과	석가탑	등	빼어난	국보들로	가

득한	사찰이다.	불국사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석굴암에서는	화강암으로	완성한	본존

불의	신비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주소	(불국사)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석굴암)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873-243

문의	(불국사)	054-746-9913,	(석굴암)	054-746-9933	

홈페이지	(불국사)	http://www.bulguksa.or.kr,	(석굴암)	http://www.sukgulam.org

[대구] 약령시 약전골목

조선	3대	약령시	중의	하나인	대구	약령시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약전골목이다.	남성로

와	동성로를	중심으로	200여	곳에	달하는	

약업사,	한의원,	한약방이	있으며	현재도	골

목에	깃든	한약	냄새	때문에	‘걷기만	해도	병

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약재

가	거래되고	있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일대

문의	053-66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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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숙소

[대구] 봉산찜갈비

봉산찜갈비는	대구	별미인	찜갈비를	처음	개발한	40년	전통

의	원조집.	대구	중구	동인동에는	이곳을	비롯해	10여	곳의	찜

갈비	집이	모여	찜갈비골목을	형성하고	있다.	양은냄비에	담겨	

나오는	봉산찜갈비는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	알

싸하고	매콤한	맛을	낸	것이	특징.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36길	9-18

문의	053-425-4203

메뉴	갈비살찌개	6,000원,	호주산찜갈비	1만	5000원,	한우찜갈비	2만	5000원	

[경주] 별채반 교동쌈밥점

‘별채반’은	경주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브랜드로	교동쌈밥점은	

별채반의	대표	메뉴인	곤달비비빔밥과	6부촌	육개장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다.	약초라	불릴	만큼	효능이	뛰어난	산나물

인	곤달비를	주재료로	한	곤달비비빔밥은	된장소스로	비벼	먹

으며	궁중식	육개장인	6부촌	육개장은	담백하면서도	진한	국

물이	일품이다.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첨성로	77

문의	054-773-3322

메뉴	곤달비비빔밥	9,000원,	6부촌	육개장	1만	원,	천년한우불고기쌈밥	1만	6000원	

[대구] 호텔 2월 (앞산점)

대구	최초의	부띠끄	호텔로	갤러리처럼	세련

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뉴욕	모던	스타

일과	프로방스	스타일,	내추럴	스타일	등의	

다양한	테마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서	젊은이

들	사이에서	파티룸으로도	인기가	좋다.	앞산

점	외에	수성점과	황금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35

문의	053-626-7001

홈페이지 www.februaryhotel.co.kr

[대구] 더스타일 게스트하우스

더스타일	게스트하우스는	대구	중앙로역	1호

선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자

작나무로	만든	벙커	형식의	침대가	60여	개로	

대구	도심에서	가장	규모가	커서	단체	여행객

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건물	1층에는	카페가	

있으며	외국인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	언어

소통의	불편함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4길	26

문의	010-7757-6116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thestyleguesthouse 

[대구] 안지랑 곱창거리

안지랑	곱창거리는	대구시	남구	안지랑시장	안

에	형성된	50여	군데의	곱창집들이	즐비한	거

리를	말한다.	곱창집에서는	보들보들한	식감의	

돼지곱창과	쫄깃한	돼지막창을	주	메뉴로	내놓

는데	연탄불이나	가스불에	구워	먹는다.	싸고	

양도	많아	술안주로도	제격이어서	젊은층이	많

이	찾으며	외국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36길	63	안지랑

시장

문의	011-811-4119

메뉴	막창	8,000원(150g),	곱창	1만	2000원(500g)

홈페이지	http://www.안지랑곱창.com

[경주] 라궁

신라밀레니엄파크	내에	위치한	라궁은	국내	최

초의	한옥	호텔이다.	한옥의	정취를	그대로	간

직하면서	현대적인	호텔	서비스를	접목시켜	새

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라궁은	대한민국	목조

건축대전	대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밤에	은은

한	조명으로	감싸인	후원의	야경은	로맨틱하기	

그지없다.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55-12	

문의	054-778-2000	

홈페이지	http://www.sm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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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AReA 1 > 부산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업체인 삼진어묵은 5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수제 어묵으로 유명하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일반 

어묵에 비해 생선살을 80% 가량 넣어 맛있고 영양가도 높다. 부산 

영도구의 삼진어묵체험역사관에 가면 피자어묵, 구이어묵 등 퓨전 

어묵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다.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한국의 대표 간식, 어묵

삼진어묵역사체험관01
부산



81

부산역 2층에 가면 베이커리 같은 매장에 길게 줄을 서서 무언가를 쟁반

에 골라 담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빵을 고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고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어묵이다. 이곳은 부산 어묵의 원조

라 하는 삼진어묵 전문점. 부산역사에 입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철

도역사에 입점해 있는 940여 개의 가게 중 매출 1위를 지키고 있다.

‘어묵’이란 생선을 으깨어 반죽한 뒤 삶거나 튀겨낸 음식이다. 흔히 일본

의 ‘오뎅’과 혼동하기도 하는데 일본 오뎅은 어묵과 무, 곤약 등을 넣고 끓

인 탕이고 한국 어묵은 생선을 뼈째 으깨서 조미료를 넣고 모양을 만들

어 찌거나 굽거나 튀겨 만든 음식이란 점에서 다르다고 보면 된다. 어묵은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서민적인 간식으로, 추운 날씨엔 국으로 

끓여 따뜻하게 먹고, 배고플 때는 값싸게 허기를 채워주는 음식이다.

국내에서는 부산 어묵을 최고로 쳐준다. 부산 어묵의 역사는 1876년 

부산항 개항 때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이 자국에서 즐겨 먹던 오뎅 

공장을 세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게다가 항구도시인 부산은 어묵의 주

원료인 생선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보다 생선살을 많이 넣고 저렴하게 팔 수 있었다. 이 어묵은 한국전쟁 당

시 피난민이 많았던 부산에서 저렴하면서도 배부른 먹거리였기 때문에 

P A R T  5
부 산

삼진어묵역사체험관 

삼진어묵역사체험관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4시간 51분, 총거리 400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3분, 총거리 11.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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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잘 팔렸고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서민적인 간식이 되었다.

1953년부터 어묵을 만들어온 삼진어묵은 부산의 어묵 제조업체 중

에 가장 오래된 기업이다. 60여 년, 3대에 걸쳐 어묵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부산의 어묵 생산 업체 가운데서도 특별한 이유는 오래된 옛 

공장을 어묵체험역사관과 어묵베이커리로 리모델링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깔끔한 인테리어로 단장한 1층의 어묵베이

커리에서는 어묵고로케 등 5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어묵을 구입

할 수 있게 해놓았고 오픈 키친에서 수제 어묵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해놓아 ‘위생적인 어묵’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2층의 어

묵체험역사관에서는 어묵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접 어

묵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하였다. 어묵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어

묵을 구워 만드는 구이어묵, 피자 도우가 아닌 어묵 위에 갖가지 토핑

을 해서 만드는 피자어묵, 성형 틀을 이용해 어묵 모양을 만든 후 천

연가루로 만든 어묵 반죽을 짤주머니에 넣어 그림을 그린 후 쪄내는 

성형어묵 등이 있다.

부산에 가면 꼭 삼진어묵체험역사관에 들러 직접 어묵을 만들어보고 

맛보자. 방금 만든 따끈한 어묵은 맛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

을 정도로 쫄깃하고 맛있다.

AReA 1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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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5
부 산

Q  &  A  

어묵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어묵은	생선살과	밀,	전분을	섞어	만든	어묵	반죽으로	모양을	만들어	굽거나	쪄

서	만든다.	피자어묵이나	성형어묵은	초등학생	정도면	쉽게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며	강사의	지시에	따라	만들면	된다.

T I P S

어묵의 역사

생선을	뼈째	으깨어	낸	음식의	기록은	기원전	3세기	중국	진시황	시대까지	거

슬러	올라간다.	생선을	좋아했지만	생선	가시는	귀찮아하던	진시황을	위해	부

드럽게	으깨진	생선살로	경단을	빚어	탕으로	만들어	올렸던	‘어환’(魚丸)이라는	

요리가	어묵의	원조가	되었다.

M U S T  D O

부산에서 어묵 즐기기

삼진어묵체험역사관에서	어묵을	만들어	보았다면	부산	시내의	어묵집	탐방을	

권한다.	한국인들은	어묵도	중요하지만	어묵의	국물	맛도	중요하게	여긴다.	부

산에는	어묵으로	유명한	가게들이	많다.	그	가운데	45년	전통의	범전동오뎅집	

(051-803-5008)은	어묵탕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99번길	36

문의	 051-412-5468

홈페이지	 http://www.samjinfood.com

운영시간	 09:00~20:00(어묵베이커리),	09:00~18:00(어묵체험역사관)

휴무	 설날·추석	당일과	다음날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구이어묵(5,000원),	피자어묵(8,000원),	성형어묵(1만	원)

이용시간	 10:00,	13:00,	15:00(평일),	10:00,	11:00,	13:30,	14:30,	15:30,	16:30(주말)

인원	 단체는	20명	이상	

예약	 평일	사전	예약,	주말	현장	선착순	접수	

삼진어묵역사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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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역사 깊은 분청도자기의 고장인 

김해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건축도자의 예술 양식을 접할 수 있는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이다. 전시관에서 건축도자와 관련된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흙이나 색 타일로 개성 있는 소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건축도자 작품도 보고 타일 작품도 만들어보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02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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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해 지역은 철기시대부터 분청도자기 문화를 꽃피운 곳이다. 

1907년, 김해 봉황동(鳳凰洞) 유적에서 처음 발견되어 ‘김해토기’라 불

리는 철기시대의 대표적 토기들은 당시의 뛰어난 도자기 제작 기술을 보

여준다. 분청도자기란 청자 그릇에 하얀 분칠을 한 도자기 제품을 말한

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자리한 진례면은 100여 곳에 달하는 많

은 도예업체가 분청사기의 전통을 잇고 있는 지역이다.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건축을 결합한 독특한 테마의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이다.

클레이아크(Clayarch)란 흙을 의미하는 클레이(Clay)와 건축을 의미

하는 아크(Arch)를 조합한 단어. 건축도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도기

와 자기를 의미하는데 주로 기와, 벽돌, 테라코타(terracotta), 타일, 

도자벽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돔하우스, 큐

빅하우스, 세라믹창작공간, 체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관의 

전시물들은 이런 건축도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그 중 특히 미술관 외

벽을 5000여 장의 도자타일을 붙여 완성한 돔하우스는 그 자체가 작

품이자 이 미술관이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돔하우스

가 건축도자 관련 전시 전용 공간이라면 큐빅하우스는 도자, 건축, 회

P A R T  5
경 상 남 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4시간 24분, 총거리 373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43분, 총거리 40.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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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조각, 사진, 영상 전시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이 건축도자에 대해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뿐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키

즈스튜디오와 어린이를 위한 미술책이 있는 키즈라이브러리,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테라스튜디오를 마련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이

벤트를 운영한다.

체험관은 일반인들을 위한 도자체험 공간이다. 흙을 주무르며 컵이나 

작은 소품을 만들고 싶다면 1일 도자체험을 이용할 수 있고, 건축용 

작은 색 타일을 이용한 소품을 만들고 싶다면 아트키친체험을 이용하

면 된다.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시즌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도

자기 종, 도자 눈사람, 트리 등 독특한 아이템도 만들어 볼 수 있다.

AReA 2 >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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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5
경 상 남 도

Q  &  A  

1일 도자체험의 무소성(無燒成)과 소성(燒成)의 체험비가 다른 이유는? 

도자체험	후	완성된	작품을	굽지	않고	바로	가져가는	무소성은	그릇으로서	사

용할	수	없다.	반면	작품	제작	후	미술관	자체에서	유약을	바른	후	전기가마에	

구워	소성을	하게	되면	그릇으로	사용	가능하다.	소성한	작품이	택배로	배달되

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리며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다.

T I P S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정한	날이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더불

어	둘째	주	토요일을	전시관	무료	관람일로	정해놓고	있다.	단	체험프로그램은	

유료다.

M U S T  D O

김해분청도자관 둘러보기

클레이아크가	현재와	미래	중심의	도자미술관이라면,	바로	옆	김해분청도자관

은	김해의	전통도자기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전시

관,	판매관,	다목적실,	수장고(收藏庫)	등이	들어서	있고,	전통	장작	가마에서는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매년	10월	김해분청도자기축제를	이곳에서	연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51

문의	 대표	055-340-7000,	도자체험팀	055-340-7060,	아트키친체험팀	055-340-7017

홈페이지	 www.clayarch.org	

운영시간	 10:00~18:0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입장료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체험프로그램	1일	도자체험(개인-무소성	5,000원,	소성	1만	원),	

	 아트키친체험(1만	원~1만	5000원)	*단체	20명	이상	20%	할인

이용시간	 10:30,	13:00,	14:40,	16:20(1일	도자체험),	

	 10:00~17:00(아트키친체험)

예약	 1일	도자체험	-	전화	문의	후	온라인	사전	예약

	 아트키친체험	-	(개인)	현장접수,	(단체)	최소	7일전	사전	예약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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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부산] 해운대 & 누리마루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국내	최대	인파가	몰리는	대한

민국	대표	해수욕장이다.	해안을	따라	숙박시설과	스타일리시한	음식점과	카

페가	즐비하여	외국인들도	많이	찾으며	자동차로	5분	거리에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누리마루	APEC하우스가	있다.

주소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47,	

(누리마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116

문의	(해운대)	051-749-7614,	(누리마루)	051-744-3140

홈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http://sunnfun.haeundae.go.kr, 

(누리마루)	http://www.busan.go.kr

[부산] 광안대교 & 광안리해수욕장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는	야경이	아름답

기로	유명하다.	그	주변에는	반월형	모래사장

인	광안리	해수욕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해수

욕장	주변으로	세련된	분위기의	레스토랑과	카

페들이	위치해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가	좋다.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문의	051-622-4251

홈페이지	http://www.suyeong.go.kr

[부산] 아쿠아리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위치한	부산	아쿠아

리움은	3,000톤의	대형	수조를	비롯해	90여	

개의	전시용	수조를	갖춘	초대형	해저테마파

크다.	이곳의	마스코트인	두	마리의	살쾡이를	

비롯해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8

개의	해양생물	전시장이	있으며	샤크	다이빙,	

샤크	투명보트	등	짜릿한	체험프로그램도	준

비되어	있다.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6

문의	051-740-1700

홈페이지	https://www.busanaquarium.com

[부산] 태종대유원지

태종대유원지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부산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깎아지른	절벽과	기암괴

석으로	이루어진	바다	풍경이	멋지다.	태종대	입구에서	출발한	다누비	꼬마열차는	5개의	정류장을	

거치며	약	20여	분간	구석구석을	누비는데	중간에	내려서	구경하다가	다음	열차를	이용하면	된다.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	24

문의	051-405-2004

홈페이지	http://taejongdae.bisco.or.kr

[부산] 자갈치시장 & 국제시장

부산에는	약	180여	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그	

가운데	부산항	옆에	위치한	자갈치시장은	

좁은	골목을	따라	양쪽으로	줄줄이	늘어선	

어물전들과	입맛	돋우는	시장	음식으로	유명

하다.	최근	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는	한국영화	<국제시장>의	무대인	국제시

장은	구제	옷을	쇼핑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구제골목이다.	

주소	 (자갈치시장)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

해안로	52,	(국제시장)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

시장2길	9

문의	(자갈치시장)	051-713-8000,	

(국제시장)	051-245-7389	

홈페이지	(자갈치시장)	

http://jagalchimarket.bisco.or.kr

PLUS • 이곳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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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숙소

[부산] 동래할매파전 

파전은	한국인이	즐겨먹는	부침개의	일종으로	동래할매파전은	

이	파전을	업그레이드해서	고급화시킨	부산	별미다.	이곳에서

는	독특하게	파전을	부쳐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통유리창으

로	만들어	놓았다.	부산의	유명한	산성막걸리와	함께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주소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43-10

문의	051-552-0791

메뉴	동래파전	2만	원~4만	원,	버섯파전	1만	8000원~2만	5000원

[부산] 백화양곱창

60년	전통의	소곱창집으로	옛날	부산	스타일의	분위기가	정

겨운	곳이다.	연탄불에	구운	양곱창을	개운한	소스에	찍어	먹

는데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곱창의	신선도에	있어서

는	이	집을	따를	곳이	없을	정도로	외국인들도	찾아와	그	맛

에	반하는	곳이다.

주소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32

문의	051-245-0105	

메뉴	소금구이	양곱창	2만	5000원,	양념	양곱창	2만	5000원,	양곱창	볶음밥(2인분)	1만	2000원

[부산] 이비스엠버서더 부산 

비즈니스	호텔인	이비스엠버서더	부산은	비

즈니스와	쇼핑의	중심지인	서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호텔은	숙박에	초점을	맞춰	숙박비

의	거품을	뺐으며	레스토랑과	바,	셀프	비즈

니스	코너	외에도	코인	세탁실을	갖춰	직접	

빨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이	돋보이는	곳이다.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7

문의	051-930-1100

홈페이지	https://ibis.ambatel.com/busan

[부산] 해운대비지니스호텔 GT

2014년	7월에	오픈한	신축	호텔로	해운대해

수욕장과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총	47개의	객실과	이탈리

안	레스토랑,	커피숍이	있다.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합리적인	가격,	깔끔한	침구와	객

실	등	투숙객들로부터	두루	좋은	점수를	얻

는	호텔이다.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21

번길	19

문의	051-755-5400

홈페이지	http://www.hotel-gt.com

[부산] 한양족발

부산	부평동	족발골목에	위치한	한양족발은	

원조	냉채족발집으로	유명하다.	냉채족발은	돼

지발을	삶아	양념장에	조린	족발에	해파리냉채

와	오이를	함께	넣어	겨자	소스에	버무린	것이

다.	처음	먹으면	겨자의	톡	쏘는	맛이	자극적이

지만	먹을수록	중독성이	강한	편.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23번길	13

문의	051-246-3039

메뉴	냉채족발	3만	원~4만	원,	족발	3만	원~4만	원	

[부산] 테라 게스트하우스

부산	자갈치마켓몰	7층에	위치하고	있는	테라	

게스트하우스는	모던하고	깔끔한	시설과	테라

스에서	바라보는	부산항	전망이	압권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배낭여행자들로	늘	북적인

다.	남포동이나	광복동,	BIFF거리가	지척이고	

자갈치시장이	바로	곁에	있어서	관광명소로의	

접근성도	좋다.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자갈

치마켓	신축7층

문의	070-4136-5014

홈페이지	ghkor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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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반찬이다. 김치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맛이 다른데 특히 전라도 김치는 다양한 생선 젓갈을 넣어 

다른 지역의 김치보다 맛이 진하고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김치타운은 이런 전라도식 김치에 대해 배우고 직접 담가 

맛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전라도의 김치의 깊은 맛에 빠지다

광주김치타운01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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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미국의 건강잡지 <Health>가 뽑은 세계 5대 건강식품에 올리브유, 

요거트 등과 함께 선정되었고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지가 ‘한

국의 저렴한 건강보험’이라고 소개하며 항노화 제품으로 팔아도 될 정도

라고 극찬한 바 있다. 

김치에는 주재료인 배추와 무 외에도 마늘, 생강, 당근, 파 등의 채소류 

그리고 육류, 어패류, 젓갈 등의 동물성 재료를 포함해 30여 가지가 들

어간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담근 김치는 탄수화물, 단백질, 각종 비

타민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항산화, 항바이러스 작용은 물론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한 사람이 일 년에 먹

는 김치의 양은 대략 28kg이라 한다.

사계절이 뚜렷하여 계절에 따라 재배되고 수확되는 채소류가 다양한 한

국에서는 계절별로 다른 김치를 담가 먹었다. 또한 그 지역의 특산물이

나 기후에 따라 김치의 종류와 속에 넣는 젓갈도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전라도의 김치는 맛있기로 유명하다. 전라도 김치는 찹쌀 풀에 각종 재

료를 갈아 넣고 황석어나 밴댕이 같은 생선을 끓인 액젓을 사용한다. 이

렇게 담근 김치는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깊은 맛을 낸다.

P A R T  6
광 주

광주김치타운

광주김치타운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54분, 총거리 303.3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16분, 총거리 267.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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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자리한 광주김치타운은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

고 그 맛을 지켜가기 위해서 설립된 공간이다. 광주김치타운 안에는 김

치박물관과 김치체험관, HACCP 김치 가공공장 등이 들어서 있다. 김

치박물관은 전국 팔도의 대표 김치와 계절별 김치, 그리고 김치에 사용

되는 재료 등을 비롯해서 김치의 역사와 전라남도 김치의 우수성, 김치

의 과학적인 원리, 김치와 비교할만한 세계 각국의 발효음식 등을 상세

하게 전시, 소개하고 있다. 김치공장에는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하

고 포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관람로가 있으며 맛있는 전라도식 김치

를 직접 담가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김치에 익

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과 외국인들도 재미있게 김치를 담가보는 김치

체험은 광주김치타운의 하이라이트다. 담근 김치는 즉석에서 맛을 보고 

담아서 가져갈 수 있다. 김치 담그기와 함께 불고기, 비빔밥, 잡채, 김치

전 같은 한국요리를 배워보고 싶다면 외국인 김치소믈리에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AReA 1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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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6
광 주

Q  &  A  

한국의 김장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해마다	늦가을이면	한국인들은	‘김장’을	한다.	김장이란	다음	해	채소가	나오기	

전까지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아두는	일이다.	이렇게	담근	김치를	어려

운	이웃과	함께	나눠	먹었던	김장문화가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T I P S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매년	10월	초	광주에서는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가	열린다.	외국인들이	다양한	

체험과	미션을	수행하며	김치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인	김치문화탐험,	외국인	

K-PoP콘테스트	등	즐거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M U S T  D O

김치체험의 장에서 김치를 쉽게 배우자

김치박물관의	김치체험의	장은	놀이를	통해	쉽게	김치를	배울	수	있는	코너.	공

을	던지면	배추	씨앗이	김치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절임배추가	삼투압의	원리에	

의한	것이라는	과학적인	사실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60

문의	 062-613-8222

홈페이지	 http://kimchitown.gwangju.go.kr	

운영시간	 09:00~18:00(3.1~10.31),	09:00~17:30(11.1~2.29)	

휴무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외국인	김치체험(1kg	1만	원),	외국인	김치소믈리에(3만	원)

이용시간	 외국인	김치체험(2시간	소요),	외국인	김치소믈리에(6시간	소요)

인원	 10명	이상	

예약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광주김치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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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우리 전통 술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알코올 

도수가 1.5%로 매우 낮은 전주 특산품인 모주 거르기와 단술 

빚기 체험을 통해 내 손으로 한국 전통 발효 음료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건배, 또 건배 ! 우리 전통주의 모든 것

전주전통술박물관02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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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예로부터 술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하기를 즐겼던 민족이다. 

집집마다 자기만의 술을 빚어 마셨는데 이 전통주를 ‘가양주(家釀酒)’라 

한다. 조선시대는 가양주가 전성기였던 시절로 약 30여 종의 다양한 제

조법이 기록에 남아 있다. 이런 가양주 문화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

하던 1909년에 실시된 주세법에 의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이러한 가양주의 전통을 되찾기 위해 세워진 박물

관이다. 모주 거르기, 단술 빚기 체험이 이루어지는 계영원, 전통술과 

관련한 유물 전시관인 양화당, 그리고 각 지방의 이름 난 술을 판매하

는 뮤지엄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전통주의 재료는 보통 찹쌀과 누

룩, 물이다. ‘누룩’이란 밀과 보리 등으로 만든 발효제의 일종으로 알코

올 발효의 중요한 원료가 된다. 전주전통술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모주 

거르기와 단술 빚기는 모두 이 누룩을 이용해 음료에 가까운 가벼운 술

을 만드는 체험이다. 전주의 특산품인 모주는 ‘어머니의 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숙취에 효과가 좋은 전주 별미인 콩나물국밥에 곁들여 

마시는 일종의 약 같은 술이다.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술지게미)에 생

강, 대추, 계피, 흑설탕 등 8가지 한약재를 넣고 끓여내어 건강에도 좋

다. 모주 거르기는 5시간가량 끓여낸 모주 재료를 체에 얹어 직접 걸러

P A R T  6
전 라 북 도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2시간 58분, 총거리 218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08분, 총거리 25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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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체험이다. 단술은 누룩, 찹쌀밥, 물을 섞어 주무른 후 병에 

담아갔다가 약 일주일 후에 마시면 되는 매우 간편한 음료다. 가

양주만큼 높은 도수는 아니지만 누룩을 이용해 맛 좋은 건강 음

료를 만들어 마셨던 우리 조상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체험이라 

인기가 많다.

한국인들은 술을 빚어 그 술이 익으면 친한 친구를 초대해서 함께 

나눠 마시던 정이 넘치는 문화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전주전통술

박물관에서 모주와 단술을 만들어 친구와 함께 나눠 마시면 좋은 

친구들과 함께 했던 전주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게 될 것이다.

Area 2 >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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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6
전 라 북 도

Q  &  A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만들었던 ‘주세법’이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한국을	통치해왔다.	이때	

‘주세법’을	만들어	집에서	마음대로	술을	만드는	것을	금하였다.	이로	인하여	

100여	년간	한국	가양주의	전통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T I P S

곡수거,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박물관	마당에	놓인	커다란	돌로	된	조각	작품	같은	물건을	눈여겨보자.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이것은	‘곡수거’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한	뒤에	

그	위에	술잔을	띄운	후	술잔이	자기	앞에	올	때	시를	읊는	놀이를	하던	인공	수

로다.	한국인의	낭만적인	술	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M U S T  D O

술에	관한	유물을	전시해	놓은	양화당에	꼭	들러보자.	전시관	안에는	술을	빚는	

데	사용하던	도구와	술잔	등을	전시해놓았다.	아울러	전통술의	역사	자료와	술	

빚는	법을	설명한	닥종이인형	디오라마도	있어서	한국	전통주의	모든	것을	배

울	수	있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9-3

문의	 063-287-6305

홈페이지	 http://urisul.net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월요일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모주	거르기(5,000원),	단술	빚기(7,000원)

이용시간	 14:00~17:00(매주	토요일)

인원	 상시	개인	체험	가능

예약	 전화	또는	방문	예약

전주전통술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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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지산업지원센터는 

한국 고유의 종이인 한지를 연구하여 공예품이나 실생활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곳이다. 전시관에서 

한지작품을 관람하고 한지체험을 하다 보면 한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지로 만나는 전주의 멋

한지산업지원센터03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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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멋의 고장’ 전주는 맛있는 음식과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예술의 고

장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가장 핫한 관광지로 떠오른 전주한옥마을에 

가면 한지부채, 한지접시, 한지액세서리 등 한지로 만든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런 한지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

는 곳이 바로 한지산업지원센터이다.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곳은 1층의 한지제조실과 한지상품전시관, 그리고 한지

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주는 2층의 홍보관이다. 한지제조실에서는 

직접 한지를 떠보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몸으로 익힐 수 있다. 

한지공예는 그 제작 기법에 따라 종이를 재단해서 붙이는 전지공예, 종

이를 꼬아서 만드는 지승공예, 종이 반죽을 사용하는 지호공예, 종이를 

여러 겹 붙여 두껍게 만드는 후지공예, 그리고 종이를 오랜 시간 물에 

담가 주무르고 두들겨서 사용하는 줌치기법 등으로 나눈다. 한지상품

전시관에서는 한지공예의 다양한 기법으로 만든 한복, 쿠션, 조명등, 포

장지 등의 한지 상품을 만나게 된다. 종이가 단지 노트나 포장지를 만드

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데까지 이용

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한 장의 종이가 나무로부터 온다는 사실

P A R T  6
전 라 북 도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지산업지원센터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2시간 58분, 총거리 217.6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08분, 총거리 25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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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찌 보면 신기한 일이기도 하다. 한지 역시 닥나무로부터 나온다. 

그래서인지 직접 한지를 만들어보는 한지 뜨기 체험은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이다. 

한국인들은 한지를 ‘닥종이’라고도 부른다. 닥나무를 삶아 황촉규라는 

닥풀과 섞은 닥물에 한지 뜨는 발을 담갔다 꺼내 전후좌우로 흔들어 

준 후 말리면 두툼하고 질긴 한지가 완성된다.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한지라는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고 완성된 한지는 기념

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한지문화체험실에서는 한지를 이용해 꽃거울이나 

접시, 보물상자, 부채를 비롯한 10여 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다. 

Area 3 >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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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6
전 라 북 도

Q  &  A  

 한지로 옷이나 양말은 어떻게 만드나?

부드럽지만	강하고	질긴	한지사와	면,	레이온	등을	혼합하여	만든	섬유를	사용

한다.	한지를	섞어	짠	실은	항균력,	보온성,	통기성이	우수하여	아토피	피부에도	

좋다.	아기	옷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까실까실한	여

름	양말을	만들기도	한다.

T I P S

전주에서 한지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전주한지박물관	한지	뜨기,	목판인쇄	체험	☎063-210-8105

전주공예품전시관	보석함,	명함함,	탈,	가오리연	만들기	☎063-285-0002

전주전통한지원	접시,	보석함,	바구니,	부채	만들기	☎063-232-6591

김혜미자 전통한지공예원	접시,	필통,	그릇	만들기	☎063-232-3207

지담	부채,	꽃접시,	한지조명등	만들기	☎063-231-1253

전주한지공예마을	한지거울,	액자,	필통,	탈에	그림	그리기	등	☎063-283-3538

M U S T  D O

전주한옥마을 즐기기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1km	거리에	전주한옥마을이	있다.	한국	전통가옥인	한

옥	600여	채가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모여	있는	전주한옥마을에	가면	한옥

뿐	아니라	한식,	한지,	한방	등의	멋스러운	한스타일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음

식	맛있기로	유명한	전주의	맛을	즐길	수	있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문의	 063-281-1700,	체험문의	063-281-1500

홈페이지	 http://www.hisc.re.kr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한지	뜨기(1,500원),	한지	꽃거울(5,000원),	한지	트레이(1만	원),	

	 오렌지닥비누(5,000원),	캘리그라피+한지	뜨기(5,000원),	접시+한지	뜨기(1만	원)	

운영시간	 상황에	따라	조절

인원		 상시	개인	체험	가능(한지	뜨기는	단체만	가능)

예약	 전화	예약

한지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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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치즈테마파크는 축구장 19개 만한 드넓은 초지에 치즈로 

유명한 스위스 아펜젤(Appenzell) 마을을 모티브로 하여 조성한 

체험형 관광지다. 치즈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고, 주물러서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어 맛보고 느끼는 오감만족의 공간으로 치즈체험관, 

치즈홍보관, 치즈전문 레스토랑, 유가공 공장, 판매장, 연구소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치즈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오감으로 즐기는 임실치즈의 모든 것

임실치즈테마파크04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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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순창’하면 고추장, ‘영광’하면 굴비 하듯이 ‘임실’하면 치즈다. 

어떻게 서양 음식인 치즈가 임실의 작은 마을에서 특산물이 되었을까? 

임실치즈의 역사는 1958년 벨기에 출신인 지정환 신부님이 임실에 선교

사로 들어와 단 두 마리의 산양으로 금성리 마을주민들과 함께 치즈를 

만들었던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로부터 40여 년 후, 임실 금성리는 국내 

최초의 임실치즈마을이 되었고 당시 한 곳이었던 치즈 공장이 현재는 세 

곳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임실치즈마을 외에도 치즈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들이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원조 치즈마을인 임실치즈마을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 운영하는 농촌 

체험마을로 작지만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이 있다. 임실치즈테

마파크는 이런 임실치즈 브랜드를 테마한 관광지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에 들어서면 언덕 위에 우뚝 서있는 치즈캐슬이 눈에 띈다. 치즈캐슬은 

임실치즈테마파크의 랜드마크로 1층에는 치즈 전문 식당인 프로마쥬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고 2층에는 임실치즈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보

여주는 홍보관이 있다. 유가공 공장에서는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으며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만든 다양한 치즈를 

구입할 수 있는 농특산물판매장과 치즈를 연구하는 임실치즈과학연구

P A R T  6
전 라 북 도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테마파크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13분, 총거리 239.1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04분, 총거리 253.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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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들어서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직접 

내 손으로 모짜렐라치즈나 피자를 만들어 보는 체험 시간이다. 

원유를 이용하여 치즈를 만드는 전 과정을 배우는 치즈체험의 

백미는 응고된 우유 덩어리인 커드(Curd)를 보자기처럼 쭉쭉 

늘이는 과정이다. 작은 덩어리인 커드가 이처럼 쭉쭉 늘어나는 

장면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신기하기 그지없다. 피자는 이렇

게 만든 치즈를 올려 만든다. 피자 반죽 위에 여러 가지 토핑과 

치즈를 듬뿍 얹고 테두리에도 치즈를 넣어 구우면 치즈크러스트 

피자가 된다. 이렇게 구운 피자로 점심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치

즈캐슬 1층의 프로마쥬 레스토랑에서 치즈를 넣어 요리한 수제 

치즈돈가스나 치즈스파게티, 치킨도리아 같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체험코스는 단순히 치즈나 피자 만들기만 

할 수도 있지만 치즈 요리로 제공되는 식사나, 천연비누 만들기 

등과 결합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스위스 퐁듀나 치킨 바비

큐, 리조토나 카나페 같은 치즈 요리만 체험해보는 코스도 있다.

P A R T  6
전 라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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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임실테마파크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선택	체험으로는	치즈	또는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코스와	치즈+피자	체험	코스

가	있다.	그	밖의	다른	체험	코스들은	식사나	천연비누	만들기,	치즈	요리와	연

계한	것들이다.	

A코스	(치즈	체험+치즈돈가스),	B코스	(치즈	체험+쌀피자),	C코스(치즈	체험+

쌀피자+치즈돈가스),	P코스	(치즈	체험+쌀피자+천연비누),	S코스	(치즈요리	만

들기	및	식사	+	와인)

T I P S

가족을 위한 즐길거리

가족	단위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한다면	익살스러운	만화	캐릭터들로	꾸

며진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보자.	겨울을	제외한	시기에는	매일	낮	12시에	

음악에	맞춰	힘차게	춤을	추는	음악분수쇼가	펼쳐진다.	워낙	넓은	공간이기	때

문에	어느	곳을	걸어도	산책하기	좋다.

M U S T  D O

두 마리 목장 들러보기

임실치즈마을	안에는	40여	마리의	산양과	10여	마리의	젖소를	키우는	두	마리	목

장이	있다.	산양젖으로	만든	치즈나	요구르트를	생산하며	치즈	만들기,	산양비누	

만들기,	우리밀쿠키	만들기	등	임실치즈마을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소	전북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	1길	4		문의	063-644-7590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문의	 063-643-2300

홈페이지	 http://www.cheesepark.kr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선택	체험(치즈	체험+피자	체험	2만	1000원,	치즈	체험	1만	3000원,	1인용	피자	체험	1만	원)	

	 A코스(개인	2만	1000원,	단체	1만	9000원),

	 B코스(개인	1만	6000원,	단체	1만	5000원),

	 C코스(개인	2만	7000원,	단체	2만	5000원),

	 P코스(개인	3만	6000원,	단체	3만	4000원),	

	 S코스(3만	7000원,	단체	40명	가능)

	 ※피자	체험의	경우	2인일	경우	1인당	5,000원씩	추가

이용시간	 10:30,	13:30(체험	시간	조정	가능)

인원	 단체	30명	이상

예약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임실치즈테마파크

소도 들어서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직접 

내 손으로 모짜렐라치즈나 피자를 만들어 보는 체험 시간이다. 

원유를 이용하여 치즈를 만드는 전 과정을 배우는 치즈체험의 

백미는 응고된 우유 덩어리인 커드(Curd)를 보자기처럼 쭉쭉 

늘이는 과정이다. 작은 덩어리인 커드가 이처럼 쭉쭉 늘어나는 

장면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신기하기 그지없다. 피자는 이렇

게 만든 치즈를 올려 만든다. 피자 반죽 위에 여러 가지 토핑과 

치즈를 듬뿍 얹고 테두리에도 치즈를 넣어 구우면 치즈크러스트 

피자가 된다. 이렇게 구운 피자로 점심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치

즈캐슬 1층의 프로마쥬 레스토랑에서 치즈를 넣어 요리한 수제 

치즈돈가스나 치즈스파게티, 치킨도리아 같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체험코스는 단순히 치즈나 피자 만들기만 

할 수도 있지만 치즈 요리로 제공되는 식사나, 천연비누 만들기 

등과 결합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스위스 퐁듀나 치킨 바비

큐, 리조토나 카나페 같은 치즈 요리만 체험해보는 코스도 있다.

P A R T  6
전 라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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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은 고추장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순창고추장마을은 

50여 채의 전통 가옥인 한옥으로 조성된 마을로 고추장을 비롯한 

20여 가지 장류 제품을 판매한다. 인근의 순창장류체험관에서는 

고추장 담그기, 장류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고 옹기박물관도 

새롭게 오픈하여 순창장류체험관 → 장류박물관 → 옹기박물관을 

묶어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고추장을 만드는 

순창고추장마을05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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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고추장은 한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전통고추장의 대명사이다. 윤기가 

흐르는 연홍빛 색깔, 매콤하면서도 단맛을 내는 순창고추장은 한국 주부

들에게 인기가 좋다. 뿐만 아니라 매콤한 고추장 맛과 떡이 어우러진 떡볶

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인의 대표 간식이다. 

고추장은 일반적으로 고춧가루와 찹쌀가루 그리고 콩을 이용하여 만든 

메주가루를 섞어 발효시켜 만든다. 한국의 전통음식 가운데는 콩을 발

효시켜 만드는 음식들이 많다. 전통적인 조미료인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의 장류는 다 콩을 이용한 것들이다.

순창고추장마을은 조선시대에 궁궐에 진상하는 고추장이던 순창고추

장의 명성과 전통적 제조 비법을 이어가기 위해 순창 곳곳에서 전통 비

법으로 장을 담그던 장인들을 모아 조성한 마을이다. 50여 채의 한옥이 

들어서 있는 마을로 집집마다 마당에 가득한 장독대가 눈길을 끈다. 이 

마을에서는 장인들이 전통 비법으로 20여 가지의 장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마을에 있는 순창장류체험관에서는 순창고추장을 테마로 한 체험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창고추장 만들기 체험은 준비된 고춧가루와 

메주가루를 제조법대로 정확히 무게를 달아 한데 섞어 젓는다. 원래는 

P A R T  6
전 라 북 도

순창고추장마을

순창고추장마을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53분, 총거리 272.8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03분, 총거리 24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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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체험할 때는 미리 재료를 준비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히 고추장을 만들 수 있다. 고추장을 직접 담가

보는 체험 외에도 치즈떡볶이, 고추장스파게티, 고추장불고기피자 

등 고추장이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재미있다. 또한, 

쫄깃하고 고소한 맛의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

램도 준비되어 있는데 물에 불린 찹쌀을 찐 다음 떡메를 쳐서 끈적거

리는 반죽을 만들고 콩고물을 묻혀 만들면 인절미가 완성된다. 쌀이

나 옥수수, 떡, 밤 등을 뻥튀기로 튀겨 먹는 전통 튀밥 만들기 체험을 

할 때는 귀를 꽉 막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튀밥기계 속의 재료들이 몇 

배로 튀겨질 때 워낙 큰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체험을 끝내고 돌아가

는 길에는 마을에서 고추장 500g을 선물로 준다. 집에 돌아가 이 고

추장을 어떻게 요리해먹는지는 여러분의 솜씨에 달렸다.

Area 5 >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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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6
전 라 북 도

Q  &  A  

한국인은 고추장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나?

고추장의	주재료인	고추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설이	유력

하다.	그	이전에는	한국	음식에	고춧가루를	넣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고춧

가루가	조선에	전해진	이후	김치나	고추장처럼	고춧가루를	재료로	한	한국	음

식	문화가	시작되었다.

T I P S

고추의 효능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고추	속의	캡사이신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지

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좋으며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M U S T  D O

순창장류박물관&옹기체험관 들러보기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등	전통	장류와	관련된	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순창장류박물관과	장류를	저장하는	옹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옹기

체험관도	꼭	들러보자.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55

문의	 063-650-5432

홈페이지	 www.janghada.com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선거일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고추장	만들기+장류	만들기+인절미	만들기+전통	튀밥	만들기

	 (2만	4000원,	단체	10명	이상부터는	단체	할인	적용)

	 고추장	만들기+인절미	만들기+전통	튀밥	만들기

	 (1만	4000원,	100명	이상	단체만	해당)

이용시간	 상황에	따라	조절

인원	 단체	10명	이상.	개인	10명	이하인	경우	다른	팀에	합류

예약	 전화	예약

순창고추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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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에 위치한 담양한과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인 

박순애 대표가 운영하는 한과 제조업체다. 담양한과는 전통의 맛을 

그대로 이은 다양한 한과를 생산하여 현장에서 구입도 가능하지만 

한과를 직접 만들어 보는 한과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전통 과자, 한과 만들기

담양한과 06
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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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의 창평면은 오래된 작은 마을이다. 창평면에 가면 한과

와 쌀엿을 만드는 집이 많은데 그 중에서 담양한과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제 33호인 박순애 대표가 전통 방식으로 정성 들여 만든 한과를 생산

하는 대표 업체다.

한과라는 이름은 일반 서양과자가 아닌,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

는 과자를 일컫는다. 한과는 발효시킨 곡물에 꿀, 과일, 견과류 등을 넣

어 만든다. 발효시킨 곡물이 주재료라 소화도 잘되고, 천연재료만을 사

용하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며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 쉽

게 상하지 않는다. 한과를 먹어 보면 독특한 단맛이 나는데 이것은 꿀이

나 조청 같은 천연 감미료의 맛이다. 특히 조청은 보리를 싹 틔워 만든 

엿기름물과 곡식가루를 섞어 오랜 시간 고아낸 것. 귀한 꿀을 대신했던 

서민적인 감미료로 설탕과는 다른 은은한 단맛을 낸다.

담양한과에서 생산하는 한과는 유과, 강정, 다식, 정과, 약과 등으로 특

히 꽃처럼 정성 들여 만든 한과 세트를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

답다. 하얀 쌀, 분홍 백년초, 초록 뽕잎, 노란 단호박 등 천연재료에서 

뽑아낸 자연의 색으로 멋을 낸 한과들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우

며 한국인들의 뛰어난 손재주를 엿보게 한다. 하나하나 정성 들여 포장

P A R T  6
전 라 남 도

담양한과

담양한과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46분, 총거리  305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2시간 55분, 총거리 243.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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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과 세트는 예쁜 보자기에 싸서 판매하는데 요즘은 해외로 배송하

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은 설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 때 한과 세트를 구

입하여 선물하기를 즐긴다.

담양한과에 가면 박순애 명인의 한과 제조 방식대로 한과를 직접 만들

어 볼 수 있다. 튀긴 곡식을 조청에 버무려 만드는 엿강정과 찹쌀 반죽

을 기름에 지져 만드는 유과, 볶은 곡식가루를 꿀로 반죽하여 틀에 찍

어낸 다식 만들기 등은 외국인들도 재미있고 쉽게 만들어 보는 인기 체

험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만든 한과는 입에 들어가면 바삭하게 부서지면

서 고소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으로 차와 함께 곁들이면 멋진 디저트가 

된다. 

Area 6 > 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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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6
전 라 남 도

Q  &  A  

그 밖의 한국 전통 간식은 무엇이 있을까?

담양은	한과	못지않게	한국형	캔디라고	할	수	있는	전통	쌀엿이	있다.	쌀엿은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역시	발효된	쌀로	만드는데	사탕처럼	달

지	않으면서도	깊은	단맛이	나며	이에	달라붙지	않는	건강음식이다.

T I P S

담양한과의 유래

쌀엿과	조청은	한과	만들기에	없어서는	안되는	재료들.	쌀엿과	조청은	궁궐	수

랏상이나	양반집에서	사용되는	요리	재료로	조선	초기	양녕대군이	담양에	유배

되었을	때	함께	동행했던	궁녀들이	담양	사람들에게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가지	재료와	발효시킨	쌀로	만든	것이	담양한과다.

M U S T  D O

창평 삼지천슬로시티 방문하기

담양한과가	위치한	창평에는	한국	내	10대	슬로시티	중의	하나인	창평	삼지내

마을이	있다.	담양한과에서	1km	이내로	가까워	체험을	끝내고	삼지내마을	돌담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한국	전통마을의	운치를	느껴보자.	꿀초	만들기,	바느질	

하기,	쌀엿	만들기,	야생화	효소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도	있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평현로	714-22

문의	 061-383-8283~4

홈페이지	 http://www.damyang.co.kr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일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다식	만들기(8,000원),	엿강정	만들기(1만	원),	유과	만들기(1만	원)

이용시간	 10:00,	11:00,	14:00,	16:00(월요일~토요일)	

	 *절편	만들기는	9월~다음해	3월까지만	체험	가능하며	단체는	협의	후	조절	가능	

인원	 단체	20명	이상	20%	할인

예약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담양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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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적상산 중턱에 위치한 머루와인동굴은 무주 군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머루와인을 저장하는 천연 와인셀러다. 2만 여 병의 

머루와인이 벽면을 메우고 있는 이 동굴에서는 머루와인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세 종류의 와인을 테이스팅 하며 마음에 드는 

와인을 구입할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와인족욕을 

하며 피로를 푸는 것도 좋다.

자연이 키운 머루, 시간으로 숙성시키는

머루와인동굴07
무주



117

머루와인동굴

머루는 미국 타임지가 견과류, 적포도주, 녹차, 토마토, 연어 등과 함께 

건강에 좋은 10대 식품으로 선정한 바 있는 포도과의 열매다. 머루에는 

항암 성분인 폴리페놀이 일반 포도보다 2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성분이 5배나 들어 있고 풍부한 당질과 섬

유소를 지녀 부인병 예방과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 형성 및 치아 발달에

도 좋다. 

전라북도 무주는 전국 머루 생산량의 약 40%를 점유하는 국내 제일의 머

루 생산지다. 무주 머루는 해발 500m 이상의 고랭지에서 재배하기 때문

에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다. 이 머루를 이용해 무주군 5개 

업체에서 샤또무주, 루시올뱅(LucioleVin), 마지끄무주(MagiqueMuju) 

등 개성 있는 머루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적상산 중턱 450m 지점에 위치

하고 있는 무주 머루와인동굴은 이렇게 생산한 머루와인을 숙성시켜 맛

있는 와인으로 탄생시키는 최적의 저장고다. 이 동굴은 여름에는 서늘하

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늘 13~17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

를 유지해야 하는 와인 숙성에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머루와인의 전시장 역할을 하는 머루와인동굴은 

양수발전소를 건설할 때 쓰던 굴착 작업용 터널 579m 중 290m에 조

P A R T  6
전 라 북 도

머루와인동굴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14분, 총 거리 226.4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04분, 총거리 241.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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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했으며 높이 4.7m, 넓이 4.5m에 달한다.

무주 머루와인동굴을 방문하면 무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머루와인의 

세계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머루와인 비밀의 문을 지나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동굴 양쪽으로 2만 여 병의 머루와인이 벽면을 빼곡하게 메우

고 있다. 머루와인에 대한 정보도 패널로 잘 정리되어 있고 동굴 안쪽에

는 와인 테이스팅 코너가 있어 3가지 와인을 시음해볼 수 있다. 와인도 

시중가보다 15%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동굴 입장권

으로 머루슬러시나 머루주스를 마실 수 있다. 

머루동굴을 둘러보고 난 후에는 와인 족욕으로 마무리하자. 와인을 섞

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온몸의 피로

를 풀어준다. 

Area 7 >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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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머루와인 외에 머루를 이용해 만든 무주의 가공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무주의	10개	가공업체에서	머루즙,	머루막걸리,	머루식초,	머루유과,	머루

효소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어	몸에	좋은	머루를	다양한	제품으로	즐길	수	

있다.

T I P S

옷을 챙겨 입자

동굴	안은	연중	13~17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오래	머물다	보면	여름에도	추위를	

느낄	수	있다.	긴소매	셔츠나	얇은	카디건을	덧입고	가는	것이	좋다.

M U S T  D O

태권도원 들르기

태권도	종주국의	자부심으로	세운	태권도원은	머루와인동굴로부터	22km	거리

에	있다.	태권도경기장과	태권도박물관을	둘러본	후	하루	2회	진행되는	태권도	

시범단	공연관람,	힐링태권체조와	태권호신술을	배울	수	있다.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문의	063-320-0114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359

문의	 와인동굴	063-322-4720

홈페이지	 http://cave.mj1614.com	

운영시간	 10:00~17:30(4월~11월),	10:30~16:30(12월~3월)

휴무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입장료	 개인	2,000원,	단체	1,800원	

체험프로그램	와인	족욕	(3,000원)	

이용시간	 10:00~16:30(4월~11월),	10:30~15:30(12월~3월)

인원	 단체	20명	이상

예약	 현장에서	신청	

머루와인동굴

P A R T  6
전 라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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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 보석테마단지 안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석박물관과 보석전시판매장 주얼팰리스를 비롯해 

화석전시관과 공룡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보석박물관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보석의 탄생부터 보석의 가공을 거쳐 내 손에 

반지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실감나게 배울 수 있다. 

보석전시판매장인 주얼팰리스에서 보석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귀금속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진귀한 보석들이 한자리에

보석박물관 08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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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박물관이 있는 전라북도 익산은 국보인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 오

층석탑을 비롯해 국가가 지정한 보물급인 백제시대의 유물들이 빈번하

게 출토되는 지역이다. 이런 익산은 또한 익산 보석테마단지가 형성된 보

석의 도시이기도 하다. 보석박물관과 풍부한 백제문화유적을 함께 돌아

보면서 익산을 여행해 보자.

익산은 1980년대부터 해외에서 원석을 들여와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보석 가공 산업이 발달한 도시다. 익산 보석테마단지 안쪽에 위치한 보석 

가공단지에서 가공된 보석들은 보석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며 보석박물

관에도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익산 보석테마단지 안에는 보석박물

관과 보석전시판매장인 주얼팰리스, 그리고 화석전시관과 공룡테마공원

이 한데 모여 있어서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보석박물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진귀한 보

석과 원석 등 11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기획전시실에는 한국의 여러 

왕조와 영국 왕실의 보석과 관련된 복제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상설전시

실은 보석의 역사를 배우는 인식의 장, 보석의 생성 원리를 알아보는 체

험의 장, 예술로 승화한 진귀한 보석 작품을 전시한 아트갤러리, 보석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역동의 장, 2,000여 점의 보석과 원석의 

P A R T  6
전 라 북 도

보석박물관

보석박물관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2시간 34분, 총거리 192.5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02분, 총거리 267.1km



122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감동의 장 등으로 꾸며져 있다.

보석처럼 화려한 야간 조명이 마치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는 듯한 피라

미드동은 보석박물관의 입구. 이곳을 지나면 보석의 커팅 면을 형상화하

여 만든 거울벽면과 광섬유와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람객을 신비한 보

석의 세계로 초대하는 공간이 나타난다. 그 공간을 지나면 보석박물관이 

소장한 진귀한 보석과 원석을 만나게 된다. 그 중 가장 화려한 것은 국보

인 미륵사지석탑을 순금으로 재현한 미륵사지석탑 모형 보석탑이다. 이

와 더불어 10만여 점의  보석으로 꾸민 조선 시대 용상 벽화인 오봉산일

월도(五峰山日月圖), 그리고 독일 귀금속공예 명장 만프레드 빌트

(Manfred Wild)가 2년여 동안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은 시가 20억 

원짜리 보석 꽃 역시 웅장하면서 화려함을 자랑한다. 체험관에서는 동양

적인 멋이 살아있는 은칠보 공예로 만드는 휴대폰줄, 천연보석 펜던트 

등을 비롯하여 간단한 과정을 통해 보석박물관을 추억하게 할 나만의 기

념품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 보석박물관 옆에는 60여 개의 귀금속 업

체들이 모인 한국 최고의 보석전시판매장인 주얼팰리스가 있다. 세련된 

액세서리부터 고급 주얼리까지 다양한 보석 제품을 판매하는 주얼팰리스

에서는 한국의 수준 높은 보석 가공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Area 8 >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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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세계 4대 보석이란?

지구상에	있는	3,700여	가지	광물	가운데	70여	종만이	보석으로	분류된다.	그	

중	아름다우며	가치가	높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4대	보석으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꼽는다.

T I P S

아이와 함께라면 화석전시관을 방문하자

아이와	함께라면	보석박물관	근처에	있는	화석전시관도	들러보자.	시대별로	다

양한	화석	및	익룡,	수장룡,	어룡	등	실물	크기의	공룡골격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고	공룡의	탄생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M U S T  D O

투박한 원석이 보석이 되는 과정

화려하게	반짝이며	우리를	유혹하는	보석도	알고	보면	돌덩어리	같은	원석으로

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상설전시관	‘역동의	장’은	5개	존으로	나누어	보석의	가

공	과정이	실물	크기	모형으로	소개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보자.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문의		 063-859-4161~3

홈페이지	 http://www.jewelmuseum.go.kr	

입장료	 성인	3,000원,	단체	2,000원,	어린이	1,000원

운영시간	 10:00~18:0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	1일

체험프로그램	천연보석소망나무	만들기(8,000원),	은칠보	공예	휴대폰줄	만들기(8,000원),	

	 천연보석브로치	만들기(2만	5000원)	

이용시간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절

인원	 단체	20명	이상

예약	 2주	전	전화	예약	필수

보석박물관

P A R T  6
전 라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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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전주]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한국관광의	별,	한국관광	으뜸명소	등	4관왕에	빛나는	전주

의	한옥마을은	540여	채의	전통한옥이	밀집해	있는	국내	최대의	한옥	밀집	지역이다.	전통	문화시설

과	카페,	맛집,	기념품숍,	다양한	간식거리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매년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문의	063-222-1000

홈페이지	http://tour.jeonju.go.kr 

[전주] 경기전 & 전동성당

전주한옥마을	입구에	위치한	경기전과	전동

성당은	전주한옥마을의	랜드마크다.	전동성

당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터에	지어진	

200여	년이	넘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이

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비롯한	

조선	역대	왕들의	어진들이	모셔진	어진박물

관과	실록들을	보관하는	전주사고가	있다.

주소	(경기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전동성당)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문의	063-222-1000

홈페이지	http://tour.jeonju.go.kr 

[담양] 죽녹원

담양읍	향교리	언덕에	자리	잡은	죽녹원은	대

나무숲이	많은	담양에서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여행지다.	약	5만	평의	울창한	대나무

숲에	운수대통길,	죽마고우길	등	8가지	주제로	

2.3km의	산책길이	나	있다.	보다	여유롭게	대나

무숲을	산책하려면	아침	일찍	가야	한다.	

주소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

문의	061-380-2680

홈페이지	http://juknokwon.go.kr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담양에서	순창	가는	국도	24번	길은	대나무

숲과	함께	담양의	트레이트마크가	된	메타세

쿼이아	가로수길이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CF를	통해	로맨틱한	이미지를	각인시킨	이	

길	중	1.2km	구간은	이전의	포장도로를	걷어

내고	황토를	깔아	더욱	자연친화적으로	변모

하게	되었다.	

주소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콰이아길	자전거

길	인증센터

문의	061-380-3154

 [무주] 덕유산리조트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사계절	종합	휴양지로서	구천동	계곡으로	유명한	덕유산	자락	210만	여	평	부

지	위에	세워져	있다.	건물	하나하나와	거리	등	모든	시설이	산악지형에	어울리는	오스트리아	풍으

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유럽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한다.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문의	063-322-9000

홈페이지 http://www.mdysresort.com

PLUS • 이곳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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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숙소

[전주] 동락원

전주한옥마을의	동락원은	1895년	당시	전주

에서	활약했던	미국인	전킨	선교사의	기념관

으로	그가	활동하던	당시의	옛	모습을	고스

란히	유지하고	있는	한옥체험관이다.	오래된	

한옥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운치가	

있으며	숙박	외에	한복체험과	비빔밥,	인절미	

만들기	체험	등을	운영한다.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3-6

문의	063-285-3490

홈페이지	http://www.jkhanok.co.kr

[전주] 청명헌 

전주한옥마을	은행로에	위치한	청명헌은	공

연과	다양한	체험을	테마로	한	전통	한옥	호

텔이다.	우리	소리	공연이	열리는	아담한	마

당을	중심으로	하여	배치된	5개의	한실	객실

을	갖추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으로	우리	소

리	배우기,	황포묵	만들기,	궁중대례복	입어

보기	등을	운영한다.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9

문의	063-287-1677	

홈페이지	http://chmh.co.kr

[무주] 별미가든

산채를	주	재료로	하는	산채정식과	산채비빔

밥이	맛있는	35년	전통의	맛집이다.	산채정식

에는	덕유산에서	채취한	곰취,	두릅,	엄나물,	민

들레,	산당기	나물	등	35가지	반찬이	올라	큰	

상을	가득	채운다.	조미료를	일체	쓰지	않아	자

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	948

문의	063-322-3123

메뉴	특산채비빔밥	1만	원,	더덕정식	1만	5000원,	

산채정식	1만	5000원,

[담양] 죽향문화체험마을

담양여행	중에	죽향문화체험마을	내의	한옥체

험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숙박의	

매력은	한옥체험장이	담양의	유명한	정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재현해	놓은	공간에	있기	때

문에	한국적인	정취와	여유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378

문의	010-7633-2690

홈페이지	http://bamboo.namdominbak.go.kr

[전주] 비빔밥 명가

전주비빔밥은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음식의	도시’	전주에	가면	꼭	먹어봐

야	할	대표	음식.	‘전주	3대	비빔밥’이라	하여	성미당,	가족회관,	고궁을	꼽

는다.	사골국물로	지어낸	고슬고슬한	밥	위에	10여	가지의	나물을	얹고	고

명을	얌전스럽게	얹어	내놓는데	이것을	젓가락으로	살살	비벼	먹는다.

주소	(성미당)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7-26,	(가족회관)	전

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7,	(고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33

문의	(성미당)	063-273-0029,	(가족회관)	063-284-0982,	(고궁)	064-251-3211

메뉴	전주비빔밥	1만	1000원~1만	2000원,	육회비빔밥	1만	3000원~1만	5000원

홈페이지	(성미당) http://www.sungmidang.com,

(가족회관)	http://www.jeonjubibimbap.com,	(고궁)	www.gogung.co.kr

[담양] 덕인관

50년	전통의	덕인관은	담양하면	떠오르는	별미	‘떡갈비’의	원조집이다.	‘떡

갈비’라는	이름은	쇠고기를	다져	만든	모양이	떡을	닮은	데서	유래한	것이

다,	갈빗살이	붙은	뼈	위에	갈빗살	덩어리를	얹어	만든	덕인관의	떡갈비는	

부드럽고	쫄깃하면서도	‘갈비	뜯는	맛’이	제대로	살아있다.

주소	담양읍	죽향대로	1121

문의	061-381-7881

메뉴	대통밥	1만	1000원,	떡갈비	2만	7000원,	갈비살	불고기	5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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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화장품은 ‘패션’으로 통하는 화장품 업계에서 품질과 

기능으로 승부를 건 화장품 회사다. 30여 년간 오로지 피부와 

관련된 기초 화장품만을 생산해오고 있으며 무료로 1:1 

스킨케어를 받을 수 있는 스킨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개구리식 경영 전략으로 쓴 화장품 신화

참존화장품01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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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만 써봐도 알아요’라는 광고 문구로 인기를 끌며 기존 화장품 시장

에 뛰어 들어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참존화장품은 피부 전

문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창업한 화장품 회사다. 참존의 기초 화장품

들은 창업주가 약사로 일하던 시절 구축한 약 30여 만 명이 넘는 여성 

환자들의 피부 특성과 피부 트러블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초록빛을 띤 청개구리는 참존화장품의 마스코트. 청개구리에는 늘 남

들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한국 동화의 청개구리처럼 남들과는 다

른 운영 방법을 택해 기본으로 승부를 거는 창업주의 정신이 담겨 있다. 

세안 후 아스트린젠트-스킨-로션-에센스-영양크림-아이크림 등을 순

서대로 발라야 한다는 이전의 불문율을 깨고 여러 가지 효능을 하나의 

화장품에 담거나 사용의 편의성을 한층 높인 제품으로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사지 크림과 영양 크림의 효능을 결합한 ‘콘트롤 

크림’이나 끈적거리는 클렌징 크림이 아닌 수성 세안제 ‘참존 클린징 워

터’ 등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리뉴얼되며 판매되는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참존화장품의 품질은 이제 중국, 일본 등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도 인

정받고 있다. 국내 브랜드 중 최초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기내 

P A R T  7
강 원 도

참존화장품

참존화장품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1시간 57분, 총거리 127.6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52분, 총거리 339.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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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으로 입점한 바 있고, 중국 주요 4대 항공 기내 면세품으로 국내 

화장품 업체 중 가장 많은 제품이 입점하고 있다. 2013년에는 싱가포

르 항공과 협업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스킨케어 서비스 매장을 오픈 하

였다.

서울과 부산, 대전에 오픈한 참존스킨타운은 이러한 참존의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스킨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단

순히 마사지를 받고 제품을 구매하는 뷰티숍이 아니라 피부를 정확히 

측정하고 진단하여 피부전문가가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게 관리를 해주

기 때문에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참존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참존 원

주공장을 견학하면 좋다. 화장품 생산라인을 견학하고 화장품 연구실

과 화장품 보관창고를 둘러본 후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며 효과를 체험

할 수 있다. 단, 매년 3월~6월, 9월~11월 중 화요일과 목요일만 체험이 

가능하다. 현재는 견학 신청이 2년가량 밀려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둬야 한다.

Area 1 >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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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7
강 원 도

Q  &  A  

참존 원주공장을 견학하고 싶은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매년	정해진	달의	정해진	요일에만	견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견학	신청자들이	

밀려	있어	접수	후	오래	기다려야	한다.	대신	전시장의	모든	제품을	시중가의	

40%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견학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에센스와	콘트롤	크

림을	포함한	7가지	화장품이	든	선물가방을	준다.

T I P S

참존화장품이 연예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 이유

참존화장품의	광고	모델은	스타파워가	있는	모델이	아닌	청개구리	마스코트다.	

이것은	스타모델을	기용하면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	제품	연구	개발에	집중하려는	

김광석	회장의	신념	때문이라고	한다.

M U S T  D O

참존스킨타운 방문하기

참존스킨타운은	고객이	차원	높은	1:1	스킨케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

련된	체험형	공간이자	참존의	프레스티지	브랜드인	참인셀(Charm	in	Cell)	구매

가	가능한	공간이다.	스킨	테스트를	통해	피부를	측정하고	진단하여	피부전문

가가	고기능성	화장품인	참인셀로	피부관리를	해준다.	무료이며	국내에는	서울,	

대전,	부산에	있으며	해외에는	중국과	태국에	있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본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8	참존빌딩	

	 (공장	견학)	강원도	원주시	태장	공단길	58

문의	 본사	080-022-0204,	공장	033-741-8500

홈페이지	 http://www.charmzone.co.kr	

휴무	 일요일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스킨테스트,	피부관리,	공장	견학

이용시간	 09:30~19:00(월요일~금요일),	09:30~16:00(토요일)

	 *공장	견학은	매년	3월~6월,	9월~11월	중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진행	

인원	 여성만	가능하며	공장	견학은	최대	24명

예약	 CST	대치점	02-3485-9459,	부산점	051-626-6760,	대전점	042-826-4361,	

	 *공장	견학은	전화	예약	후	대기,	신청	순서대로	접수	

참존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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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 경상북도 안동과 함께 한지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강원도 원주에는 한지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한지테마파크가 있다.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한지공예기법으로 

만든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한지공예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전통 한지에 대해 배우고 생활소품도 만들어보는

한지테마파크02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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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골에 가면 한지로 바른 문을 사용

하는 집이 많았다. ‘창호지’라고 부르던 한지 한 장을 바르면 문 밖이 매

섭게 춥더라도 방 안은 아늑했다. 화창한 날에는 안주인이 예쁜 꽃이나 

나뭇잎을 따서 창호지 위에 붙이고 그 위에 또 한 장을 발라 마무리하기

도 했다. 그 사이로 햇빛이나 달빛이 은은히 비칠 때의 낭만적인 정취는 

한국적인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로 꼽을 만하다.

닥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든 한지는 질기고 보온성과 통풍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으로 천 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다. 한국인들은 한지의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창호지 문이나 책을 비롯하여 가구, 옷, 바구니 등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써왔다. 원주는 조선 단종 때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에 닥나무가 특산물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닥나무가 많았던 고장이다. 원주는 풍부한 닥나무를 원료로 한 한

지산업도 성했는데 1950년대까지 15개 이상의 한지공장이 있었다고 한

다. 그런데 한지작업 자체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

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외국산 종이에 밀려 지금은 두어 곳 정도가 명맥

을 잇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전통 한지만의 멋과 우수성이 다시 부각

되면서 원주의 한지산업도 새롭게 그 가치가 조명되고 있다.

P A R T  7
강 원 도

한지테마파크

한지테마파크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1시간 56분, 총거리 127.1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3시간 46분, 총거리 329.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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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한지테마파크는 이런 한지의 역사와 제작과정, 한지 관련 유물

과 국내외 작가들의 한지작품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

물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지로 만든 갑옷이다. 한지에 물

을 뿌려 수십 번 치대기를 반복하여 한지와 한지가 서로 두껍게 달라

붙게 만드는 줌치기법으로 만든 갑옷으로 실제 조선시대에 한지로 만

든 갑옷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직접 한지로 생활소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한지테마파크에서 운영

하는 한지공예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한지 액세서리나 작은 

소품 등을 만들어볼 수 있는데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고 실제로 사용

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기도 하다.

Area 2 >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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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7
강 원 도

Q  &  A  

한지를 이용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데?

한지를	이용하여	물건을	만드는	한지공예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다.	그	가운데

서도	줌치기법과	함께	가장	튼튼하고	질긴	생활용품을	만들던	지승공예(紙繩工

藝)가	있다.	이것은	한지를	실처럼	꼬아서	만든	것으로	옻칠을	하면	물이	묻어

도	젖지	않아	세숫대야나	항아리를	만들어	쓸	수	있었다.	

T I P S

원주한지문화제

한지테마파크에서는	매년	9월에	원주한지문화제를	4일간	개최한다.	한지를	이

용해	완성한	드레스나	한복을	선보이는	한지패션쇼와	한지작품전,	사진전	등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체험부스에서는	닥피벗기기,	한지뜨기,	

한지공예품	만들기,	닥종이	인형	만들기	등의	체험을	즐길	수	있다.

M U S T  D O

신기한 한지뜨기에 도전해보자

닥나무	껍질이	종이가	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생각보다	신기하고	

즐거운	일이다.	미리	준비된	닥물에	개인용	체를	담가	한지를	떠내고	즉석에서	

말리는	한지	뜨기	체험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반드시	해봐야	할	필수코스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

문의	 033-734-4739

홈페이지	 www.hanjipark.com	

이용요금	 (기획전시실)	성인	2,000원,	미성년자	1,000원,	(한지역사실)	무료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월요일,	1월	1일,	추석	당일

체험프로그램	한지공예	체험(2,000원~1만	5000원),	한지	뜨기(2,000원)

이용시간	 09:30~11:30,	1300~17:00

인원	 개인은	1명도	가능하며,	단체는	20~150명	

예약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한지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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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 마셔왔던 서민적인 술이다. 

국순당에서는 젊은층에 어필할 수 있도록 막걸리의 고급화를 

시도하며 국내 막걸리 문화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다.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국순당 견학시설인 주향로에 가면 첨단 

자동화 설비로 막걸리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직접 보고 다양한 

막걸리를 마셔볼 수 있다.

한국 막걸리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순당03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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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는 찹쌀이나 멥쌀, 보리, 밀가루 등을 찐 다음 곡식 가루를 발효

시켜 만든 누룩과 물을 섞어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킨 술이다. ‘막걸리’

라는 이름은 위에 뜬 맑은 술인 청주를 따로 떠내지 않고 ‘거칠게 막 걸

러냈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고급술인 청주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마

실 수 있었던 막걸리는 배고플 때 속을 든든하게 해주고 목마를 때 갈증

을 해소해주어 오랜 세월 동안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한때 소주와 

맥주에 밀렸던 막걸리는 한국의 웰빙 붐을 타고 유산균과 식이섬유 등

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다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한류 열풍을 타고 

일본에도 활발하게 수출되었다.

국순당은 기존의 찐 곡식이 아닌 생쌀을 발효시켜 만든 우리 술을 생산

해온 주류 업체다. ‘생쌀발효법’은 고려시대에 술을 빚던 방식으로, 쪄낸 

곡식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영양소가 고스란히 살아 있고 목 넘김도 

부드럽거니와 깔끔한 맛이 좋다. 생쌀발효법으로 만든 국순당의 생막걸

리는 전통 막걸리에 비해 한층 순화된 맛이라 한국 젊은이들에게도 인

기다. 최근에는 자몽과즙을 첨가하고 알코올 도수를 일반 막걸리보다 2

도 낮춰 알코올에 약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한 캔 막걸

리를 생산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생막걸리를 비롯한 한국 

P A R T  7
강 원 도

국순당

국순당

서울역 기준 

소요시간 2시간 13분, 총거리 158.2km

부산역 기준

소요시간 4시간 07분, 총거리 370.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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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직접 보고 싶다면 강원도 횡성에 위치

한 주향로를 찾으면 된다. ‘술 향기 가득한 길’을 의미하는 주향로에서

는 조선시대 술병부터 술 빚던 옛날의 도구들, 전통 누룩 등 전통주와 

관련된 전시물과 전통주를 빚는 모습을 표현한 모형을 만나게 된다. 

이어 한국의 전통주가 생산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둘러볼 수 있는데 투

명한 유리 벽 너머로 첨단설비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술을 생산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이 주향로는 막걸리 붐을 타고 외국 유명 방송사 취

재진들도 방문하여 취재를 해 간 바 있고 매년 1만5000여 명의 방문

객이 찾는 명소다. 주향로를 견학한 후 이곳에서 생산하는 10여 가지

의 전통주를 직접 마셔볼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렇

게 돌아보는 데 단체의 경우 2시간가량이 소요되며 돌아갈 때는 이곳

에서 생산된 전통주를 선물로 안겨준다.

Area 3 >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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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7
강 원 도

Q  &  A  

막걸리를 처음 마시는 외국인들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술이 있다면?

전통	막걸리에	다양한	첨가물을	넣어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퓨전막걸

리를	추천한다.	청포도나	유자,	애플망고,	자몽	등을	첨가한	과일막걸리,	생요거

트나	꿀,	옥수수	등을	넣은	막걸리	등	막걸리의	변신은	끝이	없다.

T I P S

맛있는 막걸리 고르는 방법

막걸리	병을	겉에서	봤을	때	아래쪽에	가라앉은	부유물이	있는	것이	제대로	숙

성된	막걸리다.	막걸리	병의	마개가	꼭	닫혀	있는	것을	고르고	잔에	따랐을	때	

기포가	생겨야	신선한	막걸리다.

M U S T  D O

백세주마을에서 막걸리 한 잔

생쌀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어	발효시킨	전통술	백세주는	국순당

의	대표	상품이다.	‘백세주마을’은	국순당이	운영하는	직영	주점으로	백세주를	

비롯한	우리	술을	와인처럼	분위기	있게	마실	수	있는	주점이다.	서울의	신촌점,	

강남점을	비롯해	부산,	울산	등	총	9개	매장이	있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강변로	975

문의	 033-340-4300

홈페이지	 www.ksdb.co.kr	

휴무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체험프로그램	주향로	견학,	전통주	시음

이용시간	 10:00,	13:00,	15:30(화요일~토요일	1일	3회	운영)

인원	 10~40명(10명	미만	개인그룹은	다른	단체와	합류)

예약	 주향로	홈페이지에서	최소	2주	전	신청(사전	예약	필수)

국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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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평창] 대관령양떼목장

양떼목장은	평창	여행의	검색순위	1위를	꾸준

히	유지할	만큼	여행자들이	한번쯤	가보고	싶

어	하는	곳이며	사진	찍기에도	좋은	장소로	사

진동호인들의	출사지로도	인기다.	규모가	크지	

않아	아기자기하면서도	이색적인	느낌으로	걸

어서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그만이다.	

주소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문의	033-335-1966

홈페이지	http://www.yangtte.co.kr

[원주] 숲체원

청태산	청정림	850m에	위치한	가족	휴양지이

자	체험공간이다.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를	

산책하며	삼림욕을	즐기고,	목조	주택에서	숙

박도	할	수	있으며,	나무를	이용해	생활소품을	

만드는	등	나무와	함께	온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주소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문의	033-340-6300

홈페이지 http://www.soopchewon.or.kr

[횡성] 웰리힐리파크

골프,	스키,	스노보드	등	레저	스포츠	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타운이다.	총	200만	평	규모이

며	스키장은	19면의	슬로프와	곤돌라,	스키리

프트,	하이파이프	코스,	눈썰매장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	또한	골퍼들이	이용하기	좋은	2

개의	18홀	코스와	10홀로	구성된	퍼블릭골프

장이	있다.

주소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성우

콘도미니엄

문의	1544-8833	

홈페이지	http://www.wellihillipark.com

[평창] 대관령삼양목장

해발	1140m의	높이에	동양	최대인	600만	평	고원이	펼쳐져	있는	삼양대관령	목장은	시원스럽고	남

성적인	풍경을	보여준다.	가을동화,	베토벤바이러스,	연애소설,	태극기	휘날리며	등	드라마와	영화	촬

영지로도	유명하다.	

주소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708-9

문의	033-335-5044	

홈페이지	http://www.ecogreencampus.com

[원주] 치악산

치악산은	해발	1288m로	비교적	험한	산이지

만	구룡사	입구에서부터	세렴폭포까지의	

3km	구간은	완만하고	볼거리가	많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특히	구룡사로	올라가는	

계곡의	단풍은	곱기로	유명해서	가을이면	행

락객들이	줄을	잇는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문의	033-732-5231

홈페이지	http://chiak.knps.or.kr

PLUS • 이곳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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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숙소

[원주] 회촌농가맛집 토요

토속적이고	건강한	밥상을	차려내는	회촌농가맛집	토요의	모든	요리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제철	로컬푸드와	천연조미료만을	사용한	것들이다.	

가마솥에	지은	밥과	쌈채소,	맛있는	10여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	

뷔페가	메인	메뉴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회촌길	110

문의	033-763-2923

메뉴	한식	뷔페	8,000원,	수육	1만	원,	서낭할머니	보쌈정식	4만	원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to_yo

[횡성] 청정한우골

횡성	웰리힐리파크	근처에	위치하여	스키어들이	많이	찾는	맛집으로	

명품	횡성한우를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추천하는	메뉴는	등심,	살치

살,	업진살,	안창살을	조금씩	부위별로	맛볼	수	있는	한우모듬세트다.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밑반찬들도	깔끔

한	맛이	일품.

주소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27

문의	033-345-8882	

메뉴	한우육개장	9,000원,	곤드레더덕밥정식	1만	5000원,	한우모듬세트	2만	8000원

[원주] 베니키아 호텔 비즈인

남원주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베니키아	호

텔	비즈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체인	브랜드	호

텔이다.	한솔오크밸리	스키장에서	약	2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스키장에	갈	때	이

용하면	좋은	거리다.	모던한	인테리어의	객실	

65개와	남성	사우나	공간,	비즈니스센터를	

갖추고	있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7-1

문의	033-748-0100

홈페이지	http://www.biz-inn.co.kr

[원주] 호텔인터불고 원주

호텔인터불고	원주는	9홀	퍼블릭골프클럽을	

갖춘	원주의	특1급호텔이다.	아늑하고	현대적

인	분위기의	객실과	더불어	실내수영장,	헬스

클럽,	사우나실,	일식당,	스페인	레스토랑,	차

이나	레스토랑,	카페,	와인&칵테일바	등	다양

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200

문의	033-769-8114

홈페이지	http://wonju.inter-burgo.com

[횡성] 통나무집

둔내IC에서	5분	거리,	웰리힐리파크와	숲체원	

등의	횡성	관광지에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들르기	편하다.	1++	횡성한우만	취급하며	직접	

쇼케이스에서	먹고	싶은	부위별	한우를	선택하

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기만	

고르면	상차림은	무료이며	백탄참숯과	무공해	

쌈채소가	기본으로	곁들여진다.

주소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173

문의	033-344-3232

메뉴	육개장	7,000원,	육회	1만	3000원,	모듬구

이	2만	7000원

홈페이지	http://www.tongnamuzip.com

[횡성] 웰리힐리파크

웰리힐리파크의	숙박시설은	콘도미니엄,	가든하

우스,	유스호스텔로	구성되어	있다.	콘도미니엄

에는	실내에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주방	

기구가	구비되어	있고,	단체인	경우는	유스호스

텔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다	프라이빗한	공간

을	원한다면	별장형	숙소인	가든하우스가	좋다.	

주소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성우콘

도미니엄

문의	1544-8833	

홈페이지	http://www.wellihilli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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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감귤박물관은 제주 특산물인 감귤을 

테마로 한 국내 최초의 감귤박물관이다. 감귤 나무 두 그루만 

있으면 대학 학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이 좋아 

‘대학나무’라고도 불렸던 제주 감귤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다. 

노란 감귤향기가 물씬~ 

맛있는 감귤쿠키도 만들어보는

감귤박물관
01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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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 냄새, 새콤달콤한 맛, 풍부한 비타민C를 지닌 감귤. 감귤은 한

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겨울철 과일이다. 언제부터 감귤나무를 한

국에서 재배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 발간한 역사책인 고려사에 이에 대해 추측해볼 수 

있는 구절이 남아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AD 476년에도 이미 제주에

서 귤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지금은 누구나 즐

겨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왕가에서나 맛볼 수 

있는 매우 귀한 과일이었다. 한국에서 이 감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제주도로 특히 따뜻한 기후를 가진 제주 남쪽의 서귀포가 대표적

이다. 

감귤박물관은 테마전시실, 3D 입체영상실, 민속유물전시실, 세계감귤

원, 아열대식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마전시실에서는 감귤의 역사와 

종류, 재배방법, 세계 감귤의 모습 등을 다양한 패널과 영상으로 보여

준다. 아열대식물원에서는 바오밥나무, 고무나무 등 300여종의 아열대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유리온실인 세계감귤원에 이르면 실내에 

진동하는 귤 향기에 취하게 된다. 레몬, 오렌지, 유자, 그레이프프루트

뿐만 아니라 아기의 머리만한 향문감, 배꼽이 나온 한라봉 등 다양한 

P A R T  8
제 주 도 

 

감귤박물관

감귤박물관

서울→제주 1시간, 

부산→제주 50분 

제주공항 기준 

1시간 08분, 총거리 4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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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를 매달고 있는 감귤나무를 만날 수 있다. 그 가운데 ‘부처님 손’

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불수감(佛手柑)은 마치 사람의 손처럼 생겨

서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

감귤박물관의 재미 중 하나는 제주 감귤 원액을 이용한 감귤쿠키와 

머핀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하지만 쿠키나 머핀 한 판을 굽는데 4~5명 기준 3,000원이

라는 매우 저렴한 금액이라는 것에 놀라게 된다. 12월에서 2월 사이의 

감귤 철에 가면 감귤 서너 개를 즉석에서 짜 마실 수 있는 감귤주스를 

단돈 1,000원에 마실 수 있다. 뮤지엄숍에서는 감귤을 이용한 과자류

나 감귤향수, 감귤화장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제주도에서 

감귤 관련 상품을 사려면 감귤박물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Area 1 >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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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8
제 주 도 

Q  &  A  

감귤을 많이 먹으면 어디에 좋은가?

감귤은	칼로리가	낮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다.	감귤	알

맹이는	신진대사를	돕고	피로한	몸을	회복해주고,	피부미용에도	좋다.	감귤껍질

도	깨끗이	씻어	말려서	설탕에	재워두고	차로	마시면	기침이나	가래를	낫게	하

는	데	좋다.

T I P S

극조생 감귤

감귤은	수확	시기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극조생	감귤은	제주	감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시기인	10월경	출하되는	새콤달콤한	맛을	가진	감귤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품종이다.	

M U S T  D O

제주 감귤, 아는 만큼 보인다 

간단하게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있는	겨울철	과일의	대명사인	감귤.	감귤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싶다면	테마전시실과	3D	입체영상실에	꼭	들러보자.	특히	3차

원	입체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는	입체	만화영화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	

문의	 064-767-3010~1

홈페이지	 http://www.citrusmuseum.com	

운영시간	 09:00~18:00(7월~9월은	19:00까지)

휴무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입장료	 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800원

체험프로그램	감귤쿠키	만들기(3,000원),	머핀케이크	만들기(3,000원)

이용	 10:00~10:30,	14:00~15:30(주중운영)

인원	 1팀당	4~5명

예약	 전화	예약은	당일,	인터넷	예약은	하루	전날까지		

감귤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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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설록티뮤지엄은 화장품과 녹차를 생산하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국내 최초의 차 전문 박물관이다. 티뮤지엄은 차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차문화실과 티숍, 티하우스 카페 그리고 

다도를 배우는 티스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의 천연 원료로 만든 

이니스프리 화장품을 만날 수 있는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와 100만 

여 그루의 차나무가 자라는 녹차밭이 있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향긋한 차와 함께 하는 우아한 시간

오설록티뮤지엄 02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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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안덕면에는 24만여 평의 광활한 녹차밭 서광다원이 있다. 

사계절 초록빛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화장품과 녹차 제품을 생산하

는 아모레퍼시픽의 녹차 재배지다. 그 건너편 언덕에 위치한 오설록티뮤

지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차박물관으로 서광다원에서 생산된 찻잎을 이

용한 유기농 녹차와 녹차화장품, 녹차디저트에 이르기까지 녹차와 관련

된 제품을 즐기고 구입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설록티뮤지엄 입구

에 차의 역사와 다기, 국내외의 오래된 차와 찻잔 유물을 전시해 놓은 

차문화실을 꾸며 놓아 천천히 둘러보면서 본격적인 차를 즐기기에 앞서 

차에 관해 배울 수도 있다. 

티뮤지엄의 안쪽에는 찻잎 덖기 시연을 하는 덖음공간이 있어 눈앞에서 

덖어낸 차를 즉석에서 시음해볼 수 있어서 녹차밭에서 따온 찻잎이 어

떻게 차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티숍에서는 다양한 차 제품과 

차를 원료로 한 화장품을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다. 티하우스 카페에서

는 각종 차와 차 디저트를 판매하는데 특히 녹차아이스크림과 롤케이크

는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할 인기 디저트다. 녹차를 듬뿍 넣어 깔끔하고 

진한 맛이 우러나는 이들 디저트를 맛보며 유리창 밖의 풍경을 감상하

는 것도 오설록티뮤지엄의 즐거움 중 하나다.

오설록티뮤지엄

P A R T  8
제 주 도 

 

오설록티뮤지엄

서울→제주 1시간, 

부산→제주 50분

제주공항 기준 

46분, 총거리 32.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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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에는 한국 최고의 서예가로 제주 유배시절에 제주 녹차를 무척 즐겼

다는 추사 김정희의 벼루를 모티브로 건축한 티스톤이 있다. 티스톤은 차

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전에 예약해

야 한다. 티스톤 다도체험이 특별한 이유는 제주의 자연을 통유리창 안으

로 끌어들인 탁 트인 공간에서 차와 함께 여유로운 힐링타임을 가질 수 있

다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티뮤지엄과 함께 이곳에는 여성들이라면 꼭 들러봐야 할 이니스프리 제주하

우스가 있다. 이곳을 방문하면 서광다원의 유기농 녹차는 물론 화산섬인 제주

의 독특한 돌 화산송이, 유채, 동백 등을 원료로 만든 에코 화장품과 오가닉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천연 원료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이

니스프리 제주하우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용 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Area 2 >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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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티스톤의 다도체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	가지	차와	다구(茶具)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어	티소믈리에의	설명에	따라	

차를	우려내어	녹차디저트와	함께	티타임을	즐긴다.	다도체험이	끝난	후에는	지

하에	마련된	차	숙성고를	둘러보고	특별히	체험객을	위해	제작한	텀블러도	선

물로	받는다.

T I P S

오설록 햇차 페스티벌

매년	5월에	열리는	오설록	햇차	페스티벌은	녹차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차밭에서	직접	첫	찻잎을	따보거나	프리미엄	차를	마셔보거나,	

차와	꽃잎,	과일	등을	혼합해	독특한	블렌딩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

어	있다.

기간	매년	5월	초부터	약	2주일간

장소	서광다원	

M U S T  D O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들르기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는	여심을	사로잡을	만한	예쁜	공간.	이니스프리	제주하

우스에서만	구입	가능한	화장품	세트나	캔들,	오일	등은	선물용으로도	좋다.	녹

차,	감귤,	화산송이	등	제주의	원료로	만드는	천연비누	만들기도	재미있다.

I N F O R M A T I O N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25

문의	 064-794-5312

홈페이지	 http://www.osulloc.com

운영시간	 09:00~18:00(3월~11월),	09:00~17:00(12월~2월)

휴무	 무휴

입장료	 무료

체험프로그램	티스톤	다도체험(1만	5000원),	천연비누	만들기(1만	5000원)

이용시간	 50분

인원	 개인은	최소	2명	이상	예약	시	체험	가능,	단체는	20명	이상

예약	 외국인은	전화	예약

오설록티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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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협재&금릉 해변 

나란히	이웃해	있는	협재해수욕장과	금릉해수

욕장은	맑고	푸른	바다	색깔로	제주도를	대표

하는	해수욕장	중	하나다.	흰	모래사장과	수심

이	얕은	바다가	어우러져	어린이를	동반한	가

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좋다.	두	해변	모두	

스노클링하기	좋은	곳이므로	스노클링	장비를	

가지고	가면	좋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로	329-10

문의	064-796-2404

성산일출봉

제주	 10경	중	최고로	꼽히는	성산일출봉은	

2007년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

재되었다.	봄에	노란	유채꽃과	함께	찍힌	성산

일출봉의	사진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친숙하다.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포

인트라	새해	첫날	해맞이를	하기	위해	일출봉

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84-12	

문의	064-710-7924

섭지코지

성산일출봉과	가까이	있는	섭지코지는	아름

다운	해안의	풍경을	즐기기에	제주에서	손꼽

히는	곳이다.	드라마	<올인>의	촬영장이	남아	

있으며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Tadao	

Ando)의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와	글

라스하우스(Glass	House)	등	자연과	건축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

코지로

문의	064-782-2810

우도

제주도를	축소시켜놓은	듯한	우도는	제주	본섬에서	배로	5분	거리에	있다.	자연절경	외에도	바다낚

시,	자전거	하이킹,	버스관광,	잠수함과	유람선을	통한	바다관광	등	즐길	거리가	많아	여행의	재미를	

더해준다.	땅콩아이스크림,	한치볶음밥,	회국수	등의	별미가	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3

문의	064-782-5671

천지연폭포 

천지연은	천제연,	정방폭포와	함께	제주	3대	

폭포로	일컬어진다.	산책로를	따라	폭포	부근

까지	걸어	들어가면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를	만나게	된다.	산책길과	폭포	주변까

지	환하게	조명이	켜지는	밤	풍경도	멋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4	

문의	064-733-1528	

홈페이지	http://www.cheonjiyeon.com

PLUS • 이곳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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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푸드샹그릴라 뷔페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내에	자리한	씨푸드샹그릴라	뷔페에

는	러시아산	대게,	바다에서	갓	잡은	자연산	방어,	뿔소라,	가리

비	등	해산물	바비큐와	수십	가지의	초밥,	중국	요리	등	100여	

가지의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문의	1544-2988

메뉴	해산물	바비큐,	초밥	,	대게찜,	제주흑돼지구이	등	100여	가지

홈페이지	www.seafoodtour.com

칠돈가

제주도는	토종	흑돼지가	유명한	섬.	칠돈가의	근고기는	두툼한	

제주흑돼지의	목살을	통째로	얹어	연탄불에	느긋하게	구워	보

글보글	끓는	묽은	멸치젓에	찍어	먹는다.	제주시내	용담동	본

점은	오후	3시	30분에	영업을	시작하니	시간을	잘	기억해야	

한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43	

문의	064-727-9092

메뉴	칠돈가근고기	1만	5000원,	흑돼지근고기	2만	2000원,	김치찌개(2인분	이상)	1만	2000원

맛집

신라호텔

제주신라호텔은	국내	최고급	호텔	중	하나로	

편안한	휴식을	넘어서	고객의	취향에	맞춘	

프로그램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	신선하고	

맛	좋은	뷔페	요리를	선보이는	파크뷰를	비

롯해	고급	카바나	텐트에서	캠핑을	즐기는	

글램핑도	체험해보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75	

문의	064-735-5179	

홈페이지 www.shilla.net/jeju

롯데호텔

신라호텔과	쌍벽을	이루는	5성급	호텔인	제

주롯데호텔은	500실의	객실과	안락한	시설

을	갖추고	있다.	헬로키티를	테마로	한	20여	

개의	객실이	있어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다.	숙박객이	아니어도	세	가지	테

마의	글램핑을	즐길	수	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	

문의	064-731-4261

홈페이지	www.lottehoteljeju.com

삼대 국수회관

고기국수는	24시간	우려낸	돼지	사골의	진한	

육수에	국수를	말아	수육을	얹어먹는	음식.	오

직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기국수를	잘

하기로	소문난	삼대	국수회관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집이기도	하다.	삶은	돼지고기를	도마

째	썰어	내놓는	돔베고기와	돼지의	발만	삶아

낸	제주식	족발인	아강발도	별미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1	

문의	064-759-6644

메뉴	멸치국수	4,500원,	비빔국수	5,500원,	고기국

수	6,000원,	아강발	1만	2000원,	돔베고기	3만	원

휘닉스아일랜드

제주	동부의	섭지코지에	위치한	휘닉스아일랜

드는	제주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자연	

풍광	속에	자리한	리조트다.	거실에서	보면	쪽

빛	바다가	펼쳐지고	성산일출봉의	장관이	눈길

을	사로잡는다.	건축가	다다오와	마리오	보타

(Mario	Botta)의	건축작품을	만날	수	있는	테마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도	좋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

지로	107

문의	02-554-0600

홈페이지	www.phoenixisland.co.kr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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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운영 · 지원하는 사업 

굿스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국

내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	자신이	원하는	지역	또는	테마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일부	시설은	예약도	가능하다.	

숙박시설	정보뿐	아니라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된다.		

http://korean.visitkorea.or.kr

베니키아 

BENIKEA는	‘Best	Night	In	Korea’에서	따온	말

로,	‘합리적인	가격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호텔	체인	브랜드다.	한국관광

공사가	규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만	베니키아	체인	호텔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베니

키아는	비수기	평일	일반실을	기준으로	1박에	미화	100달러	

내외의	객실	요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

속	있는	여행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www.benikea.com

코리아스테이 

코리아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는	

우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인증	브랜드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호스트	패밀리는	엄격

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http:// korean.visitkorea.or.kr/koreastay

한옥스테이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을	체험할	수	있

는	숙박업소를	검색	및	예약할	수	있는	사

이트.	이곳에	등록된	업체는	한국관광공사

가	친절성,	편의성,	청결도	등을	심사한	후	우수	업체로	선

정한	곳들이다.	단순히	숙박	업체를	예약하는	기능을	넘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http://hanok.visitkorea.or.kr

관광안내전화 1330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내	여행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관광안내	대표전화다.	 1330은	관광

통역안내사가	관광지,	숙박,	쇼핑,	축제,	행사	정보	등	관광

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

객을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광안내	및	관광통역	서

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의	출입국,	안전

사고,	의료,	치안,	관광불편신고	등의	상황	발생	시	1345	법

무부,	119	소방재청,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등	관

계	기간과	연계하여	종합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서비

스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30만	누르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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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시간 

관청	09:00~18:00	(월~금)

우체국	09:00~18:00	(월~금)

은행	09:00~16:00	(월~금)

백화점	10:30~20:00

⦁ 유용한 전화 번호

경찰	112

화재	및	구급	119

전화번호	안내	(지역	코드)	+	114

BBB	(무료	통역)	1588-5644

서울	다산	콜센터(일반	정보)	120

⦁ 의료 서비스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

삼성	서울	병원	

www.samsunghospital.com

세브란스	병원	

www.iseverance.com

서울	아산	병원

www.amc.seoul.kr

⦁ 휴대전화 대여 

한국의	통신회사인	SK,	KT와	LG전자는	

임대폰	또는	로밍폰	대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요금은	회사마다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인천공항	안에	위치한	로밍센

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Mpass 카드 

Mpass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대중

교통	이용을	위해	출시한	외국인	전용	교

통카드다.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지

하철	1~9호선,	서울	시내	버스(광역	버스	

제외),	인천	지하철,	공항	철도,	일반	열차

(직통	열차	제외)를	통합해	하루	최대	20

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도에서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

카드	기능	이외에도	현금이	충전되어	있

다면,	편의점,	각종	베이커리,	화장품	로

드숍	등	T-money	카드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구입처	

인천국제공항	1	층	5번·10번	출구	앞	서

울시관광안내센터.	구입할	경우	Mpass	

요금	외에	보증금	 5,000원	 (보증금	

4,500원+수수료	500원)을	함께	지불해

야	된다.

가격	

1일권-1만	원,	2일권-1만	8000원,	

3일권-2만	5500원,	5일권-4만	2500원,	

7일권-5만	9500원

환불	

인천국제공항	서울관광안내센터에서	수

수료	500원을	공제한	보증금	4,500원	및	

현금	충전	분의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	

처음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카드	사용	

가능한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기권	횟수나	기간이	종료되면	

T-money	기능으로	자동	전환돼	사용할	

수	있다.

⦁ T-money 카드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일부지역	제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	교통

카드다.	교통카드	기능	외에도	티머니	가

맹점	표시가	된	편의점,	각종	베이커리,	

화장품	로드숍	등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

용이	가능하다.	

구입·충전 

편의점,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	주변	가

두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충전	

금액은	1,000원부터	가능하다.	

환불	

편의점,	가두	판매점	등	(잔액이	2만	원	미

만인	경우)에서	가능하며	수수료	500원을	

차감	후	남은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문의처	서울	글로벌	센터	1688-0120

TIP 그 밖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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