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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조의 500년 역사를 탐험하다

서울 대표 5대 궁궐

‘경복궁’은 1395년 건립되어 조선왕조의 역사를 지탱해온
대표적인 궁이다. 5대 궁궐 중 가장 크고 웅장하며 당시의 왕실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역 5번 출구)
www.royalpalace.go.kr
02-3700-3900

경희궁

있는 고궁박물관과 민속박물관도 있다.

‘경희궁’은 1617년에 건립된 이후 10대에 걸쳐 임금이 정사를
보았던 궁궐이다. 본래는 100여동이 넘는 전각들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훼손되어 현재는 정문이었던 흥화문, 후원의 정자였던
황학정등 세 채만남아 있다. 바로 옆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으므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광화문역 7번 출구)
02-724-0274

창경궁

함께 둘러보는 것을 권한다.

‘창경궁’은 조선의 9대 임금 성종이 세 명의 왕후를 위해 지은
별궁이다. 조선시대 궁궐 가운데 유일하게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뛰어난 건축미를 엿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동물원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혜화역 4번 출구)
cgg.cha.go.kr
02-762-4868

대한민국 이전의 ‘조선’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서울의 대표 5대 궁궐을 투어해 보자. 궁 주변에는 한국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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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건축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내부에는 당시 생활사를 엿볼 수

창덕궁

식물원이 세워져 유원지로 운영되었으나 1980년대에 유원지
시설이 철거되고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은 조선의 5대 궁궐

의복인 한복을 대여해 주는 업체가 많은데, 한복을 입으면 소개한 모든 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을 뿐더러 특별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궁궐로 손꼽힌다. 조선 왕조의 독특한

사진도 남길 수 있다.

건축 양식과 정원 문화를 대표하는 궁궐로, 특히 나무, 연못, 정자,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안국역 3번 출구)
www.cdg.go.kr
02-3668-2300

덕수궁

화단 등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후원에서 조선 시대 왕실
정원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5대 궁궐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덕수궁’은 본래 왕가의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에 타자 선조가 옮겨 와
생활하다가 광해군 때에 정식 왕궁이 된 곳이다. 전통 목조건축과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시청역 2번 출구)
www.deoksugung.go.kr
02-771-9951

서양식의 건축이 함께 남아 있으며, 아름다운 돌담길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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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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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사계절을 전망하는 곳

벚꽃과 불꽃이 만개하는 피크닉 명소

남산서울타워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나루역 2번 출구)
02-3780-0561~5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길 103 (충무로역 2번 출구)
www.seoultower.co.kr

남산(262m) 정상에 위치한 236.7m의 높이의 탑인 ‘남산서울타워’는 서울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여의도는 국회의사당과 각종 금융회사, 방송국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금융, 언론의 중심지다. 이곳에 위치한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다. 360° 전 방향에서 서울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많은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의

여의도 한강공원은 한강철교중앙에서 국회 뒤 샛강 사면지에 이르는 8.4km 구간으로, 날이 좋으면 잔디밭에서

배경으로도 등장해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내부는 각종 카페와 레스토랑, 전시관, VR체험관, 전망대

피크닉을 즐기거나 산책하며 힐링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빈다. 특히 4월과 10월에 서울을 방문했다면 이곳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복을 직접 입어 볼 수 있는 한복문화체험관과 전망대는 외국인들에게

놓치지 말자. 4월이면 도로를 따라 핑크빛 벚꽃이 만개해 봄꽃축제가 열리고, 10월에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가장 인기 있는 곳이다. 이곳은 ‘로맨스 성지’로도 유명한데, 타워 주변 곳곳에서 수많은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진행된다. 이 두 축제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시민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축제다.

약속하며 이름을 써 걸어 놓은 ‘사랑의 자물쇠’를 발견할 수 있다. 충무로역이나 동대입구역에서 내리면 타워까지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가로지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랜드크루즈 선착장도 이곳에 있다.

가는 순환버스를 탈 수 있으며, 명동역에서 내리면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낮과
밤 어느 때에 방문해도 새로운 서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03

05

한국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응축된 공간

살 거리와 먹거리의 천국

북촌 한옥마을

명동

서울 종로구 계동길 37 (안국역 2번 출구)
hanok.seoul.go.kr

서울 중구 명동8길 (명동역 6번 출구)

‘한옥’은 냉방을 위한 마루와 난방을 위한 온돌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의 고유한 가옥 양식이다. 각종 고층 건물이

명동은 1980년대부터 서울의 멋쟁이들이 모이던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쇼핑 지역이다. 명품 매장을 갖춘 백화점,

즐비한 서울이지만, 도심에는 600년 넘은 한옥 마을이 보존되어 있다.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 ‘북촌’이라

글로벌 SPA 브랜드, 로컬 브랜드숍까지 밀집해 있어 다양한 품목을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다. 효능이 우수한 한국

불리는 북촌 한옥마을은 과거 고위직을 맡았던 양반과 왕족, 시험을 통해 정계에 진출한 사대부들이 모여 살던

화장품과 한국 식료품, 길거리에서 파는 저렴한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등이 인기 있는 쇼핑 아이템이다. 쇼핑하다

동네다. 약 900여 채의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데, 대부분 고급 살림집들이었던 만큼 골목 골목을 걸으면 한옥이

출출할 땐 거리를 꽉 채운 푸드트럭에서 길거리 음식을 사먹어 보자. 먹는 재미를 넘어 보는 재미까지 더한 다양한

가진 전통미와 아름다움을 물씬 느낄 수 있다. 현재도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몇몇 공공한옥에는

식재료와 요리법을 만날 수 있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120년의 역사를 지닌 명동대성당과 조선시대 마을의 모습을

직접 들어가 꽃차 만들기, 전통 현악기인 ‘가야금’ 연주, 인물화의 일종인 ‘문인화’ 수업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살린 남산골한옥마을까지 함께 둘러보길 권한다.

경험해 볼 수 있으며, 숙박 체험 등도 가능하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서울한옥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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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분위기 가득! 전통을 만나는 골목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

인사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종각역 3번 출구)
www.insainfo.or.kr
02-734-0222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 (삼성역 5,6번 출구)
www.starfield.co.kr
02-6002-5300

조금 더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쇼핑을 즐기고 싶다면, 인사동을 추천한다. 종로 탑골공원 근처의 작은 마을인

다채로운 박람회와 국제회의, 전시회가 열리는 코엑스는 각종 컨퍼런스나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이들이

인사동은 장인이 만든 공예품, 골동품 가게, 전통 먹거리가 가득한 거리다. 갤러리가 많아 고미술품을 감상할 수도

한 번쯤 은 거쳐가는 곳이다. 이 근처에서 업무를 마치고 짧은 시간을 투자해 몰링(malling)을 즐기고 싶다면

있고, 옛 선비들의 필기도구인 ‘문방사우(붓,먹,종이,벼루)’, 조각 천을 이어 꿰매 가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자기’

코엑스 지하에 마련된 아시아 최대의 지하 쇼핑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인 스타필드 코엑스몰로 가보자. 영화관,

등 낯설지만 새로운 자극을 주는 물건도 만날 수 있다. 서울 여행을 기념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는 예쁜 케이스에

아쿠아리움, 서점, 백화점, 카페, 레스토랑은 물론 각종 브랜드 매장 등이 입점해 있는 이곳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

담긴 숟가락과 젓가락 세트, 전통 문양의 보석함, 편의성을 살린 개량한복과 전통한복 등을 추천한다. 걷다 지치면

제대로 둘러보려면 하루도 모자라다. 이곳의 가장 유명한 볼거리이자 포토스팟은 바로 ‘별마당 도서관’이다. 채광

가까운 전통 찻집에서 오미자차, 인삼차, 대추차 등의 전통차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말자.

좋은 복층 공간에 유려한 곡선으로 설계된 13m 높이의 책장에는 총 7만여 권의 책이 천장까지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어 웅장하면서도 이색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곳곳에는 테이블과 의자도 마련되어 있어 여유롭게 책을 읽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기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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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광화문광장&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역 1, 2, 8번 출구)
gwanghwamun.seoul.go.kr
서울광장
서울 중구 을지로 12 (시청역 5번 출구)
plaza.seoul.go.kr

서울 시민에게 ‘광장’은 일상, 나아가 역사를 관통하는 의미를 가진 공간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광장으로는 광화문
앞 ‘광화문광장’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이 있다. 경복궁에서 청계천을 지나 서울시청까지 직선으로 쭉 뻗은 대로
중앙에 위치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시민광장이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으며, 촛불시위 등이 일어난 역사적 장소이자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는 소통의 무대이기도
하다. 지하 ‘해치마당’에는 아리수 샘터, 안내소, 기념품점, 문화갤러리 등이 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타원형
모양의 넓은 잔디밭으로, 사계절 내내 각종 콘서트, 기념 행사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거리 응원의 메카가 되어 일대가 온통 붉은 유니폼으로 물들기도 했다. 여름이면 아이들을 위한
야외 수영장이,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이 설치된다.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이전 서울 시청 본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 함께 둘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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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02

로컬리하게
서울을 즐기다

01

을지로 a.k.a. 힙지로

02

성수동 카페거리

03

삼청동 예술가거리

04

신사동 가로수길

05

해방촌 경리단길

06

익선동 한옥거리

07

연남동 경의선 숲길

08

강남구 K-STAR 로드

Discover Bleisure Charms of Seoul

03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이 태그된 서울의 골목

걸으며 느끼는 한국의 미(美)

을지로 a.k.a. 힙지로

삼청동 예술가거리

을지로3가역 인근

ⓒKorea Tourism Organization & Hoyun Jung (@Fanta)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일대 (안국역 인근)

낡고 거친 철물점, 공구상가, 인쇄소 등이 최신 감성의 카페, 술집과 묘하게 어우러지는 을지로는 인스타그램을

삼청동 예술가거리는 경복궁 북동쪽,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예술가들의 공방이 모여 있던 거리에

즐기는 한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최근 가장 주목하는 지역이다. 유행에 밝다는 뜻의 영어 단어 힙(Hip)과 을지로를

갤러리, 예술적인 감성을 가진 편집숍, 음식점 등이 들어서며 조성된 거리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시작해

합쳐 ‘힙지로’라고 불린다. 인스타그램에서 보물찾기 하듯 힙지로를 검색하면 출생연도에 맞춰 제조해 주는 칵테일

삼청공원까지 약 1.6km에 이르는 거리를 천천히 걷다 보면, 한옥과 현대적인 건물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과

바, 마음에 드는 컵을 고를 수 있는 카페, 간판 없는 와인바 등 독특한 감성의 장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좀 더

더불어 한국적 예술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갤러리현대, 금호미술관, 학고재 등 크고 작은 갤러리에서 한국

고전적인 스타일로 즐기고 싶다면 골뱅이 골목이나 노가리 골목을 찾아가 보자. 매일 저녁마다 퇴근한 직장인들로

신진작가의 전시를 관람하거나, 공방에서 수공예 기념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한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이곳에서는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가장 사랑 받는 술안주인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과 소면,
2~3년된 어린 명태를 노릇하게 구워낸 고소한 노가리를 맛볼 수 있다.

02

04

커피 향 가득한 오후를 즐기려면

서울의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곳

성수동 카페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성수역 3번 출구 인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인근)

지하철 성수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인근에는 버려진 공장과 창고 건물을 개조한 카페와 갤러리가 그득하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현대고등학교 앞에서 한강 방향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160여 그루의

일명 성수동 카페거리로, 이곳에서는 개성 있는 소품으로 꾸민 실내, 사진에 잘 담기는 알록달록한 색의 음료와

은행나무가 늘어선 거리로,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드는 낙엽이 일품이다. 신진 디자이너들의 개성 넘치는 숍과

디저트로 2030 세대를 사로잡는 다양한 무드의 카페를 만날 수 있다. 매번 다른 카페를 찾아가 그날 마신 메뉴를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매장을 쇼핑하다 보면 현재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다. ‘세로수길’이라 불리는

사진으로 남기는 서울 젊은이들의 새로운 취미, ‘카페 투어’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다만, 일찍 영업을 마치는 가게가

가로수길 안쪽 골목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브런치를 즐기기 좋은 카페, 비즈니스 미팅에 적합한 세련된

많은 편이니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레스토랑도 곳곳에 있으니 시간을 내어 들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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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분위기

폐철길의 놀라운 변신

해방촌 경리단길

연남동 경의선 숲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2번 출구 인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

경리단길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그랜드하얏트서울에 이르는 거리로, 인근에 미군 부대가 있어 외국인 주거단지가

경의선 숲길은 용산구 효창동부터 마포구 연남동에 이르기까지 약 6.3km에 이르는 공원으로, 이제는 기차가

형성됐고, 식당과 술집이 들어서며 상권을 이루게 됐다. 크래프트 비어 펍, 세계 음식점이 곳곳에 자리해 이국적인

다니지 않는 폐철길을 서울시가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 구간인 연남동 일대에는

분위기를 띠며, 바로 옆 이태원과는 달리 번잡하지 않고 소박한 분위기의 가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길 건너

도심을 가로지르는 녹지를 따라 좌우로 감각적인 카페, 레스토랑, 옷가게, 편집매장 등이 들어섰는데, 뉴욕의

보성여자고등학교 방향 해방촌 지역으로도 독립출판서점, 공방 등이 존재하는데 해방촌은 남산이 가깝고 지대가

센트럴파크에 견줄만하다는 의미에서 ‘연트럴파크’로 불리게 됐다. 빡빡한 하루 일과가 끝난 오후, 연트럴파크를

높아서 노을을 보기 좋다. 이 일대는 최근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촬영지로 화제가 되었다.

산책하며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쪽으로 쭉 걸어 나오면 책 큐레이션,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경의선 책거리’까지 만날 수 있다.

06

08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마을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가 이곳에

익선동 한옥거리

강남구 KstarROAD

종로3가역 4번 출구 인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4
(압구정로데오역 2번 출구 인근)

익선동은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에 위치한 한옥 밀집지역으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이다. 2014년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분야의 업무를 진행한다면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케이스타로드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후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들었고, 100년 넘은 한옥을 개조해 다양한 상점과 펍, 카페,

(KstarROAD)에 들러 보자. 케이스타로드는 한류 팬 방문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문화거리로, 압구정로데오역 2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차가 다닐 수 없는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는데, 발길 닿는 대로

번 출구부터 청담 사거리에 이르는 1km 구간을 말한다. 길에는 엑소(EXO), 방탄소년단(BTS), 소녀시대 등 다양한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다. 고층빌딩 사이에 섬처럼 자리한 한옥의

K-Pop 그룹의 아트토이인 ‘강남돌’이 있는데, 강남돌은 한류를 이끄는 지역 ‘강남’과 ‘아이돌’을 합친 단어다.

자태가 인상적인 이곳은 레트로에 호기심을 느끼는 젊은이들과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는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가수의 강남돌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는 글로벌 팬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케이스타로드에는 한국

만족하는 공간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끄는 다양한 기획사 사옥과 함께 스타들이 즐겨 찾는 식당도 많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7
Di sc ove r t r e asur e s i n lo c a l a l l e y ways

Di sc ove r t r e asur e s i n lo c a l a l l e y ways

1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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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봤던
서울 포토 스팟

01

서울리즘

02

올림픽공원 나홀로 나무

03

용마랜드

04

은평한옥마을 & 남산골한옥마을

05

서울식물원

06

녹사평 육교

07

커먼그라운드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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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Bleisure Charms of Seoul

03

뷰 맛집 루프톱 카페

폐장한 놀이공원의 변신

서울리즘

용마랜드

서울 중랑구 망우로70길 118 (면목역 2번 출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35 예스빌딩 6층
(송파나루역 1번 출구)
02-412-0812

cafe.naver.com/yongmaland/
02-436-5800

일명 ‘뷰 맛집’으로 불리는 루프톱 카페인 ‘서울리즘’은 송파나루역과 석촌호수를 잇는 핫한 거리인 ‘송리단길’의

용마랜드는 용마산 기슭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으로, 1983년 개장했다가 2011년에 폐장한 곳이다. 한동안은

출발 지점에 위치해 있다. 빌딩의 6층에 위치한 이 카페는 외부 테라스에서 보이는 전망으로 유명한데, 서울의

사람의 발길이 끊겼었지만, 가수 백지영, 크레용팝의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무정도시>와 <아이리스2>, 그리고

랜드마크 중 하나인 롯데월드타워를 중심으로 한 서울 시내 전경이 막히는 건물 없이 오롯이 펼쳐진다. 난간

다양한 연예인들의 앨범 재킷과 화보가 이곳에서 촬영되면서 레트로한 감성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로

중앙에는 ‘SEOUL’이라고 쓰인 간판이 설치돼 있는데, 이 간판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서울’ 여행 인증은 끝! 노을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알록달록한 색감의 낡은 놀이기구와 방치된 공원의 빈티지한 풍경 덕에 특별한 촬영

질 때쯤 방문하면 간판에 붉은 조명이 들어와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도심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인생샷을 건질 수

기술이 없어도 화보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현재 놀이기구들은 모두 운영이 중지된 상태지만 들어가려면

있다.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솔티즈 카라멜 크림 라떼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말자.

입장료를 내야 하며, 각종 촬영 때문에 전체 대관 될 때가 많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홈페이지에서 오픈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02

04

피크닉과 출사를 위한 서울의 대표 명소

전통미 물씬, 한옥 포토 스팟

올림픽공원 나홀로 나무

은평한옥마을&
남산골한옥마을
은평한옥마을
서울 은평구 진관동 127-27 (구파발역 2번 출구)
남산골한옥마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한성백제역 2번 출구)
olympicpark.kspo.or.kr/
02-410-1114

서울 중구 퇴계로34길 28 (충무로역 4번 출구)
www.hanokmaeul.or.kr/
02-2261-0517

올림픽공원은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 만들어진 공원으로, 고대 왕국 중 하나인 백제의 유적인 몽촌토성,

서울에서 조금 더 특별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한복을 입고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보는 건 어떨까. 은평구

소마 미술관, 200여 점의 다양한 야외 조각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과 유적, 예술이 아름답게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한옥마을은 최근에 조성된 한옥마을로, 웅장하면서도 깔끔한 최신식 한옥들이 북한산과

어우러진 이 도심 속 쉼터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촬영 명소로 선정한 9개의 장소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인기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주변에는 박물관, 문학관은 물론 시원한 북한산 계곡, 천년고찰로 알려진

있는 곳이 바로 ‘나홀로 나무’다. 나홀로 나무는 너른 들판 한 가운데 혼자 우뚝 서 있는 높이 약 10m의 측백나무로,

진관사 등의 볼거리도 많아 관광 겸 들러 볼만 하다. 남산골한옥마을은 사대부 가옥부터 서민 가옥까지 당시의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푸른 하늘과 초록빛 잔디,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림 같은 장면을

생활 방식을 한자리에 볼 수 있도록 복원해 놓은 곳이다. 전통 한옥의 외관은 물론, 내부 가구도 함께 살펴볼

연출할 수 있다. 각종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배경이 되기도 했으며 사시사철 데이트스냅이나 웨딩스냅을 찍는

수 있으며 정자와 연못이 있는 전통 양식의 정원도 감상할 수 있다. 전래놀이체험, 다례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

연인들로 붐빈다. 여유가 된다면 천천히 산책하며 9경(九景) 중 다른 8곳의 장소도 둘러보자.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주말이면 실제 커플이 전통혼례를 치르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다.

올림픽공원 9경 | 세계평화의문, 엄지손가락(조각), 몽촌해자 음악분수, 대화(조각), 몽촌토성 산책로, 나홀로 나무, 88호수, 들꽃마루, 장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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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사철 푸른 도심 속 힐링 공간

감각적인 컨테이너 쇼핑몰

서울식물원

커먼그라운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00 (건대입구역 6번 출구)
www.common-ground.co.kr
02-467-2747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61 (마곡나루역 3,4번 출구)
botanicpark.seoul.go.kr

지난 2019년 5월에 정식 개장한 서울식물원은 역사는 짧지만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사랑 받는 곳이다. 축구장 70

건국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커먼그라운드는 200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팝업

개에 해당하는 50만 4000㎡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크게 열린 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쇼핑몰이다. 새파란 대형 컨테이너들이 차곡차곡 쌓여 거대한 쇼핑몰을 이루고 있는 이색적인 모습은 길을 지나는

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주제원에 위치한 온실이다. 직경 100m, 최고 높이 28m에 육박하는 온실 내부에는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모두 사로잡는다. 다리로 연결된 2개 동과 마켓그라운드로 불리는 마당으로 구성되어

지중해와 열대기후 환경의 식물들로 꾸며진 12개 도시 정원이 전시되어 있어 사시사철 푸른 식물을 배경으로

있으며, 독특한 외형만큼 감각적으로 꾸며진 내부에서는 개성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브랜드를 만날 수

이국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특히 야간 개장 때면 온실 전체가 무지갯빛 조명으로 물드는데, 밤과 조명, 식물의

있다. 쇼핑몰 화보 촬영, 데이트 스냅 등 다양한 촬영 장소로 인기가 많으며, 해가 진 뒤에는 실내에 켜진 은은한

조화가 말로 형언하기 힘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산책길과 수변관찰 데크가 조성된 호수원, 경이로운

조명이 더해져 한층 더 분위기 있는 모습으로 변신한다. 옥상에는 각종 카페와 식당이 있어 루프톱 바에 온 듯한

생태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습지원 등 온실 외부에 펼쳐진 다른 정원들도 아름답다.

느낌으로 각종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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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속 그 장소

서울시의 공식 슬로건 상징물

녹사평 육교

I · SEOUL · U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7-76 (녹사평역 1번 출구)

최근 한국 뿐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촬영 장소는 관광객들의 새로운

누가 봐도 한눈에 서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면 시내 곳곳에 보물 찾기 하듯 놓인 ‘I·SEOUL·U(

성지순례 코스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 박새로이와 이서가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누던 녹사평 육교 위는

아이서울유)’ 상징물을 찾아보자. 서울시의 공식 슬로건이자 ‘너와 나의 서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I·SEOUL·U’

최고의 인기 장소 중 하나. 녹사평역에서 나와 이태원 중심가로 연결되는 육교에 올라서면 해방촌과 남산서울타워,

는 나와 당신, 시민과 시민 등 모든 관계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는 뜻으로, 다양한 세대와 국적,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녹사평 대로가 한눈에 담기는 시원한 풍경이 펼쳐진다. 쉴 새 없이 도로를 오가는 수많은 자동차들까지도

모두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서울을 나타낸다. 주로 서울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나들이 장소 14곳에 설치되어

풍경의 일부가 되어 낮에 가도, 밤에 가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다. 육교를 건너 이태원역

있는데, 대표적인 장소로는 서울광장,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숲 등이 있다.

방향으로 걷다 보면 박새로이가 동료들과 함께 운영하던 ‘단밤’ 포차도 발견할 수 있다.

각 장소의 상징물마다 디자인과 크기가 조금씩 달라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설치 장소 | 서울광장(서울 중구 을지로 12) / 서울어린이대공원(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 월드컵공원(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 여의도 한강공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 북서울꿈의숲(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 서울숲(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 / 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증산로 87) / 시민청(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 서울창업허브(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돈의문박물관마을(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7-24) /
다시세운(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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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다이나믹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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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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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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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공원

04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05

서울로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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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톱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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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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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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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축제로 만드는 밤의 풍경

서울의 노을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 명소

반포 한강공원

낙산공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
(신반포역 2번 출구 인근)
hangang.seoul.go.kr/archives/46727
02-59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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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낙산길 41 (혜화역 2번 출구 인근)
02-743-7985

반포 한강공원은 평범한 일상 중에 방문해도 화려한 축제 분위기의 야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한눈에 담기는

서울에서 노을과 야경 명소를 꼽을 때 세 손가락 안에 항상 드는 곳이 바로 낙산공원이다. 이곳에는 조선시대에

반포대교의 달빛무지개분수와 복합문화공간인 세빛섬의 시시각각 변하는 화려한 조명은 그야말로 감탄을

축조된 한양도성이 남아 있는데, 밤이 되면 성곽에 은은한 조명이 더해져 이국적이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가

자아낸다. 달빛무지개분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분수로 세계기네스협회에 등재되어 있는데, 낮에는 물결의

고조된다. 성곽을 따라 한 시간 가량 천천히 걷다 보면 전망대에 도달하는데, 옛 성곽 너머로 보이는 탁 트인

모양에 따라 백여 가지의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내고 밤에는 200여 개의 조명으로 무지개 색을 띠며 음악에

도심의 모습은 마치 역사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듯한 묘한 느낌을 자아낸다. 근처에 분위기 좋은 카페도 곳곳에

맞춰 춤을 춘다. 한강에서 더욱 운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동그란 튜브 모양의 모터보트인 튜브스터나

자리하고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빠지지 않는 곳이다.

요트를 대여해 보자. 골든블루마리나에서는 요트/보트 대여뿐 아니라 해질녘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선셋투어,
달빛무지개분수를 바로 눈앞에서 느낄 수 있는 달빛무지개분수투어 등의 다양한 수상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02

04

자유로운 인디문화의 중심지

신비로운 분위기의 곡선 건축물

홍대 거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

서울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
www.ddp.or.kr
02-2153-000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감각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만드는 인디문화의 중심지, 홍대 거리는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도심 한가운데 안착한 UFO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DDP는 유명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않는 곳이다. 소규모의 공연장은 물론 놀이터나 공원 등지에서 다양한 인디 밴드들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으며,

복합문화공간으로, 2014년에 개관한 이래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했다. 내부는 국제회의장, 박물관,

힙합, 일렉트로닉, 하우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클럽 문화의 메카이기도 하다. 금요일과 토요일

편집 매장, 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전시, 패션쇼, 신제품 발표회,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밤이 가장 핫한 시간대이며, 구석구석 둘러볼 시간이 없다면 상권의 중심부인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위주로

진행된다.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빛 축제가 열리는 연말연시다. 밤마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물 외벽 전체를

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캔버스 삼아 빛과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진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되는데, 그 압도적인 규모의 역동적인 라이트쇼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야경을 선사한다.

Discover Bleisure Charms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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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교통로, 공중정원이 되다

야경, 음식, 문화를 한 번에 경험하는 방법

서울로7017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서울 중구 청파로 432 (서울역 1번 출구)
seoullo7017.co.kr
02-313-7017

www.bamdokkaebi.org
02-12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뉴요커들에게 ‘하이라인 파크(Highline Park)’가 있다면 서울 시민들에겐 ‘서울로7017’이 있다. 서울역과

밤이 깊어 갈수록 활기가 넘치는 곳, 바로 야시장이다. 서울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주말이면 여의도, 반포,

남대문시장을 잇는 서울로7017은 1970년 처음 지어진 서울역 고가도로가 2017년에 공원으로 재탄생했다는

동대문, 청계천 등지에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만날 수 있는데, 야시장 산책은 일정이 촉박한 출장객들이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서울시민들의 공중 산책로이자 다양한 식물과 전시, 공연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곳은

서울의 야경과 음식, 그리고 문화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푸드트럭에서 한식, 일식, 중식 등의

해가 지면 산책로 전체에 푸르스름한 조명이 깔려 마치 은하수를 거닐 듯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역사 속

아시아 음식은 물론 유럽과 남미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메뉴들을 맛보고, 비누, 액세서리, 캔들 등 개성 넘치는

흔적을 간직한 문화역서울 284와 현대적 건물인 서울스퀘어의 조화는 낯설면서도 이색적인 야경 포인트. 최근

핸드메이드 작품들을 쇼핑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때때로 음악 콘서트, 마술

근처에 감각적인 분위기의 펍과 수제맥주 집이 속속 생기고 있으니 산책이 끝난 후에 들러 목을 축여 보자.

쇼, 다양한 퍼포먼스 등의 문화공연도 열리니 놓치지 말 것. 각 야시장의 정확한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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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아래 분위기 한 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만나는 바다

루프톱 바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1

서울 중구 삼일대로 302 21F (명동역 10번 출구)
02-6020-8880

2

서울 중구 퇴계로 137 21F (명동역 9번 출구)
02-6310-1097

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9F (여의도역 3번 출구)
02-6137-7766

2 루프톱 플로팅

1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명동

르스타일 레스토랑&바

3 VVERTIGO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역 7번 출구)
www.susansijang.co.kr
02-2254-8000

바쁘게 돌아다니기 보다는 밤의 낭만과 휴식을 오롯이 즐기고 싶다면 분위기와 감성 넘치는 루프톱 바에 올라가

잠들기 아까운 서울의 밤, 도심 한복판에 펼쳐진 바다로 산책을 떠나보면 어떨까?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은

보자.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서울 시내 대부분의 유명 호텔들은 분위기 좋은 루프톱 바를 갖추고 있다. 여의도 고층

전국 각지에서 직송된 다양한 수산물을 가장 싱싱한 상태로,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곳이다. 1970년대부터

빌딩 사이에 자리해 빌딩 숲의 위용이 느껴지는 콘래드의 ‘버티고’, 명동의 스카이라인과 남산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져온 전통 있는 수산시장인 이곳은 최근 새 건물로 깔끔하게 단장해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펼쳐지는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명동의 ‘르 스타일’과 L7 명동 바이 롯데의 ‘플로팅’ 등이 대표적이다.

거듭났다. 가게에서 활어회, 킹크랩 등 원하는 횟감을 주문해 테이크아웃 해가거나 식당에서 조리비를 지불하고

선선한 바람, 도심의 야경과 함께 즐기는 칵테일 한 잔은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 줄 것이다.

술과 함께 매운탕 등으로 곁들일 수도 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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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05

자연 속 산책

01

서울숲

02

청계천

03

하늘공원

04

노들섬

05

석촌호수

06

북한산 국립공원

07

한양도성

08

북서울꿈의숲

Discover Bleisure Charms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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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의 녹색 휴식처

은빛 억새가 바람에 춤을 추는 곳

서울숲

하늘공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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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95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
02-300-5501

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 (서울숲역 3번 출구)
seoulforest.or.kr
02-460-2905

녹음이 우거진 서울숲은 총 35만평의 규모에 42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다.

하늘공원은 2002년 한일월드컵의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을 만들면서 함께 조성한 곳으로, 쓰레기 매립지였던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원’과 야생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의

척박한 땅을 생태적 공간으로 복원한 곳이다. 5개의 월드컵공원 중 가장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꼭대기에

숲을 보존한 ‘생태숲’, 나비정원, 곤충식물원 등이 있는 ‘체험학습원’과 조류관찰대, 유아숲체험장 등이 있는 ‘습지

오르면 북한산, 남산, 한강 등 서울의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이곳은 사계절 중에서도 특히 가을의 풍경이

생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공간 중에서도 귀여운 사슴들을 만날 수 있는 생태숲의 사슴우리와 한강변의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매년 가을이면 은빛 억새가 바람에 흩날리며 장관을 이루는데, 최근에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억새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바람의 언덕 등이 인기가 많다. 테니스장을 제외한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의

분위기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핑크뮬리 명소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조금 더 한적하면서도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체육시설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테니스장은 예약 후 유료 이용)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하면

있는 곳을 찾는다면 메타세콰이어길을 천천히 걸어보자. 주변에 편의 시설이 거의 없으므로 음료와 간식을 미리

서울숲의 자연물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식물세밀화 교실 등의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챙겨가면 좋다.

02

04

서울의 생태와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하천

숲을 품은 문화공원

청계천

노들섬

서울 종로구 창신동
02-2290-6114

서울 용산구 양녕로 445 (신용산역 3번 출구)
nodeul.org
02-749-4500

청계천은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와의 경계를 흐르는 10.84km의 하천으로, 도심 내 생태와 문화를

지난 2019년 9월,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개장한 노들섬은 자연, 음악, 책, 쉼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아우르는 공간이다. 1950~1970년대, 도시의 개발과 함께 복개도로와 고가도로가 설치되면서 잠시 사라졌지만

동작구와 용산구 사이, 한강 위에 떠 있는 섬으로 중간에 한강대교가 관통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음악을

2000년대 초반,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의 보전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면서 노후화된 도로시설의 철거와 함께

매개로 한 복합 문화 기지’를 지향하는 만큼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라이브하우스’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복원되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걷다 보면 각기 다른 모양의 22개의 다리, 수변폭포,

외에도 다양한 음식 콘텐츠를 만드는 ‘앤테이블’, 식물과 관련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식물도’, 책문화

서울시민들의 소망이 담긴 소망의 벽 등 다양한 볼거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운이 좋다면 미니 콘서트, 작품 전시

생산자들의 플랫폼인 ‘노들서가’ 등 개성 있는 컨셉트의 문화공간과 상업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약 3천㎡ 규모의

등의 문화 행사도 감상할 수 있다. 조명이 더해진 밤에 방문하면 더욱 아름다운데, 매년 11월에는 수백 개의

너른 잔디밭인 노들마당에서는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길 수 있는데, 이곳은 공연이 열릴 때는 야외 공연장으로

오색찬란한 등불이 청계천을 밝히는 서울빛초롱축제도 개최된다.

변신한다. 기존 노들섬의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노들숲’에서는 맹꽁이 서식지도 발견할 수 있다.

Discover Bleisure Charms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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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 호수 산책로

서울을 둘러싼 아름다운 성곽

석촌호수

한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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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누상동 산1-3외
(종로구, 성북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Seoulcitywall.seoul.go.kr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2,3번 출구)
02-412-0190

석촌호수는 둘레 2.5km의 송파구를 대표하는 호수공원으로, 본래는 서울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이어주던

한양은 서울의 옛 이름으로, 한양도성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도읍지로 선정된 한양 일대에 세워진 18.6km의

뱃길인 송파나루터가 있던 곳이다. 한강매립사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으며, 송파대로를 가운데에 두고

대규모 성곽을 일컫는다. 산자락을 따라 펼쳐진 고풍스러운 성곽은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전히 그 모습을

동호와 서호로 나뉜다. 한적한 호수의 운치를 만끽하고 싶다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동호를 추천하며,

유지하고 있는데, 화려한 도심의 풍경과 함께 어우러져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크게 6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서호는 롯데월드와 서울놀이마당을 끼고 있어 시끌벌적 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매년 4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있는데, 낙산구간, 흥인지문구간, 남산(목멱산)구간(신라호텔~반얀트리클럽&스파서울 안쪽 구간 09:00~18:00),

벚꽃대축제가 열리는데, 약 천 그루의 왕벚꽃이 산책로 양쪽으로 터널을 만들며 호숫가를 하얗게 물들이는 모습이

인왕산 구간은 365일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고, 백악구간, 숭례문구간은 계절별로 관람시간이 정해져 있어 미리

장관이다. 근처에 카페거리, 맛집이 많으며 가까운 곳에 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 등이 있어 데이트 하는 연인들이

확인이 필요하다. 걷기 좋은 옷차림과 신발 그리고 물과 간식을 챙겨갈 것을 추천한다.

즐겨 찾는다.

06

08

능선과 계곡이 어우러진 절경

휴식과 레포츠, 문화가 있는 힐링 공간

북한산국립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34길 6-21
www.knps.or.kr
02-909-0497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http://parks.seoul.go.kr/dreamforest
02-2289-4000~5

산지 전체가 도시에 둘러싸여 있는 도심 속 자연공원, 북한산국립공원은 곳곳에 깎아지른 듯한 웅장한 바위 봉우리와

광활한 규모의 북서울꿈의숲은 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숲과 함께 서울의 대표 공원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 사이로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들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수도권 어디에서도 접근이 용이해 연평균 탐방객이 500

어린아이부터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여유롭고 한가하게 휴식과 각종 레포츠,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만에 이르며,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다양한

수 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계절별로 다양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으며, 49.7m의 전망대에 오르면 북한산과

모양으로 형성된 암석들과 수십 개의 계곡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조화는 물론, 2,000년의 역사가 담긴 북한산성을

도봉산, 수락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벚꽃길과 단풍숲, 대형연못, 폭포 등의 풍부한 자연경관은 물론,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적과 100여 개의 사찰, 암자 역시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여러 등반 코스 중 자신의 체력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슴 방사장,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일년 내내 펼쳐지는 꿈의숲아트센터 등도 자리잡고 있어

일정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

나들이를 나오는 시민들로 항상 활기를 띤다.

THEME 06

서울라이트
체험

01

템플스테이

02

한강 이랜드 크루즈

03

따릉이 서울 투어

04

전통시장 먹거리 투어

05

한강 수상스포츠

06

찜질방 체험

07

달밤궁궐투어

08

서울 스트릿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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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특별한 경험

템플스테이

한강 이랜드 크루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90 (여의나루역 3번 출구)
www.elandcruise.com
02-6291-6900

1km가 넘는 폭의 강이 도시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모습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광경이다. 한강을 가장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은 바로 유람선인 이랜드 크루즈를 타고 돌아보는 것! 한강 위를 가로지르며 감상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디자인된 다리들, 그리고 화려한 도심의 야경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랜드 크루즈에서는 뷔페 식사가 포함된 ‘런치/디너크루즈’, 라이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뮤직크루즈’,
불꽃 쇼가 포함된 ‘불꽃크루즈’ 등 다양한 컨셉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해 보자.

조계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안국역 6번 출구)
02-768-8600

봉은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31 (봉은사역1번 출구)
02-3218-4800

진관사
서울 은평구 진관길 73 (구파발역 2번 출구)
02-359-8410

03

자전거 타고 서울 한 바퀴

따릉이 서울 투어

www.templestay.com
02-2031-2000

템플스테이란 1,700여 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명상’,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차담’, 수행자의 지혜가 담긴
식사법을 체험해 보는 ‘발우공양’, 108가지 번뇌를 참회하는 절 수행 ‘108배’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조계사, 봉은사, 진관사 등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문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으니 시간을 내어

www.bikeseoul.com

이국적이고 정신적인 체험을 해 보자.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 속에서 기대 이상의 힐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로, 서울 시내 곳곳에 놓인 150개의 대여소에는 약2,000대의
공공자전거가 비치되어 있다. 앱을 사용해 대여소를 확인하고 대여/반납하는 방식이며, 외국인은 회원 가입
없이 보증금 결제 후 이용할 수 있다. 걷기에는 다소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따릉이를 타 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창덕궁-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경복궁-세종문화회관-덕수궁 돌담길서울시립미술관-숭례문으로 이어지는 4대문 코스는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경을 만날 수 있어 따릉이
투어 코스로 추천한다. 각 스팟으로 이동할 때는 따릉이를 이용하고, 궁궐이나 미술관 근처에 반납 후 여유 있게
내부를 둘러보면 된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잘 분리되어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모여 있는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등도 따릉이를 타고 돌아보기 좋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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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반한 맛의 성지

피로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전통시장 먹거리 투어

찜질방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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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 (종로5가역 7번 출구)
kwangjangmarket.co.kr
02-2267-0291

110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 최초의 상설시장, 광장시장은 서울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은 유명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이 촬영된 이후 서민들의
입맛에 맞는 저렴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먹자골목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녹두를 직접 맷돌에 갈아 만든 반죽을
기름에 지글지글 부친 ‘빈대떡’, 톡 쏘는 겨자소스를 찍어 먹는 중독성 강한 ‘마약김밥’, 색색의 채소를 넣은 ‘비빔밥’,
신선한 ‘육회’ 등은 꼭 맛봐야 할 메뉴. ‘먹킷리스트’를 모두 해결했다면, 인근에 위치한 종로, 종묘, 창경궁, 청계천
등도 함께 둘러보자.

스파 인 가든파이브

05

대도시에서 즐기는 액티비티

한강 수상스포츠

서울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툴 (장지역 4번 출구)
www.spagarden5.co.kr
02-404-2700
이태원랜드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4길 34 (이태원역 3번 출구)
02-941-3600

골든블루마리나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 세빛섬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www.gbboat.com

드래곤힐스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40 (용산역 1번 출구)
www.dragonhillspa.com
02-792-0001
숲속한방랜드(숲속랜드숯가마)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75-7 (신촌역 2번 출구)
inforest.koreahb.kr
02-365-2700

찜질방은 기본적으로 황토, 맥반석 따위를 바른 방에서 높은 온도의 공기로 땀을 내도록 한 한국의 사우나
시설이다. 외국인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마사지, 식당, 피트니스, 오락 시설 등을 결합한 일종의 ‘디톡스를
위한 테마파크’로 발전되었다. 뜨거운 김을 쬐면 땀을 통해 몸의 독소가 나오고, 온몸이 릴렉스되는 효과가 있기

서울은 액티비티 면에서 바다를 낀 휴양지가 부럽지 않은 곳이다. 한강 위에서 바다 못지 않은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때문에 비즈니스 미팅, 긴 시간 이어진 컨퍼런스 등으로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기에 좋다. ‘스파 인 가든파이브’, ‘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액티비티 초보라면 패들보드에 도전해 보자. 초보자도 강사에게 간단한 교육을 받고 바로

이태원랜드’, ‘드래곤힐스파’, ‘숲속한방랜드’는 서울에서 방문해 볼 만한 찜질방이다. 소금방, 참숯방, 산림욕방 등

즐길 수 있다. 모험할 용기는 없으나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물에 젖을 위험이 적은 카약이나 요트에 올라 보는 건

다양한 찜질 공간을 오가며 땀을 내고, 하루의 피로를 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어떨까? 노을을 보며 특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선셋카약 역시 서울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인기 있는 체험이다.

것이다. 식당과 다른 오락 시설 등까지 이용할 생각이라면 최소 3시간 이상 여유를 두고 방문하자.

뚝섬 한강공원의 서울시윈드서핑장 근처에는 수상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가 모여 있다. 잔잔한 강물
위에서 즐기는 다양한 수상스포츠들은 휴양지 못지 않은 이색적인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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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으로 떠나는 낭만 가득 시간여행

거리에서 만나는 K-푸드 뷔페

달밤 궁궐 투어

서울 스트릿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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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별빛야행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역 5번 출구)
www.chf.or.kr
02-3210-4806

창덕궁 달빛기행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안국역 3번 출구)
www.chf.or.kr
02-3210-3503

명동 거리

노량진 컵밥거리

서울 중구 퇴계로 126 (명동역 6번 출구 인근)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78 (노량진역 3번 출구 인근)

조선시대 왕이 기거하던 서울의 궁들은 밤이면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하는데, 일 년에 봄과 가을, 야간개장

서울은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을 만큼 다채로운 스낵이 존재하는 곳이다. 간단하게, 그러나

기간에만 이 신비로운 공간에 들어설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관람객이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당시 궁의 여러

제대로 K-푸드를 맛보고 싶다면 명동과 노량진으로 가 보자. 명동역 6번 출구에서 명동예술극장 앞으로 이어지는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다만 소수의 관람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지인들

명동 거리에는 쇼핑객의 출출한 배를 채워 줄 다양한 푸드트럭이 늘어서 있다. 알록달록한 한 컵 과일, 회오리

사이에서도 사전 예매 경쟁률이 무척 치열하다.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경복궁 별빛야행’에 참여하면 소주방(

감자, 씨앗계란빵, 장미 모양 아이스크림 등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트렌디한 간식들은 먹는 재미뿐 아니라

임금의 수라와 궁중 잔치음식을 만들던 부엌)에서 전통 국악공연을 즐기며 임금님의 수라상을 맛보고, 전문가의

구경하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거리 스타일로 재탄생된 한우 살치살, 랍스터, 조개관자 등의 고가의 재료도 발견할

해설을 들으며 경복궁 후원을 둘러볼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에서는 ‘창덕궁 달빛기행’

수 있다. 학원가가 몰려 있어 각종 수험생들이 주를 이루는 노량진 컵밥거리는 저렴하게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궁 곳곳을 둘러보고, 간단한 다과와 전통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곳이다. 밥 위에 닭갈비, 불고기, 야채 등의 다양한 토핑을 모두 얹어 주는 컵밥이 가장 유명하며, 1만원이면

않아도 밤이 주는 고궁의 운치는 무척 낭만적이므로, 일정이 맞는다면 꼭 한번 들러 보길 권한다.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다.

THEME 07

서울 미식 탐험

01

서울의 맛, 전통 맛집

02

서울의 품격 있는 다이닝

03

서울이 품은 아시아 미식

04

서울의 비건 레스토랑

05

서울의 베스트 할랄푸드

06

서울의 호텔 다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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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격의 만족스러운 한 끼

미쉐린도 인정한 스타 레스토랑

서울의 맛, 전통 맛집

서울의 품격 있는 다이닝

오장동 흥남집 (오장동 본점)

권숙수

서울 중구 마른내로 11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6번 출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80길 37 (압구정로데오역 4번 출구)

www.ojfood.com

kwonsooksoo.com

02-2266-0735

02-542-6268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다면 한 번쯤 냉면에 도전해 보자. ‘오장동 흥남집’은 1953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함흥냉면
전문점으로, 고소한 사골 육수에 쫄깃한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발, 간자미 회무침(간자미회를 채소와 함께
새콤달콤하게 버무린 음식)을 얹은 것이 특징이다. 참기름, 식초, 겨자, 설탕 등의 양념장을 기호에 맞게 추가해
먹으면 된다.

권우중 셰프가 운영하는 ‘권숙수’는 한식을 베이스로 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중 흔치 않은 오너셰프 레스토랑이다.
장과 식초, 김치를 직접 담가 사용하며 고급 제철 식재료로 한식의 깊은 맛을 살린다.

진미식당

밍글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6-6 (애오개역 4번 출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7길 19 (압구정로데오역 4번 출구)

thejinmi.modoo.at

www.restaurant-mingles.com

02-3211-4468

02-515-7306

생강을 넣고 삭힌 간장에 3일간 꽃게를 숙성시켜 만드는 간장게장은 한국에서는 입맛을 돌게 만드는 반찬이라 하여
‘밥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간장게장으로 가장 유명한 ‘진미식당’에서는 계란찜, 각종 나물 등의
10여 가지 반찬과 함께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현대적인 감성의 한식 파인다이닝을 선보이는 ‘밍글스’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조리법 덕에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장트리오(한국의 3대 장인 간장, 고추장, 된장이 아이스크림과 조화된 밍글스의 시그니처 디저트)’, 처럼
실험적인 메뉴들을 접할 수 있다.

청진옥

유유안

서울 종로구 종로 3길 32 (광화문역 2번 출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7 (광화문역 7번 출구)

www.cheongjinok.com

www.fourseasons.com/kr/seoul/

02-735-1690

02-6388-5500

1937년에 개업해 약 3대째 운영 중인 ‘청진옥’은 서울의 대표 ‘해장국’ 맛집이다. 해장국은 우거지와 소의 내장, 선지
등을 넣고 푹 끓인 음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과음한 다음 날 해장국으로 속을 달랜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밤 늦게 일이 끝나거나 새벽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포시즌스호텔 서울 내에 위치한 ‘유유안’은 1920년대 화려했던 중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북경오리가
시그니처 메뉴이며 주말에 제공되는 딤섬 세트도 인기가 많다. 프라이빗한 다이닝룸이 마련되어 있어 조용한 미팅
장소로도 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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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다채로운 맛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건강 밥상

서울이 품은 아시아 미식

서울의 비건 레스토랑

멘야산다이메 (홍대점)

오세계향
서울 종로구 인사동12길 14-5 (안국역 6번 출구)

서울 마포구 홍익로5안길 24 (홍대입구역 9번 출구)

www.go5.co.kr

02-332-4129

02-735-7171

서울은 한식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맛을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도시다. 따끈한 라멘 한 그릇이 생각나는
날에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멘야산다이메’를 찾아 보자. 서울 시내에만 9곳의 매장이 있는 이곳의 대표 메뉴는 특제
해물소스에 면을 찍어 먹는 츠케멘과 고소한 돈코츠라멘. 20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와 매장에서 직접 뽑는 생면의
조화가 일품이다.

비건 레스토랑이 많지 않던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이 인사동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세계향’은
채식자장면(각종 야채와 춘장이 들어간 중화식 면요리), 불구이쌈밥(신선한 야채에 채식 BBQ와 밥을 싸먹는 요리),
비건스테이크정식 등 다양한 비건 한식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직접 만든 콩고기와 NON-GMO 식재료를
활용한다.

백리향

베제투스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샛강역 3번 출구)

서울 용산구 신흥로 59 (녹사평역 2번 출구)

www.63restaurant.co.kr

www.vegetus.kr

02-789-5741

070-8824-5959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중식을 찾는 이들에게는 63빌딩 57층에 위치한 ‘백리향’을 추천한다. 이곳은 광동식
조리법을 베이스로 한 저칼로리 중식을 선보이는 곳으로, 시원하게 뻗은 한강 뷰를 감상할 수 있어 프러포즈, 돌잔치
장소로도 인기 있다.

동물성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베제투스’는 다른 비건 레스토랑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파스타, 라자냐, 버거 등의
메뉴를 제공한다. 이곳의 추천 메뉴인 베제투스 버거는 렌틸콩으로 만든 바삭한 패티와 채식 마요네즈 등을 사용해
일반 버거 못지 않게 맛있다. 견과류를 제외한 넛츠 프리 메뉴와 글루텐 프리 메뉴도 있다.

소이연남마오

더브레드블루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3길 30 (압구정로데오역 5번 출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7 (남부터미널역 1번 출구)

www.instagram.com/soi_yeonnam/

thebreadblue.com

02-545-5130

02-525-0723

서울에서 맛보는 태국 음식이 궁금하다면 내추럴 와인과 함께 각종 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소이연남마오’에 들러
보자. 소이연남에서 운영하는 여러 지점 중 한 곳인 이곳에서는 숯불에 구운 닭꼬치(가이삥), 새우와 명태알이 들어간
똠얌꿍, 매콤달콤한 항정살 구이(커무양) 등의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더브레드블루’는 계란, 우유, 버터 등의 재료와 화학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베이커리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럭비공처럼 생긴 통밀 발효종 빵으로, 호두와 아몬드, 크랜베리 등이 들어가 있어 풍미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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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할랄 인증 레스토랑

미식가들을 위한 후회 없는 선택

서울의 베스트 할랄푸드

서울의 호텔 다이닝

이드

앙뜨레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0 (신논현역 4번 출구)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길 67 (이태원역 3번 출구)

www.ambatel.com/novotel/gangnam

070-8899-8210

02-567-1101

한국인 무슬림이 운영하는 ‘이드’는 한식당 최초로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당이다. 규정에 맞는 할랄 고기와 유기농 채소, 알코올 성분을 제거한 고추장 등을 사용한 찜닭, 비빔밥,
소불고기 등의 한식을 판매한다. 도시락 배달이나 출장음식 서비스 등도 운영하니 참고하자.

서울시내 대부분의 유명 호텔들은 맛과 분위기 면에서 모두 실패 확률 없는 훌륭한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의 ‘앙뜨레’는 양식과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컨템포러리 다이닝을 제공하는 곳이다. 프렌치
테이스팅 코스, 런치 파스타 코스, 한식 반상 메뉴 등을 제공하며, 양식 단품 메뉴는 1만원대부터 시작해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다.

이스탄불딜라이트

비채나 (시그니엘 서울)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길 40 1층 (이태원역 3번 출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잠실역 2번 출구)

istanbuldelight.modoo.at

www.bicena.com

010-7557-2645

02-1811-1870

‘이스탄불딜라이트’는 할랄 인증된 터키 음식과 디저트를 판매하는 터키 음식점이다. 터키에서 직접 공수해온
재료들을 사용하며, 터키 전통빵인 에크멕과 시미트, 견과류가 들어간 달콤한 디저트 바클라바와 터키의 전통
요거트인 아이란 등을 맛볼 수 있다.

롯데월드타워 81층에 위치한 ‘비채나’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한식 레스토랑이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서울의 전망과 고급 한식을 동시에 선물할 수 있는 곳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도 이곳에서 친교
만찬을 가졌다. 계절별로 메뉴가 달라지며 ‘생복만두(전복 속에 가리비와 버섯을 채워 넣은 음식)’, ‘돼지감자빙과
(돼지감자를 오랜 시간 익혀 아이스크림처럼 만든 디저트)’ 등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힘든 독창적인 한식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할랄가이즈 (이태원점)

라연 (서울신라호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7 (이태원역 2번 출구)

서울 중구 동호로 249 (동대입구역 5번 출구)

thehalalguys.co.kr/

www.shilla.net/seoul

02-794-8308

02-2230-3367

뉴욕의 푸드트럭으로 시작해 전 세계 200여 곳 이상의 지점을 낸 ‘할랄가이즈’는 서울 시내에 세 곳의 매장이 있다.
치킨, 비프, 콤보(치킨+비프), 팔라펠 중에 하나를 골라 각종 야채, 라이스와 함께 접시에 담은 플래터나 샌드위치
형태로 즐길 수 있다. 할랄가이즈에서 자체 개발한 화이트 소스를 메인으로 뿌리고 핫소스를 약간 곁들이면 맵지
않게 먹을 수 있다.

신라호텔 23층에 위치해 시원한 남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라연’은 한국에 단 두 개인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중
하나다. 한식 특유의 조리법을 세련되게 재해석해 전세계 까다로운 미식가들의 미각을 사로잡았다. 라연은 식재료
선정과 수급에 특히 공을 들이는데, 1년 내내 전국을 누비며 최상의 식재료를 공수하는 팀을 따로 운영할 정도다.
식사와 함께 곁들이면 좋을 약 480종의 와인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주도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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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서울컨벤션뷰로

Visit Seoul
Visit Seoul 홈페이지
www.visitseoul.net

서울컨벤션뷰로

서울 주요 실시간 관광정보는 물론 명소, 음식점 정보
제공 및 도보 관광 코스, 시민청 통통투어 등의 온라인
예약도 제공하는 서울시 공식 관광 정보 웹사이트. PC,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손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www.miceseoul.com

서울컨벤션뷰로는 서울관광재단에서 MICE(기업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산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매력적인 컨벤션 도시 ‘서울’을 알리기 위한 MICE 유치 지원과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SEOUL

Follow and tag us on Social Media
@seoul_convention_bureau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모바일 앱
iTourSeoul
WEBSITE

1

2

3

4

서울의 행사, 이벤트,
관광정보
서울 소식을 내 손안에!

서울의 명소, 쇼핑, 음식점,
추천코스는
iTourSeoul로 서울즐기기

서울시티투어버스와
서울 주변 정보가 궁금하다면
‘지도’로 한눈에!

관광통역안내전화,
관광안내서, 지도 등 필수
여행정보를 한자리에!

PLUS SEOUL PREMIUMS

앱 이용 방법
주요 앱스토어에서 iTourSeoul 검색 후 다운로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지원
APP
+Souvenir

+Welcome Drink

+Upgrade

+Experience

관광안내전화 1330

PLUS SEOUL PREMIUMS는 SMA 회원사가 외국인 MICE 참가자
에게 제공하는 혜택 프로그램입니다.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닌 SMA
회원사별 특성을 고려한 PLUS 혜택을 제공하여, MICE 참가자 유치
및 홍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한국어, 2 영어, 3 일본어, 4 중국어, 5 러시아어, 6 베트남어, 7 태국어,
8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관광 안내, 통역, 관광불편신고 상담 및 접수/24시간 연중무휴(일부 언어는 08:00~19:00 제공)
국내 1330

WEBSITE

해외 +82-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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