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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비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은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

할 수 있는 복수비자 2가지가 있다. 단기간의 여행이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유효한 단수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경우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환율 & 환전

한화 1만 원은 약 8.7달러(USD)다(2016년 11월 기준). 환전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능하나, 영업시간이 평일 9시부터 4시로 정해져 있다. 주말에 

환전해야 하는 경우 사설환전소를 이용해야 한다. 사설환전소는 명동, 이태원 

등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서울 도심 주요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 & 현금인출기

신용카드는 호텔, 레스토랑, 상점, 편의점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

하다. 비자, 마스터, 아멕스 등 해외 사용 가능 카드의 경우 대부분 가능한데 

결제 시 가맹점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현금인출기의 경우 대형상점, 거리, 

편의점, 호텔 등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으며, ‘Global ATM’ 사인이 있는 

기기는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택스 리펀드

택스 리펀드는 ‘Tax Free’ 사인이 붙어 있는 상점에서 최저 3만 원 이상 

구매 시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택스 리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영수증이 아닌 환급영수증이 필요하다. 출국 시 탑승 

수속 전에 여권과 환급영수증, 구입 물품을 지참하고 인천국제공항 내 

세관신고 센터를 방문해 확인 도장을 받거나, 출국 심사 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 필수 여행정보

Tax Free

	 주소	

	 가는	길

	 운영	시간	

	 입장료	

	 문의

기본정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약 2000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다. 

과거에는 백제, 조선의 수도로 

오랜 시간 국가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왔다. 

수도는 국가의 심장으로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경제를 볼 수 있다.

서울,

서울의 백 가지 얼굴을 만나보자.

공식명칭 서울특별시 

면적 605.21㎢

언어 한국어 

기후 온대성기후

화폐단위 원(￦)

시간 GMT+9(한국기준시각 KST)

국가전화코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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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서울의 버스는 색으로 구분된다. 서울 시내 먼 거리를 운행하는 간선버스(파랑), 지하철역과 간선버스 

정류장을 다니는 지선버스(녹색), 주요 도심 지역만 순환하며 운행하는 순환버스(노랑),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빨강)가 있다. 국·영·중·일 4개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서울’ 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선·지선버스 1,300원, 광역버스 2,400원부터

지하철

1~9호선까지 9개 지하철 노선이 있으며, 각 노선은 색으로 구분된다. 역의 무인발권기에서  1회용 

교통카드(티머니) 구입 및 티머니 충전을 할 수 있다. 1회용 티머니 구입시 보증금 500원이 가산

되지만 사용 후, 개찰구에 있는 보증금환급기에 카드를 넣으면 반환된다. 

•성인:교통카드 1,250원, 현금 1,350원부터

•청소년:교통카드 720원, 현금 1,350원부터 

택시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은 2km까지 3,000원,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은 3km까지 5,000원이고 거리와 

시간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가된다. 모범택시를 제외하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의 요금이 추가

된다. 인터내셔널 택시는 공항에서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에서 미리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네셔널택시 internationaltaxi.co.kr  

티머니카드(T-money Card)는 공항버스, 서울·경기권의 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 

사용하는 충전식 교통카드다. 버스, 지하철 간 5번까지 환승이 무료이며, 거리 비례로 

요금이 청구된다. 지하철 역사나 일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하고 충전할 수 있다. 

항공편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공항이다. 세계 55개국, 185개 주요 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84개 항공사가 직항편을 운항한다. 

공항철도

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간을 가장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다. 서울역까지 

무정차 운행하는 직통열차와 12개 역에 모두 정차하는 일반열차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역부터 서울역까지 

직통열차는 43분, 일반열차는 58분 소요된다. 

•arex.or.kr

•직통열차:성인 8,000원  아동 6,900원 

•일반열차:900원 부터 검암 2,600원, 홍대입구 4,050원 서울역 4,150원

공항버스

공항버스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경기 대부분의 지역을 운행한다. 도심의 주요 호텔을 도는 

고속 리무진 버스와 ‘KAL 리무진’, 서울 시내 곳곳을 향하는 일반 리무진으로 나뉜다. 여객터미널 1층 

Gate 4번, 9번에 위치한 내부 매표소와 Gate 4번, 6번, 7번, 8번, 11번, 13번 앞에 위치한 외부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calt.co.kr

택시

택시는 미터제로 운행되며, 기본요금 이후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경우, 공항고속도로통행료 6,600(소형차 기준)원이 가산된다.

•일반택시

가장 저렴하고 일반적인 택시다. 기본요금은 3,000원이고 서울 전역 어디에서나 쉽게 탈 수 있다. 

•모범택시

기본요금은 5,000원이고 일반택시보다 추가요금이 비싸지만, 보다 편안하다. 다른 택시들과 달리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할증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형택시

6~1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택시로 요금은 모범택시와 동일하다. 대형택시와 매우 유사하지만 

화물을 나르기 위해 매우 비싸게 운행되는 콜밴과 헷갈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형택시는 측면에 

“JUMBO TAXI”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터네셔널택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하나 이상의 언어로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택시기사가 운행한다. 1층 여객터미널 

Gate 4번, 8번 근처에 있는 인터내셔널 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이용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은 이동 지역에 

따라 55,000원, 65,000원, 7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도심 교통정보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교통편

서울시 내 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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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북촌문화센터의 도보 관광코스

북촌의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실속	코스로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

다.	안국역에서	출발하여	북촌문화센터,	가회동	11번지,	한상수자수공방,	

가회민화공방,	북촌생활사박물관인	‘오래된	향기’,	윤보선생가	등을	거쳐	

다시	북촌으로	돌아온다.	

조선시대 고관대작들이 모여 살던 궁궐의 옆 동네는 오늘날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복잡한 메트로폴리탄 

한가운데 전통의 향기가 피어오른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가옥이다. 나무와 흙으로 짓고 온돌을 

깔아 난방을 한다. 자연을 재료로 삼아 건강에도 좋고 마당

으로 낸 마루와 하늘을 향해 날렵하게 뻗은 기와의 운치도 

만만찮다. 보는 것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정겨워지는 ‘집’, 

한국인들에게 한옥은 그런 의미다. 북촌은 이 전통 한옥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시대의 변화와 편리에 따라 조금씩 수

Jordan Guanga

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대부분 원형에 가까운 전통한옥들이 

999채나 늘어선 옛 동네다. 북촌의 위치는 창덕궁과 경복

궁 사이,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이던 종로와 청계천의 윗동

네라 하여 북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때문에 지금의 북촌

은 종로구의 가회동, 계동, 재동, 삼청동, 원서동 팔판동 일

대를 이른다. 궁의 옆자리이자 풍수지리적 가치도 높아 조

선시대의 왕족과 고급관리들 지체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살았

음은 물론이다. 당시 한옥들은 권문세가의 명성을 대변하는 

듯 넓고 화려했으나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러 사회 경제상의 

이유로 토지가 분할되고 생활하기 편리한 소규모 한옥들로 

재건되어 작은 한옥들이 어깨를 맞댄 지금의 골목길 풍경이 

만들어졌다. 

북촌문화센터 : 북촌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조성했다. ‘계

동마님댁’으로도 유명한 조선 말기 세도가 ‘민재무관댁’을 

매입해 개보수를 마치고 2002년 개관했다. 안채와 행랑채, 

별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예, 다도, 한문, 판소리 등의 전통

문화강좌는 물론 자연염색, 오죽공예, 규방문화의 전통을 잇

는 매듭, 조각보 등의 공예실기강좌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북촌
한옥마을

001

 02-2133-1372

 종로구 계동길 37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도보 7분

  hanok.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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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조의 정궁 경복궁이 되살아났다. 20여 년의 복원사

업 끝에 예전의 위용을 되찾은 경복궁은 북악산 자락 밑에

서 광화문 광장을 굽어보며 당당하게 서 있다.  

광화문 세종대로 끝, 북악산 자락 앞에 위엄 있게 서 있는 조

선의 정궁. 사적 제117호인 경복궁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섯 개의 궁궐 중 가장 처음 만들어졌다. 조선왕조의 첫 번

째 임금인 이성계가 즉위 3년째인 1394년에 짓기 시작해 

이듬해인 1395년에 완성했다. 이름에는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리고 번영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후 임진왜란 때 

전소된 후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다가 조선 말기 고종 때 

중건되어 다시 궁궐로 이용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는 일본에 의한 철거와 훼손도 이어졌다. 경복궁의 복원은 

해방 후가 돼서야 시작되었고 1991년부터 20여 년간 이루

어진 대대적인 복원사업을 끝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경복궁

은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던 궁답게 규모부터가 남다르다. 궁

을 에워싼 담장의 길이는 2,404m에 달하고 5대 궁 중 유일

경복궁

002

 02-3700-3900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도보 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도보 10분

  1-2월 09:00~17:00  

3-5월 09:00~18:00  

6-8월 09:00~18:30  

9-10월 09:00~18:00  

11-12월 09:00~17:00  

  대인(25~64세) 3,000원 

소인(7~18세) 1,500원

  www.royalpalace.go.kr

 매주 화요일 휴무

하게 4대문을 두었다. 왕과 관리들이 정무를 보던 관청과 왕

비의 중궁, 세자의 동궁, 궁인들이 생활했던 내전 등도 고루 

갖추고 있다. 

근정전 : 국보 제223호, 왕이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영을 내

리던 법전이다. 각종 즉위식을 거행했던 왕실의 행사장으로 

활용되었으며 땅에 박힌 화강암에는 왕실 신하들의 품계가 

적혀 있다.  

경회루 : 고즈넉한 연못 속에 자리 잡은 누각으로 근정전 옆

에 있다. 누각을 중심으로 3개의 돌다리가 연못 밖으로 뻗어

나가는 형상이 아름다워 1만 원 권 화폐에도 등장한다.
   Tip      
경복궁 야간개장

경복궁에서는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궁궐의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간	특별관람이	진행된다.	각종	문화공연

까지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한정수량으로	판매되는데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과	외국인은	현장구매가	가능하다.		

수문장 교대의식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정각,	광화문	안쪽의	흥례문	앞에서	열린다.	큰	북소리를	시작으로	수문장들의	행렬이	이

어지며	궁	안쪽에는	수문장들의	복식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Danilo Dungo Leigh MacArt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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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에펠탑, 도쿄에 도쿄타워가 있다면 서울에는 N서울

타워가 있다. 남산 꼭대기의 이 뾰족한 첨탑은 지난 수십 년

간 한결같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물들여왔다. 

1975년 3개의 민영방송사들이 공동 투자하여 종합전파탑이

자 관광전망대로서 2016년 9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과 국

내외 관광객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의 10대 한

류명소’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당당히 탑 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5년 말, N서울타워로 새롭게 문을 연 이래 

공간 리노베이션과 함께 새롭고 다양한 시설들이 추가되었

고, 한류 붐을 타고 이제는 서울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

게 사랑을 받고 있다. 로비 층부터 4층까지 5개의 층은 서

울타워플라자로, 이후 5층부터 T7층까지는 N서울타워로 나

뉜다. 한복문화체험관과 스타벅스, 시카고 피자 등이 들어선 

플라자를 지나 N서울타워 공간에서 본격적인 전망을 즐겨보

자. 올리브영, N버거 등 쇼핑, 식당 공간도 들어서 있지만, 하

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T4~5층에 자리한 전망공간이다. 

루프 테라스 : 타워 2층 공간에 자리한 이곳은 ‘사랑의 자물

쇠’가 주렁주렁 열린 곳으로 타워를 오르는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의 소원을 적은 자물쇠를 걸어 놓은 공간이다. 

남산 케이블카 : 대한민국 최초의 케이블카로 40여 년 동안 남

산과 서울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물이자 데이트 

성지로 각광받아왔다. 남산꼭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분.

N서울타워

003

 02-3455-9277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N서울타워 

  충무로역 2번 출구,  

동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2·3·5번 남산순환버스 탑승

 10:00~23:00(토요일 24:00까지) 

  전망대 요금  

대인(만 13세 이상) 10,000원

 소인(만 3세~만 12세) 8,000원

  www.nseoultower.com

 연중무휴

   Tip      
전망대

N	서울타워	전망대는	아름다운	

서울을	360도	파노라마뷰로	만

날	수	있는	곳이다.	외국인	관람

객들을	위해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서울의	주요	명소	정보를	

오디오	가이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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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라 모양의 조형물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 청

계광장을 시작으로 동쪽의 오간수교까지 22개의 다리가 놓

여 있어 모두 둘러보는 데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청계천 버스킹 :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청계천의 산책자들

을 반기는 것은 곳곳에서 울리는 길거리 공연이다. 기타 하

나로 팝과 가요를 들려주는 1인 공연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밴드 음악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  

    

다리밟기 : 조선시대 양반과 서민들 사이에 유행했던 풍습

으로 둥근 달이 떠오르는 정월 대보름에 청계천을 가로지르

는 12개 다리를 밟으면 각종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전해진

다. 대보름날의 ‘다리밟기’는 백성들에게 ‘해방의 날’이기도 

했는데, ‘답교’ 후 늦은 저녁 술판이 이어지고 연인들의 밀회

가 벌어진 덕에 조선 시대 명종 때는 이 풍습을 금지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가장 혼잡한 거리 한가운데 세로로 길게 들어선 

물길은 내·외국인, 남녀노소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쉼터

로 자리 잡았다.  

커피 한 잔을 들고서 돌다리를 건너는 직장인들, 물고기 떼

를 구경하느라 고개 숙인 아이들, 나란히 발 담그고 앉은 젊

은 연인들까지. 서울 도심의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의 흔

한 풍경이다.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인 청계천

의 본래 명칭은 개천, 일제강점기 때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

었다. 1958년부터 복개공사가 이뤄져 위로 고가도로가 있

던 것을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허물어졌다. 

2005년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탄생한 청계천에는 사계절 

내내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복원된 청계천의 물

은 한강의 취수장에서 물을 퍼올려 여과시킨 후 천 아래에 

묻힌 관로를 통해 올라오게 되어 있다. 광화문 근처의 청계

천 입구에서는 미국의 팝아티스트 클래스 올덴버그의 작품

청계천

004

 02-2290-6114 

 종로구 청계천로 

  4호선 동대문역 6번 출구 

1호선 종로5가역 8번 출구

   Tip      
서울빛초롱축제

해마다	가을	청계천	일대를	수

백	개의	등으로	수놓는	축제다.	

2009년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시작된	이래	매년	250만	명	이상

의	관람객들이	찾고	있으며	청계

광장에서	수표교까지	매해	다른	

콘셉트	꾸며진	다양한	규모의	등

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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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쇼핑과 패션의 중심지, 서울 명동. 특

히 한류 팬들에겐 화장품 쇼핑과 맛집 탐방을 위한 필수코스가 

되면서 여전히 유행의 중심지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서울시 중구 충무로와 을지로, 남대문로 사이에 있는 명동

은 과거 일제강점기 상업지역으로 크게 발전한 충무로의 영

향을 받아 덩달아 상업지역으로 발달한 것이 시작이었다. 길 

건너 한국은행 본점을 시작으로 한 한국 금융산업의 중심지

이고,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을 마주 보는 쇼핑의 일 번

지. 1990년대 오렌지족을 중심으로 강남지역이 부상하면서 

하이엔드 패션 거리의 자리는 내주었지만, 대신 2000년대 

들어 한류바람을 타고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뷰티 쇼핑 일

번지’로 부상했다. 예나 지금이나 밀리오레 앞 대로변 양옆

으로 길게 늘어선 노점에는 갖가지 먹을거리와 기념품이 즐

비하고, 패션브랜드와 커피체인점 들의 대규모 매장이 늘어

서 있다. 서울시 유동인구 통계에 따르면 명동성당을 주변으

로 이 일대를 찾는 사람은 한 달에 약 150만 명. 오래된 관

광호텔 옆으로 게스트하우스와 비즈니스호텔, 관광호텔이 

속속 새로이 문을 열었다.

명동의 중심에서 사색을 외치다

명동성당

뾰족한 고딕양식의 아름다운 건축물, 한국 가톨릭의 총본산

이자 천주교회의 상징, 명동성당이다. 과거 유신독재 등 군

사정권에 항거하는 민주인사들의 터전이기도 했다. 지금도 

하루 수차례 미사가 열리고, 경건한 종소리가 시끌벅적한 명

동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다.

명동예술극장

193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문화예술을 이끌었던 ‘옛 명동 

국립극장’이 2009년 새롭게 문을 열었다. 588석 규모인 명

동예술극장에서는 전통연극, 뮤지컬, 논버벌 퍼모먼스 등 다

양한 공연이 상시 열리고 있다.

명동

005

 중구 명동  

  2호선 을지로입구역  

4호선 명동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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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로 유명한 홍익대학교 정문 앞으로 펼쳐진 화방과 예쁜 

카페들은 어느덧 홍대 미대생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마음

까지 사로잡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로 진화했다. 

명실상부한 서울의 핫플레이스다. 젊음과 낭만 예술과 언더

그라운드 문화, 자유의 거리로 대변되곤 하는데 인디음악

은 물론 회화, 디자인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문화가 혼재되

어 있기 때문이다. 이색 카페, 소규모 갤러리와 화랑을 비롯

해 개성 넘치는 소품숍과 패션숍, 라이브 카페와 클럽, 예술

시장을 비롯해 각종 맛집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한때 

많은 출판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 문학인들도 자주 드나들었

지만 파주의 출판단지 덕분에 그런 분위기는 잦아든 편이다. 

많은 예술 인재들을 배출한 홍익대학교의 명성에 기대 미술 

관련 유명 입시학원들도 많았지만 최근엔 이런 분위기도 한

풀 꺾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는 여전히 젊고 핫하고 

예술적이다. 언제나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홍대를 걷는 것

홍대

006

 마포구 서교동 일대 

 2호선·공항철도 홍대입구역

   Tip      
홍대 주차장길

홍대역에서	합정역	인근을	가르

며	펼쳐진	주차장길로	홍대	어디

로든	뻗어	나갈	수	있는	심장부

다.	주차	공간	양옆으로는	맛집,	

문화공간,	라이브홀,	인기	숍들

이	늘어서	있어	걷는	재미도	쏠쏠

하며	수노래방과	떡볶이집,	롤링

홀	등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은 오늘의 한국 젊음을 만나고 그들이 내뿜는 자유로운 분

위기를 만끽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흔히 홍익대학교 인근

을 가리켰지만 오늘의 홍대 상권은 상수역 인근과 합정역 

인근까지 확장되었다.

KT&G상상마당 : 2007년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각종 

디자인 소품을 판매하는 편집숍과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영

화관, 150석 규모의 라이브홀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인문, 

디자인, 예술에 걸친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홍대 벽화거리 : 홍익대학교 후문의 카네마야 제면소에서 

포시즌하우스까지 와우산로 22길에 펼쳐진 거리다. 벽면을 

따라 개성 넘치는 그림과 그래피티를 그려 놓았는데 낙서 

같은 이미지도 많지만 예술에 가까운 벽화도 많아 피카소 

거리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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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수도 한양 땅과 백성을 수호하던 석축 담장. 21세기 조

선의 후손들에겐 역사를 음미하고 도심 풍경을 굽어보며 산

책하는 명소가 되었다. 

서울을 둘러싼 오래된 성곽길로 느릿느릿 걷다 보면 서울

의 자연과 도시의 풍경을 한눈에 살필 수 있어 외국인들에

게도 인기가 많다. 역사적 가치가 높아 지난 2012년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

양도성의 원래 목적은 조선시대 때 도심의 경계를 표시하

고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의 서울 중심부

를 둘러싸고 있는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한 후 여러 차례 개축을 거듭했다. 도성의 평균 높이는 

약 5~8m, 전체 길이는 약 18.6km에 이르는데, 1396년부터 

1910년까지 무려 514년간 도성의 기능을 담당해 전 세계 

도성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이 있다. 동대문쇼핑지역의 이정표이기도 한 흥인지문

과 돈의문, 남대문 시장의 입구에 있는 숭례문, 삼청동에 있

는 숙정문은 4대문이며 혜화문과 소의문, 광희문, 창의문은 

4소문이다. 이 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남아 있지 않다. 옛길

의 70%를 정비해 총 6구간의 산책코스를 마련했는데, 벚꽃

한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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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율곡로 283  

 1·4호선 동대문역 1·10번 출구

  seoulcitywall.seoul.go.kr

   Tip      
한양도성 산책코스(총 6구간)

백악구간:	창의문에서	시작해	숙정문,	말바위	안내소,	와룡공원을	지나서	혜화문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난이도	높음.

낙산구간:	혜화문에서	시작해	낙산공원,	한양도성박물관,	동대문성곽공원을	지나서	흥인지문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난이도	낮음.

흥인지문구간:	흥인지문에서	시작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광희문을	지나서	장충체육관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난이

도	낮음.

남산구간:	장충체육관에서	시작해	장충체육관	뒷길,	나무계단길,	N서울타워를	지나서	백범광장까지	이르는	구간으

로	난이도	중간.

숭례문구간:	백범광장에서	시작해	숭례문,	소의문	터,	정동을	지나서	돈의문	터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난이도	낮음.

인왕산구간:	돈의문	터에서	시작해	월암근린공원,	인왕산	순성길을	지나서	창의문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난이도	높음.

이 만개하는 봄과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에 가장 많은 사람

들이 찾는다.

한양도성의 옛 기능 : 한양도성의 기능은 우선 도심의 경계

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성문의 개폐 

시간은 새벽과 저녁, 종로의 보신각종을 쳐서 알렸는데 이

는 도성 안 백성들의 생활 리듬을 지배했다. 과거시험을 보

기 위해 한양에 도착한 선비들은 도성 한 바퀴를 돌면서 합

격을 기원하기도 했으며 백성들은 수시로 성에 올라 자연을 

벗 삼은 경치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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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의 동대문운동장을 헐고서 짓는 만큼, 각계의 비

상한 관심을 모으며 2014년 개관한 DDP. 어느덧 서울을 대

표하는 건축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이다. 남

대문시장과 쌍벽을 이루는 대표 종합시장에 들어선 DDP는 

2016년 현재 의류산업의 메카 동대문의 전통성에 세련미

라는 더해 나날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외관과 실내 모두 직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곡선의 미학. 자하 하디

드는 동대문이라는 곳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역동성에 주목

해 이음새 없이 이어지는 유선의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DDP는 크게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3개의 섹션으로 나뉜

다. 알림터는 패션쇼, 공연, 아트페어, 박람회, 전시회, 기업 

신제품 발표회 등이 개최되는 장소이다. 디자인 중심공간인 

배움터는 디자인 전시관, 디자인 둘레길, 둘레길 쉼터, 디자

인놀이터 등으로 구성돼 디자인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살림터에서는 디자인 소품들을 쇼핑하고 디자인 정보

를 나눌 수 있다.

장미정원&전시행사 : 장미정원은 19:00~00:00까지 점

등되니, 가급적 시간을 맞춰 찾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DDP는 <서울패션위크>, <서울국제뮤직페어>와 같은 국내외

에서 주목할 만한 전시와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DDP)

008

 02-2153-0000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2번 출구

  www.ddp.or.kr

   Tip      
DDP 투어 프로그램

DDP를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된다면	DDP	투

어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자.	사전	

예약	없이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

하며	매일(화요일~일요일)	두	차

례씩	운영되고	있다.	전문	해설

사와	함께	약	1시간	20분	정도	

DDP를	둘러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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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방문 인구만 40만 명에 달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의 대

표 종합 시장.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이곳의 불가항력 매력

은 시장을 가득 메운 물건의 수와 양 만큼이나 압도적이다.

 

서울 명동에서 서울역 사이, 중구 남창동 일대에 넓게 자리

한 남대문시장은 동대문시장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

시장이다. 2014년 남대문시장 600주년 기념 축제를 열었을 

만큼, 600년을 이어 온 역사와 전통의 힘이 녹록지않다. 조

선시대 종로를 중심으로 발달한 시장 상권은 남대문과 동대

문시장으로 발전했고, 1980년대 이후엔 의류와 그릇 등 각

종 생활용품을 대규모로 판매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모았다. 

서울지하철 4호선 회현역 앞으로 펼쳐진 골목길엔 싱싱한 

청과물과 수산물을 비롯, 의류, 가방 같은 패션제품들, 문구

와 완구류들, 주방 및 리빙 제품들뿐만 아니라, 인삼, 전통 

공예품, 귀금속, 가전제품, 수입 화장품과 가공식품들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도, 소매 가게들이 365일 와글와글하다.

금강산도 식후경, 맛은 기본 푸근한 인심은 덤

갈치조림 골목과 칼국수 골목

남대문 시장에는 양은냄비나 뚝배기에 통통한 갈치와 무를 

칼칼하게 조려내는 갈치조림 골목이 있다. 식당마다 이모님

의 손맛이 조금씩 달라 미식의 재미가 있다. 칼국수를 시키

면 비빔냉면과 보리비빔밥, 또는 된장국까지 푸짐하게 내주

는 칼국수 골목도 남대문시장 골목의 맛집. 회현역 5번 출구 

앞 근방에 있어 찾기 쉽다.

남대문시장

009

 02-753-2805

 남대문시장4길 21  

  4호선 회현역 5·6·7번 출구  

도보 5분

  namdaemunmarket.co.kr

   Tip      
남대문시장 쇼핑 둘레길, 

CULTURE MAP

2만	평에	이르는	남대문시장을	

효과적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둘

레길이	조성됐다.	둘레길이	안내

된	그림지도인	‘CULTURE	MAP’

은	남대문시장	1~8번	게이트와	

대도종합상가,	중앙상가,	E-월드

상가	앞에	설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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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이 거리는 

이국적인 전 세계 먹거리와 화려한 밤 문화, 즐거운 쇼핑이 

기다리는 오락 천국이다.

조선시대부터 이태원을 비롯한 용산 지역은 한강의 물길이 

닿는 교통의 요지인 까닭에 일본강점기엔 식민 통치를 위한 

군사기지로, 해방 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 활용되

었다. 현대에 들어 이태원 일대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했지

만, 이 지역은 여전히 벽안의 외국인들로 바글거린다. 일찌

감치 유엔빌리지를 필두로 외국 공관과 이에 따른 외국인들

이 밀집해있던 이태원은 자연히 이국적인 식당과 상점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태원

010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6호선 이태원역

   Tip      
패션의 성지, 이태원

이태원역	앞	해밀턴호텔부터	녹

사평역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직선

대로는	이태원의	패션	쇼핑지.	전

통	신사복	매장부터	빅사이즈	의

류매장,	2층	규모의	의류매장인	

이태원시장까지	거리와	골목	곳

곳에	개성	넘치는	상점이	들어서	

있다.

프렌치, 이탤리언, 타이, 인디아, 터키 등 지구촌의 다양한 맛

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즐비해 있으며, 덩치가 큰 외국

인들을 대상으로 한 빅사이즈 의류와 직수입 물품들도 손쉽

게 구할 수 있다. 고풍스런 앤틱가구와 소품을 파는 상점들

도 이태원에 밀집해 있다. 서울 5개의 관광특구 중 1997년 

최초로 지정된 곳답게, 해마다 10월이면 이태원 지구촌축제

가 일대에서 열리며 ‘서울 속 작은 지구촌’이라는 그만의 정

체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앤틱 가구거리 

해밀턴호텔 건너편 이태원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에서 청화

아파트를 지나 크라운관광호텔까지 이어지는 ‘ㄱ’자 길 빼곡

히 고급스런 앤틱풍 가구와 소품을 판매하는 상점 80여 곳

이 들어서 있다. 

 

먹을거리

이태원 ‘먹방’의 중심거리는 해밀턴호텔 뒤편의 좁은 골목

길. 이곳의 외국 음식점 주방장들의 많은 수가 현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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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년 경복궁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궁궐이다. 경복궁

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창경궁과 함께 ‘동궐’로도 불렸다. 오

랜 역사의 부침 동안 많은 재앙을 입으면서도 다른 궁에 비

해 비교적 여러 건물이 잘 보존되어 왔다. 현재 면적은 43만 

4877제곱미터. 건축 당시 평지가 아닌 산자락에 지어 자연

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은 조선 특유의 건축양식과 조경양식

을 보여주기에, 건축학도들에게 인기 높은 궁이다. 특히 대

표적인 조선 왕실 정원인 후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숲과 

나무, 연못, 정자, 화단 등이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고즈넉하게 조성되어 있다. 창덕궁과 후원은 1997년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창덕궁 후원 : 창덕궁 뒤편에 자리 잡은 

왕족들의 정원으로 비원이라고 불렸다. 

자연과의 조화는 물론 비례를 살린 건축

미가 돋보이는 곳으로 대표적인 연못인 

부용지와 부용정은 사진작가들이 좋아하

는 장소다. 관람을 위해선 인원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예약은 필수다.

 02-3668-2300

 종로구 율곡로 99 

 종로3가역 6번 출구 도보 10분 

 2-5월·9-10월 09:00~17:00  

 6-8월 09:00~17:30 

 11-1월 09:00~16:30  

  대인(25~64세) 3,000원 

 소인(24세 이하) 무료(외국인 제외)

  www.cdg.go.kr 

 매주 월요일 휴무

북촌한옥마을과 서촌 가는 길, 경복궁 동쪽에 자리한 동네. 

지금은 예쁜 카페와 맛집 가득한 관광명소지만, 20년전만해

도 청와대 근방 북촌의 작은 동네에 불과했다. 원래 삼청동

은 세 가지가 맑은 동네라는 뜻이다. 산이 맑고 물이 맑으니 

더불어 사람의 인심도 맑다는 의미. 나라의 제사를 관장하던 

관청인 소격서의 삼청전이 있던 곳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다. 오늘날 삼청동은 오미 조밀한 옛길과, 미술관, 갤러리

들이 있고 삼청동 파출소를 시작으로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

로 뻗은 길옆에는 카페와 패션숍, 맛집들이 늘어서 있어 젊

은이들의 데이트코스로도 유명하다. 

삼청공원 : 녹음과 꽃들, 산책로가 어우러진 도심 속 공원이

다. 공원 안에 다양한 편의시설은 물론 어린이 놀이터와 숲

속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둘러보기 좋다. 

 종로구 삼청동 일대 

 3호선 안국역 1·2·3·번 출구

창덕궁

삼청동

011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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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전통 가옥 5동을 이전해 복원한 

한옥마을이다. 한복체험, 한글체험, 닥종이 체험 등은 물론 

널뛰기, 연날리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

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자들에 한해 전통혼례도 치

를 수 있다. 특별히 서울 시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600

여 개의 소품들을 선정해 타임캡슐에 담아 지하 15m에 매

장해 놓은 타임캡슐 광장이 있는데 400년 후인 2394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덕수궁남산골 
한옥마을

014013
조선의 4대 궁궐 중 하나다. 원래 명칭은 경운궁이었는데 훗

날 ‘고종황제의 장수를 빈다’는 의미에서 덕수궁으로 바뀌었

다. 성종임금의 형인 월산대군의 개인저택으로 사용되던 곳

으로 최초의 서양식건물이 들어선 곳으로도 유명한데 1910

년에 세운 석조전이 그것이다. 석조전의 서쪽 건물은 현재 

미술관으로 사용 중이며 오랜 시간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 

유명한 돌담길과 정문에서 열리는 수문장 교대식이 관광객

들에게 인기가 많다.   

 02-771-9951

 중구 세종대로 99 덕수궁 

 1·2호선 시청역 2·12번 출구 

 09:00~21:00  

 일반권 대인(25~64세) 1,000원

  www.deoksugung.go.kr

 매주 월요일 휴무

 02-2261-0500

 중구 퇴계로34길 28   

 남산한옥마을  

 3·4호선 충무로역 3번 출구 

  www.hanokmaeul.or.kr

Timothy F. Hart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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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 세워진 궁궐로 당시 임금이던 광해군이 예상치 못

한 사고에 대비해 지었다. 규모가 크고 여러 임금이 나라의 

업무를 보던 궁이라 ‘서쪽 궁궐’이라 불릴 만큼 중요시되었

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철거되기도 하고 일본인들의 학

교로도 이용되면서 궁궐의 자취를 잃고 말았다. 1988년부터 

복원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전되었던 정문인 흥화문을 옮겨

오고 공식 행사를 거행하던 숭전전을 다시 짓는 등 옛 모습

을 찾아가고 있다. 근방에 성곡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이 

있어 산책 삼아 찾아보기 좋다. 

1483년 조선시대 성종 임금 때 지었다. 경복궁과 창덕궁에 

이어 창덕궁의 동쪽에 세운 궁으로 세 명의 황후를 위해 지

었다. 궁의 남쪽에 정문을 세웠던 다른 궁궐과는 달리 동쪽

에 정문을 낸 것이 특징인데 이는 창덕궁과의 연계성을 고

려한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이용되어 궁의 권위가 추락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1986년부터 이루어진 복원작업을 거쳐 다시 옛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있다. 정문 홍화문에서 담장길을 따라 호젓하게 걷

다 보면 연극의 메카이자 젊음의 거리 대학로가 근방에 있

어 두루 둘러보기 좋다. 

경희궁

창경궁

015

016

 02-724-0274

 종로구 경희궁길 31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도보 10분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도보 10분 

 09:00~18:00  

 무료  

 매주 월요일 휴무

 02-762-4868~9 

 종로구 창경궁로 185 창경궁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15분 

  2-5월·9-10월 09:00~18:00  

6-8월 09:00~18:30  

11-1월 09:00~17:30  

  대인(25~64세) 1,000원 

 소인(7~18세) 500원 

  cgg.cha.go.kr  

 매주 월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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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고층빌딩 사이에 둘러싸인 천년 고찰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소원을 빌고 가는 대웅전 앞의 미륵대불과  

불교 서적을 간행하고 경판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판전이 유

명하다. 특별히 판전의 현판 글씨는 절에 머물며 말년을 보

내던 당대의 명필가 추사 김정희가 썼다. 외국인들을 대상으

로 하는 템플스테이와 3시간 정도 사찰생활을 체험하는 템

플라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발

우공양과 참선, 예불 탁본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조선 

왕조의 혼이 이곳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축적으로

는 장식을 배제한 최소한의 공간구성이 돋보인다. 조선을 세

운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옮기면서 가장 먼저 지은 곳으로 

새로 왕위에 오른 임금들 역시 가장 먼저 종묘에 와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는 ‘종묘제례’라

고 부르는데 이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국가적인 행사로 나

라의 정신적인 기둥이자 통치 질서의 기본이 되었다. ‘종묘

제례’는 제사에 곁들이는 춤과 음악인 ‘종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무형유산이다. 

봉은사

017

 02-3218-4800

 강남구 봉은사로 531 봉은사  

 9호선 봉은사역 1번 출구 

 2호선 삼성역 6번 출구 도보 10분 

 7호선 청담역 2번 출구 도보 15분 

  www.bongeunsa.org 

종묘

018

 02-765-0195 

 종로구 훈정동 1  

 종로3가역 8·11번 출구 도보 5분 

  2-5월·9-10월 09:00~18:00  

6-8월 09:00~18:30  

11-1월 09:00~17:30  

 대인(25~64세) 1,000원 

 소인(7~18세) 500원 

  jm.cha.go.kr  

 매주 화요일 휴무

040 SEOUL BEST 100 041전통유산



부촌으로 유명한 성북동 한가운데 있는 절이다. 1997년 세

워져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요정이 절로 바뀐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요정 ‘대원각’의 주인 김영한이 법정스님에

게 시주한 것인데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

아 받아주기를 간청했다고 한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달에는 수천 개의 연등을 매달아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절 내부도 아기자기해 조용히 산책하는 맛이 있다. 말년의 

법정스님이 기거하던 ‘진영각’에는 스님의 영정과 유품 등이 

보관되어 있어 그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

이지 않고 있다.    

백석과 자야 : 대원각의 주인이던 김영한은 ‘자야’라는 기생

이었다. 한국의 유명 시인이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후 월북

해 생을 마감한 백석 시인의 연인으로도 유명하다. 그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한 사연에 대해 “1000

억 원(당시 요정 터 7천 평의 시가)도 그 사람(백석) 시 한 줄

만 못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한국 가톨릭의 유산이 숨 쉬

는 곳으로 서울의 중심인 명

동의 아이콘이다. 프랑스 신

부인 코스트가 설계를 맡았으

며 1898년에 완공되었다. 외

관은 고딕양식을 따랐으며 붉

은 벽돌 건물이 경건한 분위

기를 자아내는데, 성당의 지

하에는 천주교 박해로 희생당

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봉안하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많은 민주화 투사들이 정부의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던 민주

화 운동의 성지이자, 미사 시간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 개

방되어 한국 가톨릭의 숨결을 느끼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이다.  

조선시대 왕의 시신이 묻힌 곳으로 선릉은 조선의 9대 임금

인 성종과 그의 계비인 정현왕후의 능, 정릉은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11대 임금인 중종의 능이다. 두 개의 능은 언덕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있는데 앞쪽의 선릉이 도심 속 공원 같

은 정겨운 분위기라면 정조가 홀로 묻혀 있는 정릉은 고요

한 정적이 가득하다. 보통 궁은 도시의 중심부에 있지만 능

은 도시 외곽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특별히 선릉은 임진

왜란 때 파헤쳐지고 불에 타는 등의 수난을 겪기도 했다.  

길상사

명동성당

선릉과 정릉

021

019

020

 02-3672-5945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

 (조계종)  

  4호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성북02번 마을버스 환승   

  www.kilsangsa.or.kr

 02-774-1784

 중구 명동길 74 (명동2가)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 

2·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4호선 명동역 5·8번 출구 

  www.mdsd.or.kr 

 02-568-1291 

 강남구 선릉로 100길 1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 

 도보 6분  

  2-10월 06:00~21:00  

11-1월 06:30~21:00  

 대인(25~64세)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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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가로수길, 세로수길  

023  롯데월드, 롯데타워  

024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광장  

025 광화문광장  

026 경의선숲길  

027 정동길  

028 커먼그라운드  

029  한남동   

030  청와대 사랑채, 서촌(세종마을)  

031 부암동(석파정, 서울미술관) 

032 경리단길, 해방촌

033 익선동 



기업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신사동 주민센터까지 남북으로 이

어진 700m 거리를 이른다. 울창한 가로수 아래로 유명 편집

숍이나 쇼핑상점들이 밀집해 있다. 가로수길의 시작은 갤러

리와 스튜디오들이 자리한 조용한 거리였지만 감각 있는 옷

가게와 아늑한 카페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

고 지금은 대형 패스트 패션과 자본력 있는 레스토랑과 카

페, 바 등이 들어서며 화려해졌다. 

세로수길 : 가로수길의 상점이 포화상태가 되고 임대료가 

오르는 등의 이유로 상권이 주변 골목으로 뻗어 나가면서 

생겨났다. 개성 넘치는 소규모 카페와 음식점들이 많아 가로

수길에서 쇼핑을 마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용하

는 경우가 많다. 

잠실아파트단지 한 복판에 있는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테마파크다. 롯데월드는 민속박물관과 공연장, 쇼핑숍과 아

이스링크가 있는 실내 테마파크와 석촌호수를 배경으로 펼

쳐진 야외 테마파크인 매직 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

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고 제2롯데월드라고도 불리는 롯데

타워는 롯데월드 맞은편에 조성되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높

은 건물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6성급 호텔

과 레지던스, 전망대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17년 초 완공

을 앞두고 있다. 

롯데월드 타워 전망대 : 롯데월드 타워 120

층~123층에 설치되며 특별히 122층은 실

외 전망대로 꾸며진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경이 압권이며 투명한 바닥 

위에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스카이데크’도 마련된다.

가로수길, 
세로수길

롯데월드, 
롯데타워

022

023

 02-3445-0111

 강남구 신사동 일대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  

3호선 압구정역 5번 출구 

롯데월드

 1661-2000

 송파구 올림픽로 240

 2·8호선 잠실역 4번 출구 

  평일 09:30~22:00  

주말 09:30~23:00  

  www.lotteworld.com  

롯데타워

 02-3213-5000

 송파구 올림픽로 300

 2·8호선 잠실역 1·2번 출구 

  평일 09:30~22:00  

주말 09:30~23:00 

  www.lw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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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자치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2012년 현재의 신청사가 완공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지어

진 구청사는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개관해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시청시민청은 신청사 지하에 마련되었으며 서울

시와 시민들의 소통공간이다. 토론과 전시, 공연, 강좌, 놀이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시민들의 목

소리를 잘 듣겠다는 의미로 귀 모양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광장 : 시청 앞에 조성된 서울광장은 3.1운동, 6월 민주

화 운동 등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에는 응

원단의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루었던 곳이다. 분수대를 중심

으로 푸른 잔디마당이 어우러져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6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의 중심거리인 세종로를 중심

으로 조성된 광장이다. 16차선의 가운데 6차선을 광장으로 

조성했는데 광장을 중심에 두고 광화문과 세종문화회관 미

대사관과 교보생명 빌딩 등이 늘어서 있다. 광장의 양쪽 가

장자리는 너비 1m 길이 365m에 달하는 ‘역사물길’을 조성

해 동쪽은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요 

역사를 기록해 두었다. 북쪽의 잔디광장에는 각종 꽃과 식

물을 심어 둘러보는 재미가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 장이나 

스키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남쪽의 이순신장군 동상 주변

부에는 시원한 바닥분수가 올라와 여름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풍경을 연출한다.

049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024 025

 중구 세종대로 110 일대

  1·2호선 시청역 5·6번 출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 1·8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5·6번 출구  

 1호선 종각역 5·6번 출구

  서울시청 www.seoul.go.kr 

 시민청 www.seoulcitizenshall.kr 

 서울광장 plaza.seoul.go.kr

 종로구 세종대로 172

  5호선 광화문역 1·2·8번 출구 

3호선 경복궁역 6·7번 출구 

  plaza.seoul.go.kr/  

 gwanghwamun

Danilo D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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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맨해튼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의 마포구 연남

동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연트럴파크의 정식 명칭은 경의

선숲길. 서울과 신의주를 잇던 경의선 전철길이 지하로 숨

은 뒤 지상부의 폐철로를 숲길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도시재

생프로젝트의 결과물로 2015년 6월 첫선을 보였다. 용산구

의 원효동부터 마포구의 연남동까지 이어지는 숲길의 총 길

이는 6.3km로 가장 인기 있는 구간은 숲길 주변으로 다양한 

펍과 레스토랑 카페들이 펼쳐져 있는 연남동 쪽이다. 아이와 

함께 산책 나온 가족과 밤이면 삼삼오오 돗자리를 펴고 음

악을 즐기거나 맥주를 마시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이곳의 흔

한 풍경이다.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 홍대 인근의 출판 디자인 문화인프

라를 활용해 기차 모양을 본뜬 부스 안에 책을 읽고 전시 판

매까지 할 수 있는 책거리로 홍대입구역에서 와우교까지 약 

250m에 걸쳐 조성되었다.

서울 사람들에겐 대표적인 데이트코스. 사계절 내내 아름답

지만 특히 낙엽 지는 가을의 정취가 그만이다. 경향신문 앞

에서 정동극장이 있는 정동 로터리까지 이어진 길이다. 걷는 

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지만 덕수궁 돌담과 아기자기한 가

로수가 호젓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동길 중간에는 옛 러시

아공관 터는 조선시대 왕비인 명성황후가 시해된 뒤 고종이 

몸을 피했던 아관파천의 장소로 지금은 3층 높이의 첨탑만 

남아 있다. 정동극장 옆의 2층 건물인 중명전은 고종이 외국 

사신을 만나 접견했던 곳이자 일본과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

약이 이루어진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다. 

정동교회 : 개신교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정동길 중심에 있

다. 1885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Appenzeller, 

H.G)가 예배를 드리던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당시 교회 주변

에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교육

과 신문화가 이뤄졌으며 독립운동가들의 비밀모임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정동길

경의선숲길

027

026

 중구 정동길 2 (충정로1가) 

  1호선 시청역 1·11·12번 출구  

도보 5분

 5호선 서대문역 5·6번 출구 

 도보 5분

 마포구 연남동 일대

  2호선·공항철도 홍대입구역  

3번 출구 도보 7분

  www.gyeongui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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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 자리 잡은 팝업 컨테이너 

쇼핑몰이다. 총 200여 개의 대형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독특

한 외관으로 유명한데 사전에 제작된 특수 컨테이너를 현장

에 옮겨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을 사용했다. 1~2층 매장은 

동대문과 이태원 등 패션 거리에서 소문난 신진 디자이너의 

브랜드는 물론 국내의 인기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가 입점해 

개성 넘치는 패션 아이템을 만날 수 있고 3층의 오픈 레스토

랑에서는 분위기 있는 식사도 가능하다. 

최근 SNS를 타고 급부상하고 있는 성

수동 거리와 서울숲도 가까이 있

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김태희, 빅뱅의 탑, 신민아, 이종석 등 한 집 걸러 연예인이 

살고 있다는 국내 최고급 주택단지인 유엔빌리지 인근의 핫

플레이스로 ‘독서당로’라고도 불린다. 인도대사관, 멕시코대

사관 등 외국 대사관도 밀집해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

아내는데 럭셔리한 패션숍과 리빙 편집숍 스타 셰프의 레스

토랑 및 브런치 카페 등이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많다. 국내 

최대규모의 와인 주류매장 ‘와인앤모어’는 물론 클래식바와 

칵테일 바도 모여 있어 애주가들이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대림미술관의 ‘D뮤지엄’이 개관한 이래로 다양한 신생 화랑

들도 문을 열어 새로운 ‘미술 벨트’로 성장할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한남동커먼그라운드

029028

 용산구 한남동 일대 

  6호선 이태원역 2·3번 출구  

6호선 한강진역 2·3번 출구

 02-467-2747

 광진구 아차산로 200 

  2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도보 4분 

 11:00~22:00

   www.common-grou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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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랑채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중

심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와 수도 서울의 발전사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다.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서촌은 ‘경

복궁의 서쪽에 자리했다’는 의미로 골목마다 고즈넉한 한옥

들이 숨어 있으며 대림미술관을 비롯해 작은 갤러리와 카페, 

맛집들이 발길을 붙잡는다.  

청와대 뒤편 인왕산 자락 아래 펼쳐진 부암동은 높은 언덕

과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특징이다. 경복궁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빼어난 경치 때문에 예부터 문인과 예술가들이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고급 주택단지 사이사이 레스토랑과 카페

들이 드문드문 모여 있다. 아래로 부암동을 받들고 있는 자

하문 터널 왼편에는 이중섭의 ‘황소’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서

울미술관이 있고 미술관을 끼고 조선 말기 권력가였던 흥선

대원군의 별장이었던 석파정이 있다. 

백사실 계곡 : 서울의 마지막 비밀정원이라 불리는 곳. 부암

동의 호젓한 주택가 뒤편 산길에 거짓말처럼 숨어 있는 도

심 속 오아시스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도롱뇽과 버들치가 

살고 있을 만큼 맑은 물을 자랑하며 계곡 한가운데 ‘오성과 

한음’이야기로 잘 알려진 조선시대 문신 이항복의 별장터가 

남아 있다. 

부암동 
(석파정, 서울미술관)

청와대 사랑채, 
서촌 (세종마을)

031030

 02-395-0100

 종로구 부암동 201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버스 환승(자하문 터널입구 하차)  

5호선 광화문역 2·3번 출구에서  

버스 환승(자하문 터널입구 하차)

  미술관- 하절기 11:00~19:00

  동절기 10:30~18:00

 석파정- 하절기 11:00~18:00

  동절기 10:30~17:00

  일반 9,000원 / 대학생 7,000원  

학생(초·중·고) 2,500원

 어린이(3~7세) 1,500원

  www.seoulmuseum.org

 매주 월요일 휴무

청와대 사랑채

 02-723-0300

 종로구 효자로13길 45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도보 12분 

 09:00~18:00

 무료

  www.cwdsarangchae.kr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휴무

서촌(세종마을)

 종로구 통인동 일대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 도보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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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이태원이 이태원역의 해밀턴 호텔을 중심으로 뒷골

목 쪽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녹사평역 일대의 경리

단길과 ‘포스트 경리단’이라 불리는 해방촌까지를 아우른다. 

오밀조밀한 주택가 사이로 생겨난 경리단과 해방촌의 가게

들은 이태원의 개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덕분에 이국적인 레

스토랑과 카페, 바 등이 많다. 수제버거를 베어 물며 골목을 

산책하고 남산의 야경 아래 칵테일을 즐기거나 버팔로 윙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것은 이곳만의 재미, 골목 상권이다 보

니 자동차보다는 도

보 이용이 편리하다. 

서울의 제3의 한옥마을로 꼽히는 곳으로 북쪽으로는 창경궁

과 운현궁, 동쪽으로는 종묘, 서쪽으로는 낙원악기상가와 인

사동이 가깝다. 부자들이 살았던 북촌과 서촌의 한옥과는 달

리 작고 소박한 서민들의 한옥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곳

의 특징, 서울의 중심지이지만 낙후된 주거 환경 탓에 주목

받지 못하다가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한옥을 개조해 카페나 

레스토랑, 복합문화공간 등을 열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

통한옥에서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카페가 유명

하다.

익선동

경리단길,
해방촌

033

032

 종로구 익선동 일대

  1·3·5호선 종로3가역 6번 출구

경리단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도보 14분

해방촌

 용산구 용산동2가 

  6호선 녹사평역 2번 출구 도보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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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특화거리

광장시장

034  광장시장  

035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036 통인시장  

037 노량진 수산시장  

038 신당동 떡볶이 골목  

039 남대문 칼국수, 갈치조림 골목  

040 연남동, 대림동  

041  종로 피맛골   

042  종로5가 닭한마리 골목  

043 장충동 족발 

044 왕십리 곱창 골목  



동대문시장 옆, 청계천 변에 자리한 먹거리 천국. 광장시장

은 평일 낮에도 외국인 관광객과 근처 직장인들, 삼삼오오 

몰려온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광장시장에서 단연 

인기를 달리는 메뉴는 바로 빈대떡. 특히 기름을 듬뿍 부어 

거의 튀기듯이 부쳐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녹두전은 최

고의 별미다. 양파와 청양고추가 들어간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느끼함은 잡아주고 고소한 맛은 배가 된다. 육회 역

시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슈퍼스타. 먹거리의 또 다른 축은 

바로 분식. 특히 겨자소스를 찍어 먹는 마약김밥이 대표 선

수다. 광장시장은 이 밖에도 다른 

전통 시장과 같은 농수산

물, 젓갈류, 떡과 과일, 건

어물 가게도 빼곡하게 들

어서 있다.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 역 2번 출구 앞, ‘해밀톤 호텔’ 뒤

편 좁고 긴 세로길 양 옆으로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몰려있

다. 타이, 인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불가리아, 중국, 일

본 음식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가운데, 이국적인 인테리어

에 시원한 생맥주나 수제 맥주를 판매하는 펍과 카페들도 

즐비하다. 밤바람 상쾌한 봄, 가을이면 활짝 문을 연 상점들 

안에서 들리는 음악소리와 휘황한 네온사인 불빛, 노천 테이

블에서 식사를 즐기거나 산책하는 행인들이 한데 모여 활기

찬 에너지가 가득하다.

광장시장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034

035

 02-2267-0291

 종로구 창경궁로 88 

  1·3·5호선 종로3가역 7번 출구  

도보 4분 

 09:00~18:00  

  kwangjangmarket.co.kr

 매주 일요일 휴무

 용산구 이태원동 108-3 

 6호선 이태원역 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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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담한 전통시장이다. 1m 남짓한 좁다란 시장

길 양 옆으로 각종 싱싱한 청과물과 건어물, 반찬가게들이 

모여 있는데, 통인시장을 유명하게 만든 건 바로 근처 직장

인과 학생들, 외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달콤한 먹거리들

이다. 특히 통인시장은 일명 ‘엽전 도시락’으로 유명세를 얻

었다. 이 아이디어 넘치는 시스템은 한정된 위장 안에 다양

한 음식을 넣고 싶어 고민하던 ‘방랑 식객’들의 마음을 일순

간에 사로잡았다. 떡볶이, 마약김밥, 각종 전과 튀김, 반찬, 

떡꼬치, 아이스크림, 식혜 등이 시장의 인기메뉴. 하지만 뭐

니뭐니해도 이곳의 슈퍼스타는 ‘기름떡볶이’다.

엽전도시락 이용 방법 : 시장 끝에 자리한 ‘고객만족센터’에

서 엽전을 구입하면 도시락 용기를 준다. 그러면 구입한 엽

전의 금액만큼 시장 곳곳 ‘통도시락 cafe 가맹점’이라고 써

있는 가게의 먹거리들을 뷔페처럼 골라 먹을 수 있다. 

1927년 출발한 한국 최초의 

수산시장이다. 바다 한 뼘 없는 

서울에 전국 팔도의 수산물이 모두 

이곳에 모인다. 이곳에서 수산물을 맛보는 과정은 일단 수

산물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활어와 선어, 조개, 냉

동 수산물, 건어물을 판매하는 약 700여 개의 점포들이 빽

빽하게 자리해 있다. 맛보고 싶은 수산물을 정해 마음에 드

는 가게에서 kg당 가격을 물은 후 구입을 하면 즉석에서 손

질 해 준다. 포장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식당은 어디 있나

요?”라고 물으면 노량진 언어로 ‘초장집’을 안내해주기도 한

다. 초장집이란 구입한 수산물을 각종 양념, 주류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는 식당이다. 노량진역 7번 

출구로 나와 직진하면 오른편에 수산시장 간판이 보인다. 

최근 건물을 신축해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을 자랑한다.

통인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036

037

 02-722-0911

  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 도로 8분 

  07:00~21:00 점포 별 상이

 11:00~17:00 도시락카페  

  tonginmarket.co.kr

  매주 월요일 도시락카페 휴무 

 매달 셋째 주 일요일 시장 전체 휴무

 02-2254-8000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1·9호선 노량진역 2번 출구  

도보 10분 

 00:00~24:00  

  www.susansijang.co.kr

 연중무휴

Alon Ersh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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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떡볶이의 원조 격을 만날 

수 있는 골목. 새빨간 떡볶이 국물에는 방과 후 허기를 달래

던 한국인들의 학창시절 추억이 함께 우러나 있다. 학교 앞 

단골 분식 집에 따라 추억 속 떡볶이의 맛도 빛깔도 제각각

이지만, 은근한 불에 보글보글 끓여 먹는 전골 떡볶이의 원

조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다. 신당역 8번 출구에서 왼쪽으

로 난 길로 쭉 들어가면, 떡볶이 골목 표지판이 보인다. 호불

호가 없는 매콤하고 달콤한 국물에 계란, 당면, 어묵, 쫄면뿐 

아니라, 오징어와 치즈까지 사리로 추가할 수 있다. 

주머니가 가벼워도 남대문에서는 걱정 없다. 남대문 먹거리 

골목은 칼국수 골목과 갈치조림 골목. 남대문 칼국수 골목의 

트레이드마크 ‘한순자손칼국수’집은 손으로 반죽을 하고 숙

성시킨 후 홍두깨로 밀어내는 방식을 고수한다. 조미료 없

이 우려낸 육수는 시원함 그 자체. 회현역 5번 출구 남대문 

시장 초입에 위치하고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

업한다. 갈치 골목은 회현역 5번 출구에서 칼국수 골목을 지

나 쭉 들어가다 보면 대도종합상가 맞은 편에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형성되었다. 원조 가게는 ‘희락’과 ‘왕성

식당’. 양푼에 보글보글 끓여 나오는 갈치조림은 매콤달콤한 

밥도둑이다. 계란찜과 갈치 튀김까지 알차게 차려준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

남대문 
칼국수,
갈치조림 골목

038

039

 중구 신당동 퇴계로76길 

  5·6호선 청구역 1번 출구 도보 5분 

2·6호선 신당역 7번 출구 도보 5분

 남대문 칼국수 

 중구 남대문시장4길 42-1 

 갈치 골목   

 중구 남대문시장길 16-17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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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찻길 위로 늘어선 공원과 젊은 예술가의 상점, 그리

고 골목 곳곳에 독특한 맛집이 자리한 곳 연남동. 대표요리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집마다 개성 있는 요리가 돋보인

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바로 보이는 공원과 그 뒤편의 

골목을 따라 아기자기하게 펼쳐져 있다. 한편 대림동은 중

국 본토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진짜 차이나타운. 대림역 12

번 출구로 나와 대림중앙시장을 만나면 붉은색 바탕에 한자

가 쓰인 간판이 거리에 가득하다. 대림동은 서울에서 중국인

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다. 거리 한복판에는 양 다리 한쪽이 

빙빙 돌며 구워지고, 갈색 오리 머리가 가지런히 누워 손님

을 기다린다. 얇은 피 두

부를 사려는 사람들도 보

인다. 요즘에는 한국인도 

많이 찾는 곳이다. 

서민들의 허전한 속을 달래온 해장국과 정겨운 옛 음식들이 

있는 서민 음식의 메카. 조선시대, 종로를 지나는 고관들의 

말을 피해 서민들이 이 길로 다니면서 ‘피마(避馬)’라는 이름

이 유래되었다. 피맛골은 원래 종로 1가에서 6가까지 이어

진 길이었으나, 상권이 재개발되면서 종로 1가 교보문고 뒤

쪽부터 종로 3가 사이에서만 일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피맛골 특유의 운치는 여전하다. 해장국, 빈대떡, 

생선구이, 족발집 등 오래된 음식점들과 시끌벅적하게 막걸

리 잔을 나누는 풍경 일색이다. 이곳의 음식점들은 서민들의 

허전한 속을 뜨끈하게 달래왔다. 소의 내장과 선지, 우거지

를 넉넉히 넣어 푹 끓여낸 해장국 한 술은 멀리서도 이곳에 

발걸음 하게 하는 이유다.

연남동,
대림동

종로 피맛골

040 041

연남동

 마포구 연남동 일대 

  경의중앙선 가좌역 1·4번 출구 

2호선·공항철도 홍대입구역  

3번 출구

대림동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2호선 대림역  

1·2호선 신도림역 2·4번 출구

 종로구 종로 1·2·3·4가동

  1호선 종각역 1번 출구 도보 5분 

5호선 광화문역 2·3번 출구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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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의 의류전문 시장인 동대문종합시장과 평화시

장 근방에 있다. 닭한마리를 주문하면 그릇에 넉넉한 국물과 

온전한 닭이 통째로 한 마리 담겨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처

음 나온 요리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김치와 양념, 야채 등

을 넣고 취향에 맞게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매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춧가루를, 칼칼한 맛을 좋아한다면 

신김치를 넣어 먹는다. 좋은 재료를 넣고 푹 끓여낸 육수의 

맛도 깊고 진하다. 닭을 다 먹은 후 남은 국물에 끓여 먹는 

칼국수도 별미. 근처의 모든 집이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의 역사를 담고 있다. 동대문역 9번 출구로 나와 종로5가역

으로 직진하다가, 동대문종합시장을 지나 기업은행에서 좌

회전한 후 일방통행 길 중간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된다. 

종로5가 
닭한마리 골목

042 043

044

 종로구 종로5가 247-3 

  1·4호선 동대문역 9번 출구 도보 5분 

1호선 종로5가역 5·6번 출구 도보 6분

   Tip      

식사 후엔 아이스크림

‘평안도	족발집’에서	3분	거리,	족발	골목	

맞은편에	70년	된	빵집	‘태극당’이	있다.	

유명	메뉴는	모나카	아이스크림.	녹진한	

고기	맛이	남은	입안을	차가운	아이스크림

으로	개운하게	달래보자.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쭉 걸어나가면 너도

나도 족발의 원조라 아우성치는 간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곳이 족발 골목의 시작이다. 이곳의 족발은 생강과 마늘을 넣

은 장국에 하루에도 몇 번을 삶아 고기 비린내가 없고, 야들

야들하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다. 새우젓에 적셔 먹으

면 풍미도 좋다. 여기다 족발과 단짝인 막국수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 새콤달콤한 막국수 면발에 족발을 감아 먹는 것은 

알만한 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족발 맛있게 먹는 방법’이다.

과거 왕십리는 대표

적인 서민 주거지였

다. 고기를 먹기 여의

치 않았던 서민들이 

값싼 가격으로 고영

양을 섭취할 수 있는 

곱창을 즐겨 먹기 시

작하며 곱창 전문점들이 연이어 들어섰다. 소나 돼지의 내

장을 말하는 곱창은 단백질과 철분이 다량 함유된 서민들의 

대표적인 보양식. 왕십리 곱창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비릿

함이 느껴지지 않아 곱창 입문자도 수월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집만의 비법 양념이 가미된 양념 곱창도 

일품. 곱창을 먹고 난 뒤 팬에 남은 곱창 기름에 밥을 볶은 

볶음밥도 빼놓지 않고 맛보아야 할 별미다. 

장충동 
족발 골목

왕십리 
곱창골목

 중구 장충단로 174

  3호선 동대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성동구 행당동 고산자로

  2·5호선 왕십리역 2번 출구  

도보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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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프리마켓 

045  지하철 지하상가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046  인사동  

047 동대문 패션타운  

048 신촌, 이대 거리  

049 코엑스몰  

050 서울풍물시장, 동묘벼룩시장  

051 압구정 로데오거리  

052  프리마켓   

053  여의도 IFC몰  

054 청담 명품거리 

055 가산디지털단지 패션 아울렛 

056 서울약령시장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지하상가다. 1985년 조성되어 서울을 대표

하는 지하상가로 자리 잡았지만 30여 년간 특별한 리모델링 

없이 운영되었다가 최근 ‘고품격 쇼핑거리’라는 새 옷을 갈

아입었다. 각종 의류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곳만

의 장점, 패션상품 외에도 침구류와 식기류, 인테리어 용품

과 꽃 등을 만날 수도 있다. 강남역 지하에 자리 잡은 상가는 

직장인들이 주 고객인 만큼 다양한 오피스룩을 판매하는 샵

이 많다.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세미 정장을 살 수도 있고 

퇴근 시간을 이용해 가볍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 

작은 화랑과 소담한 골동품 가게, 전통 먹거리가 즐비한 대

표적인 관광명소다. 길을 걸으면서 붓이나 부채, 고서적, 도

자기 등을 판매하는 전통 공예품 가게와 아기자기한 소품을 

두리번거리는 재미는 인사동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이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와 사주와 궁합을 봐주는 작은 좌판들까

지 인사동 특유의 분위기를 풍긴다. 전통 찻집에서 풍기는 

향기와 음식점의 파전 향기도 한몫을 더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거리 전체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가족과 함

께 느긋하게 걷기에 좋다. 

쌈지길 : 인사동에서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한국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공예작품과 소소한 디자인 상품을 만날 

수 있다.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이 아닌 외부로 열린 ‘길’로 

이어져 있으며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지하철 
지하상가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인사동

045

046

강남역

 02-553-1898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지하쇼핑센터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hellogangnam.com

고속터미널역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지하상가 

 3·9호선 고속터미널역

 02-737-7890~1

  종로구 인사동, 광흥동,  

안국사거리 일대 

  1호선 종로3가역 4·5번 출구  

도보 10분

 3호선 안국역 1·6번 출구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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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패션의 중심지 동대문은 의류, 원단 시장과 다수의 

쇼핑몰이 밀집해 있다. 원단과 의류 부자재를 판매하는 동대

문종합시장과 야외무대에서 벌어지는 풍성한 이벤트가 즐거

움을 주는 두타, 최신 유행 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밀리오레, 도소매상인들이 몰려드는 동대문 새벽시장

의 원조 제일평화시장 등은 동대문패션타운의 명소들로 언

제나 국내외 쇼핑족들로 북적인다. 유명 브랜드들의 카피제

품이나 국내 디자이너들의 아이템을 싼 가격에 만날 수 있

는 것도 동대문만의 장점이다. 

지금은 많이 시들해 졌지만 한 때 신촌과 이대 일대는 젊은

이들이 쇼핑을 하고 밥을 먹는 대표적인 상권이었다. 연세대

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있는 신촌, 이대 주변은 학교가 가

깝고 교통이 편리한 덕에 대학문화의 자유분방함이 느껴지

는 것도 특징이다. 신촌 일대가 맛집과 주점 등이 발달한 반

면 이화여자대학교 주변은 여자대학교 특유의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악세서리샵과 의류샵, 분위기 좋은 카페

들이 많다.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기본적인 맛은 보장되는 곳이 많다.  

신촌, 
이대 거리

동대문
패션타운

048047

 서대문구 창천동 

  2호선·경의중앙선 신촌역  

2호선 이대역 1번 출구

 중구 장충단로 253 

  4호선 동대문역 8번 출구 도보 5분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1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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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159번지 일대의 지하에 조성된 대규모 쇼핑 공

간으로 잠실주경기장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국

내 최대 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와 대형 수족

관인 코엑스 아쿠아리움, 대형 서점인 영풍문고를 비롯해 다

양한 브랜드숍, 푸드코트와 카페, 맛집들이 입점해 있다. 지

상으로는 컨벤션센터가 있어 각종 산업관련 전시와 이벤트

가 열리는 비즈니스 장소이기도 하다. 코엑스몰 내엔 5개의 

광장이 있어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며 각각의 컨셉에 

따라 다양한 문화공연도 열려 볼거리를 제공한다.  

동묘 벼룩시장은 <삼국지>의 관우를 모신 사당인 동관왕묘 

주변에 형성된 빈티지 시장이다. 사당의 돌담을 따라 청계

천까지 수백 개가 넘는 좌판이 늘어서며 구석구석 골목까지 

구제 의류, 골동품, LP판, 잡화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벼

룩시장이 펼쳐진다.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선 장이 서는 시

간에 맞춰 가는 것이 좋고 천 원짜리 지폐를 넉넉히 준비해

야 한다. 신설동역 부근의 빈티지 시장인 서울풍물시장은 오

늘의 서울 풍물시장은 2층 규모의 상가에 밀집한 가게들과 

주변의 상권을 아우른다. 상가는 구획 별로 보라동, 노랑동, 

초록동 등 색깔별로 나뉘어 있어 둘러보기 편할 뿐 아니라 

갖가지 중고물품은 물론 토속상품과 옛날식 먹거리들까지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코엑스몰

서울풍물시장,
동묘벼룩시장

049

050

 02-6002-5300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몰 

  2호선 삼성역 5·6번 출구  

9호선 봉은사역 7번 출구 

 10:30~22:00  

  www.coexmall.com

 연중무휴

서울풍물시장

 02-2232-3367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 

 1·2호선 신설동역 6·9·10번 출구 

 10:00~19:00 (식당가는 22:00까지)  

  pungmul.seoul.go.kr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휴무

동묘 벼룩시장

 종로구 숭인동 239-9 

 1호선 동묘앞역 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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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은 90년대의 젊음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미국 비

버리힐스의 로데오거리를 표방하면서 부유층 자녀들이 외제

차와 고급브랜드의 옷을 입고 활보했던 곳으로 유명한데, 일

명 ‘오렌지족’들이 거리를 누비며 ‘한국의 유행’을 만들곤 했

다. 거리는 골목마다 명품 브랜드 상점은 물론 보세옷가게와 

구두와 악세사리 가게 등 패션 관련 매장이 들어서 있으며 

유명 헤어디자이너들의 개인숍과 피부과, 성형외과도 많다. 

핫한 젊은이들의 무대였던 만큼 펍과 맛집들도 숨어 있다.   

서울에서는 1년 내내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프리마켓이 열

린다. 대표적인 것이 프리마켓의 원조격인 홍대앞벼룩시장과 

한국형 파머스마켓인 마르쉐@혜화다. 홍대 앞의 놀이터에서 

열리는 홍대앞벼룩시장은 매주 일요일 열리는 희망시장과 토

요일마다 격주로 열리는 프리마켓이 있다. 홍대 주변의 아마

추어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수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앉

은 자리에서 그려주는 초상화도 인기다. 마르쉐@혜화는 대

학로의 대표적인 프리마켓이자 도시농부들이 참여하는 파머

스마켓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 신선한 식재료와 

먹거리를 판매하는 한다는 컨셉

으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부

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프리마켓

051

052

 02-3445-6402

 강남구 언주로 172길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5번 출구

 3호선 압구정역 2번 출구 도보 20분 

  rodeostreet.alltheway.kr

홍대앞벼룩시장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2호선·공항철도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도보 9분  

6호선 상수역 1번 출구 도보 8분

  www.freemarket.or.kr

마르쉐@혜화

 종로구 대학로8길 1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www.marchea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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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있는 복합 쇼핑몰이다. 총 3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1층엔 패션매장, 2층에는 패션 매장과 서점, 3층에는 영화

관이 있다. 지하철 여의도역과 연결되어 접근성이 좋고 다른 

쇼핑몰에 비해 매장이 크고 동선도 넓어 패션피플들은 물론 

가족 단위로 즐겨 찾는다. 특별히 IFC몰은 2015년부터 가을

마다 글로벌패션브랜드와 함께 대중에게 열린 패션쇼인 ‘패

션위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거리다. 청담역 사거리에서 갤러

리아 백화점에 이르는 도로변에는 프라다와 루이뷔통, 구찌, 

카르티에, 에르메스 등 럭셔리 브랜드 매장이 밀집해 있으

며 골목 안쪽으로는 유명 편집숍과 레스토랑도 자리 잡았다. 

SM, JYP 엔터테인먼트 등 연예 기획사들이 있어 한류열풍

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로수길의 인기로 한때 

상권이 침체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한류스타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여의도 IFC몰 청담 명품거리

053 054

 02-6137-5000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10:00~22:00 (매장마다 다소 상이)  

  www.ifcmallseoul.com

 강남구 압구정로 448 

  압구정로데오역 2·3번 출구 도보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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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초

대형 전통 시장, 경동시장 안

에서 한약 구를 이르러 서울약

령시장이라고 부른다. 전국 한약

재 거래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규

모가 큰 한약재시장이다. 1960년대부터 

형성된 시장이라 역사 또한 오래되어 이용하

는 사람도 목적도 다양하다. 전국 각지의 한의원들은 경동

시장의 전문 약재상들에게 한약재를 구입하고, 일반 시민들

은 계절마다 필요한 약재를 구입하기 위해 시장을 들르고, 

관광객들은 그윽한 약재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거리를 걷거

나 근처 동의보감타워의 한의약박물관을 찾기도 한다.    

유명 브랜드들의 이월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아

울렛 거리로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에서 몇 분

만 걸으면 만날 수 있다. 2001년 문을 연 마리오아울렛은 

이곳의 터줏대감으로 60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으

며, 트렌디한 패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

다. 넓은 공간과 키즈 카페 등의 편의 시설 덕분에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즐겨 찾는 더블유 몰과 주기적으로 신진디자이너

들의 패션쇼가 열리는 현대아울렛도 인기가 있으며 최근엔 

롯데아울렛도 문을 열었다 가격도 싸지만 브랜드가 다양해 

발품만 제대로 팔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옷을 찾을 수 있

는 실용패션의 천국이다. 

가산
디지털단지 
패션 아울렛

서울약령시장

055

056

 금천구 디지털로 9~10길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3·4번 출구

 02-969-4793~4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 

 1호선 제기역 2번 출구 도보 5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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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에게 밤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더구나 형형

색색으로 물드는 도시의 야경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반포대교 남단의 세빛섬과 반포달빛 무지개 분수는 서울의 

야경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다. 한강 위에 세운 세계최초의 

수상문화공간인 세빛섬은 <어벤저스2>의 촬영공간으로도 

유명한데 세 개의 빛나는 섬이라는 뜻으로 ‘채빛섬’, ‘솔빛

섬’, ‘가빛섬’ 등 3개의 섬을 가리킨다. 화려한 LED 조명으로 

외벽을 장식한 세빛섬의 야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반포

대교에서 아래서 뿜어져 나오는 달빛무지개분수, 물줄기 사

이로 빛나는 오색 조명이 음악과 어우러져 한강의 밤을 수

놓는다. 

뜨거운 사우나에 앉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한국의 찜질

방문화는 이색적이다. 최근에는 찜질방을 이용하는 외국 관

광객들도 늘어나 SNS에 양머리 수건을 쓰고 맥반석 계란을 

먹는 모습 등을 인증샷으로 올리는 이들이 많다.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어깨나 목 등의 근육통을 완화 시켜 혈

액순환은 물론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찜질방은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찜질방 이용팁 : 30분 동안 찜질을 한 후엔 30분 정도의 휴

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모발과 두피의 건강을 위해 머리에 

수건을 감싸는 것도 필수다.

세빛섬,
반포 달빛 
무지개 분수

찜질방

057

058

세빛섬

 1566-3433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9호선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도보 21분  

 6번 출구 세빛섬 환승버스 탑승 

 (40분 간격 순환 운행)

 09:00~23:00   

  www.somesevit.co.kr

반포 달빛 무지개 분수

 02-3780-0541

 서초구 반포2동 115-5 

  4호선 동작역 1·2번 출구 도보 3분  

9호선 신반포역 1번 출구 도보 15분 

9호선 구반포역 2번 출구 도보 15분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8-1, 

 8-2번 출구, 도보 또는 도로중앙 

 승차장에서 8401 순환버스이용

  hangang.seoul.go.kr

드래곤힐스파

 02-792-0001

 용산구 한강로동 40-712 

  1호선 용산역 1번 출구 도보 2분

 4호선 신용산역 3번 출구 도보 5분 

  주간 05:00~20:00

  야간 20:00~05:00 

  주간 - 12,000원  

야간, 주말 및 공휴일 - 14,000원

 ※1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요금 적용

  www.dragonhills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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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를 중심으로 200여 개의 클럽들이 모여 있는 홍대는 국

내 클럽문화의 메카다. 요일을 가리지 않고 젊은이들이 모여 

춤과 음악을 즐기며 인기 디제이들의 디제잉과 인디밴드 공

연들도 만날 수 있다. 일렉트로닉음악이 주를 이루는 베라

(VERA), 힙합 음악에 몸을 맡길 수 있는 할렘(HARLEM),  홍

대놀이처 근처의 핫플레이스 코쿤(COCOON),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클럽 네이키드(CLUB NAKED) 등이 유명하다.

밤의 고궁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거나 이색버스를 타고 도심 

곳곳을 누비는 것도 서울의 밤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과 창덕궁에서는 해마다 가

을이면 궁문을 개방해 고즈넉하고 운치 있는 풍경을 선물하

는데 인터넷을 통해 야간개장을 신청하거나 한복을 입으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서울 시내의 중심 관광지를 도는 서울

시티투어버스도 매일 저녁 8시 광화문을 출발하는 야간노선

을 마련해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서울 트롤리버스 나이트팩 : 붉은색 외관이 인상적인 트롤

리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한강, 남산타

워, 광화문 청계천 등을 도는 나이트 투어로 20년 경력의 국

제가이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홍대 클럽

도심 야간투어 
(고궁, 서울시티 

투어버스)

059

060

 마포구 와우산로 18길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도보 13분

 6호선 상수역 2번 출구 도보 6분

 중구 태평로1가 61-1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도보 2분 

1·2호선 시청역 3번 출구 도보 4분 

  도심순환권 

 성인 12,000원 / 고교생 이하 10,000원

  야간코스권

 성인 6,000원 / 고교생 이하 4,000원

  www.seoulcitybus.com

  매주 월요일 휴무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행) 

  여름 휴가기간 (7월 넷째주 ~  

8월 15일)에는 휴무 없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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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찾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타고 싶은 한강 크루즈. 

이랜드 크루즈는 1986년 첫 출항한 한강의 대표적인 유람

선 브랜드로, 여의도, 잠실, 뚝섬 등에 자리 잡은 7개의 선착

장과 2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셰프의 요리를 맛보며 

여유롭게 야경을 감상하는 ‘디너크루즈’, 선상에서 불꽃놀이

를 즐길 수 있는 ‘불꽃 크루즈’, 칵테일 쇼를 관람할 수 있는 

‘칵테일 크루즈’, 늦은 밤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심야 

크루즈’ 등을 운행한다. 

조선시대 성곽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 아파트였던 낙산아파

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성한 공원이다. 동대문과 혜화문

까지 연결되는 서울성곽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하고 곳곳에 

휴식을 위한 벤치를 마련해 조용한 데이트를 즐기기에 좋다. 

공원의 입구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력단련장을 마련해 놓았

으며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낙산(駱山)의 변천사

를 만날 수 있는 낙산전시관도 볼거리다. 낙산은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조선시대 한양 성곽은 낙산 

능선을 따라 조성되었다. 낙산 전망대에서는 동대문 일대의 

전망이 시원스레 펼쳐지는데, 밤이면 불야성으로 빛나는 야

경이 일품이다. 

한강 
이랜드 크루즈

낙산공원

061

062

 02-3271-6900

  영등포구 여의동로 280  

한강유람선 선착장 

  5호선 여의나루역 3번 출구  

도보 9분 

 09:00~22:00   

  성인 15,000원 / 청소년 15,000원

 소인 10,500원 

 (코스, 시간 별 다소 상이)

  www.elandcruise.com  

 연중무휴

 02-743-7985

 종로구 낙산길 41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도보 9분  

 6호선 창신역 2번 출구 도보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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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노래방문화만큼 인상적인 것은 없다. 고대로부터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민족답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만의 노래방 애창곡이 있고 연인과의 이별을 달래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저 즐기기 위해서도 노래방을 찾는

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풍경은 흔하다. 회식자리의 마지막도 노래방으로 장식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1인 1가구 문화를 반영하는 코

인노래방 열풍이 불고 있는데, 좁은 공간에 혼자 들어가 동

전 몇 개 집어넣으면 혼자만의 노래를 즐길 수 있다. 

한국인들에겐 63빌딩이라는 옛 이름으로 친숙한 곳이다. 지

금은 여의도를 대표하는 고층빌딩이지만, 한때 63빌딩은 대

한민국의 초고속 발전을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로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었다. 지상 60층 지하 3층의 규

모 안에 국내 최초의 아쿠아리움인 ‘아쿠아플라넷63’, 해발 

264m로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미술관인 ‘63아트 전망대 미

술관’에서는 아름다운 서울의 전망과 함께 미술작품을 감상

할 수 있다. 특별히 아쿠아플라넷에서는 매일 저녁 국내 최

정상급 재즈 아티스트들의 연주와 바다 풍경이 어우러지는 

‘All that jazz’ 공연이 펼쳐진다.  

노래방 63 스퀘어

063 064

홍대 수노래방      

 070-4405-9971

 마포구 서교동 364-24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도보 9분 

 2호선 합정역 3번 출구 도보 12분 

 6호선 상수역 1번 출구 도보 11분

 00:00~24:00   

  www.skysu.com

 02-789-5663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_63

 6호선 샛강역 3번 출구 도보 21분

 10:00~22:00 

  63아트-일반 13,000원

                 어린이 11,000원

 아쿠아플라넷- 일반 25,000원

                           어린이 21,000원

  www.aquaplanet.co.kr/63

 전시 교체기간에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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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도깨비시장이라는 말은 밤이면 열렸다가 아침이면 사라지

는 도깨비 같은 시장이라는 의미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서 임시로 열렸던 것이 반응이 좋아 2016년부터 DDP, 목동

운동장, 청계광장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장터마다 

차별화된 컨셉을 적용해 한강은 다양한 외국 음식, 동대문 

DDP는 패션, 목동운동장은 레포츠, 시즌제로 운영되는 청계

광장의 경우는 5월엔 ‘가족’, 7월엔 ‘오싹 나이트’ 등의 컨셉

으로 계절감을 살렸다. 야시장답게 모두 오후 6시부터 11시

까지 열리며, 한강과 동대문 DDP, 목동 운동장 등 세 곳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청계광장은 5, 7, 9, 10월 

금요일과 토요일에 장이 들어선다.

경복궁 북쪽의 북악산 북쪽 능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어진 

길이 11.8km에 달하는 2차선 도로다. 1968년 개통되었으며 

해발 342m의 정상에 팔각정휴게소가 있다. 63스퀘어는 물

론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까지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

려다보이는 팔각정 안에는 레스토랑과 편의시설 등을 갖추

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운

동코스이자 드라이브를 즐기는 연인들의 데이트코스, 주말

이면 오토바이 족들이 출몰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술 한 모금에 야경 한 컷 

들이키는 맛! 서울의 밤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다. 

서울 곳곳의 루프트탑 바

야말로 이런 즐거움을 누

리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

소다. 주목받고 있는 루프

톱 바 중 대표적인 이태원 

피피서울은 자연주의 인

테리어가 돋보이는 곳. 플래툰 소넨덱은 인공 잔디를 깐 옥

상 공간이 매력적이며 가수 정엽이 운영하는 오리올에서는 

칵테일과 싱글몰트 위스키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종로의 포시즌스 호텔 서울도 15층에 가든 테라스를 

오픈해 샴페인과 셰프가 직접 구워주는 바비큐 음식을 선보

이고 호텔 카푸치노 17층의 루프톱 바는 멋진 강남의 야경

과 함께 마시는 진토닉이 인기다.  

밤도깨비 
야시장

북악 
스카이웨이

루프톱 바

065

066

067

여의도 밤도깨비시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84-9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도보 12분

 금요일, 토요일 18:00~23:00

  www.bamdokkaebi.org

 02-725-6602

 종로구 북악산로 267 (평창동) 

 4호선 길음역 3번 출구 도보 22분

 bukak-palgakjeong. 

 tistory.com

피피서울

 02-749-9195

 용산구 소월로 44가길 3 2층

 6호선 한강진역 1번 출구  

 도보 21분

  평일 14:00~24:00 

주말 14:00~24:00

   www.facebook.com/pp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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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SM 코엑스아트리움

068  상암 DMC & MBC World  

069  SM 커뮤니케이션센터  

070 난타 전용극장  

071 SM 코엑스 아트리움  

072 강남관광정보센터 한류체험관  

073 K-Star Road  

074 K-Style Hub  

075  그레뱅 뮤지엄   

076  Klive  

077 비보이 전용극장  



디지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정

보 미디어 단지다. 단지 안에는 방송미디어센터인 누리꿈스

퀘어와 MBC, SBS, YTN, CJ 등 방송국 사옥, 각종 ICT 기술

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파빌리온, 한국영화의 발

자취를 살필 수 있는 영상자료원을 비롯해 식당가와 패션숍

이 들어선 누리꿈몰 등이 있다. 난지천공원, 메타세콰이어길, 

한강공원, 월드컵경기장도 인근에 있어 무료자전거를 타고 

둘러 보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미디어시티 내에 방송사 

최초로 조성한 테마파크인 MBC World는 한류 콘텐츠를 중

심으로 MBC 드라마와 인기 예능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대한민국 대표 엔터테인먼트 회사 SM의 신사옥이자 한류

스타들과 팬들의 소통공간이다. 화이트와 핑크빛의 인테리

어로 꾸민 1층의 카페에서는 다양한 SM 아티스트들의 콘텐

츠 상품을 판매해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고 감각적이고 세련

된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끄는 지하 1층의 마켓에서는 ‘엑소 

손짜장’, ‘레드벨벳 탄산수’, ‘샤이니 뻥이요’, ‘소녀시대 맥주’ 

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메뉴가 인기다. 한류스타들을 만나

기 위한 관광객들로 붐비는 대표적인 한류스팟이다.  

상암 DMC & 
MBC World

SM 
커뮤니케이션 
센터

068 069

상암 DMC

 마포구 상암동 일대

 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MBC World

 02-789-3705

 마포구 상암동 1603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 도보 13분

  매일 10:00~18:00  

(16:00까지 입장 가능) 

  성인 18,000원, 청소년 13,000원, 

어린이 9,000원 

  mbcworld.imbc.com

 설날, 추석 제외 연중무휴

 02-6240-9800

 강남구 삼성로 648 

  7호선 청담역 5번 출구 도보 6분 

9호선 삼성중앙역 2번 출구 

 도보 9분 

  www.smto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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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과 비트, 상황만으로 꾸민 대한민국 대표공연이다. 주방

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펼쳐지며 칼과 도

마, 접시 등 주방기구를 악기 삼아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

이 장단만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에서 자유롭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다. 관객이 직접 무대에 오르고 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역

시 난타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1997년 10월 첫 공연 

후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덕분에 국내 최초로 난타

전용관까지 설립했다. 서울에만 명동, 홍대, 충정로 등 3개의 

난타전용극장이 있다.

삼성동 코엑스몰에 자리 잡은 SM월드다. 1층의 ‘welcome 

zone’은 빛이 쏟아지는 환상적인 미디어월이 방문객을 반기

고, 2층에는 셀레브리티가 제안하는 유니크한 라이프 스타

일샵이 3층에는 아티스트 체험 스튜디오가 4층에는 SM 콘

테츠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5층과 6층

에는 최신 테크놀로지와 콘텐츠를 결합한 국내 최대의 홀로

그램 씨어터가 있는데 마술처럼 환상적인 홀로그램 뮤지컬

과 콘서트가 펼쳐진다.    

난타 전용극장

SM 코엑스
아트리움

070

071

 02-739-8288 

  홍대 전용관: 마포구 양화로  

16길 29 홍익몰

  명동 전용관: 중구 명동길 26 

(명동2가) 유네스코빌딩 3층 

  충정로 전용관: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홍대 전용관: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도보 8분 

  명동 전용관: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도보 5분

  충정로 전용관: 2·5호선 충정로역 

7·8번 출구

  nanta.i-pmc.co.kr

 02-6002-6200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몰 B1 

  2호선 삼성역 5, 6번 출구 사이 

코엑스몰 지하 1층 도보 8분 

 10:00~20:00 (입장마감 19:00까지) 

  성인 25,000원 / 중고생 22,000원  

어린이 19,000원 / 경로 18,500원 

  www.coexaqua.com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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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 편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강남관광정보센터 내에는 직접 한류스타가 되어보는 

체험공간이 한류 체험관이 있다. 세계 속의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에 나왔던 의상을 직접 입어보는 공간으

로 한류스타 관련 전시가 이뤄지는 부스에는 한류 관광 기

념품과 한류 스타들의 애장품을 만날 수 있으며 운이 좋다

면 한류 스타의 팬 사인회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K-Star Road는 한류 

문화와 스타를 사랑하

는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강남구의 특별한 프로젝트다. 이

름에서 알 수 있듯이 ‘Star’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강남

구 청담동, 신사동, 논현동 일대에서 한류 스타들이 평소 즐

겨 찾는 숍과 한류 스타를 배출한 연예기획사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거리다.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서관 앞에서부

터 SM엔터테인먼트 사옥까지 약 400m에 이르는 거리를 가

리키며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포미닛, FT아일랜

드, 슈퍼주니어, 씨엔블루, 2PM 등 케이팝 스타를 캐릭터화

한 아트 토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강남관광
정보센터 
한류체험관

K-Star Road

072

073

 02-3445-0111 

 강남구 압구정동 428 

 3호선 압구정역 6번 출구 도보 4분 

 10:00~19:00 

  kr.tour.gangnam.go.kr 

 매주 일요일 휴무

  강남구 압구정로 및 청담동 

 일대 약 1km 구간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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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는 복합체험공간이다. 첨단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해 한국의 문화와 음식, 전통, 관광지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의 스

키점프와 경복궁, 명동, 남이섬, 제주도 등 한국의 유명 관광

지를 가상현실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예다. 특별히 한

류체험실에서는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해 빅뱅, 싸이 등 한국

을 대표하는 스타와의 상호작용을 체험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 K스타일 허브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식재료와 식문

화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한식전시관과 체험관으로 예

약을 통해 다양한 한국음식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133년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밀랍인형 박물관이 아시아 

최초로 문을 연 곳이다. 이민호, 김수현, 지드래곤, 김연아, 

비 등 한류스타는 물론 마릴린 먼로, 조지 클루니, 마이클 잭

슨 등 할리우드 스타, 앤디 워홀, 반 고흐, 레오나르도 다빈

치, 버락 오바마 등 역사적인 인물과 세계 유명 인사들의 밀

랍인형까지 만날 수 있다. 총 80여 개에 달하는 밀랍인형의 

제작만 6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얼굴뿐만이 아니라 의상, 메

이크업은 물론 헤어 스타일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K-Style Hub 그레뱅 뮤지엄

074 075

 02-729-9499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2~5층 

  5호선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보 12분 

1호선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7분 

  3층 한식전시관 10:00~20:00 

 4~5층 한식체험관,  

 한식판매관 10:00~18:00

 입장권 무료

   korean.visitkorea.or.kr/kor/bz15/

kstylehub/overview.jsp 

 매주 화요일 5층 휴관

 02-777-4700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별관 

  2호선 을지로입구역 1-1출구  

도보 3분

 1호선 시청역 6번 출구 도보 6분  

 1호선 종각역 5번 출구 보도 10분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도보 15분

  일-목요일 10:00~19:00  

금,토요일 10:00~21:00 

  대인 16,000원 / 대학생 13,000원 

소인/경로 13,000원 

  www.grevin-seoul.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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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ve는 K-POP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교육, 예술 등 다양

한 장르를 최첨단 홀로그램 콘텐츠로 보여주는 문화공간이

다. Klive에서 펼쳐지는 K-POP 홀로그램콘서트는 빅뱅, 싸

이 등 한류스타의 공연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공연으로 디

지털기술로 재현한 K-POP의 흥겨운 리듬에 빠져들게 하는

데, 시야를 가득 채우는 270도 파노라마 스크린, 14.2 채널

의 서라운드 음향시스템,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등으로 상상

이상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젊음과 문화의 거리 홍대에서 개관한 비보이 전용극장. 비보

잉 강국답게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만들어진 곳

이다.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최정상 비보이들의 춤을 통해 화

합과 소통을 이야기하는 넌버벌 뮤지컬로 흥겨운 비보이 댄

스와 팝핀, 락킹, 힙합 등의 다양한 장르의 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공연 외에도 전문 강사를 통해 K-POP 댄스를 배운 

후 무대에서 실제 공연을 하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Klive 비보이 
전용극장

076 077

 02-2265-0810 

 중구 을지로 264 롯데피트인 9층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1번 출구 도보 1분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0번 출구 도보 2분

 13:30~22:00 (공연 별 시간 상이)

 공연 별 가격 상이 

  www.klive.co.kr

 매주 월요일 휴무

 02-323-5233 

 마포구 와우산로 121 삼진제약사옥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도보 10분 

  공휴일 및 일요일 16:00~17:30  

화요일-금요일 20:00~21:00

 토요일 18:00~19:30

 전 좌석 55,000원

  www.sjbboys.com 

 매주 월요일 휴무

106 SEOUL BEST 100 107한류



자연

서울의 산

078  한강공원  

079  서울의 산  

080 서울의 둘레길

 (남산, 안산, 중랑 둘레길 등)  

081 월드컵공원  

082 석촌호수공원, 올림픽공원  

083 서울숲  

084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085  북서울꿈의 숲   

086  난지 캠핑장  

087 선유도 공원  



강동구 하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까지 총 12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진 한강 공원은 체육시설, 낚시터, 자전거 도로, 선착

장 등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시설 덕분에 한강 공원에서는 

여가와 레저 모두를 즐길 수 있다.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한강 다리는 특색을 지니는 조명으로 한강 공원의 밤을 더

욱 아름답게 만든다. 봄에는 여의도 윤중로를 하얗게 뒤덮는 

여의도벚꽃축제가, 가을에는 63빌딩 주변 한강을 오색찬란

하게 물들이는 세계불꽃축제가 한강시민공원을 더욱 풍성하

게 한다.

서울에는 산이 많다. 북한산, 도봉산, 남산, 관악산 등 역사와 

경치를 자랑하는 곳들이다. 이 중 북한산은 서울 근교의 산 

중에서 가장 높고 산세가 웅장한 것으로 유명한데 주 봉우

리인 백운대에 오르면 서울 시내와 근교가 한눈에 들어오고, 

골짜기마다 빼어난 풍경의 계곡을 자랑하며 백운대 북쪽의 

인수봉은 암벽 등반 코스로 인기가 높다. 청계산은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산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울창한 

숲과 아늑한 계곡, 공원, 사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가족

산행의 명소로서 많은 등산로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도

봉산은 암벽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산이다. 가장 높은 봉우리

는 자운봉이며 암벽등반코스로 유명한 곳은 선인봉이다. 인

근 사찰 중 제일 오래된 건축물인 ‘천축사’를 비롯하여 수많

은 절과 아름다운 계곡을 안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여 더

없이 인기 있는 하루 등산지다. 

한강공원

서울의 산

078

079

 02-3780-0561 

 영등포구 여의도동 8 

  5호선 여의나루역 3번 출구  

도보 3분  

  hangang.seoul.go.kr/  

 park_yoido

북한산

 02-909-0497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 704번, 

34번 버스 탑승 (효자동마을회관, 

효자파출소 정류장 하차) 

  bukhan.knps.or.kr 

청계산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2번 출구 

 도보 7분

도봉산

 02-954-2566

 도봉구 도봉동

 1호선 도봉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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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한 바퀴 휘감는 서울 둘레길은 8개 코스로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을 느낄 수 있는 도보길이다. 둘레길 

곳곳에 휴게시설과 북카페, 쉼터가 있어 편하게 휴식을 취

할 수 있다. 서울 둘레길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우며, 

경사가 심하지 않은 흙길로 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

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둘레길의 대표 구간으로는 서

대문구에 위치한 낮은 산인 안산 중턱의 산책로인 ‘안산 자

락길’, 이 길을 따라 정상 봉수대에 오르면 높은 빌딩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묵동천,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을 통과하는 ‘중랑 둘레길’은 산 능선을 따라 

산책하는 코스로 서울 둘레길 중 전망이 가장 뛰어난 코스

이다. 아차산은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아차산 생태공원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둘레길 스템프 : 서울 둘레길 산책의 재미는 구간마다 찾아

다니며 스탬프를 찍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각 코스의 시

작점에서 스탬프북을 받아 구간마다 설치된 빨간 우체통에

서 28개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월드컵공원은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

원, 난지한강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화공원은 월드컵

경기장과 이어지는 공원으로 연못 주변으로 산책로가 꾸며

져 있으며 인라인이나 스케이트보드 등을 즐길 수 있다. 월

드컵공원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하늘공원. 하늘공

원으로 올라가는 지그재그 형태의 대각선 계단이 유명하며, 

주변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늦가을 은빛 꽃을 피우는 억새밭이 무엇보다 아름답다. 난

지천공원은 난지천을 따라 만들어진 평지 공원으로 산책로, 

잔디광장, 놀이터 등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편안하게 놀다 

갈 수 있는 곳이다. 월드컵공원의 자랑으로 꼽히는 노을공

원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볼 수 있는 공원

이다. 노을에 물드는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물드는 

느낌이 든다. 

하늘공원 억새축제 : 매년 10월이면 월드컵공원 내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억새축제가 열린다. 축제기간에는 야생 동식

물 보호를 위해 야간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하늘공원을 야간

에 개방한다.  

서울의 둘레길 
(남산, 안산, 

중랑 둘레길 등)

월드컵공원

080 081

서울둘레길 안내센터(창포원)

 070-4465-7905~6 

  도봉구 마들로 916 (도봉동 4-2) 1층 

서울둘레길 안내센터

  7호선 도봉산역 2번 출구  

(창포원 공원 내)

   gil.seoul.go.kr/walk/main.jsp

서울둘레길 안내센터(용산)

 02-779-7904 

  용산구 갈월동 두텁바위로 7 

국제빌딩2층

  4호선 숙대입구역 2번  

(2번 출구 2번째 건물 2층)

 02-300-5500 

  마포구 상암동 481-6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 

도보 11분

   worldcuppark.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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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석촌호수는 호수 주변에 녹지

를 조성하고 산책로와 쉼터를 등을 설치하여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동호와 서호

로 나뉜다. 동호는 산책길과 조깅 코스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서호는 롯데월드의 매직 아일랜드가 있어 놀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하다.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 명

소 중의 하나다. 올림픽공원은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만든 공

원으로 올림픽을 치렀던 6개 경기장을 비롯해, 미술관, 야외

조각공원, 몽촌토성, 산책로 등이 있다. 올림픽공원은 문화

와 예술, 역사와 스포츠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복합공원이

다. 올림픽공원 9경은 올림픽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9

개 장소’로 사진촬영의 명소로 사랑 받는 곳이다. ‘9경 투어’

를 통해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숲은 서울의 센트럴파크다. 서울숲의 등장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동네였던 성수동까지 덩달아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원래 뚝섬을 재개발하면서 만들어진 시민의 숲으

로 거대한 공간을 숲으로 꾸몄으며 그 안에 여러 개의 테마

를 가진 공원이 있다. 숲을 산책하다가 만날 수 있는 고라니

와 꽃사슴은 서울숲의 명물!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주말 가족 생태나들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사계절 내내 낭만적인 풍광으로 시민

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석촌호수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숲

082

083

석촌 호수공원

 02-412-0190

 송파구 잠실로 148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도보 15분

  seokchonlake.alltheway.kr

올림픽 공원

 02-410-1114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도보 2분

  www.olympicpark.co.kr

 02-460-2905

 성동구 뚝섬로 273

  분당선 서울숲역 3번 출구 도보 7분  

2호선 뚝섬역 7번 출구 도보 14분

   parks.seoul.go.kr/seoul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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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테마 파크 대표주자인 서울랜드. 서울랜드에는 독특한 

테마를 갖춘 위락시설과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연

중 튤립·벚꽃·국화 등 화려한 꽃축제가 열리고 야간개장

에는 불꽃놀이와 레이저쇼를 도입하여 화려한 볼거리를 제

공한다. 서울랜드 옆의 서울대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동

물원과 온실식물원, 삼림욕장과 자연캠핑장을 갖춘 종합공

원이다. 곳곳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동물원 끝 쪽으로는 

청계산에서 내려 온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산책하는 기분으

로 동물원을 돌아볼 수 있다. 

서울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숲으로 옛 드림랜드 자리에 

조성된 공원이다. 숲 안에는 미술관, 박물관도 자리 잡고 있

어 산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엘리

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전망대는 공원의 명물, 수직으로 올

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남산 등 

서울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기 

좋다. 드라마 아이리스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공원 입구에 

있는 옛 저택과 오래된 느티나무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도 하다.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북서울꿈의 숲

084 085

서울랜드

 02-509-6000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53 서울랜드

 4호선 대공원역 2번 출구 도보 19분

  4월-10월 09:30~21:30  

11, 3월 09:30~19:00  

 12월-2월 09:30~18:00 

  www.seoulland.co.kr

서울대공원

 02-500-7338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4호선 대공원역 2번 출구 도보 7분

  하절기 09:00~19:00

 동절기 09:00~18:00 

  어른 5,000원 / 어린이 2,000원

  grandpark.seoul.go.kr

 02-2289-4001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

  동문(방문자센터 방면)  

4호선 미아삼거리역 1번 출구  

강북 09·11번 마을버스 탑승

 (북서울꿈의 숲 정류장 하차)

  서문(아트센터 방면)    

4호선 미아삼거리역 3번 출구 

 강북 05번 버스 탑승 

 (북서울꿈의숲정류장 하차) 

  4호선 미아삼거리역 1번 출구  

도보 19분

  dreamfores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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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월드컵경기장 주변의 한강 공원에 자리한 캠핑장으로 

한강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

별히 바비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가

족과 함께 ‘맛있는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이용객들은 직접 

텐트를 가져와 설치할 수도 있고 기존에 설치된 텐트를 대

여료를 내고 이용할 수도 있다. 난지생태공원과 노을공원 메

타세콰이어길과 하늘공원 등 가까이 있는 공원들 덕분에 온 

가족이 함께 올 수도 있고 연인이나 친구들끼리 특별한 추

억을 만들 수도 있다.

선유봉이라는 작은 언덕이 있어 신선들이 유람하며 즐겼다

는 한강 위의 작은 섬 선유도는 색다른 서울의 명물로 자리

매김하였다. 과거의 정수장 구조물을 재활용하여 국내 최초

로 조성된 생태공원이자 “물(水)공원”인 선유도에서는 한강

의 생태와 문화, 역사를 체험함과 동시에 한강을 한강 안에

서 바라보는 이색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서울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저녁 시간이면 더욱 아름답다.

선유교 :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와 선유도를 잇는 보행전용 

다리다. 아치형 모양 때문에 무지개다리로도 불리는데 다리 

아래에서 빨강과 노랑·초록·파랑 등 4가지 빛깔의 조명을 

비추어 밤에 더욱 아름답다. 

선유도 공원

난지 캠핑장

087

086

 02-2631-9368

 영등포구 선유로 343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 도보 21분

   parks.seoul.go.kr/template/

default.jsp?park_id=seonyudo

 02-304-0061

  마포구 한강난지로 22 

한강야생탐사센터

  9호선 당산역 8번 출구  

9707번 광역버스 탑승 

 (난지한강공원 정류장 하차)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2번 출구 

8777번 버스 탑승(난지한강공원 

정류장 하차)

  피크닉 이용객

 입실시간 10:30 / 퇴영시간 익일 09:30 

 텐트 이용객 

 입실시간 11:00 / 퇴영시간 익일 09:30

  15,000원 / 게시판 예약 필요  

(당일 텐트는 예약 잔여분에 대하여 

전화예약 및 현장판매 가능)

  www.nanjica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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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의 전통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박물 

관이다. 박물관 소장품의 대부분이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다. 

강원도 산촌에서 발견한 나무 김칫독, 새색시가 입은 치마 

저고리, 여러 모양의 농기구 등 같은 유물이다. 박물관에 전

시된 유물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

화가 담긴 유물을 전시고 있는 경복궁 내에 있는 박물관이

다. 조선 왕실의 문화와 생활을 보여주는 유물 2,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화려하고 기품 있는 조선의 왕실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다. 모두 경복궁 내에 있다.  

한국의 소중한 유물들이 보관, 전시되는 세계적 규모의 박물

관이다. 구석기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와 삶, 그리고 예술이 한 곳에 모여 있

다. 전체 유물을 꼼꼼히 살피려면 일주일 이상도 걸릴 수 있

으니 ‘중요 유물 100선’ 등의 코스 선택을 하거나 시간을 가

지고 나누어 관람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상설 전시관과 더불

어 각종 기획전시관, 공연장, 도서관까지 있어 다양한 문화

를 경험할 수 있다. 박물관 주변에는 수목이 우거진 공원과 

호수가 있어 산책하기도 좋다.

국립민속 
박물관, 
국립고궁 
박물관

국립중앙 
박물관

088 089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종로구 삼청로 37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도보 13분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도보 16분

  3월-5월, 9월-10월 09:00~18:00 

6월-8월 09:00~18:30 

  11월-2월 09:00~~17:00

 5월-8월 중 주말·공휴일   

 09:00~19:00

 무료

  www.nfm.go.kr

 1월1일·설날·추석 휴관

국립고궁박물관

 02-3701-7500

 종로구 효자로 12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도보 3분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도보 18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도보 13분

  평일 09:00~18:00 (17:00 까지 입장) 

주말 09:00~19:00 (18:00 까지 입장)

 무료

  www.gogung.go.kr

 연중무휴 운영

 02-2077-9000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  

도보 7분 / 경의중앙선 이촌역 

2번 출구 도보 8분

  월-화요일, 목-금요일 

09:00~18:00  

수·토요일 09:00~21:00

 일요일·공휴일 09:00~19:00

 무료

  www.museum.go.kr

 1월 1일·설날·추석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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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궁금하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자.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울의 역사와 문

화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시대별로 서울 사람들이 입었던 옷

과 사용했던 물건 등을 전시함으로써 서울의 도시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변화과정을 지켜보는 

일도 큰 재미를 준다. 조선시대 사람의 멋과 솜씨를 감상할 

수 있는 각종 자수품 및 꼭두 등도 전시되어 있다. 

1969년 개관한 이래 근·현대미술의 흐름과 세계미술의 시

대적 경향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이다. 

서울대공원 내에 자리 잡은 과천 본관은 가장 먼저 개관했

으며 한국의 성곽과 봉화대의 전통 양식을 모티브로 한 건

물의 외관이 인상적이며 야외 조각장도 눈길을 끈다. 전시장

에 들어서면 보이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다다익선’ 외에

도 많은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종로 소격동 도

심 한가운데에 일상 속의 미술을 만날 수 있는 서울관은 전

시실을 비롯하여 자료관, 프로젝트 갤러리, 영화관, 다목적 

홀 등 복합적인 공간을 갖추었는데, 미술관 입구부터 ‘마당’ 

개념을 도입해 설계되어 누구나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

도록 했다.

서울역사 
박물관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

090 091

 02-724-0274

 종로구 새문안로 55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도보 10분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 도보 11분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도보 12분

  평일 09:00~2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무료

  www.museum.seoul.kr

 매주 월요일, 1월1일 휴관

 02-3701-9500

 종로구 삼청로 30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도보 12분 /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도보 12분

  수요일, 토요일 10:00~21:00 

일요일-화요일, 목요일-금요일 

10:00~18:00

 통합 관람권 4,000원

  www.mmca.go.kr

 연중무휴

124 SEOUL BEST 100 125미술관,	박물관



덕수궁 돌담길을 산책하다가 여유롭게 들를 수 있는 미술관

이다. 서울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다양한 

현대미술 기획 전시가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다. 70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술관의 소장품만해도 200여 

명의 작가들의 4천여 점에 달한다. 서울 전역에 다양한 성격

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덕수궁 인근의 본관과 디자인과 

공예중심의 생활미술관인 남서울 분관, 커뮤니티 친화적인 

미술관인 북서울미술관 등이 있다. 시민들을 위한 미술아카

데미와 ‘찾아가는 미술 교실’ 등을 운영하며 대중들에게 다

가가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트릭아이 뮤지엄은 2차원의 평면 회화

를 3차원의 입체로 착각하게 만드는 문

화·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관람객이 

자유롭게 작품을 만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홍대 트릭아이 뮤지엄의 경우 한 장의 

티켓으로 트릭아이와 아이스 뮤지엄 그리고 

카니발 스트리트를 모두 체험할 수 있다. 인사동

에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은 살아있다’ 역

시 바라만 봐야 했던 미술관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

는 체험 박물관이다. 기존의 옵티컬 일루전 아트 뿐 아니라 

흔히 보기 어려운 대형오브제 작품과 디지털 미디어 작품들

이 입체 체험과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을 가능하게 한다. 

서울시립 
미술관

트릭아이 
뮤지엄,
박물관은 
살아있다

092 093

 02-2124-8800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 도보 9분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도보 9분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도보 14분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도보 17분

  하절기 (3월-10월) 화~금 10:00~20:00  

(토·일·공휴일 19:00까지) 

  동절기 (11월-2월) 화~금 10:00~20:00  

(토·일·공휴일 18:00까지)

  뮤지엄나이트 운영  

(밤 10시 연장 개관)  

매월 둘째 주·마지막 주 수요일

 무료

  sema.seoul.go.kr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트릭아이 뮤지엄

 02-3144-6300

  마포구 홍익로 3일 20 

 서교프라자 B2 트릭아이미술관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도보 7분  

6호선 상수역 1번 출구 도보 13분

 09:00~21:00 (입장 마감 20:00)

 대인 15,000원 / 소인 12,000원

  www.trickeye.com

 연중무휴

박물관은 살아있다

 02-2034-0600

 종로구 인사동길 12

 1·3·5호선 5번 출구 도보 3분

 9:00~20:30 

 12,000원

  www.alivemuseum.com/

 branch/insa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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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아픈 상처를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지어

진 전시관이다. 총 3층, 6개의 실내 전시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전쟁역사실과 2층 6·25전쟁실을 관람할 때에는 

하루 2차례 진행되는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것도 도움

이 된다. 주말 오후와 기념일에 펼쳐지는 절도 넘치는 국군

의장대의 사열과 군악대의 연주를 관람하면서 한국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서초동에 자리한 예술의 전당은 오페라 하우스, 음악당, 미

술관, 서예관, 예술자료관, 야외극장을 갖추고 있는 한국 최

고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중심이 되는 오페라 하우스는 

선비정신을 본뜬 갓 모양의 원형건물이고, 음악당은 부채모

양으로 설계되었다. 우면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장르별 특성을 살려 지은 전용공간은 완벽한 예술 체험이 

가능하다. 

전쟁기념관

예술의 전당

094

095

 02-709-3139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도보 8분 

6호선 삼각지역 12번 출구 도보 5분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 도보 19분

  09:00~18:00

 무료

  www.warmemo.or.kr

 매주 월요일 휴관

 02-580-1300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도보 11분

  www.sac.or.kr

 연중무휴

 (미술관, 박물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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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개항기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전시를 위주로 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고

난의 역사와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 경제 발전 등 역

동적인 대한민국 역사를 보여준다. 어린이 체험전시실 ‘우리

역사보물창고’에서는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면서 근현대사를 

배울 수 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도 진행된다.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 오른편에 자리해 있어, 옥상 테

라스에 오르면 경복궁의 전경이 펼쳐지며 세종문화회관, 광

화문 광장 등도 내려다볼 수 있다. 

남산 자락에 위치한 삼성 미술관 리움. 도시와 자연이 어우

러진 공간 속에서 한국의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외국 현대미

술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미술관이다. 특히 세계적인 건축

가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렘 쿨하스가 건축 설계를 해 리움

은 건축만으로도 볼거리가 충분하다. 박물관은 한국 고미술

품 전시를 위한 박물관1과 현대 미술품 전시를 위한 박물관

2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건물은 개성이 넘치는 미술관 건

축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096

097

 02-3703-9200

 종로구 세종로 82-1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도보 9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도보 5분 

1호선 종각역 3-1번 출구 도보 13분

  평일 09:00~18:00  

수요일, 토요일 09:00~21:00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무료

  www.much.go.kr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02-2014-6900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60-16

  6호선 한강진역 1번 출구 도보 7분

 6호선 이태원역 2번 출구 도보 12분

 평일 10:30~18:00 (매표마감 17:30) 

 <상설전시> 일반 10,000원  

 할인 5,000원 / 디지털가이드 1,000원

 <기획전시>일반 8,000원 

 할인 4,000원 / 디지털가이드 1,000원

 <Daypass> 일반 14,000원 

 할인 7,000원 / 디지털가이드 무료

  www.leeum.org

 매주 월요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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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는 1945년 해방까지 한국의 국권을 되찾기 위

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1987년

까지 서울구치소로 이용되면서 민주화 운동관련 인사들이 

수감되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상징적 장소다. 서울구

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1998년에는 서대문형

무소 역사관으로 개관하여 자주 독립정신과 자유·평화 정신

을 기리는 교육의 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치의 역사와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고려시대부

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즐겨 먹던 김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알 수 있고,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살필 수 있다. 김장 체험은 직접 재료를 다듬고 김치

를 만들기 때문에 한국의 식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

다.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3개국(영어, 중국어, 일본어)으

로 제작된 디지털 음성 가이드도 무료로 지원해 준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은 필수이며, 체험 일정은 뮤지엄 김치

간에 개별적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뮤지엄 김치간

098 099

 02-360-8590

 서대문구 통일로 251 독립공원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 도보 6분

 3-10월 09:30~18:00

 11-2월 09:30~17:00

  일반 3,000원/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입장 무료)

   www.sscmc.or.kr/culture2/ 

sphh.modoo.at 

 매주 월요일 휴관

 02-6002-6456

  종로구 관훈동 196-10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도보 8분 

 5호선 종로3가역 5번 출구 

 도보 7분 

 1호선 종각역 3-1번 출구 도보 7분

  10:00~18:00

  일반 5,000원 / 청소년 3,000원

  (36개월 미만 유아,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우 무료입장)

   www.kimchikan.com 

 매주 월요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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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음식인 떡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이

다. 떡은 한국 전통 음식으로 그 종류도 많고 맛과 영양이 좋

다. 떡 박물관에서는 떡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 방법

을 달리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떡 만들 때 사용하는 각종 조

리 도구도 전시되어 있다. 떡 만들기, 전통음식 만들기 등 체

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주변은 창덕궁, 종묘, 

인사동, 대학로 등이 있어 시간의 여유를 갖고 방문하면 다

양한 경험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시티투어는 광화문을 기점으로 정해진 코스를 순환 운행하는 셔틀버스 타입의 투어버스이다. 1일 

이용권을 구입한 후 시티투어를 타고 원하는 정류장에서 하차, 관광한 후 다음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

                                                1층버스              

광화문(기점) → 덕수궁 → 남대문시장 → 서울역 → 전쟁기념관(U.S.O) → 용산역 → 국립중앙박물관 → 

이태원 → 명동 → 남산골 한옥마을 → 앰버서더호텔 → 신라호텔·장충단공원 → N서울타워 → 하얏트호텔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대학로 → 창경궁 → 창덕궁 → 인사동 → 청와대 → 경복궁,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서울관) → 세종문화회관 → 광화문(종점) 

                                                1층버스 

광화문 → 덕수궁 → N서울타워 → 청계광장 

                                                               트롤리버스+2층버스 

광화문 → 명동 →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 남산케이블카 앞 → 밀레니엄 힐튼호텔 → 남산도서관 → 

하얏트호텔 → 강남역 → 세빛섬 → 노량진역 → 63빌딩, 한강유람선 → 여의나루역 → 홍대앞 →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 이대입구 → 농업박물관 → 서울 역사 박물관, 경희궁 → 세종문화회관 

                                                   2층버스 

광화문 → 마포대교 → 서강대교 → 강변북로 → 한남대교 → 세빛섬 → 동작대교 → 성수대교 → 

남산순환로 → 남대문시장앞 → 청계광장 

                                                                           트롤리버스+순환버스

강남역 → 영동시장 → 신사역 → 가로수길(남) → 관광정보센타 → 로데오거리 → 청담동패션거리 → 

봉은사 → 코엑스 → 삼성역 → 세븐럭 카지노 → 한류스타거리 → 관광정보센타 → 가로수길(북) → 

세빛섬 →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 서래마을 → 법원·교대역 → 삼성타운 

서울시티투어버스

코스 및 요금 안내

도심·고궁코스

서울파노라마코스

야간코스

야간코스

어라운드 강남시티투어코스

떡박물관 

100

 02-741-5447

  종로구 와룡동 164-2 인산빌딩

  5호선 종로3가 4번 출구 도보 7분 

1호선 종로3가역 8번 출구 도보 8분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도보 11분 

 10:00~18:00

  일반 3,000원   

유치원·초·중·고등학생 2,000원 

  www.tkmuseum.or.kr

 설날, 추석 당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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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버벌 공연은 한마디로 하면 무언극이다. 대사가 없이 이뤄지는 공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곳곳에서도 다양한 넌버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난타

한국의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

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드라마한 한국 최초의 넌버벌 공

연이다. 2003년에는 미국에도 진출해, 브로드웨이에 아시

아 최초로 전용관을 개관했다. 

•공연장 정보

명동난타전용관 / 충정로난타전용관 / 홍대난타전용관

문의 02-739-8288

점프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 <점프>는 태권도와 태껸을 중심

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를 혼합한, 화려하고 짜릿한 ‘넌

버벌 코믹 마셜아츠 퍼포먼스’ 라는 새로운 장르를 제시했다.  

•공연장 정보

명보아트홀 3층 점프전용극장

문의 02-722-3995

승차권 요금
구   분 코  스 성 인 학 생

1층 버스
도심순환권 12,000￦ 10,000￦

야간코스권 6,000￦ 4,000￦

트롤리버스+2층 버스
서울 파노라마 코스권 15,000￦ 10,000￦

야간코스권 12,000￦ 7,000￦

트롤리버스+강남시티투어 어라운드 강남시티투어 5,000￦ 3,000￦

넌버벌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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