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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거 투어·한옥 숙박…맞춤 관광이 뜬다

꽃따라, 맛따라, 여행을 떠나요
요즘 전국에는 봄꽃 축제가 한창이

관광공사, 맞춤형 콘텐츠 개발 온힘
중·일 개별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
고토치 셔틀·뷰티투어 상품도 인기

다. 매화와 벚꽃에 이어 유채꽃, 배꽃,
진달래, 튤립 등 다양한 꽃축제가 방문
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지역 축제에
서 여행객의 입맛을 유혹하는 특산 요
리를 즐기는 것도 봄철여행의 즐거움이
다. 한국관광공사가 가족과 함께 방문

‘맞춤형 콘텐츠가 정답이다.’

남해 멸치쌈밥

하면 좋을 봄철 미식여행 명소 6개 지역

서울의 옛 정취가 남아있는 북촌마

을 선정했다.

을을 자전거 인력거를 타고 돌아보다
가 통인시장에서 점심을 즐기고 저녁
에서는 북촌의 전통 한옥에서 숙박을

뀫도리뱅뱅이와 어죽…영동 매천리(충북

한다. 2018년까지 진행하는 ‘한국 방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일대)

문의 해’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

매천리는 이맘 때 하얀 배꽃과 연분

한 ‘북촌 골목길 인력거 투어’(이하 북

홍 복숭아꽃이 들판에 가득한 핀 풍경

촌 인력거 투어)의 모습이다. 천편일률

이 절경이다. 매천리가 있는 영동을 대

적인 방한상품에서 벗어나 서울 시티투

표하는 음식은 도리뱅뱅이와 어죽. 피

어의 새로운 매력을 전해주기 위해 만

라미를 튀긴 도리뱅뱅이와 쏘가리와 동

든 ‘북촌 인력거 투어’는 요즘 한국관광

자개(빠가사리) 등을 삶아 만든 어죽이

게 피어난다. 지례 흑돼지도 이곳 명물

공사 주도로 관광업계에서 적극 나서고

입맛을 당긴다.

이다. 주로 왕소금구이나 고추장 불고
기로 먹는다.

있는 맞춤형 콘텐츠의 하나다.
뀫곰치국과 장치찜, 그리고 대게…맹방유

맞춤형 콘텐츠는 한국을 찾는 여행객

채꽃마을(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중 개별자유여행객(FIT)의 비중이 갈

삼척 맹방유채꽃마을은 유채꽃과 벚

수록 늘어나고,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체험상품 수요 증가에 맞춰 세대, 성별
로 세분화한 관광 상품이다. ‘북촌 인력

삼척 곰치국

중국·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이 활발하다. 외국인 창조관광산업으로 선정된 ‘아띠 인력거’를 타고 북촌 마을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꽃, 바다를 함께 즐기는 여행지다. 4월

뀫주꾸미연포탕과 밴댕이회무침…강화 고
려산 진달래 군락지(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
근리)

중순 유채꽃 축제가 열리고, 축제가 끝

강화 고려산은 상춘객이 몰리는 명소

나도 4월 말까지 축제장을 개방한다.

다. 북쪽 산등성이를 따라 400m가 넘

선정된 ‘아띠인력거’의 북촌 골목길 인

문편의를 위해 주요 거점지역과 지방 관

부터 5월8일까지 일본 최대의 연휴기

로 기미, 주름제거 등과 같은 미세 성형

봄철 별미로는 아침에는 시원한 곰치

는 고지대에 진달래 군락으로 온 산이

력거 투어를 바탕으로 전통 한옥 숙박,

광지를 연계한 버스투어 상품이다. 3월

간인 ‘골든위크’ 때 한국을 찾는 일본

과 건강검진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고

국, 점심에는 꼬들꼬들한 장치찜, 저녁

진분홍빛으로 변한다. 12∼26일에는

통인시장 관광, 김치만들기 체험 등을

에 부여, 안동, 문경, 평창, 강릉 등 4개

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모션도 준비하

있다. 특히 인기 연예인 및 여성 VIP들

에는 대게를 즐겨보자.

고려산진달래축제가 열린다. 꽃구경을

추가해 여행상품으로 발전시켰다.

코스를 오픈해 700명의 이용객이 몰리

고 있다.

이 애용하는 유명 스파, 미용실과 백화

거 투어’도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에서

하고 나면 제철을 맞은 주꾸미로 끓인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Korea 고토

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 4월부

이밖에 미용과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점에서 1대1 쇼핑 서비스 등을 제공하

뀫싱싱한 멸치로 만든 쌈밥…남해 미각여행

주꾸미연포탕과 밴댕이회무침이 방문

치(현지) 셔틀’은 일본 관광객을 위한

터는 부산 출발 대구 코스와 올해의 관

고소득층 여성을 겨냥한 ‘VIP 뷰티 투

고 특급호텔에서 건강을 소재로 한 전

(경남 남해군 남해읍·설천면·이동면 일대)

객을 기다리고 있다.

맞춤형 상품이다. ‘고토치 셔틀’은 문화

광도시 제천 코스, 수원·인천 등 근거

어’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은행권과

통 한정식과 고급 막걸리 체험 일정 등

와 역사 유적에 관심 많은 일본인 개별

리 코스, KTX와 연계한 여수·순천 코

제휴해 은행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중년

을 제공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지방 관광지 소개 및 방

스 등 4개를 추가했다. 특히 4월29일

층 여성 플래티넘 카드 회원을 대상으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4월 남해는 벚꽃, 유채, 튤립 등 다양
한 봄꽃과 쪽빛 바다가 어우러지는 풍

뀫남도 한정식의 으뜸…강진(전남 강진군

광이 일품이다. 또한 봄이면 살이 통통

신전면 주작산길)

오르는 싱싱한 멸치로 만든 쌈밥과 회
도 맛볼 수 있다.

강진 한정식은 전라도 음식 중에 최
고로 꼽힌다. 강진 주작산과 덕룡산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진달래 명소다. 기

롯데월드타워, 서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뀫지례 흑돼지에 반하다…김천 이화만리

암괴석 사이에 핀 연분홍 진달래가 절

마을(경북 김천시 농소면 벽봉로)

경이다. 가우도 마량항의 마량놀토수산

김천은 자두의 명산지다. 자두꽃 향

어린이 그림대회·블루 라이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주목

이 만리를 간다고 ‘이화만리’라 부르는
농소면 일대는 4월이면 자두꽃이 하얗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가 다양

시행 2년 만에 가족 맞춤형 행사로 자리잡
은 ‘롯데월드타워 어린이 그림대회’.
사진제공 ｜ 롯데물산

을 찾았다.

시장은 먹거리와 놀거리 가득한 곳으로
토요일마다 북적거린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또한 지난해 말부터는 전국의 학생

한 사회공헌활동(CSR)과 맞춤형 이벤

서울에서 가장 높은 555m의 높이

들과 사회소외계층, 국가유공자 가족

트를 통해 서울의 관광명소로 주목받

를 활용한 공익활동도 활발하다. 2일

등을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고 있다.

‘세계 자폐인의 날’에는 자폐인에 대

있다. 전국의 오지, 낙도, DMZ 등의

원마운트+꽃박람회 패키지권 판매

코레일, 추억의 간이역 사진 공모전

2회째를 맞은 ‘롯데월드타워 어린

한 관심을 높이고 조기진단 중요성을

지자체, 학교, 사회단체들을 찾아가

고양 원마운트는 29일 개막하는 ‘2016 고

코레일은 ‘추억의 간이역 사진 공모전’

이 그림대회’는 벚꽃이 화사하게 핀

알리기 위해 UN이 제정해 범세계적

차량 이동부터 투어, 식사, 숙박까지

양국제꽃박람회’(이하 꽃박람회)와 연계

을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간이역

석촌호수의 풍광을 즐기며 가족이 함

으로 실시하고 있는 ‘블루 라이트 캠

원스톱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

한 공동입장권을 판매한다. 공동입장권

을 배경으로 한 추억이 묻어나는 사진이

께 참여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올해

페인’에 참여했다. 230개국, 7000여

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 2회씩

은 ‘원마운트 워터파크+꽃박람회’ 패키

나, 여행 중 만난 아름다운 시골 간이역

는 참가자가 크게 늘면서 당초 1230명

곳이 참여한 ‘블루 라이트 캠페인’에

4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3월 25일

지권과 ‘원마운트 스노우파크+꽃박람회’

의 모습 등 전국의 간이역을 대상으로

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려다가, 추가로

는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캐

‘서해수호의 날’에는 이 프로그램의 일

패키지권으로 두 종류다. 소셜커머스를

한 자유주제이다. 우수작 26명을 선정해

300명을 더 받아 지난해 보다 50%나

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집트 피라

환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서울지부

통해 5월13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원마

관광열차 무료이용권, 열차할인권 등을

늘어난 1537명이 참여했다. 9일 행사

미트, 일본 도쿄 타워 등이 참여했는

회원들과 국내 유일의 비무장지대(D

운트 테마파크는 꽃박람회가 끝나도 5월

제공한다. 1인당 3점까지 이메일로 응모

당일에는 참가자와 가족, 일반관람객

데, 롯데월드타워는 중심부와 에비뉴

MZ) 내 초등학교인 경기도 파주시 대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꽃박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레츠코레일

등 1만여 명이 대회가 열린 롯데월드

엘 월드타워점의 외부 조명을 파란색

성동 초등학교 학생 등을 초청해 견학

람회가 열리는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워 월드파크와 석촌호수 잔디광장

으로 밝혔다.

행사를 열었다.

지 주중에는 행사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김재범 전문기자

원마운트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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