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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소금산 그랜드 밸리 야간 개장 3 소금산 그랜드 밸리

“원주에서 색다른 겨울 여행 즐겨요”
소금산 그랜드밸리 축제 개최…비대면 행사로 챗봇 사회적경제 역사 탐방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즐기는 ‘윈터 페스타’

이어 겨울 축제인 ‘윈터 페스타’까지 소금산 그랜드 밸리는 사계절

강원도 원주시는 소금산 그랜드 밸리로 재탄생한 간현관광지에서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이색 볼거리인 ‘소금산 그랜드 밸리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2018년 개장한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시작해

윈터 페스타’를 열었다.

데크 산책로, 소금 잔도, 스카이타워로 이어진다. 데크 산책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소금산 그랜드 밸리 곳곳에

696m이며 소금산 절벽에 설치한 잔도는 363m, 스카이 타워는 상공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비롯해 트리와 산타, 루돌프 조형물 등 다양

155m에 설치했다.

한 소품을 설치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
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원주 사회적경제 역사·스토리 탐방 여행

포토존에는 방문객이 직접 소원지를 적어 메달 수 있는 소원 나무

한국관광공사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 비대면 사회적

를 설치했다. 또 포토존 SNS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경품도

경제 탐방 프로그램인 ‘원주 사회적경제 여행’ 카카오 챗봇 서비스

제공했다.

를 지난해 12월 1일 시작했다.

야간에는 기존 경관 조명에 크리스마스 조명까지 더해 환상적인

사회적경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꼭 언급되는 곳이 바로 ‘원주’이다.

빛의 축제가 펼쳐졌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 지학순 주교로 대표되는 50여 년의 협동조

간현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 나오라쇼는 휴장 중에도 미디어 파사

합 운동 역사를 지닌 원주시는 시민 5명 중 1명이 조합원일 정도로

드 공연을 무료 진행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

협동조합이 삶 속에 뿌리내린 곳이다.

춰 영상을 투사하는 이벤트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물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활성화돼 있으

원창묵 시장은 “지난해 가을 큰 호응을 받은 ‘핼러윈 나오라쇼’에

며, 이를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챗봇 투어는 원주의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10개 장소를 관광 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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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보여행 코스로 구성하고, 안내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혼자
서도 손쉽게 둘러볼 수 있는 셀프 투어 서비스다.
챗봇을 열면 사회적경제에 얽힌 역사와 스토리를 흥미롭게 짚어갈
수 있다.
카카오톡을 열어 ‘원주 사회적경제 여행’을 검색해 이용하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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