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 트

고양시, 관광특구 중심에 서다
‘뻔뻔 한류 플러스’ 콘셉트…한류 거리 조성 등 관광특구 차별화

1 고양관광정보센터 벽면
에 조성된 방탄소년단(BTS)
‘RM’ 벽화 2 고양관광정보
센터 내 여행자도서관
3 고양관광정보센터
4 원마운트 가로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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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관광특구 프로젝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고양관광정보센터 벽면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생까지 고

외하고 요일별로 문화 산책, 행주 평화 나들이, 추억의 경의선, 힐링

느린 우체통 이벤트 등 다채롭게 열렸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고양시는 ‘고양 관광특구

양시에 거주한 방탄소년단(BTS) 리더 RM 벽화를 선보이는 등 한

산책을 운행하고 있다.

또 고양 관광서포터즈는 고양 관광특구 관련 관광 자원을 발굴, 답

뻔뻔 한류 플러스’를 콘셉트로, 고양시만의 인프라를 활용해 한류

류 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예약은 고양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전화

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를 홍보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매달

문화를 덧입힌 관광특구를 조성 중이다.

이 밖에도 일산동구 장항동에 방송 영상 밸리, CJ 라이브시티 등 한

(☎ 1533-3158)로 하면 된다.

중요 행사와 맛집, 역사장소 등 관광 명소를 직접 체험한 경험과 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육성,

류 테마파크를 조성해 대규모 한류 문화 체험 시설인 테마파크, 공

시는 관광특구 일환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와 관

낀 점을 공유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연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광을 향유할 수 있는 ‘뻔뻔(fun-fun)한 마켓고양’을 분기별로 운영

역대 고양 관광 서포터즈 활동과 올해 선발된 6기 관광 서포터즈들

있도록 돕는다.

고양시 관광의 중심인 관광정보센터는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고

중이다.

의 활약은 시 관광커뮤니티인 ‘고양 관광스토리창고’에서 만나볼

시는 주요 사업으로 관광특구 스토리 기초 조사를 통한 한류 테마

양아람누리 건너편) 2번 출구에 위치해 고양 관광특구를 알리는 데

마켓고양은 3·6·9·12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관광정보센터 일대에

수 있다.

발굴, 관광정보센터 내 디지털 맵 구축으로 발굴된 스토리 구현, 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종 관광 정보 관련 안내홍보물 및 서적을 보

서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플리마켓, 거리 버스킹, 고양 옥탑방

시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 회복을 맞아 한류에 관심 많은

류 관광을 선도해 갈 청년 인재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

유하고 있고, 한복 체험실, 회의실·루프톱(옥탑방)을 무료 대관하

영화제, 시 승격 30주년 기념(고양특례시 출범 원년 기념) 전시회

외국 관광객의 방문과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관광특구의 활발한

영, 관광정보센터에서 라페스타, 웨스턴돔,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는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등이 열린다.

운영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빛의 거리 조성을 추진한다.

또 관광정보센터는 고양 시티투어 출발·도착지로, 고양 시티투어

지난 3월 열린 고양마켓에서는 지역 청년 예술가의 수공예품 플리

고양시 관광특구는 경기도가 2015년 8월 킨텍스∼원마운트∼호수

승강장이 있다. 시티투어 버스는 중남미문화원, 행주역사공원, 일

마켓과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고양특례시를 기념한 ‘고양시, 날아

공원∼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주변 일대 중심 약 3.94㎢를 지정했다.

산역 전시관, 흥국사, 서오릉 등 주요 관광지를 포함해 월요일을 제

오르다’ 비행기 날리기 이벤트, ‘고양특례시에 바라는 희망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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