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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보문단지 벚꽃은 
호반길을 따라 
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

활짝 피어난 벚꽃이 온 하늘을 뒤덮었다. 
봄바람은 살랑대고, 눈은 황홀하고 마음이 설렌다. 
천년고도 경주는 신라의 숨결을 느끼고자 
많은 관광객이 항상 붐비지만, 
경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또 한가지가 있다. 
바로 보문단지와 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다. 

 문의 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 054-744-1199

GY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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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선 경주 벚꽃 축제가 매년 4월에 열린다. 보문호수를 중심으로 흐드러진 벚꽃 나

무 아래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보문호수 주변 9,000여 본의 벚나무에서 봄바람에 벚꽃이 함박눈처럼 

흩날리는 장관을 만끽할 수 있다. 이곳의 자전거 길도 인기다.

경주 벚꽃길 중 규모는 단연 으뜸이다. 이곳은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지만 그만큼 많은 차량이 몰린

다. 양 옆으로 펼쳐지는 벚꽃나무와 떨어지는 벚꽃 잎을 바라보면 하얀 눈이 내린 설국에 온 것인지 착

각이 들 정도이다. 드라이브 보다는 더 천천히 벚꽃을 감상하고 싶다면 차에서 내려 보문호반길을 걸어

보자. 숨은 벚꽃 명소이자 사진작가들의 단골 출사지로도 알려진 ‘보문정’에도 벚꽃이 만발한다. 보문정

은 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에서 보문단지 방향으로 10분 정도 길을 걸으면 보이는 그림 같은 정자이

다. 일반 왕벚 꽃나무와는 달리 수양벚꽃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보문호수를 온전히 한 바퀴 돌아 볼 수 있는 호반길은 시민들의 운동코스로, 관광객

들에게는 힐링코스로 인기 있는 곳이다. 평지로 조성된 8㎞에 이르는 보문 호반길은 친환경 점토 및 황

토 소재로 포장돼 걷기로만 따지면 전국 최고다.

특히, 밤이 되면 호반길의 매력은 절정에 달한다. 은은한 조명과 함께 멀리서도 눈에 띄는 물 너울교는 

풍경 자체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다리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추

억을 남길 수 있는 길이다. 보문 호반길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은 생김새다. 많은 연인이 물너울교를 

건너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랑 고백은 타이밍과 분위기가 핵심이다. 보문 

호반길에서라면 흔한 말로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보문 호반광장에 설치된 달조형물은 최근 예술계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키네틱아트(kinetic Art,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주요소로 하는 예술작품)를 활용한 이색조형물이다.

야경의 백미는 길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 드린 조명이다. 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 앞의 보문호수길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내려가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산책길이 나오는데 남동쪽으로 경주월드부터 아름다

운 조명이 비친다. 나도 모르게 사계절을 항상 즐길 수 있는 야경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든다.  

벚꽃으로 물든 경주, 
봄의 절경에 취해

이벤트 고백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보문 호반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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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가 자리 잡은 보문호수길은 4월엔 벚꽃으로 장관을 이룬다. 이곳 

말고 관광객에게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 또 있다.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에 버금가는 

경주 황리단길은 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관광 명소다.

봄에는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화려하게 만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잘 어우러져 있는 리조트

는 총 120객실로 전면 방향으로는 아름다운 보문호수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LAKEVIEW가 

있으며 문화휴양시설, 레저시설, 주요관광지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1층 로비 한켠에서는 경주의 대표 간식인 경주빵과 찰보리빵을 직접 구워내며, 보문호수의 야

경을 한눈에 감상하며 식사도 가능한 스카이라운지가 있는 6층과 매일 시원한 황태해장국을 

즐길 수 있는 한식당, 노래방, 편의점, 세미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이용하기가 편리하

다. 또한 예약을 하면 인기메뉴인 바베큐를 즐기면서 맛과 멋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아침 산책은 여행에서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아침 일찍 일어

나 보문호수 주변을 걸으며 힐링을 누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특히 보문호수에 

자리한 보문정까지 걸어가면 미국의 관광여행 사이트 ‘CNN GO’에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장소 50선’에서 11위로 선정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에서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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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도 경주, 과거로의 타임 슬립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감상하기 좋은 곳이 많다. 뜨고 있는 황리단길 등 감성적인 거리가 많아 

젊은 연인들에게 추천하는 여행지다. 자전거를 타고 대릉원을 크게 돌아보거나 차를 타고 문무 대왕암이 있는 경주 바다로 
가보는 것도 좋다. 석굴암, 불국사 등 유적지와 볼거리가 많으니 하루 정도는 이곳에 머물며 시간을 보낼 것을 추천한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있던 한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했다. 바로 경주의 황리단길이다. 낙후

지역이었던 황리단길은 작은 카페와 주점, 플리마켓과 같은 

이색적이고 귀여운 가게들이 생겨나며 사람들의 발길을 끌

어들였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에서 황리단길은 관광 

필수 코스로 꼽히고 있다. 

서울의 이태원에 있는 경리단길에서 그 명칭을 따온 ‘황리

단길’은 봉황로 맞은편 내남 사거리부터 황남관 네거리까지 

이어진 약 700m의 도로와 대릉원 돌담부터 황남 고택 길

목 약 500m의 거리를 일컫는다. 

원래 황리단길도 인근 대릉원과 한옥마을로 인해 문화재 

보존 등의 명목으로 증·개축이 어려워 낮은 건물이 그대로 

유지된 곳이었다. 그곳에 20~30대 사장들이 젊은 감각을 

입힌 가게를 하나 둘 만들었다. 길이 명소가 되고 관광 상품

이 됐다. 황리단길은 이색적인 가게들만 있지 않다. 다양한 

색감이 있는 거리를 걷다 조그마한 골목길로 들어가면 사

진 찍기 좋은 벽화들이 우리의 눈을 더 즐겁게 해준다. 

천 년의 역사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답게 역사 벽화가 익살

스럽게 그려져 있다. 

황리단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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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신라 왕국의 천년 수도였던 경주는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노천 박물관으

로 발길 닿는 곳마다 수많은 역사유적지와 문화재로 넘쳐난다. 따라서 가장 한

국다운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 경주가 으뜸이다. 전주 한옥마을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바로 한국다움을 찾는 갈망에서이다. 신라 유물과 유적으로 대표되는 

경주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적인 마을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인 

양동마을이 있다.  

경주 양동마을은 다소 상업적이고 퓨전한 면이 없지 않은 다른 한옥마을들과

는 달리 때 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오백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월성 

손 씨와 여강 이 씨 종가가 삶과 문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지금도 실

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서 느낌이 남다르다. 조용하게 관광을 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전통 민속마을 중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 시대 대표적인 동성

(同姓) 취락으로 고색창연한 54호의 고와가(古瓦家)와 이를 에워싸고 있는 고

즈넉한 110여 호의 초가로 이루어져 있다.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와가와 초

가의 낮은 토담 길 사이를 걸으며 긴 역사의 정취를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중요 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된 양동마을 안에

는 국보인 통감속편과 무첨당, 향단, 관가정, 손소영정 등 보물 4점을 비롯한 22

점의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가 있다. 이외에 다양한 소장 문화유산들은 양동

마을 유물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동마을을 처음 방문한다면 전시관을 

먼저 찾을 것을 추천한다. 입장은 무료로 겨울철에는 오후 5시까지 개관한다.  

가장 한국적인 감성과 정서가 느껴지는 곳 
양동마을  2

경주 불국사 말사인 골굴사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닌 보물 제581호 마애여래좌상이 있는 사찰로 스님들

의 수행법인 선무도의 총본산이며 템플스테이로도 잘 알

려져 있다. 약사전에는 약사삼존상과 사천왕상, 사라수왕

의 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골굴사는 광유 선인 일행이 자연 굴을 다듬어서 만든 국

내 최초의 석굴사원이라고 한다. 조선 후기의 유명한 화가 

정선은 이곳을 배경으로 유명한 ‘골굴석굴도’를 남길 정

도였다고 하니 그 깊은 아름다움은 시간이 흘러도 느껴질 

정도이다.  

함월산 기슭의 골굴암에는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석회암에 12개의 석굴이 나 있으며, 암벽 제일 높은 곳에

는 돋을새김으로 새긴 마애불상이 있다. 법당 굴은 굴 앞

면은 벽을 만들고 기와를 얹어 집으로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천장도 벽도 모두 돌로 된 석굴이다. 북쪽 벽에 

감실을 파고 부처를 모셨으나 마멸이 심해 표정은 알 길

이 없다. 법당 굴과 다른 굴들은 한 사람이 겨우 들어앉을 

수 있는 것부터 서너 명이 들어앉아도 넉넉한 큰 것에 이

르기까지 크기가 다양한데 귀여운 동자승부터 위엄이 넘

치는 노스님까지 여러 형태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3 천오백 년의 역사 불교 무예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골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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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이 맑아지려거든 일성 제주콘도로 가자

밤이면 수평선 위에 사루비아 꽃피어나듯

한치배가 보석으로 흔들리고

눈을 뜨면 푸른 융단 깔아놓은 듯

바다위에 떠흐르는 섬 하나

내 손바닥에 놓인 수반같은 섬 비양도

선녀가 새로 변신하여 나래짓 하다

너무 아름다워 머물던 곳이 섬이 되었을까

무거운 중량을 파도갈피에 실려보내는

연습을 하러 여기에 머문다...

제주일성콘도
명기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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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회원의 목소리를 담다

고객의 니즈와 의견을 반영해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는 ‘고객의 소리’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깁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직원에 대한 격려, 따끔한 질책과 개선 의견까지 소중한 내용은 우리의 자산이자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양분이 됩니다. 

일성콘도&리조트에서도 고객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캠페인, 프로모션에도 적극 활용,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성콘도&리조트에 대한 문의, 불편 사항, 서비스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객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더욱 좋은 일성콘도&리조트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O혁

친절해서 좋았어요. 
작은 것까지 세심한 배려 
부탁 드립니다. -배O주

매우 친절한 식당 안내 및 지배인님의 배려에 
감사 드린다. –황O건

청소하시는 분들도 친절해서 
교육이 잘 된 느낌 
–이O혁

방 크기에 비해서 콘센트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멀티탭을 제공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O섭

직원들의 친절함에 감사 

드리며 문경도 하루빨리 

개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장O열

친절과 청결함~ 

아쉬웠던 점은 바베큐장 

이용을 못해봐서요.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O훈

직원은 매우 사명감을 갖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웃음으로 
응대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김O람

프론트 직원분들이 친절하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불만사항이 따로 없을정도로요. -최O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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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문경콘도&리조트 조감도

14   Ilsung Condo & Resort    Vol.4 2018

ILSUNG NEWS



자연과 전통의 조화, 
규모와 편의시설 두루 갖춘  
일성문경콘도&리조트

MUNGYEONG

철도 폐터널을 활용한 곳으로 힐링과 추억 만들기 명소로 인기다. 여름에는 시

원한 오미자음료, 겨울에는 따뜻한 오미자차를 비롯해 사계절 오미자와인을 

즐기면서 다양한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이 터널은 길이 540m, 폭 4.5m로 연중 평균 온도 14~17℃, 습도 70%를 유지하

고 있다. 지난 2005년까지 화물 열차가 다녔던 터널로 폐선 이후 방치돼 있다

가 오미자와 문화를 품은 공간이 된 것이다.

터널 안은 LED 조명을 활용한 조형물들이 어둠을 밝혀준다. 사계절 내내 와인 

숙성의 최적 온도인 16도를 유지하면서 와인 저장고 역할을 하기도 해 관광객

들은 익어가는 오미자와인 향기에 푹 빠지게 된다. 터널 입구에서 카페와 오미

자 와인바가 운영되고 있다. 오미자 터널답게 오미자를 주제로 한 다양한 조형

물이 있다. 어린이를 위한 만화캐릭터와 매직아트, 포토존으로 구성된 공간과 

연인 간의 애정 고백, 부모와 자식 간의 감사 말 등을 전할 수 있는 이벤트 시

설도 있다. 터널 안 다양한 설치 조형물과 벽화, 작품들만 가지고도 멋진 사진

을 남길 수 있어 가성 대비 최고의 장소이다. 

일성문경콘도&리조트의 시설 규모는 타워콘도 지하 5층 지상 16층과 고급 

빌라콘도 지하 1층, 지상 4층 8개동으로 구성되며, 객실 규모는 타워콘도 

328실(19형 134실, 29형 119실, 40형, 74형, 81형 1실), 빌라콘도 56실(48형 

24실, 55형 32실), 총 384실이 된다. 

다양한 부대시설로 스파 대욕장에는 약산성 칼슘의 중탄산수와 알카리성 

온천수를 원천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다. 온천욕장 및 워터파크는 약 5,000

여 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규모이고 식당 및 푸드코트에서는 1,000여 명 

동시 식사가 가능하다. 그 외 부대업장으로는 편의점, 식당, 노래방, 실내골

프장, 유아놀이방, 테라피 시설 등이 도입된다.

특히, 일성문경콘도&리조트에는 대형 행사 진행이 가능한 공간인 그랜드 

홀(라운드 테이블형 650여명 입장)과 다양한 공연을 연출할 수 있는 극장

식 홀(약 350석 규모)을 비롯하여 200석 규모의 중연회장 2실, 40석 규모

의 소연회장 3실, 그 외 대·중·소회의실 다수를 갖추게 된다. 모든 인허

가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중인 일성문경콘도&리조트가 완공되어 이용할 

날을 회원분들과 함께 기대해 본다.

문경오미자테마터널

주요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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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의 성의 변천

옛건물

(1950년 이전)

전쟁으로 훼손되어 

군휴양소로 재건축(1960년)

옛 모습 복원

(2005년)

호숫가에 해당화가 만발한 모습이 아름답다하여 붙여진 이름, 화진포. 

짙은 푸르름을 간직한 고성 화진포. 소나무 숲과 기암괴석, 철새와 해당화

가 이루는 천혜의 경관 덕분일까. 이곳에는 우리 근현대사의 거물들이 한때 

휴양을 즐겼던 세 개의 별장이 있다. 첫 번째는 김일성 별장으로도 불리는 

화진포의 성(城) 그리고 두번째 이승만 별장, 마지막으로 이기붕 별장인데 

이 세 개의 별장을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으로 이름 붙여 그들의 발자취

와 생활상을 전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화진포의 절경 속에서 고즈넉한 멋

을 간직한 이 별장들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역사적 혼란기 속에서 

저만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사의 산 증거이기도 하다.

화진포에서 탁월한 조망을 자랑하며 김일성 별장이라고도 불리는 화진포

의 성(城)을 처음 축조한 사람은 김일성이 아닌 외국인 선교사 셔우드 홀 

박사이다. 셔우드 홀 박사는 1932년 12월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처음으

로 크리스마스 씰 운동을 시작, 결핵 치료와 퇴치를 위해 앞장서는 등 다양

한 의료봉사를 실현한 인물로 한국 선교계에서 지금까지 많은 존경을 받

고 있다. 화진포의 암벽 위에 이렇게 멋진 별장을 짓게 된 사연은 역사적인 

흐름과 관계가 깊다.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중일전쟁 때, 일본이 원산을 일

반인 접근 금지지역으로 포고하면서 원산항에 소재한 외국인 선교사촌을 

이 곳 화진포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때 화진포에 강제 이주된 선교사 셔

우드홀 부부가 화진포 호수가를 무척 마음에 들어해 별장을 짓기로 한다. 

그러나, 암벽 위에 별장을 짓는 대공사가 여의치 않았던 부부는 마침, 히틀

러의 망명정치를 피해 조선으로 피신 온 독일인 베버(건축가)에게 설계와 

건축을 의뢰하여 아름다운 별장을 짓게 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고성군 지역이 다시 북한 치하에 들어가면서 화진

포의 성은 더 이상 셔우드 홀 박사의 소유가 될 수 없었다. 1948년부터 

화진포의 성이 북한의 귀빈 휴양소로 운영되면서, 당시 최고 권력자인 김

일성이 처 김정숙, 김정일, 김경희와 함께 1948년부터 1950년까지 2년간 

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그 때부터 김일성 별장이라고 불려졌다. 1948년 8

월, 당시 6살이었던 김정일이 소련 정치사령관 레베체프 소장의 아들과 별장 

입구 돌계단에서 찍은 사진이 화진포의 성에 아직도 남아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이후, 한국전쟁 중 건물이 훼손된 것을 1960년에 군인휴양소로 재건

축하였고, 1999년 7월 15일에 역사안보전시관으로 개축하여 운영했으며, 

2005년 3월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화진포의 

성은 그동안 우리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여러 번 용도 변경과 재건을 

거듭해왔으며, 지금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일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 근대 정치의 역사를 조명하는
화진포의 성 

화진포의 성에서 출발하여 응봉(해발 122m) 까지 

이어진 화진포 소나무숲 산림욕장은 산림테라피원, 

관목원, 습지원, 명상숲길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으며, 호수와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천혜의 

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나무숲길을 따라 

거진항까지 트레킹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 총리부부가 2015년 개인휴가 차 

방문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화진포 소나무숲 산림욕장  

화진포 응봉(해발 122m)에서 내려다 보이는 화진포 호수와 해변의 절경

화진포여행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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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의 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화진포 해변

화진포의 성 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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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의 대연회장은 세련된 공간의 

장점을 극대화해 단체 행사와 예식 문화 이벤트 공간인 

예식홀을 탄생시켜 초대된 모두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대연회장은 그 이름에 걸맞은 환상적인 구조물을 통해 창

녕의 절경이 투영되는 공간으로 아름다움과 웅장하면서

도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연출해 무게감 있는 단체행사의 

격을 더욱 강조한다. 이곳 대연회장은 단체행사도 가능하

행복한 순간, 만족과 더불어 감동까지
새롭게 변화한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  

세상의 인연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만남의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연히든 필연이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모임과 미팅으로 진행되는 만남으로 시작된다.
이곳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에서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보자. 

격식 있는 행사, 
소중한 결혼식 품격을 더한,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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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끔 준비되어 있다. 숙소와 함께 제공되는 공간에서 기업연수와 학생들

의 단체 행사도 진행할 수 있으며, 연회와 교육 등 품격 있는 수준의 맞춤

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고의 절경을 홀 안으로 끌어들인 아름다운 공간과 파밀리아에서 제공

되는 맛있는 요리와 서비스 그리고 자연 경관을 느끼는 대연회장의 결혼

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예식으로서 형식에 치우쳐 있는 기존의 틀을 

깨고 결혼의 본질에 충실한 감각이 살아있는 스타일을 제시한다. 또 도

심 속에서 정신없이 혼잡하게 진행되는 결혼식과 피로연에 지쳐있는 신

랑·신부와 축하객들에게 아름답고 환상적인 절경에 푹 빠진 편안하고 

멋진 하루를 선물하고자 오랜 기획 기간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영화 같은 예식 문화 이벤트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는 온천로를 사이로 온천관광지구와 마주 보

는 곳인 강태봉 능선에 자연과 함께 자리잡고 있다. 산 중간에 있어 나무

들이 콘도의 외관을 보듬어 있는 모습으로 북유럽의 멋진 휴양지에서 보

는 풍경이 보인다. 저녁이 되면 야경을 만끽할 수 있다. 온천로를 지나가

는 차량의 불빛과 부곡온천관광지구를 한눈에 내려다보면 다양한 조명

의 불빛이 이곳의 운치를 더한다.  

일성콘도&리조트 중 가장 최근 리모델링 된 객실은 방문한 고객에게 편

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북유럽 스타일로 심플해진 총 238

실의 객실은 실버, 골드와 같이 적은 인원이 부담 없이 투숙할 수 있는 공

간과 30평 이상인 규모로 가족이나 모임이 함께 할 수 있는 로얄, 플래티

늄실도 운영하고 있다. 

 주소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천로 594

 문의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 055-536-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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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 인연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바로 결혼이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을 일

컫는다. 결혼을 통해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생기기 때

문에 예부터 중요시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 관계를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역할을 하는 예식인 결혼식도 중요하

다. 신랑 신부의 결혼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

나가 바로 결혼식 당일 본식을 올릴 좋은 예식장을 고르는 

것이다. 신랑 신부의 합의로 지역 선택부터 하객 객석 규모 

그리고 단독홀 웨딩 결정, 예식 시간 설정 등 다양한 면에

서 웨딩홀을 선택하게 되는데,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올리

는 중요한 행사이니만큼 결혼 웨딩홀 선택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그 중심에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가 있다. 일

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는 편안한 상담과 맞춤 서비스로 

고객에게 신뢰감을 심어줄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인해 재방문 고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빛나고 행복한 순간을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에

서 선사해드립니다.

인연의 출발은 결혼,
사회적 공인 받는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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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적인 온천 관광특구이다. 현재 부곡온천지구에는 20여개 숙박업

소가 운영 중이며 1700여 객실을 헤아린다. 그중 일성부곡온천콘

도&리조트가 가장 많은 238실을 보유하고 있다. 

부곡온천관광협의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동국여지승람’ 영산

현조에 “온천이 현의 동남쪽 17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동국통감’, ‘고려기’에도 영산온정가 나와 역사가 오

래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명이 ‘온정’이라는 것, 겨울에 눈이 와

도 쉽게 녹아 사라지는 현상, 우물을 파면 온도가 높은 물이 솟는 

현상, 낙동강 건너편에 창원 마금산 온천이 있는 점 등에서 창녕 

사람들은 온천이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창녕 부곡온천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자랑하는 유황온천

이다. 그 온도가 무려 78℃나 되다 보니 최적 온도에 맞춰 몸이 맞

는 온천을 즐기는 방법이 필요하다. 보통 42~45도 정도의 온도가  

우리 몸에 최적화되어 있어 기분 좋게 느끼는 온도이다. 목욕과 동

시에 온몸을 마사지하면 이때 몸에 일어나는 자극때문에 자율 신

경 중 교감 신경을 긴장시킨다. 그보다 3도 정도 낮추면 적당한 땀

과 피부 정화 등 작용 때문에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수온이 높고, 온천 시설마다 온천공을 보유하여 ‘수질 관

리’가 확실하다는 점이 부곡온천의 매력이다. 

수온이 높아 온도를 낮춘 다음 공급해야 온천욕이 가능하므로 각 

온천 시설의 옥상에는 냉각탑이 설치돼있다. 모든 객실의 난방은 

온천수의 온열을 이용하여 보일러가 설치된 곳이 없다. 수량이 풍

부하고, 물을 데울 필요가 없어 온천수에는 단가가 훨씬 비싼 수돗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 또 국내 온천수 가운데 유황 성

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여 피부 질환, 신경통, 부인병 치료 등에 효

과가 있다고 한다.

전국 최고 수온의 온천, 피부 질환에 좋은 유황 성분 효능 많아
창녕 부곡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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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천만 년의 
신비를 품은 보물 같은 땅 
창녕  

1억 4천만 년의 신비를 품은 창녕군. 
창녕을 대표하는 우포늪은 국내 최대 자연늪으로 
그 세월을 가늠하기 어렵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풍경 속 어부의 모습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창녕 화왕산(해발 757.7m)은 관룡산(해발 753.6m)과 하나

의 산군을 형성하고 있는 창녕 대표 명산이다. 지난 2002

년 10월에는 산림청에서 선정한 ‘100대 명산’에 포함되기도 

했다. 화왕산 정상부에는 사적 제64호인 둘레 2.7㎞의 창녕 

화왕산성이 있으며, 석축성으로 둘레 2.6km, 성안의 면적

은 5만 6천여 평이다. 

가을 창녕을 말할 때 화왕산 억새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억

새가 융단을 까는 계절이 오면 화왕산은 은빛 물결로 절정

을 이룬다. 우포늪 물억새가 전주곡이라면 화왕산 참억새는 

클라이맥스다. 산성 내부와 주변에 국내 최대 규모(약 18만 

6050㎡)의 억새 군락이 자리하고 있다. 매년 초가을이 되

면 화왕산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억새의 은빛 물결이 장관

을 이루기 때문에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왕산 억새 산행은 창녕 읍내 자하곡 매표소를 기점으로 

제2코스를 따라가면 왕복 서너 시간이면 넉넉하다.

화왕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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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다. 561년 진흥왕이 창녕에 

들른 이후 지은 신라진흥왕척경비(국보 제33호), 조선 후기 

관아 접대 장소로 활용했던 창녕객사(도유형문화재 제231

호), 통일신라 후기 만들어진 퇴천삼층석탑(도유형문화재 

제10호), 흥선대원군이 쇄국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세운 창녕

척화비(도문화재자료 제218호)가 자리하고 있다.

창녕공원이라고도 불리는 만옥정공원은 면적 1만㎡의 작은 

공원이지만 봄철의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다. 봄철을 맞아 

벚꽃이 만개해 가족 나들이객을 비롯한 창녕을 찾는 외지

인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을에는 창녕의 대표적 지역 축

제인 ‘비사벌 문화제’의 향토 기향제의 장소이기도 하다. 창녕 

여행의 걷기 탐방 코스인 진흥왕 마지막 지점이다. 창녕군청

이 최근 만든 ‘송현이길’을 중심으로 엮은 걷기 코스다. 창

녕박물관에서 시작해 송현동고분군, 교동고분군, 명덕저수

지, 창녕문화공원, 석빙고, 창녕시장, 만옥정을 들러 다시 창

녕박물관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이동 거리는 4㎞가량으로 2

시간이면 족하다.   

창녕 만옥정 공원 2

창녕읍 송현리에는 조선시대 석빙고(보물 제310호)가 있다. 화강석으로 만

든 빙실(氷室)의 크기는 길이 11m, 너비 3.6m, 높이 3.7m다. 겉모양은 큰 고

분처럼 보인다. 표면의 높이는 5.4m, 전체 길이는 13m다. 남쪽에 설치된 빙

실의 입구 좌우에 장대석(長大石)을 3단씩 쌓아서 벽을 축조했다.  

석빙고는 우리나라에 6개가 남았는데 모두 영남이다. 청도·현풍·경주·

안동에 하나씩 있고 창녕에는 창녕읍과 영산면에 하나씩 있다. 창녕석빙고

는 덩치도 크고 모양도 온전하다. 멀리서 보면 고분 같지만 고분은 평평한 

데 있고 석빙고는 얼음 녹은 물이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해 비스듬한 데 있다. 

또한, 뒤편으로는 반드시 개울을 끼고 있다. 

석빙고 바로 옆에 창녕공설시장이 있다. 창녕의 대표적 음식인 수구레국밥

집도 여럿 보인다. 걸어서 가는 거리에 하씨초가와 술정리 동 삼층석탑이 있

어서 가볍게 둘러보기 좋다.  

석빙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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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 
동해안을 따라 펼쳐진 
26개의 해변으로 여행
일성설악온천콘도&리조트

영 업 시 간 07:00 ~ 22:00(21시까지 입장가능)
조식이용시간 07:00 ~ 10:00 
위                치 1층
규                모 170석
조 식 메 뉴 평일: 해장국류 (월~금) / 주말: 조식뷔페 (토,일) *토요일은 메뉴변동가능 

가                격

조식뷔페 성인 : 15,000원 (회원카드 제시 시, 20%할인)
초등학생 : 10,500원(30%할인) 
36개월 이상 아동 : 6,000원(60%할인)
36개월 미만 아동 : 무료
*조식뷔페 이용시간 및 가격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파밀리아 안내

조식뷔페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여행이 고객에게 새롭게 주목 받

고 있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좋아진 접근성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

다. 올해 휴가여행지 ‘가 볼만한 곳’으로 떠오르는 강원도. 그 중심에 있는 

일성설악온천콘도&리조트는 액자를 씌우면 한 폭의 그림이 될 만큼 운

치 있는 설악산의 울산 바위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 위치에 자리 잡

고 있다. 고성에는 동해안을 따라 26개의 해변이 펼쳐져 있다. 송지호 해

변은 깨끗한 백사장과 동해의 많은 해수욕장과는 다른 얕은 수심으로 가

족 단위의 여행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한옥체험을 할 수 있

는 왕곡마을, 동해안 최대의 자연호수인 화진포, 분단의 상징인 국토 최

북단 고성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을 만날 수 있는 고성으로 여행의 첫 

시작을 일성설악온천콘도&리조트에서 출발해보자. 

 문의 일성설악온천콘도&리조트 033-63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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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사우나&수영장

스크린골프연습장

고성 원암 온천지구의 일성설악온천콘도&리조트에는 온천사

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온천수는 용출량이 풍부하고, 최

고 수온이 47℃로 전국 최상위권 수온을 자랑한다. 마그네슘 성

분이 풍부해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효과가 탁월하다. 일성설악

온천콘도&리조트의 온천사우나에서는 최고 품질의 온천수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또한 바로 옆에 수영장까지 위치하고 있

어,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일성설악온천콘도&리조트에

서 새롭게 고객을 맞이할 부대시설

이 바로 스크린골프연습장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복합 운동 시설

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골프 인

구가 늘어나면서 고객의 요구에 맞

춰 최신 시설로 준비를 갖춰 놨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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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자연향기 가득한 
오감만족 청정, 무주 태권도원
동서문화의 교류 통로로 옛날 암벽을 뚫어 만든 무주구천동

의 33경의 시작 라제통문이 있는 무주는 전라도, 충청도, 경

상도의 삼남도(三南道)가 모두 맞닿아 있는 곳이다. 이 곳을 

지나는 남대천을 따라 가다 보면 일성무주콘도&리조트가 나

온다. 주위에는 겨울의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덕유산’이 

가까이 있어 칠연폭포·용추폭포 등이 절경을 감상할 수 있

다. 무주는 전국 최대 머루 생산지로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기온을 갖고 있어 높은 당도로 최고의 품질의 머루 와인을 

맛볼 수 있는 ‘머루와인동굴’도 일성무주콘도&리조트와 인

접해 있다. 또한 인근에 천연기념물 지정된 반딧불이 서식지

로 체험 시설이 있는 ‘반디랜드’가 있어 밤하늘을 수놓는 반

딧불이의 아름다운 군무를 감상할 수 있다. 태권도의 정신과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 유일 태권도 전문 공간 “태권도원”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여행을 통해 5감을 만족시키는 무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체감 문화융성시대, 
태권도는 한류 문화 트렌드의 중심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아리랑·태권도를 대한민국 3대 한류 문화브랜드로 지정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우리의 문화를 이제 세계의 문화로 확산시키며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 삼아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태권도는 1960년대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조차 모르던 세계 곳곳을 누비며 태

권도인들을 양성하던 첨병으로 ‘원조 한류’이다. 1994년 파리 제103차 IOC 총회를 통한 2000

년 시드니올림픽 첫 정식종목 채택을 시작으로 20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제125차 IOC 총회에

서 2020년 올림픽 핵심종목 채택, 2015년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 제69차 IPC 집행위원회의에서 

2020년 장애인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영광을 얻음으로써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더욱 인

정받고 있다. 태권도는 현재 206개국 약 8천만 명이 수련하는 글로벌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동양 여러 무술의 경쟁을 뚫고 올림픽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태권도, 2015년 우리의 태권도가 다

시 한번 한류의 중심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 태권도의 허브이자 

태권도 성지가 될 ‘태권도원’. 그것은 태권도의 새로운 도약이자 비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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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으로 탄생한 태권도원

해외 태권도의 비약적인 성장에 비교해 태권도 종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고 

기념할 곳이 없었던 우리에게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해외 

사범들의 열망으로 시작된 그 바람은 1994년 10월, 태권도성전 건립추진 계획

의 수립으로 첫 출발을 한 데 이어 이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설 건립이 추진되었다.

2004년 태권도공원 조성지로 전북 무주가 확정되며 2007년 12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오늘의 ‘태권도원’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국비 2,153억 원, 지방비 146억 원 등 총 2,475억 원의 규모, 백운

산 자락 231만 4000㎡ 부지, 서울 월드컵 상암 경기장의 10배, 여의도 면적의 

1/2에 달할 만큼 위용을 자랑하며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 구천동 계곡, 적상산 사고, 안국사, 라제통문 등 인근 무

주의 역사와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움은 태권도원을 찾는 분들의 마음에 긴 감

동과 추억을 더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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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를 잇는 지리산, 
일성지리산콘도&리조트
흔히 민족의 명산이자 어머니 산으로 부르는 지리산은 경남 함양 산청 하동, 전남 

구례, 전북 남원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다. 넓은 지리산의 권역을 사방에서 도로

가 에워싸며 지리산을 고속도로가 지나는데 이중 남원이 지리산IC라는 이름을 가

져왔다. 지리산의 관문인 이곳을 통과하고 지리산의 중심으로 가는 위치에 일성

지리산콘도&리조트가 있다. 맑고 푸르른 산천을 배경으로 청정한 자연 속에서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 구름바다가 펼쳐지는 노고단, 철쭉으로 유명한 바래봉 

등 절경을 느끼는 동시에 민속의 풍습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춘향과 이도령의 

러브스토리 무대인 남원의 ‘광한루’, 철쭉과 단풍으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뱀사

골’,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지리산 둘레길’ 등 역사, 문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바로 일성지리산콘도&리조트가 함께하고 있다. 

 문의 일성지리산콘도&리조트 063-636-7000

TRAVEL AT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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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지리산콘도&리조트에서 만나보는 지리산둘레길

지리산에서 재배한 한방재료로 만든 토종한방백숙 

걸음마다 지리산의 풍경이 어우러져 둘레길을 거닐면 오롯이 마음은 신

선이 된다. 지리산은 조선 시대부터 아름다운 경치와 수려한 자연으로 

뭇 선비들의 마음을 휘감아온 명산이었다. 지리산에 조성된 둘레길은 지

리산이 가진 모든 아름다움을 걸으며 만날 수 있는 가장 올곧은 길이다. 

둘레길은 걸음 걸음마다 지리산의 풍경이 펼쳐지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시·공의 길로 마음이 공허한 현대인들에게 힐링 여행 코스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둘레를 잇는 길목과 고개에

서 만나는 자연과 마을, 그리고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 잇고 

보듬는 길이다.

엄나무의 효능 간 해독 및 간 경화예방, 관절염치료, 혈당수치 조절, 기

침이나 가래 제거, 피부질환 개선, 우울증 개선

가시오가피의 효능 간 기능 향상, 골다공증 예방, 혈액순환 향상, 면역력 

증진, 관절염 개선, 스트레스 해소

 가격 60,000원(4인 기준)

 식사시간 1시간 전 예약 필수입니다. (문의 063-636-7000)

1. 지리산(주천~운봉구간) 1구간

2. 지리산(운봉~인월구간) 2구간

3. 지리산(인월~금계구간) 3구간

4. 지리산(밤재~주천구간) 4구간

 

일성지리산콘도&리조트는 둘레길 3구간(인월~금계)중간 (인

월에서 출발하여 8.3km 위치한 매동마을)에 있다. 매동마을은 

일성지리산콘도&리조트 입구 길 건너편. 추천코스는 매동마을

(일성지리산콘도&리조트)에서 출발하여 금계방향이며, 거리는 

10km가 약간 넘어 일반사람의 걸음 속도로 편도 4시간 소요 된

다. (인월까지는 편도 3시간 소요)

주천안내소 :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260-1, 063-625-8952

인월센터 : 남원시 인월면 인월2길 95, 063-635-0850

사단법인 숲 : ‘이음단’, ‘걷기축제’, ‘토요 걷기’, ‘마을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원시 : 15인 이상 단체 이용객을 위해 ‘둘레길 이야기꾼’을 운

영한다. 063-620-6163 

일성지리산콘도&리조트 지리산둘레길 코스

지리산둘레길 안내 

지리산둘레길 프로그램 

굽이굽이 펼쳐진 길과 논밭, 그 사이 들어찬 능선과 봉우리를 따라 놓인 지리산 

둘레길은 도보여행의 성지이자 남원 여행의 핵심이다.

내용 및 사진 출처 : 춘향남원/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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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경관 제주,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일성제주비치콘도&리조트
제주도는 동서남북이 여행지이다. 공항이 있는 북쪽에는 동문시장, 서문시장, 제주오일장, 이호

테우해변, 도두봉, 산지등대, 사라봉, 한라산수목원, 함덕, 조천 등 도심과 바다와 중산간 마을이 

있고 남쪽에는 서귀포와 중문을 중심으로 이중섭 거리, 매일올래시장, 감귤박물관 등 제주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담긴 아름다운 지역이 나타난다. 그중 일성제주비치콘도&리조트가 있는 제주 

서쪽의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등 마을에는 올레길코스와 협재해수욕장과 금능으뜸해변은 에메

랄드 빛 바다색으로 유명하며, 넓고 얕은 바다라 가족 단위로 놀기에 좋다. 이 주변에는 곽지과

물해변, 애월 해안도로, 한림공원, 오설록티뮤지엄,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생각하는정원, 유리의

성, 소인국테마파크, 신창풍차해안도로, 돌마을공원, 항공우주박물관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협

재에 가면 정면에 그림 같은 섬 하나가 보인다. 바로 비양도다. 비양도는 제주도의 축소판이다. 

새로운 제주 여행을 하고 싶다면 일성제주비치콘도&리조트로 떠나보자.

 문의 일성제주비치콘도&리조트 064-796-8400

TRAVEL AT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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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시 간 07:00 ~ 22:00(21시까지 입장가능)
조식이용시간 07:00 ~ 10:00(09:20까지 입장가능/상시운영) 
위                치 1층
규                모 200석
조 식 메 뉴 조식뷔페

가                격

조식뷔페 성인 : 15,000원 (회원카드 제시 시, 20%할인)
초등학생 : 10,500원(30%할인) 
36개월 이상 아동 : 6,000원(60%할인)
36개월 미만 아동 : 무료
*조식뷔페 이용시간 및 가격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파밀리아 안내

조식뷔페 

영업시간 18:00 ~ 22:00 (상시운영) (21:30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위   치 1층 흑돼지촌(실내) / 야외테라스(몽골텐트)
규   모 72석 (4인용 테이블 6개, 6인용 테이블 8개)

메   뉴
(제주산)

토종 흑돼지 오겹살 200g / 토종 흑돼지 목살 200g
토종 돼지 오겹살 200g / 토종 돼지 목 살 200g
- 토종 흑돼지 스페셜A세트 
(오겹살400g+목살400g+전복6ea+소세지5ea+버섯+감자+양파)
- 토종 흑돼지 스페셜B세트 
(오겹살400g+목살200g+전복3ea+소세지3ea+버섯+감자+양파)
- 토종 돼지 A세트
(오겹살400g+목살400g+전복6ea+소세지5ea+버섯+감자+양파)
- 토종 돼지 B세트
(오겹살400g+목살200g+전복3ea+소세지3ea+버섯+감자+양파)
골뱅이무침
고기와 함께 된장찌개 or 김치찌개 or 온면(국수) or 누룽지탕
공깃밥

야외가든(흑돼지촌)

 메뉴 및 구성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회원카드 제시 시, 바베큐 세트메뉴에 한하여 10% 할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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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맛지도 
경상도 편 

창녕의 대표 특산물인 마늘과 양파를 직접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장아찌이다. 오랜 시간을 묵혀 먹는 장아찌는 매

번 제철 재료로 반찬을 준비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제철에 많이 나는 채소류를 된장이나 간장, 막

장, 고추장 속에 넣어 오랜 시간을 두고 삭혀 먹는 저장 

음식의 진수이기도 하다.

창녕양파는 구가 크고 육질이 단단하여 저장성이 높다. 

비타민과 무기염류를 함유하여 감기, 불면증, 고혈압 예

방 및 치료에 좋다. 창녕의 마늘은 토양이 비옥하고 인

산함량과 유황성분이 많아 마늘 특유의 향과 맛이 풍부

하다. 

이런 양파와 마늘 외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약재로 장아

찌로 만들어 내 놓는 곳이 있다. 명이, 방풍, 콩잎 등 15

개 장아찌를 골라서 맛 볼 수 있으니 건강에도 좋고, 돼

지고기 바베큐, 삼겹살과 함께 겻들이면 그 맛을 잊을수

없다.

마늘, 양파 장아찌 1

FOOD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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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적인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송이 백숙은 창녕이 

원조다. 송이버섯의 향을 제대로 느끼려면 구이가 제

격이지만 가격이 부담스럽고, 저렴한 전골을 먹자니 

다른 재료에 향이 가려져 연구 끝에 송이 백숙이 탄

생했다.  

송이 백숙의 특징은 닭과 송이 외에 다른 재료를 일

절 넣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추, 파 등이 들어가면 오

히려 송이의 향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송이 백숙을 먹고 나면 온종일 코끝에서 송이 향이 

머물러 있다. 

닭고기는 소금에 찍어 먹고, 남은 국물에 불린 찹쌀과 

채소를 넣어 죽을 끓여 먹어도 좋다. 여름철 보양식으

로 인기가 좋고, 오랫동안 끓여내어 살이 부드럽고 국

물의 맛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송이 백숙 

2
경남 창녕 수구레국밥은 소고기국밥의 친척이다. 

수구레란 소의 가죽과 고기 사이에 붙은 질긴 부분

이다.  

소고기를 사 먹을 엄두도 못 내던 시절에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수구레로 국밥을 끓였고 싸면서 맛

도 좋아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질긴 듯 쫄깃쫄깃한 수구레를 가마솥에 넣고 1시간

가량 푹 끓여 만든다. 삶아낸 수구레를 건져 집게손

가락 크기로 썬 뒤 신선한 선지와 함께 반나절 이상 

우려낸 사골 국물에 넣고 파, 고춧가루, 간장 등 갖

은양념을 한다. 쫄깃한 식감과 얼큰한 국물은 묘한 

중독성을 만들어 낸다.  

수구레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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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여행시 절대 놓치면 후회할 음식들이 있다. 바로 쌈밥이

다. 경주 여행 시 쌈밥을 먹어볼 것을 추천한다. 현지인들에

게도 인기가 많은 음식 중 하나가 쌈밥이다. 경주에서 쌈밥은 

‘쌈밥 거리’가 조성되어 있을 정도다.  

쌈밥은 우리가 흔히 즐기는 상추, 배추 등의 채소에 밥을 넣

어 쌈을 싸 먹는 요리이다. 완성한 쌈밥은 된장 양념이나 고

기 요리에 곁들여 먹는다. 경주 쌈밥은 보통 먹는 쌈밥과는 

차이가 있다. 정갈한 반찬은 흡사 정식 한 상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곤 한다. 디저트로 나오는 경주빵과 찰보리빵이 이

곳이 경주임을 알게 해준다.    

기름을 두른 팬을 달군 뒤, 재워둔 고기를 볶아 내고 된장에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 등을 넣어 섞은 것으로 쌈을 

쌀 때 넣거나, 완성된 쌈 위에 올리기도 한다. 고기 없이 채소

에 밥과 양념한 된장만을 넣어 먹으면 채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경주 쌈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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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경주지역의 찰보리빵은 10월 중순에 파종해 이듬해 

6월 초순경쯤에 수확하는 찰보리 100%를 사용하여 

만든 경주를 대표하는 특산 명과이다. 국산 찰보리를 사

용해 더욱 구수한 찰보리빵, 색소와 향료를 넣지 않은 

무공해 식품인 찰보리떡 등도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기존 유명한 경주빵이 겉의 차진 느낌과 부드러운 팥

의 조화로 달달한 맛을 준다면 찰보리빵은 핫케이크

처럼 쫄깃한 느낌에 팥 앙금이 촉촉하고 담백해 단맛

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에서는 찰보리빵을 맛볼 

수 있다. 1층 로비에 매장을 두고 직접 찰보리빵과 경

주빵을 구워서 내놓는다. 찰보리빵의 경우 촉촉한 식

감과 맛을 자랑하고 있다. 관광을 다니다 지친 몸을 

쉬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선물용으로도 안성

맞춤이다.

경주여행에 있어 또 다른 묘미 중 하나는 한정식 맛

집 탐방이다. 경주는 전부터 한식이 유명한 지역으

로 우리나라 고유의 한식만을 취급하는 한식 전문점

이 즐비하다. 전통의 이미지가 강한 만큼 사람들은 

경주에서 한정식 식당을 가장 많이 찾는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것

을 중요시했다. 그 시기에 먹어야 가장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하여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옥수

수나 감자 혹은 수박 등의 과일을 즐겨 먹었고 가을

에는 추수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해 겨우내 챙

겨 먹곤 했다.  경주의 많은 한정식 점은 제철 식재

료로 반찬을 내어주는 음식점으로 유명하다.

경주 찰보리빵 

경주 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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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 가득 떠나는 국내 여행
경기, 강원도의 숨어 있는 여행 명소로의 소개,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생각해 보면 
나만의 추억과 낭만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추천해본다. 강원도 고성과 경기도 여주로 지금 떠나보자. 

강원 고성, 여주편

휴전선과 남방한계선이 만나는 해발 70m 고지의 통일전망대

에 서면 금강산의 구선봉과 해금강이 지척에 보이고 맑은 날에

는 옥녀봉, 채하봉, 일출봉 등을 볼 수 있다. 발 아래의 휴전선

철책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 있는 최전방 초소는 남북한의 긴장

감을 느끼게 한다.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고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이곳엔 북녘에 두고 온 산하와 가족을 그리

는 실향민과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을 위한 성모상, 미륵불상, 

전진철탑 등 종교적인 부대시설과 장갑차, 탱크, 비행기 등 안보 

교육용 전시물이 있다. 발 아래에는 2004년 12월 개통된 동해

선 남북연결도로로 금강산육로 관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왕곡마을은 다섯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계곡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19세기 전

후에 건립된 북방식 전통한옥과 초가집이 전국

에서 유일하게 밀집·보존되어 있어 1988년 전

국 최초로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2000년에는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235호로 지정

되었다. 왕곡마을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1.5㎞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바닷가 쪽으로 약 1.2㎞ 떨

어진 곳에 석호(潟湖)인 송지호가 자리 잡고 있

다. 군불을 넣고, 이엉을 얹느라 분주한 마을 주

민들을 곳곳에서 만난다. 무늬만 전통이 아닌 살

아 숨 쉬는 삶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왕곡마을의 

가장 큰 매력이다.

1일차
고성통일전망대 왕곡마을

일성설악온천
콘도&리조트
033-636-0013

DMZ박물관 송지호

고성통일전망대 

왕곡마을

총거리 : 63.5km
경유지 : 5곳

이동시간 : 1시간 25분

소요시간 :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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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간정은 고성군 토성면 동해안 기암절벽 위에 세워진 조선시대 정자로 

관동팔경의 하나다. 설악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청간천과 만경창파가 

넘실거리는 기암절벽 위에 팔각지붕의 중층 누정(樓亭)으로 아담하게 세

워져 있다. 이곳은 아름다운 주위 풍광과 함께 예부터 시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정자 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청간정’ 친필 

현판과 최규하 전 대통령의 친필시판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55년 중수 

당시 이곳에 들러 현판을 하사했고 최 전 대통령은 1980년 여름에 이곳

에 들러 한시를 남겼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월출이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와 어울려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로 청간정 

주변에 걷기·자전거 전용 데크로드와 인도교 440m가 설치되고 현재 단

절된 구간이 연결된다. 이와 함께 300㎡ 규모의 방문객 휴게 편의시설 및 

스토리텔링 체험 특화공간이 조성된다. 

고성군 여행을 떠났다면 반드시 들려야 할 곳 중 하나가 바로 ‘고성 봉포항’

이다. 강원도 고성군 봉포항은 동해와 연결되는 여러 해로 및 선착장의 모

항으로 많은 배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어서 봄,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

과 피서객으로 항상 붐비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예로부터 이곳은 대게, 홍게부터 자연산 활어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

리로도 유명하다. 특히 고성 봉포항은 동해안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수산

물의 집화장으로써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하는 먹거리 스토리가 가

미되어 특별함이 가득하다. 

봉포항 주차장 북측 방파벽 위로 가보면 옛 선인들의 풍류를 주제로 한 

아트타일이 새로운 볼거리로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이곳은 여행의 추

억을 남기는 사진 촬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화담숲은 서울에서 40분 거리,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생태수목원이다.  LG

상록재단이 우리 숲의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1,355,371㎡ (약 

41만평) 대지에 4천 3백여종의 국내외 자생 및 도입식물을 17개의 테마원

으로 조성했다. 화담숲의 화담(和談)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는 의미로, 

화담숲은 인간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을 지향한다. 우리 숲의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였고, 자연을 사랑하는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생태 공간으로 꾸몄다. 주요 테마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끼원’을 비롯해 1,000여 그루의 하얀 자작나무가 펼쳐진 ‘자작나무숲/

소망돌탑’, 명품분재 250점을 전시하고 있는 ‘분재원’ 등이 있으며 국내 최

다 품종인 480여 종의 단풍나무를 비롯해 우리 숲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

름다운 꽃과 나무를 만나볼 수 있다.

2일차

일성설악온천
콘도&리조트
033-636-0013

봉포항 곤지암화담숲

청간정 영녕릉
일성남한강

콘도&리조트
031-883-1199

봉포항 곤지암화담숲

청간정

총거리 : 27km
경유지 : 6곳

이동시간 : 4시간

소요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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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일성남한강
콘도&리조트
031-883-1199

영월루 여주향교

파사성 황악산수목원

총거리 : 28.7km
경유지 : 5곳

이동시간 : 44분

소요시간 : 3시간

여주읍에서 여주대교 조금 못미쳐 우측고

대위에 푸른숲으로 둘러싸인 고풍의 한 누

각이 보이는데 이것이 영월루이다. 익공의 

형태나 가구(架構)로 보아 18세기 말경의 건

물로 추정된다. 영월루로 올라가기 위해 영

월공원에는 현충탑이 있고 보물로 지정된 

창리 삼층석탑(보물 제91호)과 하리 삼층석

탑(보물 제92호)과 세종대왕의 업적을 도자

벽화로 만날 수 있는 세종벽화가 있어 한 

번에 여러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상층 누마루에 오르면 숲속에 파묻힌 유명

한 절 신륵사의 대가람이 한강 변에 바라보

이고 탁 트인 공간에서 강바람에 몸을 맡기

고 있다 보면 머리가 맑아진다. 누각 바로 

아래에는 커다란 괴암이 절벽을 이루는데 

바위 위에는 힘있는 필치로 씌인 ‘마암(馬

巖)’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영월루 

향교는 서당에서 공부한 15세 이상의 양반 자제를 교육하

던 시설이다. 원래 여주향교는 여주읍 상리 마암(馬巖) 근

처에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타버린 후 1685년 여주

읍 홍문리의 잣나무 고개에 다시 건립하였다. 그런데 그 후

부터 부락 주민이 자주 괴질에 희생되고 풍수학상 불길하

다 하여 교리(校里) 현 위치로 옮겨 세워졌다. 현존하는 건

물로는 5칸의 대성전, 8칸의 명륜당, 내삼문(內三門), 각 8

칸의 동무와 서무 등이 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 10철

(十哲), 송조6현(宋朝六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

가 봉안되어 있다.

가을에 여주향교를 찾으면 멋진 은행나무를 볼 수 있는데 

약 200년된 나무로 보호수이다. 높이가 20m나 되고 둘레도 

1m 가까이 될 정도로 큰 나무로 노랗게 물든 모습이 향교와 

주변 소나무와 대비되어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여주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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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는 운동 효과가 큰 스포츠이다. 특히 재활 승마의 경우 자폐아나 정신

지체아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 말을 타면 자세유지 기능과 심폐, 근력 등

이 강화된다. 또 의욕과 주의력이 향상되고 우울증도 개선된다. 말 산업 선

진국에선 장애인을 위한 재활승마와 일반인을 위한 치유승마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승마는 척추측만증 등 척추 질환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운동이다. 승마가 

척추 관절 질환 예방에 좋은 이유로 ‘바른 자세’를 꼽았다. 사람의 척추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의 각도와 말을 탈 때 유지해야 하는 척추의 각

도가 같기 때문이다. 승마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을 만나보면 걸을 때나 앉

아있을 때 척추의 각도가 매우 정상적이고 안정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척추 건강은 몸의 밸런스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 밸런스는 승마의 

기본이다. 승마는 걷거나 달리는 말 위에서 안정적 자세를 유지하며 말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교감을 나누며 즐기는 운동이다. 승마를 통해 익힌 

안정적인 좌우 밸런스는 척추측만증이나 골반 틀어짐을 방지해 척추 건강

을 유지해 준다고 한다. 승마가 척추기립근 및 하체 근육 강화에 탁월하다

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승마는 좌우·전후·상하뿐만 아니라, 온갖 방향

으로 흔들리는 상황을 맞는다. 척추와 하체의 특정한 근육만이 아니라 평

소 사용하지 않는 잔 근육까지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헬스보다 더 효과

적인 운동이다.  더불어 척추 건강 즉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말과 교

감하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도 해소가 가능하다. 

장난감 같은 모양이지만 실제 체험을 해보면 그 짜릿한 느낌을 잊을 수 없

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카트는 ‘카트라이더’ 게임 덕분에 더욱 친숙한 

소형 경주용 차로 운전면허가 필요치 않으며 운전대와 페달만으로 조작할 

수 있다.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는 긴장감과 쉬운 조작법으로 남녀노소에

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카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루기도 쉽고 짜릿한 스피드감을 느낄 수 있다.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즐길 수 있다. 

‘잘 달리는 법’은 카트와 자동차 레이싱 모두 비슷하다. 직선 주로에선 최

대한 속도를 내고, 코너에선 완만한 곡선을 그리듯 진입했다 빠져나가면 

된다. 직전에 속도를 줄였다가 코너를 빠져나오면서 다시 가속하는 타이

밍이 중요하다. 

1, 2인승 일반 카트는 최고 속력 30km/h 정도. 스포츠 카트는 최고 속력 

80km/h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 시트에 앉으면 안전벨트가 우

선이지만 카트 시트에 앉기 위해선 헬멧 착용이 최우선이다. 

직선 주로에선 온몸으로 속도를 체감한다. 자동차로는 70km/h가 별 것 

아닌 속도지만 카트에 올라 악셀패달링을 하는 순간 체감속도가 시속 

200km의 짜릿한 질주와 속도감을 느낀다.

하늘을 달리는 천마 기마민족의 후예 승마,
바람을 가르는 짜릿한 스피드 체험 카트 
최근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늘고 있다. 탈 것을 가지고 즐기는 승마와 카트는 인기 만점이다.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승마체험, 남녀노소 짜릿한 스피드감을 느낄 수 있는 카트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LEISURE

승마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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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동궁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이었던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

로 재현한 곳이다. 사계절 관광체험시설인 동궁식물원, 농업연구체험시설, 

버드파크로 구성되어 있다. 테마별로 야자원, 관엽원, 화목원, 수생원, 열대

과원으로 나누어져 식물자원 400여 종 5500본이 보유되어 있다고 한다. 

정원문화, 작은 공간으로 보면 식물원이고 온실이다. 특히 온실은 원래 그 

식물이 자라는 공간을 떠나 키우고 싶은 식물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공간

이었다. 바로 2013년 개장한 경주 동궁원이다. 경주 동궁원에는 우리가 일

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뷰티아야자, 카나리야자, 보리수, 미인수, 바오

밥나무, 봉황목, 푸르메리아, 오렌지자스민, 사계목서, 올리브, 커피나무, 파

파야, 시체꽃, 파리지옥, 네펜데스 등 400여 종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식

물원 안에서도 신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천마도상, 실개천, 재매정, 

월지배 등을 활용하였고 특히 7m 높이의 고가관람로가 있어 큰 야자수 높

이에서 식물원 전체를 내려다볼 수도 있다. 

신라의 정원, 재해석 ‘동궁식물원’  

우진각지붕의 온실이다. 용마루 양 끝에는 황금빛 치미가 올라 있고 무심

하게 내리뻗은 처마 끝에는 풍경이 달려 있다. 경주 동궁원의 식물원 모습

이다. 본관은 2층 규모, 2관은 1층이다. 동선은 2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입구

에 들어서면 먼저 가로로 긴 카페다. 진한 커피 향은 입구 사이로 들고나는 

바람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사라진다. 카페 너머 내실이 보인다. 

온기로 들어서면 습기가 높다. 온실 안은 사계절 꽃 정원, 100종 6천500

본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식물원 옆 일만 송이 토마토 정원, 숨바꼭질 정

원, 육묘장, 식물병원 등 농업 체험 공간들이 원래의 용도를 계승하고 있다.  

진귀한 새들과 기이한 동물이 가득 ‘버드파크’ 

버드파크는 동궁원과 별도로 있다. 체험형 화초원인 이곳은 1층 전체가 

생태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류가 90%를 차지하고 파충류, 어류, 

기타 소동물 등도 볼 수 있다. 

이곳은 새들이 9할을 차지하지만 뱀·거북·이구아나 등의 파충류, 우파

루파 피라냐, 철갑상어 등의 어류와 다람쥐·패럿 등의 작은 동물들까지 

볼 수 있다. 버드파크는 ‘경북도 1호 전문동물원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

고 환경부 지정 생물 다양성 관리기관으로 국제 희귀 동물의 수입 및 전

시 할 수 있는 곳이다. 버드파크 후문으로 나가면 야외체험장이 나오는데 

타조들이 우리 너머로 고개를 내민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버

드파크 제2관인 ‘버드 숲’이 있다. 연못이 있는 숲으로 청둥오리와 거위, 

그리고 펭귄을 볼 수 있다. 

동궁원에서는 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 숙박 고객에게 특별한 할인이 

기다린다. 1층로비에서 받은 일성콘도&리조트 도장이 찍힌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동궁식물원’ 입장을 단체가로 적용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본인 1인에 한해 어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

이다.(금액 변동가능)

 문의 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 054-744-1199

자연을 한 곳에 모두 담은 경주 동궁원 
첨성대, 석굴암, 불국사 등 학창 시절 
수학여행 후보지로 늘 손꼽을 정도로 
볼거리가 많은 신라의 고도 경주. 
이곳에 특별한 유리온실이 존재한다. 
바로 온실 안에 색색의 새들이 날고 
화려한 열대 꽃이 피어나는 곳,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동궁원이다.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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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역사 돌아보기 
렛츠투게더
월드컵은 축구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단 한 번만이라도 간절히 뛰어보기를 원하는 꿈의 무대다.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이후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구 국제대회로 
지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포츠 대회 중 하나다. 올림픽이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라면, FIFA 월드컵은 
전세계 최대규모의 단일종목 스포츠 이벤트다. 우리나라도 1986년부터 이번 러시아 월드컵까지 10회 
연속 출전을 해왔다. 2002년 4강 신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거리응원으로 추억이 있는 월드컵의 
다양한 역사와 기록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SPORTS

BUNR IT UP, 
REDS!

대한민국다시 타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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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올림픽과 함께 지상 최고의 가장 인기 있는 양대 스포츠 대

회이다. 월드컵 결승전 시청자 수는 세계 인구가 60억이던 시절에 

7억명 이상으로 3억명정도가 보는 유로 결승전이나 1억 6000만

명정도가 보는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슈퍼볼 시청자보다 

훨씬 많다. 현재는 75억쯤 되는데 월드컵 결승전을 생중계로 보는 

시청자는 10억명 정도로 추측된다. 위의 개요항목에 그래프에도 

있듯이 결승전 시청자 숫자로만 보면 월드컵 결승전에 대항할 만

한 다른 결승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역대 스포츠 경기 결승전 시청률

본선 참가 횟수(2018러시아월드컵 기준)

시청률 본선진출팀

선수기록최고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9회 연속 

본선 진출이다. 이는 전체 월드컵 역사 중 10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브

라질은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을 시작으로 러시아 월드컵까지 총 21회 

연속 진출 기록을 세우게 됐다. 월드컵 전회 개근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역대 월드컵 우승국 중에서 압도적인 강팀은 1958년/1962년/1970

년의 브라질밖에 없다. 1958/1962/1970년 브라질의 경우는 월드

컵 역사상 가장 강한 팀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엄청난 팀인데 가린

샤 등 지금 같으면 슈퍼 스타플레이어가 될 선수조차 펠레의 그늘

에 가려질 정도이다. 만약에 1954년 헝가리, 1974년 네덜란드가 월

드컵에서 우승했더라면 압도적 강팀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1998년 프랑스는 지네딘 지단으로 인한 완성형 팀이었고, 

2002년 브라질은   빌빌거리다가 호나우두가 가세하면서 월드컵 

바로 직전에 월드컵 우승국 전력으로 급부상한 팀이었다. 게다가 

2002년 브라질은 초 공격적인 팀으로 명성이 높았던 데다가 수비

와 골키퍼 역시 공격 못지않게 막강했다. 그리고 1998년 프랑스와 

2002년 브라질은 역대 월드컵 우승국 중에서 1958/1962년/1970

년 브라질 다음으로 전력이 강한 팀들이었다.

역대 월드컵에서 최고의 선수를 말하자면 브라질의 펠레, 아르헨티

나의 마라도나, 독일의 베켄바우어, 네덜란드의 크루이프 같은 선수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축구 스타인 메시와 호날두도 월드컵에 

출전하였다. 하지만 기록은 또 다른 영웅들을 알려준다. FIFA 월드컵 

출전 선수 중 역대 최다 득점과 출전 축구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나

라는 독일이다. 그만큼 출전 횟수도 많고 결승전을 위한 토너먼트도 

많이 올라간 축구 강국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가대표 선수 홍명보의 

16경기(1990 3경기, 1994 3경기, 1998 3경기, 2002 7경기·한국팀 모

든 경기 출전)가 최다 출전 기록이고 월드컵 본선에서 안정환과 박

지성이 넣은 3골이 팀 최다이자 아시아 최다 골 기록이기도 하다.

남아공월드컵 
결승전

2010년 2015년 2012년 2015년
유로축구선수권

결승전 

국내 통산 최다 득점 선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슈퍼볼
결승전 

국내 최다 경기 출전 선수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
통산 최다 득점 선수 

브라질 

이탈리아,독일

5
2

1

4

최다 패배팀 

최다 승리팀 

최다 결승 진출팀

독일 8회

브라질 70승

멕시코 25패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최다 경기 출전 선수 

박지성, 안정환(대한민국) 홍명보(대한민국)

로타르 마테우스(독일)

10억명 1억
8천만명

1억
600만명

1억
1440만명

16골

3골 18경기

25경기

우승 횟수

12 3

21회

18회

19회

17회

15회

13회

16회

12회

11회

10회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

벨기에, 우루과이

세르비아, 스웨덴

러시아, 스위스

대한민국, 네델란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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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가야역사 
숨겨진 비밀의 도시
가야가 이 땅에서 사라진 지도 1500여 년이 지났다. 
가야는 우리나라 고대국가시대 때 3국이 아닌, 당당한 4국시대를 
열어가며 한반도 남부지방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다. 
그러나 부족가야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야는 좀처럼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여태까지 설화로 숨 쉬는 
‘잊혀진 왕국’이다. 이제 그 자취를 찾으려 한다. 

伽倻 역사현장마다 옛 가야인의 체취

잊혀진 왕국 가야(伽倻), 가야는 고구려 신라 백제와 함

께 한반도의 역사를 담당하면서 독창적으로 성장한 왕

국이다. 가야는 고구려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에

서부터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 

기록에 그 존재와 실체가 나타난다. 그리고 수많은 유

적의 발굴로 가야가 3국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문화를 

지니고 있었고, 일본, 중국 등과도 활발한 대외교류를 

했음이 증명되고 있다.

서기 42년 김수로왕이 김해지역에 가락국을 건국한 때

부터 신라에 나라를 내주기까지 520년간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운 왕국이다. 옛 가야 땅 곳곳에는 가야인

들이 남긴 유적 유물이 널려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아직도 가야문화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

다. 독립된 왕국으로서 그 실체가 뚜렷하게 존재한 데

도 가야가 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

까. 그것은 단지 신라에 병합된 이렇게 아리송한 기록

의 편린만 남긴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기 때문이

송현리 고분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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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가야사(伽倻史)의 경우 삼국유사 등 몇 안 되는 중요 사료조차

도 설화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사료 비판을 통해 사실로서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돼 있다.

잊혀진 왕국, 가야의 국명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가야는 낙동강 서쪽의 변한 지역에 있었던 여러 세력 집단이 성장한 나라

다. 그 명칭은 출전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다. 금관국은 신라에 병합된 이

후에 쓰인 것이고, 구야국은 중국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

傳)’에 나오는 국명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주로 가야(伽倻)로, 삼국사

기(三國史記)는 가야(加耶, 伽倻) 또는 가라(加羅)로 쓰고 있다. 

가야(GAYA)는 원래 인도 갠지스강의 지류에 위치한 한 성읍(城邑) 이름인

데, 부처가 수도와 득도는 물론 설법을 편 유서 깊은 곳으로 알려져 왔다. 

불교가 유입된 후 낙동강 유역의 소국가군 중에서 종주국 격인 가락국과 

나머지 5가야들도 지역명 다음에 ‘가야’라는 말을 붙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락국에 이어 차례로 5가야 건국

가야의 영역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그 경계를 ‘동(東)으로 황산강(黃山

江: 낙동강 하류), 서남(西南)은 창해(滄海: 남해안), 서북(西北)은 지리산

(地理山: 智異山), 동북(東北)은 가야산(加耶山)의 남쪽’이라고 해 어느 정

도 나라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야 유물이 낙동강 동쪽 일부와 

호남 동부지역, 그리고 전남 광양만, 순천만 일대와 최근에는 전북 남원, 

장수, 진안, 임실 고분군도 가야의 것으로 확인돼 영역이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가야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 500년

이 넘는 동안 한반도 남단에서 독창적인 문화권을 형성해온 역사의 실체

를 규명하려는 고고학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창녕 일대 ‘비화가야’ 제2의 경주, 가야시대 유적 유물 즐비

영남의 중추인 낙동강의 자양으로 번성해온 창녕은 ‘제2의 경주’로 불릴 

정도로 가야시대의 유적 유물이 많다. 따라서 창녕은 그 옛날 영남문화권

의 중심지였음이 수많은 유적 유물에서 증명되고 있다. 

창녕 땅에 과연 비화가야가 존재했을까.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

상이 돼 왔다. 가야시대의 창녕은 삼국사기에는 비자화(比自火) 또는 비

사벌(比斯伐)로, 진흥왕 순수비에는 비자벌(比子伐)로, 그리고 삼국유사에

는 비화가야(非火伽倻)로 표기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창녕을 어엿한 가야

국명으로 표기한 점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비화가야를 일연(一然)선사는 

삼국유사 본조사략(本朝史略)에서 ‘아마 대가야일 것이다’라는 단서를 달

아 오늘날 혼란이 되고 있다. 

창녕은 비화가야의 고도(古都)

비화가야는 창녕읍 일원을 중심으로 영산 현풍 계성을 포함한 대영역이

었다. 창녕에는 지금까지 가락국의 김해나 대가야국의 고령처럼 역사기

록이 없고 진흥왕 순수비가 버티고 있는 바람에 신라문화권 영역으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창녕의 향토사학자들과 연구단체들은 창녕을 비화

가야의 고도(古都)가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교동·송현동고분군과 계성고분군의 묘제 중 한기만 신

라묘이고 모두 가야묘제이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중 주분인 제7호분과 

89호분, 91호분에서 나왔다는 왕관은 금동관(金銅冠)으로 가야왕관이다. 

순금으로 굽이 높다란 신라왕관과 비교할 수 있다.

힘겨운 역사복원 작업

창녕군과 향토역사연구가들도 경주 다음으로 문화유적 유물이 많은 창녕

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역사를 잃어버린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힘겨운 역사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 언젠가는 창녕 땅 곳곳에 널려 있는 수많은 가야시대의 유

적 유물에서 비화가야(非火伽倻)의 이름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경북의 상주에서부터 성산 고령을 거쳐 함안 고성 김해에 이르기까지 

700리에 달하는 낙동강 유역과 서쪽으로는 지리산을 경계로 하는 영역으

로 출발한 6가야의 500년 역사 현장마다 옛 가야인의 체취가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가야인들이 남긴 유적 유물이 옛 가야 땅 곳곳에 널려 있

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야의 유적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되면서 잊혀진 

왕국 가야역사의 신비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따라서 가야는 이러한 유적 

유물로 인해 ‘잊혀진 왕국’에서 ‘영원한 가야’로 우리 역사에 우뚝 서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비화가야왕관

가야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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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은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보호벽이다. 체력이 강해지면 첫째, 만병

을 이길 수 있는 보호벽이 생긴다. 체력이 

강하면 면역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되어 강

력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세포와 암세포

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NK, natural 

killer cell)가 증가되어 무서운 암 발병 가

능성도 낮아진다. 또한 허리, 무릎의 관절

질환과 혈압, 당뇨, 심장, 폐 관련 질환에

도 보호벽이 생긴다. 둘째, 정신건강에도 

보호벽이 생긴다. 매일 체력운동을 실행

하면 행복 호르몬(도파민, 세로토닌, 엔돌

핀)의 분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

몬인 코티졸 분비에 브레이크 역할을 수

행하는 해마, 전두엽이 발달되어 상호 균

형을 맞춰 우울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매사 긍정적이고 의욕적이며 명랑한 기분

이 지속되는 등 정신건강에도 강력한 보

호벽이 생긴다. 셋째, 과중한 업무로부터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보호벽이 

생긴다. 체력이 강한 것만큼 예비력이 높

아져 피로도가 쌓이지 않고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스

트레스 수치도 높아지지 않아 무한경쟁에

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 매

일 체력운동으로 체력이란 외피로 병들지 

않는 몸, 피로하지 않는 몸, 스트레스에 강

한 몸을 만들자! 이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

는 케틀벨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케틀벨 운동은 완벽한 체력운동이다. 대포

알 위에 손잡이를 달아놓은 것 같은 쇳덩

이로 만들어진 “케틀벨” 운동기구는 러시

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 기원은 1700

년대로 약 300년 이상 오래된 역사를 자

랑하는 운동기구이며 1990년 초 舊소련 

KGB 체력훈련 교관이었던 파벨(Pavel)이

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1998년)하여 

RKC(Russian Kettlebell Challenge)라는 단

체를 만들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

다. 좁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운동 효과가 뛰어나 한 번 맛을 경험한 사

람은 그 매력에 푹 빠져든다. 자그마한 쇳

덩어리로 스윙 30∼50회 반복으로도 심장

이 터질듯하고 하체 근육은 더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거센 운동이다. 내가 경

케틀벨 운동은
가장 완벽한 
체력운동이다

글 이성모 운동생리학박사

글로벌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산적한 업무량과 무한경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매일 매일 과부하로 
인한 만성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건강을 지키는 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책무이며 삶의 지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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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했던 수많은 운동도 케틀벨 스윙만큼 짧은 시

간에 all out 되는 운동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 할리우드 스타들도 섹시하고 아름다

운 체형을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 운동으로도 효

과가 뛰어난 것이 입증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

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일반 대중 헬스센터에서

도 필수 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케틀벨 운동은 중량이 4kg에서 36kg까지 2kg 

단위로 다양해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걷기조차 

힘든 고령의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체력

수준에 맞게 선택하여 운동할 수 있어 “앉은뱅

이도 일어나 걸어 다닐 수 있게 한다”고 알려

진 운동이다. 케틀벨 운동은 기본동작인 스윙 

한 동작으로도 근력과 심폐기능을 동시에 발달

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체력운동이다. 먼저 

근력운동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본능적인 움직

임 즉, 앉았다가 일어나고, 걸어가서 위, 아래로 

밀거나 당기는 동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힘

을 키우는 운동이다. 이러한 동작에 필요한 근

육은 다리의 대퇴근(大腿筋, Femoral muscle)

과 엉덩이의 대둔근(大臀筋, Gluteus maximus), 

척추기립근과 넓은 등의 광배근(光背筋, 

Latissimus muscle of back), 어깨의 삼각근(三

角筋, Deltoid muscle)등 이다. 또한, 심폐기능

은 빠르고 지속해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

록 필요한 에너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노폐물

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체력요인 중 가

장 중요한 근력과 심폐기능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완벽한 체력운동은! 케틀벨 운동이다. 

케틀벨 스윙 운동 따라 하기 케틀벨 스윙 운동

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중량을 체력수준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40

대는 12kg, 50대는 10kg, 60대는 8kg 정도로 

시작하면 되는데 중량이 무겁다고 생각되면 더 

줄여도 좋다. 케틀벨 스윙 운동을 처음 시작하

는 사람은 매일(주 5회), 10kg(女 4kg)으로 15회

씩 3∼4 되는데 10세트까지 도달하면 한 단계 

올려서 중량을 12kg(女 6kg), 반복횟수는 20회

로 증가시키고 세트만 6세트로 내려서 실시하

면 된다. 계속해서 2주마다 2세트씩 늘려가면

서 운동하면 된다. 또다시 10세트까지 도달하

면 한 단계 올려서 14kg(여 8kg), 반복횟수 25

회, 6세트로 시작해서 2주마다 2세트씩 늘리면

서 운동한다. 이후 운동강도를 똑같은 방법으

로 단계를 올리면서 운동한다. 케틀벨 스윙 운

동을 초급수준, 중급수준, 상급수준으로 구분한

다. 수준별 운동강도를 구분해 보면 초급수준

은 3개월간 중량 10∼14kg, 반복횟수 15∼25회, 

6∼10세트까지 시행하면 된다. 중급수준은 4개

월간 중량 16∼20kg, 반복횟수 30∼40회, 6∼

10세트까지 실시하면 된다. 상급수준은 6개월 

이상 중량 22kg 이상, 반복횟수 45∼50회, 6∼

10세트로 계속 실시하면 된다. 만일 중량증가

가 빠르다고 느끼면 기간을 더 늘려서 천천히 

증가시켜도 좋다.  

케틀벨 스윙 운동 초급단계는 기본자세와 기초

체력을 조성하는 단계이며 중급단계부터는 근

력이 증가되는 효과를 느끼면서 운동할 수 있

다. 운동 시작 3개월 이후 중급단계부터는 다

리, 엉덩이, 등, 어깨에 근육은 증가하고 체지방

은 감소하게 되고, 심폐기능도 매일 달리기 운

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된

다. 이때부터는 근력과 심폐기능의 체력수준

이 향상되어 힘든 일을 해도 지치지 않으며 피

로증상도 느끼지 못한다. 또한 관절의 인대와 

건, 연조직이 튼튼해져 무릎, 허리 통증이나 불

편함이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상급단계인 운동

시작 1년 이후부터는 근력, 심폐기능, 관절기능 

모두 슈퍼맨 체력소유자 수준으로 체력이 향상

되어 어떤 운동이든 최고능력을 발휘할 수 있

게 된다. 몸이 가벼워져 지리산 천왕봉도 단숨

에 오르고 내려올 수 있으며 어떤 운동이든 최

고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소유

하게 된다. 또한, 면역기능이 향상되어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질환도 잘 걸리지 않는다. 

“앉은뱅이도 일어나 걸어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케틀벨 운동에 입문하는 순간 모든 질병을 이

겨낼 수 있는 체력이라는 외피를 입은 것이며, 

직장에서는 피로가 쌓이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변모된다.  

케틀벨 스윙 기본자세 만들기 근력운동은 중량

선택과 자세를 정확하게 해야 운동 효과를 배

가시킬 수 있다. 근력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하

는 사람은 대부분 자세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

에서 운동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자세

를 정확하게 만들고 근력운동에 입문해야 한다

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케틀벨 스윙 운동은 

자세에 큰 무리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허리, 무

릎 재활운동으로도 효과가 뛰어나 남녀노소 누

구나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운동이다.

준비자세 

➊ 양손으로 케틀벨을 잡고 양발은 어깨

보다 약간 넓게 하면서 발을 V자형으로 

만든다. ➋ 케틀벨을 다리 사이로 내리면

서 허리는 아치형으로 만들고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빼면서 앉는다. 이때 양 무

릎은 엄지발보다 앞쪽으로 나가면 안 된

다. ➌ 상체는 깊게 숙이고 아치형을 계

속 유지하기 위해 턱을 위로 향하게 한

다. ➍ 케틀벨을 다시 양손으로 지면과 

수평 하게 올리고 엉덩이, 무릎, 허리를 

똑바로 선 상태까지 일어나면 동작이 1회 

완성된다. 다시 처음 자세로 앉았다가 일

어나는 것을 30회 반복하면 된다. 다시 

한 번 글로벌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건강

과 열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하다. 체

력이라는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 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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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에 개장을 해 어언 44년째다. 오랜 시간이 흘러 시설 등이 많이 노후

화됐을 거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2011년까지 3년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작업을 진행해 신 골프 감각을 가미하는 한편 자연 속의 친환경 문화공간으

로 명문 골프장 못지않은 코스와 페어웨이, 그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주컨트리클럽은 국내에서 14번째로 오래된 골프장으로써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명문 코스로 총면적 약 38만 평에 라이트 시설이 완비돼 있고, 페

어웨이가 넓어 장타를 구사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명문 골프장이다. 대체로 

거리가 짧고 경사가 완만해 아마추어 골퍼들도 부담이 없이 즐길 수 있다.

코스는 에이스(Ace) 코스와 드림(Dream) 코스, 챌린지 (Challenge) 코스 

총 27홀 108파로 이뤄져 있다.

에이스 코스는 대체로 원만하며 숲이 울창하고 남자다운 이미지를 풍기는 

심플한 코스다. 그린에 비해 주변에 나무가 많이 성장해 코스공략을 잘해야 

하는 전략적 특색이 있는 코스로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벙커로 인해 한 홀

4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여주컨트리클럽 

YEOJOO
COUNTRY
CLUB

경기도 여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여주컨트리클럽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있는 골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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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와 긴장이 요구된다. 하지만 공략과 

기량을 이용해 과감한 샷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하다.

드림 코스는 전체적으로 아담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풍기며 주변의 아름

다운 정취와 함께 플레이어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코스다. 스코어 가 잘 

나는 편이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적당히 플레이 하다 보면 의외로 난

조를 보여 스코어가 저조해질 수도 있다. 그린은 까다로운 편이므로 어

프로치는 핀대에 정확하게 적중시켜야 유리하며 특히 홀마다 함정이 숨

어 있어 티샷에서부터 주의를 요한다.

챌린지코스는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난이도를 고루 갖추고 완벽한 자연

의 입지조건 위에 설계되어 대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최상의 코스다. 정

상에서 내려다보는 넓은 평야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케 하

는 코스다. 코스공략은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플레이하는 것이 좋은 스

코어를 내는 지름길이며, 구릉이 많아 절묘한 플레이가 연출되기 때문에 

싫증 날 틈이 없는 매우 흥미로운 코스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 클럽하우스는 2층 건물로 이루어져 고객의 

편의를 위한 프런트, 로비, 레스토랑, 락카 등의 각종 시설이 자리 잡고 있

다. 특히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주컨트리클럽에서 직접 운영하는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은 또 하나의 자

랑거리다. 골프 라운드도 즐겁지만 맛있는 먹을거리도 라운드에 버금가

는 즐거움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계절별, 월별로 새롭게 선보이는 주방장

의 특별요리와 항상 밝고 명랑한 미소로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식음파트 

직원들의 맞춤 서비스가 회원들에게 만족감을 준다.

 문의 일성남한강콘도&리조트 031-883-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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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직장인들은 바쁜 직장 일정 때문에 남

은 연차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말을 

활용해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나트랑 자유여

행은 어떨까? 특히 베트남은 다낭, 나트랑 등

이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며 하노이, 호치민 등 

기존 베트남 인기 여행지와 함께 여행객 증가

에 힘을 보탰다. 

그중에서도 베트남 최고 해변 도시이자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나트랑으로 자유여행을 계획

하고 있다면 ‘베트남 왕실 휴양지’이자 아직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나트랑이 최적의 선

택이다. 참족어로 “야짱”이라고 불리는 나트랑

은 베트남 말로 “냐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곳은 유럽인들의 휴양지로 유명했고, 20세기 

초반부터 빠르게 발전하며 세계적인 관광명소

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넓은 해변을 따라 아담한 섬이 자리해 있으며, 

글로벌 호텔 기업이 세운 5성급 리조트가 해안

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다. 유럽의 배낭 여행객, 

커플과 신혼부부, 지인과 대가족에 이르기까지 

나트랑을 찾는 이들은 매우 다양하다.  

저렴한 먹거리와 숙소, 따뜻한 기후, 4시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 등은 3박 4일 해외여행

으로 안성맞춤이다. 

베트남의 과거와 만나다 ‘포나가르탑’ 

나트랑의 대표 볼거리의 첫 번째는 ‘포나가르

탑’이다. 7세기에서 12세기 말 베트남의 중남부

를 지배했던 참파 왕국에 의해 나트랑 강 입구

에 만들어진 힌두교 사원이다.  

약 25m 정도의 높이로 탑 안에는 포나가르 여

신상과 제단이 설치돼 있다. 사원으로 가운데 

있는 탑 내부와 지붕엔 남성의 성기 모양을 한 

인도 시바신 상징물인 ‘링가’가 설치돼 있다. 포

나가르는 10개의 팔을 가진 여신을 뜻하며 이곳

은 힌두교 사원의 독특하면서도 이국적인 느낌

올해 해외여행 트렌드는 저비용항공사
(LCC)가 국제선 노선을 적극적으로 확
대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단거리 지역
으로의 짧은 여행이다.  

동남아의 새롭게 떠오르는 
베트남 왕실 휴양지 나트랑 

NHA T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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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직하고 있다. 사원 대부분은 774년과 784

년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진 자바 군의 공격으로 

소실되었으며 귀중한 보물도 거의 사라졌다. 

나트랑은 6개의 버스 노선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4, 6번 노선이 모두 포나가르탑을 지

나간다. 베트남에서는 자전거 택시인 씨클로도 

이용하지만 관광을 위해서 한번 정도 타는 것

이 좋다. 복잡한 도로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리 가격을 흥정해야지 바가지

를 쓰지 않으니 참고하자. 

따뜻한 남쪽에서 피로를 풀자. 

‘에그머드&탑바 머드 온천’ 

유황성분이 풍부해 각종 피부질환에 좋은 것으

로 알려진 머드 온천욕이다. 추천 머드 온천장으

로는 에그머드 온천과 탑바 머드 온천이 있다.  

에그머드 온천은 야외에서 즐기는 천연 머드

욕 온천으로 머드탕과 온천 풀장, 온천 폭포, 키

즈 클럽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탑바 머드 온천

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0원이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머드 온천으로 걸쭉한 머드가 아

닌 그냥 머드 물로 풍부한 미네랄이 포함돼 있

어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며 피부에 활력을 불

어 넣어준다. 

머드욕장이나 온탕에 들어가기 전 소지품을 개

인 락커에 넣고 들어와야 해서 온천을 즐기면

서 시원한 맥주 한잔을 하고 싶으면 돈을 넣을 

방수팩을 하나 준비하면 좋다.  

나트랑 해변 야경 명소 

호텔 하바나 루프탑 ‘스카이라이트’ 

세 번째는 나트랑에서 가장 멋있는 야경을 즐

길 수 있는 ‘스카이라이트’다. 국내 예능 프로

그램에서 소개되어서 더 유명해진 곳이다. 나

트랑 비치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제일 

꼭대기 층에 350도 파노라마로 해변과 주변 건

물들을 볼 수 있고 바닥이 유리로 되어 투명하

게 아래가 보이는 포토존도 설치되어 있다.  

한 층 아래로 내려가면 BAR가 있는데 밤에는 

클럽으로 운영된다. 밤에 야경도 보고 루프탑 

클럽에서 음료와 술을 즐길 수 있다. 하바나 호

텔 1층에서 티켓을 사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

고 입장을 하면 무료 음료 한 잔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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뭍과 물이 오랜 세월 만나 
일궈낸 생명의 땅, 
경상남도 창녕 우포늪 
우포늪은 자신을 낮춰 모두를 보듬는다. 지구에서 가장 생명 
부양력이 높은 생태계는 늪이다. 우포늪은 1998년 3월 2일 
람사르 협약에 보호 습지로 등록되었다. 만 20년이 되는 올해 
우포늪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UPO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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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만든 거대한 생명의 땅

물에 젖은 비옥한 땅이자 생물 다양성의 산실, 거대한 내륙습지 경상남도 

창녕 우포늪에는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산다. 

우포늪은 수면 면적만 70만 평에 달하며 홍수 때 잠기는 면적까지 합하면 

200만 평에 달한다. 우포늪은 원래 하나의 늪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주

변을 농토로 만들면서 대대둑, 사지포 둑, 주매 둑, 목포 둑 등 4개의 제방

이 만들어져 네 개의 습지로 나뉘었다. 우포(소벌)와 사지포(모래벌), 목포

(나무벌), 쪽지벌이 그것이다. 대대제방에 들어서니 우포늪이 드넓게 펼쳐

진다. 우포늪은 480여 종의 식물류, 62종의 조류, 28종의 어류, 55종의 수

서곤충류, 12종의 포유류, 7종의 파충류, 5종의 양서류, 5종의 조개류 등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대대제방에서 늪 가로 내려서니 우포늪의 수원이 되는 토평천이 흘러온다. 

토평천이 우포늪과 만나는 지점에는 버드나무 같은 습지에서 자라는 키 

작은 나무와 갈대를 비롯한 풀들이 곳곳에서 물을 들어내는 연못과 함께 

전형적인 내륙습지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우포늪은 낙동강 본류에서 동쪽으로 7㎞가량 떨어져 있다. 화왕산에서 시

작해 창녕읍을 지나온 토평천이 우포늪으로 흘러들어왔다가 낙동강으로 

빠져나간다. 우포늪의 고도가 낙동강 쪽 자연제방보다 낮아 홍수가 나면 

낙동강 물이 우포로 역류하고 평상시에도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 일대는 물이 고여 있는 늪이 됐다.  

우포늪 주변은 대대제방 아래쪽 들판을 제외하고는 3면을 해발 100m 전

후의 낮은 야산들이 감싸고 있다. 잔잔한 늪과 완만한 야산들이 어울려 

우포늪은 부드럽다.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 보전지역 중 생태계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국제적으로도 1998년 3월 2일 람사르협약 

보존 습지로 지정됐다. 그리고 2011년 1월 13일 천연기념물 524호가 됐고, 

2012년 2월 8일에는 습지보호 지역이 됐다.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 내륙 습지이다. 그동안 산업화와 개간 사

업으로 우포늪보다 더 큰 함안의 유전늪을 포함해서 많은 습지가 파괴되

었다. 갈수록 심화하는 이상기후 현상과 환경문제는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보전을 전제로 하면서 현명하게 이를 이용해야 할 자연자원이다. 이런 자

연을 실제 마주칠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 우포늪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직접 진흙을 밟고 만지며 늪

을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은 한 번에 12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다. 우포늪

생태체험장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고 유료로 진행된다. 주말에는 가족 

체험객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주중에는 학교 등 20인 이상의 단체를 중

심으로 운영이 된다. 지역 어부들이 직접 만든 늪배를 타면서 우포늪만의 

고유한 어업 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에서는 차로 30분 거리다. 영산IC에서 중부내

륙고속도로를 타고 창녕IC 방면으로 가다가 나와 우포늪생태관으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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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그 이상의 즐거움이 있는 곳, 
김해롯데프리미엄아울렛 

FASHION

GIMHAE LOTTE 
PREMIUM OUTLETS 

단순하게 옷만 사러 가는 쇼핑은 이제 끝났다. 가족단
위 쇼핑.여가 생활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아울렛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패션제품을 기반으로 리빙과 식품, 
휴게시설 등의 상품 비중을 크게 늘린 신개념 아울렛의 
등장으로 쇼핑의 패러다임이 바꿨다. 국내 최대 크기의 
워터파크와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305개의 유명 패션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곳, 김해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
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형 아울렛을 경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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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일반형, 프리미엄, 팩토리 아울렛 등 총 20개의 아울렛 점포를 운영

하고 있다. 프리미엄 아울렛은 김해점, 파주점, 이천점 등 5개 점이다. 

그중 지난 2008년 12월 부산·경남권 최초의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오픈한 

롯데 김해 프리미엄 아울렛은 약 4만 6280㎡의 영업면적을 자랑하는 프

리미엄 아울렛과 워터파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리 잡아가는 가족 단위 여가문화 확산은 교외형 

아울렛을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안착시킨 데다 소위 긴 불황으로 인한 ‘불

황형 소비패턴’은 백화점보다 아울렛을 생활에 더 밀착된 유통 형태로 받

아들이게 했기 때문이다. 

쇼핑 그 이상의 즐거움이 있는 곳 아울렛 

버버리, 나이키, 폴로 노스페이스 등 영패션 대표 브랜드를 포함해 국내 최

다인 총 305개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이 된다.  

아울렛 구성에 먹고 마시는 F&B 매장 구성도 핵심으로 꼽힌다. 부차적인 

시설물로 여겨졌던 식당가에 지역 맛집이 입점하거나 해외 유명 디저트를 

주력으로 하는 베이커리가 들어서기도 한다. 

총 5300여 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과 어린이를 위한 닥터밸

런스, 가족과 연인을 위한 주말 이벤트와 영화관, 옥상 공원, 미니 동물원, 

키즈 테마파크 등의 각종 테마공간을 비롯한 총 30개 업체가 입점하는 국

내 아울렛 최대 규모의 F&B(Food&Beverage)까지 갖췄다. 

실제로 주말 쇼핑을 즐기는 가족 단위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체험관과 테

마관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아울렛에 대한 선호는 크다. 복잡한 도시 생활

을 벗어나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기려는 욕구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 자녀ㆍ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고객들의 경우 복잡한 도심 쇼핑몰보다 

도심 외곽의 아울렛이 쇼핑하며 시간을 보내기에 더 편리하다. 이처럼 몰

(Mall)에서 휴일을 보내는 몰링(Malling)족들은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서서, 가족 연인과 먹고 마시고 영화를 보면서 주말 시간을 온전히 즐긴다. 

국내 최대 크기의 워터파크 

부산은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열악한 편이다. 일 년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없는 부산과 경남 일대 사람들은 물놀이 테마파크

를 즐길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경남 김해시 장유면 김해관광유통단지 내

에 자리 잡은 롯데 워터파크가 개장하면서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지금의 규모로도 1만 3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어트랙션만 11개

종 24개다. 내년에 6개종 19개 어트랙션이 추가 오픈하면 2만 명까지 동시

에 수용 가능해진다. 

롯데 워터파크는 크게 사계절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워터파크 존’과 

화산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실외 파도풀 존’ 등 두 개

의 존(Zone)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 워터파크 존은 면적이 약 2000평으

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 안에는 파도풀, 종합 물놀이 시설, 유수풀, 

스파풀, 플레이풀, 키디풀은 물론 실내 스윙 슬라이드, 바디 슬라이드, 튜브 

슬라이드 등의 어트랙션이 자리 잡고 있다. 실내 파도풀 ‘티키 웨이브’는 

최대 폭 35m, 길이 38m로 이 역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 

편의시설도 신경을 쓴 대목이다. 8개의 테마룸이 마련돼 있어 한 번에 1천

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찜질방과 사우나를 갖추고 있다. 별관동에는 따로 

7500개의 보관함을 마련해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곳곳에

는 누워서 편안하게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7백여 개의 선배드와 휴식 공간 

카바나도 120여 개나 마련돼 있다.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에서 가는 법

 승용차 이동(약 50분 소요)

수산교차로에서 ‘창원, 진영’ 방면 우회전  공설운동장교차로에

서 ‘부산, 진영, 진영역’ 방면 왼쪽 방향  소업삼거리에서 ‘부산, 

김해’ 방면 우회전  칠산교차로에서 ‘서김해IC, 장유’방면 오른쪽 

방향  칠산교차로에서 ‘율하신도시, 칠산 방면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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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들이 최근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며 활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

데 전통5일장이 화제다.

창녕시장에 들어서자 사거리를 두고 좌판 행렬이 끝이 없다. 수제 어묵

과 순대, 생과자, 호떡처럼 흔한 주전부리로 손님 입맛을 사로잡았다. 매

월 3·8·13·18·23·28일에 장이 선다.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이 동시에 운

영이 되고 있으며, 정기시장이 열리는 평일에도 사람이 붐비지만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더욱더 사람들이 몰려든다. 

창녕은 구한말 보부상들의 주요 활동지역으로 영남 지방의 상업 활동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창녕장은 경상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 중 

하나로 손꼽혔었다.  

창녕장은 읍내장 또는 대평장으로도 불렸는데 지금도 옛 장터의 모습이 

비교적 잘 간직되어 있으며, 예전보다 규모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

전히 성시를 이루고 있다. 

장터는 크게 3구역 즉 상설 재래시장인 창녕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과 옛 

공설운동장 인근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요 장터는 1947년 개설된 술정리

의 창녕시장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옆 길가로 들어서는 작은 장은 오리정 

난전이라고도 불린다.  

옛 공설운동장 주변에 서는 장에서는 창녕군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와 마늘

만 거래된다. 

창녕장은 예전부터 고추와 마늘 물량이 많은 데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여 

1980년대만 해도 대구·밀양·진주 등지에서 완행 첫 버스를 타고 단체로 

오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김장철이 다가오면 더욱 활기를 띤다. 장

날에는 서부 경남 최대 규모의 우시장으로 알려진 창녕 우시장도 함께 열

린다. 잉어와 가물치, 미꾸라지 등 민물고기를 판매하는 어물전과 창녕 지

역에서 생산되는 귀한 약재인 마름(말밤), 잠시나마 옛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뻥튀기, 소가죽 안쪽에 붙은 살로 만드는 수구레국밥 등은 창녕장의 

명물로 꼽힌다. 저렴하고 토속적인 미각을 즐기려면 창녕읍 창녕 공설시

장이 딱 맞다. 상설 재래시장인 이 장터에서는 수구레국밥, 곰탕, 순댓국 

등을 포장마차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다. 

시장 상인들의 추천 음식은 선지 국수다. 정말 푸짐해 감탄이 절로 나오는 

국수는 큼직한 선지와 무, 우거지, 콩나물 속에 국수가 숨어있다. 매콤하고 

시원한 국물에 소면 말고 밥도 말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한 젓가락씩 돌돌 말아먹다 보면 속이 얼큰함을 느낄 수 있다.

MARKET

지역명 장터 위치 장날

인천 강화장 강화읍 읍내리 2일, 7일

광주 송정장 광신구 송정동 3일, 8일

울산 호계장 북구 농소동 1일, 6일

경북 영주 풍기장 풍기읍 성내리 3일, 8일

경북 안동 도산장 도산면 온혜리 1일, 6일

충남 공주 유구장 유구면 석남리 3일, 8일

충북 단양 단양장 단양읍 도전리 1일, 6일

전북 남원 인월장 인월면 인월리 3일, 8일

강원 정선 정선장 정선읍 봉양리 2일, 7일

제주 서귀포 서귀포장 서귀포시 동흥동 4일, 9일

전국 유명 5일장

콘도명 장터 위치 장날

설악온천(고성) 양양장 양양읍 남문리 4일, 5일

남한강(여주) 여주장 하동 5일, 10일

무주 반딧불장 무주읍 읍내리 1일, 6일

지리산(남원) 남원공설시장 금동 4일, 9일

경주보문 안강장 안강읍 양월리 1일, 6일

부곡온천(창녕) 창녕장 창녕읍 술정리 3일, 8일

제주비치 협제 단양장 초천읍 합덕리 1일, 6일

일성콘도&리조트 주변 5일장

시골 장터에는 정이 
사람보다 한발 앞선다
창녕 5일장

昌寧五日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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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해, 새로운 시작!
매년 1월1일. 당사를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일성콘도&리조트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떡국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풍성한 
기쁨속에서 뜻하셨던 모든 일 성취하시길 소망합니다.

설날에는 가족과 함께!
일성콘도&리조트와 함께 흥나는 놀이 한판~ 
즐거운 설 연휴 보내기!
 행사일자 : 설날 당일, 저녁7시~9시
 대상 : 일성콘도&리조트에 투숙하시는 모든 고객
 종목 :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상품 : 객실 무료이용권, 조식이용권 등 제공

2월 해피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친구추가 이벤트를 진행!
사랑이 가득한 해피 발렌타인!
일성콘도&리조트의 따끈따끈한 소식이 알고싶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일성리조트” 검색하여 친구추가!

일성콘도&리조트 인스타그램 1주년을 맞이하여 
오픈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오픈 1주년 축하드립니다!
*일성콘도&리조트 팔로우하기! @ilsungresort
→ 팔로우하고 일성콘도&리조트와 더 가까워지기!!

졸업&입학 축하 이벤트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졸업과 새학기를 맞이하는 나 자신에게! 
또한, 내 자녀에게! 친구에게!
응원의 메시지 남기기! 댓글이벤트 진행!
힘찬 새 출발을 위하여 일성콘도&리조트에서 
응원댓글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月

우리딸 고등학교 3년 수고많았다. 
멋지고 즐거운 대학생활 하기를~

우리 손녀딸 유치원 입학을 축하하며,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거라.

전욱! 군 제대후 복학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올해 
계획한 모든 일 성취하기 바란다. 화이팅!

화목한 우리 가정에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새학기 화이팅!!

<일성콘도&리조트> 이벤트&혜택존

2月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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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행복! 오! HAPPY DAY
가정의 달 이벤트! 5배로 행복한 5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일성콘도&리조트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스승의 날 이벤트
   - 교직원 대상 본인1인 조식 무료제공!
 어버이날 이벤트

   - 체크인 시, 부모님 투숙객 대상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어린이날 이벤트

   - 페이스페인팅 진행, 선물증정!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 모습! 페이스페인팅으로 예쁘게~~~!!

호국보훈의 달 이벤트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
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일성콘도&리조트에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일자 : 6월 1일 ~ 30일
 국가유공자 본인 1인 조식 or 사우나

   (설악/남한강) 무료제공!!
 국가유공자 또는 확인원을 지참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1인

직영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이벤트!
고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직영점 개별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을 하였습니다. 오픈을 기념하여, 오픈 축하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픈을 축하해주셨는데요!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에는 각 지역에 관한 여행정보와 지역축
제, 부대시설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5月

6月

4月

리뉴얼 정말 넘 축하드리며 계속해서 
멋진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듬~뿍 받길 기원합니다!

일성콘도&리조트 7개 직영 홈페이지 
리뉴얼 축하드립니다!

더 쉽고 간편한 리뉴얼로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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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라서 행복한 명절!
보름달처럼 밝고 웃음 가득한 추석! 
일성콘도&리조트에서 즐기는 이벤트 한마당!

그 겨울, 더 달콤해지는 방법!!

9月~

10月

감성충만!!
일성콘도&리조트의 가을을 찍어보자!
오색단풍과 함께하는 가을낭만여행! 
올 가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일성콘도&리조트와 함께하기!

11月

12月

Event 1.  별에서 온 산타의 선물!
 산타클로스가 드리는 과자선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선물! 과자를 증정.
 산타가 간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담긴 크리스마스 선물!

신청을 받아 고객님께서 준비한 선물을 산타클로스가 대신 회원님의 
자녀분에게 배달해드립니다. *자녀분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해보세요!! 

Event 2. ‘추억 만들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증샷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성콘도&리조트에서 추억을 남기고 인증샷 찍기!

Event 3.  새해에 꼭 이루고싶은 소망을 남겨주세요! *댓글이벤트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다짐이나 목표, 일성콘도&리조트 응원글을 남기도록
댓글이벤트를 실시하며 많은 회원분의 이벤트 참여를 기대합니다.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남긴다면, 그 소망은 꼭 이루어집니다!!

[내 손맛, 맛있는 추석!] 송편 만들기
 참여마당 1. 우리가족 송편 빠르게 만들기
 참여마당 2. 남자들 송편 예쁘게 만들기

★송편증정★ 내가 만들 송편 먹어보기! (객실로 배달해 드립니다.)

[윷놀이 한판! 신나게 해보자!] 전통놀이 이벤트
 종목 :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상품 : 객실 무료이용권, 조식이용권 등

[깜짝이벤트!] 윷 던지고 조식먹자!
 윷을 10번 던져서 그 중 윷이나 모가 3번 나올 경우, 조식1인 제공!
 제기차기는 연속 20번 찼을 시, 조식1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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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주요 행사 정보
ILSUNG CONDO&RESORT

구분 
콘도&
리조트

행사내용

18년 

5월

부곡온천 밀양아리랑대축제, 달성토마토축제

설악온천 청춘양구 곰취축제

지리산 남원춘향제

무주 합천 황매산철쭉제

남한강
여주도자기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여주세종대왕마라톤대회

경주보문 울산옹기축제

제주비치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18년 

6월

부곡온천 대구 꽃 박람회, 부산국제무용제

설악온천 강릉단오제, 설악국제트레킹대회, 고성라벤더축제

지리산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무주 무주산골영화제

남한강 이천체험 문화축제, 양평 메기수염축제

경주보문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대구꽃박람회

제주비치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18년 

7월

부곡온천 옐로우리버비치, 창원ICT&진로체험 페스티벌

설악온천 장사항 오징어맨손잡기축제, 청춘양구배꼽축제

지리산 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금강여울축제

남한강 설봉산 별빛축제, 여주사랑 걷기대행진

경주보문 포항국제불빛축제

제주비치 삼양 검은모래 해변축제

18년 

8월

일성레저산업(주) 창림기념일

부곡온천 옐로우리버비치, 부산바다축제

설악온천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지리산 필봉마을굿축제

무주 무주반딧불축제, 영동포도축제

남한강 양평 메기수염 축제

경주보문 부산 바다축제, 대구 국제바디페인팅 페스티벌

제주비치 제주 이호테우축제, 도두오래물축제

18년 

9월

부곡온천 창원조각비엔날레 

설악온천 양양송이축제

지리산
함양산삼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남한강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경주보문 신라임금 이발하는 날

제주비치 탐라문화제

18년 

10월

부곡온천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맘프(MAMF)

설악온천
양양연어축제, 통일고성명태축제, 주문진오징어축제, 

설악산단풍축제, 횡성한우축제, 강릉커피축제

지리산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무주
대한민국 와인축제, 금산인삼축제, 진안홍삼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남한강
여주오곡나루 축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이천쌀문화축제

경주보문 청도반시축제

제주비치 덕수리전통민속축제

구분 
콘도& 
리조트

행사내용

18년 

11월

부곡온천 창원 단풍거리축전,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설악온천
도루묵 축제, 속초별미 양미리 축제, 강릉 

하트불꽃크루즈

지리산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 순천만갈대축제, 

지리산둘레길걷기축제

무주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남한강 양평 친환경 농축산물 대축제, 한국민속촌 드라마축제

경주보문
포항구룡포 과메기축제, 청송사과축제, 기계 

농특산물축제

제주비치 최남단방어축제, 제주올레걷기축제

18년 

12월

부곡온천
부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부산해맞이축제, 이월드 

별빛축제

설악온천 양양해맞이축제, 평창송어축제

지리산 산속여우빛축제

무주 영동곶감축제

남한강 에버랜드 크리스마스 판타지, 양평몽땅구이축제

경주 울산대공원 장미원 빛축제

제주비치 제주성산일출축제

19년 

1월  

부곡온천 해운대라꼬빛축제

설악온천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인제빙어축제, 평창송어축제

지리산 남원바래봉눈꽃축제, 함양 곶감축제

무주 거창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남한강 양평빙어축제, 안성빙어축제

경주보문 부산 북극곰 수영축제

제주비치 서귀포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제주허브동산“별빛놀이”

19년 

2월

부곡온천 이월드별빛축제

설악온천 대관령눈꽃축제, 정선고드름축제

지리산 남원바래봉눈꽃축제

무주 초리 꽁꽁놀이 축제

남한강 청평 얼음꽃 송어축제, 안성빙어축제

경주보문 청도프로방스 별빛동화마을 빛축제

제주비치 탐라국입춘국놀이, 한림공원 매화축제, 제주노리매 매화축제

19년 

3월

부곡온천 양산 원동매화축제

설악온천 방태산 고로쇠축제

지리산 지리산뱀사골 고로쇠약수축제, 구례 산수유꽃축제

무주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축제,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남한강 양평 단월 고로쇠축제, 양평딸기체험축제

경주보문 영덕대게축제, 부산커피앤디저트쇼

제주비치 제주들불축제, 휴애리 매화축제

19년 

4월

부곡온천 진해군항제, 부곡온천축제,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설악온천 설악 벚꽃축제, 강릉경포 벚꽃잔치

지리산 남원 바래봉 철쭉제, 화개장터 벚꽃축제

무주 비단고을 산꽃축제, 금산홍도화축제

남한강 이천도자기축제,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

경주보문 경주벚꽃축제, 경주벚꽃마라톤대회, 경주 도자기축제

제주비치 제주왕벚꽃축제, 제주 유채꽃 축제

* 행사는 현지사정에 따라, 일정 및 축제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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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콘도&리조트 소식

일성제주비치콘도&리조트에서는 회원님만의 특별한 혜택을 드리기 위

해 연중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파가 몰려 숙박예약에 어

려움이 있는 여름 성수기와 추석 연휴의 숙박예약을 미리 도와드리고 있

다.(※자세한 사항은 일성콘도&리조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

다.) 회원님들의 알찬 여행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님들을 위한 준비된 레스토랑 파밀리아에서는 조식을 상시 운영하

고 있다. 지역에 맞는 특별한 식단과 신선한 음식으로 여행 시작의 아침

을 든든하게 책임지며, 조식 무료 이벤트와 패키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흑돼지로 유명한 제주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야외가든도 운영하고 있어 

JEJU 일성제주비치콘도&리조트

 문의 064-796-8400    대표번호 1566-8113

회의장명
인원(명)

강의실형 극장형

한라홀 500 600
비치홀 70 100
금능홀 50 70

스카이라운지홀 150 200

◎ 세미나실 현황

ILSUNG CONDO&RESORT

제주의 비양도를 배경 삼아 즐기실 수 있다.

 홈페이지 www.jejucondo.net

64   Ilsung Condo & Resort    Vol.4 2018

INFORMATION



일성남한강콘도&리조트에서는 회원님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라컨트리클럽 골프장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워터파크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50% 할인권 증정도 진행하며, 고객님의 레저활동에 편의를 드

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행의 빠질 수 없는 먹는 즐거움을 더해

드리고자 여름 특선메뉴인 전복갈비탕, 치킨샐러드, 냉우동을 출시하며, 

고객의 니즈를 맞추어 다양한 메뉴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일성설악온

천콘도&리조트와 더불어 세계적 축제인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최적의 접

근성으로 회원우선 예약을 진행하며 고객님들을 맞이하였다. 

 홈페이지 www.yeojucondo.net

NAMHANGANG 일성남한강콘도&리조트

일성설악온천콘도&리조트는 추진 중이던 서울~동홍천~양양간 동서고

속도로가 2017년 6월30일 전면 개통되었다.(양양JC에서 10분) 이제 서울

에서 100분 내외로 일성설악온천콘도&리조트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여름 피서철마다 교통대란을 겪는 영동고속도로의 차량 정체가 완화되

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가평~춘천~인제~양양을 잇는 ‘동서 관광벨트’

가 형성돼 관광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인구 유입 및 기업 유치 등 지역 성

장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적 축제 평창올림픽 유치에 따라 올림픽 기간 동안 관람하러 

찾아오시는 회원님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약을 진행하며 국가적 행

사에 적극 동참하여 두루두루 호평을 받았다. 

 홈페이지 www.sulakcondo.net

SEORAK 일성설악온천콘도&리조트

 문의 031-883-1199    대표번호 1566-8113

회의장명
인원(명)

강의실형 극장형

대연회장(세종홀) 200 350
명성홀 100 150
1세미나 50 70
2세미나 100 150

◎ 세미나실 현황

 문의 033-636-0013    대표번호 1566-8113

회의장명
인원(명)

강의실형 극장형

대연회장 250 600
대청홀 120 200
청초홀 100 150
영랑홀 80 130
금강홀 80 130

소세미나 40 70
제2세미나실 40 70

◎ 세미나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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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무주콘도&리조트는 청정지역인 무주에 위치하여 맑은 공기 속 쾌적

한 휴식과 최고의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계절별 아름

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행사 그리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일성무

주콘도&리조트는 최대 350명 수용 가능한 대연회장과 전문적인 상담·

편안한 단체안내로 인해 찾아오는 고객분들의 발걸음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분들께 인기가 많은 바베큐 또한 무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 중의 하나이다. 

※바베큐 사전예약 진행 문의 : 063-324-3939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토종엄나무백숙까지! 

간해독 및 간경화예방, 관절염치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토종엄

나무백숙! (식사시간 1시간 전 예약 필수)

 홈페이지 www.mujucondo.kr

MUJU 일성무주콘도&리조트

 문의 063-324-3939    대표번호 1566-8113

회의장명
인원(명)

강의실형 극장형

대연회장(라제홀) 200 350
별관(반디홀) 100 170

1세미나 30 60
2세미나 40 70
3세미나 130 200
4세미나 50 80
5세미나 80 130

◎ 세미나실 현황

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는 고객분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로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스카이라운지에서 여유로운 휴식과 

아름다운 보문호수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LAKEVIEW 객실과 문화휴

양시설, 레저체험, 주요관광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며, 사계절 형형색

색 변하는 보문관광단지에서 보문호반 달빛걷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즐

길 수 있다. 달빛걷기는 매달 보름에 진행된다.(행사일정 변경가능/자세

한 행사문의는 연락요망) 또한, 6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즐길 수 있는 바

베큐까지! (사전예약 필수, 회원카드 제시 시 10%할인)

 홈페이지 www.kyungjucondo.net

GYEONGJU 일성경주보문콘도&리조트

 문의 054-744-1199    대표번호 1566-8113

회의장명
인원(명)

강의실형 극장형

대연회장(신라홀) 250 400
보문홀 80 100
첨성홀 70 80
천마홀 60 80
화랑홀 30 30

◎ 세미나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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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에서는 대연회장, 한/양식당, 객실, 복도, 엘리

베이터 등 17년 7월 14일부터 17년 9월 28일까지 리뉴얼을 진행, 완료하였

다. 한층 더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단체 행

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

연회장의 경우 리뉴얼을 통해 기능이 크게 보완하여 웨딩홀도 오픈하였

으며 기업연수, 연회행사, 중·소규모의 각종 가족행사, 워크숍 장소로 새

롭게 태어났다. 가장 빛나고 행복한 순간을 아름답게 빛내줄 웨딩홀과 각

종 단체행사 진행과 객실 리모델링으로 인해 편안한 휴식과 최고의 1:1 고

객 서비스를 선사해드릴 것이며, 지리적 조건 또한 창녕·청도·밀양 등

과 가까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

고 있다. 전문 경력자들의 최고의 서비스와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앞

으로도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를 재방문 해주시는 고객분들도 꾸준히 

증가될것으로 본다. ※웨딩홀 예약 문의 : 055-536-9870

 홈페이지 www.bugokcondo.net

BUGOK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

사계절 아름다운 절경을 간직한 지리산

일성지리산콘도&리조트는 휴식의 편안함과 함께 역사, 문화체험, 자연

교육의 기회까지 드리는 다목적 휴양지로 가족 단위의 여행은 물론 대규

모 단체 연수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춘 고품격 휴양 리조트이다. 

우리나라 대표축제인 바래봉철쭉제, 구례산수유꽃축제, 고로쇠축제, 바

래봉눈꽃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인해 일성지리산콘도&리조트를 찾는 고

객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거기에 최대 350명 수용 가능한 대연회장과 30여가지 신선한 메뉴로 구

성되어있는 조식뷔페, 1층 야외테라스에서 즐기는 바베큐 그리고, 지리

산에서 재배한 한방재료로 만든 토종 한방백숙 여행의 즐거움과 건강까

지 다 챙길 수 있다. 

※식사시간 1시간 전 예약 문의 : 063-636-7000

 홈페이지 www.jirisancondo.net

본사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11 서정빌딩 2층
부곡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천로 594

설악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고성대로 47-24

지리산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천왕봉로 626-25

무주 : 전북 무주군 무풍면 라제통문로 455

남한강 : 경기도 여주시 신륵로 5
경주 : 경북 경주시 보문로 365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127

행사 및 단체문의 : 02-2078-8630, 8640~2

대표번호 : 1566-8113(내선2번)
www.ilsungresort.co.kr

JIRISAN 일성지리산콘도&리조트

 문의 055-536-9870    대표번호 1566-8113

회의장명
인원(명)

강의실형 극장형

대연회장 250 400
1세미나 140 200
2세미나 70 100
3세미나 60 80
4세미나 50 80
5세미나 40 70
그랜드홀 200 350

◎ 세미나실 현황

 문의 063-636-7000    대표번호 1566-8113

회의장명
인원(명)

강의실형 극장형

대연회장 250 350
노고단홀 120 200
반야봉홀 60 80
1세미나 40 60
2세미나 30 40

◎ 세미나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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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성수기 예약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회원님과 회원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일성콘도&리조트와 더불어 가족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여름성수기 객실예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ILSUNG CONDO&RESORT PEAK SEASON

SUMMER

 2018년 여름 성수기 기간 : 2018년 7월 13일(금) ~ 2018년 8월 25일(토) (44일간)

- 성수기 : 2018년 7월 13일(금) ~ 7월 22일(일), 8월 15일(수) ~ 8월 25일(토) (21일간)

- 극성수기 : 2018년 7월 23일(월) ~ 8월 14일(화) (23일간)

* 여름성수기 기간 객실요금은 성수기/극성수기 구분 적용됩니다.

* 회원님의 사용실적과 위약실적, 분양받은 상품종류 등을 평점 하여 객실이 배정됩니다.

* 성수기 기간은 투숙일 기준입니다.

 이용가능 리조트

- 직영리조트 : 설악온천, 경주보문, 남한강, 지리산, 무주, 부곡온천

* 제주비치 무 추첨 진행

* 하반기 2018년 7월 1일(일) ~ 12월 9일(일) 선착순 예약 중(교통수단 선 확보 우선예약)

- 제휴리조트 : 웰리휠리파크

* 청풍리조트, 골든서울, 코오롱경주, 온양관광, 부산코모도, 대아울릉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는 입실일 한 달 전 

  실시간 객실확인 후 예약가능

 신청접수 기간 : 2018년 5월 24일(목) ~ 2018년 6월 10일(금) (18일간)

- 인터넷(www.ilsungresort.co.kr), 모바일, ARS, 상담원전화, FAX,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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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기 추첨 접수 방법 

1) 회원권의 성수기 예약가능 박수를 확인합니다.

2) 원하시는 지역과 날짜를 정하여 확인합니다.

3)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날짜 변경하여 1지망/2지망/3지망 구분 후 신청합니다.

   * 분양받은 평형으로 자동 신청됩니다.

   * 접수 시 극성수기에만 접수하기보다는 신청날짜를 구분 변경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접수요령

 추첨발표

- 발표일자 : 2018년 6월 20일(수) 17:00 이후~

- 확인방법 : SMS문자 발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ilsungresort.co.kr)

 추가예약 및 변경 신청

- 2018년 6월 21일(목) 오전 9시부터 잔여 객실에 한하여 추가 예약 및 변경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www.ilsungresort.co.kr) 또는 ARS(1566-8113), 모바일로 신청 바랍니다.

- 예약변경 또는 취소는 입실일 기준 최소 7일전까지 예약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No-show처리되며 사용일수에 포함됨은 물론, 벌점이 부과되어 추후 주말 및 성수기 

  예약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제휴리조트 객실 예약번호는 예약 후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SMS문자 발송됩니다.

  (입실일 10일전까지 SMS문자가 발송이 없으면 반드시 예약팀으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 입실자가 회원에 등재되신 분이 아니실 경우 (법인회원은 예약자와 입실자가 상이한 경우) 입실거부 또는 회원 추천 요금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접수, ARS접수 시 비밀번호가 꼭 필요하오니 미등록 회원님께서는 비밀번호 등록 후  접수 가능합니다.

   * 비밀번호 등록 - 개인 : 비밀번호 등록신청서 작성 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법인 : 비밀번호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작성 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 비밀번호 등록신청서 다운방법 : 홈페이지→ 고객센터→ 회원자료실 → 비밀번호 등록(변경) 신청서

     팩스 : 02-549-8444 / 이메일 : iscard@ilsungcondo.co.kr / 문자 : 010-9173-1199(수신전용 / 라인, 카카오톡 불가) 

인터넷신청 모바일 유선전화(ARS)신청 FAX신청 문자신청

www.ilsungresort.co.kr

접속

↓

2018여름성수기신청

↓

희망지역 및 날짜 접수

↓

신청접수 확인

m.ilsungresort.co.kr

↓

2018여름성수기신청

↓

희망지역 및 날짜 접수

↓

신청접수 확인

1566-8113 ARS접수

↓

희망지역 및 

날짜 접수

↓

신청접수 확인

02-549-8444

↓

신청서 작성 후 발송

↓

신청접수 확인

010-9173-1199

↓

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 촬영

↓

촬영 이미지 문자 발송

↓

신청접수 확인

구좌 수 = 접수할 수 있는 횟수   접수 가능한 박수 = 구좌당 가지고 있는 여름박수

ex) 1구좌 = 1번 접수가능

      2구좌 = 2번 접수가능

ex) 1구좌 여름박수 2박 = 1번접수 최대2박

      2구좌 여름박수 4박 = 2번접수 최대2박

     1구좌 여름박수 4박 = 1번접수 최대4박

      2구좌 여름박수 8박 = 2번접수 최대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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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은 바로 이것!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 
사용설명서

회원전용!
회원님이 자주 찾으시는 것!
한곳에~모아놨습니다.

 빠른 예약 기능 추가!
 객실요금 카드결제/계좌이체 가능!

   통합예약 > 객실관리비 선결제
 대기예약 > 확정예약 가능!

   통합예약 > 예약확인/취소 >
   대기번호 아래 확정전환버튼
 박수분리 가능!

   통합예약 > 예약확인/취소 >
   예약번호 클릭 시, 박수분리버튼 

통합예약

객실예약, 패키지예약, 조식예약, 성수기신청, 

예약확인/취소, 이용안내, 요금안내, 객실료 선결제

※ 패키지예약 – 현재 진행 중인 패키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 조식예약 – 조식예약을 깜빡! 잊으셨다면, 

이용일 전에 미리 예약해주세요! 사전예약 시 

10% 할인(성인기준) 혜택이 있습니다.

※ 객실관리비선결제 – 객실관리비를 

선결제하실 수 있습니다.(카드/계좌이체 가능)

제휴  골프, 기타제휴

단체행사  단체행사안내, 단체행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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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분양

신규분양안내, 분양자료요청, 레저컨설턴트

※ 레저컨설턴트 - 상담받은 분양팀장의 정보가 

궁금하시면 검색해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혜택안내

혜택안내, 사진콘테스트, 이용후기

※ 사진콘테스트 – 회원님들의 소중한 추억을 

올리는 곳입니다.(이벤트 페이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스케치&지역축제

포토뉴스, 추천여행지, 강원지역축제, 

제주지역축제, 경북지역축제, 경기지역축제, 

지리산지역축제, 전북지역축제, 경남지역축제

고객센터

공지사항, 고객의소리, FAQ, 오시는길, 

분실물센터, 회원자료실, 홈페이지 오류 신고, 

홈페이지 아이디어

SNS CONNECT
회원님~ 우리 소통하고 지내요!
일성콘도&리조트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페이지, 
인스타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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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핏 
그뤠잇 VS 

일성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1. 회원 정보변경 시, 홈페이지 또는 상담원을 통하여 즉시 변경한다. 
    - 등록된 가족분들까지 변경해주시면 슈퍼그뤠잇! 

2. 제휴리조트&호텔 및 골프장 예약은 일성예약팀을 통해 진행한다. 
    - 제휴리조트&호텔 (입실일기준)1개월 전/골프장 2주전 예약 문의가능
    - 골프예약은 일성콘도&리조트를 통해 분양받으신 회원(수분양자)에 한해 가능 

3. 직영(일성)리조트 예약은 (입실일 기준)3개월 전으로 알고 있다. 
    - 제주비치점은 상/하반기로 예약 오픈되며, 별도 공지 

4. 예약취소 및 변경은 임박해서 한다. 
    - 패널티 누적 점수는 여름성수기 추첨에 반영됩니다.
    - 예약취소 패널티 안내

날짜 7일전 6일전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당일 No-show

점수 0 -1 -2 -3 -4 -5 -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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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예약은 무조건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알고 있다.    
    - 예약 가능할 시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홈페이지 또는 상담원 통해 예약 확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6. 타인에게 객실예약 건을 양도하거나 판매한다. 
    - 회원권 양도나 판매 시, 회원자격에 제한이 생깁니다. 

7. 이벤트 공지 확인 후 적극 참여한다.
    - 진행되는 이벤트 참여로 경품 및 회원혜택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매월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 성수기 추첨접수는 기간 내에 꼭 접수한다. 
    - 접수자 우선으로 추첨 후, 잔여객실로 추가 예약을 받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당첨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작일과 마감일에는 접수자가 많으니, 중간 날을 이용한다면 슈퍼그뤠잇! 

9. RF포토카드 발급 받았다. 
    - RF카드는 전자카드입니다. 투숙카드 작성 없이 더 쉽게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 RF포토카드 발급방법
     홈페이지 > (메인왼쪽)회원전용 > 회원카드신청(홈페이지 주소: http://www.ilsungres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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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로 
예약하러 
가즈아! 

 이용안내

➊ 예약

① 회원예약

① 잔여객실조회

② 예약 및 대기접수

③ 예약확인 및 변경, 취소

④ 제휴리조트예약

⑤ 추첨접수

➋ 단체 및 세미나문의

➌ 회원권 분양안내

➍ 회원관리

① 명의변경, 회원정보수정, 카드발급

② 회원권 반환

➎ 전화번호 및 교통편안내

① 부서별 안내

② 직영 및 제휴리조트 안내

③ 교통편 안내

새롭게 바뀐 ARS는 바로 이것!

하나. 언제든지 ‘0’번을 누르면 상담원 연결
둘. 직영리조트 프런트 24시간 통화가능
셋.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화드리는 콜백서비스

1566-8113
대표번호

월~금 09:00~18:00 / 토 09:00~12:00

예약

회원관리

단체 및 세미나문의

상담원 연결

전화번호 및 교통편 안내

회원권 분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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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문자 전용 신청서

* 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후  010-9173-1199 문자로 전송바랍니다. (수신전용 / 라인, 카카오톡 불가)

* 1구좌 회원권에 1회 신청가능합니다. (추가객실, 박수 신청은 추가예약 시 가능합니다.)

* 사용박수/타입(평형)은  분양받으신 회원권 사용일/타입(평형)에 준합니다.

*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날짜 변경하여 1지망/2지망/3지망 구분 후 신청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 일성콘도&리조트 예약팀 TEL : 1566-8113(0번-상담원바로연결) / FAX : 02-549-8444
     예약전담직원 연결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2:00(주말 휴무)

구분 사용 리조트(제휴리조트 포함) 날짜 이용박수

1지망
(ex. 일성설악온천콘도&리조트)

2지망
(ex. 일성남한강콘도&리조트)

3지망
(ex. 웰리힐리파크)

회원번호 회원명(투숙인) 연락처 비고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일성콘도&리조트 입니다.”
ILSUNG CONDO&RESORT   JUST FOR YOU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에서는 앞서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을 위해 매주 월요일 근무시작 전 자체 친절교육을 한다.

친절교육은 내부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빠른 응대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던 중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일성부곡온천콘도&리조트의 강명환 총지배인은 “한

층 더 밝은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여 다시 찾고 싶은 

콘도&리조트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고객을 응대하는 프론트팀의 서비스 교육

은 팀장의 주도로 전화예절, 인사법 등 매일 출근에 

맞춰 이뤄지며 체크 사항 전달과 당일의 서비스 준

수사항 확인으로 시작한다. 

여행의 설렘을 이어주는 것 중 하나가 숙박이다. 편안한 잠자리와 식사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가 기분을 한껏 즐겁게 한다.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항상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일성콘도&리조트에서 당신의 즐거운 여행을 위한 첫 이미지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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