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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가득

#오매낭만

#오매불망

#오매신나

#오매맛나

핫플레이스부터 동네까지 광주를 경험하는 5가지 매력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광주 정신,

무등산의 주상절리대와 자연생태계,

그리고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선정까지

광주가 세계 역사 속의 유네스코 지정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네스코 3관왕 도시

광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Media Arts)

창의도시 선정 (2회)

2011 2019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권 지질공원

2018



「 오매 」

광주광역시 소개

· 면적_501.13㎢  · 인구_1,471,385명(2020년 12월 말 기준)  · 언어_한국어  · 기후_온대성 기후

· 화폐단위_원(\)  · 시간_GMT+9(한국기준시각 KST)  · 국가전화코드_+82

· 지역번호_062(해외에서 전화할 때는 0 빼고 62만 누름)

무등산을 배경으로 꽃피워 온 예향, 의향, 미향 광주

오매광주의 '오매'는 전라도 감탄사로 놀랄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또한 오매불망의 의미로 '자나 깨나, 

언제나'라는 염원의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무엇보다 광주를 찾는 분들이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매력(五魅)을 나타냅니다. 오매((五魅), 예의미흥정(藝義味興情)이 넘치는 광주에서 당신만의 멋진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과거·현재·미래의 
광주 이야기

장엄한 풍광과 의를 따라
걸어온 광주정신

광주7미와 트렌디한
먹방투어의 미향 광주

Hot하고 Fantastic한 광주를
24시간 느끼기

일상의 활기 가득한
생동하는 광주

 Festival&Joy  Life&Feeling

Art&Culture People&History Taste of Gwangju



[ 테마형 시티투어 ]
특별하게 디자인된 버스를 타고 매력적인 가이드퍼포머와

함께 즐기는 테마형시티투어이다. 자세한 일정은 광주

관광재단 또는 광주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어정보는 추후 공지예정)

예매 : gwangjuct.com

[ 순환형 시티투어 ]
무등산을 둘러싼 광주~화순 지질명소 투어, 빛고을 고장 

광주~목포 남도 투어 등 광주의 구석구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광주시티투어버스가 운행 중이다. 자세한

일정은 광주관광재단 또는 광주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매 : gwangju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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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애 시티투어    2월부터 매일 2회(예정)

  (오전) 유스퀘어터미널 ▶ 중외공원 ▶ 광주전통문화관 ▶ ACC ▶ 전일빌딩245 ▶ 양림동 ▶ 광주김치타운 

  (오후) 유스퀘어터미널 ▶ 중외공원 ▶ 광주전통문화관 ▶ ACC ▶ 전일빌딩245 ▶ 양림동 ▶ 광주김치타운광주 ▶ 공연마루

 
        무등산권 지질명소 투어    4월~11월 토, 일요일  (사전예약제)

   광주송정역 ▶ 유스퀘어터미널 ▶ 화순적벽 ▶ 광주호 호수생태원 ▶ 환벽당(전통체험) 

  ▶ 소쇄원 ▶ 유스퀘어터미널 ▶ 광주송정역

        빛고을 남도투어    4월~11월 토, 일요일  (사전예약제)

  광주역 ▶ 유스퀘어터미널 ▶ 광주송정역 ▶ 월봉서원 ▶ 함평자연생태공원

  ▶ 영광백수해안도로 ▶ 광주송정역 ▶ 유스퀘어터미널 ▶ 광주역

        남도맛기행 투어    4월~11월 토, 일요일 (사전예약제)

  광주송정역 ▶ 유스퀘어터미널 ▶ 북구여행자센터(전통음식체험) ▶ 장성호 출렁다리 

 ▶ 광주공연마루 공연관람 ▶ 유스퀘어터미널 ▶ 광주송정역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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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아름다운 풍류·누정 문화를 알리는 공연으로 풍물  

놀이, 국악공연 등이 펼쳐진다. 무료 관람이며 보름달이 차오 

르는 토요일 저녁에 광주 관광 명소에서 열린다. 자세한 일정은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광주 일대               

     062-611-3635                        gjto.or.kr

풍류달빛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
30년 가까이 광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총 8개 예술단체에 300여 명의 전문 상임단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전통음악, 교향악, 창극,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한다.

     광주 북구 북문대로 60

     062-613-8333(토·일·공휴일 062-613-8240)

     gjart.gwangju.go.kr

광주국악상설공연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콘텐츠 중 하나인 브랜드 공연 

으로 광주공연마루에서 화·수·목·금·토 17:00에 진행된다. 

전통국악, 사물놀이, 우리 춤 뿐만 아니라 창작국악, 퓨전 

국악 등 모두가 함께 즐기는 국악 잔치이다. 무료 관람(지정 

좌석제)이고 사전 예약(2인 이상)도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 

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광주 서구 상무시민로 3          

     062-613-8372        gjart.gwangju.go.kr



5·18 원도심 투어

원도심 역사문화 투어

양림역사문화마을
(56페이지)

펭귄마을
(65페이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4페이지)

동명동 
카페 거리
(45페이지)

대인예술시장
(토요일 야시장 운영)
(42페이지)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33페이지)

5·18민주광장
(33페이지)

5·18민주평화기념관

(옛 전남도청)

(33페이지)

06



전통문화

점심식사
광주향교
(31페이지)

무등산 탐방&의재미술관
(26, 19페이지)

궁동 예술의 거리
(16페이지)

ACC Bridge Market, 
동명동 카페 거리
(45페이지)

 저녁식사대인예술야시장
(토요일 야시장 운영)
(42페이지)

광주전통문화관
(29페이지)

1일 여행

광주의 거리

점심식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4페이지)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뷰폴리&설치작업 ‘자율건축’)

(20페이지)

충장로
(16페이지)

궁동 예술의 거리
(16페이지)

 저녁식사

양림역사문화마을&펭귄마을
(56, 65페이지)

1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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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투어 코스

광주전통문화관
(29페이지)

광주
송정역

양림역사문화마을
(56페이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3페이지)

저녁식사상무지구 투숙체크아웃죽녹원

점심식사

점심식사삼지내마을 환벽당, 식영정
(28페이지)

원효사 광주
송정역

담양 소쇄원
(28페이지)

운림동 미술관 거리
(19페이지)

2일차

1일차

예술여행

미디어아트플랫폼
(23페이지)

시립미술관
(18페이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61페이지)

저녁식사NC백화점 쇼핑오지호 선생 생가, 
작가 갤러리

점심식사

증심사 상가거리, 
점심식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4페이지)

광주폴리 투어
(20페이지)

2일차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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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광주-순천-고창 코스

보성 
대한다원

보성 
율포 해수녹차센터

국립광주박물관
(18페이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4페이지)

충장로
(16페이지)

저녁식사광주전통문화관
(29페이지)

점심식사

순천만습지점심식사 순천만국가정원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 촬영장

2일차

선암사저녁식사투숙고창읍성점심식사

고창 고인돌공원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저녁식사
(광주)

3일차

1일차

기타 광주 인근 추천 코스

운림동 미술관 거리(19페이지) ▶ 광주전통문화관(29페이지)  ▶ 운주사 ▶ 

화순고인돌유적지 ▶ 김삿갓문학동산 ▶ 쌍봉사 ▶ 백아산하늘다리 ▶ 환산정

광주비엔날레·광주디자인비엔날레(48페이지) ▶ 국립광주박물관(18페이지) ▶ 필암서원 ▶ 

홍길동테마파크 ▶ 평림댐장미공원 ▶ 장성편백 치유의 숲 ▶ 금곡영화촌 ▶ 남창계곡 ▶ 백양사

광주·화순 코스

광주·장성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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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광주정신

광주7미와 트렌디한
먹방투어의 미향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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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Feeling
Hot하고 Fantastic한 광주를
24시간 느끼기

일상의 활기 가득한
생동하는 광주

가득

빛에서 태어나 주위를 환히 비추는 '오매나'와 함께
다섯가지 매력이 넘치는 五魅광주로 떠나볼까요?

찬란한 빛고을 광주와 쏙 빼닮은 오매나는 빛 광(光) 자를 모티브로 
의인화하여 만들어졌다. 빛의 3원색인 빨강, 녹색, 파랑과 

합성색인 흰색, 노랑을 사용해 오색으로 표현했다.



낭만

Art & 
광주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01
CHAPTER



#오매낭만광주  #예술여행대표도시  #광주문화투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문화공간의 규모로는 세계 최고인 곳으로 아시아 문화의 교류, 문화자원 수집·연구, 콘텐츠의 창·제작, 

전시, 공연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광주의 테마인 빛과 숲을 주제로 한 지상공원화 건축 양식이 

상징적이며 전시, 공연,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인 동시에 아시아의 

무한한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문화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배움터이기도 하다.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 

원,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아시아문화광장, 하늘마당 등의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1899-5566

     acc.go.kr

     개관시간 : 내부시설 10:00~18:00(수·토요일 ~19:00) / 

     외부시설  6:00~22:00 (3월~11월), 7:00~22:00(12월~2월), 

     월요일 및 1월 1일 휴관  ※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등 일정에 

     따라 개관시간 변동
조각작품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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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교류원

국내외 교류를 통해 수집한 문화자원들을 활용해 공연, 전시, 어린이 콘텐츠 

등으로 탄생시키고 전 세계 예술인들에게 연구·창작 공간 제공

· 어린이문화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로 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한 체험, 교육, 공연 

이 열리며 옥상에는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이 갖추어져 있음

· 문화정보원

아시아 문화자원을 연구, 수집하고 라이브러리파크를 통해 체험, 열람할 수 

있는 곳으로 참여형 문화교육과 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

· 문화창조원

인문, 예술, 첨단과학이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를 기획·개발하는 곳이며 

옥상에 위치한 하늘마당은 잔디 위에서 하늘과 별을 볼 수 있는 명소

· 예술극장

대중성과 예술성을 담은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 곳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연예술의 창·제작소

관광 Tip

하늘마당에 올라 경치를 

감상하고 전시, 도서관, 

박물관, 극장, 아카이브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인 라이

브러리파크에 들러보자.

코스 Tip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궁동 예술의 거리→

동명동→대인예술시장→

양림역사문화마을

맛집 Tip

마한지(마늘생갈비)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9-1

062-234-9261

은성김밥(상추튀김)

광주 동구 충장로안길 

40-1

062-227-9642

숙박 Tip

더로프트  하우스

광주 동구 동계로 12, 3층

010-6635-0019

유유한

광주 동구 백서로 224번길 

6-6

0504-0904-2444

극장이 움직여요! 테크니컬쇼 렉스(R.E.X) : 불멸의 힘

가족문화축제 하우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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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패션, 맛집의 필수 코스인 충장로부터 클럽, 술집이 불야성을 이루는 

구시청까지 생동감과 박진감이 넘쳐흐르는 곳이다. 충장로는 쇼핑몰, 

음식점, 영화관, 공연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광주 최고의 번화가이자 추억 

의 충장축제가 열리는 장소이다. 충장로 옆의 

구시청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젊은 열기가 

가득한 곳으로 사거리에 위치한 광주폴리 

‘열린 공간’에서는 버스킹도 열린다.

관광 Tip

충장로 패션 거리에서 

브랜드 의류, 보세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쇼핑을 

즐겨 보자.

코스 Tip

충장로→광주극장→궁동 

예술의 거리→국립아시아 

문화전당→동명동→

남광주시장→구시청

맛집 Tip

민속촌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7-2

062-224-4577

궁전제과(공룡알빵, 나비파이)

광주 동구 충장로 93-6

062-222-3477

숙박 Tip

ACC DESIGN호텔

광주 동구 금남로 226-11

062-234-8000

호텔야자 광주충장로점

광주 동구 중앙로160번길 

16-21

0503-5051-5172

거리예술축제

아시아의 문화예술이 깃든 쉼의 공간으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 

하는 축제이자 아시아와 지역 예술가, 시민들이 교류하는 장이다. 올해는 

‘연결된 마음들’이라는 주제로 아시아를 만끽할 수 있는 ‘동구 밭 아시안길’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신진 유망작가 아트마켓 ‘미로마켓 온앤오프’ 등이 

열린다.

     062-229-0991/0223

     gwangjumiro.co.kr

금남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한국화, 서예, 공예 등 남도예술의 맥을 이어간 

다. 서울의 인사동처럼 표구점, 화방, 갤러리, 골동품, 소극장 등이 들어서 

있다. 충장로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 

한 곳이니 꼭 들러보길 바란다.

     광주 동구 예술길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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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필방

김대중 대통령에게 받은 표창을 포함 

70여개가 넘는 표창을 받은 

붓 만들기 장인을 만나보자.

참뫼
이야기가 흐르는 맛집에 

선정된 쌈밥집

중앙초등학교

← 충장로

돌실나이

밀락원

광주화랑

덕성한지필방

궁동예술극장

별이 빛나는 
밤에

사운드
오브뮤직

예
술
길

예
술
길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무등갤러리

2021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

CONNECTED MIND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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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국립광주박물관, 시립미술 

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중외 공원에 모여 있다. 

봄이면 시립미술관 옆의 

야외공연장 옆길에 홍매화 

가 핀다. 중외공원의 편백 

나무 숲길도 걸어보자.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다.

코스 Tip

국립광주박물관→시립미술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중외공원→운림동 미술관 거리

비움박물관→은암미술관→

궁동 예술의 거리→국립아 

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맛집 Tip

* 국립광주박물관

약수한방삼계탕(전복삼계탕)

광주 북구 북문대로 173

062-529-7700

* 비움박물관

맘스쿡(주먹밥)

광주 동구 동계천로 143

062-233-1233

숙박 Tip

* 국립광주박물관

달이하우스

광주 북구 북문대로

42번길 16

010-6626-1941

* 비움박물관

지니아일랜드 

광주 동구 충장로58번길 14, 

1604호(충장고운라피네)

010-7606-5447

호남지방의 선사시대 유물, 백제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시대에 걸친 불교 

미술품과 각종 도자기, 신안 앞바다의 해저유물 등을 전시한다.

     

     광주 북구 하서로 110

     062-570-7000

     gwangju.museum.go.kr

광주시립미술관은 호남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광주·전남의 다채롭고 풍부한 생활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함양한다.

· 시립미술관

     광주 북구 하서로 52

     062-613-7100

     artmuse.gwangju.go.kr

·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 북구 서하로 48-25

     062-613-5337~8

     gwangju.go.kr/gjhfm

광주역사민속박물관시립미술관

박물관장이 40여 년간 모은 수만 점의 

민속품(각종 옹기류와 전통 생활도구 등)

들을 사계절 테마로 전시한다.

      

     광주 동구 제봉로 143-1

     062-222-6668

     biummuse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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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윤 미 술 관

우제길미술관

드 영 미 술 관

무등현대미술관

의 재 미 술 관

광주 동구 의재로 82

광주 동구 의재로 140-6

광주 동구 성촌길 6

광주 동구 증심사길 9 

광주 동구 증심사길 155

062-232-7335      

062-224-6601     

062-223-6515

062-223-6677      

062-222-3040     

컨테이너 27개와 관리사무소를 엮어서 조성된 산업단지 문화재생의 공간 

이다.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살린 큐브미술관에서는 미술작품 관람과 음악 

회도 즐길 수 있다. 

     

     광주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9

     062-960-3637

     gwangsan.kr/sochon

성촌문화마을에 위치한 거리로 무등산 발치를 따라 미술관들이 이어져 

있다. 한국화의 대가부터 광주의 젊은 미술가까지 예향의 여운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관광 Tip

소촌아트팩토리에는 광주 

출신 K-POP 스타 ‘동방 

신기’ 유노윤호의 국내외 

팬들의 기증으로 문을 연 

작은 도서관 HUG가 있다.

코스 Tip

소촌아트팩토리→용아 

박용철 생가→송정리향토 

떡갈비 거리→송정5일시장

→1913송정역시장

국윤미술관→우제길미술관

→전통문화관→드영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의재 

미술관→증심사

맛집 Tip

* 소촌아트팩토리

서울장수국수

광주 광산구 송정로8번길 41

010-4643-9139

* 운림동 미술관 거리

신락원(탕수육)

광주 동구 의재로 71

062-224-1650

숙박 Tip

* 소촌아트팩토리

MGM관광호텔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2

번길 13-33

062-944-8598

* 운림동 미술관 거리

COO호텔

광주 남구 대남대로117

번길 3-3

062-652-0554

의재미술관

증심사

학동·
증심사입구역

무등현대미술관

우제길미술관

국윤미술관

드영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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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간

소통의 오두막

폴리(Folly)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유럽의 대저택 정원에 있는 

기능이 없는 장식적 건축물이 그 사례이다. 하지만 광주폴리는 공공 공간 속에서 장식과 기능의 역할을 하며 

도시재생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광주폴리 Ⅰ, Ⅱ, Ⅲ이 

군집을 이루며 구도심 지역에 강력한 문화적 힘을 전달하고 있다. 예약을 통해 폴리투어를 할 수 있다.

     

     062-608-4265

     gwangjufolly.org

소통의 오두막

열린공간 기억의 상자

열린장벽

집중투어  도보 30분~40분
광주사랑방→열린공간→기억의 현재화→열린장벽→99칸→유동성 조절

광주폴리 Ⅰ, Ⅱ 혼합투어  도보 1시간~1시간 30분

유네스코 화장실→열린장벽→99칸→투표→기억의 상자→광주사랑방

전체투어  도보 1시간 30분~2시간

광주사랑방→열린공간→기억의 현재화→열린장벽→99칸→유동성 조절→광주사람들→서원문 제등
→소통의 오두막→잠망경과 정자

드라이빙투어  자가용 30분~40분

광주사랑방→열린장벽→99칸→유동성 조절→광주사람들→서원문 제등→소통의 오두막

→푸른길 문화샘터

폴리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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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독서실

유동성 조절

뷰폴리+설치작업 ‘자율건축’

광주사랑방 광주천독서실

유동성 조절광주사람들광주사람들 21



흙을 두드리고, 주무르고, 굴리며 마음의 자양분을 채운다. 유치원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진로체험 등 다양한 도예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약 4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체험관이 갖추어져 있다. 삭막한 

콘크리트를 잠시 벗어나 흙으로 테마소풍을 떠나자.

     광주 남구 압촌4길 11

     062-682-8979

     gccc.co.kr

관광 Tip

평촌마을은 2016년에 

환경부가 선정한 명품마을 

로 농촌, 산촌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반딧불을 

볼 수 있다.

코스 Tip

광주도예문화센터→

콩종합센터→고원희가옥→

압촌제→포충사

평촌도예공방→평촌마을→

가사문화권→광주호 호수 

생태원→충효동 왕버들→

무등산분청사기전시실

맛집 Tip

* 광주도예문화센터

매월흑염소가든(흑염소탕)

광주 서구 회재유통길 

19-24

062-374-6665

* 평촌도예공방

오얏리돌솥밥(삼계탕&

돌솥밥)

광주 북구 밤실로 178

062-267-8502

숙박 Tip

* 광주도예문화센터

서창한옥문화관

광주 서구 눌재로 420

062-373-1365

* 평촌도예공방

무등파크호텔

광주 동구 지호로164번길 

14-10

062-226-0011

물레 위의 7,000년 도자기 역사를 잇는다. 무등산분청사기의 맥을 잇는 곳 

이자 분청 토를 이용해 물레를 돌리며 도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으로 

직접 빚은 도자기는 가마에 구운 후 배송해 준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생태 

관광지역으로 선정된 평촌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광주 북구 담안평무길 77

     062-266-8008

     pcd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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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미디어아트플랫폼에서는 

개인별, 단체별 투어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코스 Tip

미디어아트플랫폼→

유스퀘어→하정웅미술관

→청춘발산마을→양동시장

맛집 Tip

청원모밀(모밀국수)

광주 동구 중앙로 174-1

062-222-2210

숙박 Tip

호텔더루아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35

번길 3-10

062-232-4696

홀로그램 콘텐츠와 미디어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자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빛고 

을 시민문화관과 아트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있다. 미디어놀이터, 홀로그램 

극장,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

     062-670-7452~7

     gjmp.kr

· 홀로그램 극장 광주

손에 잡힐듯 생생한 홀로그램과 3면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미디어 파사드 

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역 최초 홀로그램 전용관

· 미디어 놀이터 광주

만지고 움직이며 온몸으로 느끼는 뉴미디어 체험장으로 증강현실, 모션인 

식 등 다양한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공간

· 홀로그램 파사드

빛고을시민문화관 옥상에 설치된 투명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하여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알리는 상징적인 작품

· 스페이스 5G네

5G 기반 실감 미디어 기술을 토대로 광주만의 차별화된 미디어아트 콘 

텐츠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미디어아트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특화 공간으로 25명의 지역 

미디어아티스트들의 포트폴리오와 디지털소스를 수집하여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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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망

 & History
깊게 뿌리내린 장엄한 풍광과 
의를 따라 걸어온 광주정신의 출발점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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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오매불망광주  #유네스코세계유산무등산  #5·18

무등산국립공원



국가지질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국립공원은 광주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계절 

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신의 돌기둥으로 불리는 주상절리, 광주문화재자료 제1호 천년고찰 증심사,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정취가 담긴 가사문화권, 문화·예술의 혼이 서린 운림동 미술관, 원효계곡의 산세 

속에 위치한 원효사 등 무등산국립공원은 광주의 모든 것을 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록색의 무등산 수박과 

소박한 건강식인 무등산보리밥도 맛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062-227-1187

     무등산국립공원 knps.or.kr/mudeung

     무등산지질공원 geopark.gwangju.go.kr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 리프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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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의 세월을 이어오며 무등산자락 무돌길은 우리네 삶과 자연, 역사를 

품은 아름다운 길이 되었다. 의병길, 원효계곡길, 싸리길 등 선조들이 걸었 

던 길을 걷고 있으면 이내 초연해진다. 총 길이는 약 51.8km이며 자세한 

정보는 mudeungsan.org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제공한다.

제1길~제4길(광주 북구) 11.50km, 3시간 10분

각화마을 ▶ 신촌마을 ▶ 등촌마을 ▶ 배재마을 ▶ 금정촌 ▶ 금곡리 ▶

평촌리 ▶ 동림마을

제4길~제7길(전남 담양) 6.5km, 2시간 10분

반석마을 ▶ 연천리 ▶ 산음 ▶ 정곡리 ▶ 경상리 ▶ 무동리

제7길~제12길(전남 화순) 18km, 4시간 50분

송계마을 ▶ 서동마을 ▶ 용강마을 ▶ 영평리 ▶ 장복마을 ▶ 안심리 ▶ 

수만리 ▶ 만수동 ▶ 중지마을

제12길~제15길(광주 동구) 15.8km, 4시간 10분

용연마을 ▶ 선교마을 ▶ 광주천(주남▶지원▶소태동▶학동) ▶ 남광주역사 

▶ 푸른길(학동▶서석동▶산수동▶풍향동▶계림동▶중흥동) ▶ 광주역 

1구간 (7.75km, 3시간)_ 수지사 ▶ 청암교 ▶ 충장사 ▶ 원효사

2구간 (4.12km, 2시간)_ 원효사 ▶ 제철유적지 ▶ 서석대

3구간 (11.3km, 5시간)_ 장원삼거리 ▶ 청풍쉼터 

▶ 충장사 ▶ 충효동도요지 ▶ 환벽당

관광 Tip

무등산 리프트&모노레일 

을 탑승해 보자. 특유의 

덜컹거림으로 스릴이 

넘친다. 총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지산유원지 

입구를 방문하면 된다.

코스 Tip

증심사→새인봉→서인봉

→중머리재→장불재→

주상절리대→입석대→

서석대→인왕봉·지왕봉→

중봉→동화사터→토끼등

→증심사(도보 4시간 30

분~5시간 소요)

맛집 Tip

춘설빵(춘설차 앙금빵)

광주 동구 증심사길 155 

의재미술관

062-222-3040

오얏리돌솥밥(삼계탕&돌솥밥)

광주 북구 밤실로 178

062-267-8502

숙박 Tip

무등파크호텔

광주 동구 지호로164번길 

14-10

062-226-0011

여로(산수점)

광주 동구 동계로 16-17

062-227-8815

무등산 옛길

무돌길

무등산

제1길

광주역

제2길

제3길 제4길
제5길

제6길

제7길

제8길

제9길

제10길
제11길

제12길제13길
제14길

제15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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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소쇄원을 나와 무돌길을 

따라 걸으면 평촌도예 

공방과 무등산 수박으로 

유명한 평촌마을이 

나온다.

코스 Tip

가사문화권→광주호 

호수생태원→무등산분청 

사기전시실→풍암정→

충장사→충민사

맛집 Tip

무등산보리밥

광주 동구 지호로 

무등산보리밥 거리

숙박 Tip

무등파크호텔

광주 동구 지호로164번길 

14-10

062-226-0011

호수생태원 일원에 조성된 조선시대 가사문학 유적으로 자연과 어울려 

글을 썼던 선인들의 흔적을 느껴볼 수 있다. 정암 조광조가 자연을 벗 삼아 

살기 위해 만든 소쇄원을 비롯해 환벽당, 식영정 등 가사문학이 운집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특이한 경우이다. 다수의 누정들이 모여있으며 문인 

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한국가사문학관도 추천한다.

  

     광주 북구 환벽당길 387 일원

취가정

환벽당 취가정

명옥헌

면앙정

소쇄원
한국가사문학관

송강정

식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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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광주전통문화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전통예술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코스 Tip

광주호 호수생태원→

무등산생태탐방원→충효

동 왕버들→가사문화권→

무등산분청사기전시실→

풍암정→충장사→충민사

광주전통문화관→무등 

현대미술관→허백련춘설

헌→무등산권세계지질 

공원센터→의재미술관→

증심사→약사암

맛집 Tip

* 광주호 호수생태원

무등산보리밥

광주 동구 지호로 

무등산보리밥 거리

* 광주전통문화관

동원게장백반

광주 동구 지호로 128

062-223-7200

숙박 Tip

* 광주전통문화관

여로(산수점)

광주 동구 동계로 16-17

062-227-8815

무등파크호텔

광주 동구 지호로164번길 

14-10

062-226-0011

생물의 서식처이자 시민들에게 생태계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 

된 공간으로 광주호의 탁 트인 경치부터 버드나무군락지, 습지보전지역, 

생태탐방로, 생태연못 등이 있다. 가사문화권의 환벽당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광주 북구 충효동 905

     062-613-7891

증심사 버스정류장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우리의 옛것을 보고 배우고 즐 

기기에 좋다. 악기장, 탱화장, 남도의례음식장 등의 작품이 전시된 무형문 

화재전시관과 상주문화재가 직접 지도하는 창작공방도 둘러보기 바란다.

     

     광주 동구 의재로 222

     062-670-8550

     gt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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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각사

관광 Tip

증심사에 이르는 길은 

문빈정사를 지나면 

대부분 숲이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걸을 수 있다.

코스 Tip

증심사→증심사→약사암

→의재미술관→무등현대 

미술관→광주전통문화관

무각사→5·18기념공원→

김대중컨벤션센터→5·18

자유공원→광주공연마루

맛집 Tip

* 증심사

운림골농원(오리구이)

광주 동구 운림길 57-7

062-222-5778

* 무각사

낙지마을(낙지볶음)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36

062-382-0799

숙박 Tip

* 증심사

무등파크호텔

광주 동구 지호로

164번길 14-10

062-226-0011

* 무각사

노블레스호텔

광주 서구 시청로

50번길 5

062-385-1100

5·18기념공원에 위치한 무각사는 도심 속의 사찰이다. 종교를 떠나 그냥 

쉬고 싶을 때 새소리를 들으며 숲길을 걸어 보자. 자연스레 마하반야바라 

밀을 읊조리며 번뇌를 잊게 된다. 책방&갤러리 로터스에서는 미술작품 

전시회도 열린다. 재활용장터 보물섬도 열리며 템플스테이도 운영한다.

     광주 서구 운천로 230

     062-383-0108

     무각사 mugaksa.com  · 템플스테이 mugaksa.templestay.com

광주의 대표적인 천년고찰로 광주전통문화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헌인왕 4년(860) 철감선사가 창건했으며 경내에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31호), 석조보살입상 등이 보존되어 있다. 템플스테이도 가능하며 

증심사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도보 약 22분 거리이다.

     광주 동구 증심사길 177

     062-226-0108

     증심사 jeungsimsa.org

     템플스테이      

     jeungsimsa.templest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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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광주향교에서 10:00~ 

16:00까지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월봉서원에서는 도보 

1시간 남짓의 철학자의 

길을 산책해도 좋다.

코스 Tip

광주향교→양림역사 

문화마을→사직공원전망 

타워→펭귄마을→충장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월봉서원→송산유원지→

황룡친수공원→1913송정역 

시장→송정5일시장→

송정리향토떡갈비 거리

맛집 Tip

* 광주향교

목포복집(한식백반)

광주 동구 구성로 150

062-223-8549

* 월봉서원

송정리떡갈비

광주 광산구 광산로 

송정리향토떡갈비 거리

숙박 Tip

* 광주향교

비즈니스호텔 듀

광주 동구 구성로144번길 9

062-234-7755

아리네게스트하우스

광주 남구 천변좌로428

번길 6

010-2104-8899

조선시대에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순화했던 교육기관으로 광주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의 전통을 이어가며 유교경서, 서예, 한문, 

관혼상제, 유학대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광주시 유형 

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비각 등이 있다.

  

     광주 남구 중앙로107번길 5

     062-672-7008

     gjhyanggyo.or.kr

고봉 기대승의 학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곳으로 춘·추향제가 매년 개최된다. 

한때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다가 1938년 빙월당을 시작 

으로 1981년까지 사당과 외삼문, 장판각, 내삼문이 건축되었다. 수십 년에 

걸쳐 하나하나 구축한 점이 특징적이다. 월봉서원에서는 놀이와 예술로 

철학을 배우고 조선 선비의 하루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 

그램이 운영된다.

  

     광주 광산구 광곡길 133

     062-960-8255

     wolb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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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계엄군과 시민군이 교전 

했던 장소를 재연한 3층의 

시민갤러리를 방문해 보자. 

이곳의 외벽에서만 탄흔 

14개가 발견되었다.

코스 Tip

전일빌딩245→5·18

민주화운동기록관→5·18

민주광장 및 시계탑→5·18

민주평화기념관

맛집 Tip

맘스쿡(주먹밥)

광주 동구 동계천로 143

062-233-1233

마한지(마늘갈비)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9-1

062-234-9261

숙박 Tip

ACC DEISIGN호텔

광주 동구 금남로226-11

062-234-8000

더로프트 하우스

광주 동구 동계로 12, 3층

010-6635-0019

금남로 일원에서 거의 유일하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전일빌딩245는 

245개 탄흔이 발견되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참상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2020년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특히 옥상에 

위치한 전일마루는 금남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무등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5·18민주광장 등을 조망할 수 있으며 19800518 전시관을 관람 

하는 시작점으로 방문객을 인도한다. 1층의 전일 아카이브에서는 1968년 1차 

준공부터 2020년 리모델링까지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으며 꽃이 피는 

형태를 재해석하여 1층~3층까지 연결되는 피어라 상징 계단은 새롭게 

피어나는 전일빌딩245를 뜻한다. 2층에는 다양한 아트상품을 접할 수 있는 

남도관광센터, 3층에는 디지털정보도서관, 시민갤러리 등이 있으며 이외 

에도 탄흔보존구간, Moon라운지&스탠드 등 전시와 체험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광주 동구 금남로 245

     062-225-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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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카톨릭센터에 자리한 기록관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된 5·18기록물이 수집·보관되어 있다. 1층~3층은 상설 전시실이며 6층은 

윤공희 대주교실이 복원되어 있다.

     

     광주 동구 금남로 221

     062-613-8204

     518archives.go.kr

옛 전남도청은 최후의 항전지로 5·18

과 미디어를 결합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민주광장은 분수대를 연단으 

로하여 항쟁 의지를 불태웠던 장소이다.

     광주 동구 금남로1가 41

     1899-5566

※ 5·18과 광주의 문화자원들을 연계한 오월길을 걸어 보자.

      062-360-0518                      

      518road.518.org

관광 Tip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민주평화기념관, 5·18

민주광장은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일원에 위치하고 있어 

서 코스로 방문하기 좋다.

코스 Tip

국립아시아문화전당→5·18

민주광장→5·18민주 

평화기념관→5·18민주화 

운동기록관→4·19민주혁명 

역사관→대인예술시장

맛집 Tip

고려조삼계탕

광주 동구 금남로 231

062-224-2526

한성회관(생선회)

광주 동구 충장로 45-22

062-224-2842

숙박 Tip

게스트145

광주 동구 구성로194번길 19

062-233-0145

오가헌

광주 동구 구성로194번길 24

062-227-5557

5·18민주평화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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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국립5·18민주묘지는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역사적인 상징이다. 5·18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며 이곳은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다짐의 장소가 되었다. 새로운 생명의 

부활과 희망을 뜻하는 5·18민중항쟁추모탑, 5·18 영상 상영 및 전시공간인 

승모루,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유영봉안소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광주 북구 민주로 200

     062-268-5189

     518.mpva.go.kr

5·18의 교훈을 계승하는 공간으로 

기념문화관 및 5·18시설물 전시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1

     062-376-5197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무대법 

정·영창 및 자료, 사진 등을 전시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13

     062-376-5183

관광 Tip

5·18기념일의 하루 전날 

금남로에서 5·18전야제가 

열린다. 오월 광주의 대동 

정신을 담은 거리행진과 굿, 

풍물패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코스 Tip

국립5·18민주묘지→국립 

광주박물관→무각사→5·18

기념공원→김대중컨벤션 

센터→5·18자유공원

맛집 Tip

* 국립5·18민주묘지

절기밥상(계절한식)

광주 북구 하서로672번길 45

062-574-8220

* 5·18기념·자유공원

다르다김밥·주먹밥

광주 서구 치평로 86

062-381-1127

숙박 Tip

* 5·18기념·자유공원

윔즈홈

광주 서구 상무대로1014

번길 27-6, 1층

010-9240-1052

벤틀리비지니스호텔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124

062-352-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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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이념을 계승·발전시키는 곳이다. 전시공간은 ‘혁명을 부른 정권, 호남의 

4·19혁명, 4·19혁명 디오라마, 추모 영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 동구 무등로 328

     062-224-0419

관광 Tip

4·19민주혁명기념관 및

역사관은 도심권에 

위치한 5·18 관련 장소

와 코스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코스 Tip

4·19민주혁명기념관→4·19

민주혁명역사관→5·18

민주화운동기록관→5·18

민주평화기념관→동명동 

카페 거리→대인예술시장

맛집 Tip

* 4·19민주혁명기념관 및 역사관

올능이능이버섯백숙(복탕)

광주 동구 무등로 326

062-226-4743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강촌(추어탕, 메기탕)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 

152-3

062-374-3579

숙박 Tip

* 4·19민주혁명기념관 및 역사관

게스트145

광주 동구 구성로194번길 19

062-233-0145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Pedro’s House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81번길 42

010-9592-999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다양한 전시 자료와 사료들을 바탕으로 진실된 역사를 알리고 있으며 

나라사랑 역사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남여고에는 학생독립운동 여학도 

기념역사관이 운영 중이다.

     광주 서구 학생독립로 30

     062-221-5500

     gsim.gen.go.kr

4·19민주혁명역사관은 정의, 자유, 평화로 상징되는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광주고등학교에 설립된 역사관이다. 학생들의 역사문화체험 

학습 공간으로 운영되며 상설전시관의 바닥은 4·19혁명 당시의 신문기사 

들로 꾸며졌다.

     

     광주 동구 중앙로 302

     062-2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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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나

 of Gwangju
광주7미부터 트렌디한 먹방투어까지
맛의 본고장 미향 광주를 경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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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맛나광주  #광주7미  #광주카페거리

광주계절한식



미향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1위로 선정된 주먹밥 

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서로 격려하며 

전했던 음식으로 나눔과 연대의 의미가 담겨있는 

음식이다.

     추천 음식점 : 다르다김밥·주먹밥

                           Bob concert

광주주먹밥

나눔과 연대의 대표 음식

제철 나물을 넣은 무등산보리밥은 열무 이파리에 

싸 먹으면 더욱 꿀맛이다. 30여 년 전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보리밥집이 하나둘씩 생겨나며 특화거 

리로 정착되었다.

     

     광주 동구 지호로 무등산보리밥 거리

     (10여 개의 보리밥 음식점이 있음)

무등산보리밥

무등산 자락의 건강식 

1970년대 옛 광주우체국 뒤편에서 튀김장사를 

하던 김찬심 할머니가 개발한 요리로 각종 튀김을 

상추에 싸서 먹는 광주의 향토음식이다.

     

     추천 음식점 : 현완단겸, 은성김밥, 양산대박

광주상추튀김

튀김과 상추의 절묘한 궁합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다지고 섞은 송정리향토 

떡갈비는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1976년에 시작되었고 특화거리로 조성되었다.

     

     광주 광산구 광산로 송정리향토떡갈비 거리

     (10여 개의  떡갈비 음식점이 있음)

송정리향토떡갈비

고소한 밥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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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들을 위해 고기전을 부쳐주다가 시작된 

것으로 소고기를 얇게 썰고 달걀과 찹쌀가루를 

묻힌 후에 즉석에서 부쳐주는 것이 특징이다.

     추천 음식점 : 대광식당, 육전명가

광주육전

광주 전의 품격

산, 들,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가 푸짐한 한상을 이 

루고 한국의 전통적인 미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음식이다.

     

     추천 음식점 : 백년미가, 조선옥,  

                           넓으실, 금수저은수저

광주계절한식

산해진미 한상차림

삭힌 흑산도 홍어, 삶은 돼지고기, 곰삭은 배추 

김치를 함께 먹는 별미이며 코 끝에 감도는 홍어의 

알싸함이 구미를 당긴다.

     추천 음식점 : 김가원

홍어삼합

남도의 소울푸드

오리고기, 미나리, 들깻가루가 찰떡궁합을 이루는 

오리탕. 1970년대 광주역 인근 오리농장의 발달로 

시작되어 특화거리가 조성되었다.

     

     광주 북구 경양로 오리탕 거리 

     (10여 개의 오리탕 음식점이 있음)

광주오리탕

광주 보양식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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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고 독특한 맛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맛집 12곳으로

게미는 남도 음식의 깊은 맛을 뜻하는 사투리이다.

     

김가원(홍어삼합)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123번길 13-7       062-382-8700

매월흑염소가든(흑염소탕&수육)      

     광주 서구 회재유통길 19-24       062-374-6665

명화식육식당(애호박옛날국밥)

     광주 광산구 평동로 421       062-943-7760

해남성내식당(한우된장샤브샤브)

     광주 남구 봉선로 21       062-672-5123  

바닷바람을 맞아서 짭조름하고 꼬들꼬들한 맛이 

매력이다. 시원한 녹차물에 밥을 말고 굴비를 올려 

먹거나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풍미가 더욱 살아 

난다.

     추천 음식점 : 조선옥, 영빈관

굴비정식

짭조름한 바다 내음

게미맛집

대를 잇는 깊고 독특한 맛

밤이면 밤마다 광주공원 앞 광장에 불빛들이 즐비 

한 곳이다. 충장로에서 광주천을 건너면 바로 발견 

할 수 있으며 일요일, 기상악화 시 휴무이다.

     광주 남구 광주공원 광장(광주교 건너편)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

밤의 정취와 맛있는 안주

김가원

해남성내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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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시장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통시장이자 없는 게 없는 종합시장으로 남도의 

인심과 구수한 사투리가 정겨운 곳이다. 

옛날 통닭을 파는 수일통닭과 양동통닭이 유명 

하며 청춘발산마을이 인접해 있어서 코스로 둘러 

보길 추천한다. 

     

     광주 서구 천변좌로 238 

     062-366-0884

     yangdongmarket.modoo.at

남광주시장

남광주역을 배경으로 한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해물요리, 연탄구이, 국밥이 유명하다. 새벽시장 

에서는 싱싱한 해산물과 농산물이 저가에 거래 

되며 첫째, 셋째 일요일은 휴무이다.

     

     광주 동구 제봉로17번길 18-6

     062-226-1101

     namgwangju.modoo.at

말바우시장

2, 4, 7, 9일에 장이 열리는 말바우시장은 담양, 곡 

성, 장성, 화순 등 농민들이 직접 경작한 농산물을 

가져와서 파는 곳으로 특히 싱싱한 채소류가 유명 

하다.

     

     광주 북구 동문대로85번길 62

     062-262-4082

     malbawoomarket.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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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곳으로 전통시장과 예술이 결합된 

독특한 매력이 있다. 야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한평갤러리, 상상 

공유팩토리 한수, 대인예술곳간 묘수, 체험존, 셀러존 등 다양한 

문화·예술과 공연을 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전, 김치전, 삼겹 

살김밥, 장터국수, 문어꼬치, 독일 맥주 등 먹거리도 풍성하다. 

야시장은 토요일 19:00~23:00까지 열리며 동절기 휴장을 제외 

하고 보통 3월이나 4월에 시작된다.

     

     광주 동구 독립로 284-2

     062-233-1420

     blog.naver.com/byeol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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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소년

또아식빵

계란밥

카페1913

고로케삼촌

아카시아 천연벌꿀로 낸 단맛에 무설탕, 연
무방부제, 무화학첨가물 양갱이라니!이

빵순이, 빵돌이 모여라~ 초코식빵, 
인절미크림빵을 맛보자.

먹기 편한 포장에 저렴한 가격까지!
이거야 이거~

추억의 맛 고로케!
늦게 가면 품절이라오~

홍삼라떼,  수제요거트, 
견과류는 이곳에~!

젊은 시장으로 재탄생한 1913송정역시장은 걷는 

것만으로도 침샘이 폭발한다. 100미터 남짓한 거리에는 

흑백사진관, 교복체험샵도 있으며 바닥에 적혀 있는 

건물의 완공 연도를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이다. 

광주송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편리하다.

     

     광주 광산구 송정로8번길 13

     062-942-1914

     1913songjungmarket.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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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은 전국 5대 빵집으로 천연효모종을 사용 

하여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으며 대표적인 메뉴는 

공룡알빵, 나비파이이다.

     광주 동구 충장로 93-6

     062-222-3477

영원한 빵쟁이를 꿈꾸는 파티시에가 운영하는 베 

비에르는 궁전제과와 함께 광주 빵지순례의 대 

표적인 코스로 손꼽히며 마왕파이와 바게트 토 

스트가 유명하다.

     광주 동구 서석로 36

     062-226-0696

좋은 동네, 좋은 사람, 좋은 빵이라는 슬로건으로 

유기농 빵을 판매하며 양림동을 상징하는 오웬팥빵, 

초코팡 등이 인기 있다.

     광주 남구 제중로47번길 1

     062-651-8241

친환경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는 믿을 수 있는 

빵집인 윤슬베이커리는 까눌레, 비건빵, 마들렌 등 

구미를 당기는 빵이 가득하다.

     광주 동구 동계천로 166

     062-224-3777

지구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을 꿈꾸는 곳이자 아버 

지의 뒤를 이어 형제가 운영하는 소맥베이커리는 콩 

크림빵이 인기 메뉴이다.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26번길 10-2

     062-223-0045

44



서울의 경리단길, 연남동과 닮은 동명동. 세련된 카 

페 거리로 이름이 알려졌으며 음식점, 라운지바, 편집샵, 

소극장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충장로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트렌디한 광주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이다. 커피와 차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리모델링한 공간이 주는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동명동을 

추천한다. 특히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거리이며 소규모 공연장인 씨 

어터연바람, 민들레소극장을 방문해도 좋다.

     광주 동구 동명로 일원

동명동 카페 거리만큼 특색있는 카페들이 즐비한 

곳이다. 양림동을 처음 방문한다면 양림동관광 안 

내소 내의 마을이야기관을 관람한 후에 양림오거 

리 인근의 카페를 이용해도 좋다. 고택, 서양식 건 

물 등 광주의 근·현대 유적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매력이 있다.

     광주 남구 양림오거리 일원

무등산의 풍광과 광주의 야경을 벗 삼아 커피를 마시 

자. 신양파크호텔 인근에 형성된 곳으로 번잡한 도심 

에서 벗어나 조용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데이트나 드라이 

브 코스로도 좋다.

     광주 동구 무등로 59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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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곳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5·18자유공원, 광주공연마루      

(국악상설공연)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이곳을 추천한다. 지하철        

이용 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역 5번, 6번 출구를 이용하면 된다.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일원



신나

 & Joy
Hot하고 Fantastic한 광주,
그 독특한 매력을 24시간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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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오매신나광주  #광주축제  #핫플투어

추억의충장축제



1995년에 시작된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문화예술적 전통과 5·18민주화 

운동 이후 국제 사회 속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광주의 민주 정신을 문화 

적 가치로 승화시킨 전람회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현대미술작품들이 

공간별로 전시된다.

     비엔날레전시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62-608-4114

     gwangjubiennale.org

     2023년 4월 7일~2023년 7월 9일

관광 Tip

비엔날레 전시관이 있는 

중외공원에는 국립광주 

박물관, 시립미술관, 광주 

역사민속박물관뿐만 

아니라 운암제, 용봉제, 

공원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예술, 자연, 치유의 

관광을 즐기기에 좋다. 

봄이 되면 벚꽃도 만발하는 

곳이며 90년대 감성의 

놀이기구들이 있는 

어린이대공원도 추천한다.

코스 Tip

광주비엔날레·디자인

비엔날레→광주역사 

민속박물관→시립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중외

공원→아트피크닉

맛집 Tip

케이투(돈가스)

광주 북구 용봉로 66

062-529-5700

우미일식(회정식)

광주 북구 북문대로

33번길 3

062-512-3302

숙박 Tip

여기조아호텔

광주 북구 북문대로 13

062-522-3700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와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국제 

종합디자인 행사이다. 디자인의 미적·실용적·경제적 가치를 접하고 세계 

디자인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국제학술행사 등이 펼쳐 

진다.

     비엔날레전시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62-531-7784

     gdb.or.kr

     홀수년 9월~10월 예정

‘문화행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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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추억의충장축제 웹사이

트에서 행사장 구성도를 

참고하면 축제를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다. 

세계김치축제는 국내 유일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김치경연대회가 열린다.

코스 Tip

* 추억의충장축제

충장로→광주극장→궁동 

예술의 거리→대인예술시장

* 세계김치축제

김치박물관→세계김치 

연구소→콩종합센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숙박 Tip

* 추억의충장축제

부엉이살림

광주 동구 동명로20번길 5

010-6425-8465

* 세계김치축제

삼화호텔

광주 서구 풍금로177번길 3

062-682-6811

가을에 접어들면 충장로와 금남로에는 서커스와 청바지 바람이 분다.

젊음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드레스코드인 청바지를 입고 고고장으로 향한 

다. 충장퍼레이드, 대학가요제 리턴즈, 추억의 테마거리, 충장 달빛캠핑, 

Dancing 90’s, 교복체험 등 모든 세대가 어울린다.

     충장로, 금남로 일원

     062-608-2421~4

     donggu.kr/cjf

     매년 9월~10월 중

김치 종주도시 광주에서 매년 열리는 대표적인 특산물 축제이다. 세계인 

들도 우리 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김장체험, 김치전시, 김치토크쇼, 김치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김치타운을 방문해서 직접 김치 

를 담그는 것도 추천한다.

     광주김치타운

     062-613-3955~6

     kimchi.gwangju.go.kr

     매년 10월~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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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프린지페스티벌의 큰 특징 

은 제약이 없다는 것으로 

축제 현장에는 무대 단상이 

없다. 티켓을 구매하지 않 

아도 되고 시간을 내어 공 

연장에 찾아가지 않고도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신선한 콘텐츠가 많다.

코스 Tip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궁동 예술의 거리

→동명동→대인예술시장

맛집 Tip

알랭(프랑스 요리)

광주 동구 동명로20번길 

17-6

062-228-2345

민속촌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7-2

062-224-4577

숙박 Tip

광주팬더게스트하우스

광주 동구 제봉로 102

010-2632-7323

오아시타

광주 동구 동명로

20번길 20

010-4145-9965

50

마임, 음악, 버스킹, 서커스 등 장르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자유 

롭게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 광장문화 프로젝트이다. 참여·체험, 공연·

경연 등으로 구성되며 안내소에서 배포하는 공연 프로그램 리플렛을 참 

고하면 된다.

     광주 일원

     062-670-7967

     fringefestival.kr

     매년 7월~10월

청년이 주최가 되는 축제로 청년의 삶과 이야기, 핫한 젊음의 열기가 공존 

하는 글로벌 축제이다. 거리공연, 체험부스, 청년마켓, 푸드 트럭 등 청년 

들의 아이디어로 구성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겨보길 바란다.

     광주 일원

     facebook.com/wyouthfestival

     매년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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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첨단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것으로 시청각 체험, 행위 

예술, VR전시, 인간과 기술이 융합된 퍼포먼스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 

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gjmp.kr

     매년 10월

온 가족 예술 체험으로 에어바운스, 블록놀이터, 쵸크아트패밀리, 어린이 

아트스쿨, 색채놀이, 엄마 아빠의 아트놀이 등 다양한 체험 및 공연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광주중외공원 잔디광장

     062-413-2530

     artpicnic.kr

     매년 5월~10월

광주의 대표적인 인문학 축제로 2018년도 문화관광 축제에 선정되었다. 

가을 숲속음악회, 전시, 인문학 강의,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사직공원 일원

     062-671-7356

     goodmorningyangrim.com

     매년 10월~12월

관광 Tip

홀로그램 파사드, 미디어 

아트 아카이브 등 6개의 

빛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미디어아트플랫폼을 

추천한다.

코스 Tip

* 미디어아트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아트플랫폼→사직 

공원전망타워

* 아트피크닉

시립미술관→광주역사 

민속박물관→중외공원→

국립광주박물관

맛집 Tip

*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뜰안채(계절한식)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26

번길 10-4

062-234-8118

* 아트피크닉

우미일식(회정식)

광주 북구 북문대로33번길 3

062-512-3302

숙박 Tip

*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유유한

광주 동구 백서로224번길 6-6

0504-0904-2444

* 굿모닝양림

호랑가시나무언덕 

게스트하우스

광주 남구 제중로47번길 20

062-654-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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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여름 광주여행을 계획 중 

이라면 스페인의 플라

멩고, 헝가리의 민속음악, 

유럽의 재즈, 아시아 전통 

음악 등 세계음악이 한 

자리에 모이는 ACC월드 

뮤직페스티벌을 추천한다.

코스 Tip

* ACC월드뮤직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동명동→궁동예술 

의 거리→대인예술시장

* 사운드파크페스티벌

양림역사문화마을→사직 

통기타 거리→최승효 가옥

→이장우 가옥→우일선 

선교사 사택→펭귄마을

맛집 Tip

* ACC월드뮤직페스티벌

해남식당(해장국)

광주 동구 백서로125번길 31

062-225-0664

* 사운드파크페스티벌

파인트리(스테이크)

광주 남구 백서로 97-1

062-413-3266

숙박 Tip

* ACC월드뮤직페스티벌

ACC DEISIGN호텔

광주 동구 금남로226-11

062-234-8000

* 사운드파크페스티벌

호랑가시나무언덕 

게스트하우스

광주 남구 제중로47번길 20

062-654-0976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에서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세계음 

악 축제로 친구, 연인, 가족, 그리고 

나를 위해 여름의 끝자락에서 두 번 

째 휴가를 떠나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062-601-4618

     매년 8월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의 열기를 잇 

는 음악축제로 국내외 다양한 장르 

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축제이다.

양림역사문화마을과 연계해서 즐겨 

보자.

     

     사직공원

     062-654-3627

     facebook.com/peakmusic

     매년 11월

양림동 태생이자 중국의 3대 근·현 

대 음악가로 추앙받는 정율성의 업 

적과 작품세계를 접할 수 있는 음악 

회이다.

     

     정율성 모교 및 광주 관내 학교 등

     062-670-7466/7468 

     jysfestival.kr

     매년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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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대표적인 민속축제로 고싸움놀이의 발상지인 칠석옻돌마을에서 

개최된다. 전야제 행사로 쥐불놀이, 당산제, 농악이 열리며 정월대보름 

날에는 풍물놀이와 고싸움놀이가 시연되고 줄다리기, 연날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 세시민속놀이가 펼쳐진다. 4D영상체험관, 민속놀이 체험마당 

등 민속놀이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싸움놀이테마공원을 방문해도 좋다.

     고싸움놀이테마공원

     062-650-8382

     gossaum.com

     매년 정월대보름

억새꽃 사이로 펼쳐지는 해넘이의 장관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영산강 

에서 열리는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은빛 억새길을 걸으며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형 힐링축제이다.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는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한다.

     영산강 친수공원 일원

     062-350-4792

     sgfesta.co.kr

     매년 10월

관광 Tip

네비게이션에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를 

검색하면 주차장까지 

바로 도착할 수 있다. 

코스 Tip

* 고싸움놀이축제

고싸움놀이테마공원→

포충사→압촌제→고원희 

가옥→콩종합센터→

광주도예문화센터

* 서창들녘 억새축제

서창교→서창향토문화

마을→만귀정→김대중컨 

벤션센터→5·18자유공원→

무각사

맛집 Tip

* 고싸움놀이축제

매월흑염소가든(흑염소탕)

광주 서구 회재유통길 

19-24

062-374-6665

* 서창들녘 억새축제

오카츠(돈가스)

광주 서구 치평로 112

062-373-3355

숙박 Tip

* 고싸움놀이축제,  

서창들녘 억새축제

서창한옥문화관

광주 서구 눌재로 420

062-373-1365



관광 Tip

광주패밀리랜드에는 국내 

에서 가장 높은 75m의 

대관람차가 운영 중이며 

화창한 날에는 담양까지 

볼 수 있다.

코스 Tip

우치공원→국립5·18민주 

묘지→광주호 호수생태원

→가사문화권→풍류달빛 

공연

지산유원지→무등산보리밥 

거리→무등산 카페 거리→

운림동 미술관 거리→

증심사

맛집 Tip

* 우치공원

절기밥상(계절한식)

광주 북구 하서로672

번길 45

062-574-8220 

* 지산유원지

무등산보리밥 

광주 동구 지호로 

무등산보리밥 거리

숙박 Tip

* 우치공원

썸모텔

광주 북구 용두택지로 17

062-573-1122

* 지산유원지

무등파크호텔

광주 동구 지호로164번길 

14-10

062-226-0011

동물원, 식물원, 광주패밀리랜드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원이다. 동물원 

직업탐방, 동물생태해설, 방학 동물교실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놀이기구를 장식한 광주패밀리랜드도 추천하며 자동 

차극장, 글램핑도 우치공원에서 즐길 수 있다. 

     

     광주 북구 우치로 677

     062-613-5860

     gwangju.go.kr/uchipark

복고풍의 리프트와 특유의 덜컹거림으로 짜릿한 스릴감을 느낄 수 있는 

모노레일이 유명하다. 팔각정 전망대에서는 무등산과 광주 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SNS와 입소문을 타고 독특한 놀이시설로 인기몰이 중이다.

     

     광주 동구 지호로164번길 23

     062-221-2760 

      instagram.com/jisanyuwonji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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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공원 입구의 거리 한편에 늘어선 

통기타 카페의 거리로 70~80년대에는

‘기타집’으로 불리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명성을 날렸으며 중장년층의 아지트이다. 

지금은 특화 거리로 조성되어 다양한 조 

형물을 비롯해 현재 활동 중인 통기타 

가수들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광주 남구 사직길 17

손간판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광주극장은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단관극장이다. 멀티플렉스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내부의 목조장식, 로 

비에 전시된 옛 영사기, 영화 상영 전에 울리는 묵직한 종소리가 미묘한 

매력과 향수로 다가온다.

     광주 동구 충장로46번길 10

     062-224-5858

     cafe.naver.com/cinemagwangju

관광 Tip
광주극장 옆에 위치한        

‘영화가 흐르는 골목’을 

거닐며 광주의 극장들, 

영화문화사, 포스터 등을 

접해보길 바란다.

코스 Tip

* 광주극장

광주극장→독립책방 

소년의 서→영화가 흐르는 

골목→김냇과→궁동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

* 사직동 통기타 거리

양림마을이야기관→

펭귄마을→이장우 가옥→

우일선 선교사 사택→

사직공원 전망타워→

사직동 통기타 거리

맛집 Tip

* 광주극장

청하회관

광주 동구 충장로 45-12

062-223-7037

* 사직동 통기타 거리

황솔촌 충장점(돼지갈비)

광주 동구 중앙로160번길 

16-10

062-222-4815

숙박 Tip

* 광주극장

지니아일랜드

광주 동구 충장로58번길 

14, 1604호(충장고운라피네)

010-7606-5447

* 사직동 통기타 거리

푸른동산

광주 남구 제중로 39-5, 2층

010-8601-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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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양림동 관광안내소 옆의 

마을이야기관을 관람하고 

관광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는 것을 추천한다. 

양림오거리를 기점으로 

트렌디한 카페와 음식점이 

곳곳에 있다.

코스 Tip

건축투어, 선교투어, 

예술투어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맛집 Tip

파인트리(스테이크)

광주 남구 백서로 97-1

062-413-3266

김영희  강남동태찜

광주 남구 독립로 54번길 34

062-655-7574

숙박 Tip

아리네 게스트하우스

광주 남구 천변좌로

428번길 6

010-2104-8899

THM

광주 남구 양촌길 27-5

010-2947-8800

이장우가옥

커티스메모리얼홀

한국과 서양, 유교와 기독교,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양림역사문화마을. 

광주의 원형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곳으로 이장우 가옥과 최승효 가옥이 

대표적이다.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순례지이기도 하며 우일선 선교사 

사택, 오웬기념각, 선교사 묘역 등에서는 그들의 흔적과 서양식 건물을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시인 김현승, 작곡가 정율성을 비롯해 걸출한 작가, 

시인, 음악인을 배출했다.

     광주 남구 서서평길 7

     062-676-4486

     visityangnim.kr

56



오밀조밀하게 교차하는 골목길에 젊은 작가의 작업실과 공방, 문화활동 

가의 아지트, 개성있는 카페와 음식점, 감각적인 상점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침체된 원도심에 있던 한옥과 낡은 주택은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적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변신했고 이색적이고 감각적인 카페가 

모여들어 카페 거리로 불리기도 한다.

     광주 동구 동명로 일원

관광 Tip
동명동에는 트렌디한 

카페와 식당뿐만 아니라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씨어터연바람, 2만여 점이 

넘는 전통 생활용품을 

관람할 수 있는 

비움박물관이 있다.

코스 Tip

동명동→비움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궁동 

예술의 거리→충장로→

전일빌딩245→구시청

맛집 Tip

알랭(프랑스 요리)

광주 동구 동명로20번길 

17-6

062-228-2345

동명가원식당(꽃등심)

광주 동구 필문대로 230

062-232-8877

숙박 Tip

오아시타

광주 동구 동명로20번길 20

010-4145-9965

글로리(신시와)

광주 동구 동계천로 81-3

062-23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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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함께 어우러지며 생동하는 광주를 만나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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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오매가득광주  #체험명소  #동네탐방

G-Culture 탁본체험



관광 Tip

광주김치타운의 김치

발효식품관을 방문하자.

4개의 발효존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한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광주김치타운 옆에 

위치하고 있다.

코스 Tip

광주김치타운→김치박물관

→세계김치연구소→콩종합 

센터→서창향토문화마을→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맛집 Tip

매월흑염소가든(흑염소탕

&수육)

광주 서구 회재유통길 

19-24

062-374-6665

숙박 Tip

삼화호텔

광주 서구 풍금로177번길 3

062-682-6811

드림모텔

광주 서구 풍금로177번길 7 

062-681-3745

김치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복합테마파크이다.

주요시설로는 김치의 역사, 유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김치박물관, 맛있는 

남도김치를 생산하는 김치HACCP공장, 직접 담가보고 시식해 보는 김치 

체험장, 발효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김치발효식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 남구 김치로 60

     062-613-8222

     gwangju.go.kr/kimchitown

김치의 과학적 우수성을 밝히고 김치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종균배양부터 

제조시설까지 견학할 수 있다.

· 개인 (10인 이하): 매달 셋째 주 수요일 (10:00~11:00)

· 단체: 요청 일시에 따라 협의

      ※ 공휴일, 개소기념일, 기타 연구소 전체 행사일 등은 제외

견학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관소개 → 견학신청 또는 
  062-610-1831로 문의

     광주 남구 김치로 86

     062-610-1700

     wikim.re.kr

견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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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재미있는 음식이야기 

코너를 추천한다. 

음식궁합, 체질별로 좋은 

음식을 추천해 준다. 

코스 Tip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시립 

미술관→광주역사민속박 

물관→광주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

국립광주과학관→첨단 

백합나무길(광주 시민의 

숲)→월계동장고분→무양 

서원

맛집 Tip

*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문옥(계절한식)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152

062-572-7027

* 국립광주과학관

넓으실(계절한식)

광주 북구 대촌길6번길 

20-6

062-972-8201

숙박 Tip

*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관광호텔

광주 북구 서하로183번길 56

062-261-7777

* 국립광주과학관

호텔더스팟

광주 북구 앰코로 32

062-971-1362

남도 음식을 알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길쭉한 다식판 모양의 건물이 

인상적인 박물관으로 남도의 음식문화와 향토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각종 전시실과 체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음식 강좌를 

통해 궁중떡볶이, 한과, 수수부꾸미 등을 직접 만들며 선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각종 유물도 전시되어 있으며 3층의 호남문화자료전시관도 

꼭 둘러보기 바란다.

     

     광주 북구 설죽로 477

     062-575-8883

     bukgu.gwangju.kr/namdofood

우주선에 탑승하는 순간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력이 분출한다. 우주선처럼 

생긴 과학관은 빛을 주요 테마로 예술과 과학을 융합하여 시청각을 자극 

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곳은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다. 천문·교육숙박동 별빛누리 

관에서는 망원경으로 우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숙박도 가능 

하다.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35

     062-960-6210

     science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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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김대중홀 옆에는 공예품과 

관광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광주관광기념품 전시 

판매장이 위치하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도로 

건너편에 있는 카페 거리도 

추천한다.

코스 Tip

김대중컨벤션센터→컨벤

션센터 카페 거리→5·18

자유공원→상무지구 

번화가→5·18기념공원→

무각사→운천호수

맛집 Tip

해동활어(계절한식)

광주 서구 상무대로 653-1

062-515-3344

민들레(게장, 굴비)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137

062-374-8760

숙박 Tip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5

062-610-7000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49

062-717-7000

MICE(Meeting 회의, Incentives 포상관광, Convention 컨벤션, Exhibition 

전시) 산업을 이끄는 광주의 대표적인 플랫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제관광 

박람회, 농수산물박람회, 홈라이프스타일쇼, SW축전, 공연, 전시 등 국제 

적인 상품, 기술, 정보, 문화가 교류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테마의 이벤트를 현장감있게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I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전시장은 500개 이상의 부 

스를 설치할 수 있고 컨벤션 

홀은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26개의 

중소회의실로 되어 있다.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062-611-2000 

     kdjcenter.or.kr

위치_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동 1층

볼거리_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흉상과 핸드프린트,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

김대중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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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광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에는 수면에 비치는 

풍광이 아름다운 풍암호수 

공원이 있다.

코스 Tip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유스퀘어→하정웅미술관

→청춘발산마을→양동시장

광주월드컵경기장→롯데 

아울렛→풍암호수공원→

광주김치타운→김치 

박물관→세계김치연구소

맛집 Tip

*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옥천면옥(냉면)

광주 북구 무등로 144

062-528-3888

* 광주월드컵경기장

영빈관(계절한식)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128

번길 75, 2층

062-384-6000

숙박 Tip

*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NEW광주게스트 하우스

광주 북구 서암대로 289

번길 9

0507-1494-2245

* 광주월드컵경기장

다이아모텔

광주 서구 풍암1로21번길 

9-18

062-682-6673

관중석과 경기장의 거리가 짧아서 야구를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최대 

27,000명을 수용하며 외야 샌드파크에 설치된 미니수영장에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에어바운스 미끄럼틀도 이용할 수 있다.

     광주 북구 서림로 10

     070-7686-8000

     기아타이거즈 tigers.co.kr

     티켓예매 ticketlink.co.kr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했던 경기장이다. 

무등산의 능선을 형상화한 지붕이 건축학적인 위용을 뽐내며 2015년에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광주FC의 홈구장 

이다.

     광주 서구 금화로 240

     062-60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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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ip

청춘발산마을에서는 형형 

색색의 108계단을 올라 

보자. 서창향토문화마을에 

있는 한옥문화관에서는 

전통 문화강좌, 예절학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스 Tip

서창향토문화마을→만귀

정→서창들녘 억새길→

김대중컨벤션센터→5·18

자유공원→5·18기념공원→

청춘발산마을→양동시장

맛집 Tip

* 청춘발산마을

수일통닭

광주 서구 천변좌로262

번길 1-1 

062-369-8916

양동통닭

광주 서구 천변좌로262

062-364-5410

* 서창향토문화마을

매월흑염소가든(흑염소탕)

광주 서구 회재유통길 

19-24

062-374-6665

숙박 Tip

* 청춘발산마을

발산하우스

광주 서구 천변좌로118

번길 4-2

0507-1387-2701

* 서창향토문화마을

서창한옥문화관

광주 서구 눌재로 420

062-373-1365

7~80년대 방직여공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컬러아트프로젝트와 공공디자 

인을 통해 색채감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마을 입구의 벽화, 곳곳의 

조형물, 철재로 만든 뽕뽕브릿지 등 활기가 가득하다.

     광주 서구 천변좌로 12-16

     062-464-0020

     bal-san.com

조선 중기 한옥의 모습을 간직한 곳으로 전통문화와 향토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골목의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마을 

에서 내다보이는 서창들녘의 황금물결과 석양이 장관이다.

     광주 서구 눌재로 420

     062-373-1365

     schanok.or.kr

64



관광 Tip

펭귄마을의 대표 빵인 

펭귄빵도 먹고 바로 옆에 

위치한 BTS제이홉 

벽화에서 기념사진도 

촬영해 보자.

코스 Tip

* 펭귄마을

펭귄마을→BTS제이홉 

벽화→펭귄마을 공예거리

→이장우 가옥→우일선 

선교사 사택→사직공원 

전망타워

맛집 Tip

* 펭귄마을

양림펭귄마을협동조합카페

(펭귄빵)

광주 남구 천변좌로450

번길 8-9

062-676-0007

* 평촌마을

오얏리돌솥밥(삼계탕&

돌솥밥)

광주 북구 밤실로 178

062-267-8502

숙박 Tip

* 펭귄마을

아리네 게스트하우스

광주 남구 천변좌로428

번길 6

010-2104-8899

* 평촌마을

무등파크호텔

광주 동구 지호로164번길 

14-10

062-226-0011

마을 들녘의 평무뜰에서는 친환경 우렁이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마을 

중심을 흐르는 풍암천에는 도심에는 이미 자취가 사라진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무등산 깃대종인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환경이 

우수한 마을로 2016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이자 예로부터 

분청사기를 만든 남도의 혼이 스며든 마을이다.

     광주 북구 평촌길15

     062-266-2287

     bandivill.net

폐품이 예술작품으로 탈바꿈한 정크아트 마을로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이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마치 펭귄 같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양림동행정복지센터 옆의 이정표를 따라 좁다란 골목길을 들어가면 개성 

있는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옛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주 남구 천변좌로446번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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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의 자연과 광주의 야경이 조화를 이루 

는 곳이다. 잣고개는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불빛 가득한 광주의 

경치가 매력적이다. 전망대 카페를 이용해도 

좋다.

     광주 동구 무등로 669

CHANGE라고 적힌 대형 사인보드가 눈에 띄는 

곳이자 광주폴리 Ⅲ이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옥상에 있으며 무등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 등의 야경을 구경할 수 있다.

     광주 동구 제봉로 96      

     광주영상복합문화관 8층

사직공원 정상에 위치한 야경스팟으로 4층의 

전망대에 오르면 광주의 전경을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다.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일 

9:00~22:00까지 이용 가능하다.

     광주 남구 양림동 사직공원

조선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위치한 전망대로 

숨겨진 야경 스팟이다. 산 중턱에 올라 잠시 

쉬어가는 기분이 들며 비교적 조용하다.

자가용이나 교내버스 이용을 추천한다.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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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채꽃의 진수를 만끽해 보자. 

27,000m²에 이르는 유채꽃 밭을 

노랗게 물들이며 방문객들을 매료 

시키는 곳이다. 유채꽃과 함께 아름

다운 수변경관도 즐기기 바란다.

     광주 광산구 선암동 241-31

매년 8월이면 보랏빛 맥문동이 만발 

하는 길로 2018년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다. 메타세콰이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서 한여름에도 

걷기 좋다.

     광주 북구 문흥동 803-1

단풍나무가 터널처럼 울창하게 자라는 

곳으로  광주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 

이다. 풍암제에서 도보로 이동하면 

편리하다.

     

     광주 북구 풍암제길 117

백합나무가 우거져 있는 길로 가을 

의 낭만을 온몸으로 느끼기에 제격 

이며 광주 시민의 숲 인근에 형성 

되어 있다.

     광주 북구 추암로 30

호수 옆에 벚꽃길이 길게 조성되어 

있다. 벚꽃과 호수의 경치를 한 번에 

구경할 수 있어서 봄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우치공원에서 벚꽃 구경 

하고 꽃길만 걷자.

     광주 북구 우치로 677

조선대학교 장미원에는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의 장미가 피어난다. 5

월~11월까지 운영되며 개방 시간은 

9:00~21:00이므로 방문시 참고하 

기 바란다.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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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

체험내용 : 바람떡, 수수부꾸미, 잡채, 김밥, 궁중떡볶이, 

                 계절국수 만들기, 향토음식전시장 탐방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수용인원 : 30명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체험내용 : 궁중떡볶이, 잡채, 삼계탕, 떡케익 등 만들기, 명인 상설전시장 탐방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수용인원 : 40명

광주전통문화관

체험내용 : 삼색부꾸미, 떡볶이, 비빔밥 만들기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수용인원 : 100명

JS퀴진아카데미

체험내용 : 떡갈비, 삼계탕, 잡채, 오색 수수떡, 김밥, 떡국 만들기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수용인원 : 120명

예미요리직업전문학교

체험내용 : 탕평채, 오이선, 만두, 구절판 만들기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수용인원 : 118명

동강요리학원

G-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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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

빛고을 자연사찰음식 체험관 

체험내용 : 사찰음식 만들기

소요시간 : 2시간

수용인원 : 30명

향연 

체험내용 : 전통 한식 만들기, 다도

소요시간 : 2시간

수용인원 : 15명

웰니스 관광지

테라피스파 소베

체험테마 : 뷰티·스파

체험내용 : 맞춤별 스파 테라피 

프로그램 제공

편백나라 효소궁

체험테마 : 뷰티·스파

체험내용 : 편백, 허브, 효소테마의 

5가지 힐링체험

체험내용 : 최신 K-POP댄스 배우기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수용인원 : 30명

조이댄스 플러그인 뮤직아카데미

체험내용 : 한류메이크업 배우기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수용인원 : 30~50명

광주여자대학교

체험내용 : 한류스타일링 배우기, 특수분장 배우기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수용인원 : 50명

에르모소뷰티아카데미

 · 특별체험 프로그램 · 

G-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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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ULTURE

※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

체험내용 : 선비체험, 탁본체험, 옛 책 만들기, 다례체험, 월봉서원 탐방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수용인원 : 50명

월봉서원

체험내용 : 다도, 전통혼례체험, 한복입기, 부채·족자만들기, 

                 장구체험, 서예체험, 문화유산해설사 향교 탐방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수용인원 : 100명

광주향교

체험내용 : 태권무 공연, 격파시범 관람, 태권도 기본동작 배우기

소요시간 : 2시간

수용인원 : 100명

호남대학교

체험내용 : 전통공연 관람, 공예체험, 국악기(장구)체험, 다례체험,     

                  문화유산해설사 투어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수용인원 : 30명

광주전통문화관

G-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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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

광주 교통정보

관광안내소 및 쇼핑

숙박업소

5개 구별 테마관광

주요 권역별 테마관광



광주 관광정보

서울, 인천공항 등에서 접근이 편리하며 항공, KTX, 고속버스 등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교통정보

교통 구간 소요시간 기타

※광주역(ITX, 무궁화호) 1544-7788

항공

KTX

SRT

고속
버스

김포공항-광주공항 50분 광주공항 1661-2626

광주송정역 1544-7788

광주종합버스터미널

062-360-8114

1시간 50분

1시간 30분~50분

3시간 20분

서울 용산역-광주 송정역

서울 수서역-광주 송정역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광역시 버스운행정보

빛고을콜센터 : 국번없이 120

대중교통

버스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가 있고 지하철은 1호선이 운행 중이다. 교통카드 이용 시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에 

환승하면 무료이고 횟수 제한이 없다.

콜택시

광주콜택시 : 062-368-5000 

빛고을콜 : 062-525-255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062-600-8900

지하철 안내  grtc.co.kr

평
동

도
산
 

광
주
송
정
 

송
정
공
원
 

공
항
 

김
대
중
컨
벤
션
센
터
 

상
무
 

운
천
 

쌍
촌
  

화정 

농성 

돌고개 

양
동
시
장
  

금
남
로
5가
 

금
남
로
4가
 

문
화
전
당
 

남
광
주
 

학
동
 ·

    
증
심
사
입
구
 

소
태
 

녹
동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의 사전예약 시 가능)

활동시간 : 10:00~17:00     문의 : 광주관광재단 062-611-3650

관광 통역 안내전화

Korea Travel Hoteline

언제, 어디서든 여행정보가 필요할 땐 국번없이 1330

관광지 · 숙박 안내 서비스 8개 국어 24시간 제공 

(해외에서 이용 시 +82-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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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생활

페드로하우스

김냇과

오아시타 호스텔

다솜채

광주시민회관

송정마을카페이공

평촌도예공방

칠석길1

뉴광주게스트하우스

밀밭양조장

차생원

광주 동구 제봉로 100-1, 2층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181번길 42 (쌍촌동)

광주 동구 구성로204번길 13(대인동)

광주 동구 동명로20번길 20 

광주 광산구 내상로51번길 27(송정동)

광주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

광주 광산구 송도로 257-1

광주 북구 담안 평무길77

광주 남구 칠석길1

광주 북구 중흥동 599-100

광주 광산구 송정로8번길 29

광주 동구 의재로 100

070-8639-9231

010-9592-9993

062-229-3355

010-4145-9965

070-8831-7700

062-672-0660

062-941-7978

062-226-8008

010-3312-7116

010-6286-2224

062-233-3225

062-232-3973

쇼  핑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NC백화점

광주 동구 독립로 268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광주 북구 경열로 249

1577-0001

1588-1234

062-510-7000

백화점 주소 전화

NC웨이브

와이즈파크

금호월드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광주아울렛

세정아울렛

임팩트 럭셔리몰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광주 동구 중앙로 163

광주 동구 충장로 72

광주 서구 군분2로 54

광주 서구 금화로 240

광주 서구 상무대로 627

광주 서구 상무대로 773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509

광주 광산구 장신로 98

062-718-9300

062-236-5989

062-350-8114

1577-0001

062-384-5100

062-370-9000

062-946-3333

1577-0001

아울렛 및 쇼핑몰 주소 전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광안내소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광안내소

양림동 관광안내소

광주역 관광안내소

광주송정역 관광안내소

광주공항 관광안내소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광주 남구 천변좌로418번길 2

광주 북구 무등로 235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062-601-4261

062-365-8733

062-611-3616

062-676-4486

062-233-9370

(1층)062-941-6301

(2층)062-944-9044

062-942-6160

장소 주소 전화

여행자 플랫폼

장소 주소 전화

관광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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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_관광호텔

숙박업소 주소 전화

숙박_외국인관광도시민박

숙박업소 주소 전화

숙박_유스호스텔

오아시타 광주 동구  동명로20번길 20 010-4145-9965

숙박업소 주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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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파크호텔

벤틀리호텔

ACC DESIGN호텔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마스터스관광호텔

씨에스호텔

피렌체관광호텔

호텔프랑스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광주관광호텔

MGM관광호텔

엠파이어관광호텔

광주 동구 지호로164번길 14-10

광주 동구 서석로10번길 5

광주 동구 금남로 226-11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49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46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128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38번길 5-8

광주 서구 시청로20번길 21-6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5

광주 북구 서하로183번길 56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2번길 13-33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25

062-226-0011

062-236-5881

062-234-8000

062-717-7000

062-382-7700

062-363-3300

062-380-0000

062-382-6000

062-610-7000

062-261-7777

062-944-8598

062-962-2000

광주팬더게스트하우스

부엉이살림

지니아일랜드

로이스

더로프트 하우스

Pedro guesthouse

pedro's house 2

윔즈홈

발산하우스

희망게스트하우스

서쓰하우스

광주 동구 제봉로 102 (장동)

광주 동구 동명로20번길 5, 2층 (동명동)

광주 동구 충장로58번길 14, 16층 1604호 (충장고운라피네) 

광주 동구 백서로 210, 301호 (서석동)

광주 동구 동계로 12, 3층 (동명동)

광주 서구 상무대로935번길 18-3 (쌍촌동)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181번길 42 (쌍촌동)

광주 서구 상무대로1014번길 27-6, 1층 (화정동)

광주 서구 천변좌로118번길 4-2 (양동)

광주 서구 백석길 19, 101동 601호 (마륵동, 희망가아파트) 

광주 서구 군분2로 45, 1동 1107호 (화정동, 무등파크맨션) 

010-2632-7323

010-6425-8465

010-7606-5447

010-7121-8837

010-6635-0019

010-9592-9993

010-9592-9993

010-9240-1052

010-6627-6000

010-9626-9305



숙박업소 주소 전화

숙박_한옥체험

오매광주 추천숙박 더 보기

75

그린게스트하우스

달이 하우스

광주 북구 경양로63번길 15 (임동)

광주 북구 북문대로42번길 16 (운암동)

010-6630-3835

010-6626-1941

주식회사 아트주(호랑가시나무언덕)

푸른동산

아리네 게스트하우스

THM

광주 남구 제중로47번길 20 (양림동)

광주 남구 제중로 39-5, 2층 (양림동)

광주 남구 천변좌로428번길 6 (양림동)

광주 남구 양촌길 27-5 (양림동)

070-4240-0976

010-8601-9886

010-2104-8899

010-2947-8800

다솜채

산월게스트하우스

조아게스트하우스

광주송정역 게스트하우스

지니하우스

지니하우스2

워라벨 하우스

광주 광산구 내상로51번길 27-1 (송정동)

광주 광산구 월봉반월길 143-5, 3층 301호(산월동)

광주 광산구 신도산길 52 (도산동)

광주 광산구 송정로65번길 6, 2층 (송정동)  

광주 광산구 평동로1115번길 53-3 (송정동) 

광주 광산구 평동로1115번길 53-5 (송정동)

광주 광산구 월곡로40번길 5, 2층 (월곡동)

070-8831-7711

010-3608-7467

010-2388-4651

010-9399-0302

010-8032-3533

010-5506-9824

다솜채

안청가가

여로(산수점)

여로(동명점)

유유한

글로리(신시와)

오가헌

장미옥(로즈하우스)

서창한옥문화관

광주 광산구 내상로51번길 27 (송정동)

광주 광산구 계안길 31-14 (안청동)

광주 동구 동계로 16-17 (산수동) 

광주 동구 동명로 37-5 (동명동)

광주 동구 백서로224번길 6-6 (동명동)

광주 동구 동계천로 81-3 (동명로)

광주 동구 구성로194번길 24 (금남로4가)

광주 동구 필문대로 210-6 (지산동)

광주 서구 눌재로 420 (세하동)

070-8831-7700  

062-446-2255

062-227-8815

062-227-8815

0504-0904-2444

062-233-2755

062-227-5557

010-5090-7982

062-373-1365



5개 구별 테마관광

문화·예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궁동 예술의 거리

비움박물관

운림동 미술관 거리

광주폴리

광주전통문화관

자연·역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민주평화기념관(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

4·19민주혁명기념관 및 역사관

증심사

조선대학교 장미

시장

대인예술시장

음식

무등산보리밥

광주육전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

동명동 카페 거리

무등산 카페 거리

축제

추억의충장축제

프린지페스티벌

미디어아트페스티벌

ACC월드뮤직페스티벌

야경

무등산 잣고개

14

16

16

18

19

20

29

33

33

33

35

30

67

42

38

39

40

45

45

49

50

51

52

66

관
광
지
 인
덱
스

동구 서구

남구

조선대학교 사범대학교

뷰폴리

문화·예술

청춘발산마을

서창향토문화마을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국악상설공연(광주공연마루)

자연·역사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무각사

시장

양동시장

음식

광주주먹밥

컨벤션센터 카페 거리

축제

서창들녘 억새축제

문화·예술

양림역사문화마을

펭귄마을

광주폴리

광주김치타운

광주도예문화센터

미디어아트플랫폼

66

66

64

64

62

63

05

34

34

35

30

41

38

45

53

56

65

20

60

22

23

76



북구

광산구

31

41

38

45

49

51

52

52

53

66

18

18

18

20

28

61

61

63

22

05

34

26

역사

 광주향교

시장

남광주시장

음식

광주주먹밥

양림동 카페 거리

축제

세계김치축제

굿모닝양림

사운드파크페스티벌

정율성음악축제

고싸움놀이축제

야경

사직공원전망타워

문화·예술

국립광주박물관

시립미술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폴리

가사문화권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국립광주과학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평촌도예공방

풍류달빛공연

자연·역사

국립5·18민주묘지

무등산국립공원

29

67

67

67

67

54

41

39

48

48

51

19

31

67

43

38

광주호 호수생태원

우치공원 벚꽃

맥문동 숲길

무등산 풍암정 단풍

첨단 백합나무길

우치공원

시장

말바우시장

음식

광주오리탕

축제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트피크닉

문화·예술

소촌아트팩토리

자연·역사

월봉서원

황룡친수공원 유채꽃

시장

1913송정역시장

음식

송정리향토떡갈비

5개
 구
별
 테
마
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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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역별 테마관광

무등산 권역

관
광
지
 인
덱
스

양림동 권역

문화·예술

운림동 미술관 거리

광주전통문화관

풍류달빛공연

자연·역사

무등산국립공원

가사문화권

광주호 호수생태원

증심사

무등산 풍암정 단풍

음식

무등산보리밥

무등산 카페 거리

문화·예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궁동 예술의 거리

비움박물관

광주폴리

미디어아트플랫폼

역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민주평화기념관(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

4·19민주혁명기념관 및 역사관

19

29

05

26

28

29

30

67

38

45

14

16

16

18

20

23

33

33

33

35

시장

대인예술시장

음식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

동명동 카페 거리

축제

추억의충장축제

프린지페스티벌

ACC월드뮤직페스티벌

야경

무등산 잣고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교

뷰폴리

문화·예술

양림역사문화마을

펭귄마을

시장

남광주시장

음식

양림동 카페 거리

역사

광주향교

 

42

40

45

49

50

52

66

66

66

56

65

41

45

31

충장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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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권
역
별
 테
마
관
광

상무지구 권역 중외공원문화예술벨트 권역

축제

굿모닝양림

사운드파크페스티벌

야경

사직공원전망타워

문화·예술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국악상설공연(광주공연마루)

자연·역사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무각사

음식

광주주먹밥

컨벤션센터 카페 거리

문화·예술

소촌아트팩토리

국립광주과학관

자연·역사

월봉서원

황룡친수공원 유채꽃

첨단 백합나무길

51

52

66

62

05

34

34

30

38

45

19

61

31

67

67

시장

1913송정역시장

음식

송정리향토떡갈비

문화·예술

국립광주박물관

시립미술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축제

아트피크닉

43

38

18

18

18

48

48

51

하남&첨단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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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관광재단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1층

2021. 12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www.gjto.or.kr) 문의하기 통해 접수

(주)다스디자인

발행처

발행일

문 의

디자인

오매광주 모바일북
https://tour.gwangju.go.kr/omae/kr/index.html

이 책의 저작권은 광주관광재단에 있습니다. 맛집 Tip은 광주 8기 맛집, 모범음식점 정보를

활용했으며 숙박 Tip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는 관광호텔, 크린호텔, 크린숙박업소, 호스텔,

한옥체험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맛집과 숙박에 게재된 정보는

도보 10분, 승용차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책자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는 2021년 12월 기준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