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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출장지에서 도움 되는 현지 정보가  	
한곳에 모여 있다면 편리하지 않을까?”

국제비즈니스와 MICE의 도시 인천.
특히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영종도, 
그리고 인천시청 등 세 비즈니스 거점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바쁜 출장 일정에 도움 되는 정보는 물론, 	
일을 마친 후에 휴식과 재충전이 될 수 있는 	
장소도 소개합니다.

출장여행지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다음 휴가여행도 
계획해 보는 건 어떠세요?

비즈니스의 성공에
여행의 추억을 더하는 

출장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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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섬, 해수공원이 있는 출장지
          국제도시 그리고 미래도시로의 출장여행

우리가 아는 
인천보다 
더 큰 인천

중구

연수구 남동구

남구

서구

부평구

가양구

인천시청영종도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인천 3대 비즈니스 거점

인천은 세계인이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첫 도시이다. 동북아 최고
의 허브 인천국제공항에는 전 세계 88개 항공사가 52개 국가, 173개 도
시를 연결하고(2020년 기준), 인천항은 시간당 1천 명 이상 승하선이 가
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크루즈터미널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는 20분, 서울 도심은 1시간이면 닿는
다. KTX 고속철도 광명역까지 30km,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통해 수도권
은 물론 국내 타 도시와의 교통접근성도 탁월하다.

인천은 세계가 선택한 도시다. 녹색기후기금(GCF) 등 15개 국제기구와 
글로벌캠퍼스가 있고,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들 중 다수가 입주해 있
다. 다양한 MICE 베뉴(venue)를 보유한 국제업무 거점도시이자 ICT 인
프라를 이용한 미래형 첨단도시 인천. 2018년 송도는 국내 최초로 국제
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되었고, 2020년 인천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
광공사가 주관하는 ‘스마트관광도시’ 1호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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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20분, 경인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
항고속도로 등으로 서울시내까지 1시간 안에 도달하는 송도국제회의
복합지구. 국제회의와 대형 컨벤션, 박람회와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
는 최첨단 컨벤션센터 송도컨벤시아는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실
상부한 랜드마크이다. 아시아 최초 LEED 인증, 국내 최초 스마트 MICE 
라운지, VR 레이아웃 배치 시스템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 BF 최우수 등급 인증 등 스마트 MICE 도시를 대표하
는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센트럴파크까지 펼쳐지는 무궁무진한 볼
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의 향연을 아낌없이 누려보자.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Songdo International Convention Complex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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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컨벤시아

송도 야경
경원재 엠배서더 인천

아트센터 인천

솔찬공원

G타워 전망대

센트럴파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NC큐브 커넬워크

송도국제경양식

봄베이브로이 송도점

한양 한옥마을점

나이로비 커피 비스트로

안스베이커리 송도점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오크우드프리이머 인천 파노라믹 65

수라채 다이닝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가회동 샤브칼국수 송도컨벤시아점
해원 송도본점

산책

야간관광

지역 맛집

커피 & 디저트

술

비즈니스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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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야경투어

낮의 송도가 당당하고 여유로웠다면 저녁의 송도는 화려하고 강
렬하다. 인천대교의 해넘이가 센치했다면 송도의 밤은 다시 몽
환적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낮에 센트럴파크를 산책했다면, 저
녁에는 다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시작해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건축미와 빛의 향연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어볼 것을 
권한다.  

송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 포스코타워-송도, 세계적인 설계업체
가 태백산맥 능선 이미지를 투영해 설계한 송도컨벤시아, 세계 
최초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역셀공법을 도입해 
건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신비하고 아름다운 복합문화예술공
간 트라이보올 등은 낮과는 또 다른 반전매력을 보여준다.  GCF
브릿지와 게일브릿지 등 센트럴파크의 다리 위에서 호수 위에 
어리는 마천루의 형형색색 불빛을 바라보는 것도 아름답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저녁 6시40분 인천종합관광안내소 앞에
서 출발하는 노을야경투어 시티버스를 탑승해도 좋다. 인천대교
를 지나 왕산마리나를 거쳐 다시 송도의 야경포인트를 보고 돌
아오는데 약2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출장여행을 빛나게 기억하
게 할 이 2시간을 아끼지 말 것.

 송도컨벤시아에서 238m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

바쁜 출장, 

그래도 

지나치기 아까운

이것만은 꼭!
태양 아래 빛나고

해 저문 뒤 

다시 새롭게 빛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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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원재 엠배서더 인천 

미래도시 같은 송도의 고층 빌딩숲 속에 한옥건물이 있다면 어떤 
풍경이 연출될까? 해질 무렵 경원재 엠배서더 인천에서 그 궁금증
을 풀 수 있다. 경원재 엠배서더 인천은 한옥명장들이 참여해 완
성한 5성급 한옥호텔이다. 나지막하지만 웅장하고 기품 있는 한
옥호텔 뒤로 환하게 불을 밝힌 마천루들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국
내외 여행자들을 모두 감탄하게 만드는 특별한 야경을 선사하는 
곳이므로, 객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꼭 한번 들러볼 것. 

 송도컨벤시아에서 962m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    032-729-1101

2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복합문화예술공간. 클래식 
공연이 자주 열리는데, 음악 감상 말고도 이곳에 와야 할 이
유가 있다. 바로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 때문. 해넘이 시간 전
에 비즈니스 업무를 마쳤다면 아트센터 인천 2층에서 노을
을 기다려보자. 눈앞의 바다 전망과 노을, 신선한 바닷바람
에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더해지면 차
분하면서도 감동적인 힐링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송도컨벤시아에서 2.1km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032-453-7700

1   G타워 전망대 

G타워는 송도가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 UN국제기구 본사 중 대표적으로 GCF(녹색기후기금)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33층에는  IFEZ홍보관과 전망대가 있어,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 살펴보며 
직접 송도 국제업무지구와 센트럴파크, 인천대교, 서해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산책할 여
유가 없는 출장여행자라면 송도 야경 감상을 위해 이곳에 들러볼 것.

 송도컨벤시아에서 1.5km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평일 10:00~20:00 / 주말 및 공휴일 휴관    IFEZ홍보관 032-453-7884 

4   솔찬공원 

바다와 맞붙어 있어 드라이브 코스, 산책 코스로 
소문난 곳이다. 특히 데크에서 즐기는 바다 노을
이 장관이다. 공원 내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고, 
바다 뷰로 유명한 복합문화공간 ‘케이슨24’도 이
곳에 있어 일몰 풍경은 물론 다양한 공연과 전시, 
식사와 차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송도컨벤시아에서 2.7km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391번길 20  

송도 컨벤시아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아트센터 인천

솔찬공원

G타워 전망대

열심히 일한 당신,
심심할 틈 없는 저녁시간

일 마친 후

나만의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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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파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NC큐브 커넬워크

송도 컨벤시아

머리도 식힐 겸,
간단히 갔다 오는 주변산책

잠시라도 좋은

웰빙산책

 

1   센트럴파크 

국내 최초의 해수공원인 센트럴파크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수상레저를 즐겨보자. 웨스트 보
트하우스 선착장에서 출발해 토끼섬에서 돌아오는 왕복코스 20분 동안 최대 폭 110m에 이
르는 인공수로를 누비며 송도를 유람할 수 있다. 송도의 랜드마크는 물론 센트럴파크를 즐기
는 시민들의 모습이 바쁜 출장여행자에게도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줄 것이다. 2인 이상이 함
께라면 이스트 보트하우스에서 카약, 카누, 패일리 보트 등을 즐기며 잠시 기분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다.

 웨스트 보트하우스   평일 10:00~19:00 / 주말 10:00~21:00    032-834-4609
 이스트 보트하우스   10:00~20:30 연중무휴     032-831-4609

 송도컨벤시아에서 238m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

3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송도 국제도시에 왔다면 다양한 맛집과 쇼핑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국내외 유명 브랜드는 물론 
개성 넘치는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들이 가득하다. 프리미엄마켓, 가든테라스, 카페테리아, 다이닝레스토
랑 등이 즐비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송도 트리플스트리트를 
구경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니 조심할 것!

 송도컨벤시아에서 1.2km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23   	
 032-727-2233(현대프리미엄아울렛) 	

      032-310–9500(송도 트리플스트리트) 

 2  NC큐브 커낼워크 

여유시간에 쇼핑과 산책을 한 번에 하고 싶다면 이
곳을 추천한다.  봄·여름·가을·겨울을 테마로 한 4개
의 동으로 구성된 쇼핑거리로 한가운데는 조각상과 
분수대가 있는 중앙수로가 조성되어 있다. 수로를 
따라 파라솔과 의자 등 휴식공간이 있어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입맛에 맞는 맛집을 찾는 것도 이
곳의 재미. 

 송도컨벤시아에서 1.6km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07
 032-723-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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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도국제경양식 

추억의 옛날 경영식집. 1972년부터 운영 중인 집으
로, 심플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변함없는 맛으로 인
기를 얻고 있다. TV에도 방영된 맛집으로 돈까스와 
안심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 등은 모두 국내산을 쓴
다. 소스 등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 깔끔하고 믿을 수 
있다. 함께 나오는 빵도 맛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
께 외식하러 가던 경영식집 추억이 떠오르는 곳.

 송도컨벤시아에서 972m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94    032-888-8525  
 월~토 11:30 – 21:00 / 브레이크 타임 15:00~17:00

      일요일 휴무     주차 가능

맛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미각체험 행복맛집

이왕이면

현지 맛집

① 해원 송도본점  
독립적 비즈니스 공간을 갖춘 암퇘지 요리전문점. 순
수 돼지갈비만을 사용해 수제양념으로 재워 숯불에 
굽은 전통갈비, 일일 한정수량으로 나오는 한돈 생갈
비살, 해원만의 방법으로 숙성한 생오겹살 등을 맛볼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맛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모임이나 회식을 할 수 있어 송도의 비즈니스맨들에
게 자주 추천되는 곳이다.

 송도컨벤시아에서 240m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111번길 9 2층
 032-831-3392 
 11:30 – 22:00 일요일 휴무   주차 가능

비즈니스�식사�핫플레이스

송도국제경양식

봄베이브로이 송도점

한양 한옥마을점

가회동 샤브칼국수
송도컨벤시아점

수라채 다이닝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해원 송도본점

송도 컨벤시아

3   한양 한옥마을점 

센트럴파크역 근처에 있는 불고기전문점. 한옥
건물에 넓은 정원으로 분위기가 좋다. 1층은 경
복궁, 2층이 한양 한옥마을점이다. 일품메뉴나 
세트메뉴 등 소고기는 모두 국내산 한우를 사용
한다. 평소에도 대기 손님들이 있어 식사시간보
다 일찍 가거나 손님과 함께라면 미리 예약을 
하는 편이 좋다

 송도컨벤시아에서 861m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80
 032-834-6543  
 11:30 – 22:00 (연중무휴)   
 주차 가능

2   봄베이브로이 송도점 

인도에서 가져온 인테리어 소품이 가득한 인도
요리 전문점. 현지인이 운영하고 쉐프와 일하는 
이들 모두 인도인이지만, 한국어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오후 3시까지 주문할 수 있는 평일 
런치코스는 가성비가 꽤 높다. 외국인이 많은 
송도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면 
방문해볼만 하다.

 송도컨벤시아에서 276m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60   
 032-833-7828  
 11:00 – 22:00 
 주차 가능

1   가회동 샤브칼국수 송도컨벤시아점 

13년 된 칼국수 전통 맛집. 생면, 고기만두 등 모든 음식을 직접 
조리한다. 매일 아침 만들어 내는 겉절이나 열무김치도 맛있다. 
소고기미나리샤브, 한우양지떡만두국 등 푸짐한 양과 맛있는 
밑반찬으로 소문난 곳. 홀이 넓어 비즈니스 팀과 부담없는 단체
식사를 할 때에도 추천할 만하다.

 송도컨벤시아에서 165m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23    032-816-2208
 10:30 – 21:30 명절 전날과 당일 휴무    주차 가능

 ② 수라채 다이닝(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19층에 위치해 송도와 인천대교
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모던 콘셉트의 레
스토랑이다. 조찬약속이 있다면 멋진 전망 속에 미팅을 
기분좋게 이끌어주는 이곳을 이용해볼 것. 로컬음식과 
글로벌메뉴를 잘 조화한 퓨전 음식으로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해도 성공적인 식사가 될 것이다.

 송도컨벤시아에서 1.3km    032-250-0420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1 19층
 06:30-10:30 조식 / 12:00-15:00 중식 / 18:00-21:00 석식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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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크우드프리미어 인천 파노라믹65 

오크우드프리미엄 인천 65층에 위치한 국내 최고층 바&다이닝.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거나 성
공적인 비즈니스를 축하하고 싶을 때 찾으면 좋을 곳. 탁 트인 오션뷰와 시티뷰는 업무에 대한 멋진 
보상이 될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주류와 퍼포먼스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세미 프라이빗 테이블과 
멀티홀이 있어, 칵테일 리셉션, 소규모 파티, 기업 연회 등도 가능하다.

 송도컨벤시아에서 321m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65층    032-726-0065   
 매일 18:00 – 24:00 / 금~토18:00~01:00
 주차 가능

2   안스베이커리 송도점 

송도에서 소문난 빵집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수학한 대한민국 제7대 제과명장의 집
으로 언제 가든 빵을 고르는 사람들이 줄서있다. 앙버
터, 나가사키 카스테라, 케잌, 마카롱 등 빵 종류가 너무 
다양해 고민이 될 정도. 선물용 빵들도 많으므로 송도 출장
기념으로 안스베이커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듯.  

 송도컨벤시아에서 276m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60
 032-851-0045    매일 08:00 – 23:00     주차 가능       

3   나이로비 커피 비스트로 

송도컨벤시아 안에 있는 커피전문점으로 커피장인인 사장
님이 직접 로스팅하고 핸드드립한 풍미있는 커피 맛으로 유
명하다. 넓은 매장인데도 인테리어에 하나하나 공을 들였다. 
들어서는 순간 고풍스러운 원목테이블과 의자, 앤틱 소품들
이 눈을 사로잡는다. 커피는 물론 화덕피자와 파스타, 샐러
드까지 모두 전문성이 느껴지는 맛이다.

 송도컨벤시아 1층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23
 032-210-1313    10:00 – 21:00   주차 가능

4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2016년 인천에서 시작한 크래프트 맥주 브루잉 컴퍼니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직영점. 1919년 독일 영화 제목에서 따온 이름으로 맥주와 공간,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공간을 추구하는 곳이다. 다양한 수제맥주와 와인, 언노운피자와 
페퍼로니피자 등 맛있는 안주와 독특한 인테리어로 유명하다.

 송도컨벤시아에서 550m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16   032-434-3020 
 일~목 17:00-01:00 / 금~토 17:00-03:00    주차 가능

나이로비 커피 비스트로

안스베이커리 송도점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오크우드프리이머 인천
파노라믹 65

송도 컨벤시아

비즈니스를 살리는 
커피 한 잔, 술 한 잔

출장지에서

한 잔의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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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과 영종신도시가 있고, 국내 최초의 자기부상철도가 
달리는 곳, 공항 투어와 해변 산책, 갯벌 체험과 섬 트레킹이 모두 다 
가능한 곳. 영종도에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포구가 있고 정부합동청사, 대형쇼핑몰과 고급호텔, 아름다운 
카페들이 있다.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연결되고, 자기부상열
차는 인천국제공항역에서 용유역까지 연결된다. 이곳으로의 출장이
라면 환영할 만하지 않을까?

거점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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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오(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인천 에어포트호텔) 

기와집담

라운지 파라다이스

네스트호텔 쿤스트라운지

카페 잠진도길 28
잠진도 선착장

선녀바위

마시안해변을왕리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루빅

구읍뱃터

BMW 드라이빙센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

영종씨사이드 캠핑장

무의바다누리길

카페오라

황해칼국수 1호점

짱구네

소나무식당 난경회조개구이

인천국제공항

산책

야간관광

지역 맛집

커피 & 디저트

술

비즈니스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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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진도 선착장에서 출발하면 을왕리해수욕장 못미처 선녀바위 해변이 있다. 남자의 사랑이 식은 것을 
한탄해 바닷가 바위에서 몸을 던진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여인이 몸을 던진 바위는 
‘선녀바위’라 불리게 되었고, 이후 맑은 밤이면 이곳은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선녀바위 앞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바닷가에 우뚝 솟아있는 선녀바위 주변으로 갈매기들이 날아오른다. 특히 해질녘이면 석양을 배경으로 
선녀바위와 갈매기들이 하나가 되어 노니는 듯한데, 이 풍광을 보기 위해 찾는 이들이 많다. 새우과자를 
들고 간다면 인천 갈매기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12.2km    인천 중구 을왕동  

서해의 일출 명소라면 조금 생소해보이지만, 인천에서 일출과 일몰을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잠진도 선착장이다. 이른 아침 동쪽으로는 일출을,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일몰이 
장관이다. 상어 지느러미를 꼭 닮아 일명 ‘샤크섬’으로 불리는 무인도 매도랑이 일출과 일몰 
풍경에 방점을 찍어,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해 지기 전 영종도에서 출장 업무를 마쳤다
면, 이곳에서 무의대교 아래로 떨어지는 붉은 해를 감상해보자. 혹시 1박2일 출장이라면 조금 
일찍 일어나 이곳에서 일출을 본다면, 중요한 업무를 앞둔 하루가 생기 있게 시작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8.3km    인천 중구 덕교동 103-22

바쁜 출장, 

그래도 

지나치기 아까운

이것만은 꼭!

선녀바위
선녀와 나뭇꾼 대신 선녀와 

인천 갈매기들이 노니는 환상적인 풍경

잠진도�선착장

저녁에는 일몰을, 

아침에는 일출을 볼 수 있는 

흔치 않는 행운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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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왕리해수욕장~왕산해수욕장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은 같은 해안선을 따라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간조 
때에는 드넓은 갯벌과 백사장이 드러난다. 일을 마치고 달려온 해변에서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다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노을 야경을 마주하게 된다. 복잡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차분하
게 내일을 계획하기 딱 좋은 곳. 다음번엔 을왕리 해변에서 ‘차박’을 하거나 왕산마리나에서 
요트 체험을 꿈꾸게 될지 모른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11.2km      인천 중구 용유서로302번길 16-15   

인천국제공항

마시안해변

을왕리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구읍뱃터

루빅

3   루빅 

파라다이스시티 안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홀. 재즈 연주
가들의 색다른 공연과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조
명은 어둑하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여서, 연말연시 단체
모임을 하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에 좋다. 출장업무
를 성공적으로 마친 날이라면 휴가여행지 리조트의 저녁 
같은 분위기에 잠시 취해보는 것도 좋겠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2.4km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186 
 032-729-2209   
 금~토요일 19:00 – 02:00 / 월~목요일, 일요일 휴무
 주차 가능

2   마시안해변 

물이 빠지면 검은 갯벌과 함께 희고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
진다. 환상적인 낙조로도 유명해,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한 
뷰 카페들이 많고 TV에 방영된 맛집들도 있다. 갯벌 체험
이나 해변 산책을 즐기다가 해질 무렵 카페에서 차와 식사
를 즐기며 눈앞에 펼쳐지는 바다와 백사장을 감상하는 것
은 고생한 하루에 대한 멋진 보상. 다음번에 다시 또 오고 
싶어질 만큼 매력적이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12.2km
 인천 중구 마시란로 118

4   구읍뱃터 

구읍뱃터에 가면 월미도행 배를 탈 수 있다. 계절과 
기상 등에 따라 운항시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월미
도로 가는 막배는 저녁 6시 반에 출발한다. 편도 약 
15분 정도의 뱃길이지만, 인천 야경과 갈매기 투어
를 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이다. 갈매기
들을 불러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줄 새우과자
는 배에서 판매한다. 막배 시간을 놓쳤다면 구읍뱃
터에서 조개구이나 회 등을 즐길 수도 있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16.4km	
 인천 중구 중산동 1948-3 

열심히 일한 당신,
심심할 틈 없는 저녁시간

일 마친 후

나만의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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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의바다누리길  

이제는 차를 타고 무의도를 갈 수 있다. 조금 시간 여유가 있다면, 무의도에 들어가 소무
의도 입구 광명항에 차를 세워두고, 해안선 길이가 2.5km에 불과한 작은 섬 소무의도의 
무의바다누리길을 걸어보자. 인천 앞바다 섬과 옹기종기 고깃배가 뜬 바다 풍경을 바라
보며 소무의 인도교 길을 건너 살짝 걷고 돌아와도 출장길 힐링은 충분하다. 쉬엄쉬엄 
해안 둘레를 돌면 도보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무의바다누리길   소무의 인도교 길 - 마주보는 길 - 떼무리길- 부처깨미길 - 
몽여해변길- 명사의 해변길 - 해녀섬길 - 키 작은 소나무길 등 총 8구간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14.5km
 인천 중구 무의동

4   영종씨사이드캠핑장 

캠핑을 하지 않아도 좋다. 영종씨사이드 캠핑장 주변
에는 염전산책로와 바닷길 해안산책로가 있고, 자전
거를 대여해 해변을 달릴 수도 있으니까. 2인 이상이
고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바다를 보며 레일바
이크를 즐겨보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저절로 
사라진다. 맑은 공기 속 바닷바람을 느끼며 슬슬 걷
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뿐해질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10km
 인천 중구 큰말로 25    032-719-7779
 레일바이크 매일 10:00 - 17:00
 주차 가능

인천국제공항
BMW 드라이빙센터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

영종씨사이드 캠핑장

무의바다누리길

3   BMW 드라이빙센터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한번쯤 들러보
길 권한다. BMW 라인업 전 차종이 전시된 쇼룸에서 BMW 역
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직접 차량 운전석에 타볼 수 있다. 코
스별 드라이빙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다이내믹한 주행과 속
력을 만끽해볼 수도 있다. 친환경 공원과 스포츠시설로 이루
어진 그린파크와 트랙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2층 
레스토랑과 1층 바, 곳곳의 편의시설만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
이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7.1km  
 인천 중구 공항동로 136    080-269-3300	
 09:00 - 18:00 / 월요일, 명절 휴무     주차가능

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 

스위스 소설가이자 철학자 알랭드보통처럼 공항에서 일주일을 살기는 어렵
지만,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숨은 명소를 구경한다면 공항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왕이면 제2터미널 5층 홍보관에 위치한 전망대를 찾아
가보자. 전면 창을 통해 계류장 비행기들을 얼마든지 내려다볼 수 있다. VR

체험존도 인기. 해외여행 생각이 간절해진다면, 타임슬라이스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한 장쯤 찍어둘만 하다. 전망대 내부에는 카페도 입점해있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15.1km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032-741-0015~6    07:00 - 20:00 / 연중무휴    주차 가능

머리도 식힐 겸, 
간단히 갔다 오는 주변산책

잠시라도 좋은

웰빙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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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짱구네 

돼지갯벌낙지전골 전문점으로 TV에도 출연한 
맛집이다. 메뉴판에 있는 ‘빨간 거’는 낙지전골
이고 ‘하얀 거’는 연포탕을 뜻한다. 빨간 거를 시
키면 돼지고기와 각종 야채가 들어있는 전골이 
나오고 여기에 싱싱한 산낙지를 얹어준다. 낙지
전골을 먹고 국수사리나 밥을 넣어 쓱쓱 볶아먹
고 나면, 영종도의 추억이 더욱 진하게 남을 것
이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2.5km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05호
 032-743-9373    10:00 – 22:00 / 연중무휴   
 주차 가능

맛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미각체험 행복맛집

이왕이면

현지 맛집
3   황해칼국수 1호점 

인천 바다의 맛을 한 그릇 푸짐하게 담아내는 영종
도 맛집.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종종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 식사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는 것이 좋
다. 바지락과 북어를 듬뿍 넣고 가리비와 새우 등 각
종 해물을 첨가해 국물이 깊고 진하다. 쌀쌀한 바닷
바람을 쐰 후 먹는 해물칼국수 맛은 추운 속을 달래
준다. 산낙지나 전복을 추가하면 더욱 푸짐한 해물
칼국수를 즐길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7.3km
 인천 중구 용유로21번길 3    032-746-3017
 09:00 – 20:00 /  월요일 휴무     주차 가능

2   소나무식당 

인천공항에서 가깝고 용유역에서도 도보거리에 있어 
국내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생선구이와 새
우장 등 푸짐한 한상차림이 나오는 해물밥상과 다양
한 해물이 수북이 들어있는 전골칼국수가 주요 메뉴
로 TV에도 방영되어, 대기자 명단을 써야할 때가 많
다. 밑반찬이 모두 맛있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7.8km
 인천 중구 용유로21번길 57
 032-746-0771
 	10:00 – 21:00 /  평일 브레이크타임 15시~17시 /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가능 4   난경회조개구이 

‘음식은 비법이 아닌 정성’이라는 모토로 신선한 해
산물을 정성으로 조리하여 단골손님이 많은 해물찜
과 조개구이 맛집. 오징어, 낙지, 아구, 꽃게, 새우, 
각종 조개 등 거의 모든 해물이 듬뿍 든 해물찜이 인
기다. 싱싱한 재료와 푸짐한 양, 친절한 서비스 3박
자를 모두 갖췄다. 용유역에서 가깝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6.8km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	
 032-746-1608 
 10:00 – 22:00 /  연중무휴    주차 가능

① 파티오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인천 에어포트호텔)

인천국제공항에서 가까운 베스트웨스턴프리미엄 
인천 1층에 있는 멀티 레스토랑. 국내외 비즈니스
맨들은 물론 공항 상주업체 직원들도 자주 찾는 곳
으로, 세련되고 아늑한 로비라운지에서 조식뷔페
와 파스타, 스테이크 등의 중식과 석식을 즐길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2.6km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8-27 
 032-743-8865    	06:30 – 21:30
 주차 가능

비즈니스�식사�핫플레이스

② 기와집담  

소고기 버섯탕 정식, 들깨 버섯탕 정식, 해물 골동반 
정식, 불고기 골동반 정식 4가지 식사메뉴와 전복찜 
등 일품요리를 맛볼 수 있는 정갈한 한정식집. 기와
와 장독대 등 한옥의 전통적 분위기를 살린 집으로 
창가 자리는 탁 트인 뷰를 즐길 수 있다. 정식에 나
오는 요리가 가격 대비 훌륭해 늘 손님이 많으니, 예
약은 필수. 부담없는 비즈니스 식사에 적격이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8km
 	인천 중구 용유로21번길 65-17
 032-747-0205
 	11:30 – 20:30 / 월요일 휴무    주차 가능

파티오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인천 에어호텔)

기와집담

황해칼국수
1호점

짱구네

난경회조개구이
소나무식당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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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페 잠진도길 28 

무의도 입구 바닷가에 위치한 루프탑 카페. 질 좋고 맛있는 
커피와 수제 베이커리는 물론 멋진 바다 전망으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통한다. 사계절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어서 그 안에 있는 나도 아름답게 느
껴진다. 혹시 잘 풀리지 않는 업무로 갑갑했다면 이곳에 들러 
탁 트인 바다를 가슴 속에 한껏 담아가기를.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7.1km
 인천 중구 잠진도길 28    032-751-2154   
 			평일 10:00 – 20:00 / 화요일 휴무/ 주말 10:00 – 21:30  
 주차 가능

1   라운지 파라다이스

예술적 감성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컨텐
포러리 럭셔리 호텔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1층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카페.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과 어우러지는 여유로운 시간
을 만끽할 수 있다.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에 이곳을 방문한다면 애프터눈 티를 주문
해볼 것. 품격있는 공간에서 차와 디저트를 
즐기고 나면 귀가한 후에도 영종도 출장이 
그리워질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2.2km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186
 032-729-2220   
 10:00 – 24:00   
 주차 가능

2   	네스트호텔 쿤스트라운지 

국내에서 보기 드문 독창적 디자인 호텔로 자연과 예술을 담은 
네스트호텔 로비층에 있는 라운지. 독일어로 예술작품, 문예 등
을 뜻하는 ‘쿤스트 라운지’라는 이름답게 책이 가득한 라이브러
리와 사운드 시스템을 갖춘 미니 시어터 등의 인테리어가 돋보인
다. 다양한 종류의 주류와 프리미엄 커피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애
프터눈 티와 케이크가 맛있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7.1km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19-5
 032-743-9125
 	09:00 – 23:00
 주차 가능

4   카페오라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카페오라는 
2009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700평 규
모의 모던한 건물로 첫인상부터 인상적이다. 
높은 층고와 전면 유리로 이루어진 2층 카페
에서는 음료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
를 즐길 수 있다. 창가 자리나 야외테라스에 
앉아 오션뷰를 즐길 수 있다. 3층에서는 파
스타와 식사도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12km
 인천 중구 용유서로 380
 032-752-0888
 	평일 09:30 – 23:00 / 주말 09:00 – 23:00  
 주차 가능

인천국제공항

라운지 파라다이스

네스트호텔쿤스트라운지
카페 잠진도길 28

카페오라

비즈니스를 살리는 
커피 한 잔, 술 한 잔

출장지에서

한 잔의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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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하여 총 8개 구와 2군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의 행정중심지. 인천시청 근처에는 공공기관과 대학병원, 극장과 기업 
등이 밀집해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인천터미
널역을 이으며 도심을 길게 관통하는 중앙공원을 따라 직장인들과 젊
은이들이 모여드는 상권이 발달해있다. 하루의 피곤을 내려놓고 나만의 
충전시간을 가질 수 있는 취향저격 공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청

Incheon City Hall

거점 03

예
술
회
관
역

문
학
경
기
장
역

인
천
터
미
널
역

모래내시장역인
천
시
청
역

인천 모래내시장

중앙공원~
구월로데오 음식문화거리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느슨

휘게101
태이니테이블

미주홀 산책길

올빼미브루펍

명동보리밥 본점
달콤한 게으름 놀이터

탄두리카레

전복촌

경복궁 구월점

무옥

콤비커피로스터스

이당 비스트로

인천애뜰

인천시청

인천대공원역

인천대공원

산책

야간관광

지역 맛집

커피 & 디저트

술

비즈니스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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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넉넉지 않은 출장여행이지만 현지인들과 만나 ‘삶의 현장’ 체험을 하게 
된다면, 여행이 더 여행다워진다. 대형마트와 고층아파트 사이에 자리한 모래내
시장은 인천 서민들의 생활상과 만나는 가장 좋은 장소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엄청난 방문자 수에 놀라게 된다. 남동구 최대 전통시장답
게 소래포구와 연안부두에서 공수해온 싱싱한 수산물을 비롯해 농축산물, 식료
품, 옷, 보석, 잡화 등 없는 것이 없다. 이곳은 한때 철거통보까지 내려졌지만 상
인들이 합심해 시장을 지켜냈다. 지금은 사람들로 가득 찬 핫플레이스가 됐다. 

동서남북 4개의 입구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 흥성한 시장 풍경과 만나게 된다. 시
장 골목골목 흥과 정과 덤을 나누는 사람들을 구경하다보면 어느새 인천이 더 가
깝게 느껴진다. 조금 출출하다면 맛집 탐방을 해보자. 떡볶이, 꼬마김밥, 닭강정, 
어묵...시장 안에는 유명 맛집들이 많다. 특히 구월시장과 이어지는 곱창골목에는 
TV에 방영된 곱창 맛집들도 있다. 저녁이면 고소한 냄새가 풍기고 삼삼오오 모여 
앉은 서민들의 이야기가 시장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함께 온 출장 동료들이 있
다면,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앉고 싶어질 것이다.

 인천시청에서 1.6km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810번길 42-8    032-471-1427

바쁜 출장, 

그래도 

지나치기 아까운

이것만은 꼭!

채소가게 앞 카페,

옷가게 옆 국수집,

반찬가게 뒤 꼬마김밥집을 지나다보면

어느새 빠져드는 재미-

인천
모래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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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빼미브루펍 

비어 소믈리에 자격증을 가진 대표가 직접 만드는 
수제맥주와 뉴욕스타일 피자로 유명하다. 전면 통
유리에 높은 천장과 화려한 조명 장식, 거대한 메
뉴판이 붙은 벽이 눈길을 사로잡고, 다양한 수제맥
주가 입맛을 사로잡는다. 분위기와 친절도, 맛 모두 
만족할만한 곳으로 업무 후 기분 좋은 모임을 갖거
나 출장 멤버들과 팀웍을 다지기에 더할나위 없다.

 인천시청에서 1.9km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63 모아메디컬타운 103,104호
 032-423-7766    주차 가능 
 	평일 17:00-01:00 / 금17:00-03:00	
토 15:00~03:00 / 일 15:00~01:00

2   느슨 

인천에서 하루 업무를 무사히 마쳤다면 구월동 카페 ‘느슨’
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보자. 이름 그대로 마음의 긴장
을 풀고 여유를 되찾기 좋은 곳. 골목 안 이층집을 감성적인 
인테리어의 와인바로 개조했다.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

을 때’, ‘오늘 멘탈 붕괴됐을 때’ 등 센스 있는 메뉴판은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와인을 선택해 한 잔 하며 느슨한 시간

을 보내고 싶게 만든다.

 인천시청에서 2.1km    인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9-1	
 032-441-3355    13:00 – 00:30 연중무휴    주차 불가 

1   중앙공원~구월로데오음식문화거리 

인천 중앙공원은 4km에 걸쳐 길게 이어지는 도심공원이다. 중간 중간 보행육교
가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도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시청, 예술회
관, 구월로데오음식문화거리 등으로 이어진다. 중앙공원 인근과 구월로데
오음식문화거리에는 개성 넘치는 카페와 펍, 음식점 등이 즐비하고, 다양
한 공연이나 프로그램이 열리기도 한다. 마음에 드는 맛집을 찾아 이 거
리를 탐색해보는 것도 좋다.

 인천시청에서 1.6km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중앙공원~ 구월로데오 음식문화거리

올빼미브루펍

느슨

선학국제빙상경기장

4   선학국제빙상경기장 

2015년에 개장한 인천 유일의 국제규격 스케이
트장. 성인 입장료 4천원과 스케이팅 대여로 3천
원으로 사계절 어떤 날씨에도 자유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다. 내부 편의점에서 뜨끈한 컵라면을 
먹고 한두 시간 겨울철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출
장길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을 만큼 스트레스로
부터 해방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스피드,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 경기가 있는 날은 경
기 관람만으로도 새로운 기분이 들 수 있다. 

 인천시청에서 4.1km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    032-821-5723   
 평일 13:00 – 18:00 / 주말 10:00 - 18:00

      매월1, 3주 월요일, 명절 휴무    주차 가능

일 마친 후

나만의 저녁

열심히 일한 당신,
심심할 틈 없는 저녁시간

36 37인천시청 거점출장더하기



1

인천향교

2

인천도호부청사

3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4

인천문학경기장

인천문학 
경 기 장역

1

인천향교

2

인천도호부관아

3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4

인천문학경기장

3   인천애뜰  

인천시청의 담과 주차장을 없애고 잔디마당과 분수광장, 인공연못 등을 조성한 시청 앞 광장.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야외결혼식과 벼룩시장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
지기도 한다. 시청 근처에서 업무를 보고 잠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이곳에서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쉬어가기 좋다. 

 인천시청에서 123m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36-3

1   미추홀 산책길 

머리도 식힐 겸, 
간단히 갔다 오는 주변산책

잠시라도 좋은

웰빙산책

인천시청

인천애뜰
인천대공원

미주홀 산책길

2   인천대공원 

시간 여유가 있고 날씨가 허락한다면, 인천대공원 산책을 시도
해보자. 장미정원, 호수정원, 느티나무길, 조각공원, 메타세콰
이어길, 치유의 숲과 동물원까지, 출장길에 넓은 공원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한두 시간 호수와 숲을 산
책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가을이라면 공
원 입구 단풍터널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쉽다면 
조만간 주말여행으로 본격적인 인천여행을 계획하게 될지

도 모른다.

 인천시청에서 8.6km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6    032-466-7282  

 3~10월 05:00 – 23:00 / 11~2월 05:00 – 22:00 / 월요일 휴무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단체의 전승 활
동이 이뤄지는 곳. 전통공연과 전시를 보고, 명인에
게 직접 악기 연주 등을 배워볼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032-440-8080    
 09:00 – 18:00(월요일, 신정, 명절 휴관)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

4

2

3

조선시대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이자 민속놀이마당. 
제기차기, 투호 등을 하거나 전통 민속공연을 보고 
전통악기를 배워볼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032-422-3492   
 	3~10월 10:00 – 19:00 / 11~2월 10:00 – 18:00 	
매주 월요일 휴무 

인천도호부관아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향교.당시 건축물을 둘러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 보기, 전통예술 체
험, 강강술래,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
할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032-876-7041  
 10:00 – 15:00

인천향교

역사 산책길에 한 코스로 다녀올 수 있을 만큼 가깝
다. 야구팬이라면 KBO리그 시즌에 맞춰 짜릿한 야구
경기를 관람해보자. 축구경기를 관람하거나 공연을 
감상할 수도 있다.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032-200-7500 

인천문학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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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동보리밥 본점 

1987년부터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보리밥전문점. 보
리밥에 각종 채소와 나물을 넣고 본사에서 직접 제조
하는 청국장과 콩비지를 3스푼씩 넣은 후 고추장과 
들기름을 넣어 먹는 게 기본. 여기에 매운 쭈꾸미볶음
이나 삼겹살볶음을 추가해 비벼먹는 이들도 많다. 언
제나 손님이 많은 인천시청 맛집으로, 보리밥 한 그릇
이면 출장길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될 것이다.

 인천시청에서 500m
 인천 남동구 예술로 220	
 032-435-3392    09:00 – 22:00 명절 당일 휴무  
 주차 가능

맛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미각체험 행복맛집

이왕이면

현지 맛집

4   탄두리 카레 

인도 현지 카레 맛을 느낄 수 있는 숨겨진 맛
집. 바쁜 출장 중 잠시라도 이국적인 분위기
를 느끼고 싶다면 가볼만한 집이다. 커리와 
샐러드, 난과 밥, 디저트로 라씨가 함께 나오
는 런치세트메뉴는 가성비가 높다. 인천시청
에서 가까운 구월동 CGV 2층에 있지만. 인도
풍의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인도 소도시 여
행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부인천시청에서 737m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 씨앤씨빌딩 2F 266호
 032-426-1466    매일 10:00-21:30
 주차 가능

2   이당 비스트로 

이탈리아의 ‘이’와 한자어 ‘집 당(堂)’자를 조
합한 이름에 걸맞게 70년 된 한옥이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으로 변모했다. 옛 모습을 최대한 
유지한 레트로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 등으
로 현대적 감각을 접목해 더욱 특별한 느낌을 
준다. 파스타와 스테이크 등을 즐길 수 있는 5
개의 프라이빗 룸과 10석의 홀 테이블이 있
어, 업무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중요한 식사 
자리로도 손색없다.

 인천시청에서 3.8km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9    032-465-3362
 매일 10:30 - 22:00   주차 가능

3   무옥 

‘구월동 한 구석의 이름 없는 한식주점’이라는 설명처럼 식당에는 간판
도 없지만, 맛은 이미 널리 이름이 났다. 맑은 양지 수육전골, 생우럭 한 
마리를 통째로 쪄서 수제간장양념을 함께 내는 통우럭찜, 닭볶음탕 등
이 주요 메뉴. 양지수육 보쌈과 곁들임 메뉴로 마늘버터볶음밥도 인기
다. 6인 이상 단체석이 하나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일찍 가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야 하므로 미리 전화해보고 갈 것.  

 인천시청에서 1.7km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41-41 1층
 010-7939-5618     주차 불가
 월~목 18:00-1:00 / 금~토 18:00-2:00 / 일요일 휴무 

인천 시청

명동보리밥 본점

탄두리카레
전복촌

경복궁 구월점무옥

이당 비스트로

① 전복촌   
완도에서 직송된 활전복을 사용하여 다양한 전복요리
와 전복 코스요리를 제공한다. TV에 방영되어 찾는 사
람들이 많다. 4인~8인의 단독룸과 30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연회룸도 있어 비즈니스 회식이나 특별한 모
임장소로 좋다. 가성비 높은 점심특선과 6가지 전복요
리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전복정식도 있으므로 출장
여행의 피로를 덜고 싶다면 보양메뉴로 선택해보자.

 인천시청에서 507m
 인천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35 해인빌딩 1층
 032-428-2818   주차 가능
 평일 11:30–22:00 / 주말 11:30–21:30 / 명절 휴무

비즈니스�식사�핫플레이스

② 경복궁 구월점  
시그니처 메뉴는 100% 순수 갈빗살로 만든 생갈비. 
고품질 육류는 물론이고 울릉도 명이나물, 신안 소금, 
양양 고춧가루 등 까다롭게 고른 좋은 재료를 사용한
다. 고급 코스 메뉴부터 런치숯불갈비살 한정식이나 
한우숙성등심 정식 등 합리적 가격의 한정식까지 다
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매장 전체가 프라이빗 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요한 비즈니스 식사에 제격이다. 

 인천시청에서 822m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93 3~4층
 032-429-9999   
 11:30 – 22:00 명절 당일 휴무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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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이니테이블 

구월 도매시장 골목에서 감성카페의 원조
로 통하는 곳. 부모님이 어렸을 적 기분내어 
가시던 1960~70년대 경양식 식당으로부터 영
감을 받아 연출했다는 1, 2층 공간은 정갈하면
서도 아늑해, 사적인 식탁에 초대받은 듯한 느낌
으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 수도원에서 시작된 ‘겉 바삭 속 촉촉’ 구움과자인 
까눌레를 맛볼 수 있다. 쇼콜레, 오렌지무스도 인기가 있어,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인천시청에서 2km
 인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1 인화빌딩 1층    032-422-0526   
 월~금 13:00 – 23:00 / 토~일 12:00 – 23:00     주차 불가

4   휘게101 

구월동에 있던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동으로 이전하면서 한우와 식품 유통매장, 건어
물가게 등이 아직 남아있는 골목 사이사이에 감성카페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골
목 초입에 위치한 이층주택을 개조한 휘게101도 그중 하나. 아이슈페너와 밀크티, 베
이비라떼 등 마시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비주얼의 음료를 앞에 두고 앉아있으면, 비즈
니스 시간 중 틈을 내 찾은 곳이지만 소박하지만 안락한 행복을 뜻하는 ‘휘게’의 시간
을 살짝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청에서 2.4km    인천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5
 032-438-1101   주차 불가 
 	화~토12:00~23:00 / 일, 공휴일 12:00~22:00 / 월요일 휴무

비즈니스를 살리는 
커피 한 잔, 술 한 잔

출장지에서

한 잔의 여유

인천시청

콤비커피
로스터스

태이니테이블휘게101

달콤한 게으름 놀이터

3   달콤한 게으름 놀이터 

길 건너 중앙공원이 보이는 테라스카페로 드라마 
‘악의 꽃’을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인천시청 근처 
도로변에 위치해 쉽게 찾을 수 있는데다 다양한 음
료와 와플, 마들렌, 홈메이드 케잌 등 맛있는 디저
트가 많다. 업무 미팅 전후에 노트북를 켜고 앉아 
있기 좋다. 늦게까지 운영하므로 업무를 마치고 맥
주나 칵테일을 한 잔 하면서 내일을 위해 잠깐 달
콤한 게으름을 피우기에도 안성맞춤.

 인천시청에서 556m
 인천 남동구 예술로226번길 4
 032-428-0414
 10:00 - 24:00 연중무휴    주차 가능

2   콤비커피로스터스 

주택가 안쪽 골목에 위치해 일부러 찾아가야 하지만, 분위기와 
음악, 커피 맛이 좋아 발걸음이 후회되지 않는다. 다른 곳보다 저
렴한 아메리카노와 부드럽고 풍부한 크림의 라떼, 티라미수 등
이 모두 인기 메뉴. LP판과 자개장 등 빈티지 물건들로 오래전 
할머니 방처럼 꾸민 방은 눈요기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하루종
일 바쁘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할 나만의 아늑한 장소를 찾는
다면 추천할만한 곳.

 인천시청에서 1.7km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522번길 59-10
 0507-1344-1248  11:00 – 21:00 수요일 휴무    주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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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화사자발약쑥

강화사자발약쑥의 잎은 사자발 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뒷면에 흰털이 있고 특유의 
향이 난다. 한약재 도매시장인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에서도 제일로 칠만큼 약쑥의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잎에는 비타민 A, B, C가 많고, 뿌리에는 ‘아르데모즈’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각종 부인병에 특효약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근육통, 신경통, 위통, 두통 같은 심한 
통증에 좋고, 항균소염 작용, 감기나 호흡기질환 등에도 효능이 알려져 있다.

2   강화순무김치

강화순무는 강화도에서 1천 년 이상 재배되어온 특산물이다. 강화순무는 달면서도 
겨자향의 인삼 맛이 나고, 배추뿌리의 진한 맛을 느끼게도 한다.『동의보감』에는 
'순무는 황달을 치료하고 오장에 이로우며 씨를 말려서 오래 먹으면 장생할 수 있
다'고 기록되어 있다. 봄철과 가을철에 생산되는 강화순무에 밴댕이젓, 새우젓 등
을 넣어 담근 강화순무김치의 맛은 한번 먹으면 두고두고 찾게 될 만큼 일품으로 
전국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3   공갈빵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구워내는 공갈빵은 중국 전통 빵인데, 차이나타운과 인천 중
구 신포국제시장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유명하다. 커다란 빵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식
감은 오히려 과자처럼 바삭하다. 속이 비어 있어서 크기보다 가볍고 부담 없이 먹
을 수 있다. 신포국제시장에는 40년 전통 중국식 산동 공갈빵 등 옛날 방식으로 만
드는 수제 공갈빵을 맛볼 수 있다. 이 일대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일일이 화덕에 굽
는 방식이어서 늘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있지만, 인천 출장선물로 누구나 기분좋게 
구매할 만하다.

출장지의 추억
귀갓길의 선물

출장으로 수고한 나를 위해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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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시 설

연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있음
09:00~18:00 / 주말 휴무

 송도컨벤시아에서 5.2km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3    032-749-8000

나사렛국제병원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있음
응급업무 가능 / 24시간

 송도컨벤시아에서 5.4km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98    032-899-9999

인천적십자병원
선별진료소 있음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송도컨벤시아에서 7.4km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    032-899-4000

    송도컨벤시아 거점

영종보건지소
선별진료소 있음
매일 09:00~18:00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12.2km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1    032-760-6800

용유보건지소 평일 09:00–18:00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휴진)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11.3km 
 인천 중구 마시란로 308-14    032-760-8992

무의보건진료소 평일 09:00–18:00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12.4km  
 인천 중구 무의동 169    032-760-7694

    영종도 거점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있음
평일 09:00~18:00

 인천시청에서 3.2km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032-464-4001

가천대학교 길병원 
응급실

응급업무 가능 / 24시간
 인천시청에서 595m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83    032-460-3011

인천사랑병원 
응급실

선별진료소 있음
응급업무 가능 / 24시간

 인천시청에서 3km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26    032-457-2119

    인천시청 거점

설 립 목 적 2020년 9월 초 문을 연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센터이다. 	
인천의 관광산업 관련 교류와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관광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 설 안 내 라운지 센터 방문객 휴식 및 관광기업 간 네트워킹, 	
멀티비전을 활용한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기업 홍보

컨퍼런스룸 최대 50명 수용, 2분할 사용 / 빔프로젝터 등 AV시스템 구축. 
관광아카데미 등 관광종사자, 창업자 교육

입주기업 
사무실

4인실 11개소, 2인실 1개소 / 사무용 가구, 인터넷 등 제공. 
모집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광분야 스타트업 기업 입주.

오픈 
오피스

최대 27명 수용 / 개별 사물함, 빔프로젝터 등 AV시스템 구축.  	
공유오피스, 관광기업 간 아이디어 공유 공간

회의실 8인실 2개소 /  65인치 스마트 전자칠판 설치

컨설팅존 컨설팅룸 2개소, 카운슬링 부스 3개소 / 경영, 법률, 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 및 일자리 상담

OA존 복합기, 세단기, 냉장고,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 구비

주소 / 연락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23층     032-721-4321

시 설 예 약 032-721-4321 / 온라인 예약 가능

일 자 리 상 담  032-724-9127 /  misokemr@travelicn.or.kr 

기업상담문의 032-872-5670 / 2020itbsc@gmail.com 

가   는   길 인천1호선 국제업무지구역 5번 출구(도보 7분) / 인천1호선 센트럴파크역 3번 출구(도보 10분)

업 무 시 간 평일 09:00 ~ 18:00

주           차 가능(무료)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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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MICE 생태계 환경 구축을 위해 
설립되었다.

공간구성 창업기업 입주사무실 / 강의실 / 화상회의실 / 코워킹존 / 운영사무실

위      치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Ⅰ 2층

규      모 전용면적 613㎡(185평)

인천 MICE 
지원센터 
주요사업

• 인천 MICE 창업지원 사업       • 인천 MICE 업계 대상 방송·영상장비 대여 지원                                     
• 인천 관광·MICE 포럼 운영      •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행사 개최 지원
• 디지털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인천 MICE 업계 위기극복 사업화 자금 지원
• 코로나19 방역장비(열화상카메라) 대여를 통해 안전한 MICE 행사 개최 지원

인천 MICE 지원센터

인천 MICE 얼라이언스

주요사업   공동마케팅 수행, 국내외 MICE 박람회 및 로드쇼, 세일즈콜, 팸투어 현장실시, 회원사 네트워크 구축 등	
인천 MICE 행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전개                                 

MICE
시설분과

• 송도컨벤시아
•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 그랜드 하얏트 인천
• 네스트 호텔
•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 파라다이스 시티
•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인천에어포트호텔

•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 스카이파크 인천 송도
• 호텔 에버리치
• 송도 알리 스위트 호텔
• 골든 튤립 인천공항 호텔&스위트
• 라마다 인천 호텔

• 토요코인 인천 부평점
• 	데이즈 호텔&스위트 바이 윈덤 	
인천에어포트

• 골드코스트 호텔 인천
• 스텔라 마리나 호텔
• 호텔 라르 시티파크
• 로얄 엠포리움 호텔
• 파크마린 호텔
• 라르고빌 리조트
• 더위크앤 리조트

유니크 
베뉴분과

• 경원루
• 인천글로벌캠퍼스
• 아트센터 인천
• 원인재
• 인천아트플랫폼
• 왕산마리나

• 전등사
• 케이슨24
• 코스모40
• 파노라믹65
• 트라이볼
• 해든뮤지움

• 현대유람선
• BMW 드라이빙 센터
• 월미도해양관광㈜
• ㈜스타파이브

MICE
유치분과

• ㈜마이스원글로벌
• ㈜에이블피앤디
• ㈜오프너디오씨
• ㈜온커뮤니케이션
• ㈜이즈피엠피
• ㈜인터컴

• 파인즈커뮤니케이션즈
• ㈜덕성국제여행사
• ㈜레드캡마이스
• ㈜레드캡투어
• ㈜유에스여행
• ㈜제인디엠씨코리아

• ㈜킴스여행사
• ㈜파라다이스투어
• ㈜화방관광
• 섬투어㈜
• 조은투어
• ㈜현대투어

MICE
서비스분과

•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 스퀘어원
• ㈜엔타스듀티프리
• NC큐브 커낼워크점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 그랜드오스티엄
• 송도컨벤시아 케이터링
• ㈜셀루체
• 가천대 길병원
• 오라클 피부과
• 나사렛 국제병원
•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 타미성형외과

• 인하국제의원
• 인하대학교부속병원
• JK위드미 성형외과 피부과
• SnC 시카고치과병원 
• 가이드북
• 강화씨사이드리조트
• 농업회사법인 송도향(유)
• 미추홀 전통음식문화연구원
• 뮤즈엔터테인먼트
• ㈜베리타스
• 슛버
• 아시아나항공 인천점
• 유콘

• 이너트립
• 이스타항공
• 차울택견
• 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
• ㈜그라운드케이
• ㈜스마일시스템
• ㈜에스디에스텍
• ㈜코마린
• ㈜아이시글로벌
• ㈜티에스엠
• ㈜피티원프레젠테이션그룹

MICE
지원분과

• 인천광역시(MICE 산업과)
• 인천관광공사(MICE뷰로)

• (사)한국마이스관광콘텐츠협회
• 인천문화재단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목적 201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시설을 중심로부터 MICE 연관시설을 집적화하여 한국 최고의 MICE 개최 	
목적지 및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브랜드와 유치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송도동 6-1) 송도컨벤시아 일원

규      모 전용면적 2.98㎢(2,981,666㎡)

비      전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하는 글로벌 MICE 도시, 송도

목     표
• 글로벌 20 컨벤션·미팅 목적지    • 기업회의·국제회의 특화도시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 MICE 도시비전 목표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구성목적   인천광역시 내 다양한 MICE 행사를 유치, 개최함에 있어 공동마케팅을 수행하고 원스탑 MICE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구성된 인천 지역 MICE산업 민관협의체로 인천 내 총 104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MICE
시설분과

유니크 
베뉴분과

MICE
유치분과

MICE
서비스분과

MICE
지원분과

총 
104개
회원사28개사 16개사 18개사 37개사 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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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참가자 편의제공을 위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영문 어플리케이션

주요 내용  
① 지역정보(날씨, 교통, 관광, 음식 등) 할인쿠폰 제공
② 참가자 일정관리 시스템 제공
③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소개 등

인천시는 ‘마인크래프트’ 제작사의 모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인천시 ‘인천크래프
트’를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다양한 종류의 블록으로 원하는 자신만의 가
상의 세계를 만들고 탐험하는 게임. 

인천크래프크트는 마인크래프트 속에 인천의 모습을 오롯이 재현해 누구나 인천시를 체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누구나 가상의 인천시를 만들어 온라인
으로 자유롭게 여행하고, 체험할 수 있다. 선사시대 강화 고인돌, 일제강점기 개항장 등 역
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인천공항, 인천대교, 송도 센트럴파크, 인천항, 펜타포트 락 페스티
벌, 청라시티타워, 인천시청 등 인천이 가진 OLD&NEW의 상반된 매력이 모두 담겨 있다.

인천의 주요 랜드마크를 시민들의 손으로 건축할 수 있는 ‘인천시 랜드마크 건축 콘테스트’
의 수상작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출장여행 시 가상세계의 인천이 궁금하면 직접 참여해보자. 

인천 출장, 더 스마트해지다!  Incheon MICE Pass

흥미진진, 비대면 인천 탐험!  송도 인천크래프트

인천 MICE 지원제도 

국제회의

유치지원
• 	유치제안서/PT제작, 기념품 / 홍보물 제작, 물품 운송비/
• 	해외 현장 유치활동 지원(해외공식 연회 개최, 공연, 부스 운영) 
• 해외 유치단 숙박 및 항공 일부

홍보지원
• 	기념품/홍보물 제작, 물품 운송비,홈페이지 제작 등 
• 	해외 현장 홍보활동 지원(해외공식 연회 개최, 공연, 부스 운영) 
• 홍보단의 숙박 및 항공 일부

개최지원

• 행사장 임차료                   • 공식 연회 식음료비 및 공연
• 기념품/홍보물 제작          • 인천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 	홈페이지 및 국제회의 참가자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 	방역비, 중계소 조성, 화상·음향장비 등 온라인 개최 장비 등

기업회의
     / 
포상관광

유치지원
• 	유치제안서/PT제작, 기념품/홍보물 제작,  물품 운송비
• 	해외 현장 유치활동 지원 (해외 공식 연회 개최, 공연, 부스 운영)
• 해외 유치단 숙박 및 항공 일부

개최지원
• 행사장 임차료                   • 공식 연회 식음료비 및 공연
• 환영행사 및 이벤트           • 기념품/홍보물 제작
• 숙박 및 관광                      • 청소용역, 버스임차료 등 서비스

공통지원

환대서비스 • 웰컴데스크
• MICE 테마관광셔틀 지원

행정지원 • 인천시 환영사, 초청 서한문
• 	공동 언론 홍보각종 홍보물, MICE KIT(쿠폰북) 제공 등 

방역지원
• 	개최장소 대상 인천 MICE 클린존 운영(방역소독비 일부 지원)
• 	주최자 대상 미팅테크놀러지 지원(MICE Pass 어플리케이션, 	
화상회의 장비 대여료, 와이파이 전용선 등)   

지원 안내  www.incheoncvb.co.kr  
지원 문의  cvb@into.or.kr / 032-210-7432-6
지원 대상  �• 국제회의(국내·외 국제회의를 인천으로 유치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 기업회의/인센티브(지원기업회의·포상관광 주최기관(기업조직 등의 단체, 개인 불가)) 	
• MICE 환대서비스(국내·외 MICE 행사를 인천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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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 관광안내소 032-832-3031

인천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제1터미널, 동편) 032-743-0013

인천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제1터미널, 서편) 032-743-0011

인천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제2터미널, 서편) 032-743-0030

인천역 관광안내소 032-777-1330

구분 성인 소인(5세~고등학생), 
경로, 인천시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비고

인천시간여행 투어 22,000원 18,000원 15,000원

- 관광지입장료 포함
- 중식 불포함

소래시장 투어 15,000원 12,000원 10,000원

강화역사 투어 15,000원 12,000원 10,000원

강화힐링 투어 15,000원 12,000원 10,000원

노을야경 투어 10,000원 8,000원 6,000원
※ 소인(5세~고등학생), 경로(65세 이상)  ※ 5세미만 무료, 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동반 할인  ※ 단체(10인 이상) : 20% 할인

인천관광안내소
24시간 무료 전화통역 서비스
문의 1588-5644
외래 관광객 부당요구 피해보상 및 	
불편사항 신고 1800-9008

교통카드 T-money
지하철, 택시, 공항버스, 수도권버스,  편의점에서 사용

구입장소 T-money 마크가 있는 편의점	
무인카드 자판기(1~4호선) / i센터(5~8호선)
잔액환불 1만원 단위로 수수료 500원 공제 후 환불	
CU편의점 3만원(이외 편의점 2만원)이하 / 	
지하철역 서비스데스크 5만원 이하

1회용 지하철 전용카드 	
지하철역 자동판매기에서 발권	
(카드보증금 500원 포함)	
도착 후 카드반납기에 카드 넣고 보증금 환급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교통카드 기준), 무료 WiFi 제공

월미도 관광안내소 032-765-4169
인천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032-435-7257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관광안내소 032-561-1339
소래포구 관광안내소 032-431-2213
강화관광플랫폼 032-934-7500
강화터미널 관광안내소 032-930-3515
강화마니산 관광안내소 032-934-5565
고인돌 관광안내소 032-933-3624

인천도시철도 노선도
 Metro Line Map

인천시티투어
Incheon City Tour

| 휴 무 일 |  월요일 휴무, 설, 추석 당일 휴무
| 예약문의 |  1899-0960    www.incheoncitytour.com

※ 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동반 할인  ※ 단체(10인 이상) : 20% 할인

바다노선                      | 요금안내 |  10,000원 개항장노선                    | 요금안내 |  5,000원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

기점 / 종점 기점 / 종점

운행시간
2시간 50분 소요

연중
월요일 휴무, 

설,추석 당일 휴무

운행시간
1시간 40분 소요

연중
월요일 휴무, 

설,추석 당일 휴무

송도컨벤시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왕산마리나 인천내항 경유
(5부두  8부두)

아트센터인천 트리플스트리트

을왕리해수욕장 인천역

G타워 송도컨벤시아

파라다이스시티

공항여객터미널
(T1)

인천내항 경유
(8부두  5부두)

환승
가능

환승
가능

환승
가능

환승
가능

환승
가능

통합권 : 바다노선, 개항장노선 모두 이용 가능                          | 요금안내 |  12,000원 순환형 노선 

www.incheoncitytour.com테마형 노선 

인천 시간여행 
투어

소래시장 �
투어

강화역사 �
투어

강화힐링 �
투어

노을야경 �
투어

52 53출장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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