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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주산성 해맞이
2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에 재현한 영화
‘기생충’ 주인공의 동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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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테마 품은 고양시
매력을 더한다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 역사공원이 한국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서 진행했다.

관광공사와 7개 지역관광공사가 함께 선정

고양시는 또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고양시는 기생충 제작사와 함께 키오스크

한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뽑혔다. 언택트

영화 ‘기생충’의 촬영 전시관을 9월 말께 선

포토존과 영상존, 포토월, 소품존, 출연 배

관광지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보인다. 기생충은 올해 아카데미 4개 부문

우의 핸드프린팅, 영화 촬영 때 사용한 파

로나19) 시대에 다른 여행자들과 일정한 거

을 수상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

도 조성법을 재현한 모형 등을 전시하는

리를 유지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여유

다. 기생충은 고양시에 있는 이 스튜디오에

전시관(80㎡)을 조성하고 있다.

롭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말한다.

기택(송강호)의 반지하 집과 골목을 정교

이와 함께 고양시는 전시관 주변 1㎞ 가로

언택트 관광지 100선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하게 만들어 폭우에 동네가 물에 잠기는

수 구간에 쉼터를 설치하고, 스튜디오에서

관광지, 개별 여행 및 가족 단위 테마 관광

장면 등을 촬영했다. 명량, 해운대, 국제시

촬영한 영화 포스터 등 관광객을 위한 볼

지, 야외 관광지, 자체 입장객 수 제한을 통

장, 광해 등의 영화 수중 특수 촬영도 이곳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 거리두기 여행을 실천하는 관광지 등의

고양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영상문화

기준을 통해 선정한다.

단지를 조성 중이다. 단지는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한강을 직접 만져볼

오금동 24만6천㎡에 총 1천500억원을 들여

수 있는 친수 공간(빨랫돌 머리), 북한 무장

건립되며, 아쿠아 스튜디오를 비롯해 야외

공비 침투 방지 철책이 시작됐던 지점인

세트 제작소, 남북영상 콘텐츠센터, 영상

군 초소 포토존 등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

연구·개발 기업 등이 들어선다.

가 풍부하다. 특히 노을이 아름다워 한강을

이재준 고양시장은 “단지가 완공되면 영화

붉게 수놓은 석양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

를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 영화를 사랑하는

을 수 있다.

이들의 체험·전시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

고양시 관계자는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토리가

선정된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8월 말까지

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
혔다.

매주 토요일 야간에도 개방되는 행주산성
을 함께 방문하면 특별한 여름밤의 낭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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