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소개 콘텐츠

관광안내전화 1330
24시간 응대가 가능한 관광안내전화 1330에 
대한 정보와 무료 발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성 검색
여행과 관련된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를 
인공지능이 인식하여 알맞은 정보를 
찾아드립니다.

음식점
전국 지역별 추천 음식점 정보와 예약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깨끗하고 맛 좋은 음식점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광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 쇼핑지, 전통 시장 정보와 
지역별 주요 축제, 문화예술 전시 공연 정보를 
확인하세요.

택시(외국인 전용)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택시 요금 정보 및  
이용 유의 사항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 수도권 및 일부 지역 예약 서비스 제공)

교통
항공 및 열차의 실시간 운행 스케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통 정보를 활용해 더욱 편리한 
여행을 계획하세요.관광 편의

코리아투어카드, 관광경찰, 내국세 환급, 
응급상황 대처 정보 등 여행에 필요한 편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위치 기반 지도

현재 위치 기반의 관광 지도와 길 찾기 검색 기능, 
전국의 지하철 노선도 정보를 제공합니다.관광 리플릿

QR코드 스캔으로 관광 정보가 담긴 다양한 
책자(e-book)들을 다운로드하세요.

인공지능 맞춤 여행 코스
인공지능이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여행 코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실시간 서비스
전국의 지역별 날씨 정보와 세계 주요 도시의 
현재 시간 정보, 환율 정보 등 실시간 정보들을 
확인하세요.

편의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교통카드 잔액조회, 휴대폰 
무선충전, 자가 발열 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번역
인공지능이 영/중/일 자동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문장을 번역해보세요.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유용한 관광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주요 관광 · 교통 접점에 위치한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관광 정보를 안내해 줍니다.

여행에 필요한 위치기반 서비스, 맞춤형 관광지 추천, 
번역,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무료 와이파이, 
교통카드 잔액조회, 휴대폰 무선충전, 자가 발열 측정 등 

각종 서비스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접속하여  
모바일 리플릿을  
다운 받으세요! 

www.vkc.or.kr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여행에 필요한 관광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 주요 공항, 철도, 항만 등 관광 · 교통 거점에 위치한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은 여행객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관광 정보와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한국어



 교통시설

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대구국제공항 입국장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양양국제공항 입국장
 강원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청주국제공항 입국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5-4

무안국제공항 입국장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제주국제공항 입국장
 제주 제주시 공항로 2

국내공항

광주공항 입국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울산공항 입국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여수공항 입국장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KTX

서울역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05

영등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46

용산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청량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1길 30-22

부산역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동대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

광주송정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01

대전역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수원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강릉역
 강원 강릉시 용지로 176

전주역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목포역
 전남 목포시 영산로 98

순천역
 전남 순천시 팔마로 135

여수엑스포역
 전남 여수시 망양로 2

신경주역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로 80

안동역
 경북 안동시 경동로 122-16

공항철도

공덕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김포공항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7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4

서울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홍대입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지하188 

인천공항1터미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항만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 326번길 57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버스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49

지하철

중앙로역(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24

 관광지

놀이공원

에버랜드 손님서비스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전망대

임진각 전망대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

문화거리

홍대 걷고싶은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서교동 348-35)

 편의시설

은행

신한은행 명동 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43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42

편의점

세븐일레븐 중국대사관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8

 쇼핑지

면세점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10층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몰 에비뉴엘동 9층

쇼핑몰

AK& 홍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8

 숙박시설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플라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186

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30

서울가든호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8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설치 지점 대한민국 스마트 관광 도우미,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만나보세요! 
전국 주요 관광·교통 접점 지역에서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