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경기도 서해안의 풍부한 해양레저 기반시설과 천

혜의 자연환경,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경

기바다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경기바다 특화거리 조성 ▲경기 갯길(바닷길) 조

성 ▲경기바다 지역축제 지원 ▲경기바다 테마여행 시범투

어 ▲경기바다 특화 투어버스 운영 ▲찾아가는 경기바다 

홍보관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약 14억5,000만 원을 투자한

다.

경기 둘레길 중 평택·

화성·안산·시흥·부천·김

포 262km를 연결하는 

경기 갯길(바닷길)을 조

성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축제에서 뱃놀이 

체험 등 바다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제부마리나, 해

양안전체험관 등의 우

수한 해양시설과 어촌

체험마을 프로그램 등

과 연계해 경기바다 1박

2일 살아보기 테마여행 

코 스 를  시 범 운 영 하 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경기바다 특화 투어버

스 노선 2개도 운영할 예

정이다.  이배연 기자 

 (사진=경기도 제공)

   

2021년 2 월 22일 월요일14 특집

코로나19로 비접촉 야외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유산을 배우며 걷기 좋은 코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옛길을 걸으며 마치 라디오

를 듣는 듯 길에 얽힌 이야기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들

을 수 있는 ‘음성 해설’ 기능을 가미한 앱을 출시했다. 

처음 걷는 이들에게 유용한 ‘따라가기’ 기능을 더해 GPS 

정보를 이용해 경기옛길 노선을 안내하고, 노선을 이탈했

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

게 탐방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지점이나 문화유산 

근처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뜨고 음성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앱을 통해 큐알(QR)코드를 찍는 것만으로 완주 인

증이 가능하며, 앱에서 활성화된 ‘완주 인증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즉시 완주 정보가 경기옛길센터에 전송

된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옛길을 완주하거나, 경기옛길 구간

에서 보물을 획득하면 도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능

도 추가될 예정이며 포인트를 기념품이나 지역화폐로 교환

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의 도로고에 기

록된 육대로(六大路)를 토대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조성한 역사문화 탐

방로다.

정 조 대 왕  행 차 길 과 

이순신 장군 유배길 등 

선조들의 역사적 의미

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삼남길’, 분단을 넘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을 느껴볼 수 있는 ‘의주

길’, 국제적인 문화와 문

물교류의 핵심으로 의

주길과 더불어 동아시

아 사신이 활발하게 왕

래하던 ‘영남길’ 등 경기

옛길이 지나는 길목마

다 이야기와 문화유산

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특히, 최근 조성된 ‘평해길’은 한강 수변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매력적으로 탐방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경흥길’, 내년에는 ‘강화길’을 순차적으로 개통해 

경기옛길 6대로의 전체 길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보여행에 익숙지 않은 사람도 스마

트폰에 경기옛길 앱만 설치돼 있다면 길 안내와 음성 해설

을 들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에 출시된 

앱이 비대면 도보여행에 최적화 된 만큼 가까운 경기옛길

을 찾아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면 좋겠다”고 말

했다. 이배연 기자

‘경기바다’ 아시나요…‘경기옛길’도 매력 물씬

경기 갯길·특화거리 조성…지역 축제 지원 

해양시설 등 연계 체험상품 운영 집중홍보

노선 안내·음성 해설 등 유용한 정보 많아

문화유산 얽힌 이야기·QR코드 완주인증도

평택~김포 262km 관광명소화 추진 역사문화탐방路 ‘경기옛길’ 앱 출시

안산구동도낙조전망대.

시흥웨이브파크

김포대명항

화성전곡항

경기옛길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