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ss to Gyeongju 교통안내
켄싱턴리조트
경주

고속철도 KTX, SRT (High-Speed Railroad)

한화리조트 경주

서울역 ↔ 신경주역(120분)

Kensington Resort Hanwha Resort

Seoul Station ↔ Singyeongju Station (120min)

수서역 ↔ 신경주역(120분)

스위트호텔 경주

Suseo Station ↔ Singyeongju Station (120min)

The Suites Hotel

교원드림센터
Dream Center

열기구체험장

Hot-air Ballon
Experience Zone

공항리무진버스 Airport Limousine

경주테디베어박물관 한국콘도 경주
Teddy Bear Museum

Corea Condo

라한셀렉트 경주
Lahan Select
Gyeongju

일성보문리조트

Waterwheel Square

경주관광호텔

대명리조트 경주
Daemyung Resort

김해국제공항 ↔ 경주고속버스터미널(70분)

Nonghyup Cooperative Banking
Training Gyeongju Institute

코모도호텔

Commodore Hotel

Gimhae Int’l Airport ↔ Gyeongju Express Bus Terminal (70min)

육부촌

Gyeongbuk
Tourism Organization

Gyeongju World
Automobile Museum

Bukgun-dong Food Village

Incheon Int’l Airport ↔ Gyeongju Intercity Bus Terminal (270min)

농협경주교육원

Ilsung Resort Gyeongju Gyeongju Tourist Hotel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복군동 음식단지

인천국제공항 ↔ 경주시외버스터미널(270분)

물레방아광장

보문정

Bomun Pagoda

베니키아스위스로젠호텔
보문호

Bomun Lake

힐튼 경주

Hilton Gyeongju

하이코
HICO

Swiss Rosen Hotel

더케이호텔 경주
The-K Hotel

KT경주수련관

라궁

Ragung(Millennium Palace)

KT Gyeongju Refresher Center

동궁원 & 버드파크

황룡원

Hwangnyongwon

East Palace Garden & Bird Park

경주월드 & 캘리포니아비치

Gyeongju World & California Beach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Gyeongju World Culture EXPO Park

블루원리조트 & 워터파크

BlueOne Resort & Water Park

경주에서 술술에 빠지다

신라밀레니엄파크

Shilla Millennium Park

행사 개요
명

칭

경주술술페스티벌

기

간

2022년 6월 9일(목) - 12일(일)

장

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야외광장

품

목

수제맥주, 전통주, 국내와인, 음료 및 푸드

주최/주관
후

원

동시개최행사

경주에서 술술에 빠지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와 미소가 있으시나요?
이야기가 있는 하하호호 경주,

미소가 번지는 다채로운 경주에서 술술페스티벌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경주술술페스티벌이 여러분의 미소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로컬브랜드페어

‘당신이 곧 브랜드다.’

지역이 특색과 문화, 스토리가 만나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로컬브랜드페어는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주요행사구성

동아시아 주류문화 페스티벌

3개국 (한 · 중 · 일)의 주류문화(전통주) 공유를 통해 각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이해’ 의 정신을 실천해 갑니다.

경쾌하게 취하ZONE
(수제맥주)

주사없ZONE
(음료 및 푸드)

동아시아
주류문화 페스티벌

술술들어가ZONE
(전통주, 국내와인)

공연무대

참가문의 | 경주술술페스티벌 사무국
soolsoolfe@gmail.com /

www.ssfestival.kr /

T. 070-7700-0013, 02-565-0501

F. 02-564-0501

@soolsool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