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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복합
레포츠 테마파크 정면승부
웅진플레이도시

원마운트와 웅진플레이도시는 비슷한 면이 많다. 워터파크와 스노
파크가 모두 한 공간에 있고, 둘 다 도심에 들어서 있다. 서울에서의
접근 시간도 30분 정도이다. 최근 문을 연 수도권 북부의 원마운트
와 서부의 웅진플레이도시를 비교해 본다.
사진 이진욱 기자·글 임동근 기자

Woongjin
Playdoci

VS

Water Amusement Facilities
원마운트

국내 최대 규모 실내 파도풀 갖춰

웅진플레이
도시

VS

도심 속 여유 즐길 수 있는 실외 수영장

‘수도권 북서부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원마운트는 실내외 워터파크와 스노 테마파크, 개방형 쇼핑몰, 고급 스포츠

도심형 종합 레저 스포츠 테마파크인 웅진플레이도시는 실내외 워터파크인 워터도시, 슬로프와 눈썰매장으로 구성된 스노도시, 골프

센터로 구성돼 있다. 워터파크는 연면적 4만㎡로 1만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캐리비안베이와 오션월드에 이어 국내 3위 규모다.

연습장, 신기도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워터파크의 면적은 2만3천140㎡로 원마운트의 60% 정도이며, 동시 수용 인원은 7천 명이다.

원마운트의 워터파크는 3개 층을 사용하는 넓은 실내와 실외 공간으로 구분돼 있다. 수영장을 비롯해 슬라이드 9개, 유수풀, 파도풀,

웅진플레이도시 워터도시는 파도풀과 유수풀을 비롯해 실내 슬라이드 4개, 수영장, 어린이를 위한 유아풀과 돌핀 키즈 존이 있으며,

이벤트 탕, 닥터 피시 체험장, 사우나, 어린이 물놀이터, 선베드 존 등 물놀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구비돼 있다.

실내외에 다양한 주제의 스파를 갖추고 있다. 실내 공간의 경우 원마운트에 비해 천장이 낮고 습도가 높은 편이다.

다이아몬드형, 수평형, 대각선형 등 다섯 가지 파도를 경험할 수 있는 파도풀인 ‘카니발 비치’는 면적 560㎡로 실내 파도풀로는 국내

파도풀은 수평형, 대각선형, 다이아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파도가 실제 바다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전한다. 파도풀과 이어지

최대이며, 수심은 1.75m, 파고는 1.5m이다. 유수풀인 ‘벤츄라 리버’는 길이가 3천235m에 달하며, 수심은 1m, 파고는 1.2m로 200

는 유수풀은 터널과 다리, 폭포 등이 중간 중간 설치돼 있어 흐르는 물을 떠다니며 색다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명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인 돌핀 키즈 존은 수심 40㎝로 돌고래 슬라이드가 설치돼 있고 거북, 물고기 등 다양한 바다 생물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인 ‘자이언트 플레이’는 각종 미끄럼틀과 워터건, 폭포가 하나로 연결된 이색 놀이 공간이다. 특히 이 시설은

의 모형이 곳곳에 비치돼 있다. 또 수심 30㎝의 유아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사람의 동작을 감지해 물을 쏟아붓는 장치가 설치돼 있어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실외의 ‘써니 파크’는 온 가족이 여유롭게 물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땅콩 모양으로 설계된 멀티풀과 슬라이드, 워

한편 실외에 마련된 파티풀은 단체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선베드가 마련돼 있고, 수영장 옆에는 파티를 진행할

터건, 정글짐 등이 있는 아쿠아풀, 수심 30㎝의 키즈풀이 마련돼 있고, 바데풀과 스파도 있다. 멀티풀 주변으로는 선베드가 놓여 있어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있다.

물놀이 중간에 일광욕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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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릴 넘치는 다채로운 슬라이드 구비
원마운트에는 총 9개의 슬라이드가 있다. 2인용 튜브를 타고

슬라이드 종류, 길이, 높이
구분
슬라이드 종류
원마운트
스카이 부메랑고
콜로라이드
월링 더비쉬
에버슬라이드
킹볼라이드
투겔라이드
스피드뱅
웅진플레이도시
스페이스볼
스피드 슬라이드
바디 슬라이드
키즈 슬라이드

단위 : m

길이
122.4
97.3
86.4

높이
15.3
15.3
16.54

100
76.5
154
37.4
33.48
22.22
87.80
8.03

17.5
16.15
6.2
12
7
12
2.5

이용 인원
2인용
2인용
1인용
1인용/최대 6명
동시 이용
1인용
2인용
1인용
1인용
1인용
1인용
1인용

웅진플레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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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을 이용한 순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스카이

물놀이의 피로 씻어주는 스파 시설

부메랑고’를 비롯해 급격한 하강을 체험할 수 있는 ‘콜로라이

원마운트에는 스노 파크를 바라보며 물놀이에 지친 몸에 휴식을 줄 수

드’, 어두운 터널을 360도 회전해서 내려오는 ‘월링 더비쉬’, 6

있는 스노 스파(38~40도)를 비롯해 와인과 녹차, 재스민차 등 다양한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인 ‘에버슬라이드’

입욕제를 이용해 피로를 풀 수 있는 이벤트 탕이 실내외에 있다. 워터

가 야외에 마련돼 있다.

마사지 시스템으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바데풀, 사우나 시설인 건

또 실내에는 원심력을 느낄 수 있는 ‘킹볼라이드’, 실내와 실외

식 도크(55~60도)도 있다.

를 넘나들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투겔라이드’, 슬라이드 중

웅진플레이도시에는 실외에 애플민트, 로즈메리, 재스민, 라벤더, 페퍼

간에서 위로 떠올랐다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스피드뱅’ 등이

민트 등 다양한 입욕제를 사용한 허브 스파와 수압을 이용해 피로를

있다.

풀 수 있는 바데풀이 설치돼 있다. 특히 허브 스파에서는 향기 가득한 자연 속에서 평화롭

웅진플레이도시에는 총 4개 슬라이드가 실내에 있다. 원심력

게 노천욕을 즐기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을 이용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스페이스볼’, 어두

실내에 별도로 마련된 스파 존에는 천연 편백나무 통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스파 피

운 터널을 빠르게 통과하는 ‘스피드 슬라이드’, 슬라이드 내부

톤치드’를 비롯해 숲 속에서의 스파를 콘셉트로 독립된 스파 공간으로 구성된 스파빌이

가 캄캄해 스릴을 더욱 만끽할 수 있는 ‘바디 슬라이드’, 어린이

있다. 또 건식·습식·안개 도크(Dock) 스파, 노송나무 탕과 수압 마사지 탕, 입욕한 상태에

를 위한 터널형 슬라이드인 ‘키즈 슬라이드’로 구성돼 있다.

서 무알코올 칵테일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아쿠아 바, 수박과 사과, 오렌지, 포도, 파인애

슬라이드 개수에서 원마운트가 월등히 많아 스릴을 즐기고 싶

플 등 과일 향기가 나는 이벤트 탕, 튤립과 장미, 초콜릿 등을 이용한 아이템 탕, 야외 족탕,

은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더 적합하다. 또 슬라이드가 많을수

폭포 탕 등이 마련돼 있다.

록 이용객이 분산되므로 성수기 슬라이드 이용 대기 시간도
원마운트가 짧을 것으로 보인다.

웅진플레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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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ce & Price

Food

원마운트

원마운트

출출한 속을 채워줄 다양한 음식
원마운트는 실내에 얼큰 소고기 국밥이 대
표 메뉴인 한식당 ‘풍향’(9천~1만1천 원)을

VS

비롯해 돈가스와 우동을 파는 ‘우돈가츠’

(8천~1만3천 원), 다양한 오므라이스를 내

는 ‘오므토 토마토’(1만2천 원), 유니짜장
등을 파는 ‘엉클윙스’(7천500~1만3천500
원), 분식집인 ‘이거라면’(6천 원), 음료와

주류, 아이스크림, 추로스 등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델리’(1천~6천 원)가 있다. 또 실외에는 바비큐와 탄두리 치킨, 모듬 야채 그릴을 내는 ‘와일드 그릴’(9천~5만9천
원), 데리야키 포크 도시락 등을 파는 ‘웍스타일’(1만~1만500원), 어묵과 떡볶이,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델리’(1천~6천
원) 등이 있다. 푸드코트(7천~1만5천 원)에서는 돈가스, 비빔밥, 우동 등을 먹을 수 있다. 또 실외 카페인 ‘카페 아모제’에

물놀이의 편리함 돕는 시설들

는 맥주와 치킨, 치즈스틱 등이 있다. 워터파크에서는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마운트는 규모에 맞게 7천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로커를 갖추고 있다. 파우더

웅진플레이도시에는 퓨전 레스토랑 ‘렉스필드 다이닝’과 생면 요리 전문점인 ‘누들모리’가 있다. ‘렉스필드 다이닝’에서는

룸에는 정수기, 헤어드라이어, 선풍기 등이 있고, 구명 재킷 대여소와 수영복, 튜

샐러드(4천~1만5천 원)와 파스타(1만4천~1만6천 원), 덮밥류와 돈가스(8천~1만4천 원), 스테이크와 해산물 구이(2만

브 등 물놀이 용품을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상점이 들어서 있다. 대여 시 구명 재

~4만2천 원)를 내고, ‘누들모리’에서는 막국수(7천 원), 우동(8천 원), 갈비탕(1만2천 원), 떡볶이(5천500원), 순대(5천

킷은 5천 원, 선베드는 1만 원, 비치 체어 5천 원, 수영복 7천 원, 비치타월 7천

원), 만두(4천 원) 등을 먹을 수 있다.

원(이상 보증금 별도)을 받는다. 이밖에 의무실, 귀중품 보관소 등이 있다.

또 푸드코트에서는 등심 수제돈가스(1만 원), 버섯 야채 불고기 정식(1만 원), 산채 비빔밥(9천500원), 새우튀김 우동(7

한편 워터파크에서는 물놀이 용품을 빌리거나 음식 값을 지불하기 위해 코인을

천 원), 짜장면(5천500원), 떡볶이(6천500원) 등을 맛볼 수 있다. 렉스필드 다이닝과 누들모리, 푸드코트는 워터파크에

미리 충전해야 한다. 내부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코인 충전소에서

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수영복 차림으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

반드시 비용을 예상해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 안내
운영 시간(7월 20일~8월 25일, 성수기)워터파크
09:00~21:00(실외 ~20:00) 슬라이드
10:00~19:00 이용 요금(성수기) 종일권 대인 6만
5천 원/소인 5만 원, 오후권은 미정.

웅진플레이도시는 로커가 7천 개 있다. 정수기, 헤어드라이어, 선풍기가 있는 파
우더룸과 단체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온돌 찜질대(8만~10만 원), 구명 재킷 대
여소와 용품 숍이 준비돼 있다. 대여

웅진플레이
도시

웅진플레이
도시

료는 재킷이 6천 원, 선베드 1만 원,
파라솔 2만 원, 수영복 7천 원(이상
보증금 별도)이다. 이밖에 귀중품 보
관소, 미아 보호소와 수유실, 의무실
을 갖추고 있다.

웅진플레이도시 워터도시 이용 안내
운영 시간 10:00~21:00 이용 요금 종일권 대인
4만6천 원/소인 3만6천 원, 야간권(오후 4시부터
입장) 대인 2만9천 원/소인 2만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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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플레이
도시

스노도시
여름에도 만끽하는
스키와 스노보드

원마운트

스노파크
사계절 눈 내리는
동화의 나라

VS

스키와 스노보드, 눈썰매 등 겨울 스포츠를 사계
절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출입구를 들어서면 하얀 눈이 깔린 길이 250m의
슬로프(경사도 11도)가 나타난다. 초급 슬로프
100m 위로 중상급 슬로프 150m(경사도 15도)가

북유럽 산타 마을을 콘셉트로 조성한 테마파크다.
스노파크 출입구에 들어서면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파고들며 동화 나라 속에 입장한 듯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뜨거운 한여름에도 이곳은 외투가 필요할 정도로 온도가 낮다.
스노파크의 중앙 무대인 ‘아이스 레이크’에서는 어린이들이 환상적인 조명이 비치는 가운데 세
발자전거, 자전거 마차와 욕조, 자동차 등 세계 각국의 이색 썰매를 느리게 타며 즐거운 시간
을 보낼 수 있다. 또 스노파크 바깥쪽 둘레로는 ‘아이스 로드’가 마련돼 있어 썰매를 타고 이색

마련돼 있고, 중상급자 코스 옆으로는 고급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모굴 코스 100m가 있다. 모굴 코
스는 좌우 진폭이 2m, 상하 낙차가 3.5m이다. 또
초급 슬로프 옆으로는 스노보드의 각종 기술을 연

운영 시간 10:00~21:00 이용 요금 종일권 대인
2만5천 원/소인 2만 원.

습할 수 있는 익스트림 존이 설치돼 있다.
슬로프 상부로 이동할 때는 리프트 대신 무빙 벨트

동굴을 지나며 빠르게 질주할 수 있다.

를 이용한다. 무빙 벨트의 속도는 시속 3㎞로 시간

사계절 영하 3도를 유지하며 하얀 눈을 볼

당 2천 명을 수송할 수 있다.

수 있는 ‘스노 힐’은 눈썰매장, 눈 놀이 체험

한쪽에는 눈썰매장이 마련돼 있다. 길이 100m의

장으로 꾸며져 있다. 북극곰과 펭귄 모형이

7개 직선 코스로 설계돼 있으며, 3인용 튜

있는 길이 19m의 눈썰매장에서 신나게 썰매

브 썰매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 미

를 타고, 눈을 뭉쳐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해 예쁘게

또 높이 13m에서 자유낙하를 경험할 수 있

꾸며놓은 스노 빌리지와 별자

는 ‘파워팬’과 차가워진 몸을 녹이며 음식을

리를 볼 수 있는 이글루가 설치된 스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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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09:30~22:00 이용 요금 스키 & 스노보드 종일권
대인 4만5천 원/소인 3만9천 원, 주간권 대인 3만7천 원/소인 2
만7천 원, 타임권(오전/오후/야간) 대인 3만 원/소인 1만9천 원.
눈썰매(오전권/오후권) 주중 1만2천 원/주말 1만4천 원.

노파크가 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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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Amusement Park

더위야 가라! 국내 레포츠 테마파크 열전

캐리비안베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내외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보양식으로 체력을 보충하기도 한다.
레포츠 테마파크는 가장 손쉽게 더위를 쫓을 수 있는 공간이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국내의 레포츠 테마파크를 소개한다.

오션월드

비발디파크가 강원도 홍천에서 운영하는 워터 테마파크다.
수문 5곳에서 쏟아지는 약 190t의 물이 높은 파도와 급류를 발생시키는 플로
트 시설물 ‘슈퍼 와이드 리버’가 올해 새로 선보였다.
실외 파도풀인 ‘서핑 마운트’, 120m의 곡선과 직선 레인을 빠른 속도로 미끄러
지는 ‘카이로 레이싱’, 6인승 튜브로 146m의 코스를 질주하는 ‘슈퍼 S라이드’
등이 있다. 또 국내 최장 300m를 자랑하는 ‘몬스터 블라스터’, 68도의 경사면

변산 아쿠아월드

을 미끄러지는 ‘슈퍼 부메랑고’가 있다. 불가마, 황토방, 냉방으로 구성된 찜질

카리브 해안을 테마로 꾸며진 경기도 용인의 캐리비안베이는 각종 어트랙션을 갖춘 공간이다. 폭

전북 부안의 대명리조트 변산 아쿠아월드는 실내 아쿠

방, 하이드로 욕조와 선베드가 있는 휴식 공간 ‘스파 빌리지’ 등도 있다.

120m, 길이 104m, 해변 지역 130m의 파도풀부터 파도타기를 체험할 수 있는 서핑 라이드, 실

아존, 야외 파도풀, 키즈풀, 슬라이드, 아쿠아 플레이

www.vivaldipark.com

내외를 넘나드는 유수풀, 모험과 스릴을 극대화한 각종 슬라이드가 총집합돼 있다. 특히 ‘와일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 아쿠아존에는 전신 마사지

리버’는 와일드 블라스터, 타워 부메랑고, 타워 래프트 등 어트랙션 3개를 갖춘 또 다른 워터파크

시설과 스크류 탕, 기포탕, 연인탕, 동굴탕이 마련돼 있

이다. 2011년 도입한 ‘아쿠아 루프’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체감 속도는 시속 90㎞에 달한다.

다. 특히 워터플렉스는 정글을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실내에도 파도풀, 슬라이드, 스파, 사우나, 뷰티존 등이 있다. www.everland.com

준다. www.daemyungresort.com/bs

디오션 워터파크

전남 여수에 들어선 큰 규모의 워터파크다.

설악 워터피아

실외에는 회전을 두 번 하는 ‘더블 토네이도’, 72도의 경사면을 따라 120m를
미끄러지는 ‘다이렉트 슬라이드’, 자기부상 보트를 타고 물속을 통과하는 ‘로
켓 슬라이드’, 박진감 넘치는 9가지 파도를 체험할 수 있는 파도풀 ‘나인 스
톰’, 짜릿한 급류에 몸을 맡기는 ‘타이푼 리버’ 등이 설치돼 있다.
실내에도 길이 100m의 유수풀과 파도풀, 보디 슬라이드와 튜브 슬라이드
등이 있고 키즈풀, 아쿠아 플레이, 물보트, 키즈룸 등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황산염 지하 암반수를 이용하는 스파와 사우나, 찜질방(보석,
숯, 황토, 소금) 등의 시설도 갖춰져 있다. www.theoceanresort.co.kr

제주워터월드

통도 아쿠아 환타지아
제주 서귀포시에 자리한 가족형 물놀이 공간이다. 길이 70m의 원통형 슬라이
드인 ‘바디 슬라이드’를 비롯해 길이 88m의 튜브 슬라이드, 초속 1.5m의 급류
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200m의 유수풀, 길이는 50m로 짧지만 빠른 속도가
스릴을 안겨주는 야외 하이 슬라이드 등을 갖추고 있다. 해수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마련돼 있다. www.jejuwater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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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양산에 위치한 통도 아쿠아 환타지아는 9가지

워터피아의 매력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설악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파도를 체험할 수 있는 파도풀과 쏟아지는 폭포를

특히 지하 680m에서 하루 3천t씩 용출되는 49도의 천연 온천수는 피로를 풀어준다.

즐길 수 있는 ‘아쿠아 플레이’를 올해 새로 갖췄다. 토

깔때기 모양의 탠드럼과 볼(Bowl)을 조합한 최신식 복합 슬라이드인 ‘월드 앨리’는 360도 회전과

렌트리버, 다이빙풀과 슬라이드 7개가 실외에 있고,

급하강으로 스릴을 느끼게 한다. 이밖에 급류와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길이 235m의 ‘토렌트리버’,

실내에는 수영장과 스파 시설이 있다.

슬라이드를 통해 추락하듯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메일스트롬’ 등이 있다.

aqua.fantasia.co.kr

수영복을 입고 영화를 감상하는 4D극장도 있다. www.seorakwater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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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 아쿠아피아

리솜 스파캐슬

충남 예산의 리솜 스파캐슬은 어트랙션과 이벤트 스파 시설을 5대5의 비율
로 갖춘 것이 특징이다.
유수풀인 ‘토렌트리버’는 성난 파도를 타는 듯하고, 길이 173m의 튜브 슬라
이드인 ‘마스터 블라스터’는 물속으로 하강할 때 짜릿함을 전한다. 또 ‘스피드
슬라이드’는 3층 높이를 4초 만에 미끄러지는 스릴을 선사한다. 실내 스파
‘파라원’에는 29가지 수압 마사지 시설과 이벤트 탕 20개가 있다. 어린이를
위한 유수풀, 키디풀 등이 마련돼 있다.
여성이나 가족 고객 할인 행사가 매주 월~목요일에 진행되고, 4인 이상 가족
에게는 1명 무료 입장 혜택을 준다. www.resom.co.kr/spa

골든 스카이 워터파크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골든 스카이 호텔 & 리조
트에 있는 시설로 크기는 실내와 실외를 합쳐 4천100

충남 천안의 상록 아쿠아피아는 남태평양의 섬에 있는 듯한 물놀이 시설로 물의 온도를 28도로

㎡이다. 야외 수영장을 비롯해 길이 80m의 보디 슬라

유지하고 있다. ‘마스터 블라스터’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역류하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이드, 유수풀, 유아풀이 있으며, 재스민 향기의 이벤트

도 하며 스릴을 전한다. 또 12m 높이에서 하강하며 터널을 통과하는 ‘튜브 슬라이더’와 맨몸으로

탕, 수압과 기포를 이용해 피로를 풀 수 있는 아쿠아

터널을 쾌속 질주하는 ‘바디 슬라이더’가 있다. 특히 국내에 세 곳밖에 없는 ‘플로우라이더’(서핑보

풀, 스파 시설 등이 있다.

드)는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한다. 올해는 식당을 위탁 운영해 스테프 핫도그, 돈가스 & 소시지 콤

www.goldensky.co.kr

보, 장터국밥 등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www.sangnokresort.co.kr

이천 테르메덴

경기도 이천의 테르메덴은 사계절 실외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세
계적인 규모의 원형 바데풀에 수(水)치료 시설 10여 종과 마사지 시설이 있다.
수심 1.2m의 바데풀 중앙에는 물줄기가 순환해 물속에서 걷거나 수영을 하며
끊임없이 운동할 수 있다.

휘닉스파크 블루캐니언

꼬불꼬불한 슬라이드를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는 ‘드래건 슬라이드’, 스릴 만점
의 ‘마운틴 슬라이드’, 1t의 물벼락이 쏟아져 내리는 ‘워터 버켓’ 등이 있으며,
동굴탕, 연인탕, 노천 이벤트 탕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 한옥 숙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오토 캠핑을 위해
텐트 4동을 갖췄으며, 바비큐 시설도 마련했다. www.termeden.com

아산 스파비스

충남의 아산 스파비스는 온천수를 이용한 신개념 테마 온천으로 수치료 바
데풀과 어린이용 키즈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실외 온천풀 등을 갖추고 있
다. 야외 워터파크에는 1천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파도풀과 유수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풀이 있고, 길이 100m의 레이스 슬라이드, 길이 125m의 개방형 튜브 보디

사계절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실내 스

슬라이드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쿠아 플레이’는 해적 선장 캐릭터 수조에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파크 블루캐니언은 ‘고품격 지중해풍 물놀이 공간’을 테마로 조성된 물놀이 시

케이트장이다. 낮에는 천장 유리돔을 통해 내려오는

물이 가득 차면 2t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내 물벼락을 내린다.

설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원통형 튜브 놀이 기구인 ‘딩글러’를 비롯해 웨이브리버, 슬라이드가 있

햇빛이 야외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밤에는 색색의

한편 실내외에는 딸기, 쑥, 솔잎, 인삼, 허브를 이용한 이벤트 탕 20곳과 헬스

고 타잔풀, 개구리풀, 워터 플레이 등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공간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이밖에 어

조명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초급에서 상급

압주탕, 바가지탕, 폭포탕, 기포탕 등 기능탕 23개가 마련돼 있다.

성초 한방탕, 웰빙 허브 스파, 가족과 연인을 위한 패밀리 스파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는 스파 시

까지 피겨와 스피드 스케이트 두 종목에 대해 수준별

이곳 온천수는 광물질 20여 종과 중탄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재생

설이 있다. www.bluecanyon.co.kr

강습을 받을 수 있다. www.lotteworld.com

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ww.spav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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