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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정책과 담당자 ∙과장 박재현, 사무관 박동주, 주무관 조광영
∙☎ (044) 201-4329, 4336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7(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인천공항고속도로, 휴게소 생긴다!

영종대교 입구에 9일 개장…한국문화 홍보 등 기존 휴게소와 차별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일(금) 오전 8시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

도로에 영종대교 휴게소를 개장․운영한다.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40.2km의 고속도로이나, 그간 제대로 된 휴게소가 없어 도로를 

통행하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ㅇ 이러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영종대교 기념관을 리모델링하여 휴게소를 개장한다.

□ 영종대교 휴게소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문공항인 인천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휴게소와 차별화된 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ㅇ 휴게소 전면 광장에는 곰을 형상화한 24m 규모의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운영해 온 느린우체통(1년 후 배달)도 

느린우체국으로 확대 운영하여 잊혀가는 편지쓰기 문화를 복원하고

방문객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현재 곰조형물에 대한 세계 기네스북 등재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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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박동주 사무관(☎ 044-201-43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홍보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류 문화 콘텐츠 매장, 한국 디자이너 보석 매장 

등을 입점 시키는 한편, 피규어 전시관, 캐릭터 상품점 등 특색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 아울러 영종대교 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경인 아라뱃길을 찾는 관광객 등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아라뱃길 경인항 인천터미널 근처에 별도의 진입통로를 설치하였다.

ㅇ 영종대교 휴게소는 영종대교와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영종대교 휴게소는 수도권에서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갈 때, 이층

구조인 영종대교의 아래층(하부도로)으로 진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ㅇ 휴게소 내 판매시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무휴로,

휘발유와 경유 주유가 가능한 주유소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

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방문객 추이에 따라 연장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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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영종대교휴게소 전경 및 내부 사진

사진1 :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휴게소 전경

사진2 : 서해와 곰조형물, 영종대교가 시원하게 펼쳐진 전망대 

- 4 -

사진3 :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 영종대교를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사진4 : 내부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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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une Bear, 장세일, 2014 >

세계 최대의 곰조형물인 ‘Fortune Bear’. ‘Fortune Bear’는 길이 9m, 폭 9.7m, 높이 24m

규모로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무게는 30톤에 달한다. 이 조형물은

아기곰을 머리위에 이고 있는 아빠곰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한민족의 건국설화인 ‘단군세기’ 속

웅녀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내, 오가는 이들에게 행운과 안녕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5 : 곰조형물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