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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는 인천자유경제구역 내 무의도에 위치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30분 안에 오실 수 있는 국제적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세계 최초의 아카데미이며

테스코 그룹의 인재를 글로벌 리더, 최고의 유통 전문가로 육성하는 교육의 산실입니다.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는 건축 디자인과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해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동안

다섯 가지의‘Ship’을 느끼게 합니다. 

이를 저희는 Spaceship, Cruiseship, Leadership, Friendship, Craftsmanship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량 제로를 실현하는 친환경 아카데미로서 

최우수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 차원 높은 서비스로 고객님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 

직원 일동 올림

환영합니다 WELCOME

TESCO ACADEMY

Thank you for visiting the Tesco Homeplus Academy.

Tesco Homeplus Academy is located in Muui Island with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We have international accessibility as you can get here in less than 30 minutes
from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sco Homeplus Academy is the first academy established in Korea by a global company. 
It is the cradle of training to develop our colleagues of Tesco Group 
to be the global leaders and top retail experts.

Through its distinct architectural design and training programmes, 
Tesco Homeplus Academy makes everyone who stays in it feel five 'Ships‘ 
: Spaceship, Cruiseship, Leadership, Friendship and Craftsmanship. 

Furthermore, as the world first eco-friendly Academy that realises zero carbon emissions,
it is being recognised as one of the best eco-friendly buildings in Korea.  

We sincerely welcome you and will create special memories for you
through our friendly services.

Thank you.

All members of Tesco Homeplus Academy



주요 시설물 위치도   FACILITIES MAP

프런트 데스크 (1층)
교육장 (21개)
테스코 뮤지엄 (1층)
홈플러스 히스토리움 (1층)
화상회의실 (1층)
비즈니스 센터 (2층, 지하 1층)
홈플러스 가상 스토어 (지하 1층)
홈플러스 도서관 (지하 1층)

교육동

Front Desk (1F)
Training Rooms (21 Rooms)
Tesco Museum (1F)
Homeplus Historium (1F)
Telepresence Room (1F)
Business Centre (2F, B1F)
Homeplus Virtual Store (B1F)
Homeplus Library (B1F)

Training Block

6개동

빌라동

6 Vision Houses

Villas

Ocean Café - Restaurant (4F)
Homeplus Express - Covenience Store (4F)
My Fit - Fitness Center (2F)
Ferry Lounge - Pub (1F)

Recreation Block

식당 (4층)
편의점 (4층)
휘트니스 센터 (2층)
페리 라운지 (1층)

레크리에이션동

산책로
13개국 조형물
원형 야외 전망대
야외 / 선상 교육장

인터내셔널 가든

Walk Way
Sculptures from 13 Countries
Observation Deck
Open-aired Training Place

International Garden

7   

캠프파이어장
SBS 런닝맨 촬영지

해변 산책로

Camp Fire

Coast Trail

객실 (1~5층)
세탁실 (2층, 5층)
도서관 (1층)
회교신도 기도실 (4층)

숙소동

Guest Rooms (1~5F)
Laundry Rooms (2F, 5F)
Library (1F)
Prayer Rooms for Muslims (4F)

Accommodation Block

입구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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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위치

층별 시설 

레크리에이션동   

 오션카페 - 식당

 마이 핏 - 휘트니스 센터

 페리 라운지 - 펍
 편의점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숙소동   

호텔형 객실

도서관 / 세탁실 / 회교신도를 위한 기도실

빌라동

독립형 빌라 - 비전 하우스 

기타 시설 

인터내셔널 가든 / 해변 산책로 

/ 태양광 판넬 

Training Block
 Floor Guide
 Facilities Guide

Recreation Block
 Ocean Café - Restaurant
 My Fit - Fitness Centre 
 Ferry Lounge - Pub
 Convenience Store - Homeplus Express 

Accommodation Block
Hotel Type Rooms
Library / Laundry Rooms / Prayer Rooms for Muslims
 

Villas
Independent Villas - Vision Houses
 

Other Facilities
International Garden / Coast Trail
/ Solar Power Panels 

Tesco Homeplus Academy

Facilities



교육동

교육동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개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각 교육장의 이름은 TESCO가 사업을 하고 있는 13개국의 주요 도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교육 과정명과 교육장 위치는 교육동 로비 입구의 모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교육장 인접한 곳에 커피와 다과가 준비된 커피 스테이션(Coffee Station)이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노스 퍼시픽 룸

2 퍼시픽 룸

3 사우스 퍼시픽 룸

4 로스앤젤레스 룸

5 뭄바이 룸 (교육진행실)

6 런던 룸

7 더블린 룸

8 바르샤바 룸

9 프라하 룸

10 브라티슬라바 룸

11 방콕 룸

12 이즈미르 룸

13 부다페스트 룸

A 비즈니스 센터

B 비전 브릿지

C 비전 데크

1   인천 룸 

2 부산 룸 (수산 실습 교육장)

3 제주 룸 (축산 실습 교육장)

A 홈플러스 아카데미팀 사무실

B 야외 데크  

C 연결통로 - 숙소동, 레크리에이션동

1   상하이 룸 

2 홍콩 룸

3 쿠알라룸푸르 룸

4 서울 룸 (화상회의실)

A 테스코 아시아 교육팀 사무실

B 프런트 데스크

C 테스코 뮤지엄

D 앰피씨어터

E 홈플러스 히스토리움

교육동 1층 교육동 2층 교육동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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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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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4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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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C

흡연
구역

TRAINING BLOCK

1   North Pacific Room
2 Pacific Room
3 South Pacific Room
4 Los Angeles Room
5 Munbai Room
6 London Room
7 Dublin Room
8 Warsaw Room
9 Prague Room

10 Bratislava Room
11 Bangkok Room
12 Izmir Room
13 Budapest Room
A Business Centre
B Vision Bridge
C Vision Deck

1   Incheon Room

2 Busan Room (Fish Craft Room)

3 Jeju Room (Meat Craft Room)

A Tesco Homeplus Academy Team Office

B Outdoor Deck  

C Passage Way to
Accommodation/Recreation Block

1   Shanghai Room

2 Hong Kong Room

3 Kuala Lumpur Room

4 Telepresence Room

A Tesco Asia Academy Team Office

B Front Desk

C Tesco Museum

D Amphi Theatre

E Homeplus Historium

Training Block 1F Training Block 2F Training Block B1F

A

B

C

1

D

E

A

B

C

2

3

4
Lobby

Smoking
 Area

The Training Block has three stories and 21 training rooms in total. 
Each training room uses the names of 13 major cities in which Tesco is operating its business.

You can check the names of the training programmes and the locations 
of the training rooms on the screen in the entrance to the lobby of the training block.

We have Coffee Stations with coffee, tea and cookies and fruits near the training rooms 
for our customers. You can conveniently use them anytime.

Pantone 485C

Pantone 485C

Smoking
 AreaB

A

1

2 3

C

Park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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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

그랜드 룸 - 대강의장 (2층)

최대 4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가장 큰 교육장입니다. 필요 시 3개의 교육장으로 분리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 외에도 각종 연회장으로도 활용되며 연회 시 저희 아카데미의 식음료팀에서 모든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강의장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장입니다.

Medium Training Room               
Accommodates up to 50 persons.

분임토의실  

1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 중 조별 토의가 필요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Breakout Room                           
Accommodates up to 10 persons,
You can use this room to discuss among team.

소강의장 

3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장입니다.

Small Training Room
Accommodates up to 30 persons

야외교육장

50여명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입니다.

Outdoor Training Place
Up to 50 persons can attend the training in nature.

10명부터 300명까지 교육생 규모와 목적에 따라 교육장 크기와 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자유자재로 테이블 배열 형태를 변형할 수 있어 교육 효과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강의장은 지능형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고, 벽면이 화이트 보드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효과적으로 교육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전역에서 Wi-Fi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raining rooms in various sizes and types are available depending on your needs. You may choose various types 

of table setting for your training purpose.

Intelligent Beam Projectors and white board functioning (writable) wall are installed in all the training rooms. 

Wireless (Wi-Fi) internet is available around the academy for free.

TRAINING BLOCK

Grand Room - Large Conference Room (2F)
This is the largest training and conference room that can accommodate up to 400 persons. If required, this room can be divided into
three medium size training rooms.
Besides training, this room can be also used for banquets.
If you hold a banquet here, the Food and Beverage Team of our Academy will provide every food and relat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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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BLOCK

Amphi-theatre - A multipurpose complex space (1F)
This complex space that interconnects indoor and outdoor parts can be used for 
performances such as plays and concerts as well as training.

Homeplus Historium (1F)
You can learn the major achievements of Homeplus and its management 
philosophy and strategies in each year since its startup in 1999.
Furthermore, you can also see valuable historical materials of Homeplus’ history.

You can se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esco Group, as well as its Visions, Strategies and Core Purpose
through various multimedia systems.

Tesco Museum (1F)

Located in the lobby on the first floor of the Training Block, Front Desk is in charge 
of room check-in / check-out. Furthermore, it deals with our customers' inquiries and 
immediately handles any inconveniences they may have. 
Press number [ 0 ] to connect to the person in charge. 
Even after the business hours, our night duty staff works overnight at the Front Desk. 
Please contact our Front Desk by pressing number [ 0 ] whenever you need help. 
Every service charge can be paid with a credit card or Homeplus digital gift card. 
Academy does not accept cash. 
We provide paid document printing (color / black&white) service.  
You can also buy various souvenirs of the Academy. 
(USB memory stick, postcard, mouse pad, cap, etc.)

Front Desk (1F)

교육동

엠피 씨어터 - 다목적 복합 공간 (1층)

교육은 물론 연극, 음악 등의 공연이 가능한 실내외 개방 연결형의 복합 공간입니다.

홈플러스 히스토리움 (1층)

홈플러스의 1999년 사업 시작부터 매년 주요 성과와 더불어 경영 철학과 전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역사의 소중한 사료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코 그룹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물론 사업 비전, 전략, 핵심 사명 등을 각종 멀티미디어 장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코 뮤지엄 (1층)

교육동 1층 로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객실 체크인 / 체크아웃을 담당합니다. 
또한, 고객님의 문의 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내번호 [ 0 ]번을 누르면 담당자와 연결됩니다. 

업무 시간 종료 후에도 야간 근무자가 24시간 프런트 데스크에서 근무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구내번호 [ 0 ]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모든 서비스 비용은 신용카드 또는 홈플러스 디지털 상품권으로 계산하실 수 있으
며 현금으로는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문서 출력 (컬러/흑백)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며 다양한 아카데미 기념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USB, 엽서, 마우스패드, 모자 등).

프런트 데스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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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BLOCK

Vision Bridge (2F)
This is a passage that interconnects the training block and accommodation/recreation block.
It is also a gallery that displays the miniatures of the sculptures installed in the Homeplus stores.

Vision Deck (2F)
This is an observatory at the end of the Vision Bridge. You can see Incheon Bridge, Songdo New City,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Palmi Island which has the first lighthouse in South Korea.

Homeplus Library (B1F)
This library has over 900 books in management, leadership and liberal arts including Homeplus top 100 must-read books.

Homeplus Virtual Store (B1F)
This is the world first virtual store where you can order, pay and check delivery of products on mobile devices. 
You can actually experience mobile shopping by capturing barcodes through the Homeplus App on your mobile device.

교육동

비전 브릿지 (2층)

교육동과 숙박동/레크리에이션동을 연결하는 통로이며 홈플러스 점포에 설치된 조각 작품의 미니어처들이 전시되어 있는 갤러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비전 데크 (2층)

비전 브릿지 끝에 위치한 돌출형 전망대입니다. 인천대교, 송도 신도시, 인천국제공항 및 한국 최초의 등대가 있는 팔미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도서관 (지하 1층)

홈플러스 필독서 100선을 포함하여 경영, 자기계발,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양서가 900여권 비치되어 있으며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가상 스토어 (지하 1층)

세계 최초로 모바일 기기에서 상품 주문, 결제, 배송 확인이 가능한 가상 스토어로 실제 홈플러스 앱에서 바코드를 촬영하면
모바일 쇼핑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Telepresence Room - Seoul Room (1F)
You can perform video trainings and conferences by connecting with other video conference systems around the world.
Please ask our Front Desk, if you want to use this. There is a charge for using this facility.

Business Centre (2F, B1F)
Located on the second floor and first basement floor of the training block. You can use local internet connection services and work on 
various documents. Document printing, FAX sending/receiving and document scanning services are provided at the Front Desk. 
You may have to pay charges for using these services.

화상 회의실 - 서울 룸 (1층)      

전 세계 화상 장비와 연결하여 화상으로 교육 및 회의가 가능합니다. 사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프런트 데스크에 요청을 해주십시오.
사용 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즈니스 센터 (2층, 지하 1층)

교육동 2층과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 사용 및 각종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출력, FAX 수발신, 문서 스캐닝 등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이용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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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BLOCK

Ocean Café - Restaurant (4F)
This restaurant can accommodate 200 guests at a time.
You can enjoy the spectacular view of the Yellow Sea while having your meal. 
The menu offers dishes cooked with carefully selected food ingredients for the health 
of our customers.
Trainees wearing name badges can use this restaurant with no separate confirmation.
However,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who visited for personal purposes must pay 
charges at the Front Desk before using this restaurant.

[ Service Hours ]

· Breakfast : 07:00 ~ 08:30 (American breakfast)
· Lunch      : 12:00 ~ 14:00 (International fusion buffet) 
· Dinner     : 18:30 ~ 20:30 (International fusion buffet) 
* If you have any foods that you must avoid for your health, please inform the Front Desk   
 when you book. Then we will provide a separate food for you (Vegetarians, Halal Food, etc.). 

My Fit - Fitness Centre (2F)
You can enjoy a beautiful view of the Yellow Sea while you exercise at this
fitness centre.
Our customers can freely use this facility for 24 hours a day.
It has the newest equipments, a yoga room, table tennis, shower rooms and
locker rooms. There are towels as well.
Bike rental service is available at Front Desk [ 0 ].

This building provides the various convenient services for our customers.  
It includes a restaurant (Ocean Café), a fitness centre (My Fit), a cultural space for beverages, drinks 
and games (Ferry Lounge) and a convenience store (Homeplus Express).

레크리에이션동

오션 카페 - 식당 (4층)

동시에 2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으로 아름다운 서해를 조망하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는 고객님의 건강을 위해 엄선한 웰빙 푸드로만 제공을 합니다.

교육생은 교육생 명찰을 패용한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목적으로 방문하신 임직원 및 가족 분들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

· 조식 : 07:00 ~ 08:30 (아메리칸 스타일)
· 중식 : 12:00 ~ 14:00 (각국 퓨전 뷔페식) 
· 석식 : 18:30 ~ 20:30 (각국 퓨전 뷔페식)

*고객님의 건강상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예약 시 프런트 데스크에 알려 주세요. 별도의 음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채식주의자, 회교신도 등)

마이 핏 - 휘트니스 센터 (2층)

서해를 조망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휘트니스 센터입니다.

고객님은 24시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의 운동기구들과 더불어 요가룸, 탁구대, 샤워장, 락커룸이 있으며
수건 등을 제공합니다.

자전거 대여는 프런트 데스크 [ 0 ]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 외에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식당인 오션 카페 (Ocean Café), 휘트니스 센터인 마이 핏 (My Fit), 음료, 주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인

페리 라운지(Ferry Lounge) 그리고 편의점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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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BLOCK

Ferry Lounge - Pub (1F)
In this lounge, you can enjoy various entertainment facilities including karaoke, billiards, pocket ball and video console games 
while viewing the Yellow Sea. 
 If you visit in goup, please make a reservation in advance. For other queries about drinks and BBQ, please call Front Desk [ 0 ].
[ Service Hours : 18:00 ~ 23:00 ]

Convenience Store - Homeplus Express (4F)
You can buy snacks, beverages, daily necessities and souvenirs here.
It is located beside the restaurant Ocean Café.
This store is operated with self-checkout machine with no cashier. After selecting 
products, you can pay with your credit card, check card, or Homeplus digital gift 
voucher through the self-checkout machine. (It does not accept cash)
If you have any inconveniences while using this store or if the payment system does 
not work, please dial [ 0 ] and we will quickly solve any problem.

[ Service Hours : 06:00 ~ 23:00 ] 

How to pay at the convenience store - Self-checkout

Select products in the store.1   

Place them on the left shelf of the self-checkout machine 
at the entrance.

2  

Read the barcode of each item one by one through the 
fixed scanner below the screen or gun scanner on the 
left side.

3  

Put down the scanned items on the right shelf.4  

After scanning all the items, press "Pay" on the screen.5   

Select a payment type (credit card, Homeplus digital gift 
voucher, check card) on the screen.

6  

Insert your card into the card slit at right bottom of the 
screen with the front surface of your card facing to you.

7   

Once the payment amount is confirmed and the payment is 
authorized, remove the card.

8   

Receive a receipt and carry the products you put at the
right side of the self-checkout machine.

9   

레크리에이션동

페리 라운지 - 펍 (1층)

서해를 조망하면서 노래방, 당구, 포켓볼, 비디오 콘솔게임 등 다양한 오락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휴게 공간입니다.

단체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해 주시고, 주류와 바비큐 관련 문의는 프런트 데스크로 연락해 주십시오 [ 0 ].

[ 이용시간 : 18:00 ~ 23:00 ]

편의점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층)

머무시는 동안 필요한 스낵류와 음료 및 기타 일상 용품,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입니다. 식당인 오션 카페 옆에 위치합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무인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상품 선택 후 셀프 계산대를
통해 스캔 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홈플러스 디지털 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하시면서 불편이 있거나 기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프런트 데스크 [ 0 ]번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해 드립니다.

[ 이용 시간 : 06:00 ~ 23:00 ]

편의점에서 상품 구매 후 계산하는 방법 - 셀프 계산대

매장 내에서 상품을 선택합니다.1   

입구에 있는 셀프 계산대 왼편 선반에 상품을
올려 놓습니다.

2  

상품을 하나씩 화면 아래 반짝이는 고정형 스캐너나
건 스캐너에 바코드를 읽게 해줍니다.

3  

스캔을 한 상품은 기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선반에
내려 놓습니다.  

4  

상품 스캔이 끝나면 화면의“결제하기”를 선택합니다.5   

화면의 결제 유형 (신용카드, 홈플러스 디지털 상품권,
체크카드)을 누릅니다.

6  

해당 카드의 전면이 매장 입구 쪽으로 향하도록 기기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카드 삽입구에 넣습니다.

7   

결제 금액이 확인되고 승인이 되면 카드를 뽑습니다.8   

영수증을 받으시고 기기 오른쪽 하단의 상품을 담아
가시면 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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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동

호텔형 객실

객실 출입 시 문은 자동으로 잠기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카드 키를 소지해 주십시오.  
고객님이 머무시는 동안 객실 청소와 정비를 위해 직원이 객실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객실 안쪽 문고리에 걸려 있는“Do not disturb”사인물을 객실 밖 문고리에 걸어 주십시오.

객실 내에는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TV 시청을 원하시면 페리 라운지와 교육동 2층의 비즈니스 센터에 설치된 TV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물품을 지닌 경우, 오션 카페 직원 또는 프런트 데스크에 요청해 주시면 냉장고에 보관해 드립니다.

모든 객실은 흡연, 음주, 취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 67개 객실이 있습니다. 모든 객실은 서해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오션형의 2인실(3층~5층),

일부 3인실과 최대 4인까지 숙박 가능한 온돌형(1층~2층)으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ACCOMMODATION BLOCK

Hotel Type Rooms
The room doors are automatically locked. Always carry your card key when going out.
While you are staying in your room, our staff members may visit your room for cleaning and tidying.
If you don't want them to visit your room, please hang the "Do not disturb“ sign to the external handle of the room door.

There is no TV in the rooms. If you want to watch TV, you can watch the TV in the Ferry Lounge or in the Business Centre
on the 2nd floor of the Training Block.

If you have items that need to be refrigerated, you can ask the Ocean Café staff or the Front Desk to keep them in a refrigerator.

No smoking, drinking and cooking are allowed in the rooms. 

This building has 67 guest rooms in total. It has double rooms facing the Yellow Sea(3F~5F),
some triple rooms and rooms with floor heating which can accommodate up to 4 persons(1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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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동

세탁실 (2층 201호, 5층 501호 옆)

숙소동 2층과 5층에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을 하거나 다림질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드럼 세탁기, 세제, 섬유유연제, 스팀 다리미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1층 116호 옆) 

숙소동 1층 복도 끝에는 조용히 학습을 하고 책을 읽는 공간인 도서관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멀티 미디어를 활용하여 5개국의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제타스톤).
이 곳은 Tesco의 발전에 공헌을 한 Mr. David Malphas에게 헌정되었습니다.

회교신도를 위한 기도실 (4층 402호 반대편) 

4층 숙소 402호 입구 반대편에 회교신도를 위한 별도의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성용, 여성용으로 구분된 2개의 기도실을 24시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CCOMMODATION BLOCK

Laundry Rooms (next to room 201 on 2F, next to room 501 on 5F)
There are laundry rooms on the 2nd and 5th floors of the Accommodation Block. 
You can use them for free anytime when you need to do the laundry or ironing. 
They have drum type laundry machines, detergents, fabric softeners, steam irons, etc.

Library (next to room 116 on 1F) 
There is a library at the end of the first floor of the Accommodation Block for studying and reading books. 
The library also has equipment for studying five languages through multimedia (RosettaStone). 
The library was dedicated to Mr. David Malphas, the former Managing Director of Tesco.

Prayer Rooms for Muslims (opposite side of room 402 on 4F) 
There are prayer rooms for Muslim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door of room 402 on the 4th floor.
The two prayer rooms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are open 24 hours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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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동 

테스코의 위대한 리더 6분의 이름을 부여한 독채형 빌라입니다.

독립형 빌라 - 비전 하우스 (6개동)

각 빌라는 4개의 객실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사가 가능한 조리, 주방 기구와 식기 등이 비치 되어 있습니다. 2개의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으며 TV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Sir. Jack Cohen

Hyman Kreitman

Sir. Leslie Porter

Lord. Ian Maclaurin

Sir. Terry Leahy

Dr. SH Lee, C.B.E. (이승한 회장)

1   

1   2  

2  3   

3   
4  

4  

5   

5   

6  

6  

VILLAS

These are independent villas named after the great six leaders of Tesco.

Independent Villas - Vision Houses (6 buildings)
Each villa has four rooms and a living room.
It also has kitchen utensils and tableware for cooking. There are two bathrooms and also a TV set so you can watch TV programmes.

Sir. Jack Cohen

Hyman Kreitman

Sir. Leslie Porter

Lord. Ian Maclaurin

Sir. Terry Leahy

Dr. SH Lee, C.B.E. 

1   

2  

3   

4  

5   

6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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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내셔널 가든 

모든 객실층에서 연결이 가능하며 고객님들의 휴식 및 산책 코스로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테스코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의 대표 조형물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정자 우측의 계단을 통해 야외 교육장 및 선상 교육장 
그리고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 원형 전망대에서 서해 바다를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2   해변 산책로

서해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산책로이며, 아카데미 앞 바다는 굴, 바지락 등
해산물의 채취지역으로 무의도 어촌계 회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해변 모래 사장에서 SBS TV 런닝맨을 실제 촬영하여 2012년 6월에 방영한 
바 있습니다.

3    태양광 판넬 

아카데미는 전 세계 최초의 탄소 배출량 제로를 실현하는 친환경 아카데미 입니다.
태양광 판넬 등을 통해 매년 100만 KW 이상의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감전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사고 예방을 위해 태양광 시설 주변에는 방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타 시설

2  

1  

3   

1   International Garden 
This can be accessed from every guest room floor. It is recommended for resting and walking to our guests.
You can also enjoy the representative sculptures of each country in which Tesco is operating its business.
Through the stairs at the right of Korea Pavilion, you can go down to the open aired traning places, old small ship and the beach.
Furthermore, you can enjoy the spectacular view of the Yellow Sea from the outdoor circular observation deck.

2   Coast Trail
You can follow this trail to enjoy the Yellow Sea.
The sea in front of the Academy is a seafood collecting area for oysters and 
Manila clams. No one is allowed to enter it except the Muui Island Fishing Village 
members. The famous show programme, Running Man of SBS TV was filmed on 
the sandy beach of this sea and was broadcasted in June 2012.

3    Solar Power Panels 
Academy is the world first eco-friendly training centre with zero carbon emission. 
Through the solar power panels and other facilities, we produce over
one million KW each year.
Because there is a risk of electric shock, please do not approach the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OTHER FACILITIES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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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동 내 마실 물

모닝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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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in / Check-out
Amenities in the Room
How to Use Cooling and Heating System
How to Use Personal Safe
Room Cleaning Service
Free Internet Access
Adapters for Electric Products of Your Countries
Drinking Water
Wake-up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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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서비스

체크 인 / 체크 아웃 
체크 인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입니다. 

체크 아웃 시간은 오전 9시까지 입니다. 

체크 인 / 아웃 시간 조정이 필요하신 고객님은 사전에 프런트 데스크 [ 0 ]번으로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객실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조정하여 드리겠습니다.

체크 아웃 시에는 객실 카드 키를 반납해 주십시오. 키 분실 시 프런트 데스크에 알려 주십시오. 

모든 이용 요금은 현금을 제외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으로만 결제 가능하며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법인 단체의 경우 사전 요청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비치품 

숙소에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비치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객실 ]

1. 온수 포트   2. 찻잔 세트 (커피, 티백 등)  3. 개인금고  4. 알람 시계  5. 전화기

[ 욕실 ]

1. 샴푸, 바디워시 겸용 젤  2. 비누  3. 타월  4. 헤어 드라이어

※ 추가로 필요하신 물품은 프런트 데스크로 연락해 주십시오 [ 0 ].

냉난방 기기 작동법

모든 룸에는 개별로 온도설정이 가능한 냉/온 겸용 천정형 에어컨과 바닥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부착된 조작 부를 통하여 켜고 끄실 수 있습니다. 카드 키를 빼면 냉/난방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 사용방법 ]

화장실 입구 벽면에 부착된 조작부를 통하여 냉방과 난방을 선택하신 후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

온도 설정 버튼

바람세기 버튼

냉/온 겸용 천정형 에어컨 조작부 바닥 난방기 조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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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SERVICES

Check-in / Check-out 

 

Amenities

The check-in time is from 3 pm.
The check-out time is before 9 am. 
If you need to adjust your check-in/check-out time, please dial [ 0 ] to the Front Desk and let us know 
in advance. We will adjust your check-in/check-out time as long as the situation allowes it.
Please return your room card key when checking out. If you lost your card key, please inform to
Front Desk.

Payment of the charges is only possible with credit card, check card and Homeplus digital gift 
voucher. We do not accept cash.
We issue a bill when you check out. For corporations, tax invoices can be issued upon request.

Each room has the following amenities for convenience of our guests.

[ Room ]
1. Electric water port   2. Tea set (coffee, tea bags, etc.)  3. Personal safe  4. Alarm clock  5. Telephone

[ Bathroom ]
1. Shampoo and body wash gel   2. Soap   3. Towels   4. Hair dryer

※For extra quantities as items below, please contact Front Desk [ 0 ].

How to Use Cooling and Heating System

Every room has cooling/heating combined ceiling air conditioner and floor heater of which the 
temperature can be individually set. You can turn on or off them using the control panel on the wall.
When you remove the card key, the cooling and heating system turns off automatically.

[ How to use ]
You can select cooling or heating and set the temperature through the control panel on the wall.

Ceiling air conditioner 
control panel

Floor heating control panel

Power

Temp. Setup

Fan Speed



31   30

객실 서비스

객실 청소 서비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객실 청소가 진행됩니다. 고객님의 보다 편안한 투숙을 위해 추가 베개, 이불 등의

물품이 필요하시면 프런트 데스크 [ 0 ]번을 통해 요청해 주십시오. 

※ 모든 객실(테라스)은 흡연, 음주, 취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필요하신 경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4F)에서 생수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인터넷 접속 
무선신호“Tesco Guest”로 접속하시면 아카데미 내 모든 곳에서 무료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타국 전기 제품 전원용 아답터

객실 내 전기 규격은 220V, 60Hz입니다. 국제 규격의 멀티 아답터가 필요하신 경우 프런트 데스크 [ 0 ]번에서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키를 빼면 전기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모닝콜 예약

모닝콜은 객실 내 전화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 모닝콜 설정 ]

1) [ # ] + [ 9 ]번을 누른 후 원하는 시간을 누른다 (예시 : 새벽 6시 30분  0630)

2) 반복일 수를 누른다 (예시 :하루 반복  1, 이틀 반복   2)

[ 모닝콜 취소 ]

[ # ]을 누른 후 [ 0 ]번을 누른다 

숙소동 내 마실 물
숙소동 각 층에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금고 사용법

모든 객실에는 개인 귀중품을 보관하실 수 있는 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잠그는 방법 ]

1) 서랍 안쪽의 [ N ] 버튼을 누른다

2) 4~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 후 [ * ] 버튼을 누른다

3) 서랍을 닫은 후 [ # ] 버튼을 눌러 금고를 잠근다

[ 여는 방법 ]

1) 비밀번호를 누른다

2) [ * ]버튼을 누른다

  ※비밀번호를 잊어 버린 경우, 프런트 데스크에 문의해 주십시오.

5 층 4 층 3 층 2 층 1 층

502호 앞 오션카페 내 엘리베이터 방면 입구 마이핏 내 페리라운지 내

5F 4F 3F 2F 1F

In front of room 502 In Ocean Café Entrance near by lift In My Fit In Ferry Lounge

GUEST SERVICES

Room Cleaning Service 

Free Internet Access 

Rooms are cleaned from 9 am until 5 pm. If you need more pillows, blankets, etc. for your
convenient stay, please dial [ 0 ] to the Front Desk and ask for them. 
※ No drinking, smoking and cooking are allowed in the rooms(balconies).

You can access "Tesco Guest" wireless connection to use the wireless Internet access for free
anywhere in the Academy.

Adapters for Electric Products of Your Countries
The electricity voltage in the room is 220V 60Hz. If you need a multi-adapter for the international 
specifications, you can borrow it for free from the Front Desk [ 0 ].
The electricity automatically goes off when you remove the card key.

Wake-up Call

You can set your wake-up call through the phone in each room.  
[ Setting wake-up call ]
1) Press [ # ] and [ 9 ] and set the desired time (example : 6:30am  0630)
2) Press the number of days you require (example : one day  1, two days  2)

[ Cancelling wake-up call ]
Press [ # ] and [ 0 ].

Drinking Water
There is a water purifier on each floor of the Accommodation Block. 

※You may purchase bottle of water at Homeplus Express(4F).

How to Use Personal Safe
Every room has a safe where you can keep your valuables.

[ How to lock ]
1) Press the [ N ] button inside the drawer
2) Set a 4~6 digits password and press the [ * ] button
3) Close the drawer and press the [ # ] button to lock the Personal Safe

[ How to open ]
1) Press your password
2) Press the [ * ] key
※If you forget your password, please contact the Front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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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이용 

프런트 데스크

[ 0 ]번을 누르십시오.

객실과 객실 연결

[ 9 ]번을 누른 후 객실번호 3자리를 누르십시오 (예시 : 501호로 걸 경우  9 + 501).

국내통화

인천 지역은 [ * ] 버튼을 누른 후 지역번호를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르십시오.

시외 전화는 [ * ] 버튼을 누른 후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십시오.

(예시 : 서울 본사로 걸 경우  * + 02 + 3459 + 0000)

국제통화 

[ * ] 버튼과 국제전화 연결번호를 누른 후, 하기의 국가번호와 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십시오. (※p32 참조)

(예시 : * + 001 + 국가번호 + 전화번호)

전화요금 부과 (객실에서 외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사용량에 따라 각 방별로 요금이 부과 됩니다.

체크아웃 시 프런트데스크에서 신용카드나 홈플러스 디지털 상품권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p34 요금표 참조) 

국가 코드 및 국제전화 요금

국가 코드  원/분 국가 코드  원/분

영국 44 4,000 대한민국 82 -

폴란드   48 5,200 홍콩 852 4,000

헝가리   36 5,200 중국 86 4,000

체코 42 5,000 태국 66 4,100

터키 90 5,200 말레이시아 60 4,000

슬로바키아 421 4,300 인도 91 5,000

미국 1 3,300

테스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1

국내전화 요금

시내전화 (인천 지역) 시외전화 휴대폰

300 원/분 500 원/분 1,000 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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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Code KRW/MIN Country Code KRW/MIN

United Kingdom 44 4,000 Korea    82 -

Poland   48 5,200 Hong Kong 852 4,000

Hungary   36 5,200 China (People’s Republic of) 86 4,000

Czech Republic 42 5,000 Thailand 66 4,100

Turkey 90 5,200 Malaysia 60 4,000

Slovakia 421 4,300 India 91 5,000

United States 1 3,300

DIALING INSTRUCTION

Front Desk 
Please dial [ 0 ].

Room to Room
To call room to room, dial [ 9 ] then the three digit room number. 
(example : calling room 501  9 + 501)

Local Calls
For Incheon area, dial [ * ] then the number.

For other areas, dial [ * ] + area code + the number. 
(example : calling head office in Seoul  * + 02 + 3459 + 0000)

International Calls
For international calls, dial [ * ] for outside access then dial [ 001 ] for international access,
followed by the country code, area code and the number. (※Please see page 34)

Phone Call Charges (Room to Others)
Use of phone call will be charged to each guest rooms.
The charges can be settled by credit card or Homeplus gift voucher upon check-out at Front Desk. 
(※Please see page 34)

Country Codes and International Phone Call Charges
1  Countries where Tesco has its Businesses  

Local Phone Call Charges 

Local Call (Incheon Area) Long Distance Mobile Phone 

300 KRW/MIN 500 KRW/MIN 1,000 KRW/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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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이용 

2  기타 국가

국가 코드  원/분

유럽

네덜란드 31 4,300

노르웨이 47 4,300

독일 49 4,000

러시아 7 4,300

룩셈부르크 352 4,300

모나코 377 4,300

벨기에 32 4,300

스위스 41 4,300

스웨덴 46 4,300

스페인 34 4,900

아일랜드 353 4,300

오스트리아 43 4,400

이탈리아 39 4,000

포르투갈 351 4,300

프랑스 33 4,100

핀란드 358 4,300

북남미

멕시코 52 4,600

브라질 55 4,600

아르헨티나 54 4,600

우루과이 598 4,600

칠레 56 4,600

캐나다 1 4,300

콜롬비아 57 4,600

파라과이 595 4,600

Country Code KRW/MIN

Europe 

Austria 43 4,400

Belgium 32 4,300

Finland 358 4,300

France 33 4,100

Germany 49 4,000

Ireland 353 4,300

Italy 39 4,000

Luxembourg 352 4,300

Monaco 377 4,300

Netherlands 31 4,300

Norway 47 4,300

Portugal 351 4,300

Russia 7 4,300

Spain 34 4,900

Sweden 46 4,300

Switzerland 41 4,300

North & South America 

Argentina 54 4,600

Brazil 55 4,600

Canada 1 4,300

Chile 56 4,600

Columbia 57 4,600

Mexico 52 4,600

Paraguay 595 4,600

Uruguay 598 4,600

국가 코드 원/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27 4,500

이집트 20 4,500

케냐 254 4,500

아시아

대만 886 4,000

마카오 853 3,900

몽골 976 3,900

방글라데시 880 5,000

스리랑카 94 4,900

싱가포르 65 4,000

인도네시아 62 4,100

일본 81 3,700

필리핀 63 4,200

중동

바레인 973 4,500

사우디 아라비아 966 4,500

아랍 에미리트 971 4,500

이스라엘 872 4,500

쿠웨이트 965 4,500

오세아니아

괌 1 4,100

하와이 1 4,100

호주 61 4,100

Country Code KRW/MIN

Africa 

Egypt 20 4,500

Kenya 254 4,500

South Africa 27 4,500

Asia 

Bangladesh 880 5,000

Indonesia 62 4,100

Japan 81 3,700

Macau 853 3,900

Mongolia 976 3,900

Philippines 63 4,200

Singapore 65 4,000

Sri Lanka 94 4,900

Taiwan 886 4,000

Middle East 

Bahrain 973 4,500

Israel 872 4,500

Kuwait 965 4,500

Saudi Arabia 966 4,500

United Arab Emirates 971 4,500

Oceania 

Australia 61 4,100

Guam 1 4,100

Hawaii 1 4,100

DIALING INSTRUCTION

2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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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

교육동 내 흡연 구역은 총 2곳이 있습니다. 

교육 중 휴식 시간에 흡연하실 경우 1층과 지하 1층에 위치한 지정된 야외흡연구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동

숙소동 내 흡연 구역은 총 5곳이 있습니다. 각 층 끝의 야외 데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흡연 구역

지하 1층   제주 룸(B) 출입구 밖 야외 데크 

1층   히스토리움(A)과 서울 룸(B) 사이 출입구 외부

A

B

B

흡연
구역

흡연
구역

야외

아카데미 진입로 쪽 태양광판 아래와
1층 페리 라운지 야외 데크에서 흡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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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B

Smoking 
Area

Smoking 
Area

Training Block
There are two smoking areas around the Training Block. If you want to smoke during the break time, 
please use the outdoor smoking areas on the first floor and the first basement floor.

※Smoking is only available at the areas below.

Accommodation Block
There are five smoking areas at the Accommodation Block. 
Please use the outdoor deck at the end of each floor.

Outdoor
You can smoke below the solar power panels 
in the access road to the Academy and also
at the outdoor deck of Ferry Lounge
on the first floor at Accommodation Block.

SMOKING AREAS

Outside the door between Historium (A) and 
Seoul Room (B)

1F

Outdoor deck outside the door of
Jeju Room (B) 

B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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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 대처 요령

화재 시 대피 절차

각 객실문 안쪽에 비상 대피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고 객실 내에는 비상 시 사용할 손전등과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상 경보가 울릴 시 안내 방송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 아래의 화재 시 집결 장소로 이동합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절차

아카데미 내 응급 처치 훈련을 받은 상주 직원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의 경우 무의도 내 24시간 진료 가능한 보건소로 모셔 드리고, 

중상의 경우 인천 해양 경찰서에 요청하여 헬기 및 배편을 제공해 드립니다.

화재 시 집결 장소

EMERGENCY ACTION PROCEDURE

Fire Evacuation Procedure
There is an emergency evacuation guide on the inside of each guest room door. In each room 
there is a flashlight and a fire extinguisher for emergencies. When a emergency alarm are sounded, 
quickly evacuate from your room and go to the emergency assembly area according to the broadcast 
instructions.

Procedure for Emergency Patients
When there is any emergency patient, please ask help by calling the Front Desk [ 0 ]. 
Our Academy has full-time employees who are trained for first aid and can help our guests 
in emergencies. For slight injuries, we can guide you to the 24-hour health centre in Muui Island. 
For serious injuries that cannot be treated in the island, we can request to Incheon Maritime Police 
for helicopter or boat.

Emergency Assembl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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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 실미 해수욕장

하나개 해수욕장 

호룡곡산

국사봉

등산 코스 

소무의도 - 무의 바다 누리길

무의도 주요 맛집

국사봉 식당

무의도 데침 쌈밥

수리봉 식당

중앙회 식당 

큰무리 포차 

하늘 닿는 섬 

무의도 행정시설 

의료 / 행정 / 선박 / 주민자치

Tesco Homeplus Academy

Muui Island

Major Attractions in Muui Island

Silmi Island & Silmi Beach 
Hanagae Beach
Mount Horyongok 
Mount Guksabong
Hiking Courses  
Little Muui Island - Muui Coast Trails

Major Restaurants in Muui Island

Guksabong Restaurant
Muuido Dechim Ssambab Restaurant 
Suribong Restaurant
Jungang Raw Fish Restaurant
Keunmuri Pocha Restaurant
Hanul Dat-nun Island Restaurant

Public Service Guidance of Muui Island

Medical / Administration / Ferry / Residents’ Association



40

무의도 주요 명소

무의도는 섬의 형상이 '말 달리는 장군이 옷깃을 휘날리며 춤을 추는 듯한 모습' 같다 하여 무의도(舞衣島)라고 전해 집니다. 

각종 영화와 TV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해수욕장과 약 1시간 코스의 등산을 즐기실 수 있으며 신선한 해물 요리를

맛 볼 수 있습니다.

1   실미도 & 실미 해수욕장  

영화‘실미도’촬영장소였던 곳으로 하루 2번 썰물 때 실미도까지 걸어서 건너갈 수 있으며 인천 앞바다의 크고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032-752-4466, www.silmi.net).

* 아카데미에서 3.3km, 도보 50분 소요, 입장료 2,000원

2   하나개 해수욕장 

‘섬에서 가장 큰 갯벌’이라는 의미를 가진 해수욕장으로, 반원 형태로 펼쳐진 고운 모래 입자와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드라마‘천국의 계단’과‘칼잡이 오수정’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외줄을 타고 길게 하강하는 신종 익스트림 레포츠‘씨스카이월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032-751-8833, www.hanagae.co.kr). 

* 아카데미에서 3.3km, 도보 50분 소요, 입장료 2,000원

3   호룡곡산 

해발고도 244m로 섬 내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절경으로 서해의 알프스라고 일컬어집니다 (032-752-3444).

4   국사봉

해발고도 230m로 괴암 절벽의 비경과 옛날 마을의 제사를 지내던 터가 있는 산입니다 (032-752-3444).

실미도 & 실미 해수욕장 하나개 해수욕장 하나개 해수욕장 (씨스카이월드) 호룡곡산 국사봉

실미도 실미
해수욕장

사렴도

선착장

광명항

하나개
해수욕장

호룡곡산
(244m)

소무의도

1  

2  

3
5

4
국사봉
(2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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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mi Island & Silmi Beach Hanagae Beach Hanagae Beach
(Sea Sky World)

Mount Horyongok Mount Guksabong

MAJOR ATTRACTIONS IN MUUI ISLAND

The story has been passed down that the name of Muui Island originated from its shape like
'a general riding on a horse fluttering his lapel in the wind as if dancing'.
The island has famous beaches for locations for many films and TV series. 
You can enjoy one-hour mountain hiking or taste fresh seafoods.

1   Silmi Island & Silmi Beach 
This was the filming location for the famous film "Silmido." During the low tides twice a day, you can walk to the island. This is a beautiful place 
where you can see the large and small islands off the coast of Incheon at a glance.
(032-752-4466, www.silmi.net)
* 3.3km from the Academy. Takes about 50 min on foot. Admission fee 2,000 KRW.

2   Hanagae Beach
The name of this beach means 'the largest mud flat in the island'. It is famous for the half-circular shape, fine sands, and excellent natural 
scenery. It is also known as the location for the TV series 'Stairs of the Heaven' and 'Butcher Oh Su Jeong'.
You can also enjoy Sea Sky World, a new extreme leisure sport where you descent through a rope (032-751-8833, www.hanagae.co.kr).
* 3.3km from the Academy. Takes about 50 min on foot. Admission fee 2,000 KRW.

3   Mount Horyongok 
This is the highest mountain with the sea level altitude of 244m on the island. It is nicknamed Alps of the Yellow Sea for its magnificent view 
of strange rocks and stones (032-752-3444).

4  Mount Guksabong
With the sea level altitude of 230m on the island, it is famous mountain for wonderful sight and place for holding memorial services
for ancestors in the past (032-752-3444).

 Silmi Island Silmi 
Beach

Hanagae 
Beach

Guksabong

Mount 
Horyongok

Port 
Gwangmyeong

Little
Muui Island 

Saryum
Island 

Ferry 
Terminal

4

1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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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도 주요 명소 MAJOR ATTRACTIONS IN MUUI ISLAND

Silmi Island Silmi 
Beach

Starting Point

Hanagae
Beach

Mount 
Horyonggok

(244m)

Little
Muui Island

Guksabong
(230m)

Top of Guksabong

Bridge

Entrance of
Silmi Pass

Jungang Raw Fish 
Restaurant 

Muui Residence Autonomy 
Centre 

Port 
Gwangmyeong

Top of Mount Horyongok

Fantastic Way

Hanagae Beach

(0.7km/10min)

(0
.6k

m/
10

min
)

(0.
8k

m/
20

min
)

(1.5km/25min)

(1
.5

km
/2

5m
in) (2.5km/50min)

(1.2
km/30

min)

(0.5km/10min)

(1.1km/30min)

(1.7km/35min)

(2.0km/35min)

(1.6km/25min)

(0.8
km/25

min)

Hiking Courses  등산 코스 

1   1st Course [Mount Guksabong]
Academy  Jungang Raw Fish Restaurant 
(0.7km/10min)  Entrance of Silmi 
Pass(0.6km/10min)  Top of the Mount Guksabong 
(0.8km/25min)  Bridge(0.8km/20min)  Muui 
Residence Autonomy Centre (0.5km/10min)   
Academy (1.6km/25min)

2  2nd Course [Mount Horyongok]  

(“Fantastic Way Course”)

Academy  Muui Residence Autonomy 
Centre (1.5km/25min)  Entrance of Hanagae 
Beach(1.5km/25min)  “Fantastic Way”, Top of 
the Mount Horyongok(2.5km/50min)  Bridge 
(1.2kn/30min)  Muui Residence Autonomy 
Centre (0.5km/10min)   Academy(1.6km/25min)

3  3rd Course [Mount Guksabong, Mount 

Horyongok, Port Gwangmyeong]

Academy  Jungang Raw Fish Restaurant0.7km/10min) 
  Entrance of Silmi Pass (0.6km/10min)  Top of the Mount 
Guksabong(0.8km/25min)  Bridge (0.8km/20min)  Top of 
the Mount Horyongok(1.1km/30min  Port Gwangmyeong 
(1.7Km/35min)  Muui Residence Autonomy Centre 
(2.0km/35min)  Academy (1.6km/25min)

실미도 실미
해수욕장

출발

하나개
해수욕장

호룡곡산
(244m)

소무의도

국사봉
(230m)

국사봉 정상

구름다리

실미고개 입구

중앙회 식당

무의도 주민 자치센터

광명항

호룡곡산 정상

환상의 길

하나개 해수욕장

1   국사봉 코스

아카데미  중앙회식당(0.7km/10min)
 실미고개입구(0.6km/10min)  국사봉정상(0.8km/25min) 
 구름다리(0.8km/20min)  무의주민자치센터(0.5km/10min)
 아카데미(1.6km/25min)

(0.7km/10min)

(0
.6k

m/
10

min
)

(0.
8k

m/
20

min
)

(1.5km/25min)

(1
.5k

m/
25

mi
n)

(2.5km/50min)

(1.2
km/30

min)

(0.5km/10min)

(1.1km/30min)

(1.7km/35min)

(2.0km/35min)

(1.6km/25min)

2  호룡곡산 코스 (환상의길 코스)

아카데미  무의주민자치센터(1.5km/25min)
 하나개해수욕장 입구 (1.5km/25min)
 환상의길, 호룡곡산 정상(2.5km/50min)
 구름다리(1.2kn/30min)  무의주민자치센터

(0.5km/10min)  아카데미(1.6km/25min)

(0.8
km/25

min)

3   국사봉, 호룡곡산, 광명항 코스

아카데미 중앙회식당(0.7km/10min)  실미고개입구
(0.6km/10min)  국사봉정상(0.8km/25min)   
구름다리(0.8km/20min)  호룡곡산 정상(1.1km/30min) 
 광명항 (1.7Km/35min)  무의도 주민자치센터 

(2.0km/35min)  아카데미 (1.6km/2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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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무의도 - 무의 바다 누리길 

광명항에서 인도교를 따라 건너면 섬을 순환하는 2.5km의 바다 

탐방로입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휴양지 등 1시간 동안 8곳의

명소를 따라 산책할 수 있습니다 (032-760-7534).

* 아카데미에서 광명항까지 3.7km, 도보 60분 소요

  (마을 버스 이용 시 10분 이내 소요)

5   Little Muui Island - Muui Coast Trails 
This is a 2.5 km-long coast trail starting
from Port Gwangmyeong, across the bridge and around the 
island. 
You can see eight tourist attractions including
a vacation beach of the former president Park Jeong-Hee for 
about one hour (032-760-7534).

* 3.7km from Academy to Port Gwangmyeong. Takes about 
  60 min on foot (About 10 min if you take a town bus).

무의도 주요 명소 MAJOR ATTRACTIONS IN MUUI ISLAND

실미도 실미
해수욕장

사렴도

선착장

광명항

하나개
해수욕장

호룡곡산

소무의도

국사봉

+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명사의 해변길

마주 보는 길

떼무리길

몽여해변길

부처깨미길

해녀섬길

소무의 인도교길

키작은 소나무길

Section1

Section2

Section3
Section4

Section5

Section6

Section7

Section8
Former President's
Beach Trail

Opposite Trail

Temuri Trail

Mongyeo
Beach Trail

Bucheokaemi Trail

Haenyeoseom Trail

Little Muui
Bridge Trail 

Short Pinetree Trail

Hanagae
Beach

Mount Horyonggok

Little
Muui Island

Starting Point

Saryum Island

Silmi Beach

Guksabong

Silmi Island

광명항
Port Gwangmyeong

Port 
Gwangmyeong

Little Muui Island소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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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도 주요 맛집 

C  수리봉 식당 (032-747-0022)

추천 메뉴 : 산낙지, 매운탕

* 아카데미에서 1.2km, 도보 17분 소요

E  큰무리 포차 (032-751-7663)

추천 메뉴 : 삼겹살, 김치 찌개, 해물 라면

* 아카데미에서 900m, 도보 13분 소요

A  국사봉 식당 (032-752-8822)

추천 메뉴 : 해물 파전, 삼겹살

* 아카데미에서 1km, 도보 15분 소요

F  하늘 닿는 섬 (032-752-5579)

추천 메뉴 : 두부해물전골, 도토리묵, 모두부

* 아카데미에서 1.99km, 도보 35분 소요

B  무의도 데침 쌈밥 (032-746-5010)

추천 메뉴 : 쌈밥, 비빔밥

* 아카데미에서 1.6km, 도보 24분 소요

D  중앙회 식당 (032-752-2217)

추천 메뉴 : 활어회, 낙지 볶음

* 아카데미에서 950m, 도보 14분 소요

※ 무의도 맛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프런트데스크에 비치된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거나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homeplusacademy.com)

E  Keunmuri Pocha Restaurant
(032-751-7663)
Recommended menu: Gimchi Jjigae,
Seafood Ramen, Blue Crab Soup

* 900m from the Academy. Takes 13 min on foot

D  Jungang Raw Fish Restaurant 
(032-752-2217)
Recommended menu: Live Fish Fillet,
Stir-fried Small Octopus

* 950m from the Academy. Takes 15 min on foot

F  Hanul Dat-nun Island Restaurant
(032-752-5579, www.muuilandsky.com)
Recommended menu: Tofu Seafood Stew, 
Acorn Jello, Tofu Cake

* 1.99km from the Academy. Takes 35 min on foot

B  Muuido Dechim Ssambab 
Restaurant (032-746-5010)
Recommended menu: Ssam-bab(rice 
wrapped in greens), Bibim-bab(rice with 
assorted mixtures)

* 1.6km from the Academy. Takes 24 min on foot

A  Guksabong Restaurant 
(032-752-8822)
Recommended menu: Seafood Pajeon 
(Welsh-onion pancake), Samgyeopsal (pork 
belly)

* 1km from the Academy. Takes 15min on foot

C  Suribong Restaurant
(032-747-0022)
Recommended menu: Sannakji (live small 
octopus), Maeuntang (fish stew)

* 1.2km from the Academy. Takes 17 min on foot

MAJOR RESTAURANTS IN MUUI ISLAND

 Silmi Island Silmi 
Beach

Mount 
Horyongok

Port 
Gwangmyeong

Little
Muui Island 

Saryum
Island 

Ferry Terminal

Hanagae 
Beach

A  국사봉 식당 A  Guksabong   
     Restaurant 

E  큰무리 포차 E  Keunmuri Pocha Restaurant
C  수리봉 식당 C  Suribong Restaurant

D  중앙회 식당 D  Jungang Raw Fish   
     Restaurant 

B  무의도 데침 쌈밥 B  Muuido Dechim 
     Ssambab RestaurantF  하늘 닿는 섬 F  Hanul Dat-nun  

     Island Restaurant

실미도 실미
해수욕장

사렴도

선착장

광명항

하나개
해수욕장

호룡곡산

소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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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도 행정시설

의료

행정

선박

주민자치

무의도 내부

* 지역 번호 : 032

무의도 외부 (인천시 중구)

무의 보건소
752-3555

무의 파출 지소
752-3444

중구 보건소
760-6010

하늘바다 파출소
650-2224

중구청
760-7222

해양 경찰청
888-0112

무의 해운
751-3354

9 통 : 752-8822

10통 : 752-9597

11통 : 751-0399

12통 : 752-4040

용유 소방서
747-0119

중부 소방서
772-0119

의용 소방서
752-7250

Medical

Administration

Ferry

Residents’
Association

Inside Muui Island

* Area Code : 032

Outside Muui Island (Incheon Jung-gu)

Muui Health 
Centre

752-3555

Muui Police Admin 
Branch

752-3444

Jung-gu 
Health Centre

760-6010

Haneulbada 
Police Substation

650-2224

Yong-yu 
Fire Station
747-0119

Jung-bu 
Fire Station
772-0119

Euiyong 
Fire Station
752-7250

Jung-gu Office
760-7222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888-0112

Muui Marine
Transportation

751-3354

PUBLIC SERVICE GUIDANCE OF MUUI ISLAND

Zone  9 : 752-8822
Zone 10 : 752-9597
Zone 11 : 751-0399
Zone 12 : 752-4040



transportation
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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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교통 안내

무의도 교통

무의도 해운 운항안내

마을버스 안내

서울 이동 방법

택시 이용 시

인천공항 ▶ 서울 방면 공항 철도 이용 시 

인천공항 ▶ 서울 방면 공항 리무진 이용 시 

Tesco Homeplus Academy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in Muui Island

Ferry Operations for Muui Island
Town Buses

Transportation to Seoul

By Taxi

Incheon Int’l Airport ▶ Airport Railway

Incheon Int’l Airport ▶ Airport Limou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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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도 교통

무의도에서 (잠진도 행) 출발시간 : 매시 00분, 30분

잠진도에서 (아카데미 행) 출발시간 : 매시 15분, 45분

 밀물, 썰물 또는 바람 등의 일기 관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운항 정보는 무의도 해운(032-751-3354)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의도 입도 시 배 도착 시간에 맞추어 탑승 가능한 마을버스가 선착장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는 별도로 정해진 노선은 없으나, 무의도 내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면 원하시는 곳까지 모셔 드립니다.

아카데미에서 섬 내 관광지 등으로 마을 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프런트 데스크 [ 0 ]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도 해운 운항안내

마을버스 안내

월별 운항시간

월
무의도 행 (아카데미) 잠진도 행 (공항)

첫 배 마지막 배 (주말) 첫 배 마지막 배 (주말)

11/12/1/2 7:45 17:45 (18:15) 7:30 18:00 (18:30)

3 7:45 18:15 (18:45) 7:30 18:30 (19:00)

4/10 7:45 18:45 (19:15) 7:30 19:00 (19:30)

5/6/9 7:15 19:15 (19:45) 7:00 19:30 (20:00)

7/8 7:15 19:45 (20:15) 7:00 20:00 (20:30)

운항 요금 (왕복)

잠진도 선착장 매표소에서 현금 또는 신용 카드로 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왕복 요금 (원) 비고

여객
대인 3,000

경로/소인 2,100

승용차

경차 18,000

·운전자 포함 요금
·운전자 외 탑승자는
   대/소인 요금 적용

승용차 20,000

승합차 21,000 ~ 28,000

버스 38,000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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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Fares (Round-trip) Remark

Passenger
Adults 3,000

The elderly/Children 2,100

Car

Compact car 18,000
·Driver included
·Adults or The elderly/  
   Children fares for 
   each passengers

Small ~ Full-size car 20,000

Van 21,000 ~ 28,000

Bus 38,000 ~ 80,000

Ferry Fares (Round-trip)

You can purchase ticket with cash or credit card at Jamjin Ticket Office. 

TRANSPORTATION IN MUUI ISLAND

Starting time from Muui Island (to Jamjin Island) : 00 min and 30 min of every hour
Starting time from Jamjin Island (to Academy) :15 min and 45 min of every hour

Town buses are operated from the ferry terminal which can be boarded at the times when the ferry arrives 
at the Muui Island. The town buses don't have predefined routes, but you can tell the driver any destination
in the Muui Island and he will take you there.
If you want to take a town bus from the Academy to any tourist attraction inside the island,
please contact Front Desk [ 0 ].

Ferry Operations for Muui Island

Town Buses

Monthly Operation Hours

Month
To Muui Island (Academy) To Jamjin Island (Airport)

First Ferry Last Ferry 
(Weekend) First Ferry Last Ferry 

(Weekend)

11/12/1/2 7:45 17:45 (18:15) 7:30 18:00 (18:30)

3 7:45 18:15 (18:45) 7:30 18:30 (19:00)

4/10 7:45 18:45 (19:15) 7:30 19:00 (19:30)

5/6/9 7:15 19:15 (19:45) 7:00 19:30 (20:00)

7/8 7:15 19:45 (20:15) 7:00 20:00 (20:30)

The ferry may not operate normally due to the tides, winds or other weather conditions.  
For real-time operation information, please contact Muui Island Marine Transportation
(032-75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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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동 방법

택시 이용은 탑승 예정시각 3시간 이전 프런트 데스크로 문의하시면 예약을 도와 드립니다.  

택시 이용 시

인천국제공항 ▶ 서울 방면 공항 리무진 이용 시 (www.airport.kr)

인천국제공항 지하1층 인천국제공항역 탑승

인천국제공항 ▶ 서울 방면 공항 철도 이용 시 (www.arex.or.kr)

TRANSPORTATION TO SEOUL

If you need Taxi arrangement, please contact Front Desk 3 hours prior to your departure time.

By Taxi

Incheon Int’l Airport ▶ Airport Limousine (www.airport.kr)
 

Bus No. Area
(Seoul) Stations

Bus Stop
(1F)

Fare
(KRW)

6103 East City Air Terminal (Trade Centre & COEX)  4A, 10B 15,000

6006 East Apgujeong Station, Galleria Dept., COEX Intercontinental, Sports Complex, Shincheon 
Stn., Jamsil Stn., Gangdong-gu Office, Best Western Garden Hotel, Cheonho Stn. 5A, 11B 10,000

6105 West Gimpo Airport  3B, 10A 7,000

6008 West
Gimpo Airport, Songjeong Stn, Balsan Stn, Korea GAS Corp., Gangseo-gu Office, 
Deungchon Middle School (Hotel Green World), Yeomchang Stn., Dangsan Stn.,
Yeongdeungpo Market Stn., Yeongdeungpo Stn. 

6A, 12B 9,000

6703 South Palace Hotel, Ritz Carlton Hotel, Novotel Gangnam, Renaissance Hotel, 
Best Western Gangnam, Sapyeong Stn., Gangnam, Yeoksam 4B, 11A 15,000

6704 South Ramada Seoul, COEX Intercontinental, Park Hyatt Seoul, Ibis Ambassador Hotel,
Grand Intercontinental, Imperial Palace Hotel, Gangnam, COEX 4B, 11A 15,000

6705 South Lotte World, Dongseoul Bus Terminal, Gwangnaroo Stn., Sheraton Walkerhill Hotel 4B, 11A 15,000

6009 South Shinsa Stn., Nonhyeon Stn., Sin Nonhyeon Stn., Gangnam Stn., Yangjae Stn., 
Dogokdong, Tower Palace, Daechi-Dong, Hangnyeol Stn., Gaepo-dong, Irwon Stn. 5A, 11B 15,000

6020 South Gu-Banpo, Sin-Banpo, Gangnam Terminal, Gyodae Stn., Jinhung APT, Gangnam Stn., 
Yeoksam Stn. 5A, 11B 15,000

6701 North Seoul Plaza Hotel, Lotte Hotel, Westin Chosun Hotel, Koreana Hotel, 
Seosomun KAL Building, Best Western Garden Hotel 4B, 11A 15,000

6015 North
Best Western Garden Hotel (Mapo Stn.), Gongdeok Stn. (Lotte City Hotel),
Choongjeongno Stn., Seoul Stn., Namdaemoon Market, Ibis Ambassador Hotel,
Uljiro Stn., Uljiro 4ga Stn., Chungmuro Stn., Sejong Hotel, Myeong-Dong Stn. 

5B, 12A 10,000

6005 North
Soosak Rail Stn., Best Western Garden Hotel, Moraenae (Gajwa Stn.), Grand Hilton 
Hotel, Hongjae Stn., Dogribmoon Stn., Seodaemoon Babieng Suite,Gwanghwamoon, 
City Hall, Fraserplace Hotel 

5B, 12A  10,000

노선 지역
(서울) 경유지

탑승위치
 (1층)

요금
 (KRW)

6103 동부 한국도심공항 (무역센터 & COEX) 4A, 10B 15,000

6006 동부
압구정역, 갤러리아백화점, 코엑스인터컨티넨탈, 종합운동장, 신천역, 잠실역,
강동구청역, 천호역

5A, 11B 10,000

6105 서부 김포공항 3B, 10A 7,000

6008 서부
김포공항, 송정역, 발산역, 한국가스공사, 강서구청, 등촌중학교 (호텔그린월드), 

등촌삼거리역, 염창역, 당산역, 영등포시장역, 영등포역, 
6A, 12B 9,000

6703 남부
팔레스호텔, 리츠칼튼호텔, 노보텔, 르네상스호텔, 베스트웨스턴 강남, 사평역, 
강남, 역삼 

4B, 11A 15,000

6704 남부
라마다서울호텔,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파크하얏트호텔, 이비스앰배서더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임페리얼팰리스호텔, 강남 COEX 

4B, 11A 15,000

6705 남부 롯데월드, 동서울터미널, 광나루역, 쉐라톤워커힐호텔 4B, 11A 15,000

6009 남부
신사역, 논현역, 신논현역, 강남역, 양재역,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학여울역, 개포동, 일원역 

5A, 11B 15,000

6020 남부 구반포, 신반포, 강남터미널, 자이아파트(반포), 교대역, 진흥아파트, 강남역, 역삼역 5A, 11B 15,000

6701 북부
서울프라자호텔, 롯데호텔, 웨스틴조선호텔, 코리아나호텔, 서소문KAL빌딩,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4B, 11A 15,000

6015 북부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마포역), 공덕역 (롯데시티호텔), 충정로역,
서울역, 남대문시장, 이비스엠버서더, 을지로입구역, 을지로4가역, 충무로역,
명동세종호텔, 명동역 (세종호텔) 

5B, 12A 10,000

6005 북부 수색기차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모래내 (가좌역), 그랜드힐튼호텔, 홍제역, 
독립문역, 서대문바비엥스위트, 광화문, 시청,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 5B, 12A  10,000

 

Incheon Int’l Airport Railway Station is on the B1 Floor in the Transportation Block.

Incheon Int'l Airport ▶ Airport Railway (www.arex.or.kr)

53 3,950

Incheon Int’l Airport ▶Seoul Railway Station 43 8,000

53 3,950

인천국제공항역 ▶ 서울역 43 8,000

Stations운행 노선

All Stop Train일반열차

Express Train직통열차

Time (min)시간 (분) Fare (KRW)요금 (KRW)

Incheon Int’l Airport ▶Cargo Terminal ▶ Unseo ▶ Geomam 
▶ Gyeyang ▶ Gimpo Airport ▶Digital Media City 
▶ Hongik University ▶ Gongdeok ▶ Seoul Railway Station

인천국제공항역 ▶ 공항 화물청사역 ▶ 운서역 ▶ 검암역

▶ 계양역 ▶ 김포공항역▶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 홍대입구역 ▶ 공덕역 ▶ 서울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