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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촬영지 투어
서울 곳곳에서 드라마속 장면을 찾아보세요!

2021년 혜성처럼 등장해, 넷플릭스의 모든 콘텐츠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1위를 유지한 K-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등 한국의 민속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핼러윈데이에는 초록색과 빨간색 트레이닝복 코스튬으로 거리가 꽉 차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이 드라마 속 명장면!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Squid Game in Seoul” 오징어 게임의 발자취를 따라 서울 곳곳을 소개합니다.

CU 쌍문우이천점

2화에서 잠시 게임이 중단되어 현실사회로 돌아온 기훈과 일남이 생라면을 안주삼아 소주를 마시던 장소

입니다. 이 곳에서 기훈이 일남과의 대화 끝에 다시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 

됩니다. 드라마 속 인물처럼 의자에 앉아, 현실과 게임 사이를 저울질하는 기훈의 기분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편의점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방문객들이 증가하였지만 실제로 편의점 안, 밖에의

음주는 불법이니, 방문한다면 소주 대신 음료수를 즐겨보세요!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39길 11

24시간

02-906-0337

지하철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 1번 출구

주       소 

운영시간

연  락  처 

대중교통

백운시장 팔도 건어물

극중 상우의 엄마가 운영하는 ‘상우네 생선가게’로 나왔던 곳은 쌍문동 백운시장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가게

입니다. 가게의 원래 이름은 ‘팔도건어물’로 드라마와 같이 건어물과 생선, 해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백운시장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시장으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전통시장 중 한 곳입니다.

또한 백운시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에는 남녀노소 걸을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북한산 둘레길이 위치해있어 

도심 속에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삼양로154길 36

02-999-8448

지하철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1번 출구

주       소 

연  락  처 

대중교통

상봉시외버스터미널

1화에서 기훈이 경마장에서 돈을 딴 뒤 사채업자를 만나 도망치던 중 새벽에게 소매치기를 당했던 장소입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 생기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작은 터미널입니다.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

02-323-5885

지하철  경의중앙/경춘선 망우역 1번 출구

주       소 

연  락  처 

대중교통

혜화역 달고나

오징어게임과 함께 열풍인 달고나, 드라마 속에 나왔던 달고나는 모두 장인의 손길을 거쳐 완성이 됐는데요. 

혜화역 달고나에서 그 장인분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탈락의 위기 속에 기훈을 진땀빼도록 만든 우산 모양 달고나도 이곳이 원조라고 합니다.

추억 속 간식에서 이젠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놀이가 된 달고나 뽑기를 이곳에서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 달고나 1인당 5개 구매 제한 

서울 종로구 대학로10길 17(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 앞)

오후 2시 이후 부터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주       소 

운영시간

대중교통

남산 순환 산책길

2화에서 사람들의 투표로 게임이 종료된 뒤 한밤중에 기훈과 새벽이 버려졌던 장소입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품을 즐길 수 있는 숲길로 차와 자전거의 통행은 금지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며 산책길을 따라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서울타워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https://parks.seoul.go.kr/template/sub/namsan.do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 출구

주       소 

웹사이트

대중교통

CU 쌍문우이천점

CU 쌍문우이천점

백운시장 팔도 건어물 

백운시장 팔도 건어물 

백운시장 팔도 건어물 

·도         보 : 약 13분 (882m)
·대중교통 : 6분/도봉 02번 또는 도봉 01번 마을버스 
                       (쌍문1치안센터 승차 → 우이성당 하차)

·차         량 : 40분 (13km)
·대중교통 : 55분 (우이신설 솔밭공원역 승차  → 
                       1호선 신설동역 환승 → 경의중앙선
                       회기역 환승 → 망우역 하차)

·차         량 : 45분 (18.5km)
·대중교통 : 45분 (경의중앙 망우역 승차 → 2호선 
                        왕십리역 환승 → 4호선 동대문역사문
                        화공원역 환승 → 회현역 하차)

·차         량 : 20분 (5.8km)
·대중교통 : 회현역 → 혜화역 하차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상봉시외버스터미널

혜화역 달고나

혜화역 달고나

혜화역 달고나

남산 순환 산책길
남산 순환 산책길

상봉시외버스터미널

1화. 무궁화 꽃이 피던 날

Take 1.
기훈은 딸의 생일선물을 마련하기위해
인형뽑기를 한다.

뽀꼬팡 창동점
(도봉구 덕릉로 60가길 59)

Take 2.
강남행 열차를 놓친 기훈에게 나타난 영업사원,
난데없이 딱지치기를 제안하는데...

양재시민의숲역 신분당선 강남방면 승차장
(서초구 매헌로 116)

Take 3.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기훈은
명함 뒷면에 적힌 장소에서 기다린다.

여의도 BNK금융타워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2화. 지옥

Take 1.
편의점에서 만난 상우와 알리.
함께 컵라면을 먹는다.

세븐일레븐 여의점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

Take 2.
당뇨로 쓰러진 어머니를 급히 찾아가는 기훈.

대한병원
(강북구 도봉로 301)

Take 3.
어머니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친구의 호프집을
찾아간 기훈.

힐링호프
(마포구 큰우물로 41)

9화. 운수 좋은 날

Take 1.
오징어 게임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 검은
리무진은 정신을 잃은 기훈을 거리에 두고 사라진다.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Take 2.
기훈은 미용실에가 머리를 염색한다.

민지미용실
(노원구 한글비석로36길 86)

Take 3.
붕어빵을 팔고있는 상우의 어머니를 찾아가
돈이 든 케리어를 전달하는 기훈.

삼우약국
(강북구 삼양로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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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YVfpnHgr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