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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auty of Coexistence
‘양꼬치엔 칭다오’ 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뛰어난 맥주 맛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중국 산동성의 칭다오 시. 인천에서 비행기로 불과 한 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곳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나 거리상으로나 어느
새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리만치 유럽
의 도시들을 더욱 닮은 칭다오의 풍경은 여행자들에게 낯설고 특별한 볼거리와 더불
어 도시의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뜨겁게 불러일으킨다. 수천 년을 이어온 칭다오의
역사는 1897년 독일이 잔교를 통하여 칭다오의 땅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고, 도시는 빠르게 변화하여 중국 속의 작은 유럽을 이루었다. 독일은 이미 칭
다오에서 물러갔지만, 그들이 남겨놓고 간 문물과 문화는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칭다오를 상징하는 얼굴로서 끊임없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최근 공업과 상업이
발전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신시가지는 중국의 여느 유명 도시 부럽지 않은 위용의 마
천루와 로맨틱한 풍경이 가득한 해안의 아름다움으로 갈 길 바쁜 여행자들의 발걸음
을 쉬이 놓아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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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 전 Check Point!
비자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선 중국 비자 기관으로부터 신분
과 방문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한다. 비자 발급을 신청하
기 위해선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과 중국인민공
화국 비자신청서, 여권용 증명사진 등이 필요하며,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
또는 대행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전국에 총 네 곳에 중국 비자신청 서비스센터가 있다.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
서울(서울스퀘어)
ADD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TEL 1670-1888
FAX 02-6260-8855
WEB www.visaforchina.org/SEL1_KO/
부
ADD

서울(남산스퀘어)
ADD

TEL 02-750-7800
FAX 02-750-9696
WEB www.visaforchina.org/SEL2_KO/

산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2로 38 해
운대아이파크 C1 5층

TEL 1670-1888
FAX 051-920-0877
WEB www.visaforchina.org/BUS_KO/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3층

광
ADD

주

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생명
누문동빌딩 7층

TEL 062-529-1810, 062-606-8800
FAX 062-529-1815
WEB www.visaforchina.org/GWA_KO/

비자 신청안내
❖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토,일,공휴일 휴무)
❖ 보통비자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
❖ 급행비자(2일소요) 접수시간 : 오전 9시 - 11시30분
❖ 비자발급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 비자신청서류 : 여권, 신분증 복사본, 여권용 사진1매, 비자신청서,
중국 호텔의 예약확인서,왕복항공권 또는 경유항공권
6

Tip. 단체비자
단체비자는 5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이 동일 왕복 항공편을 이용한다면
별지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입국, 28일 안에 출국해야 하지만
개인비자에 비해 가격이 반값 정도로 저렴하고 출입국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편리
하다. 공항 입국장에서 비자 사본에 나열된 순서대로 줄을 서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날씨
칭다오는 온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며 약간의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와 같이 뚜렷한 사계절을 갖고 있어 대체적으로 비슷한 날씨를 보인다. 여
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바람이 강하고 온도가 낮은 편. 서울보다 기온은 따
뜻하지만 바닷바람으로 갑자기 추워질 수 있으니 바람막이 등을 준비하는 게 좋다.

환전
중국 인민폐를 사용하며 흔히 위안(元)이라고 부른다. 칭다오에서는 마스터,
비자 등의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출국 전에
환전을 하고 비상용으로 신용카드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압
한국과 같은 220v를 사용하며, 플러그의 모양이 다르지만 호환 가능하다.

시차
한국보다 1시간이 느리다.

로밍
인천공항 출국장에 각 통신사 로밍센터가 위치해 있다. 중국의 경우 일반적
인 데이터 로밍뿐만 아니라 유선 통화와 결합된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
니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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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칭다오로
칭다오로 가는 방법은 항공과 페리 두 가지가 있다.
항공의 경우 매일 38편, 페리는 매주 6편이 운행되고 있다.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의 국내 항
공사와 중국의 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 산동항공 등이 칭다오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항공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매일 1~2편
이상 운행하고 있어 항공사와 시간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비행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항
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페리
인천-칭다오 구간을 운행하는 위동페리는
인천 제2여객터미널에서 주 3회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오후 5시 30분
또는 7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오전 8시 30분 또는 9시 30분경에 칭다
오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다. 다양한 종류의 객실과 오락 편의 시설
을 갖추고 화려한 공연 등이 펼쳐져 일정이 여유로운 여행객들에게는 저렴한 가
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세한 일정은 위동페리 웹사이트에서 확
인 가능하다.
Tel: 032-770-8000 (월~토 09:00~18:00)
Web: www.weid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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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공항에서 시내로
칭다오 류팅국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항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버스가 20위안의 가격으로 저렴하지만, 초행길로 불
안하거나 시간에 쫓긴다면 택시를 타는 것도 좋다.
공항버스
시내까지 운행하는 공항버스는 701, 702, 703번이 있다.
701번은 신시가지 방면으로, 702번은 구시가지 방면으로 운행
하는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대부분의 여행자 숙소와 여행지
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대부분 701번과 702번을 이용한다. 공항
버스 티켓 카운터는 국내선 터미널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나오고, 버스 번호나
정류장을 얘기하면 티켓을 준다. 운행 간격은 30분~1시간 정도이며, 일반적
으로 시내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요금은 20위안으로 모두 동일하다.

택시
공항에서 시내까지 택시를 이용하면 목적지에 따라 약 30
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100위안 정도의 요금이 나오지만 바가지
의 위험이 있으니 정식 등록된 택시를 찾아 타는 것이 좋다. 국내선 터
미널 가는 길에 있는 택시 승강장(Taxi Stand 라는 간판이 걸려있다)에서 타면 정
식 등록된 택시를 탈 수 있으며, 안내원이 택시를 잡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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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여행의 Keyword 3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은 칭다오에서 짧은 시간 동안 보고 듣고 먹고 느껴야
할 세 가지를 꼽았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칭다오맥주와 동양에서는 보기
드문 유럽풍의 분위기, 그리고 태초에 칭다오를 아름다운 여행지로 만들어
준, 그림 같은 풍경의 산과 바다. 칭다오 여행을 계획할 때도, 또 여행을 다
닐 때도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도록 하자.

맥 주

칭다오는 뭐니뭐니해도 맥주로 대변된다. 독일의 기술과 라오산의 청정수가 만나 탄생한
칭다오맥주는 칭다오에서 마셔야만 제대로 된 칭다오맥주 맛을 느낄 수 있다. 전 세계 어
디에도 칭다오에서 생산되는 칭다오맥주 맛은 없다고 하니 여행자의 입맛을 더욱 당기게
하는 칭다오 여행의 시그니쳐 상품이라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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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칭다오는 본래 조용한 어촌마을이었다. 1897년 독일이 칭다오에 들어오면서 식민지
의 아픈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과거의 아픔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 붉은 지붕과 푸른 바다, 유럽의 전원도시를 닮
은 아늑한 풍경은 중국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보기 드문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칭다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다.

산과 바다

칭다오를 크게 나누자면 산, 바다, 도시로 구분할 수 있다. 산은 바다 곁에 있고, 바다는
도시 곁에 있어 모든 것이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칭다오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라오산과 같은 명산이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어 광활한 중국 땅에서도 그 독
특한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다. 칭다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그 명성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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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출할 때 찾아가는 먹자골목

1

피차이위엔 벽시원
劈柴院

구시가지 천주교당 인근에 위치한 이 골목은 칭다오 길거리 음식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는
곳.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예쁘장한 먹거리에서부터 차마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들 까지 이곳에 모두 모여 있다. 간식이나 군것질거리로 좋은 음식들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2

윈샤오루 미식거리
云霄路美食街

한국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운소로 미식거리는 신시가지에 자리 잡고 있다. 칭다오의 대표
맛집 거리인 이곳에는 한국어 메뉴판을 준비해놓거나 음식 모형을 만들어 놓은 음식점들이
많아 좀 더 편리하다. 식사 후에는 인근의 유명 마사지숍에서 피로를 푸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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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지우지에 맥주거리
啤酒街

칭다오맥주박물관 바로 앞에 맥주와 해산물을 파는 음식점들이 줄을 지어 있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맥주를 비닐에 따라주는 기계도 있어 맥주가 담긴 비닐에 빨대를 꼽아서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좀 더 신선한 칭다오맥주가 그립다면 이곳으로 가자.

4
타이둥 예시
台东夜市

한국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타이동 야시장은 밤낮 구분 없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쇼핑센터가 밀집한 곳에 어둠이 내리면 야시장이 들어서는데, 이곳에도 먹거리들이 풍부
하게 준비된다. 길거리 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현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5
한국식당

기름기 많은 중국 음식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얼큰한 국물 한 그릇이 절로 생각난다. 그렇
다고 다양한 한국 음식점들이 밀집해있는 청양구의 코리아타운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멀
다. 칭다오 시내에도 경복궁, 자하문, 동구래 등의 한국 음식점들이 있다. 그리 비싸지 않
은 가격으로 잠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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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Best5!

1

칭다오맥주박물관
青岛啤酒博物馆

역시 우리는 칭다오하면 맥주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칭다
오 맥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 생산한
신선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기대되는 곳. 칭다오에서
단 한 곳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저 없이 선택할만한 맥주 맛을 보여준다.

2

피차이위엔 벽시원
劈柴院

중국 여행의 묘미 중 하나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역시 먹거리다. 그 중에서도
길거리음식은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놓칠 수 없는 필수 코스! 피차이위엔은 그리 크지 않
은 먹거리 골목이지만 중국이 아니면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기이한 먹거리들이 한데 모
여 있는 곳이다. 군것질이 생각날 때, 달려가면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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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림픽 요트경기장
青岛奥林匹克帆船中心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렸던 이곳은 그 역사적 의미를 더해 새로운 레저스포츠
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항구로 변모해왔다. 순백의 요트가 질서정연하게 정박해 있는 선착
장과 클래식한 분위기의 등대, 해안가에 늘어선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와 바, 여유와 낭만이
느껴지는 바다와 산책로는 연인과 함께 온 여행자라면 반드시 찾아가길 추천한다.

4

라오산 노산
嶗山

타이산 태산泰山 과 함께 산동성山东省 의 양대 명산으로 일컬어지는 라오산은 웅장한 바위
들이 둔탁하게 쌓여 있는 모습이 일품이다. 중국 도교의 발상지이기도 한 라오산에는 타이칭
궁 태청궁太清宫과 같은 도교 사원이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또한 이 산에서 재배하는 라
오산차는 중국 내에서도 이름난 차로 차를 즐기는 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여행지이다.

5

칭다오TV타워 청도전시탑
青岛电视塔
칭다오를 한 눈에 들여다보고 싶다면 TV타워에
올라야 한다. 해발 110미터의 산 위에 우뚝 서
있어 ‘WINDOW OF QINGDAO'라는 별칭이 붙
어 있는 이곳에 오르면 낮에는 푸른 바다로 둘러
싸인 칭다오의 유려한 경관을, 밤에는 은은한 불
빛으로 일렁이는 황홀한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
다. 화창한 날에는 우선 TV타워의 전망대부터
올라가보자.

15

Editor's Best Course
칭다오 행 항공편은 스케줄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이른 아침 출국하고, 늦은 저녁
돌아오는 깨알 같은 일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어디 가서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은 칭
다오를 다녀왔다’고 얘기하려면 최소 2박 이상은 머무를 것. 필자가 제안하는 일정별
칭다오 자유여행, ‘내 맘대로 다니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2박 3일 코스, 시내 집중하기
칭다오 여행의 핵심만을 둘러보는 코스. 아쉽지만 외곽지역은 포기하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하루씩 여유롭게 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칭다오를 찾은 여행객들이 주
로 많이 머무는 신시가지에 숙소를 정하고 칭다오에 도착한 날과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은 신시가지를, 둘째 날은 온전히 구시가지를 둘러본다.

1일
칭다오 공항에서 신시가지 숙소 이동
-> 우스광창 -> 올림픽요트경기장 ->
바이리광장, 하이신광장, 달링하버,
까르푸 등을 둘러보고 쇼핑 -> 윈샤
오루 미식거리에서 저녁식사 -> 숙소
이동 또는 올림픽요트경기장의 Bar
Street에서 한 잔의 술과 야경 즐기기

2일
구시가지 잔차오 -> 티엔주자오탕 ->
찌모루 소상품시장 -> 피차이위엔에
서 점심식사 -> a.진시하오산공위엔
& 영빈관 또는 b.빠다관 & 중산공위
엔 & 칭다오띠엔스타 -> 칭다오피지
오우보우관 관람 후, 피지오우지에
에서 저녁 식사 -> 타이둥 예시 또는
숙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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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카페거리 -> 청죽원 등에서 마사지 ->
체크아웃 후 공항 이동

3박 4일 코스, 시내+취향에 맞는 외곽 여행지 택1
2박 3일 간 시내를 둘러보고 각자의 취향에 맞게 외곽 여행지를 선택하여 하루를 둘
러보는 코스. 산이 풍기는 기이함과 웅장함을 느끼고 싶다면 라오산을, 최상급 리조
트에서 편안하고 분위기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숙소를 옮겨 지모시의 해천만
오션리조트에서 1박을, 아름다운 해변과 특색 있는 볼거리를 원한다면 황다오구를
찾아가자. 다양한 식물과 해양생물, 여러 나라의 문화가 궁금하다면 이창구 칭다오
세계원예박람원을 추천한다.
1일차, 2일차 그리고 마지막 날은 2박 3일 코스와 동일.

3일
<라오산 코스>
타이칭궁과 라오산다원,
베이지우수이 등을 둘러
본 후, 시내로 복귀

<지모시 코스>
짐을 챙겨 지모시 해천만오
션리조트로 이동 후 체크
인, 온종일 리조트 내의 해
양수온천이나 해변에서 놀
거나 대극장 공연을 관람
하고 편안히 휴식을 취해도
좋고, 인근의 로주박물관이
나 지모고성 등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골프를 즐긴다
면 천태온천골프장에서 하
루 묵는 것도 괜찮다.

<황다오구 코스>
진샤탄, 은샤탄 등의 해변
에서 망중한을 즐기거나
탕도완공위엔에서 해안가
를 산책해도 좋고, 랑야타
이에서 진시황과 서복 등
의 역사적 인물들을 만나
보는 것도 추천한다. 봄에
는 따주산 봄꽃트레킹을
다녀와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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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시가지

18

칭다오 여행의 핵심은 구시가지에 모두 모여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대표적인
볼거리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잔교에서부터 팔대관까지, 그 길 사이사이에
는 오늘의 칭다오를 탄생시킨 독일의 흔적들, 아름다운 해변과 거리, 연인들
의 낭만 그리고 칭다오맥주의 뜨거운 열정이 함께 숨 쉬고 있다.

19

잔차오·잔교
栈橋

20

잔차오·잔교 栈橋
고풍스러운 서양식 건물들의 빛바랜 색들이 거리의 세월을 짐작케 하는 구시가
지의 태평로太平路를 지나면 해변 앞에 닿는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중국식 누각,
회란각回澜阁과 발걸음을 그곳으로 안내하는 440미터 길이의 잔교 배를 접안시키기 위
해 물가에 만들어진 계선시설가 고요히 바다 위를 가로지른다. 칭다오를 대표하는 여행지
로서 칭다오맥주의 로고 속에 담겨있는 회란각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사람들은 열심히 다리 위를 걷는다. 1891년 청나라는 열강의 침입에 대비, 군수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이 다리를 건설했고, 독일은 이 다리를 통해 칭
다오를 점령했다. 한 때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되기도 했던, 유난히 아픈 기억
들을 많이 품고 있는 잔교는 수많은 여행자들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
은 모습이다. 어둠이 내리면 잔교는 제 몸에 가녀린 불빛을 피워 도시의 낭만을
이야기한다. 칭다오 최초의 부두에서 오늘날 칭다오의 상징으로 살아온 시간의
굴레를 지나 유유히 빛을 밝히고 있는 잔교는 내일 또 누군가에게 긴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것이다. 잔교에서 바라보는 신시가지의 야경과 밤바다는 칭다오 여행
의 운치를 더한다.
주소

市南区 太平路 12号

찾아가기

버스 8, 220, 223, 311, 802번 탑승 후 잔교에서 하차

입장료

5위안(회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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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엔주자오탕·천주교당
天主教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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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엔주자오탕·천주교당 天主教堂
잔교를 뒤로하고 다시 구시가지 중심으로 나오면 하늘 아래 뾰족이 솟은 첨탑 두
개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56미터 높이의 쌍둥이처럼 똑같은 모양의 첨탑을 따라
발걸음을 재촉하면 중산로 언덕에 너른 광장과 함께 르네상스 양식의, 칭다오에서
는 유일한, 칭다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양식 건축물인 천주교 성당이 나타난다.
중국의 다른 도시에서 봤다면 무척이나 어색하고 낯선 모습일 수도 있지만, 칭다
오에서는 당연히 있어야할 것이 있는 느낌. 독일의 건축사 페우하이가 설계한 천
주교당과 유럽식 돌바닥과 파스텔 톤의 건물들,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벽화와 클래식한 느낌의 카페들이 한데 어울려 이곳은 단순한 종교 시
설이 아닌,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광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웨딩 촬영을 하는 연인들, 또 그 광경을 부러운 듯 바라보
는 나이 어린 커플들이다. 성당이 지어진 1934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왔을 것 같은 그 풍경,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달콤한 꿈과 약속들이 충만할 것 같
은 모습. 칭다오의 연인들은 이곳에서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있다.
주소

市南区浙江路15号

찾아가기

잔교에서 중산로를 따라 피차이위엔 방향으로 가는 길에 위치

입장료

10위안

23

신하오산공위엔·신호산공원
信号山公园

칭다오 서남쪽에 위치한 해발 98미터의 신호산은 시내에 위치한 산 중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이다. 독일의 칭다오 조계 시절, 유람선이나 여객선 등의 선박들이 입항할 때 신호
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면서 ‘신호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리 높지 않아 천천히 산책
하듯 산을 오르면 정상에 360도 회전하는 전망대가 있다. 칭다오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
는 이곳은 해질녘 아름다운 노을 풍경으로도 유명해 많은 여행객들이 붐빈다. 인근의 소
어산 공원과 제 1 해수욕장 등도 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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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市南区齐东路17号

찾아가기

1, 214, 217, 220, 221, 225, 228, 231, 367번 탑승 후 青医附院에서 하차

입장료

전망대 포함 13위안

잉빈관·영빈관
迎宾馆

‘House under canopy of the heaven’, 중국인들은 영빈관을 이렇게 얘기한다. 독일 총
독이 1907년 신호산 언덕에 지은, 독일의 작은 성을 닮은 관저로 ‘총독 저택’으로 불리기
도 했다. 어디에서든 그 집이 돋보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칭다오의 아름다운 풍경을 훤
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한 영빈관은 중국의 유명한 정치가 마오쩌뚱이 무척이나
사랑했던 그의 여름별장이기도 했다. 2층으로 이루어진 실내에 들어서면 훤히 열린 공간
속에 화려하게 장식된 샹들리에와 가구 등이 단번에 시선을 압도한다. 100년 이상 자리
를 지켜 온 것들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모습들이 한 사람의 영화롭던 삶을 또렷하게 조
명해주는 모습이다. 영빈관의 그 고귀한 자태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다.

주소

市南区龙山路 26号

찾아가기

1, 214, 217, 220, 221, 225, 228, 231, 367번 탑승 후 青医附院에서 내리면 신
호산 공원 옆에 위치

입장료

13위안

홈페이지

www.qdyb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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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피지오우보우관
칭다오맥주박물관
青岛啤酒博物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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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피지오우보우관·칭다오맥주박물관
青岛啤酒博物馆

청도 또는 칭다오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일등공신을 꼽으라면 단연코 칭다오맥
주일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양꼬치에 칭다오’라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유
행을 만들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칭다오맥주는 1,600여 맥주 브랜드가 있
는 중국에서도 최고의 명성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고 있다.
칭다오맥주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2003년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물
이 여행자들을 반긴다. ‘1903’이라는 숫자가 출입문 위에 커다랗게 쓰여 있는 독일식
건물의 지붕 위에는 커다란 칭다오맥주 캔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어 그곳을 배경으
로 사진을 찍는 수많은 사람들로 잠시도 쉬어갈 틈이 없다. 박물관 관람의 첫 코스인
A동 입구에는 중국국가풍경구 4A급(AAAA) 명승지라는 안내문이 있다. 실제 맥주
를 생산하는 공장이면서 100여 년의 역사와 제조과정을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운영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칭다오의 대표 여행지로 변모한 오늘날의 면모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박물관 내부에는 칭다오맥주의 역사, 양조방법, 실제 포장 과정 등이 차례
대로 전시되어 있다. 맥주의 본고장에서 온 독일인들이 라오산의 맑은 물로 만들어
마시던 칭다오맥주의 비밀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수 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맥주 시음이다. A, B동의 박물관을 관람하는 동안 총 2번의 시음 기회가 주어진다.
첫 번째 시음은 외부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칭다오맥주를 맛보는 시간. 발효 과
정 이전의 맥주로 완제품 보다 조금 더 알싸한 맛에 최고의 신선함이 느껴진다. 박물
관 투어의 마지막 코스에서 두 번째 시음이 준비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막 생산한 숙
성된 맥주의 시음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기념품과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흑
맥주와 같은 다양한 칭다오맥주의 구매도 가능하다.
주소

市北区登州路56号

찾아가기

버스 205,221,604 탑승 후 青岛啤酒博物馆에서 하차

입장료

하절기/성수기 60위안, 동절기/비성수기 50위안

홈페이지

www.tsingtaomuse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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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칭다오 맥주축제
青岛国际啤酒节

Qingdao International
Bee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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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국제맥주축제 青岛国际啤酒节
칭다오시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한 칭다오 국제맥
주축제는 매년 그 규모가 커져 지금은 아시아의 최대 맥주 축제이자 세계
4대 맥주 축제로 손꼽힌다. 흔히 아시아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라고
불리는 칭다오 국제맥주축제는 1991년 8월 첫 문을 열어 지금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칭다오를 찾는 매년 8월 둘째 주부
터 15일간 축제가 펼쳐지며, 맥주 왕 선발 대회, 미인 대회 등의 각종 이벤
트와 공연들, 칭다오 맥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유명 맥주들을 함께 맛
볼 수 있는 시음회 등이 진행되어 한껏 흥을 돋운다.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맥주 축제와 연계한 더 많은 행사들이 칭다오 곳곳에서 열려 칭다오시 전
체가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해 여름밤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www.qdbee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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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공위엔·중산공원
中山公园

태평산 케이블카를 타고 시시각각 변하는 칭다오의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중산공원에 닿
을 수 있다. 중산공원은 칭다오 시민들의 가장 큰 휴식처로 평일에도 산책로를 걷는 칭다
오 시민들과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 공원은 자칫하면 길을 잃을 수 있을 정도
로 방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80헥타르의 넓은 부지 안에 식물원, 동물원, 놀이공원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바쁘게 공원 안을 둘러본다 해도 하루가 모자랄 만큼 거대하다. 과거
독일 점령 하에 식물원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독일 정부는 이때 세계 각지에서 채집한 화
초와 나무 23만 그루를 심었다. 또한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 일본군은 본토에서 2만 그루
의 벚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룬 중산공원은 오늘날 다양한 식물군을 자랑
하는 도심 속의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 매년 4월에는 벚꽃나무길에 꽃대궐이 펼쳐지고
벚꽃 축제가 열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활짝 웃음꽃이 피어난다. 칭다오의 봄
은 중산공원에서 그야말로 만개하는 것이다. 중국의 공화제를 창시하고 국민정부시대에
국부로 칭송되던 쑨원(손중산)을 기념하여 1929년 중산공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그의 얼굴이 조각된 석상이 공원을 지키고 있다.
주소

市南区文登路28号

찾아가기

버스 26, 31, 202, 214, 219, 223, 228, 231, 304, 312, 316, 321, 370, 501,604,
801 탑승 후 주산공위엔짠 中山公园站 하차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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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입장은 무료, 케이블카 편도 100위안, 동물원 8.5위안

칭다오TV타워
首创电视塔

해발 110미터의 태평산 공원 정상에 우뚝 선 칭다오띠엔스타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먼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려는 우주선을 보는 것만 같다. 타워의 1층에서 칭다오의 모든 것
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251미터 높이의 전망대로 오르는 시간은 단 53초. 순식간에
고속 엘리베이터가 삼면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칭다오의 풍경을 눈앞에 가져다놓는다.
‘WINDOW OF QINGDAO'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게 이곳에서 바라보는 칭다오는 다
이나믹한 모습을 드러낸다. 파란 바다를 앞에 두고 올록볼록 하게 그려진 해안선, 그 위에
가득 펼쳐진 주홍색 지붕들과 현대식 고층 건물들의 조화, 잘 정리된 칭다오 시민들의 삶
의 터전과 멀리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낸 라오산의 실루엣까지. 어느 한 방향도 놓칠 수 없
는 보석 같은 풍경들이 TV타워의 창밖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래서 245미터의 카페는 특
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곳이다. 매일 이곳에서 칭다오 시민들
의 소중한 추억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1층에는 올림픽 홀, 2층에는 문화전시관이, 3층
에는 기념품점이 들어서 있으며 해발 고도 231미터에는 외부에서 칭다오 시가지를 조망
할 수 있는 노천 전망대가 있다.

주소

市南区太平山路1号

찾아가기

버스 3, 15, 219, 220, 302, 368, 604 탑승 후 동우위엔짠 动物园站 하차

입장료

231미터까지는 70위안, 251미터까지는 10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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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관·팔대관
八大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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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관·팔대관 八大關
칭다오에서 경관이 가장 빼어난 곳으로, 산동성 최대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팔대관
은 모두 8개의 관문이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이다. ‘만국건축박람회’라는 별
칭으로 불리는 팔대관의 입구에 들어서면 한편에 해변을 두고 여덟 개의 거리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는 10개가 된 이곳은 골목이라 해도 괜찮을 크기의
거리들이지만 잘 닦이고 정돈된 모습에서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별장들 사이에 서로 방해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 정도의 거리와 잘 가꿔진 정원은
도심 속에 숨겨진 여유를 마음껏 뽐내기도 한다. 마음 같아서는 한집한집 들어가
둘러보고 싶은 모습이지만 대부분 출입이 금지되어 아쉬움을 자아낸다.
독일이 칭다오를 점령하던 시절, 유럽의 부호들은 이곳에 너나할 것 없이 아름다
운 별장을 지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만 200여 개나 되고, 20여 개 나라의
건축 양식을 이곳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됐으니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는 것이 오
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팔대관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집은 화시러우 화
석루花石楼다. 국민당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몇 차례 머물다 간 곳으로 유명한 화
석루는 ‘꽃과 돌과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30년 러시아의 귀족이 중세 유
럽의 성을 본 떠 지었다는 화석루는 입장료를 내고 관람이 가능하다. 아치형 창을
통해 바라보는 옥빛 바다와 검붉은 암초로 뒤덮인 해변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다. 또한 탁 트인 망루에 올라 바라보는 팔대관의 풍경 또한 일품이다.
주소

市南区黃海路

찾아가기

버스 26, 31, 202, 206, 223, 228, 231, 304, 316, 317, 321, 312, 370,
501,604, 605, 801 탑승 후 우셩꽌루 武勝關路站 하차

입장료

8.5위안(시즌에 따라 가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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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모루 소상품시장
卽墨路小商品市场

칭다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짝퉁시장으로 잘 알려진 찌모루 소상
품시장은 옷, 신발, 잡화 및 액세서리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는 곳으로 눈에 띄는 브랜드도 무척이나 다양하다. 꼼꼼히
살펴보면 꽤 질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어 운만 좋으면 정말 저렴
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득템할 수도 있는 곳. 하지만 흥정은 필수
이며, 이곳을 잘 아는 사람들은 처음 부르는 가격에서 최소한 절반
가격으로 사야 제대로 샀다고 이야기들 한다. 많은 한국인 관광객
들이 찾아오지만 한국말은 잘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산기에 원
하는 가격을 누르면서 흥정을 하면 어렵지 않게 거래가 가능하다.
이곳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만남의 장소)가 여러 곳 있어
컵라면 같은 간단한 한국 음식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꼭 챙겨야할 것은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주인장
만의 노하우다.
주소

市北区聊城路47号

찾아가기

버스 2, 5, 205, 212, 218, 222, 301, 305, 308, 320, 325, 366번을 타고 스리이위
엔 市立医院에서 하차 후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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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둥 예시·태동야시장
台东夜市

맥주거리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칭다오의 명동이라 불리는 타이동 보행자거리
타이둥 보싱찌예가 나온다. 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거리 주변에 대규모 백화점과 쇼핑센
터, 영화관, 의류 및 액세서리 전문 매장, 스타벅스, 맥도널드 등이 밀집해 있어 평일 낮에
도 수많은 인파로 늘 북적이는 곳이다. 저녁이 되면 타이동 보행자거리는 더욱 더 성시를
이룬다. 어둠이 깔리고 이면도로의 상가들이 문을 닫으면 그 앞에 노점들이 문을 열고 불
을 밝히기 시작한다. 길게 줄을 지어 도로를 꽉 메운 야시장이 들어서는 것. 취급하는 상품
도 무척 다양한 편으로 저렴한 의류와 잡화, 기념품과 장난감 등의 생활용품이 주로 많이
눈에 띈다. 타이동 야시장이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된데 에는 먹거리가 빠질 수 없다. 넘쳐나
는 음식으로 밤의 야시장은 음식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10위안 내외의 가격이면 이곳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가격도 착한 편. 때론 한국 음식을 파는 곳도 있어 우
리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곳이다. 다만, 청결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소

市北区台东三路

찾아가기

버스 1, 2, 11, 30, 104, 119, 218, 222, 226, 232, 301, 320, 3676번 탑
승 후 타이동 台东, 혹은 스지우쫑 十九中 에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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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차이위엔·벽시원
劈柴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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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차이위엔·벽시원 劈柴院
중산로를 따라 걷다보면 ‘1902’라는 숫자가 적혀진 간판을 발견할 수 있다. 청조
시기 문호가 개방되었던 칭다오에는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고, 당시의 일
들을 상징하는 이러한 숫자들을 도시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숫자들을 볼 때면 늘 그 의미가 궁금한데, 1902는 오래된 먹자골목인 피차이위엔
이 처음 생긴 연도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피차이위엔은 과거에 장작을
사고팔던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작고 그리 길지 않은 골목이지만, 그래서 이
골목은 더욱 북적거리고 활기가 넘쳐 보인다. 꼬치거리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종
류의 꼬치들을 맛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장 많은 시선을 끌면서도 막상 잘 팔리지
는 않는 것이 곤충튀김이다. 매대에 누워 꿈틀꿈틀 거리는 큼지막한 애벌레에서부
터 멋진 포즈로 앞다리를 치켜세우고 있는 전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생김새
도 다양하다. ‘다리 네 개가 달린 것은 밥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중국인들의 이야
기를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시장 풍경. 그렇지만 시선을 사로잡는 먹음직스런 먹거
리들도 많아 국적불문,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거운 골목이다.
주소

市南区江宁路

찾아가기

중산로를 따라 찌모루 시장으로 가는 길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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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족초두부
國足 臭豆腐

피차이위엔 골목 안에 있는 초두부 집. 국족이라는 브랜드의 프렌차이즈로 중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초두부 집으로 유명하다. 아주 작은 가게이지만 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로 쉴 틈이 없다. 바삭한 초두부에 소스와 채소를 함께 얹어주는데, ‘한궈’라고 하면 우리
입맛에 맞는 소스를 알아서 얹어주기도 한다.
찾아가기

피차이위엔 골목 안에 있다.

왕지에샤오카오
王姐烧烤

산동성의 유명한 꼬치집인 왕지에 샤오카오. 국내의 모 맛집 기행 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되었던 이 집은 때문에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집이다. 철판에 구
워 양념을 듬뿍 바른 채 꼬지에 꽂아 나오는 통오징어 꼬치가 이 집의 대표 메뉴. 이외에
도 해산물, 양, 돼지고기 등의 꼬치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으며 가격은 3위안에서 5위안
정도이다. 칭다오 시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38

션머라오식품점
什么老食品店

피차이위엔 정문 주변에 위치한 션머라오식품점은 수제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다.
칭다오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으로 요구르트와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드는 집. 일반적인 요
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과는 다른 실내 인테리어와 양철컵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주는 독
특함이 있어 더욱 큰 호기심을 갖게 하는 집이다.

춘화루
春和樓
피차이위엔에서 천주교당 방향으로
중산루를 따라 오면 한 블록 쯤 거리
에 위치한 음식점.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집의 대표메뉴는 달달
한 중국식 탕수육 탕추리지糖醋里
脊와 돼지고기와 새우 등을 넣은 만
두 종류다. 대체적으로 한국인의 입
맛에도 잘 맞아 이집을 찾는 사람들
이 많다.

주소

市南区中山路146号

찾아가기

피차이위엔에서 천주교당 방향으로 중산루를 따라 한 블록 거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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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우지에·맥주거리
啤酒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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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우지에·맥주거리 啤酒街
칭다오맥주박물관을 나오면 왠지 아쉽던 마음을 달랠 곳이 바로 앞에 있다. 박물
관 내의 제1공장에서 생산한 칭다오 생맥주를 맛볼 수 있는 맥주집들이 거리를 이
루고 손님들을 부르는 맥주거리다. 이곳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유효기간 24시간
이내의 신선한 맥주를 인근 바다에서 잡아 온 해산물과 함께 마실 수 있는 곳. 한국
에 ‘치맥’이 있다면 중국에는 ‘조맥’이 있다. 싱싱한 조개 요리와 함께 생맥주를 마시
며 중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맥주거리에 앉아있
으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자주 지나쳐간다. 맥주통에 비닐을 걸어놓고
맥주를 따르는 모습, 비닐에 담긴 맥주를 손에 들고 다니거나 빨대로 비닐에 담긴
맥주를 빨아먹는 사람들. 칭다오맥주는 다른 맥주를 마시다가 마셔도 맛있지만,
칭다오맥주를 마시다가 다른 맥주를 마시면 맛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칭다오맥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칭다오 시민들의 맥주 사랑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낮
에 가도 괜찮은 곳이지만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출렁이는 밤의 맥주거리는 더욱 매
력적이다. 아름다운 불빛과 알싸한 맥주 한 잔에 기분 좋게 밤은 무르익어 간다.
주소

市北区登州路56号

찾아가기

버스 205,221,604 탑승 후 칭다오피지우보우관 青岛啤酒博物馆에서 하
차, 칭다오맥주박물관 바로 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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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시가지

42

칭다오는 잘 발달된 국제적인 항구 시설 등을 통해 오늘날 산동 반도 최대의 상
업지구로 발전했다. 고층 빌딩들이 병풍처럼 서 있는 신시가지에는 쇼핑몰과 백
화점 같은 상업 시설뿐만 아니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요트 경기장, 미식 거
리 등이 위치해 있어 구시가지와는 또 다른 여행의 멋과 맛을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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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광창·5.4광장
五四广场

44

우스광창·5.4광장 五四广场
신시가지 칭다오 시정부청사 앞 공원에 도착하면 붉은색의 커다란 조형물 하나가
단번에 시선을 잡아끈다. ‘5월의 바람’이라 이름 붙여진 조형물로 중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반일,반제국주의 운동인 5.4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1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산동성을 일본에게 넘겨주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중국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침입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운동을 벌이게
된다. 우리의 3.1운동과 비슷한 5.4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5월의 바람은 한국인에
게는 그래서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한낮의 5.4광장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
로 색다른 구경거리는 없다.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공원 주위를 천천히 산책
하는 사람들, 바로 앞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커다란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전
부. 하지만 밤의 5.4광장은 화려한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연인들을 맞이한다. 낮
에는 평화를, 밤에는 중국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주소

市南区东海西路35号

찾아가기

버스 317, 504, 601번을 타고 우쓰광창 五四广场 에서 하차

45

올림픽 요트경기장
青岛奥林匹克帆船中心

칭다오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요트 경기가 열렸던 곳이다. 때문에 5.4광장
앞 바다에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 조형물이 있고, 요트경기장 센터의 방파제 끝에는
올림픽 당시의 성화봉을 대형 조형물로 만들어 세워놓았다. 중국의 대표적 문화 상징인
구름, 중국 4대 발명품 중 하나인 종이, 그리고 실크 등을 모티브로 ‘인간 문명의 확산’을
주제로 한 이 조형물은 당시의 감동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공원으로 조
성되어 박물관 등이 들어서 당시를 추억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칭다오에서도
이곳은 좀 더 특별한 매력이 느껴진다. 신시가지의 마천루를 배경으로 하얀 요트들이 정
박해 있는 해안은 구시가지와는 또 다른 유럽을 연상케 하고, 클래식한 분위기의 등대와
바다를 눈앞에 두고 늘어선 카페들과 그곳에서 바라보는 요트 위 연인들의 모습들은 눈이
부실 만큼이나 아름답다. 요트를 타고 천천히 바다로 나갈 수도 있다. 바다에서 거꾸로 칭
다오를 바라보면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그 모습은 지난 100여 년간 칭다오가 그려왔
던 오랜 꿈 은 아니었을까.
주소

市南区清远路

찾아가기

버스 402번 타고 大公海岸, 210, 216, 224, 319번을 타고 동하이루 东海路에서 		
하차 후 도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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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qdsailing.org

달링하버

올림픽 요트경기장 앞에 달링하버 쇼핑몰이 있다. 2층으로 구성된 이 쇼핑몰에는 한국 상
품을 파는 숍을 비롯해 다양한 숍들이 입점해있다. 1층에는 스타벅스와 하겐다즈 등 글로
벌 브랜드들이 많아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주소

市南区清远路

찾아가기

올림픽 요트 경기장 바로 옆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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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리광장·마리나시티
百丽广场
올림픽 요트경기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 바이
리광장은 흔히 마리나시티로 많이 부른다. 3층
높이의 종합 쇼핑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니
클로, 자라, H&M 등의 SPA 브랜드를 비롯해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이 입점해있
다. 이곳에는 아이스링크와 식당가 등도 있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요트경기장을 둘
러보고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

주소

市南区澳门路88号

찾아가기 버스 402번을 타고 따공하옌 大公海岸
하차, 하이신광장 건너편에 위치

하이신광장·해신백화점
海信广场
바이리광장 길 건너에 위치한 하이신광장
은 값비싼 최고급 브랜드들이 입점해있는
명품 백화점이다. 럭셔리한 외관이 말해주
듯 비싼 가격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지하에 위치한 슈퍼마
켓이나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택할 수 있
는 푸드코트 등은 한번 쯤 들러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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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市南区东海西路50

찾아가기

버스 210, 216, 224, 319번을 타고 동하이루 东海路에서 하차 후 도보

까르푸
家乐福
우리나라에서 한 때 흔하게 볼 수 있다가 철수
한 프랑스의 세계적인 대형마트. 신시가지 교통
의 중심지이자 공항버스 701번의 승하차장으로
많은 여행객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눈
에 잘 띄는 위치와 비교적 큰 건물 규모를 자랑
하며, 식당과 카페들도 다수 입점하고 있어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다. 판매하는 물품이 국내의 대
형마트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곳에 들러 간단한 간식거리나 칭다오 맥주, 기
념품, 여행 중에 필요한 일반 생활용품 등을 사가는 여행객들이 많은 편이다. 현지인들도 이
곳만큼은 ‘까르푸’라는 우리식 발음을 알아들으니 자신있게 물어도 좋다.
주소

市南区香港中路21号 家乐福(名达店)

찾아가기

버스 12, 26, 31, 33, 104, 110, 125, 224, 225, 228, 231, 232, 304 등을 타고 푸
샨수오 浮山所 에서 하차

홈페이지

www.carrefour.com.cn

청죽원
青竹园
한국어 간판과 메뉴를 갖고 있어 입소문을 타고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마사지 숍이다.
비교적 큰 규모의 마사지 숍이지만 다른 곳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들
이 많다.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고 가면 마사지
를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좋
다. 발마사지와 전신마사지가 1시간에 60위안
으로 무척 싼 편이지만, 마사지의 질은 나쁘지 않다. 마사지에 필요한 간단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마사지사들이 있어 좀 더 편리하다. 민지앙얼루의 카페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로 갈아입을 옷을 주지는 않지만 달라고 하면 가져다준다.
주소

市南区闽江2路43号

찾아가기

민지앙얼루 카페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JAVA 카페 맞은편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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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거리
咖啡茶艺街
서울의 카페거리와 비교하기에는 작은 거리
이지만, 독특한 외관의 로컬 카페들과 프렌
차이즈 카페들이 민지앙얼루闽江二路를 따
라 모여 있다. 비교적 한적한 거리는 커다란
가로수와 중국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주변
상가들이 어울려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
다. 최근 여행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거리로, 현지인들은
민지앙얼루라는 행정구역 이름으로 알고 있
으니 찾아갈 때 유의하자. 한국의 카페와 비
슷한 가격으로 가게마다 커피, 음료, 칵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저트를 준비해 놓아 함께 맛볼 수 있다.
주소

市南区闽江二路

찾아가기

윈샤오루에서 민지앙루로 나와 우회전하여 약 10-15분 정도 도보 거리에 위치

Cafe 85OC
Cafe 85度℃
소금커피라는 독특한 메뉴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만의 글로벌 프렌차이즈 카페 겸 베
이커리. 미국, 호주, 홍콩, 중국 등에 점포
가 있으며 칭다오에는 카페거리가 있는 민
지앙얼루의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눈에
잘 띈다. 소금 커피는 커피 위의 크림 안에
소금이 녹아있어 짠맛이 느껴지지만 커피
를 마실 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 불편하
지 않게 마실 수 있다. 이곳에서는 여러 종
류의 빵과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티라미슈 종류가 유명하다. 끊임없이 할인 행사가
진행되어 운이 좋으면 원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50

주소

市南区闽江路170号

찾아가기

민지앙얼루 카페거리와 민지앙루가 만나는 사거리에 위치

윈샤오루 미식거리
云霄路美食街
신시가지의 대표적인 맛집 거리로 한
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이곳에서
는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으로 맛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식당들이 많다.
특별한 맛을 원한다면 몽고식 양고기
다리 구이를 추천한다. 큼지막한 양고
기 다리를 통째로 바비큐로 구워 각자
원하는 만큼 칼로 썰어내 맛보는 요리
다. 흔히 맛볼 수 있는 양꼬치와는 다
른, 색다른 양고기 맛에 흠뻑 빠지게
될 것이다. 양갈비 바비큐 역시 맛볼
수 있다.
주소

市南区云宵路

찾아가기

까르푸에서 난징루南京路를 건너 한 블록 더 들어가면 윈샤오루와 만난다.

딘 타이 펑 Din Tai Feng
鼎泰豐
딘 타이 펑은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한 대만
에 본점을 둔 만두와 스낵 전문점이다. 칭
다오에는 요트경기장 앞, 바이리광장에 자
리 잡고 있으며, 실내와 실외 좌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곳의 대표 음식은 육즙이
입안 가득하게 흘러내리는 샤오롱바오. 새
우와 게살, 닭고기와 버섯 등 다양한 재료
로 만든 샤오롱바오뿐만 아니라 샤오마이
역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각각 다섯 개
또는 열 개씩 주문이 가능하니 인원수에 따라 주문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자장면과 비슷
한 찌아지앙미엔炸醬麵, 볶음밥 등도 별미로 먹어볼만 하다. 비교적 가격이 비싼 편이
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프렌차이즈이기 때문에 익숙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주소

市南区澳门路88号 百丽广场西区

찾아가기

올림픽요트경기장 바로 앞 마리나시티 1층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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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데이 인 시티 센트럴
Holiday Inn 青岛中心假日酒店

칭다오 신시가지의 중심이자 여행객들의 이정표와 같은 까르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호텔이다. 특히 주요 여행지인 우쓰광창이 약 900미터 떨어져 있고, 올림
픽요트경기장과 바이리광장, 윈샤오루 미식거리 등도 도보로 쉽게 갈 수 있다. 칭다오 류
팅 국제공항에서는 차로 약 30분정도 소요되며, 공항버스 701번을 타고 까르푸에 내리
면 된다. 4성급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이 호텔은 총 32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깔
끔하고 모던한 분위기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객실 내에서는 전용 욕실, 미니 바, 주
문형 영화 서비스, 평면 TV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와 커피가 무료로 제공된다. 레스토
랑과 실내 수영장,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회의실 및 비즈니스 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으
며, 와이파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호텔 내 식당에서는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아침
뷔페를 이용할 수 있다. 비교적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음식들이 다채롭게 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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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市南区徐州路1号

찾아가기

까르푸 바로 옆에 위치

홈페이지

www.ihg.com/holidayinn/hotels/cn/zh/ qingdao/daoxr/hoteldetail

차이나 커뮤니티 아트 앤 컬쳐 호텔 칭다오
青岛老转村CHINA公社文化艺术酒店
칭다오 신시가지의 중심에서 도
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위치
한 차이나 커뮤니티 아트 앤 컬
쳐 호텔은 중국의 전통적인 분
위기와 독특한 디자인의 예술
적 감성을 느끼고 싶은 이들에
게 만족스러운 호텔이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초현대식 시설
을 갖춘 호텔은 아니지만, 곳곳
에서 예술적 감각이 가득 베여
있는 아름다운 호텔이다. 차이
나 베스트 디자인 호텔 어워드
China Best Design Hotel Award에서 상위 5순위에 선정되기도 했던 이곳에서는 칭다
오에서 열리는 디자인, 패션 관련 행사들이 종종 열리기도 한다. 작은 연못을 연상시키는
입구를 지나 로비에 들어서면 다양한 액세서리와 미술품 등이 눈길을 끈다. 이곳에 전시
된 물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의류도 구매 가능하다. 차이나 커
뮤니티 아트 앤 컬쳐 호텔은 윈샤오루 미식거리와 카페거리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 도
보로 쉽게 이동하며, 호텔 주변에도 노전촌 등과 같은 맛집들이 많아 칭다오의 맛있는 음
식을 찾아온 여행자들에게도 좋은 곳이다. 전 객실 무료 와이파이, 24시간 프런트 데스
크, 24시간 룸서비스, 익스프레스 체크인/체크아웃, 여행 가방 보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
며,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더욱 편리하다.

주소

市南区闽江三路8号

찾아가기

윈샤오루에서 민지앙루로 나와 우회전하여 두 블록 지나면 민지앙싼루에서 좌
회전 후 약 10미터 위치

홈페이지

www.chinagongs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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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황다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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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시내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상교량인 41.58km의 자오저우완
대교胶州湾大桥(칭다오하이완대교 青岛海湾大桥 라고 부르기도 함)를 건
너거나 차로 약 15분간 해저터널을 달리면 황다오구에 닿는다. 칭다오의 경제
기술개발구로서 ‘New Huangdo New Opening New Dream'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황다오구는 바다와 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지역이다. 봄의 진달래로 유명한 따주산과 해변의 모래 색깔에 따라
이름 붙여진 진샤탄, 은샤탄 해변, 시민들의 훌륭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탕도
완공위엔, 진시황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랑야타이 풍경구 등은 칭다오 여행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여행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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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자오저우완 胶州湾 대교 & 해저터널
칭다오 시에서 자오저우만 해역을 지나 황다오구로 연결되는 해상 교량이
다. 2011년 6월 30일 개통된 이 다리의 길이는 41.58k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상 교량으로 기록되고 있다. 칭다오와 황다오구 간의 운행 거
리를 약 30km 단축시킨 다리이지만,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약 80km 이상
을 돌아야하니 주의해야 한다. 칭다오와 황다오를 오가는 또 다른 방법은
바다 밑을 통과하는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역시 2011년 6월 30
일 개통된 이 해저터널은 길이 9.47km로 당시 중국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
이었다. 왕복 6차로로 건설된 자오저우완 대교와 해저터널은 시속 80km
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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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주산·대주산
大珠山

따주산은 계곡의 아름다움, 산과 돌의 기이함, 그리고 꽃의 화려함으로 이름난 산이다. 해
발 480미터의 바위산은 특히 봄이 오면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아드는데, 하루 약 5만 명이
찾아올 정도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3월에서 5월에 동쪽 기슭에 자리 잡
은 ‘주산수구’에서 피어나는 진달래 때문이다. 약 200만평의 공간에 진달래가 만발하는 풍
경은 양자강 이북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절경이라고도 한다. 또한 서쪽 기슭에 위치한
천년 사원 ‘스먼쓰’는 고요한 자연환경 아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좋은 곳이다.
주소

黄岛区大珠山镇

입장료

40위안

홈페이지

www.dazhush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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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야타이·랑야대
琅琊台

국가지정 4A급(AAAA) 풍경구인 랑야타이는 진시황과 한무제 등 많은 제왕과 학자, 문
인들이 오른 곳이다. 또한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 서귀포를 찾은 서복이 이곳에서 진시황
의 명을 받고 동쪽으로 떠났다고 한다. 때문에 이곳에는 진시황과 관련된 유적과 이야기
들이 많이 남아있다. 랑야타이에 있는 396개의 계단은 진시황이 6을 좋아해서 6을 66번
곱한 숫자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진시황이 이곳을 칭송한 내용이 담긴 ‘랑야의 비’
도 남아있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곳이다. 랑야타이는 중국 역사상 현재 남아있는 기상
대 중 가장 오래된 기상대 유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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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黄岛区琅琊镇

입장료

50위안

홈페이지

www.qdlangyatai.com

진샤탄·금사탄 / 인샤탄·은사탄
金沙滩 / 银沙滩

진샤탄은 총 길이 3,500미터, 폭 300미터의 광활한 해변이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백사장이
햇빛에 반사되어 황금물결을 이루는 곳으로, 아시아 최고의 해변이라 불리기도 한다. 푸른
바다와 광활한 쪽빛 하늘 그리고 별이 가득한 밤하늘까지 푹신푹신한 모래 위를 거닐며 여유
를 즐겨볼 수 있는 곳이다.
한편, 진샤탄과 자매 해변인 은사탄銀沙滩은 총 길이 2천 여 미터로 모래알이 부드럽고 균
일하여 햇빛에 반사된 은빛이 사방으로 퍼져 그 모습이 마치 푸른 비단에 있는 은쟁반과 같
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이다.
주소

금사탄 - 黄岛区金沙滩路金沙滩
은사탄 - 黄岛区399省道银沙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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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도완공위엔·당도만 공원
唐岛湾公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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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도완공위엔·당도만 공원 唐岛湾公园
15km의 해안선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탕도완 공원은 황다오구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즐겨 찾는 거대한 공원이다. 이곳은 ‘바다위의 서호’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고요하고 잔잔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망중한을 즐기
는 사람들과 공원을 산책하거나 해안가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국제회의 시설 등을 갖춘 큰 규모의 호텔이 많아 황다오구를
찾은 많은 이들이 잠시 이곳에 들러 산책을 즐기기도 한다. 호수 위에 놓인 정자에
앉아 청량한 호수를 바라보며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느껴보자.
주소

黄岛区399省道唐岛湾公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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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조개박물관
青岛贝壳博物館

조개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좋은 곳이다. 박물관장이 직접 40여
년간 6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1만 여종의 조개를 수집해왔고, 현재는 4,260여 종을 전
시하고 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박물관에는 2억 만년 전의 조개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조개, 세계에서 가
장 비싼 조개 등 각종 진귀한 조개들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조개의 일상생활에서의 다양
한 활용법과 예술품으로서의 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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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西海岸新区漓江路680号

입장료

100위안

홈페이지

www.qdsm.org

힐튼 칭다오 골든 비치 青岛金沙滩希尔顿酒店
HILTON QINGDAO GOLDEN BEACH

힐튼 칭다오 골든 비치 호텔은 칭다오 역사에 바탕을 둔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축물이다.
호텔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 속에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유럽의
어느 궁전을 연상시킨다. 11층 건물에 편안하고 아늑한 430개의 객실을 갖춘 5성급 호
텔로 금사탄 해변을 곁에 두고 있어 중요한 국제회의 등이 이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다. 비
교적 최근에 지어진 이 호텔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럭셔리함과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
전해진다. 부대시설로는 다양한 크기의 연회장과 회의실, 24시간 휘트니스 센터, 실내,외
수영장, 비즈니스 센터 등이 있으며, 모두 9개의 타입으로 구성된 객실 내부에는 발코니,
에어컨, 커피 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다리미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가 제공된다. 호텔 1,2층에 위치한 클래식한 분위기의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훌륭한 서비
스로 이곳을 찾은 고객들에게 편안한 식사 시간을 제공한다. 호텔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금사탄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어 잠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다녀올 수 있다. 국내
유명 여행사의 상품에도 포함되어 있는 힐튼 칭다오 골든 비치 호텔에서 차별화된 럭셔리
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소

青岛经济技术开发区嘉陵江东路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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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산·노산
嶗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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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산·노산 嶗山
‘해상명산제일라오산’
라오산은 무려 18,000km에 이르는 중국의 해안가에 있는 산 중에서 유일하게 해
발 1,000미터가 넘는, 바다를 앞에 둔 산 중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불려왔다. 산동
성의 양대 명산으로 꼽히는 타이산과 라오산을 두고 ‘타이산이 높다 해도 동해의
라오산만 못하다’라는 옛 속담이 전해지고, 청나라의 학자 강유위는 ‘라오산에 오
르니 기암괴석이 온 산 가득 파도처럼 넘실거린다’고 칭송했다. 또한 중국 도교의
발상지로 청조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도교 사원이 있었고, 수천 명의 도인이 라오
산의 동굴에서 수행을 했다고 전해진다.
중국 최고의 맥주인 칭다오맥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독일인들은 라오산의 물을 가
져다가 만들었는데, 요즘도 라오산의 광천수로 만드는 칭다오시의 칭다오맥주가
다른 물로 만드는 다른 지역의 칭다오맥주보다 더 맛이 뛰어나다고 한다.
칭다오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라오산은 국가지정 5A
급(AAAAA) 풍경구로 사시사철 아름답고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해 중국인들이 연
휴 기간에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 상위권에 매년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 라
오산에서 재배되는 녹차는 중국 10대 명차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매일 아침
바다에서 올라오는 아침 안개의 촉촉함을 먹고 자란 찻잎은 어디서도 따라올 수
없는 맛을 낸다고 이곳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또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여러 신하들을 라오산으로 보낸 일화도 전해진다. 그만큼 라오산에서 자라는
것들은 해가 없고 품질이 뛰어나며 영험하기까지 하다는 의미이다.
주소

崂山区崂山国家森林公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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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칭궁·태청궁
太淸宮

중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도교 사원으로 규모도 가장 크고 신도도 가장 많은 곳이다. 아
늑한 해변가 앞에 위치하고 있어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타이칭궁의 역사는 한나라 때
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리안푸라는 관리가 뜻한 바가 있어 관직을 버리고 이곳에서 수도
를 하며 허술한 암자를 지었는데, 이것이 타이칭궁의 시초라고 전한다. 예로부터 중국의
제왕들이 신성시 여기던 곳이면서 명망 높은 이들이 찾아와 수행하던 곳으로 사원 곳곳에
진귀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사원 내에는 10여 채의 건물이 있다. 도교 최고의 신으
로 모시는 원시천존을 모신 삼청전, 신농씨와 복희씨를 모신 삼황전 그리고 관우와 악비
를 기리는 관악전까지. 각 건물 안에 모셔진 신상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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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기

라오산풍경구에서 셔틀버스 이용

입장료

27위안

홈페이지

www.lstqg.com

라오산차위엔·노산다원
崂山茶苑

타이칭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라오산차가 재배되는 다원들이 있다. 바다를 아래에 두고 산등
성이에 차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라오산에 있는 많은 차밭들 중에 세 곳의 차밭이 특히 뛰
어난 품질로 유명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라오산에는 크고 작은 다원들이 많이 있으며, 대부
분 차밭으로 들어가는데 별도의 입장료는 없고, 차밭이 있는 마을에 작은 숙박시설과 식당이
있어 녹차와 녹차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라오산피지우·노산맥주
崂山啤酒
라오산에서 생산되는 명품에는 녹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칭다오에는 맥주가
칭다오맥주만 있는 것도 아니다. 라오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라오산맥주 공장
에서 칭다오맥주 처럼 라오산의 청정수
로 생산하는 라오산맥주 역시 라오산의
명품이자 칭다오의 명품 맥주이다. 칭다
오의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칭다오 현지인들이 많이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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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우수이·북구수
北九水

라오산의 9개 풍경구 중 계곡의 물줄기가 풍부하기로 소문난 곳이 베이지우수이다. 등산
길의 초입부터 계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계곡에 앉아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의 모습
은 우리나라의 여느 계곡과 다르지 않다. 군데군데 라오산의 기암절벽 아래로 흐르는 계
곡물은 뛰어난 절경을 선사한다. 등산로가 무척 잘 정비되어 있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길이다.

앙코우다지우띠엔·양구대주점
仰口大酒店

라오산 양구코스 입구에 있는 식당이다. 인근에서 잡아 온 해산물들이 식당을 들어서면 마
치 난전에 온 것처럼 펼쳐져있어 직접 고를 수 있다. 라오산 지역의 음식들을 주로 맛볼 수 있
는 곳으로, 이 지역의 어느 식당에서나 맛볼 수 있는 목이버섯찜닭 요리와 굴순두부탕, 왕거
장만토우라는 칭다오 사람들이 즐겨 먹는 찐빵 요리 등이 괜찮은 편이다. 버스 618번을 타고
양구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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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산의 등산코스
라오산을 오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양구 코스와 거봉 코스. 두 코스 모두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올라갈 수 있지만 거봉 코스는 케이블카를 타더라도 약 한 시간
이상의 등산이 필요하다. 양구 코스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중간 중간 내려 타이
칭궁, 녹차밭, 삭도, 아구, 화엄사 등을 둘러본 뒤 다시 셔틀버스로 이동할 수 있다. 양
구 코스가 비교적 편안하게 라오산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인데 반해 거봉 코스는 해발
1,133미터의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로 트레킹을 즐기는 이들에게 추천할만한 코스이
다. 사전에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정해 등반하는 것이 좋다.

입장료
⇢ 양구 코스 -11월~3월 130위안(셔틀버스 요금 포함, 타이칭궁 입장료 불포함)
- 4월~11월 100위안(셔틀버스 요금 포함, 타이칭궁 입장료 불포함)
⇢ 거봉 코스 -11월~3월 90위안(셔틀버스 요금 포함, 케이블카 비용 불포함)
- 4월~11월 120위안(셔틀버스 요금 포함, 케이블카 비용 불포함)
69

04
지모시

70

칭다오시의 현급 도시인 지모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상업 중심 도시로 이름을
떨치던 곳이다. 지모시에 오면 부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번영했던
지모시는 최근 빠른 경제 발전과 관광 자원의 개발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준비
중이다. 올해 말에는 옛 지모시의 영화롭던 날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모고성
이 완공될 예정이고, 중국에서도 유명한 로주를 맛볼 수 있다. 세계적인 온천 실
내수영장이 있는 해천만오션리조트는 이미 우리에게도 친숙한 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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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천만오션리조트
海泉湾度假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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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천만오션리조트 海泉湾度假区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해양온천이 지모시에 있다. 해양온천을 테마로 한
해천만오션리조트는 유럽식 호텔, 해양온천, 아울렛 그리고 해산물 미식이라는 4
가지 콘셉트를 내세우는 초특급, 초대형 복합리조트이다. 총 65개의 해양온천 시
설을 갖추고 있어 수영, 스파, 워터파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실내 수영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유럽의 궁전을 보는 것 같은 그랜드 메트로파크 호
텔은 총 면적 3.4만 제곱미터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60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하루 2,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호텔은 국제 규모의 MICE 시설이 갖춰
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회시설, 레스토랑, 스파 등의 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다. 또한 리조트 앞은 해변으로 연결되어 있어 프라이빗한 분위기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고, 호텔의 객실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무척이나 아름답다. 리조트 내에
는 해양온천 뿐만 아니라 아울렛, 대극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 해양온천수는
온천물의 온도가 90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규산, 브룸, 나트륨, 불소 등 30여 가지
의 인체에 유익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극장에서는 ‘금도의 꿈’이라는 대형
마술극이 매일 무대에 오른다. 약 백 년 전을 배경으로 한 칭다오의 러브스토리가
흥미로운 마술과 함께 펼쳐지는 이 공연은 888명의 관객이 동시에 관람 가능하
다.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아울렛과 대륙의 기운이 느껴지는 리조트의 풍
경을 더하면 이곳에서만 며칠 쯤 묵어도 괜찮은 곳이다.

주소

即墨市滨海大道188号

찾아가기

칭다오에서 택시로 약 30분 정도 소요

73

지모라오지우박물관·지묵노주박물관
即墨老酒博物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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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모라오지우박물관·지묵노주박물관 即墨老酒博物馆
황주의 일종인 로주는 중국 북방을 대표하는 술로 지모에서만 생산되는 명주다.
지모의 기후와 환경이 로주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11.5도의 비교적
낮은 알콜 함유량으로 부드러운 목 넘김이 좋은 로주는 약간의 불맛이 느껴지며
고기 안주와 궁합이 좋다. 로주를 만드는 주재료는 좁쌀, 대황미, 이 지역의 물, 이
렇게 3가지로 다른 술에 비해 무기질 등의 함유량이 훨씬 높아 혈관 관련 질병에
높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2,400년의 지모 역사보
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로주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고 또 널리 홍보하는
곳이 있다. 2009년 설립된 지모로주박물관은 중국 북방의 유일한 황주 전문 박물
관이다. 산동 10대 문화관광풍경구 중 하나인 이곳에서는 중국의 다양한 시대와
모양의 술잔과 술병들을 볼 수 있다. 박물관 관람 후 이어지는 곳은 지하에 있는
로주 보관 창고. 입구에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곳에 들어서면 중국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항아리 독들이 가득하다. 숙성할수록 맛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로주를 구매하면 10년간 보관도 해주고, 원할 때 가져갈 수 있다
고 한다. 관람이 끝나면 한 잔씩 건네주는 붉은 로주의 맛은 긴 세월의 깊이를 마
시는 맛이다.

주소

即墨市鳌蓝路106号

홈페이지

www.jmlj.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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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온천골프장
天泰温泉高尔夫俱乐部

지모시의 온천리조트빌리지 내에 위치한 천태온천골프장은 골프와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27홀의 마운틴 골프코스는 그 어느 곳보다 푸르른 여유를 선사한다. 말
그대로 대통령골프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이미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 이곳을 찾는
골퍼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들이다. 필드 외에 잭 니클라우스 골프 아카데미, 클럽하우
스, 골프 연습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골프를 즐긴 이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고, 한국 요리도 제공 가능하다. 또한 회의실과 연회장도 마련되어 있어
단체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온천과 스파에서 피로를 풀고 안락한 휴식을 즐
길 수 있다. 칭다오 류팅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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即墨市温泉旅游度假区

지모고성
即墨古城

1,400년의 화려했던 지모시의 역사를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지모고성 프로젝트가 연
말 완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모시의 과거 고성 모습을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하게 될 지모고성은 약 17만 평방미터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이미 동,
서,남문과 학궁 등의 일부 건물 등은 모습을 드러냈고, 인근 주민들은 이곳을 찾아 부담 없
이 아침운동을 즐기고 있어, 지모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고성 내에
5성급 호텔을 비롯한 다양한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고, 이곳에 거주지가 들어서 실제 주민
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 지모고성은 칭다오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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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칭다오세계원예박람원
李沧区 青岛世界园艺博览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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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칭다오세계원예박람원
李沧区 青岛世界园艺博览园
지난 2014년 4월에서 10월까지 칭다오의 이창구에서 세계원예박람회가 개최됐
다. 총 164헥타르에 이르는 광대한 부지의 박람회장에서 열린 세계원예박람회는
‘자연에서의 생활’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칭다오세계원예박람원은 지금 시민들
을 위한 휴식처이자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모든 테마관까지
전부 둘러보려면 무려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박람원 내에는 다양
한 종의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식물원과 해양 동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족관, 여
러 국가의 전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각국의 홍보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테마의 볼거리들을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다. 녹색 생태 관광, 명품 정원, 뛰어난
건축물, 오락과 레져 그리고 비즈니스 회의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기본 30위안의 입장료가 있으며,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 입장료 가격이 달라진다.

주소

李沧区天水路2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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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에서 떠나는 산동여행
중국의 문명과 사상, 그리고 문화를 잉태한 지역 산동성은 공자의 고향이자 도교의 발
상지로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을 떨쳐왔다. 우리와는 가장 가까운 중국으로 지도를 놓고
보면 산동 땅의 동쪽 끝과 우리 땅의 서쪽 끝이 지금 당장 바다를 헤엄쳐 서로의 손을
맞잡기라도 할 것 같은 지역. 그곳에는 중국의 오악독존이라 불리는 타이산을 비롯해
너무나 많은 볼거리들이 있다. 우리와 비슷한 기후와 날씨, 익숙한 음식 맛, 그리고 정
서적인 친근함까지. 시간이 넉넉한 여행자들을 위해 칭다오에서 가볼만한 산동성의
또 다른 여행지 지난과 쯔보를 소개한다.

01

有朋自遠方來不亦樂乎
⇢ 유붕자원방래불역열호

有朋
自遠
方來
不亦
樂乎
산동성을 방문하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구로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산동 사람들은 외지에
서 찾아 온 손님을 매우 반기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형편이 아무리 어
려워도 손님이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대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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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칭다오역
칭다오시의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는 칭다오역은 칭다오와 중국 전역을 연
결하는 교통허브라고 할 수 있다. 산동의 성도인 지난과 쯔보, 그리고 유명한
타이산 역시 이곳에서 기차를 이용해 떠나는 것이 좋다. 칭다오에서 지난까
지, 또 타이산에 오르기 전 들러야 하는 타이안까지는 고속열차로 약 2시간
30분-3시간가량 소요된다.

03

지난/제남
⇢ 濟南
72개의 맑은 샘으로 둘러싸인 산동성의 성도
지하에서 보글보글 물방울이 솟아오르는 도시 지난. 집에서 흘러나온 물방울이 마
을에서 샘을 이루고, 마을의 골목과 골목 사이를 흘러나온 샘들은 호수에서 만나 바
다같이 넓은 거대한 호수를 이룬다. 지난은 그렇게 4천 년을 말없이 흘러온 곳이다.
제나라의 수도로, 산동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로 유명한 지난은 오늘날 산동성의
성도로 발전해왔다.
가볼만한 곳으로는 72개의 샘이 저마다 흘러들어와 이곳에서 거대한 호수가 된 다
밍후대명호大明湖, 색이 바랜 회색 벽돌 옛집들과 큰 장대를 들고 통통배를 젓고 있
는 사공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곡수정거리曲水亭街, 깔끔하고 맛있는 길거리음식들
이 넘쳐나는 먹자골목 부용가芙蓉街, ‘지난의 응접실’이라고도 불리며 유네스코에
서 ‘국제예술광장’으로 지정한 곳으로,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클래식 음악에 맞춰 화
려한 분수쇼가 펼쳐지는 천성광장泉城广场 등이 있다.
81

지난 여행의 정답, 유람선 투어
샘물의 도시 지난을 여행하는 가장 흥미로운 방법은 역시 물 위를 떠다니며 노니는 것
이 아닐까. 당나라의 대문호 이백과 두보가 노래한 지난의 풍류를 온전히 만끽해보는
100분간의 도시 유람.

추천 유람선 여행 코스 (소요시간 : 약 100분)

흑호천
유람선센터

천성광장

표돌천

20분

10분

오용담

30분
35분

사가항구

다밍후
서남문

가헌사

60분

50분

수문

40분

70분

소동호

수문

75분

동대문

80분

청용교

90분
100분

기상에 따라 유람선이 운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선
착장마다 승선과 하선이 모두 가능하다. 선착장은 총
10개로 각 선착장에서 10위안의 요금을 지불한다.
총 10개 선착장, 10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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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호천

쯔보 치박 淄博
실크로드가 시작된 고도古都의 품격
주촌고상성周村古商城의 옛 거리 속에서 화사한 무늬를 수놓은 실크의 향연
이 펼쳐진다. 진한 시기에 시작되어 당과 송나라 때 그 모습을 갖추고 명•청
시기에 번영을 이룬 곳으로, 날마다 금이 되로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한 때 극
히 번영했던 곳이다. 중국 최고의 비단을 생산해 실크로드라는 거대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곳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보세구保稅区이자 천하의
재화가 모여드는 교역 중심지였다. 박산博山의 거리는 도자기와 유리공예품
을 파는 가게들이 운집해 길 위의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장인들이 연출해놓은
쉬이 눈을 뗄 수없는 값진 풍경들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도시의 명성과 품
격을 아낌없이 드러낸다. 산동의 그랜드캐니언이라고 불리는 제산齊山은 깎
아지른 절벽과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들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절경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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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타이 연대 烟台
산해선경 포도주의 고장 옌타이
산동반도 동북쪽에 위치한 옌타이는 서남쪽은 칭다오와 인접해 있고 북쪽은
황해, 발해와 인접해 있다. 인구 697만명, 1.37 평방킬로미터의 옌타이는 그
이름의 유래가 독특하다. 1398년 명나라 홍무제 무렵 나라에서 이곳에 성을
건립하고 봉화대(烽火台)를 설치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연기의 누각”
이란 뜻을 가진 옌타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이다. 이곳은 지형상 산을
등지고 바다를 끼고 있어 중국인들은 이곳을 인간계의 선경이라며 극찬하기도
한다. 역사적 이야기 꺼리도 풍부하다. 여덟 선녀가 바다를 넘었다는 전설, 진
시황의 어의였던 서복이 불로초를 찾아 동쪽으로 간 이야기, 진시황이 활로 거
대한 상어를 쏜 전설 등등 옌타이 여행에 역사적 색채로 매력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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