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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그곳에 대하여

광저우

광둥, 그곳에 대하여...
광둥은 고대 백월민족(百越民族)의 거주지로 10만년 전에 이미 봉개인(封开人), 구강마패인(曲江马坝人)이 이 지역

에 거주하였으며 월(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진(秦)조 말에 조타(赵佗)가 남월국(南越国)을 세웠고 오령이남(五
岭以南)은 점차 문화·지리적 개념의 영남으로 발전하였다.

영남문화는 본토 문화와 남쪽으로 이주한 중원 문화 및 바닷길을 따라 들어온 해외 문화가 융합되었고, 광부(广府), 객가
(客家)와 조산(潮汕)으로 이루어진 3대 민족 체계를 이루었으며 중원대륙과는 다른 독특한 지역 문화와 함께 발전하였다.

광둥은 무역의 문화와 역사가 유구한 지역으로, 3000년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대형 무역 항구를 갖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

의 중요한 시작점이자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된 통상 항구 중 하나이며, 특히 현대공업(现代工业)과 민족공업(民族工
业)의 발원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광둥은 중국 근 ·현대 민주혁명의 발원지로 중국 내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광둥에서 발생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유명한 다

수의 민주 혁명 지도자와 무산 계급의 혁명가를 배출하였고 또한 청조의 통치를 뒤엎은 손중산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
다.

광둥은 화교의 고향으로 불린다. 광둥, 홍콩, 마카오의 본을 두었으나 현재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화교, 화인이 이미 약

3000여 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동남아와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5대주 100여개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개
방적이고 관용적인 영남문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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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NE

광둥 여행 개요
떠나기 전 Check Point / 한국에서 광둥으로 / 광둥 바이윈공항에서 광저우 시내로 / 광둥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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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O GUANGDONG

떠나기전 CHECK POINT
비 자 (visa)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선 중국 비자 기관으로부터 신분과 방문목적에 적합한 비자
를 반드시 발급해야만 한다. 비자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

아있는 여권과 중국인민공화국 비자신청서, 여권용 증명사진 등이 필요하며,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 또는 대행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
서울 (서울 스퀘어)

서울 (남산스퀘어)

부산

광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1670-1888
02-6260-8855
www.visaforchina.org/SEL1_KO/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2로 38 해운대
아이파크 C1 5층
1670-1888 051-920-0877
www.visaforchina.org/BUS_KO/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3층
02-750-7800 02-750-9696
www.visaforchina.org/SEL2_KO/

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생명
누문동빌딩 7층
062-529-1810, 062-606-8800
062-529-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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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시 30분
- 비자발급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비자 신청서류 : 여권, 신분증 복사본, 여권용 사진 1매, 비자신청서, 중국 호텔의 예약확인서,
왕복 항공권 또는 경유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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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 전 체크포인트

단체비자
단체비자는 5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이 동일 왕복 항공편을 이용한다면
별지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중국 입국, 28일 안에 중국을 출국해
야 하지만 개인비자에 비해 가격이 반값 정도로 저렴하고 출입국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꽤 편리하다. 공항 입국장에서 비자 사본에 나열된 순서대로 줄을 서서 심사를 받아야한다.

광둥 기본 여행 정보
날씨

환전

광둥은 아열대 계절풍 기후로, 기후가
온난하며 연평균 기온이 21.8℃에 달
한다. 여름은 무덥고 강우량이 많은 편
이며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다. 봄은
3-4월이고 우기이며, 가을과 겨울은
아주 짧고 온난 건조하여 이때가 여행
의 최적기이다.

중국은 인민폐를 사용하며 흔히 위안
(元)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 환전업무
는 국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중국은
행(中国银行)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또한 큰 상점에서만 마스터, 비자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현금으로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전압

로밍

한국과 같은 220v를 사용하며, 플러그
의 모양이 다르지만 호환 가능하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각 통신사 로밍 센
터가 위치해 있다. 중국의 경우 일반적
인 데이터 로밍뿐만 아니라 유선 통화
와 결합된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
하면 된다.

시차

한국보다1시간이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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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O GUANGDONG

한국에서 광둥으로

한국에서 광둥으로

항공편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 등이 한국의 서울, 부산에서 중국

광둥의 광저우, 선전으로 운행되는 직항 항공편을 운행하고 있다. 광저우의 바이윈
공항(白云机场)은 중국 국내 2대 공항이라 불리며 그 규모는 베이징 쇼우두공항에
버금간다. 또한 국제 항공 노선에 있어 주요 환승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광저
우 바이윈 공항에서 세계 각지로 향하는 기타 항공편의로의 환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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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O GUANGDONG

광둥 바이윈공항에서 광저우 시내로

공항버스

택시

지하철

시내로 가는 공항 버스는

광저우 택시의 기본요금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할 경

내의 큰 호텔, 대형 광장,

킬로미터 이후부터는 1

지 이동이 가능하고 가격은

총 10개의 노선이 있고 시
교통 요충지를 지나가며,
노선 별로 20-30분 간격
으로 운영된다. 거리에 따
라 비용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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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바이윈공항에서 광저우 시내로

은 10위안이며 기본 2.5

킬로미터당 2.6위안씩
추가된다. 고속도로 톨

게이트 비용은 탑승자가
지불한다.

우 공항에서 광저우 시내까
2위안부터 시작하며 거리
에따라책정된다.

광둥에 대해 알아보자

TRAVEL TO GUANGDONG

광둥에 대해 알아보자

지리적 위치

한국

광둥

광둥은 중국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해있으며 북위 20°～25°구역으로 북
회귀선이 광둥성 전체를 관통한다. 홍콩, 마카오와 인접해있고 한국과는
2000여킬로미터 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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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에 대해 알아보자

언어
광둥은 중국 내에서 방언의 종류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이며 그 중 대표적인 방언이
바로 광둥어(Cantonese)이다. 예전엔 광둥 사람과 북경인이 대화를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광둥어는 보통어와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외에도 객가어(客家话), 조산어(潮汕话), 진강어(湛江话) 등 많은 방언들
이 있다.

교통편
광저우는 중국 남방지역 최대의 교통 허브로, 광저우역, 광저우동역과 광저우남역 총

세곳의 기차역이 있다. 광저우역은 광저우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차역으로 주로 일반

열차의 시발역이다(반대말 종착역). 광저우동역은 선전, 홍콩 및 중국 기타 도시로 향
하는 열차의 시발역이다. 광저우남역은 고속철의 시발역이며 고속철을 통해 중국 각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입국정책
광저우 바이윈공항(白云机场)은 72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유

(환승)목적의 여행자가 해당 정책 이용 가능한 국가에 속하며 임시 체류 시간이 72시
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비자 발급을 받지 않고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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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에 대해 알아보자

광둥의 특색
광둥은 중국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있으며 중국 역사상 신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

으로 현재까지도 중국 경제발전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리적 환경
및 역사 · 문화적 배경과 독특하고 특색 있는 지역 경제와 결합하여 광둥은 중국에서 가장 매
력있는 여행지 중 하나로 발전했다.

광둥이라는 지역은 각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이 오더라도 모두 자신이 원하고 좋
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며 그 예로 다음의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영남문화

영남지역의 대표적 건축 문화로는 기루(骑楼), 위옥(围屋, 토루), 영남원림(岭南园林),

고대 촌락(古村古民居), 개평조루(开平碉楼)가 있고, 대표적 민속 공연으로는 용선경기

(龙舟竞赛), 사자탈춤(舞狮舞龙)이 있으며, 대표적 희곡 음악으로 월극(粤剧, 광둥), 조
극(潮剧, 차오산), 한극(汉剧, 한족)이 있다. 또한 대표적 공예품으로 광수(广绣, 광둥의 자

수), 단연(端砚, 벼루), 석만도소(石湾陶塑, 도자기)가 있고, 바이윈산(白云山), 단씨아산
(丹霞山), 시치아오산(西樵山), 루어부산(罗浮山) 등 영남의 대표적인 명산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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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에 대해 알아보자

활력이 넘치는 상업도시

광둥은 무역 문화와 역사가 오래되었고
중국 역사상 신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
들인 지역이다.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하였고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곳으
로 국제 대도시의 풍모와 천년 역사의

무역도시의 깊은 역사가 화합을 이루고
16

있다.

광둥에 대해 알아보자

아름다운 해안

중국 대륙에서 해안선의 길이가 가장 길고,
해역이 매우 광활하다. 4114킬로미터에
달하는 황금 해안은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

고, 푸른 바다와 1400여개의 아름다운 섬

을 품고 있으며, 바람에 부서지는 파도와 따
뜻한 봄날에 만개하는 아름다운 꽃을 감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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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에 대해 알아보자

미식의 본고장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 정교한 조리법, 친절한 서비스는

광둥 요리의 색, 향, 맛, 멋을 뜻한다. 광둥 요리는 중국 8대
미식 중 으뜸으로 꼽히며, 음식하면 광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미식의 본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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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TWO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관광지 / 야경포인트 / 호텔 / 광둥요리 / 여행 추천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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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가 함께하는

광둥도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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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탑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Canton Tower

광주탑

(广州塔)

2005년 10월 1일 문을 연 광저우 타워 (캔톤 타워)는 광저우

广州市海珠区阅
江西路222号

시내를 가로지르는 주강 남단에 위치한 방송 전파용 타워이다.

AM09:30-PM10:30

로 세운 송신탑 150m가 더해져 총 600m의 높이로 도쿄 스

020-89338222
150위안

지하철 : 广州塔역,
버스 : 广州塔역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광저우 타워는 건물 450m, 건물 위
카이 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탑이다. 광저우 타

워 위에서는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데 108층에 위
치한 실내 전망대, 111층에 위치한 실외 전망대가 있다. 실외

전망대에는 시내 전경을 360도로 감상 할 수 있으며 버블트램

과 스카이 드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21

광주탑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밤에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서연

외관이 너무 이쁘더라.

광저우의 야경이 화려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22

광저우의 랜드마크! 늘씬하게

슬비

쭉 뻗어서 밤에봐도 예쁘고,

낮에봐도 예쁜 광저우타워는
정말 사랑입니다 ♡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버블트램 & 스카이 드롭

Bubble Tram & Sky Drop

버블트램 &
스카이 드롭

광주타워의 명물로는 488m의 높이에 위치한 전망대,
버블 트램(Bubble Tram)과 스카이 드롭(SkyDrop)을

꼽을 수 있다. 버블트램은 광저우 타워 꼭대기에 위치
해 15도 각도를 따라 경사지게 설치된 레일을 한 바퀴
도는 관람차 역할을 한다. 총 16개의 원형 기구가 운행

중이며 광저우 시내 전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즐길 수 있

다. 스카이드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직 낙하 어트랙
션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455m-485m사이를
오르내리며 특별하고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

23

버블트램 & 스카이 드롭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낮이나, 밤, 언제와도 광저우를 한눈에 보기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높은 타워 위에 놀이기구가 있을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서연

앉아서 편하게 광저우 시내를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더라.
무서울 줄 알았는데 버블 트램이 생각보다 천천히 돌아서 좋았어.

슬비

24

장륙파크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CHIME LONG Park

장륙파크

(长隆旅游度假区)

광저우 장륙파크는 광저우

리 투어를 통해 관람할 수 있

크로 놀이기구, 극장, 퍼레이

처음으로 야외온수 시스템

에서 가장 사랑받는 테마파
드, 생태레저, 특색음식을 포

함한 세계 최첨단 테마파크
이다. 장륙 야생동물원은 팬

더, 코알라, 백호 등의 동물을

다. 장륙 워터파크는 중국 내

을 적용하여 많은 손님들이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관리, 보호하고 있으며 사파
广州市番禺区迎宾路

020-39932888

AM09:30-PM06:00

250위안
25

26

27

장륙파크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난 롤러코스터는 너무 무서웠어 ㅠㅠ

서연

두 개의 층으로 운영되는 회전목마는 처음봤는데 색다르고 재밌었어!

거의 90도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타고 소리질렀던

슬비

28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꺅)

CHIME LONG Park

장륙사파리

29
29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30

장륙사파리

장륙국제서커스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Chimelong International Circus

장륙국제서커스
(长隆国际大马戏)

广州市番禺区迎宾路
AM08:30-PM05:30
020-84796600
300위안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10

있다. 특히 타 서커스들과 확

서커스로 자리매김 했다. 화

이 인상적이다. 7000석 규모

여년 동안 중국 최대 규모의
려한 조명과 무대장치는 라스
베가스 현지에서 활동 중인

프로듀서와 디자이너가 구상
하였고 그 외에도 아찔한 퍼
포먼스, 다양한 퍼레이드, 동

물들의 곡예쇼 등을 즐길 수

연히 구분되는 대륙의 스케일
의 공연장과 세계 각국 20여
개 도시에서 모인 300여명
의 아티스트, 500여 마리의

동물 등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한다.

31

장륙국제서커스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라스베가스랑 마카오에서 직접 쇼를 봤었는데,

서연

거기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더라!

중국의 스케일에 다시한번 놀랐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쇼였던것 같아. 가족 단위로 오기에도 정말 좋을것같아!

슬비
32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장륙국제서커스

33

동부화교성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OCT East Shenzhen

동부화교성

(东部华侨城)

深圳市盐田区大梅沙东部华侨城
평일AM09:30-PM18:00
0755-88889888
대협곡200위안
계곡180위안

버스 : 华侨城大侠谷역
34

2003년 8월에 설립한 동부화교성은 화치아오청
그룹이 투자한 대형 종합 생태 관광지이다. 구릉지
대의 독특한 해변산지를 활용하여 만든 대규모 자

연 관광지로, 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라

는 슬로건을 가지고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다.
스위스의 자연을 모티브로 꾸며 놓은 인터라켄 마
을, 녹차밭, 대규모 꽃밭, 협곡, 놀이공원, 골프장,

스파 등 자연을 활용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곳
이다.

동부화교성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루할 틈이 전혀 없었어~

서연

가족단위로 오기에 정말 좋은 곳 같아!

동부화교성이 넓어서 2-3일 코스로 잡고 온다더라~

슬비

호텔 컨셉도 다양하니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35

꽃밭 & 녹차밭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Tea Stream Valley

꽃밭&녹차밭

사계절 피어있는 대규

에서는 고급 녹차가 재

고 꽃 뿐만 아니라 나비,

확해서 가공해보는 체

모의 꽃밭이 펼쳐져 있
개구리, 물고기 등 비교
적 완벽한 자연 환경을

재연해 놓았다. 계단식

으로 이루어진 녹차밭
36

배되며 직접 녹차를 수

험 프로그램도 운영중
이다.

꽃밭 & 녹차밭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공기가 정말 맑고 깨끗해서 거대한

서연

식물원을 산책하는 기분이었어.

생각지도 못한 큰 규모에 정말 깜짝 놀랐어!

슬비

향긋한 녹차밭을 산책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지못할꺼야.
37

인터라켄빌리지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Interlaken OCT

인터라켄 빌리지
深圳市盐田区
大梅沙东部华侨城
400-860-1388,
0755-88883333

2007년에 인터라켄 호텔이 오픈한 이래로 인터라켄
빌리지는 OCT의 메인 관광지가 되었다. 스위스의

인터라켄을 모티브로 조성된 인터라켄 빌리지는 마

치 유럽에 온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
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호텔 앞쪽으로 펼

쳐진 호수, 높은 산과 유럽식 건축물, 프라이빗 스파
로 유명하다.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중국의 작은 유럽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것 같아

서연

기차타고 넓게 펼쳐진 산과 호수를 감상하니까 너무 좋더라

찰리채플린 아저씨 분장을 한 직원이 곳곳에서 풍선도 선물해주고,

슬비
38

재미난 포즈로 같이 사진도 찍어줘서 정말 재미있었어!

39

진가서원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Chen Clan Academy

진가서원

(陈家祠)

广州市中山七路
AM08:30-PM05:30
020-81814371
10위안

지하철 : 陈家祠역
버스 : 陈家祠역

광저우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광둥성 내 72개 마을에서 살고

있는 진씨 일족의 사당이다. 청나라 말기에 지어졌으며 이 곳에

서 진씨 가문의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 자녀들의 교육
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영남지역의 수려한 건축 양식을 감상 할

수 있는데 특히 처마의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이 인상적이다. 나

무, 돌, 도자기, 석회 조각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였고 화려한
색감으로 생동감을 더 했다. 현재는 광둥성 민간 공예품 전시관

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상아로 만든 장식품, 자수 등 수준 높은
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다.

40

진가서원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지붕위에 올려진 장식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진씨 가문의 부와 명성이 정말 대단했던것 같아!

서연
‘저걸 어떻게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을까?’ 싶을정도로
조각들이 예술이더라. 실제로 광저우 사람들이 손재주가

슬비

좋아서 수공예품들이 기념품으로 유명하대~

41

월수공원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Yue Xiu Park

월수공원

(越秀公园)

월수공원은 광저우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초목이 푸르고,
다양한 고목이 있으며,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다. 또한
중산기념비, 광저우 고성의 성벽 등 많은 문화적 건축물과

역사 유적이 있고 자연과 인공이 잘 어우러졌다. 그 중 오양

석상(五羊雕塑)은 생동감이 있고, 각각의 양의 자태가 다
르며, 광저우의 별칭인 양성(羊城)의 상징이 되었다.

广州市越秀区解放北路 988号
AM09:00-PM05:00
020-86662357
42

지하철 : 越秀公园역
버스 : 越秀公园역

여지만용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Lai Chi Wan Chung

여지만용

(荔枝湾涌)

广州市荔湾区西关泮塘一带
020-81968061

지하철 : 中山八路, 长寿路역
버스 : 泮塘역

예로부터 여지만용을 시냇물이 푸르러지면 하천 양 옆의 리

치가 붉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 할 만큼 강가의 비친 리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강가를 따라 산책로를 걷다보면 양쪽으로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중국 남방지방의 전통가옥을 감상할
수 있으며 푸른 물과 돌다리 등 아름다운 옛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강을 따라 걷다보면 호수 공원으로
이어지는데 광저우 시민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광동식 차와 광동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전
통식당이 있다.

43

여지만용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강변을 따라 펼쳐진 전통가옥들이 신기했어 중간쯤에 위치한

서연

퍼시픽커피 테라스에서 풍경을 즐기면 좋을것같아!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서 다같이 체조하고, 제기차는
44

슬비

풍경을 보면서 여유 있는 광저우 사람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

사면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Shamian Island

사면

(沙面)

广州市荔湾区珠江叉岔口
白鹅潭畔
0757-85993319

사면(沙面) 혹은 샤미엔이라고도 하며, 광저우의 유럽이라고

불리는 작은 인공섬이다. 주강의 물줄기가 사면을 둘러싸고
있고, 대서양 열강의 조계지로 그 당시 건물들이 남아있어 이
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과거에는 외국 영사관들이 들어

와 있었고, 현재는 미국 영사관이 주재하고 있다. 건물과 조경
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웨딩 촬영이나 쇼핑몰 촬영 하는 사
람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45

사면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다음에 광저우에 온다면 샤미엔에 숙소를 잡고싶을만큼

서연

분위기가 좋았어 산책하기에도 사진찍기에도 너무 이쁜곳이야!

나는 사면에서 스타벅스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

슬비
46

민트민트한 외관이 진짜 예쁘더라~

남월국궁궐유적지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The museum of Nanyue King Mausoleum

남월국궁궐유적지
(南越国宫署遗址)

广州市越秀区北京路374号
AM09:00-PM04:30
: 020-83896543
지하철 : 1호선 农讲所역 A/D 출구,
公园前역 F/D출구
버스 : 财厅역

서한 남월왕묘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며 BC 3세기~AD
2세기경 번영했던 남월국 2대 왕의 묘를 중심으로 건축

했다. 현재 영남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채색 석실
묘이고, 2천여 년 전 당시 수장되었던 귀중한 유물과 원
형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묘는 발굴 당시 중국 고고학계
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47

남월국궁궐유적지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난 영어나 한글로 설명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아서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

서연
크고 쾌적한 박물관을 만들고 유적을 잘 보존하는 모습을 보며

슬비

48

광저우 사람들의 역사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성황묘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Du cheng huang Temple

성황묘

(城隍庙)

广州市越秀区中山四路
忠佑大街48号
AM08:00-PM06:00
무료

성황묘는 도시와 마을을 지켜준다는 성황을 모신 사당이다.
당시 서민들은 불길한 일이 생기면 귀신들이 조화를 부린다
고 생각하여 이 청황미아오에 와서 헌금을 내고 향도 피우며
기도했다. 명나라 시대에 세워진 이 곳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훼손되었다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재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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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묘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서연

청황미아오에서 음력 정월대보름에는
민속문화 대행진을 한대~
평일 낮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

50

슬비

북경로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Beijing Road

북경로

(北京路)

广州市越秀区北京路
지하철 : 1호선 혹은 2호선
北京路역, 6호선 公园前역
버스: 北京路역

광저우의 명동이라 불리는 역

활기찬 북경로의 분위기를 느

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에는 천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사상 가장 오래된 거리로 현재
거리의 양쪽에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고, 쇼
핑, 먹거리 등을 즐기기 위해

낄 수 있다. 북경로의 초입부

보존해 놓은 천년 고루 유적이
있다

찾아 온 사람들로 늘 북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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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로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평일에도 사람이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어! 볼것도 많고

서연

살 것도 많아 보여서 시간이 훌쩍 가더라~

중국 젊은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 서점에서

슬비
52

중국 서적도 구경하고, 길거리 음식을 사먹는 재미도 쏠쏠했어~

상하구 보행자거리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Shangxiajiu shopping street

상하구 보행자거리

(上下九步行街)

广州市荔湾区的上九路, 下
九路、第十甫路之间

광저우의 가장 큰 번화가 중 한 곳으로, 영남지방의

특색을 지닌 전통 상점들과 세계적 체인점들이 들어
와있다. 약1.2km의 쭉 뻗은 거리를 따라 옷, 음식,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집중되어 있어

쇼핑과 맛집 탐방을 함께 즐기기 좋다. 독특하고 화

려한 네온사인이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어 이국적
인 풍경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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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구 보행자거리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큰 거리에서 살짝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광저우 사람들의

서연

생활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빨간 등과 간판이 즐비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슬비

54

광저우에서 가장 중국의 느낌이 물씬 났던 곳인 것 같아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은녕로 노기루가

Arcade of En Ning Road

은녕로 노기루가
(恩宁路老骑楼街)

广州市荔湾区恩宁路

지하철 : 黄沙역
버스 : 文化公园역
수상버스 : 西堤码头역

기루 (骑楼)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남쪽 지역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지은 건축 양식이고 은녕로노광주기루가는 오래 전 광저우 서쪽

지역의 가장 번화했던 곳으로 현재는 광저우에서 가장 아름다운
옛거리로 불리고 있다. 광저우에서 가장 길고 온전하게 보존된 기
루이며 서쪽지역의 특색있는 기루의 모습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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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유람선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Pearl River Cruise

주강유람선

(珠江游)

주강 연안의 문화 유적지는 매우 다양
하며, 낮에는 파란하늘 아래의 수려한
경치를 즐길 수 있고 밤에는 양안의 화
려한 조명을 통해 멋있는 야경을 볼 수
있다.
56

大沙头码头 西堤码头 天字码头
广州塔码头
PM07:30-PM09:45
020-83753751,020-83799817,
020-83793127
58-198위안

광둥성 박물관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Chen Clan Academy

광둥성 박물관

(广东省博物馆)

广州市珠江东路 2号

월요일 휴무 AM09:00 - PM17:00
020-38046886
무료
지하철: 珠江新城,
猎德, 广州大剧院역
버스: 冼村南路,

广州歌剧院역

광둥성 박물관은 성급 박물관이며 국가 1급박물

관이다. 광저우시의 애국주의 교육을 실천하게
한 곳이기도 하다. 광둥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으로 나누어 역사관, 자연관, 예술관, 임시관 등
4개의 관으로 나누어 영남문화의 특유의 개성과
광둥성 박물관의 수준을 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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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인상원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Lingnan Impression

영남인상원

(岭南印象园)

广州市番禺区大学城外环西路
AM09:00-PM05:00
020-39341333
60위안

지하철 : 大学城南역
버스: 岭南印象园总역

58

영남인상원은 전형적인 영남 전통 스타일의 건축물
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로, 많은 광둥 무형 문화유산
을 보유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천년

의 역사를 지닌 영남지역의 민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사만고진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Shawan

사만고진

(沙湾古镇)

중국 남부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고대 마을이다. 조각, 그림, 사
당, 박물관 등에 영남 지방의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한적하고 고요한 골목을 거닐며 예술가들의 작품을 구경하기
좋다. 특히 샤완구쩐 내의 많은 건축물들이 각각 전통적 특색을
담아 지어져 건축학적으로도 조명 받고 있다.
广州市番禺区沙湾镇
大巷涌路112号
AM09:30-PM05:30
020-8181437
30위안

버스: 文体中心역

59

사만고진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서연
골목골목 특유의 느낌이
인상적이였어.사진으로
영남 지방의 옛모습을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슬비
사만고진은 너무 날씨가
맑은날보다는 흐리거나

비오는 날 와서 걷는다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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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효사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Guangxiao Temple

광효사

(光孝寺)

广州市越秀区光孝路109号
AM06:30-PM05:00
020-81088867
10위안

지하철：纪念堂역

버스：人民北路역

광둥의 유명 고건축물 중 하나로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남 건축 역사에서 독특한 스타일과 유파
를 창시하였다. 육조혜능(六祖惠能) 은 일찍이 광효사

에서 다년간 거주하였고 풍번문답(风幡问答)에 대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또한 광효사는 육조혜능이 창설한
남종선의 발원지이다.

61

보묵원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Baomo Garden

보묵원

(宝墨园)

广州市番禺区沙湾镇紫坭村
AM08:30-PM18:00
020-84747238
54위안

광저우시 주변에 위치한 정원으로 청나라 말기에 조성되었
으며 문화 혁명 시기에 훼손되었다가 1995년 화교들의 기부

로 중건되었다. 최초 면적은 0.33ha였으나 현재는 6.6ha까

지 확장하였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AAAA급 풍경구

로 지정된 이 곳은 영남 지역 고건축 예술, 원림 예술과 남방
지역의 특색 있는 모습을 감상 할 수 있다. 이 안에는 그림, 서
예, 도자기, 동제품, 옥제품 등 다양한 예술품을 관람 할 수 있

는 박물관이 있고 전통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장 등 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잉어 먹이주기 프로그
램, 수영장도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연과 문화
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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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묵원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넓고 한적한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

서연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잉어 먹이주기 와 배타는 체험은 꼭 해보라고 추천하고싶어!

슬비

63

환락해안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OCT Harbour

환락해안

(欢乐海岸)

深圳市南山区白石路东8号
0755-26900991

지하철 : 侨城东역
버스 : 欢乐海岸, 华侨城湿地역

64

환락해안은 전세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아

이디어를 모아 만들었으며 비즈니스, 관광, 레저,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혁신적인 복합몰의
형태를 하고 있다.

금수중화민속촌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Lingnan Impression

금수중화민속촌
(锦绣中华民俗村)

深圳市南山区深南大道
9003号
월-금 AM10:00-PM09:00
토-일 AM9:30-PM09:00
0755-26600626

금수중화민속촌은 중국 국내 제일의 소수 민족 민간 예

술, 그 지역의 풍토와 민가를 갖추고 있다. 현재 민속촌에

총 24개의 소수 민족 민족촌이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실
제 모습을 본떠서 지어졌다.

90위안

지하철: 华侨城역
버스: 锦绣中华역
65

대매사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Da Meisha & Xiao Meisha

대매사

深圳市盐田区盐梅路33号

(大梅沙)

AM09:00-PM05:00
0755-25255606
버스 : 大梅沙역

대매사는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며 아름답기로 유명
한 선전의 해수욕장이다. 선전 염전구에 위치하여

봉성십경 중 하나로 꼽히며 다른 이름으로는 해사
답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선전에서 가장 긴 해안

과 고운 모래를 가진 대매사 해빈공원에는 휴가 온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유원지와 대형 아울렛도
있어 가족 여행지로도 인기가 많다. 대매사 아울렛
은 유럽풍 건물로 지어져 있고 큰 인공호수를 사이

에 두고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중국의 자체

브랜드와 세계 각국의 브랜드 쇼핑이 동시에 가능
하다.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작고 소박한 분위기의 해변이었던 것 같아~

서연

해변에서 놀고 쇼핑까지 마치면 휴양의 완성일 듯!

우리한테 익숙한 브랜드가 많아서 그런지

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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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 쇼핑이 정말 재미있더라.

대분유화촌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DaFen Village

대분유화촌

(大芬油画村)

深圳市龙岗区布吉街道布
沙路与深惠路
0755-84732633

지하철 : 木棉湾, 大芬역
버스 : 大芬油画村역

대분유화는 중국 국내에서 유명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상품이다. 대분유화촌은 유화와 복제 예술품가공이

그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화, 서예, 공예, 조

각 그리고 액자, 물감 등의 산업이 운영되어 대분촌 중
심으로 유화 산업권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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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맥주거리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The Sea World Bar Street(SheKou)

사구맥주거리
深圳市南山区蛇口
지하철 : 海上世界역
버스 : 海洋大厦역

68

(蛇口酒吧街)

사구맥주거리는 선전의 바(bar)문화의 발원지이며

선전의 란콰이팡으로 불린다. 다양한 스타일과 이
국적인 분위기의 바가 즐비하다.

관란후 골프클럽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Ersha Island

관란후 골프클럽
(观澜湖高尔夫球会园)

深圳市龙华新区观澜高尔夫
大道1号
0755-28020888
회원제

선전에서 쇼핑몰을 갖춘 유명한 복합 골프 센터로, 216
개의 홀과 12개의 대규모 구장을 갖추고 있어 기네스

세계 레코드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골프 클럽으로 등
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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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 포인트 NIGH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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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야경포인트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Night View

야경 포인트

광주탑

广州塔, Canton Tower

광저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광저우 전경을 내려

다 볼 수 있는 주요 관광 포인트이다. 주강을 따라 펼
쳐진 광저우의 시내 모습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다.

화성광장

花城广城, Flower City Plaza

광저우 타워를 정면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넓은 광장이
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렸던 곳으로 도서
관, 박물관, 금융센터 등 광저우의 주요 건물들이 둘러

싸고 있다. 바닥에는 화려한 무지개색 LED 조명이 곳
곳에 불을 밝히고 주변에 고층 빌딩과 함께 나무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어 주강을 따라 산책하거나 야경을
보기에 좋은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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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야경포인트

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엽덕대교

猎德大桥, Lie de bridge

총 길이는 480m로, 톈허 지구와 하이주구 사이를 연

결하는 아치모양의 둥근 대교이다. 넓은 보행자 통로
가 있어 도보로 건널 수도 있는데, 다리 위에서 광주타

워와 주강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야경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파티맥주거리

琶醍啤酒街, Party Pier

주강맥주공장 옆으로 이어지는 맥주거리는 광저우 타
워와 리에더대교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요 야경 포인
트다. 맥주를 즐기며 주강 강변에 펼쳐진 화려한 야경
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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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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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뷰 O-CITY 호텔, 카고 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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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대매사경기쉐라톤 휴양리조트, 환락해안람석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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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White Swan Hotel

백천아호텔

(白天鹅宾馆)

주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사면의 역
사와 함께하는 백천아호텔은 사면 뿐만 아니라

광저우 전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한 곳

이다. 중국의 첫 5성급 호텔이며 호텔 내부에도
거대한 영남 스타일의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다
년 간 광저우를 방문한 귀빈들이 묵어간 곳으로

유명하다. 6가지의 룸타입이 있고, 가장 큰 규모
의 룸은 150평이 넘는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포함한 40여 명의 국가 원수와 정부 지도
자들을 이 곳에서 대접하였을 정도로 고급스럽
고 아름다운 호텔이다.

广州市荔湾区沙面南街1号
020-81886968
www.whiteswanhotel.com

LN Garden

가든호텔

(花园酒店)

광둥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완벽하
게 조화 이룬 호텔이다. 광둥 전통 음식으

로 유명하며 녹색 환경 보호 경영을 지속

적으로 강조하며 저탄소를 지향하는 호
텔이다. 여행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하
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적합한 숙소이다.

广州市越秀区环市东路368 号
020-34296799
www.gardenho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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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Guangzhou Shangri-La Hotel

샹그릴라호텔
(香格里拉大酒店)

성심성의껏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호텔로 유명하다. 특유의 기 스
파와 독특한 아시아 스파 등 건강을

강조한 스파가 유명한데, 손님이 호화
롭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여유를 즐
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广州市海珠区会展东路1号
400-6022066
www.guangzhou-shangri-la.com

Hotel Landmark Canton

화하호텔

(华厦大酒店)

아름다운 주강과 해주광장의 중심부에 자

리잡고 있다. 따라서 교통이 좋으며 쇼핑 하
기에도 편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

며 합리적인 가격대이다. 호텔은 39층로 이

루어져있으며, 483개의 룸을 소유하고 있

다. 다양한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어 고객에
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广州市越秀区侨光路8号
020-83355988
www.hotellandmarkcanton.com
76

호텔
7 Days Inn

세븐데이즈호텔

(7天连锁酒店)

자유여행 관광객에 적합한 저렴한 체인
호텔이다. 체인수가 많고 곳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점들이 주로 시내 번

화가에 위치해 있어 늦은 시간까지 관광
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 적합하다.
호텔 체인, 전국 분포
400-8740087

www.7daysinn.cn

Interlaken OCT Hotel Shenzhen

인터라켄호텔
(东部华侨城茵特拉根酒店)

인터라켄 빌리지 내의 초호화 5성급 호
텔로 스위스 문화를 주제로 지어졌으며,

타운하우스, 풀빌라, 주택 등이 모여 인
터라켄 빌리지를 이루고 이곳에서 스포

츠, 호텔, 스파, 공연, 쇼핑 등이 가능한
럭셔리 휴양 리조트 이다.

深圳市大梅沙东部华侨城茶溪谷
0755-88883333
www.octeasthot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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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Oasis O-city Hotel

오아시스 O-city
(东部华侨城黑森林酒店)

호텔 중앙에 시계탑이 위치해 있고
마치 동화마을에 들어온 듯 한 느낌

의 호텔이다. 차밭과 인터라켄 마을

과도 인접해 있어서 관광하기에 입
지가 매우 좋다.

深圳市大梅沙东部华侨城茶溪谷
0755-2217-2088
www.octeasthotels.com

Otique Aqua Hotel

오티크 아쿠아 호텔
(东部华侨城瀑布酒店)

워터파크 옆에 위치해서 아쿠아 컨셉으
로 꾸며진 호텔이다. 또한 폭포 아래에

위치해 있어 호텔 안에서 폭포를 감상 할

수 있다. 각 객실과 복도에 다른 향과 소

리를 배치하여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
하는 것이 특징이다.

深圳市盐田区深圳盐田区大梅沙东部
华侨城
0755-252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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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cteasthotels.com

호텔
Parkview O•City Hotel

파크뷰Ocity 호텔
(深圳东部华侨城房车酒店)

럭셔리한 캐러밴 캠핑카를 파크뷰 O CITY

호텔에서 만날 수 있다.세련된 인테리어와
친환경적인 자재로 건축 된 건물로 들어가

면 자동차를 컨셉으로 한 프론트 데스크, 로

비, 룸 등에 차와 관련된 요소들이 재미있게
배치되어 있다.

深圳市大梅沙东部华侨城云海谷

0755-25283333
parkview.ocityhotel.cn/

OCT East Cargo Hostel Shenzhen

카고 호스텔
(深圳东部华侨城咖酷旅馆)

컨테이너로 지어진 저가형 호스텔
이다. 룸은 4인실, 6인실 등 여러

명이 함께 묵을 수 있는 도미토리

형태이며 OCT 내에서 가장 저렴
한 요금 덕에 가족 여행객과 배낭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새로운

개념의 저탄소 빌딩(LCB)으로 온
실가스 방출을 최소화하여 설립하
였다.

深圳市盐田区大梅沙东部华侨城大侠谷
0755-22172066
www.octeasthot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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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Mahayana OCT Boutique Hotel

마하야나OCT
부티크 호텔
(东部华侨城菩提宾舍)

불교 컨셉으로 꾸며진 부티크 호텔로 각 객

실마다 불교 사상을 담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불교신자들을 배려해 식사가 사찰식

으로 제공되며 호텔 복도에서 사찰로 이어
지는 통로가 있어 절에서 머무는 느낌을 느
낄 수 있다.

深圳市盐田区大梅沙东部华侨城华兴寺
0755-25281111
www.octeasthotels.com

Mission Hills

관란호휴양리조트
(观澜湖度假酒店)

세계에서 가장 큰 골프클럽인 관란후 골

프클럽 안에 위치한다. 골프와 레저 휴양

지로 유명하고 하이엔드 여행을 즐기기
좋은 숙소이다.

深圳市宝安区观澜高尔夫大道1号
0755-6128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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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Sheraton Hotels& Resorts

대매사경기쉐라톤휴양리조트
(大梅沙京基喜来登度假酒店)

호수형 야외 수영장에서 일광욕과 수영
을 즐기고, 실내 수영장과 자쿠지 욕조도

즐길 수 있다. 호텔 내 소재한 유리 타임
스파센터에서 고품격 스파 서비스도 만
끽할 수 있다.

深圳市盐田区大梅沙盐葵路9号
400-0181112
www.dmsjjhotel.com

Bay Breeze

환락해안람석호텔
(欢乐海岸蓝汐精品酒店)

바다 경치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멋진 바를 즐길 수 있고, 호텔 내
의 도서관에서 3000여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광둥식 아침 식사를 제공하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숙소
이다.

深圳市南山区华侨城白石路东8号
400-8309996
www.baybreezehot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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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요리

CANTON FOOD

82

광둥요리
canton food

주요 요리 소개

광둥요리는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광둥지역에서 먹는 요리

를 말한다. 온난한 아열대 기후로 다양한 해산물과 과일, 식

재료 등으로 요리를 만든다. 남쪽 바다에 접해있어 어패류를
사용한 요리가 많고 채소를 사용하여 담백하고 신선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색, 향, 맛,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만드
는 광동요리는 중국 4대요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완탕면

소고기완자

얇은 만두가 들어있는 국수로, 대나무 재료
를 반죽하여 만든 쫄깃한 면을 넣어 먹는 것
이 특징이다.

크게 썬 소고기에 계란 흰자를 섞어 나무 몽
둥이로 두드려 만드는데 육질이 쫄깃하고
입안 가득 진한 향이 남는 것이 특징이다.

비둘기 요리

딤섬

작은 비둘기를 기름으로 튀긴 요리이다.비
둘기는 영양이 풍부하고 몸보신에 도움이
된다.

얇은 피 안에 새우,게살,고기, 앙금 등을 넣
고 쪄낸 광둥지역의 대표 요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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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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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편

거위 요리

얇게 편 하얀 반죽 안에 돼지고기, 새우, 야
채 등을 넣고 납작하게 찐만두. 간장에 절여
먹는 음식이다.

껍질이 바삭하고 살코기가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북경오리보다 기름이 덜 해 담백
하다.

육포

돼지고기 구이

베이징로에 따로 육포 전문 가게들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맛과 종류를 자랑한다.

겉은 바삭하게 튀겨내고 속은 부드럽게 익
혀낸다. 담백한 맛이 특징이며 달콤한 소스
를 찍어먹는다.

광둥요리

샤오루주

칭쩡하이허씨엔

5-6kg 정도의 어린 돼지로 만든 통구이로,
색이 붉고 윤기가 흐르며 껍질이 바삭하고
고소하다. 이 요리는 중국 현지에서 연회나
명절, 축하 자리에 빼놓지 않고 올리는 요리
이다.

찜은 광둥요리에서 가장 전형적인 조리법이
다. 광둥식 찜요리에 소금, 생강, 파, 간장 이
외에 그 어떠한 조미료도 첨가하지 않는 것
이 가장 큰특징이다. 단순히 증기를 이용하
여 생선의 향을 내고 생선 자체의 맛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바이치에지

라오훠탕

바이치에지는 광둥에서 꼭 맛보아야 할 요
리 중 하나이다. 토종닭 쪄서 80%를 익힌
후 토막을 내어 접시에 담아내고, 생강, 파,
마늘을 첨가한 간장에 찍어 먹으며 닭고기
자체의 부드러움과 맛을 즐길 수 있다.

광둥사람들 사이에선 고기를 먹지 않을 지
언정 국이 없는 밥상은 받지 않는다라는 말
이 있다고 한다. 중의학의 양생 원리와 사계
절 기후 특징에 따라 여러 식재료를 물과 함
께 2-3시간 정도 끓여내어 만든 국은 그 종
류가 매우 다양하다.
85

광둥요리

86

냥또우푸

메이차이코우로우

객가인의 전통음식으로 중원인(中原人)들
이 만두를 빚던데서 유래되었으며 고기소를
두부 안에 넣고 찜, 구이 또는 삶는 등의 방
식으로 조리한다.

객가인의 대표적인 요리로 삼겹살에 절인
매실채를 올려 고기가 무를 때까지 장시간
찌는 방식으로 조리되며, 기름지지만 느끼
하지 않다.

옌쥐지

솽피나이/지앙쫭나이

다량의 소금으로 닭고기를 감싼다음 찌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되는데 껍질이 바삭하고
살이 부드러우며 뼈가 고소하고 맛이 진하다.

솽피나이는 청조 말에 생긴 요리로, 윗 부분
의 우유층은 달고 향긋하며 아랫 부분의 우
유층는 부드럽다. 향이 진하고 입에 넣었을
때 부드러우며 삼킨 후에도 입안 가득 우유
의 향이 남는다.지앙쫭나이는 생강을 갈아
즙을 짜내고 끓는 우유에 생강즙을 살짝 넣
어 만들어낸다. 생강맛이 진하며 한기를 없
애고 위를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광둥요리

판슈탕슈이

샤구어저우

고구마를 각설탕 혹은 얼음설탕과 함께 물
에 끓여 조리한다. 겨울철에는 한기를 없애
기 위해 생강을 첨가하기도 한다.

뚝배기에 쌀죽을 끓이다가 어느정도 익었을
때 갖은 재료를 추가하여 다시 끓인다. 뚝배
기에 끓이는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죽으로
생선죽, 새우죽, 게죽 등이 있다.

루어뽀니우자

바오자이판

루어뽀니우자는 저렴하고 대중적인 길거리
음식이다. 무와 소 내장 및 특수부위를 조미
료와 함께 끓여서 만든다

바오자이판은 와바오반(瓦煲饭, 기와찜
밥)이라고도 하는데 와바오는 용기를 가리
키기도 하고 조리법을 말하기도 한다. 잘 씻
은 쌀과 적당량의 물을 넣은 뒤 덮개를 덮어
밥이 어느정도 익을때까지 찌다가 그 위에
재료를 추가하여 작은 불로 천천히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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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자이저우

샤허펀

생선살, 볶은 땅콩, 작은 새우, 채썬 계란 등
다양한 재료를 죽과 함께 끓인다. 옛날에 수
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주강(珠江)에서 작
은 배를 타며 팔았던 것에 기인하여 그 이름
이 “뱃사공죽”이 되었다.

쌀가루 반죽을 얇은 피로 쪄낸 다음 국수처
럼 가늘게 썬다. 쌀국수는 얇고 투명하며 부
드러워서 다양한 국수 요리가 가능하다.

통심채볶음

무케이크

통심채(通心菜)는 중국 남방지역의 특산품
으로 나물의 중앙이 빨대처럼 비어있고, 잎
은 연하며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삭힌 두
부와 고춧가루를 넣고 볶는 것이 가장 일반
적인 조리법이다.

채썬 무와, 찹쌀가루, 말린 돼지고기 라로우
(腊肉)를 사용하여 만든 떡으로 기름에 한번
튀겨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 되어 훨씬 맛이
좋다.

여자 둘이 떠나는

광저우 3박 4일 코스
1 일차

남월국유적지박물관

성황묘

북경로

진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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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코스 3 박 4 일

2일차

사만고진

보묵원
광주탑

화성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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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코스 3박 4일

3 일차

장륙파크

장륙국제서커스

4일차

사면

상하구보행자거리

여지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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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코스1박 2일

여자 둘이 떠나는

선전 1박 2일 코스
1 일차

대화흥사

녹차밭

인터라켄 빌리지

2 일차

대소매사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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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매사 아울렛

주변 여행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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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산

주변 여행지 추천

Mount Danxia

단하산

(丹霞山)

韶关市仁化县南部
PM08:00-PM06:00
0751-6291683
200위안

직통 관광버스 이용가능
고속철 : 韶关역

중국 단하는 높은 절벽으로 된 적색층 지형을 가리키는 용어
다. 중국 내에는 광둥성의 단하산(丹霞山), 구이저우성의 적
수(赤水), 푸젠성의 태녕(泰宁), 후난성의 낭산(崀山), 장시

성의 용호산(龙虎山), 저장성의 장랑산(江郎山) 등 여섯 개

의 단하지형 경승지는 2010년 8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
었다. 광둥성의 단하산은 단하라는 단어를 산 이름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붉은 사암 봉우리와 높은 절벽들이 돋보

이는 산이다. 광둥4대의 명산 중 하나이며 680여개 봉우리

의 정상이 평평하고 산세가 가파르며 붉은색 돌로 형성되어
있다. 단하산은 수려한 산수 외에도 기암괴석인 양원석과 음
원석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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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인상객잔

주변 여행지 추천

단하인상객잔

(丹霞印象客栈）

韶关市仁化县丹霞山景区瑶
塘村16, 17号
400-6886687
200위안

단하인상객잔은 청년 화가들이 1년 동안 그린 예술작품들을

통해 완성한 설치 예술 시설이며, 술집, 북카페, 화랑 등 예술
적 감성이 물씬 풍긴다.

1084550.hotel.ct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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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둘이 떠나는

광둥 도시 여행

Interlaken OCT

인터라켄 빌리지
(深圳东部华侨城茵特拉根酒店)

广东省深圳市盐田区
大梅沙东部华侨城
400-6998818

2007년에 인터라켄 호텔이 오픈한 이래로 인터라켄 빌리지
는 OCT의 메인 관광지가 되었다. 스위스의 인터라켄을 모티
브로 조성된 인터라켄 빌리지는 마치 유럽에 온 것만 같은 착
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한
다. 호텔 앞쪽으로 펼쳐진 호수, 높은 산과 유럽식 건축물, 프
라이빗 스파로 유명하다.

서연이와 슬비의 광저우 도시 여행 이야기
중국의 작은 유럽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것 같아

서연

기차타고 넓게 펼쳐진 산과 호수를 감상하니까 너무 좋더라

찰리채플린 아저씨 분장을 한 직원이 곳곳에서 풍선도 선물해주고,

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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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 포즈로 같이 사진도 찍어줘서 정말 재미있었어!
파트 2 즐길거리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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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평조루

Kaiping Diaolou and Villages

개평조루

개평(카이핑) 마을
명말 청초에 처음 지어진 고층 누각 건물들로 이루어진 촌. 디아오러우(碉楼)라 불리는 누각들은 광둥성
(广东省) 카이핑시(开平市) 외곽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거주와 방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

했던 이 건물들은 당시 화교들의 사회문화 및 전통을 반영하고 있고 200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
다. 수십 마일에 이르는 지역에 흩어진 누각들은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종류 별로 독특한 모양을 가지
는데, 이는 중국와 서양 건축양식이 조합된 것이다. 마강루(马降龙)의 조루가 가장 익히 알려져 있고, 기

능별로 종루(众楼), 거루(居楼), 갱루(更楼)로 분류하며, 종루는 습격 시 공동으로 대피하는 공간, 거루는
방어 및 거주를 위한 공간, 갱루는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건물로 주로 언덕이나 마을 입구에 지어졌
다. 건축자재에 따라서는 돌, 벽돌, 콘크리트 또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누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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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Garden

입원

(立园)

입원은 소관원 (小观园)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미

국 화교 사유립(谢维立) 선생이 20년대초에 만든 가
든 빌라로 홍루몽에서 그려내는 대관원을 바탕으로

전통적 느낌의 정원과 당대 서양에서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 결합된 형태를 띄고 있다. 독특한 건축물의 아

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화교들이 만든 프라
이빗 정원 중의 최고라고 할 수 있다.

开平市塘口镇立园旅游区
PM08:30-PM05:30
0750-2677118
100위안
www.kpliyuan.com/LiYuan

버스: 义祠客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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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 Village

자력촌 (自力村)
자력촌은 자연 환경이 아름다우며 저수지, 연못, 논밭

과 잔디밭이 있어 자력촌의 망루들과 서로 어우러진
다. 영남 지역의 마을과 서양식 건축 양식이 만나 한

폭의 수묵화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자력촌은 광둥

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가,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명

촌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이 가볼만한 중국
50대 여행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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开平市塘口镇自力村
PM08:30-PM05:30
0750-2679078
78위안
www.kpliyuan.com/ZiLiCun/
버스: 义祠客运역

개평조루

주변 여행지 추천

Ma Jiang Long

마강용촌 (马降龙村)
마강용촌은 U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며, 사람과 자연이 어루러지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마강용망루촌 뒤에는 높
은 백족산(百足山)이 앞에는 깨끗한 담수가 흐른다.

마을 안에 13동의 독특한 조형물이 있고, 우거진 대
나무 숲에 잘 보존된 망루가 있으며, 주변 민가와 자연

환경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높은 망루에서 멀리 바라
볼 때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
을 수 있다.

开平市百合镇东南
PM08:30-PM05:30
0750-2679078
78위안
www.kpliyuan.com/ZiLiCun/
버스: 义祠客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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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ngdong Grand Canyon

광둥대협곡

(广东大峡谷）

대협곡은 샤오관시(韶关市)의 대포진(大布镇)과 영덕시

韶关市乳源县

(英德市)의 파라진(波罗镇)을 걸쳐 이어진다. 양쪽이 모두

PM08:00-PM05:00

높고 험준한 협곡이다. 산기슭부터 정상까지 가는 에스컬레
이터가 있으며 1386칸의 돌계단이 있다.

0751-5222000
68위안

www.grand-canyon.com.cn/
직통 관광버스 이용가능

파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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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hua Temple

남화사

(南华寺）

韶关市曲江区马坝镇
PM08:00-PM05:00
남화사는 14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천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육조(六祖)의 이름과 함께 세계에 널

리 알려져 있고 조정(祖庭) 이라고도 불린다. 불교 조계
종은 여기에서 기원하다.

0751-6502258
20위안
www.nhcs.cn
버스: 南华寺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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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cestral Temple

포샨조묘

(佛山祖庙）

포샨조묘는 포샨의 문화 박물관이며 포샨의 종묘 문화,
월극( 광둥 연극 )문화, 무술 그리고 건축 문화를 볼 수 있

다. 포샨조묘는 전통적인 영남식 건축물로 지어졌으며,
돌 조각, 목조, 벽 조각, 도기 조각 등 건물의 특색을 한눈
에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묘에서 매일 무술 공연, 사

자춤 공연, 월극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포샨조묘는 영남 3대 고

건축물 중 하나이자 포샨 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
포샨 내 필수 여행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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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山市禅城区祖庙路21号
PM08:30-PM07:00
0757-82286913
20위안
www.fszumiao.com
지하철 : 祖庙역
버스 : 祖庙역

남풍고조

주변 여행지 추천

Ancient Nanfeng Kiln

남풍고조

(南风古灶）

중국에는 석완와, 갑천하(石湾瓦, 甲天下) 라는 말이

있는데, 석완의 도자기가 제일이다라는 의미로, 오천년

佛山市石湾镇高庙路

의 도기 제조 역사를 통하여 세계에서도 그 이름을 널

AM08:30-PM05:30

끊임없은 생산으로 기네스 세계 레코드에 기록되어 있

버스: 陶都, 南风古灶역

리하고 있다. 남풍고조는 석완에 위치하고 오백년간에
다. 남풍고조는 전통공예뿐만 아니라 사자춤, 무술, 월

0757-82701118

극, 민간예술도 함께 담아내고 있어 중국의 도자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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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신천지

주변 여행지 추천

Linan Tiandi

영남신천지

(岭南新天地)

영남신천지는 현대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구역 내에 있는

22동의 건축물과 수많은 우수한 역사적 건축물을 보호하
고 계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 그 안에 개
방된 공간을 마련하였고 포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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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山市禅城区岭南新天地
www.lingnantiandi.com
지하철 : 祖庙역, 普君北路역
버스 : 人民路역

상하천도

주변 여행지 추천

Shangxiachuan Island

상하천도

(上下川岛）

台山市川岛镇上下川岛
www.chuandaoyou.com
山咀港에서 여객선 탑승

상하천도는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많고, 그 중 광둥 동해안의

금해수욕장, 비해수욕장, 은해수욕장은 편안하게 휴가를 보
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이 섬은 광둥의 4대 여행지 중 맛집으
로 유명한 곳이다. 섬의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맛있고 진
귀한 다양한 해물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파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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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Three-Two

휴양지 &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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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리조트
Shizishui Eco Resort

남곤산십자수리조트
(南昆山十字水度假村)

롱먼스즈씨우생태온천리조트는 난쿤샨
국가삼림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

국의 최고급 생태 휴양지이다. 풍경이 아
름답고 교통이 편리하며 혼잡한 도시에

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은 장소
이다.

惠州市龙门县龙门南昆山国家
森林公园
400-6886-687
7735.hotel.cthy.com

Nan Kun Shan Grand View Garden Ecological Holiday District

남곤산온천대관원
(南昆山温泉大观园)

롱먼난쿤샨온천대관원은 국제 표준 5성
급으로 지어진 복합휴양리조트이다. 별

장, 온천, 레스토랑, 레저, 헬스 등 여러 가
지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다.

惠州市龙门县永汉镇油田村
400-6886-687
nkshs.shop.ct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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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리조트
Singwood Hot Spring Resort

영덕선호온천리조트
(英德仙湖温泉度假区)

잉더시엔후 온천 리조트는 희귀한 미네
랄 온천, 삼림호수 등의 자연 환경을 갖
추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연, 생태, 문화,
예술, 패션 그리고 아웃도어 스포츠까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레저 휴양지이
다.

英德市横石塘
0763-2606888
www.singwood.com.cn

Julongwan Hot Spring Resort

취용만온천

(聚龙湾温泉)

동남아 원시림 분위기의 노천 온천이며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2500평

방미터의 인공파도이다. 40여 개의 다
양한 온천탕이 푸른 나무 숲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清远市佛冈县汤塘镇
AM9:00-AM12:30
0763-4632888
www.gdjl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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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리조트
Huangtengxia Drifting

황등계곡래프팅
(黄腾峡漂流)

황텅계곡레프팅은 세계관광전문가들도
인정한, 스릴 넘치는 래프팅 코스이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스릴 있고 재미있는
래프팅 코스로 유명하며, 래프팅의 고향
으로 불린다.

清远市清城区东城(原附城)黄腾峡

산수낙원 AM10:00-PM04:00
래프팅 평일 PM12:00-PM03:00
주말 AM11:00-PM03:30
공휴일 AM10:00-PM03:30
0763-3906999

Naqin Geological Ocean Park

나금반도휴양리조트
(那琴半岛度假酒店)

6000미터의 해안선 옆에 위치하여 총 5개

의 프라이빗 백사장을 가지고 있다. 샹, 씨
아촨다오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

고 있으며 숙박, 수영, 낚시, 해산물 요리 등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台山市北陡镇那琴半岛海景
1街1号
0750-5788111
www.naqinho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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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qyhtx.com

용맹레프팅: 358위안/1인
VIP용사레프팅: 468위안/1인
VIP용맹레프팅: 588위안/1인
산수낙원: 68위안/1인

휴양&리조트
Sheraton Huizhou Beach Resort

금해만쉐라톤휴양리조트
(金海湾喜来登度假酒店)

진하이완은 11킬로미터의 백금모래사
장, 99개 규모가 다른 섬, 8개의 초승달

모양의 바다, 그리고 100미터 길이의 최

고 수심 2미터에 달하는 천연 해수욕장
을 가지고 있어 바다를 좋아하는 여행자
에게 적합한 숙소이다.

惠州市惠东巽寮湾旅游度假区
金海湾金海路1号
400-1122337
www.yulvhotel.com

Heyuan Bavarian Manor

하원파벌리아장원
(河源巴伐利亚庄园)

광둥에서 생활하고 휴가를 즐기기에 가장 적

합한 휴양지 중 한 곳이다. 광둥 사람들이 뽑은
광둥의 아름다운 휴양지 중 한 곳으로, 세계에
서 처음으로 객가 토루 형태의 절이 있는 곳이
다. 어린이, 별장, 온천 등 7가지의 테마의 호텔

과 10대 특색 있는 레스토랑이 있으며, 온천,
삼림원, 유라시아풍의 시장, 극장, 골프장 등
많은 즐길 거리가 있다.

河源市源城区万洞旅游区
AM9:00-PM06:00

0762-8886888
www.hybava.com
10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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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리조트

Zhuhai Ocean Spring Resort

해천만리조트
(海泉湾度假区)

깊은 바닷 속에서 솟은 온천수를 이용한
해양온천이다. 11미터의 깊은 바다에서

솟아오른 온천과 유럽풍 럭셔리한 시설
을 즐기며 온천을 즐길 수 있다.
珠海市斗门区平沙镇
0756-7728888
www.osrzh.com

ChimeLong Hengqin Bay Hotel

주하이장륙횡금만호텔
(珠海长隆横琴湾酒店)

총 1888개의 편안한 객실, 아홉 종류의

이국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바

가 있다. 중식, 양식, 일식 그리고 아시아
특색 음식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珠海市横琴新区富祥湾
0756-2998888
zh.chimel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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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리조트
Club Med

주하이동오도지중해클럽
(珠海东澳岛地中海俱乐部)

시끄러운 도시에서 벗어난 바다와 삼림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15킬로미터의 모

래사장에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현지 어촌 문화와 유럽의 영향을 받은 모
던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珠海市东澳岛
021-61972985
www.clubmed.com.cn

Gudou Hot Spring

구도온천

(古兜温泉)

구도온천은 해수 온천과 담수 온천
이 있으며 풍경, 레저, 비즈니스를 함
께 즐길 수 있는 복합 휴양지다.

江门市新会区崖门镇古兜山
400-1626-388
www.gudouhotspring.com

온천 AM08:00-PM12:00
케이블카 AM09:00-PM06:00

입장료 168위안
객실가격 118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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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리조트
The Dreamland Resort

만산도정운리조트
(万山岛静云山庄)

호텔은 푸른산 중턱에 위치해 있으며 현

대적인 감각의 중국 스타일을 볼 수 있
다.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의 숙
소를 찾는 관광객에게 적합하다.

珠海市万山区万山镇大万山岛
静云山庄
0756-8855666

InterContinental Foshan

포샨보리인터컨티넨탈호텔
(佛山保利洲际酒店)

운하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으

며 브라질식 바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호
텔 측면 출입문은 남해 공항 여객 터미널
과 연결되어 있어 해당 공항을 통해 포샨

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에게 적합한 숙소
이다.

佛山市南海区灯湖东路20号
4006-022-066
www.intercontinental-fos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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