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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국팀에서 현지 취재를 다니며 곳곳에 숨어있는 중국의 매력에 푹 빠졌다. 순박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중국, 그리고 세계 구석구석 거닐며, 단순한 관광이 아닌 낯선
곳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여행’을 즐긴다. 현재 프리랜서 여행작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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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소개

Hainan

Basic Info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海南省, 병음: H inán Shěng, 한
국어: 해남도)은 중국의 31번째 성이다. 중국의 다섯 번째 경제특구
중국 국기

이며, 약자는 ‘경(琼)’이다. 1988년 광둥성(广东省)에서 분리되
어 하이난성으로 독립했다.
하이난은 한때 중국의 대표적인 유배지였지만, 현재는 중국에서 가
장 인기 있는 휴양지다. 겨울에도 온난한 기후의 하이난은 에메랄드
빛 바다와 눈부신 백사장으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다. 각종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한 하이난은 하와이와
같은 북위 18도에 위치해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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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소개

Hainan

Basic Info

면적

33,920km²(제주도의 약 19배)

성도

하이커우(海口, 해구)

인구

867.2만 명(총인구의 0.65%)

언어	하이난어, 민난어(주로 중국 남부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국어 방
언), 보통화(표준 중국어)를 사용한다. 유명 관광지, 호텔, 상가, 식당
등에서는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등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광둥성

지리	하이난섬 중앙의 오지산(五指山, 1,867m)에서 남부까지는 산지가
이어져 있고, 북부지역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해안선은 굴곡이 심해
하이커우
타이완섬의 해안선보다 긴 1,200km에
달한다.
광둥성

하이커우

하이난
하이난

싼야

싼야

기후	열대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22~27℃(1월 평균 18.9℃, 7월
평균 29.6℃)이며, 연 강수량 1,437~3,022㎜이다. 연중 따뜻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겨울에 하이난으로 떠나는 여행자
가 많다.

Tip
가장 여행하기 좋은 겨울(11~3월)은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다. 하지만 기온
차가 크고 난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니 얇은 긴 소매 옷 하나씩은 챙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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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소개

Hainan

Basic Info

산업	주요 산업으로는 야자, 고무, 후추, 커피가 있다. 특히 야자 산업은 중
국 전체의 9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또한 천연가스와 원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화강암, 석회석, 철, 인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통화

위안(元)

1위안

5위안

10위안

20위안

50위안

100위안

Tip
중국인들은 손을 이용해 숫자를 표시하
는 경우가 많다. 손으로 숫자를 표시하면
헷갈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1부터 5까지는 우리의 숫자세기와 다르
지 않지만, 6부터 10까지는 한자 모양을
흉내낸 모습이다.

시차	시차는 한국보다 한시간 느리다
전압과 플러그 	220V, 50Hz를 사용, 플러그는 여러 모양을 함께
사용한다.
비자	하이난은 다른 중국 지역과 다르게 현지에 도착해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여행사를 통해 하이난에 방문할 때는 별도의 비용 없
이 여행사 단체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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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nan

Basic Info

1. 도착비자
현지 도착 후 공항 이민국에서 발급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현지에서 여권과 함께 비용을 제출하면 발급할 수 있다.
•비용 : 200위안(30달러)
•필요사항 : 여권 원본, 6개월 내 촬영 사진
2. 면비자
중국 정부는 26개국을 대상으로 ‘하이난 여행 단체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
다. 면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에어텔이나 패키지 예약 시 신청할 수 있다. 출
발 3일 전까지, 체류 기간 15일 미만, 2명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비용 : 없음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면비자 발급 불가

공휴일	모든 법정 공휴일은 연휴이므로 평소보다 관광지가 더 붐빌 수 있다.

전화 거는 법

원단

춘절

청명절

노동절

1/1
(3일 휴무)

음력 1/1
(7일 휴무)

4/5~6일경
(3일 휴무)

5/1
(3일 휴무)

단오절

중추절

국경절

음력 5/5
(3일 휴무)

음력 8/15
(3일 휴무)

10/1
(7일 휴무)

한국에서 중국으로 거는 법
국제전화
접속번호

+86
(중국 국가번호)

0을 생략한
지역번호

상대방
전화번호

0을 생략한
지역번호

상대방
전화번호

중국에서 한국으로 거는 법
국제전화
접속번호

+82
(한국 국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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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Transport
비행기

인천-싼야
대한항공(KE9169) 	22:35~02:15(+1일)/직항, 4시간 40분/

목, 일
티웨이(TW0621) 	21:30~01:20(+1일)/직항, 4시간 50분/

수, 토
제주항공(7C8601) 	22:00~02:00(+1일)/직항, 5시간/월, 금

부산-싼야
에어부산(BX373) 	22:15~02:10(+1일)/직항, 5시간/수, 목,

토, 일
싼야 봉황 국제공항
[三亞鳳凰國際空港/Sanya Phoenix International Airport]
싼야 봉황공항은 싼야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선을 포함해 287개 노선이 개통되어 있으며, IATA 공항코드는
SYX다. 2013년 3월 국제공항협회(ACI)가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
고의 공항 상’을 수상했다. 국내선과 비교하면 국제선 청사는 규모가 작아 면
세점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내교통

 공항버스(机场大巴, Jīch ng dàbā)

	가격도 저렴하고 안전하게 시내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항
버스 정류장은 공항호텔 앞에 있다. 버스를 타기 전 목적지와 가까
운 정류장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공항에서부터 종점인 대동해
(大东海)까지는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시간 09:30~마지막 비행기, 20:00 이전 1시간마다 1대, 20:00 이후 30분마다 1대
노선
봉황국제공항(凤凰机场)→싼야만(三亚湾)→시위(市委)
A선

凯宾斯基度假酒店/三亚海航度假酒店/天福源度假酒店/椰林滩大酒店
/碧海蓝天酒店/东方海景大酒店/鸿洲埃瑞酒店
봉황국제공항(凤凰机场)→대동해(大东海)

B선

山海天酒店/丽景海湾酒店/银泰度假酒店/대동해광장(大东海广场)/南
中国大酒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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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남중국대주점(南中国大酒店)→봉황국제공항(凤凰机场)
C선

南中国大酒店/ 银泰度假酒店/ 山海天酒店/ 鸿洲埃瑞酒店/ 东方海景
大酒店/ 碧海蓝天酒店/ 椰林滩大酒店/ 天福源度假酒店/ 三亚海航度
假酒店/ 凯宾斯基度假酒店/ 凤凰机场

	

시내버스(公交车, gōngjiāochē)

	공항에서 일반 버스를 타면 시내까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노선

운행

비용

天小区)-425의원(425医院)-해월광장(海月广

06:00

공항-대동해 5元

场)-길상가구(吉祥街口)-단결가구(团结街口)-

~

공항-시내 4元

신풍가구(新风街口)-수리대하(水利大厦)-기차

23:00

봉황공항(凤凰机场)-싼야만신청(三亚湾新城)신청로구(新城路口)-국광빈해화원(国光滨海花
园)-싼야만도가촌(三亚湾渡假村)-경려래도가
주점(景丽莱度假酒店)-미려신해안소구(美丽新
海岸小区)-용흥해선주루(龙兴海鲜酒楼)-녹해
전원소구(绿海田园小区)-벽해람천소구(碧海蓝
8번

총참(汽车总站)-시이중(市二中)-일방백화(一
方百货)-일시장로구(一市场路口)-시위(市委)녹회두광장(鹿回头广场)-당령로구(唐岭路口)하일백화(夏日百货)-대동해광장(大东海广场)팔일중학(八一中学)-경비구(警备区)-유림시장
(榆林市场)
봉황공항(凤凰机场)-해홍로구(海虹路口)-미려신
해안(美丽新海岸)-벽해람천(碧海蓝天)-해월광
27번

07:00

장(海月广场)-탁체대하(卓达大厦)-시총공회(市

~

总工会)-통심가원(同心家园)-길양진정부(吉阳

18:00

거리별 요금제
최대 10元

镇政府)-전독소학(田独小学)-아룡만(亚龙湾)
봉황공항(凤凰机场)-공항로구(机场路口)-싼야
만신청(三亚湾新城)-미려신해안(美丽新海岸)녹해전원(绿海田园)-벽해람천소구(碧海蓝天小
区)-425의원(425医院)-해월광장(海月广场)-외
32번

무로구(外贸路口)-월천교광장(月川桥广场)-영
빈화원(迎宾花园)-단주소구(丹州小区)-기차역
(火车站)-해항학원(海航学院)-시일중(市一中)-

06:30
~
21:00

거리별 요금제
최대 5元

기공학교(技工学校)-여지구시장(荔枝沟市场)여지구수창(荔枝沟水厂)-노교소(劳教所)-만과
삼림공원(万科森林公园)-봉황공항(凤凰机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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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出租车, chūzūchē)
	택시는 원하는 목적지까지 바
로 갈 수 있어 편하긴 하지만 초
보여행자들에게는 그리 권하
고 싶지 않은 방법이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
가 많지 않아 의사소통에 문제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가지 요금이 심하므로, 탑승 후에는
미터기를 켰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부득이 하게 택시를 타야
한다면 주요 목적지별 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탑승하자. (공항~파인
애플몰은 20km 정도 거리에 있으며, 택시비로 5~60위안 정도 나
온다.)
셔틀버스(班车, bānchē)
호텔에 따라 공항까지 픽업 서비스가 가능한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
니 호텔 예약 시 확인해 보자.
기차

 기차(火车, hu chē)

	싼야에서 하이커우까지 이동할 때는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싼
야역(三亚站)에서 하이커우역(海口站) 또는 하이커우동역(海口
东站)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약 30분마다 1대씩 기차가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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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중국에서 기차표를 구매할 때는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기차표
를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기차역 창구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기차역 창구에서 시간표를 확인 후 원하는 목적지의 기차표를 구매하
면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몰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며, 기차표가 매진되어 구매를 못
할 수도 있다.

2. 기차표 대행업체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기차역까지 가지 않고도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다. 기차표를 바로 수령할
수 있어 간편하지만 티켓 한 장당 수수료가 발생한다.

3. 씨트립(Ctrip)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행사 앱(APP)이다. 기차표뿐만 아니라 비행기 표, 호텔 예약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한다. 기차표는 기차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사이트 : www.ctrip.co.kr/trains

중국 기차 종류
우리나라의 무궁화/새마을/KTX처럼 중국에도 기차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1. 일반기차
K열차는 ‘빠르다’를 뜻하는 중국어 Kuai(快)에서 따온 것이다. 정식명칭은 ‘쾌속열차(快速列
车快速列车)’로 시속 100~120km/h다.
T열차는 시속 140～160km/h로 K열차보다 더 빠르다. 정식명칭은 ‘특쾌열차(特快列车)’다.
Z열차는 직통열차(直达列车)다.

2. 고속기차
D열차는 시속 200~250km/h로 가장 많이 운행되는 고속기차다. 정식명칭은 ‘동차(动
车)’다. G열차는 시속 300~350km/h로 D열차보다 빠르다. 정식명칭은 ‘고철(高铁)’다.
G열차에는 비즈니스석 또는 VIP석이 있다. C열차는 도시간 직통열차로 D열차와 같은 시속
200~250km/h 이다. 정식명칭은 ‘성철(城铁)’다.

기차 좌석 구분
고속열차는 1등석과 2등석으로 구분되는데 1등석은 우등석으로 넓은 좌석과 다리를 펼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다. 좌석마다 콘센트, 작은 테이블이 있다. 2등석은 고속열차의 기
본 좌석이다.
일반열차는 좌석에 따라 일반 좌석 ‘잉쭈어(硬座)’ 우등 좌석 ‘루안쭈어(軟座)’, 일반 침대 ‘잉워
(硬臥)’, 특급 침대 ‘루안워(軟臥)’ 로 나뉜다. 침대칸은 장거리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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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다니면서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한 두 번쯤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요리는 기름에 볶은 것이 많아 느끼하고 향신료가 강해 호불호가 강하다. 하
지만 하이난 요리를 맛보면 중국 요리가 느끼하고 기름지다는 편견을 깨준다. 하이난
요리는 담백하고 향신료 맛이 거의 없어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다.

01
하이난 4대 요리

원창지 文昌鸡

허러씨에 和乐蟹

하이난에서 가장 유명한 닭고기 요리다. 동부

해산물 요리 중 으뜸으로 꼽는다. 완닝시 화락

원창(文昌) 지역의 닭을 양념 없이 삶아 담백하

(和乐)항 일대에서 잡은 게로 만든 요리다. 하

고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기호에 따라 마늘,

얀 속살과 노란 알로 꽉 찬 게는 찜, 볶음 등 다

간장 소스를 찍어 먹으면 된다.

양하게 요리해 먹는다.

지아지야 加积鸭

동산양 东山羊

가적(加积) 지역의 오리요리다. 이 지역 오리는

완닝시 동산(东山)지역에서 서식하는 양으로 만

지방이 적고 껍질이 얇은 것이 특징이다. 찜, 조

든 요리다. 송나라 때부터 황궁에 바치는 “공물”

림,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는다.

로 지정된 요리다. 찜, 탕 등으로 다양하게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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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열대 과일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하이난에서는 달콤한 열대과일을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

야자

망고

용과

연무

椰子, Palm

芒果, Mango

火龙果, Dragon Fruit

莲雾, Bell Fruit

하이난은 중국 최대 코코

옐로우 망고, 그린 망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

넛 생산지로 다양한 코코

애플망고 등 다양한 망고

는 형상을 닮아 붙여진

한 연무는 스펀지 같은

넛 제품이 있다.

를 맛볼 수 있다.

이름이다.

식감이 특징이다.

양도

바라밀

산두

용안

杨桃, Star Fruit

菠萝蜜, Jackfruit

酸豆, Tamarinds

龙眼, Longan Fruit

새콤달콤한 자두와 오이

과육이 닭고기처럼 결이

땅콩 모양의 달짝지근하

리치와 비슷한 식감으로

를 섞어놓은 맛으로 아삭

있으며 쫄깃한 식감이 특

면서 신맛이 나는 열매다.

투명한 과육 안에 씨가 들

거리는 식감이 특징이다.

징이다. 독특한 향기가 있

쫀득쫀득한 식감이 곶감

어 있다.

지만 달콤하다.

과 비슷하다.

리치

파인애플

황피

망고스틴

荔枝, Litchi

菠萝, Pineapple

黄皮, Wampee

山竹, Mangosteen

달콤한 과육이 풍부하고,

우리나라처럼 큰 파인애

새콤달콤한 맛으로 약용

딱딱한 껍질 속 뽀얀 속

양귀비가 좋아하는 과일

플도 있지만 주먹 크기 만

으로도 자주 쓰이는 과일

살을 자랑하며 과일의 여

로 유명하다.

한 작은 파인애플도 있다.

이다.

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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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ong Place

싼야

Sanya

보행거리 解放路步行街

제1시장 第一市场

한국의 명동 같은 번화가다. 특
히 거리 중간에는 진주, 산호 액
세서리 숍이 즐비해 있다.

해산물, 채소, 과일, 건어물 구역
이 나누어져 있어 편리하게 쇼핑
을 즐길 수 있다. 저녁에는 시장
앞 거리에 야시장이 열린다.

Add 三亚市吉阳区解放路步行街

Add 三亚市吉阳区新建街155号

파인애플몰 解放路步行街

썸머몰 夏日百货

CDF면세점 三亚国际免税城

대동해 광장 옆 파인애플 모양
의 쇼핑센터다. 1층에는 맥도날
드, 미니소, 2층에는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어 기념품이나 간식 등
구매할 수 있다.

2층에는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
고, 5층 식당가에는 한국, 태국,
홍콩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다.
저녁이 되면 썸머몰 뒤편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맥주를 즐길 수 있
는 맥주광장이 펼쳐진다.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이다.
프라다, 버버리, 까르띠에 등
300여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밝혀
져 싼야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Add 三亚市大东海区 榆亚路31号

Add 三亚市海韵路一号

아룡만 아울렛

만녕 수창아울렛

지난해 오픈 한 이곳은 야룡만
아울렛은 의류부터 신발, 액세
서리까지 다양한 브랜드 매장이
자리하고 있다. 야외형 매장으
로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아르마니, 구찌 아울렛 매장이
자리하고 있다. 북(北)관 2층에
는 화장품, 생활용품, 음식 등 한
국 상품 전문매장이 있다.

亚龙湾壹号小镇·奥特莱斯

Add 三亚市吉阳区龙溪路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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万宁首创奥特莱斯

Add 万宁市莲兴大道1号

Add 三亚市海棠区海棠北路118号

Editor’s 하이난 쇼핑

Hainan

Shippong Place

하이커우
Hai-k'ou

Shopping

센트레빌 观澜湖新城

일월광장 日月广场

식당, 커피숍, 바, 영화관, 트램플
린 파크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센트레빌 내 란
콰이퐁은 홍콩의 란콰이퐁을 본
따 만든 곳으로 분위기 있는 먹
기리가 가득하다.

12개의 건물로 이뤄진 대규모
쇼핑센터다. 저녁이면 화려한 조
명과 함께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 쇼도 감상할 수 있다.
Add 海口市琼山区国兴大道

Add 海口市龙华区羊山大道39

상방백회성 上邦百汇城

의흔광장 宜欣广场

중국 현지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다. 트렌디한 카페,
레스토랑이 즐비해 데이트코스
로도 좋다. 게다가 바로 옆 까르
푸가 있어 간식이나 기념품을 구
매할 수 있다.

4층 규모의 현대적인 시설로 쇼
핑몰, 레스토랑, 카페 등 이 입점
해 있다. 특히 한국에도 체인점
이 있는 중국 대표 훠궈 전문점 ‘
하이디라오’도 있다.
Add 海南省海口市龙华区

Add 海口市龙华路98号

Tip
쇼핑아이템
#야자 제품 하이난은 야자 열매뿐만 아니라 야자로 만든 먹거리가 가득하다. 코코넛 주스, 코코넛
칩, 코코넛 가루, 코코넛 사탕, 코코넛 커피 등 기념품 가게가 아닌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진주 하이난 진주는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보행거리에는 진주가게가 즐비해 있
어, 질 좋은 진주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수공예품 직접 한땀 한땀 꿰어 만든 묘족의 전통 수공예품은 퀄리티가 꽤 훌륭하다. 세상에 하나
뿐인 물건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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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에 관한 진실 혹은 오해

Ture or False
	영어로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간단한 중국어 회화는 필수!!
어느 여행자라도 현지 언어를 못하면 여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중국 역시 마
찬가지다. 유명관광지에서는 안내판에 영어가 병기된 경우가 많고, 호텔 직원
또는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
의 의사소통은 조금 힘들 수 있다. 택시를 탄다거나, 현지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
할 때는 간단한 중국어 표현을 외워가는 것이 좋겠다.

	향신료 음식을 못 먹어도 괜찮아요!
중국여행을 떠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음식이다. 중국 음식이 기름에 튀기거
나, 강한 향신료를 사용한 음식이 많기 때문인데, 하이난은 중국의 다른 지역보
다는 향신료와 기름진 음식이 적다. 해산물을 베이스로 한 요리 전문점이 많고,
음식이 담백하다. 게다가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맥도날
드, KFC, 피자헛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필
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음식이 너무 걱정이 된다면 고추장, 김 등을 챙겨가자.

중국은 더럽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하이난을 비롯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
국의 대도시에 가면 ‘지저분하다, 더럽다’라는 생각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물론 중국 시골 동네에 가면 아직까지 지저분한 곳이 남아있긴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악취와 비위생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화장실’은 2015년부
터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의 ‘화장실 혁명’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깨끗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쇼핑할 때 헷갈려요!
SALE 이라고 적힌 단어를 보고 매장에 들어가면 ７折, 3折 라고 적힌 또 다른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를 사용해 할인율을 적어놓지만, 중국은
판매가를 적어둔다. 예를 들어 ７折라고 적혀 있다면 30%를 할인해 70%가격
을 받겠다는 이야기다. 쇼핑할 때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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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의 역사

Hainan

History

하이난은 중국 본토와 거리가 멀
어 중국에서 가장 열악한 유배지였
다. 특히 싼야는 ‘땅끝 낭떠러지’라
는 뜻의 ‘애주(崖州)’로 불렸으며,
고대에는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
라는 뜻의 ‘귀문관(鬼門關)’이라
고 까지 불렸다. 이는 고위 관료들
이 좌천을 당해 유배 생활을 지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특히
송나라 문장가 소동파(蘇東坡)가
이곳으로 유배된 후, 자신의 애달픈
심경을 담은 시에서 하이난을 ‘천
애해각(天涯海角, 하늘의 끝, 바다
의 끝)’이라 표현했다.
현재 하이난에서 한족(汉族)의 비
율이 가장 높지만, 하이난의 토착
민족은 한족이 아닌 여족(黎族)과 묘족(苗族)이다. 이들은 3천 년 전부터 하이난에서
거주하며, 그들만의 전통과 풍습을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다. 싼야의 삥랑빌리지(槟榔
谷)풍경구는 여족과 묘족의 삶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1988년 하이난섬 전체가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 땅값이
400%까지 폭등했었다. 2010년 ‘국제 관광섬’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세계 최대 크
기의 면세점, 최고급 호텔, 리조트 등 최고의 휴양도시로 변화 중이다. 게다가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리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해
상실크로드 주요 거점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섬 전체가 계속해서 발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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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BEST 10
1

에메랄드빛 바닷가
에메랄드빛 바다와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은 하이난에서 빼놓아선 안 될 부분
이다. 한겨울에도 따뜻한 날씨 덕분에 해
변에서 일광욕 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
람들이 많다. 새하얀 백사장은 푸른 바다
와 어울려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2

가성비 좋은 특급 호텔&리조트
세계적인 체인 호텔을 다른 나라에 비교
적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최고의
럭셔리 호텔부터 부티크 호텔까지 다양한
호텔이 있어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
면 된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휴양하기에 제격이다.

3

최고의 휴양지, 오지주도
하이난에서 가장 큰 섬으로 최고의 휴양
지로 꼽힌다. 맑고 투명한 바닷물에서 여
러 가지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스노클링으로 아름다운 열대 산호초와
각양각색의 열대어를 감상하기에 좋다.

4

2

짜릿한 해양 레포츠 체험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요트체험 등 흥미
로운 해양 레포츠 천국이다. 일년 내내 따
뜻한 날씨로 바닷가 어디서든 해양 레포
츠를 즐길 수 있다. 초보자들도 간단한 강
습 후 체험할 수 있다.

5

1

3

열대과일& 신선한 해산물
하이난은 겨울철에도 15도 아래로 떨어
지지 않는 아열대성 기후로 망고, 파인애
플을 비롯한 다양한 열대과일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바닷가 지역이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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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BEST 10

6

중국 소수민족 민속촌, 삥랑빌리지
이곳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리
족과 묘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민속촌이다. 과거에 실제로 소수민족이
살았던 곳으로 그들의 생활 모습을 한눈
에 볼 수 있다. 또한 관광객들을 위한 전
통 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7

6

8

9

천고정 송성가무쇼
하이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연
이다. 중국 대표 영화감독 장이모 감독가
연출한 작품으로 흥미진진한 공연 내용
은 물론 볼거리가 가득하다. 공연 설명이
필요 없는 넌버벌 공연으로 아이들과 함
께 봐도 좋은 공연이다.

8

7

남산사 해상관음상
하이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유명
한 관광지다. 탁 트인 풍경과 함께 높이
108m 세계 최대 규모 해상 관음보살상
을 감상할 수 있다. 관음상 발을 만지면
영험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한
번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9

하이커우 기루 옛 거리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혼재된 모습으로
중국보다는 다른 나라에 온 듯한 이국적
인 느낌이다. 아기자기한 풍경이 펼쳐져
사진찍기 좋은 곳이다. 중국 10대 역사문
화 거리 중 하나다.

10 무비타운

10

중국의 1940년대 거리를 재현한 영화 세
트장이다. 입구에서부터 과거로 시간여
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낮
의 풍경도 아름답지만, 저녁이 되면 형형
색색 조명이 불을 밝혀져 멋진 야경을 감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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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중국어 외워가기

Hainan

기초회화
안녕하세요

你好 (nǐhǎo, 니하오)

(헤어질 때)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再见 (zàijiàn, 짜이찌엔)

감사합니다

谢谢 (xièxie, 씨에씨에)

미안합니다

对不起 (duìbuqǐ, 뚜이부치)

여보세요/저기요

喂 (wéi, 웨이)

얼마예요?

多少钱 (duōshaoqián, 뚜오샤오치엔)

너무 비싸요, 할인해주세요

太贵了, 便宜点儿吧 (tàiguìle, piányidiǎnrba,
타이꾸이러, 피엔이디알바)

~어디에 있습니까?

~在哪? (~zàină, ~짜이날?)

잘 모르겠습니다

我不知道 (wǒbùzhīdào, 워뿌즈다오)

저는 한국인입니다

我是韩国人 (wǒshìHánguórén, 워 한궈런)

저는 중국어를 전혀 못합니다

我不会说汉语 (wǒbúhuìshuōhànyǔ,
워부후이슈어한위)

종업원

服务员 (fúwùyuán, 푸우위안)

～ 주세요

给我~ (gěiwǒ~, 게이워~)

고수 빼주세요

请别放香菜 / 不要香菜 (qǐngbiéfàngxiāngcài,
칭비에팡샹차이/bùyàoxiāngcài, 부야오샹차이)

맛있다

好吃 (hǎochī, 하오츠)

계산해주세요

买单/结帐 (mǎidān, 마이단/jiézhàng, 지에장)

뭐라고요?

什么? (shénme, 션머)

좋습니다

好 (hǎo, 하오)

됐어요/필요없어요

不要了 (bùyàole, 부야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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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중국어 외워가기

중요단어
화장실

卫生间 (wèishēngjiān, 웨이셩지엔)

입구/출구

入口/ 出口(rùkǒu, 루코우/chūkǒu, 추코우)

물

水 (shuǐ, 슈에이)

맥주

啤酒 (píjiǔ, 피지우)

여권

护照 (hùzhào, 후자오)

이것/저것

这个/那个 (zhège, 저거/nàgè, 나거)

버스

公共汽车 (gōnggòngqìchē, 공공치처)

택시

出租车 (chūzūchē, 추주처)

기차역

火车站 (huǒchēzhàn, 훠쳐잔)

호텔

酒店 (jiǔdiàn, 지우디엔)

Hainan | 25

01
싼야
三亚
Sanya

하이난섬 최남단에 자리한 도시로, 하이난 제2의 도
시로 관광이 발달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3개의 강이
합류하여 바다로 흘러간다고 해서 ‘싼야(三亚)’로 불
린다. 싼야는 미국의 하와이와 같은 위도상에 있어 기
후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해변 또한 갖추고
있어 ‘동양의 하와이’라 불린다. 한겨울에도 평균기
온이 27~29도 정도로 해양스포츠와 물놀이를 즐기
기에 충분하다. 야자수 나무, 에메랄드빛 바다, 5성급
호텔과 리조트가 즐비한 중국 최고의 휴양지다. 또한
열대 삼림, 소수민족 민속촌, 온천 등 관광자원도 풍부
하다. 싼야는 2017년 뉴욕 타임즈가 발표한 ‘2017년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 52곳’ 중 하나다.

싼야

YUCAIZHEN

NA

싼야만

대소동천
남산사

Danyougang

천애해각

Shaoqigang

야자수거리

JIYANG

서도

Xidao

녹회두공원
대동해 광장

대동해

썸머몰
파인애플몰

해당만

SANCAIZHEN

외곽지역

야노다열대우림

Tongqi Harbor
YINGZHOUZHEN

주강남전온천

ANLINXIANG

HAITANG Tufu Bay

삥랑빌리지

CDF면세점

Haitang Bay

Tielugang

아룡만

아룡만열대천당삼림공원
아룡만 아울렛

Yalong Bay
Dawan Bay

오지주도

Gangmen
Harbor

Lingshui Bay

원숭이섬

싼야

01 한눈에 들여다보기
싼야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싼야만, 대동해, 아룡만, 해당만으로 지역을 나눌 수 있다.
해변마다 각자의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해안가를 따라 고급 호텔, 리조트가 자리하고
있다. 여행 전 지도를 보고 어디를 먼저 갈지 순서를 정하고, 이동 동선에 따라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외곽지역
해당만
싼야만
대동해

아룡만

싼야 대표관광지
싼야만

남산문화여유구, 대소동천, 천애해각, 서도&황소섬, 싼야천고정, 별빛
크루즈, 럭셔리요트, 라스베가스쇼, 제1시장, 보행거리
추천여행지

남산문화여유구

대소동천

제1시장

보행거리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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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애해각

맹그로브 트리 리조트, 풀만 리조트, 뷰티크라운 호텔,
코니퍼 호텔

싼야

대동해

대동해 광장, 녹회두, 썸머몰, 파인애플몰
추천여행지

대동해 광장

호텔

아룡만

녹회두

썸머몰

메리어트 호텔, 인터컨티넨탈 싼야 리조트, 하만 호텔,
그랜드메트로 호텔

아룡만열대천당삼림공원, 아룡만 아울렛
추천여행지

아룡만열대천당삼림공원

해당만

오지주도, 삥랑빌리지, 야노다열대우림, 주강남전온천, CDF면세점
추천여행지

오지주도

호텔

외곽지역

삥랑빌리지

CDF면세점

쉐라톤 하이탕베이 리조트, 샹그릴라 싼야 리조트,
맹그로브 리조트(7성급), 인터컨티넨탈 하이탕베이 리조트,
그랜드하얏트

원숭이섬, 왼닝캐피탈 아울렛
추천여행지

원숭이섬

호텔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래플스 리조트,
르메르디앙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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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YA

THE BEST DAY COURSE

휴양형

1day

인천-싼야

2day

오전 호텔 내 휴식-럭셔리요트-대동해 해변

3day

원숭이섬-CDF면세점-삥랑빌리지-싼야천고정

3박 5일

4day	오전 호텔 내 휴식-시내관광(보행거리/제일시장/썸머몰/파인
애플몰)-마사지
5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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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인천

럭셔리요트

대동해 해변

원숭이섬

CDF면세점

삥랑빌리지

시내관광-보행거리

싼야

관광형

1day

인천-싼야

2day

원숭이섬-CDF면세점-주강남전온천-싼야천고정

3day

삥랑빌리지-야노다열대우림-대동해-별빛크루즈

3박 5일

4day	남산사-천애해각-시내관광(보행거리/제일시장/썸머몰/파인
애플몰)-마사지
5day

싼야-인천

주강남전온천

관광형

야노다열대우림

별빛크루즈

1day

인천-싼야

2day

남산사-천애해각-싼야천고정

3day

삥랑빌리지-야노다열대우림-주강남전온천

4박 6일

4day	오지주도-CDF면세점
5day	파인애플몰-대동해-썸머몰-녹회두공원-럭셔리요트제일시장-보행거리-마사지
6day

남산사

싼야-인천

녹회두공원

제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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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시내교통
시내버스
버스 요금은 구간에 따라 2~14元이다. 버스에 타
면서 목적지를 말하면 요금을 알려준다.
싼야 주요 버스노선
2

제일시장-싼야관광센터-썸머몰-대동해광장

8

싼야봉황국제공항-제일시장-싼야관광센터-썸머몰-대동해광장

9

봉황도-보행거리-제일시장-싼야천고정

15

봉황도-보행거리-싼야관광센터-썸머몰-대동해광장

16

제일시장-서도-천애해각-남산사

24

아룡만아울렛-싼야봉황국제공항

25

대동해광장-썸머몰-싼야관광센터-서도-천애해각-남산사-대소동천

26

녹회두공원-싼야관광센터-보행거리-서도-천애해각

28

봉황도-보행거리-썸머몰-대동해광장-오지주도

55

녹회두공원-썸머몰-대동해광장-싼야기차역-서도-천애해각-남산사

57

보행거리-서도-천애해각-남산사-대소동천

택시
기본 요금은 12元(약 2천원)이며,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계산된다. 주요 관광지에서 보면 택시
기사들이 흥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도착해서
바가지요금을 물을 수 있으니 되도록 미터기를 켜
고 이용해야 한다.

오토바이 택시
싼야 시내는 교통체증이 심해 오토바이 택시가 다
닌다. 하지만 오토바이 택시는 기본적으로 불법적
인 데다 일반 택시요금과 큰 차이가 없고,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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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관광안내소
하이난의 관광명소에는 대부분 관광안내소 가 설치되어 있어 간단한 정보와 지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국어, 영어로 된 안내 책자와 지도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된다. 관
광지에 따라 한국어로 된 책자도 준비되어 있다.
싼야 종합관광안내센터(三亚市民游客中心)
썸머몰 인근에 싼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종합관광안내 센터가 있다. 싼야 지역별 주요 볼거리와 관
광지가 전시되어 있다. 싼야 대표 관광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관광지 소개가 중국어
로만 되어 있어 아쉽다.
Add 三亚市吉阳区G224 Access 2路, 8路, 25路, 26路 버스 三亚市民游客中心역 하차
Hour 08:00~21:00 Tel 2301(한국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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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찰

G98 Hainan Ring Expressway

남산사

대소동천

싼야만

Hongtanggang

Danyougang

천애해각

수족관

Dongdao

별빛크루즈

코니퍼 호텔

라스베가스쇼
한야찬청

럭셔리요트

포라분

제1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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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펑황
국제공항

Hairun Rd

H A I N A N

T R I P

01

싼야만
三亚湾 | Sanya Bay

봉황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싼야만은 수심이 깊지 않고 모래가 고와 수영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녹회두부터 남산사까지 이어진 싼야만은 해안가를 따라 고
급 호텔과 리조트, 레스토랑, 카페 등이 줄지어 있다. 야자수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싼야의 풍경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싼야

남산문화여유구 南山文化旅游区
Add 三亚市南山文化旅游区 Access 16路, 29路, 55路번 버스 南山역/25路 버스 南山寺路口역 하차
Hour 08:00~17:30 Price 145元(10~4월)/121元(5~9월)/전동차 30元

중국 최남단 남산(南山)에 자리한 ‘남
산사’ 중국 전역에서도 유명한 사찰이
다. 남산사 대웅전에서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속설이 있
어, 중국 본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소원을 빌러 온다. 또한 이
곳은 당나라 감진 스님과 관련된 이야
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남산사의 대표적인 명소인 ‘해상관음
상(海上观音)’은 관광지 입구에서부
터 보일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
다. 높이가 108m로 미국 자유의 여신
상보다 15m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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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의 108
번뇌를 의미한다. 해상관음상은 앞
에서 보면 하나의 동상 같지만, 뒤
를 돌아보면 두 개의 동상 하나처
럼 붙어 있다. 각각의 불상이 연꽃,
염주, 불경을 들고 있는데, 이는 자
비, 지혜, 평화를 상징한다. 2005
년 해상관음상이 만들어지고 난 후
매년 발생했던 태풍의 피해가 매우
감소해 불교 신자들은 이곳을 영험
한 기운이 있다고 믿는다.
관음상 내부로 들어가면 중국의 엄
청난 스케일과 화려함으로 압도된
다. 100만여 개의 불상이 펼쳐져
있고, 내부 중앙엔 150kg 순금으
로 만든 ‘금옥관세음상’이 자리하
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음
상 전망대로 올라가면 관음상 발을
만지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인산
인해를 이룬다. 전망대 앞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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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사 여유구가, 뒤쪽으로는 드넓은 바
다가 펼쳐져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한
조망을 즐길 수 있다.
남산문화여유구는 종교적인 장소이긴 하
지만 울창한 열대우림과 푸른바다, 독특
한 중국의 불교 문화 등 다양한 매력을 느
낄 수 있어 꼭 한번 들러볼 것을 추천한
다. 게다가 ‘남산사에서 하루 동안 마시
는 공기의 양은 다른 지역에서 400일과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기가 맑
다. 여유구 면적이 워낙 넓어 전동차를 타
고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동차는 정
해진 정류장에서 내리고 탈 수 있다. 꼼꼼
히 둘러보려면 여유롭게 반나절 정도 소
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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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진 스님과 남산사
당나라 고승 감진(鑑眞)은 하이난 최초의
사찰을 세우고,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인
물이다. 서기 742년 일본에 불교 경전을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바다를 건넜지만, 번
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다섯 번째 바다를
건널 당시 태풍을 만나 표류하던 중 싼야
하구에 이르렀고, 그 후 일 년 동안 싼야에
머물면서 사찰을 세우고, 현지인들에게 불
교를 전파했다. 당시 지어진 사찰이 바로
‘남산사’다. 이듬해 감진 스님은 여섯 번째
시도 끝에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갈 수 있
게 되었고, 10년 동안 일본에서 불교를 전
했다. 순조롭게 일본에 도착한 후 감진 스
님은 ‘하이난 남산’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그때부터 남산사는 중국에서 유명
해지기 시작했다.
01

01	해수관음상
02	해수관음상 앞 기도하는
사람들
03	남산사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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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동천 大小洞天
Add 三亚市以西四十公里 Access 25路, 29路버스 大小洞天역에서 하차 Hour 07:30~18:30
Price 130元(10~4월)/108元(5~9월)/전동차 15元

남송(南宋)시기에 지어져 약 800년 역사를
지닌 하이난 최고(古)의 관광지다. 탁 트인 싼
야의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
룬다. ‘하이난 8백 년 역사 중 제일의 산수명
소(琼崖八百年第一山水名胜)’로 불릴 만
큼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관광지의 이름이기
도 한 ‘동천(洞天)’은 도교 세계에서 동굴 속
에 있는 별천지를 뜻하며, 신선들의 이상향을
의미한다. 즉, 대소동천은 동굴 속 세상과 바
깥세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소동천(小洞天)’ 바위는 대소동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이다. 바위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해 그 앞에서 맨손으로 바위를 들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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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듯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
는다. 바위 밑 공간으로 들어가면
작은 제당이 있고, 그 뒤로 또 다
른 입구가 연결되어 있다. 하늘을
향해 뚫린 구멍은 인공적으로 만
든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모습
이다. 전설에 의하면 소동천(=동
굴 속)에서 도를 닦다 신선이 되
어 하늘로 승천할 때 만들어진 길
이라고 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인 만큼 천
년이 넘은 불로송(不.老.松) 군락
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곳의
불로송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장수나무로, 식물계의 활화석으
로 불린다. 대소동천은 전체 면적
이 22.5㎢에 이르고, 바다와 산
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동차를 타
고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 돌
아보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

므로 시간이 없다면 소동천, 감진스님 기념비,
남산불로송 등 대표적인 볼거리 위주로 둘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관광지 내 한국어 표기가 잘 되어 있고, 관광
지 설명도 한국어로 쓰여 있어 이해하기 쉽다.
‘한국어 음성 가이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관
심 있는 분들은 관광지로 들어가기 전 매표소
반대편에서 대여할 수 있다. 보증금 100元에
대여료는 무료다.(보증금은 음성 가이드 반납
후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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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애해각 天涯海角
Add 三亚市天涯镇G225国道天涯镇马岭山下 Access 16路, 24路, 25路, 39路, 55路, 57路 버스 天涯海角
역 하차 Hour 07:00~18:30 Price 95元(10~4월)/80元(5~9월)

싼야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23㎞ 떨어진 해
수욕장이다. 대소동천과 같은 바닷가에 있
지만, 이곳은 휴양지 느낌이 물씬 풍기는 해
안가다. 푸른 바다와 은빛 모래가 반짝이는
백사장,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울창한 열대
나무숲, 갖가지 모양의 기암괴석이 어우러
진 전형적인 아열대 해변의 풍경이다.
천애해각에서는 유난히 웨딩 촬영을 하는
연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천애해각’
이 지닌 특별한 의미 때문이다. ‘천애해각’
을 말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의 절벽, 바다
의 끝’이라는 뜻이지만, ‘세상의 끝에서 사
랑을 외치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세상의 끝에서 사랑을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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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왠지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은

천애해각-남산사 해상버스
천애해각과 남산사풍경구에는 조금 특별한

매년 11월이면 ‘국제 웨딩 축제’가 열려

이동수단이 있다. 바로 바다 위를 달리는 해

전 세계 수천 쌍의 커플이 축제에 참가

상버스다. 매일 2회 (10:30/14:15) 운행

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다. 로맨틱한
휴양지로 주목받는 이곳은 싼야에 방

되며, 가격은 편도 50元이다. 그 뿐만 아니
라 천애해각에서 싼야 시내까지도 매일 1회
(16:15)운행된다. 가격은 편도 60元다.

문한 연인들의 필수코스로 꼽힌다.
지금은 ‘천애해각’이 아름다운 의미
를 담고 있지만, 과거에는 절망적인
심경이 담긴 이름이었다. 하이난은 송
(宋)나라 때부터 인적이 드물고, 교통
이 불편해 유배지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천애해각은 좌천당한 관리
들이 많아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
는 뜻의 ‘귀문관(鬼门关)’이라고 까지 불렸다. 그들은 당시 유배 온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땅끝에 섰지만 바다에 길이 막혀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곳을 ‘천애해각’이라 이름 붙였다.
관광지 내에는 ‘천애(天涯)’, ‘해각(海角)’, ‘남천일주(南天一柱)’ 등의 글자가 새겨
진 거대한 바위가 해변 곳곳에 흩어져 있다. 그 중 애정석(爱情石)은 천애해각 광장으
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바위다. 바다 위에 두 개의 거대한 바위가 서로 겹쳐
있는데, 하나는 일(日), 다른 하나에는 월(月)이라 적혀 있어 ‘일월석’이라 불린다. 두
바위가 겹친 모습이 마치 하트모양처럼도 보여 ‘애정석’이라는 별명으로도 부른다.

Hainan | 45

싼야

서도해양문화여유구 & 황소섬
西岛海洋文化旅游区 & 牛王岛

Add 三亚市西南8海里的三亚湾海域中心 Access 6路, 16路, 24路, 25路, 26路 버스 西島역 하차
Hour 08:00~17:00 Price 140元(10~4월)/130元(5~9월)

싼야에서 유람선 타고 20분 정도 떨어진 섬
이다. 섬 전체를 걸어서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곳곳에 조개, 꽃게, 물고기 등 아기자
기한 바다생물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사진
찍기에 좋다. 바닷가에서는 해수욕뿐만 아니
라 스노클링, 낚시, 서핑 등 다양한 액티비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탈의실, 샤워실 등이 갖춰져 있다.
서도 바로 옆 소의 뿔처럼 생긴 ‘황소섬’이 자
리하고 있다. 섬이지만 서도와 길로 연결되어
있어 전동차를 타고 간다. 황소섬 입장료는 왕
복 전동차 포함 35위안. 작은 동산으로 이뤄
진 황소섬은 어느 길로 가도 정상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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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도 당
황하지 말고 정상 방향으로 올라가면
된다. 심지어 길 아닌 것 같은 바위 사
이도 길이 연결되어 있다.
황소섬 정상에 도착하면 거대한 황금
빛 황소 동상이 반겨준다. 엄청난 규
모의 크기는 아니지만 바로 아래에서
봐서 그런지 꽤 크다. 동상 앞 흔들 다
리를 건너면 넘실대는 파도와 탁 트
인 풍경이 펼쳐진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육안으로 남산사 해상관음상
까지 또렷이 보인다. 기상 조건이 맞
지 않으면 설치된 망원경을 이용해 감
상해 보자. 전망대 간이매점에서 음
료수나 과자 등 군것질거리를 사 들고
해안가를 따라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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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크루즈 夜游三亚湾
Add 三亚市吉阳区南边海路114号航程公司海上巴士码头 Access 3路 버스 南边海市场역 하차
Hour 18:00, 19:10, 20:25 (60~70분 소요) Price 288元(식사 불포함)

별빛 크루즈에서 바라본 봉황도 야경

싼야의 밤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야
경 크루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조명
으로 반짝이는 싼야의 야경을 색다르
게 즐길 수 있다. 계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8시 크루즈를 타게
되면 해질녘 붉게 물든 바다와 싼야의
야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오색찬
란한 불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아름다
움이 두 배로 느껴진다.
왕복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중국 무
술, 춤 등 소규모 공연들이 이어져 지
루할 틈이 없다. 식사가 포함된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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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매하면 도시락이 제공된다. 도시락은 중국 현지식으로 준비되므로 사전에 고추장
이나 김 등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도시락은 유료이지만 음료수와 맥주는 공짜로 무제
한 먹을 수 있다. 안주는 무대 반대편 매점에서 과자, 꼬치, 과일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입맛에 맞는 것으로 사면 된다. 왁자지껄한 분위기의 1층과는 다르게 2층에는
조용하게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다. 3층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이 있지만 중국 노래뿐이다. 비록 로맨틱한 분위기의 크루즈는
아니지만 한 번쯤 방문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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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요트 豪华帆船
Add 三亚市榆亚大道2号鸿洲时代海岸内 Access 2路, 8路, 15路, 24路, 26路 버스 市委역 하차 후 도보
500m Tel 1380764 3566 전화 사전예약 Price 280元~(요트 타입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별도 문의)

싼야의 아름다운 바다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근사한 요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니 해변에서 바라
보는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탁 트
인 드넓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 여유로
움을 만끽할 수 있다. 하얀 돛이 바람을
타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뷔페, 낚시, 해양스포츠 등 원하는 프로
그램을 선택해 요트체험을 할 수 있으며,
시간대는 크게 ‘데이 투어’와 ‘선셋 투
어’ 두 가지로 나뉜다.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보석처럼 빛나는 푸른 바
다를 가로지르는 새하얀 요트를 타고 특
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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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도 凤凰岛
Add 三亚市河东区三亚凤凰岛 Access 9路, 15路, 19路, 26路 버스 凤凰岛역 하차

두바이를 본 따 만든 인공섬이다. 매일 밤 레이저쇼와 함께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
색색의 조명이 싼야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섬 위에 우뚝 솟은 5개의 건물은 최고급 주
상복합 아파트와 리조트로 사용 중이며, 아파트의 경우 평당 우리나라 돈 6천만 원 정
도 한다.

싼야만야자수 거리 三亚湾椰梦长廊
Add 三亚市天涯区三亚湾滨海大道(三亚湾路南) Access 8路, 25路, 26路, 27路, 34路 버스 美丽新海岸역
하차

해열광장(海悦购物广
场) 맞은편 22km가량
이어진 야자수 거리다.
열대 지방의 이국적 정취
가 느껴지는 사진 포인트
로 유명하다.

출처 : Bai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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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천고정 三亚千古情景区
Add 三亚市吉阳区迎宾路333号 Access 9路, 23路, 27路, 40路 버스 三亚千古情역 하차
Hour 14시, 17시, 20시 Price 공연 280元 (썰매장 120元, 동물원 120元, 워터파크 150元)

하이난의 역사ㆍ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이
다. 중국 대표 장이모(张艺谋)영화감독이
직접 연출한 작품이다. 공연은 1만 년 전
‘여족’의 이야기가 담긴 오프닝 공연 <낙
필동 역사>을 시작으로, 하이난의 슬픈 사
랑 이야기 <녹회두 전설>, 6세기 본토에
서 하이난을 정벌하러 온 <여성 영웅 현부
인>, 송나라 때 해상 실크로드 중심지였던
하이난의 이야기 <해상 비단의길>, 일본
에 불교 전파 과정을 담은 <감진스님의 일
본행> 등 4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로징
무대로는 아름다운 휴양지 싼야의 풍경을
표현한 <미려삼아>가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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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정 공연은 중국의 서커스와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킨 뛰어난 무대연출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다. 공연장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지는가 하면
배우가 날아다니고, 객석이 양옆으로 움직이는 등
다이나믹한 공연이 펼쳐진다. 무대뿐만 아니라 공
연장 전체를 사용해 1시간 동안 전혀 지루할 틈이
없다. 공연을 보고 난 뒤 ‘1시간만 주세요! 하이난
의 1천년을 보여 드릴게요!’라는 싼야천고정의 홍
보 문구가 딱 와닿는다. 하이난 현재를 포함한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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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역사의 ‘집약체’ 같은 느낌이다. 대
사량이 많지 않아 누구나 공연을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막에 대한 설
명이 중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되어 아
쉽다. 싼야천고정 공연장이 자리한 ‘로
맨스 파크’는 송성 엔터테인먼트그룹
에서 10억 위안(약 1,700억 원)을 투
자해 만든 복합 문화 테마파크로 공연
은 물론 송나라 거리, 워터 파크, 동물
원, 사계절 썰매장을 갖추고 있어 다양
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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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천고정 공연 내용
1막 <녹회두 전설>
하이난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이다. 한 선녀가 지상에 내려와 놀다가 사냥
꾼이었던 여족 청년과 사랑에 빠져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옥황상제가 이를 괘씸히 여
겨 선녀를 사슴으로 변신시켰다. 남자는 여자가 갑자기 사라지자 방탕한 생활로 나날을 보냈고, 어
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오직 사슴
의 간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냥하러 다니던 중 사슴을 발견한다. 하지만 사슴은 도망가지도
않고 계속 남자의 주위를 맴돌다 녹회두 절벽 끝에 다 달았다. 사냥꾼이 사슴에게 총을 겨누자 피하
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개만 돌려 눈물을 흘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자가 사슴에게 다가가자 사
슴은 다시 선녀로 변했고, 이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다.
2막 <여성 영웅 현부인>
6세기 당시 중국에서 하이난을 정벌하러 온 부부 장군이 있었다. 해적과 싸우던 중 남편이 죽게 되
었고, 이를 알게 된 아내가 급히 뒤쫓아 왔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부하들은 해적을 잡아 복수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부인 장군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수는 용서’라며 해적을 풀어 주었다. 현부인에
게 감동한 해적들은 현부인과 함께 하이난을 지켰다고 한다.
3막 <해상 비단의길>
송나라 당시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었던 하이난은 동남아, 아랍 등과 문화, 무역 교류에 가교 역
할을 담당했다.
4막 <감진스님의 일본행>
불교를 일본에 전파하기 바다를 건넜지만 계속 실패했다. 태풍을 만나 하이난에 표류한 감진스님은
사찰을 짓고, 수행을 더한 끝에 일본에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장이모 감독
장이모(張藝謀) 감독은 중국 대표 감독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공연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의 공연은 중국 공연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연출한 대표적인 ‘싼
야천고정’는 중국 5개 지역에서 공연되며, ‘중국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꼭 봐야 하는 쇼’라는 수
식어가 따라다닌다. 또 다른 공연인 ‘인상(印象) 시리즈’는 중국 7개가 지역에서 즐길 수 있다. 지역마
다 내용은 다르지만, 웅장하고 화려한 스케일은 비슷하다. 이 공연은 중국 최고의 초대형 야외 뮤지컬
로 평가받는다. ① 항저우의 인상·서호(印象·西湖) ② 운남성의 인상·리장(印象·丽江) ③ 구이린의
인상류산제(印象·刘三姐)④ 하이난의 인상·하이난다오(印象·海南岛) ⑤ 푸젠성의 인상·다홍파오
(印象·大红袍) ⑥ 충칭시의 인상·무릉(印象·武隆) ⑦ 저장성의 인상·푸퉈(印象·普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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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라스베가스쇼 美丽之拉斯维加斯大型歌舞秀
Add 三亚市市辖区新风街299号 Access 9路, 24路 버스 中医院역 하차 Hour 20:00~21:10
Price 280元

러시아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서양식 공연이다. 춤과 노래는 물론 발레,
서커스, 마술 등 모든 장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종합 선물세트 같다. 볼거리가 가득한
신나는 공연이지만, 비키니를 입은 여자 무용수들이 나와 엉덩이를 사정없이 흔드는
등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다소 민망하다. 공연은 20시에 시작되지만 19시부터 선
착순으로 입장한다. 입장권 구매 후 현장에서 15元을 추가하면 VIP 좌석으로 옮길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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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시장 第一市场
Add 三亚市吉阳区新建街155号 Access 2路, 8路, 16路, 26路 버스 一市场路口역 하차/15路, 24路 버스 一市
场역 하차 Hour 12:00~21:30

제1시장 해산물 거리
해산물을 사서 시장 밖으로 나

싼야에서 가장 큰 해산물 시장이다. 현지인이 많
이 찾는 곳이라 가격이 저렴하고 싱싱하다. 각종

오면 가공점(加工店, 해산물 조
리 식당) 직원들의 호객행위로 정
신이 없다. 바로 직원을 따라가도

생선과 조개류는 물론 파란색 게, 코끼리 조개 등

되고, 10여 개의 가공점이 골목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열대지방 해산물이 많아

에 줄지어 있으니 직접 보고 결정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해산물이 주를 이루지
만 그 이외에도 고기, 과일, 채소 등 구역별로 나뉘
어 있다. 이곳에서 해산물을 구입 후 인근 식당으

해도 된다. 가격은 큰 차이가 없
으니 걱정하지 말고 선택하면 된
다. 해산물의 종류, 무게에 따라
가공비가 책정되는데, 엄청 싸진

로 가져가면, 약간의 조리비를 받고 요리를 해준

않지만 현지 분위기를 느끼기며

다.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으

간단히 맥주를 마시기에 좋다. 가

니 참고하자. 저녁이 되면 시장 앞 거리가 야시장

공점에서 해산물을 사지 않고 가

으로 변한다. 먹거리보다는 옷, 액세서리, 기념품
등 쇼핑거리가 많다.

도 요리를 주문할 수 있다.
Add 三亚市吉阳区新民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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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보행거리 解放路步行街
Add 三亚市吉阳区新建街155号 Access 9路, 15路, 26路, 28路, 57路 버스 步行街口역 하차

싼야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한국
의 명동 같은 분위기다. 현지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
리, 쇼핑 아이템이 가득하다.
특히 거리 중간에는 하이난의 특산품인
진주를 파는 가게가 줄지어 있다. 하이난
진주는 바다에서 나오는 해수(海水) 진
주로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과 색감이 뛰
어나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
고 있으니 기념품으로 구매해도 좋을 듯
하다.
보행거리 바로 옆 소흘성(小吃城) 식당
가에서는 꼬치, 볶음 등 각종 해산물 요리
를 맛볼 수 있다. 그중 한국식 매운탕 비
58 | Hainan

싼야

슷한 ’해선대가(海鲜大咖)‘가 인
기다. 해선대가는 랍스타, 새우,
꽃게, 바지락, 가리비 등 각종 해
산물을 넣고 매콤하게 끓인 중국
식 해물탕이다. 마늘도 듬뿍 들어
가 있고, 매콤한 국물이 있어 한국
인의 입맛에 특히나 잘 맞는 요리
다. 냄비에 올라간 해산물의 양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150元 정
도다. 해산물 없이 생선만 넣고 끓
이면 100위안 미만이다. 가게 앞

해산물이 올려진 냄비가 있으니 원
하는 냄비를 선택해 “多少钱?(뚜
오샤오치엔)”이라고 가격을 물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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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해

大東海 | Dadonghai Bay

싼야 시내와 인접해 있어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해변이다. 한겨울에도 수온이
18도 정도로 수영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해변의 모래 입자가 가늘고 부드러워 맨발로
밟으면 발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감촉이 좋다. 길이 32km의 해변에는 해수욕을 즐기
며 누워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 특히 러시아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중국과 구소
련과의 중소분쟁이 끝나고,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을 통해 알려진 곳이기 때문이다.
해안을 따라 노천카페와 레스토랑이 이어져 있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싼야

대동해풍경여유구 大东海风景旅游区
Add 三亚市吉阳区大东海风景旅游区 Access 2路, 8路, 15路, 25路, 28路, 55路 버스 大东海广场역 하차

싼야 시내와 인접한 해수욕장
으로 늘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
들로 북적인다. 겨울철에도 바
닷물 온도가 20℃ 정도로 높
아 1년 내내 수영을 즐기기에
좋다. 시원한 바다에 빠져 놀
거나, 모래사장에 누워 일광
욕을 즐기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흐른다. 해변에 앉아 맑은 하
늘과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것
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새하얀 백사장은
모래 입자가 고와 맨발로 걸어
도 괜찮다. 해변은 썸머몰에서
62 | Hainan

싼야

파인애플몰 방향으로 1~3호로
나뉘며, 대동해 광장과 연결된
2호 해변에는 돗자리를 펴놓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많다. 특
히 러시아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러 온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약 2km 정도 이어진 해변을 따
라 구역별로 화장실, 샤워실, 탈
의실 등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
한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
져 있다. 또한 이국적인 풍경의
야자수가 줄지어 있고 식당, 카
페 등이 늘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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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녹회두 공원 鹿回头公园
Add 三亚市西南端鹿回头半岛内 Access 26路 버스 鹿回头公园역 하차 Hour 07:30~22:00
Price 42元(4~10월)/35元(5~9월)/ 관람차 15元/슬라이드 30元

높이 181m에 자리한 공원으로
지대가 높아 싼야 시내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다. 녹회두 공원
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이 되
면 그 아름다움이 더 빛을 발한
다. 시내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
는 싼야 최고의 야경 명소이기
때문. 봉황도의 화려한 레이저
불빛이 밤하늘을 가르고, 색색
의 조명이 더해져 밤하늘을 아
름답게 수놓는다. 이곳은 야경
뿐만 아니라 싼야의 아름다운
64 | Hainan

도 유명하다. 산 정상에 오르
면 ‘녹회두 전설’에 등장하는
여족 청년과 선녀의 조각상이
우뚝 서 있는데, 동상은 높이
12m, 길이 9m, 너비 4.9m
규모다. 입구에서 전동차를
타고 올라간 뒤 정상까지는 걸
어가야 한다. 곳곳에 야경을
감상하기 좋은 레스토랑, 상점
이 있어 잠시 쉬었다 가도 좋
을 듯하다. 정상에서 산 아래
로 내려갈 때는 슬라이드를 타
고 보다 빠르게 내려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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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녹회두 전설’이 깃든 곳으로

싼야

썸머몰 夏日百货
Add 三亚旅游区大东海海韵路1号 Access 2路, 8路, 15路, 25路, 28路, 55路 버스 夏日百货역 하차
Hour 10:00~22:00 Url http://www.sanyasummermall.com/index.html

대동해 중심에 자리한 쇼핑센터다.
나이키, CK, 라코스테 등 익숙한
브랜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선
구하기 힘든 TUDOR, 周大福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1층
에는 하겐다즈, 2층에는 스타벅스,
4층에는 슈퍼마켓, 5층에는 식당
가가 있다. 썸머몰이 특별한 이유는
‘제이슨 맥주 광장’ 때문이다. 저녁
이 되면 쇼핑몰 앞 광장에 포장마
차 비슷한 분위기의 야시장이 열린
다. 광장 중앙에 테이블이 깔리고,
그 주변으로 식당이 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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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 함께 즐기면 좋은 각종 꼬
치, 해산물 등을 판매한다. 먼저 자
리를 잡고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주
문하면 된다. 밤이 깊어지면 무대
에서 라이브 공연, 댄스파티 등 다
양한 행사를 진행해 흥겨운 분위기
를 돋운다. 외국인들과 어울려 자유
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강력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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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파인애플몰 一号港湾城(大菠萝)
Add 三亚旅游区大东海榆亚路136号 Access 2路, 8路, 15路, 25路, 28路, 55路 버스 大东海广场역 하차 도
보 300m Hour 10:00~22:00

68 | Hainan

싼야

대동해 광장 옆 파인애플 모양의 외관
이 눈길을 끄는 쇼핑몰이다. 1층에는 맥
도날드, 미니소 2층에는 대형 마트 4층
에는 식당가, 영화관이 있다. 대형 마트
에는 간식거리뿐만 아니라 하이난 특산
물 코너가 따로 있어 기념품을 사기에
도 좋다. 이곳은 한국, 태국, 홍콩 등 전
세계 음식을 만나볼 수 있어 음식 백화
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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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룡만

亚龙湾 | Asian Dragon Bay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2대 청청지역이다. 길이 7.5km의 초승달 모양의 해변은 고운
모래와 뛰어난 주변경관으로 ‘천하제일만(天下第一湾)’이라 불린다. 이 지역에는 세
계 체인 호텔과 리조트가 줄지어 있어 세계적인 휴양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호텔마다
전용 비치를 가지고 있으며 대동해에 비해 조용한 편이다.

싼야

아룡만 열대천당삼림공원 亚龙湾热带天堂森林公园
Add 三亚市亚龙湾国家旅游度假区内 Access 15路, 24路, 25路 버스 六盘村路口역 하차
Hour 7:30~17:30 Price 120元(4~10월)/100元(5~9월), 전동차 50元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열대 식
물들이 가득한 열대 원시림이다.
1,506 헥타르의 엄청난 면적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열대 우림을 보존하고
있다. 버스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
가는 길은 마치 미로처럼 꼬불꼬불한
길의 연속이다. 코너를 돌 때 반대편
버스를 향해 와! 하고 소리치며 서로
놀라게 하는 장난을 하곤 한다.
过江龙 정류장에서 내리면 이곳에
서 가장 유명한 흔들다리가 나온다.
중국 대표 여배우 ‘서기’가 주연한
‘비성물요2’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72 | Hai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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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영화 포스터처럼 인증샷을 남기고 싶지만, 엄청난 인파로 늘
북적인다. 하지만 해발 450m 높이의 구름다리에서 바라본 아룡만의 풍경은 흔들 다
리의 무서움을 잊게 만든다. 沧海亭전망대도 꼭 찾아볼 포인트다. 울창한 녹음이 가득
한 삼림공원 전체와 하이난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아룡만 해변이 한눈에 들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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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아룡만 아울렛 亚龙湾一号小镇奥特莱斯
Add 海南省三亚市吉阳区龙溪路6号 Access 24路 버스 亚龙湾奥特莱斯역 하차 Hour 10:00~22:00

작년 12월에 오픈 한 따끈따끈
한 신상 아울렛이다. 나이키, 뉴
발란스, 샘소나이트 등 우리에
게 익숙한 브랜드가 많다. 3층
규모의 야외 매장이어서 그런지
파주아울렛이 연상되는 곳이다.
G구역 1층에 가면 해산물 시장
과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신선
한 해산물을 구입해 식당에 가
져가면 약간의 조리비를 받고
요리를 해준다. 해산물은 수족
관 앞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으
며,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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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물도 많으니 맛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식당에서는 요리하
는 방법에 따라 가격이 정해
지며, 미리 가격표를 확인하고
구매하자.

Hainan | 75

해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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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이다. 하지만 파도가 높아 수영 금지
구역이다. 에메랄드 빛 바다와 22km 길이의 해안선을 따라 고급호텔들이 줄지어 있
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 CDF몰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도 도시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이다.

싼야

오지주도 蜈支洲岛
Add 三亚市海棠湾镇蜈支洲岛 Access 28路 蜈支洲岛역 하차 Hour 08:30~17:30 Price 168元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하이난
최고의 휴양 섬이다. ‘중국에는 하이난
이 있고, 하이난에는 오지주도가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치가 뛰어나
다. 군사 통제구역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
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동차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둘
러보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지만, 다양한 체험을 하려
면 반나절 이상은 이곳에 머
물러야 한다. 스노클링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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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도 수십 종에 이르는 다양
한 열대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맑다. 또한 스킨 스쿠버,
스노클링, 패러세일링 등 다양
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레저의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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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삥랑빌리지 槟榔谷黎苗文化旅游区
Add 海南保亭黎族苗族自治县甘什岭自然保护区内 Access 싼야 시내 셔틀버스 운행
Hour 08:00~17:30 Price 125元 Url www.binglanggu.com

하이난 토착민인 여족(黎族)과 묘족
(苗族)의 독특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민속촌이다. 민속촌 입구에 들어서면
길게 뻗은 빈랑나무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이곳의 상징이기도 한 빈랑(槟
榔)은 여족이 청혼할 때 주는 선물이다.
빈랑나무는 야자수와 비슷하게 생겼지
만, 열매는 대추와 비슷한 크기다. 빈랑
은 환각작용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
만, 설사, 피부병, 두통 등을 치료할 때
도 사용한다. 열매를 씹으면 처음에는
쓰고 떫은 맛이 나며, 점점 개운한 맛과
단맛이 느껴진다. 마치 박하사탕을 먹
은 듯 시원하고 화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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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직조 기술 발전에 기여할 만큼 뛰어난
방직기술을 갖고 있다. 특히 민속촌 내 박물
관에 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
된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지금도 삥랑빌리
지 곳곳에서 직접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여
족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다.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들을 살펴보면 얼굴에 그려진 문신
이 눈에 띈다. 이는 여족의 독특한 문화로,
여성이 15세가 되면 전통적인 통과 의례에
따라 전신에 문신을 새긴다. 문신의 문양은
자신의 가문을 표시하며, 문신의 상태에 따
라 미인의 척도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풍습은 1968년 폐지되어, 현재 삥랑빌리
지 할머니들에게만 남아 있다.
전동차를 타고 삥랑빌리지 가장 높은 곳으
로 가면 묘족 마을이 있다. 묘족은 은(银)공
예 기술이 뛰어난 민족으로, 팔찌, 목걸이,
반지, 핀 등 각종 장신구를 몸에 두르고 있다. 묘족의 전통 의상 또한 중국 소수민족 가
운데 화려한 편에 속한다. 특별한 체험을 원한다면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가옥을 배경
삼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좋다.
싼야시내-삥랑빌리지 셔틀버스 운행시간
장소

출발시간

국광호생

国光豪生

7：00

메이리신해안

美丽新海岸

7：05

9：25

비해란천

碧海蓝天

7：10

9：30

길상입구

吉祥街口

7：15

9：35

봉황섬

凤凰岛

7：20

9：40

일방백화

一方百货

7：25

9：45

시위

市委

7：25

9：45

9：20

녹회두

鹿回头广场

7：25

9：45

하일백화

夏日百货

7：30

9：50

대동해광장

大东海广场

7：35

9：55

유림시장

榆林市场

7：35

9：55

길양위생원

吉阳卫生院

7：50

10：10

삥랑빌리지관광구역

槟榔谷景区

8：20

10：40

Hainan | 81

싼야

여족은 하이난에 처음 정착한 민족으로, 중

싼야
빈랑·고운(槟榔·古韵) 공연
여족의 3천년 역사를 음악과 춤으로
표현한 공연이다. 자연과 함께 지낸
여족의 원시생활 문화를 고스란히 감
상할 수 있다. 여족 할머니들이 무대
로 올라와 자수 놓고, 물소가 직접 무
대 앞으로 지나가고, 오리가 무대까
지 직접 걸어오는 등 다양한 볼거리
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배우가 아닌
여족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이기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Hour 10:00 / 12:00 / 14:00 /
16:00
Price 일반석 140元, VIP석 160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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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노다열대우림 呀诺达热带雨林
Add 三亚市北偏东方向的保亭黎族自治县三道农场 Access 싼야 시내 셔틀버스 운행 Hour 07:30~18:00
Price 160元(5~9월)/180元(10~4월) Url www.yanoda.com

하이난 하면 푸른 바다와 백사장이
떠오르지만, 내륙에는 울창한 열대
우림이 펼쳐져 있다. 열대 우림의
면적은 약 45㎢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 대표적인 스팟 위주로 둘러봐
도 4~5시간 정도 소요된다.
관광지 내에서 안내원이 손을 V자
로 흔들면서 ‘야노다~’라고 환영
인사를 한다. 야노다는 하이난 말
로 ‘하나, 둘, 셋’을 뜻하는데, 이
말속에는 ‘환영, 평안, 축복’이란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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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우림 지역으로 들어가면 울창한
나무숲이 이어져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일 년 내내 24도 정도의 평균기온을 유
지해서 한 여름에도 그리 덥지 않다. 울
창한 나무들이 뿜어내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림욕을 즐기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다.
열대우림 내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폭포 등반체험, 짚라인, 서바이벌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폭포 등반 체험(踏瀑戏水拓展)’을 추
천한다. 얼어붙은 빙벽이 아닌 높이 200m의 흐르는 폭포수를 맨손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연결된 줄이 있어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체험은 하류 계곡부터 시
작해 장애물을 넘고, 그물을 포복으로 지나는 등 총 길이 1.2km에 달한다. 체험비는
150元이다. 열대 우림 정상에서 동정역(桐亭站)까지 연결된 ‘짚라인(高空滑索)’은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스릴을 즐길 수 있는데다 열대 우림의 절경을 하늘
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 인기다. 680m 구간을 200초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체험비는 130元이다. 오디오 가이드는 입장할 때 한국어, 영
어, 중국어 등 원하는 나라의 언어로 무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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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야노다열대우림 셔틀버스
운행시간

4회

11:30

18:000

•2번 셔틀버스

•1번 셔틀버스
(나라다 그랜드 호텔↔야노다열대우림)

(명주광장↔야노다열대우림)

나라다 그랜드 호텔(君澜酒店)–그랜드 포츈베이

명주광장(明珠广场)–르파커 인터내셔날 호텔(黎

(财富海湾大酒店)–아태회의중심(亚太会议中

客国际酒店)–하베스트 키린 호텔(豪威麒麟酒

心)–홀리데이 인 리조트 싼야베이(假日酒店)–

店)–시민유객중심(市民游客中心)–리조트 인타

후아유안 온천 시뷰 리조트(华源酒店)–하워드 존

임(银泰酒店)–썸머몰(夏日百货)–대동해광장(

슨 리조트 싼야베이(国光滨海花园)–싼야 홀리데

大东海广场)–아룡만(亚龙湾)

이 리조트(三亚度假村)–녹해전원(绿海田园)–
벽해남천(碧海蓝天)–425의원(425医院)–길

1회

야노다행

싼야행

09:00

16:00

상가입구(吉祥街路口)–단결가입구(团结街路
口)–신풍가입구(新风街路口)–명주광장(明珠

•가격 : 1인당 36위안

广场)–르파커 인터내셔날 호텔(黎客国际酒店)

•예약 : 사전 예약 필수

야노다행

싼야행

8:00

14:00

2회

9:00

15:00

3회

10:30

17:00

1회

•전화 : 400-0463-888 0898838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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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남전온천 珠江南田溫泉
Add 海棠区湾区南田国际度假区 Access 싼야 시내 셔틀버스 운행 Hour 08:00~23:00 Price 198元

싼야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노천 온천이다. 평균 수온은 56도이며,
칼슘 등 미량 원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제격이다.
온천 내에는 코코넛, 포도주 등 34개의
테마탕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 피부 질
환을 치료해주는 ‘닥터 피쉬탕’이 가장
인기다. 탕에 몸을 담그면 닥터 피쉬
가 각질을 쪼아 먹어 간지럽기
도 하고 따끔한 기분이 든다.
온천 한쪽엔 워터파크까지
있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를 즐기기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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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은 남녀 혼탕으로 수영복을 착용
해야 입장할 수 있는데, 미처 수영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온천 입구 상점에
서 살 수 있다.

펄 리버 가든 호텔↔남전온천
셔틀버스 운행시간
온천행

싼야행

1회

9:00

8:00

2회

10:00

9:00

3회

14:30

13:00

4회

16:00

15:00

5회

22: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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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F면세점 三亚国际免税城
Add 三亚旅游区海棠湾海棠北路118 Access 33路, 34路, 35路 버스 海棠湾免税广场역 하차
Hour 10:00~22:00 Url www.cdfgsanya.com

세계적인 규모의 면세점이다. 그
규모는 약 7만2천m²로 축구장 면
적의 10배에 달한다. 총 3층 규모
에 A, B동으로 나뉘어 프라다, 구
찌, 불가리 등 세계적인 명품부터
각종 화장품, 하이난 전통 특산물
까지 약 300여 개의 브랜드가 입
점해 있다. 3층 식당가에는 KFC,
피자헛, 푸드코트가 있다. 푸드코
트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카운터에서 카드를 충전해 음식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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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트 내에는 떡볶이, 불고기 등 한국 음식도 판매한다. 저녁이 되면 쇼핑몰 외관과
야외분수에 조명이 켜져 야경을 즐기기에도 좋다.

무료 셔틀버스
•대동해 노선(09:30~18:30, 1시간 간격)
녹회두 광장- CDF 면세점

•아룡만 노선(10:00~14:00)
아룡만 애립방빈해낙원 주차장(亚龙湾爱立方滨海乐园) → 레기스 산야 아롱베이 호텔(瑞吉酒店) → 리츠
칼튼리조트(丽思卡尔顿) → 풀만 풀빌라 리조트(铂尔曼) → 메리어트 리조트 (万豪酒店) → 쉐라톤 리조트
(喜来登酒店) → MGM 그랜드 샨야(美高梅酒店) → 맹글로브 트리 리조트(红树林酒店) → CDF면세점(三
亚国际免税城)

•오지주도 노선 A(09:30/11:00/13:00~16:00/19:30)
글로리아 리조트(海棠湾9号) → 캠핀스키호텔(凯宾斯基) → 더블트리 힐튼 (逸林希尔顿) → 쉐라톤호텔(喜
来登) → 로얄 베고니아 리조트(豪华精选) → 샹그릴라 호텔(香格里拉) → CDF면세점(三亚国际免税城)
※주요 호텔에서도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 로비에 미리 문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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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플스 호텔

Lingshui Bay

Zouzhusng
Reservoir

외곽지역

원숭이섬

웨스틴 호텔

Tongqi Harbor

Liyue Reservoir

Ganamen

Lian Port

Shuikou Port

Gangpo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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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po Gang

Riyue Bay

Tiantou Port

Yangmei Port

완닝 아웃렛

JiaJing Island

Zhouzai Island

Potou Port

르메르디앙 호텔

Nanyanhai

Laodie Hai

H A I N A N

T R I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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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지역
Outskirt

싼야

원숭이섬 南湾猴岛
Add 陵水县新村镇 Access 싼야 시내에서 택시 이용시 200元 Hour 08:00~17:00 Price 163元

중국에서 유일한 섬 형태의 원숭이 자
연 보호구역이다. 섬에는 우리와 울타
리가 없어 2,800여 마리의 원숭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동물원이 아닌
자연 그대로 원숭이를 볼 수 있어 아
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추천하
는 관광지다. 저녁이 되면 원숭이들이
산속으로 돌아가므로, 오후보다는 오
전에 가는 것이 좋다.
원숭이 섬을 돌아보기에 앞서 유의해
야 할 사항이 있다. 음식은 정해진 장
소에서만 먹어야 하며, 봉투를 들고
다니면 원숭이에게 뺏길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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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숭이를 함부로 만지거나 너무
가까이 가면 원숭이에게 물릴 수 있
으므로 주의하자.
다른 원숭이들과 싸움이 잦고, 사람
들 공격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원
숭이를 벌하기 위해 ‘원숭이 감옥’
도 있다. 사진, 나이, 죄명 등 범죄자
처럼 신상이 적혀 있어 눈길을 끈다.
코믹한 콩트쇼는 조련사와 함께 유
쾌하고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한다.
막대기를 빼앗아 조련사를 혼내고,
조련사의 모자를 객석으로 던지는
등 장난끼 많은 원숭이의 모습
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
낸다.
공연 전/후에는 원숭
이 배우들과 함께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다.(인
당 20元) 또 다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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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연인 서커스는 외줄타기, 자전
거 타기 등 각종 묘기로 사람들
을 감탄케 한다. 원숭이들 공연
을 위해 자유를 뺏긴 것 같아 조
금은 안쓰러운 느낌도 든다.
원숭이 섬까지는 케이블카 또는
배를 타고 갈 수 있다. 케이블카
는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단 5
분이면 도착한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이는 원숭이 섬과 수상
가옥의 풍경은 압권이다. 하지
만 늘 대기하는 사람들로 북적
인다. 일정상 여유가 없다면 대
기 시간 없이 바로 탈 수 있는 배
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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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트쇼

서커스
회차

시간

회차

시간

1회

9:10

1회

8:30

2회

10:20

2회

9:40

3회

11:30

3회

10:50

4회

12:30

4회

12:00

5회

13:40

5회

13:00

6회

14:50

6회

14:10

7회

16:00

7회

15:20

8회

17:10

8회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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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색비치 七彩沙滩, Colorful Beach
Add 南湾猴岛1号沙滩 남완원숭이섬1호비치(No.1 Beach, Nanwan Monkey Islet, Lingshui Xian, Hainan Province)

남완 원숭이섬 1번 해변 도로
를 달리다 작은 언덕을 넘어가
면 푸른바다와 하얀비치로 조
성된 그림같은 풍경이 펼쳐진
다. 1.1KM의 해안선과 280M
의 아름다운 해변가, 끊임없이
이어진 야자 숲은 마치 무릉도
원을 보는 것과 같다. 칠색비치
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이모습
을 마치 하느님이 인간세상에
잃어버린 천국의 한 모퉁이 같
다고 한다.
50개 정도의 크기가 다른 옛
선박과, 100개에 가까운 7색
의자, 비치에 늘어진 파라솔들
은 칠색비치를 전통적이면서도
로맨틱하게 꾸며준다. 또한, 연
회선, 불교선, 보물선 등의 시설
들의 특이한 관경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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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장료내에 비치 오토바이, 해
상자전거, ATV, 다이빙, 통나무배, 하
버보드 등 십여개의 다양한 해상 및
비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가족,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하이난의
가장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비치를 방
문해 보자. 하이난의 제일 깨끗한 비
치라고 말할 수 있는 칠색비치에서 아
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로맨틱한 추
억을 남겨보는 것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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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닝수창아울렛 万宁首创奥特莱斯
Add 万宁市兴隆莲兴大道1号 Access 완닝동차역(万宁动车站)에서 102路 버스 万宁首创奥特莱斯역 하차
Hour 08:00~18:30

2개 동 2층 규모의 아울렛이다.
구찌, 아르마니, 코치 등 익숙한
브랜드의 매장이 입점해 있다. 가
격대는 한국과 비슷하나 한국에
서 보기 힘든 디자인의 제품이 있
으니 완닝시 근처에서 숙박한다
면 한 번쯤 들러봐도 좋을 듯하
다. 의류,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북(北)관 2층에 가면 한국 음식,
화장품, 소형가전을 판매하는
‘한국성’이 있다. 여행 중 한식이
생각난다면 이곳에서 음식을 구
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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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여행후기
01	주강남천온천에서 온천욕을
하는 사람들
02	오지주도의 열대우림
03	대동해 해변에서 휴양을
즐기는 사람들

01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싼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
같은 곳이다. 제2의 도시이자, 관광이 발달한 지역이
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열대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
은 이전에 다녔던 중국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해변 주
변으로 세계적인 체인 호텔과 리조트가 즐비해 편안하
게 휴식을 하기에도 좋고, 스노클링, 다이빙, 패러세일
링,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 있으니 ‘중국 최
고의 휴양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바닷가에 앉아
어디든 자리를 잡고 맥주 한잔, 와인 한잔을 즐기며 하
루를 마무리해보자.

02

푸른 바다 못지않게 울창한 열대 우림 풍경도 아름답
다. 녹음이 우거진 숲을 걷다 보면 은은한 숲 향기와 깨
끗한 공기로 머리가 더없이 맑아지는 기분이다. 숲에서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며 주변 경관을 감상하거나, 스릴
넘치는 짚라인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열대 우림을
즐길 수 있다.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
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한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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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하이커우
海口
Haikou, 해구

하이난의 성도(省都)이자 지역 최대 도시다. ‘항구’
라는 뜻의 ‘하이커우(海口)’는 하이난 무역 전체의
50%를 차지할 만큼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옛날엔 중국의 대표적인 귀양지였지만, 현재는 중국
경제 특구로 하이난의 행정, 경제, 문화, 역사의 중심
지다.
하이난 북부에 자리한 하이커우는 열대 해양성 기
후로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평균기온
21~25도로 우리나라 봄가을 날씨와 비슷하다. 따뜻
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11~3월이 최대 성수기다.

메리어트 호텔

하이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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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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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ăikŏu Shì

Longquanzhen

하이커우

01 한눈에 들여다보기
하이커우는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의 거리가 다소 멀기 때문에 일정을 여유롭게 잡는
것이 좋다.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고, 원하는 관광지를 선택해 둘러보자.
숙박, 관광, 휴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트레빌 리조트는 셔틀버스가 잘되어 있으
니, 시간표를 참고하여 이용하자.

보화호텔
만록원 맞은편에 자리한
보화호텔은 시내 중심에
자리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더블트리 힐튼호텔
더블트리 힐튼 호텔 305개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다.

센트레빌
미션힐즈에서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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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광장
하이커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합쇼핑센터다.

만록원
하이커우의 대표적인
해상 열대 공원이다.

기루옛거리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혼재된
이국적인 분위기의 거리다.

오공사
당송시대의 충신 5명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다.

화산구
화산의 흔적을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는 공원이다.

무비타운
1940년대 중국 근대 문화를
재현한 영화 테마파크다.

야생동식물원
멀리서 동물을 관람하는
일반 동물원과는 다르게
가까이서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동물원이다.

미션힐즈 리조트
미션힐즈 리조트는 5성급으로
탁 트인 자연경관과 아시아
최고급 수준의 레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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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커우

HAIKOU

THE BEST DAY COURSE
하이커우로 직항하는 비행기가 없어 싼야를 경유해야 한다.

휴양형

1day

인천-싼야-하이커우

2day

미션힐즈

3day

미션힐즈-무비타운-센트레빌

3박 5일

4day	화산구-기루 옛거리
5day

미션힐즈

관광형

하이커우-싼야-인천

무비타운

1day

인천-싼야-하이커우

2day

미션힐즈-무비타운-센트레빌

3day

화산구-야생동식물원

4day

기루옛거리-만록원-오공사

5day

하이커우-싼야-인천

센트레빌

3박 5일

화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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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원

만록원

하이커우

02 시내교통
시내버스
버스 요금은 구간에 따라 1~14元이다. 버스에 타면서 목적지를 말하면 요금을 알려준다.

관광 버스
싼야 주요 버스노선

1线

화산구지질공원(火山口地址公园)-녹지중앙문화(绿地中央文化)-녹지
버스 구간 별
오체관(绿地奥体管)-환락미식성(欢乐美食城)-관해대(观海台)-서수해
요금 / 최대
탄(西秀海滩)-해구항(海口港)-해항국제광장(海航国际广场)-만록원
15元
(万绿园)-백사문공원(白沙门公园)

2线

해남야생동물원(海南野生动物园)-김성달건재성(金盛达建材城)-해서 버스 구간 별
요금
교(海瑞桥)-군화해일호텔(君华海逸酒店)-만록원(万绿园)

백사문공원(白沙门公园)-경서대하(景瑞大厦)-해남사범대학(海南师范
버스 구간 별
大学)-화도어예시장(花鸟鱼艺市场)-소방배훈기지(消防培训基地)-항
요금 / 최대
3线
대문화여유성(恒大文化旅游城)-무비타운(电影公社)-난계방(兰桂坊)10 元
미션힐즈(观澜湖度假区)

4线

백사문공원(白沙门公园)-해남대학(海南大学)-화평교(和平桥)-용정상
버스 구간 별
성(龙井商城)-경산빈관(琼苑宾馆)-성채표중심(省彩票中心)-성도서관
요금 / 최대
(省图书馆)-연봉향촌주제공원(演丰乡村主题公园)-미란골프장(美兰高
15元
尔夫球)-동책항홍수림(东寨港红树林)

만록원(万绿园)-치지화원(置地花园)-가화명도(嘉华名都)-동호(东湖)- 버스 구간 별
5线 성채표중심(省彩票中心)-성도서관(省图书馆)-녹지성(绿地城)-경애홍 요금 / 최대
15元
군개변구지(琼崖红军改编旧址)-풍백구기념관(冯白驹纪念馆)
노능힐튼호텔(鲁能希尔顿酒店)-연태호텔(燕泰酒店)-만복신촌(万福新
村)-만록원(万绿园)-군화해일호텔(君华海逸酒店)-남광서해만(南光西 버스 구간 별
6线
海湾)-서수해탄(西秀海滩)-홀리데이비치(假日海滩)-해남국제회의중심
요금
(海南国际会展中心)-서해서원(西海瑞园)-영경사(永庆寺)
만록원(万绿园)-종루(钟楼)-신화남로(新华南路)-동호(东湖)-해남성박
버스 구간 별
7线 물관(海南省博物馆)-성농업간부학교(省农业干部学校)-경태서원(琼台
요금
书院)-해서고거(海瑞故居)-해서묘(海瑞墓)

택시
기본 요금은 10元(약 1천8백원)이며,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계산된다. 주요 관광
지에서 보면 택시기사들이 흥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도착해서 바가지요금을 물을
수 있으니 되도록 미터기를 켜고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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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루옛거리 骑楼老街
Add 海口市龙华区水巷口路34号 Access 17路, 18路, 20路, 21路, 25路, 26路, 38路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혼재된 이국
적인 분위기의 거리다. 150여년 전
부터 이곳에서 일하던 화교들이 서
양 건축양식 본 따 2~3층 높이의
건물에 1층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
도록 복도가 이어져 있는 ‘기루(骑
楼) 양식’의 건물을 만들었다. 비오
는날 에는 우산이 필요 없고, 더운
날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구조
다. 이 거리는 베이징 국자감 거리,
하얼빈 중앙대가와 함께 중국 10대
역사거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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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구 石山火山群国家地质公园
Add 海口市秀英区东山镇(海榆中线27公里处) Access 旅游公交1线 Hour 08:00~18:00
Price 60元 Url www. hkhsq.com

화산의 흔적을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
는 공원이다. 100만 년 동안 화산 폭
발로 생긴 분화구 중 가장 큰 규모이
며,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으로 지정
된 곳이다. 하이난은 제주도와 같은
화산섬으로 약 2만 년 전까지도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공원 주변으로 30여 개의 크고 작은
화산구와 10여 개의 용암터널이 있
는데, 그 중 말의 안장과 비슷하다 하
여 이름 붙여진 마안령(马鞍岭) 화산
구는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돼 지질학
적 가치가 크다. 깊이 약 70m,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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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m 정도의 화산 분지에 내려가
직접 관람할 수 있으며, 분지는 화
산식물로 가득해 신비한 느낌이다.
해발 222.8m의 마안령 화산구 정
상은 하이커우에서 가장 높은 곳으
로 하이커우의 시내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높지는 않지만 산에
올라야 하고, 바위가 미끄러우니 운
동화를 신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화산구미식원 火山口美食园
관광지 내에 자리한 식당으로 공연을 감상하며 지역 특색음식을 맛볼 수 있다.
추천메뉴
화산닭(火山土窑鸡), 가지볶음(咸鱼茄子煲), 콩볶음(虾酱豆角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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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원 海南热带野生动植物园
Add 海口市秀英区东山镇 Access 旅游公交2路 Hour 08:00~17:30 Price 128元
Url www.hntwzoo.com

멀리서 동물을 관람하는 일반 동
물원과는 다르게 가까이서 야생
동물을 볼 수 있는 동물원이다.
직접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호
랑이, 사자, 곰, 코끼리 등 2백여
종의 동물을 만날 수 있다.
위험하지 않은 동물들은 차에서
내릴 수 있다. 드라이브 코
스뿐만 아니라 도보 코
스에서는 원숭이, 하
마, 기린 등 비교적 온
순한 동물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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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원숭이 동산은 야생 그대로
의 느낌이다. 동물원을 둘러보려면
2-3시간 소요되며, 아이와 함께 하
면 좋은 관광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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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록원 万绿园
Add 海口市龙华区滨海大道38 Access 21路, 27路, 29路, 旅游公交2路, 旅游公交5路, 旅游公交6路 万绿园
역 하차

하이커우의 대표적인 해상 열대
공원이다. 바닷가 주변으로 1만
여 그루의 야자수뿐만 아니라 다
른 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 열
대 식물이 줄지어 있어 멋진 경관
을 자랑한다.
게다가 도심 속 고층 빌딩과 공원
녹지가 잘 어우러져 하이커우 시
민들의 쉼터로 각광받는 곳이다.
평일에는 비교적 한가하지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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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면 나들이 나온 시민들
로 북적인다.
공원 내에서는 자전거 또는 전
동카트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볼
수도 있어 자연을 느끼며 여유
롭게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또
한 세계대교(世界大桥)의 야
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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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사 五公祠
Add 海口市海府路169号 Access 4路, 14路, 37路, 41路, 202路 五公祠역 하차 Hour 08:00~18:00
Price 20元(10~4월)/17元(5~9월)

당송(唐宋)시대의 이덕유(李德裕), 이
강(李綱), 이광(李光), 조정(趙鼎) 호
전(胡詮) 등 충신 5명을 기리기 위한 사
당이다. 그들은 간신들과 맞서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모함을 받아 이곳으로
유배를 당한 인물들이다. 그 당시만 해
도 하이난은 다른 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그들이 유배 생활을 지
내면서 지역의 문화, 교육, 경제를 발전
시켰다. 이에 지금까지 하이난 사람들
이 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
1097년 송나라 대표 문장가 소동파
(蘇東坡)가 유배를 당해 하이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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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을 때 하천의 더러운 물을 마셔 병
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이를 안타깝
게 여겨 우물을 파 깨끗한 식수를 얻
을 수 있게 했다. 그 당시 만들었던 우
물이 바로 이곳의 부속천(浮粟泉)이
다. 우물은 9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흐르고 있다.
1889년 청나라 광서제(光緖帝) 때
하이난제일루(海南第一樓)를 수리
한 후 그 후로부터 하이난제일루와
그 주변의 건축물들을 통칭해 오공사
라 부르게 되었다. ‘하이난제일루’는
높이 9m의 2층 누각식 건물로 하이
난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가장 높은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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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타운 观澜湖华谊冯小刚电影公社
Add 海口市龙华区观澜湖大道1号 Access 미션힐즈 리조트 내 무료 셔틀버스 운행 Hour 09:00~21:00
(20:00 마지막 입장) Price 남양거리 88元/ 1942민국거리 68元/ 남양거리+1942민국거리 138元
Url www.movietownhaikou.com

1940년대 중국 근대 문화를 재현한 영화
테마파크다. 중국 장강 유역 4대도시(상
하이, 난징, 우한, 충칭)를 재현한 1942
거리는 실제로 중국 대표 영화감독 펑샤오
강(馮小剛)의 영화 <1942>의 촬영지이
기도 하다. 인력거 체험, 시대극 공연 뿐만
아니라 전통의상을 대여해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20여개의 건물은 레스토랑, 호
텔, 카페 등으로 사용 중이다.
1942 민국거리 이외에도 19세기 말~ 20
세기 초 중국, 동남아 지역의 건축양식을
볼 수 있는 남양거리는 또 다른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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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의 느낌이 융합된 이국적인 풍경이다. 해가 지면 간
판 네온사인이 빛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킨다. 낮과
밤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니, 이왕이면 해질녘쯤 방문해
낮과 밤의 풍경을 모두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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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베어 박물관 泰迪熊博物馆
Add 海口市观澜湖大道观澜湖新城泰迪熊博物馆 Access 미션힐즈 리조트 내 무료 셔틀버스 운행
Hour 10:00~19:00 Price 어른 90元 어린이 50元

테디베어 가족의 발자취를 따라 고
대 실크로드부터 해상실크로드 ‘일
대일로’까지 다양한 테마로 전시되
어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
역의 문화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다.
세계 예술 명작을 만나
볼 수 있는 ‘아트갤러리’
는 아이들이 즐겁게 관
람하는 동시에 예술 문
화 지식도 쌓을 수 있
다. 레오나르도 다빈
치의 ‘모나리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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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등 다양
한 작품 속 테디베어를 찾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하이난의 아름다
운 바닷속 풍경을 볼 수 있는 ‘아쿠
아리움’은 실제로 물이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인어공주로 변신한
테디베어, 해초 사이에 숨어 있는
테디베어 등의 설정에서 작가의 위
트가 느껴진다.
테디베어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쉽
게 이해할 수 있어 아이들뿐만 아니
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테디베어 박물관은 하이커
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주도, 경
주, 여수, 설악, 군산 및 중국 청두에
서도 만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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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레빌 海口观澜湖新城
Add 海口市观澜湖大道观澜湖新城 Access 미션힐즈 리조트 내 무료 셔틀버스 운행, 旅游公交3路, 旅游公交7路
Url http://www.mhcentreville.com/haikou/

미션힐즈에서 운영하는 복합쇼핑
몰이다. 24만㎡ 면적에 다양한 글
로벌 명품 브랜드, 슈퍼마켓, 카페,
레스토랑 영화관까지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홍콩 란콰이퐁
을 재현한 거리에는 바(Bar)와 클럽
이 위치해 저녁이 되면 사람들로 붐
빈다. 특히나 쇼핑몰 내에는 한국인
의 입맛에 맞는 레스토랑이 많다.
치킨집, 한국 레스토랑 등
이 자리하고 있으니 여
행 도중 한식이 생각
날 때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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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되면 미션힐즈 중앙 인공호수
에서 거대한 분수 쇼가 펼쳐진다. 힘찬
물줄기에 색색의 조명이 더해져 밤하
늘을 배경으로 춤을 춘다. 어른이나 아
이 할 것 없이 분수의 환상적인 분위기
에 매료된다. 덕분에 호수 주변으로 자
리한 레스토랑, 카페 테이블은 야경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인기다. 호텔무비 타운-센트레빌 구간은 무료 셔틀
버스가 운행 중이며, 구간마다 5분 정
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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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데이 비치 假日海滩
Add 海口市秀英区假日海滩
Access 8路, 35路, 37路, 40路, 57路 버스 假日海滩역 하차

하이커우의 가장 대표적인 해변이다.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11km 떨어진 이
곳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시원하게 뻗은
야자수로 둘러싸여 있다. 그 사이로 새
하얀 모래사장이 6km 이어져 이국적
인 풍경을 자아낸다.
낮에는 해수욕하거나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서핑, 스노클링 등
해양 액티비티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
다. 다소 덥다고 느낄 수 있는 5~11월이
바닷가에 들어가 수영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며, 봄, 겨울은 날이 좋아 일광욕
을 하기에는 적당하지만, 수온이 낮아 바다에 들어가기엔 조금 쌀쌀할 수 있다. 하이난
에서는 매년 5월 30일 단오절이 되면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붐빈다.
단오절에 우리나라에서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지만, 중국에서는 지역별로 독특한 단오
절 풍습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이난성은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며 용신의 기운을 받
아 신체 건강, 땀띠 예방 등 1년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시룽수
이(洗龍水)’ 문화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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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커우

해서묘 海瑞墓
Add 海口市龙华区丘海大道39号 Access 관광7路 버스 海瑞墓역 하차
Hour 08:00~17:30 Price 10元

중국에서 청렴결백의 대명사로 꼽히
는 해서(海瑞)의 무덤이다. 하이난
출신의 해서(海瑞)는 명(明)나라 관
리로 지낼 당시 황제에게 직간(直諫,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말함) 하다 투옥되었다.
이후 석방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어떠
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
게 정치를 펼쳤다. 해서는 중국 역사
에서 송대 판관 포청천과 함께 청렴
하고 강직한 관리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에 해서의 이야기는 ‘해서
판관’이라는 경극의 단골 소재로 쓰
인다. 해서묘가 이곳에 자리한 이유는 해서의 관을 옮기던 중 갑자
기 관을 들고 있던 끈이 끊어지자, 사람들은 그가 묻힐 곳을 이곳으
로 정한 것이라고 여겨 그를 이곳에 묻었다고 한다.
1589년 세워진 해서묘는 엄격하게 여생을 지냈던 해서를 상징하듯 엄숙한
분위기다. 무덤 앞으로 길이 100m 정도의 참배로가 이어져 있고, 길옆으로 양, 말, 사
자 등 석상이 놓여 있다. 무덤 뒤 3층 누각은 해서의 사당으로 해서에 관한 자료가 전
시되어 있다.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2018년 4월에 재개장될 예정이다.

Hainan | 125

하이커우

일월광장 日月广场
Add 海口市美兰区国兴大道9号 Access 64路, 89路, 92路 버스 日月广场역 하차 Hour 10:00~22:00

하이커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
합쇼핑센터다. 15만 5400㎡ 면
적에 유니클로, 자라, H&M 등 의
류매장은 물론 영화관, 오락시설,
박물관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
득하다. 게다가 쇼핑몰 곳곳에 카
페와 레스토랑도 있어 쇼핑하며
잠시 쉬어가기 좋다. 또한 한식 레
스토랑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만큼 온
종일 놀며 쉬며 시간을 보낼 수 있
다. 해 질 녘이 되면 쇼핑몰 앞에
서 환상적인 분수 쇼가 펼쳐져 로
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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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커우

저자의 여행후기
01	미션힐스 내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들
02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03	무비타운에서 과거의상을 입
고 즐기는 사람들

01

하이난성의 성도인 하이커우는 싼야와 같은 섬에 있지
만 다른 풍경을 담고 있다. 휴양지보다는 도시적인 느
낌이 강하다. 하이커우에 방문한다면 미션힐스 리조트
에 가볼 것을 추천한다. 미션힐스는 골프, 스파, 워터파
크, 쇼핑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종합 테마 리조트
로 면적이 마카오 전체 면적보다 넓다. 리조트 내에는
하이난에서 가장 넓은 자연 온천과 스파 시설을 보유
하고 있어 여행에서의 피로와 지친 몸을 풀 수 있다. 또
한 실제 영화 촬영지이기도 한 무비타운에서는 타임머
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 온 듯한 느낌의 인생샷을 남길

02

수 있다.
여행 할 때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음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재미다. 신선한 해산물과 열대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과일 등 종류가 다양하다. 색다른 음식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듯하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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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I N A N

T R I P

Sanya Bay

싼야

About

Point

Food & Cafe
맛집 & 카페

맛집

해아찬청 海亚餐厅

카페

&

Add 三亚市区新风街138号(明日大酒店对面) Hour 09:00~21:00
Tel (0898)88276962, (0898)88362388

하이난의 4대 대표요리 ‘문창닭’과
‘동산양’ 등 하이난 전통요리를 한번
에 즐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다. 닭기름밥은 느끼함보다 고소한 맛
이 일품이다.
추천메뉴
문창닭(文昌鸡), 홍소동산양(红烧东
山羊), 고구마순볶음(虾酱地瓜叶),
콩볶음(清炒四角豆), 닭기름밥
(鸡油饭)

Hainan | 129

맛집
카페

&

습미관 拾味馆
Add 三亚市三亚湾路21号昌达海景花园1期B栋1楼(近新风街) Hour 11:00~14:30, 17:00~21:30
Tel (0898)88835566

인기 있는 프렌차이즈 식당으로,
중국 전역에 50여개의 매장이 있
다. 이곳의 대표메뉴인 습미골탕
은 중국식 사골국으로 담백한 맛
이 특징이다. 탕 또는 샤브샤브로
즐길 수 있다.
추천메뉴
습미골탕(拾味骨汤), 5호고추돼
지볶음(5号椒小炒黑猪肉), 해
남야자밥(海南椰香饭)닭기름밥
(鸡油饭)

포라분 抱罗粉
Add 三亚市天涯区三亚河西路33/34号 Hour 07:00~23:00
Tel 13307595298

싼야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다.
개운한 국물에 각종 고명이 올라
가 우동하고 맛이 비슷하다. 고수
를 못 먹는 분들은 주문시 “부야
오썅차이(不要香菜)”를 말하면
된다.
추천메뉴
해물바오로우펀(海鲜抱罗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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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DOLPHIN 海豚西餐酒吧

카페

&

Add 三亚市吉阳区大东海榆亚路99-8号 Hour 11:00~02:00
Tel (0898)88215700

트립어드바이저 1위 레스토랑으
로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즐길
수 있는 양식 펍(Pub)이다. 대동
해, 썸머몰 인근에 자리하고 있
어 접근성이 좋다.
추천메뉴
DOLPHIN HOUSE BEEF
BU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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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카페

&

동북왕교자 东北王饺子城
Add 三亚市三亚市大东海榆亚路135号鸿芳中洋酒店2楼 Hour 10:00~23:00
Tel (0898)88212192,(0898)88212585

중국식 찹쌀 탕수육 꿔바로우와
만두피가 두툼한 물만두를 맛볼
수 있다. 중국 음식을 잘 먹지 못
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추천메뉴
물만두(水饺), 꿔바로우(锅包
肉), 부추전병(韭菜盒子), 건두
부볶음(五香干豆腐)

장묘묘적점 张猫猫的店
Add 吉阳区海韵路2-2号 Hour 10:00~22:00
Tel (0898)88211220

캐쥬얼한 스타일의 레스토랑으로
하이난의 맛과 멋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썸머몰 맞은편에 위치하
고 있어 접근성이 좋다.
추천메뉴
하이난 코코넛젤리(海南椰子冻),
파인애플밥(海南菠萝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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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매저천미 梅姐川味

카페

&

Add 新民街119号 Hour 09:00~23:00
Tel 13876745280

트립어드바이저 3위를 차지한
해산물 레스토랑이다. 제일시장
해산물 거리의 가공점으로 현지
분위기를 느끼며 해산물 요리를
맛보기에 좋다.
추천메뉴
게요리(香辣蟹), 조개요리(芒果
螺), 가리비요리(扇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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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카페

&

해남사방채 海南私房菜
Add 海棠区北路海棠68商业街一楼121号 Hour 10:30~21:30
Tel (0898)88750056

하이난 가정식을 맛보기 좋은 레
스토랑이다. 짭쪼름한 육수에 콩
나물, 각종 야채, 고기를 넣고 자
작하게 끓인 탕요리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딱 맞는다.
추천메뉴
하이난야채탕(海南斋菜煲), 돼
지고기찜(水煮肉片), 공심채볶
음(空心菜), 대나무밥
(竹简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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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스타벅스 星巴克

카페

&

Add 三亚市吉阳区大东海海韵路1号夏日百货F2 Hour 08:30~23:00
Tel (0898)88757957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
거나, 시티 머그컵을 모
으는 컬렉터라면 가보
자. 썸머몰 2층에 위치
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노 톨사이즈가 24元으
로 가격은 우리나라
와 비슷하다.

조묘카페 早苗咖啡馆
Add 三亚市滨海大道吉祥路盛世新第大楼11楼 Hour 13:00~01:30
Tel (0898)38260979

싼야만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루프탑 카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에서 내리면 1층에서는 상상도
못 한 멋진 분위기의 공간이 펼쳐진
다. 실내 공간과 야외 테라스로 나
뉘어 있으며, 한여름을 제외하곤 경
치와 야경을 즐기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야외 테라스가 인기다. 카페이
지만 커피만 파는 것은 아니다. 가볍
게 맥주와 칵테일도 즐길 수 있다.
싼야만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기
고 싶다면 한번 방문해 보자.
추천메뉴
커피 32~38元, 맥주 35~55元
Hainan | 135

맛집
카페

&

싼야만1호카페 三亚湾1号咖啡
Add 三亚湾路1号金色港湾小区揽云阁9楼 Hour 18:00~24:00
Tel (0898)31807456

아늑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루프
탑 카페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
한 카페라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한다. ‘이런 곳에 카페가 있나?’
생각이 들지만,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숨겨진 공간을 찾은 느낌이
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싼야만의
풍경을 바라보며 가볍게 커피, 맥
주, 와인 등을 즐길 수 있다. 야외
테라스에는 흔들의자와 오두막
등 아기자기한 공간이 있어 연인
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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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태망요 泰芒了

카페

&

Add 三亚市吉阳区鹿岭路27号 Hour 10:00~22:00
Tel 13307565959

대표적인 열대과일 ‘망고’를 듬뿍 넣어 만든 망
고주스 가게다. 주스 하나를 다 마시면 배부를
정도로 푸짐하다. 망고주스 38元
추천메뉴
슈퍼사이즈 망고쥬스(超级芒果冰),
망고망고(芒果芒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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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카페

&

해안11호 海岸11号
Add 三亚市三亚湾三亚湾路滨海别墅11栋三亚海岸 Hour 10:00~02:00
Tel (0898)88812225

봉황도를 바로 앞에서 바라볼 수 있
는 레스토랑&바(Bar)다. 봉황도 입
구에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
면 ‘해안 11호’를 만날 수 있다. 내부
에는 나룻배에 와인병이 놓여 있고,
곳곳에 중국 장군 동상이 자리해 독
특한 분위기다. 실내와 야외 테이블
로 나뉘며, 야외에서는 작은 무대가
있어 라이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싼야의 화려한 야경과 라이브 공연
을 함께 즐길 수 있어 현지인들은 물
론 외국인, 관광객 등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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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I N A N

T R I P

Haikou

하이커우

About

Point

Food & Cafe
맛집 & 카페

맛집
카페

&

센트레빌 광화문 观澜湖新城 光化门
Add 海口观澜湖大道1号 Hour 11:00~22:00
Tel (0898)65679622

한국인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한
식 레스토랑이다. 어설픈 한국식이
아닌 제대로 된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어 중국인들에게도 인기다.
추천메뉴
라볶이, 불고기 덮밥,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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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미션힐즈 실버문 邀月庭

카페

&

Add 观澜湖大道1号会所负1层 Hour 11:30-14:30/17:30-22:00
Tel (0898)68683888

미션힐즈 리조트 내 자리한 중식 레스토
랑이다. 아무래도 한국인의 방문이 많
은 곳인 만큼 한국인 입맛에 맞는 중국
음식이 많다. 각종 해산물, 볶음류, 탕
류, 구이류뿐만 아니라 디저트까지 중국
각지의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메뉴판에
음식 사진과 영어가 준비되어 있어 쉽게
주문할 수 있다. 이곳은 골든카드로 이
용할 수 있으며, 단품으로도 주문 가능
하다.
추천메뉴
하이난식돼지고기볶음(干煸海南猪
肉), 가지볶음(鱼香茄子)

미션힐즈 비스트로 온더락 酒店西餐厅
Add 观澜湖大道1号观澜湖酒店内 Hour 11:30-24:00
Tel (0898)68683888

미션힐즈 내 자리한 중식, 일식, 한식,
양식 종류별로 가득한 뷔페다. 신선한
해산물, BBQ, 과일 등 다양한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주문 즉시 다진
마늘을 살짝 올려 구워주는 ‘굴구이’는
꼭 한번 먹어보길 권한다. 달큰 짭조름
한 맛이 일품이다. 메뉴에는 ‘김치’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저녁에
는 맥주가 무제한으로 제공
된다. 이곳은 골든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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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카페

&

기루 음식거리 骑楼小吃街
Add 龙华区大同路2号友谊商场 Hour 08:00~23:00
Tel (0898)66220966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거리다. 서양과 동양
의 건축양식을 접목한 ‘기루’ 양식이 독
특하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을 빚어낸다.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푸드코트 형식
으로 가게마다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
서 먹을 수 있다. 중국 음식부터 디저트
까지 여러 가지 음식을 판매하니 다양
한 음식을 맛보기에 제격이다. 입구에
자리한 카운터에서 카드를 구매 후 충
전해서 사용하면 된다. 사용 후에는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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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태룡청 야시장 泰龙城

카페

&

Add 海口市龙华区大同路4号 Hour 10:00~22:00
Tel (0898)66220180

기루 음식거리 바로 옆에 자리한 또 다
른 음식거리다. 유명 레스토랑에서 현
지 음식을 맛보는 것도 좋지만, 길거리
음식을 통한 현지 체험은 또 다른 재미
가 있다. 양꼬치, 마라꼬치, 새우튀김,
전병, 닭발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가
득하다. 호기심에 하나씩 음식을 사더
라도 가격이 비싸지 않다. 단, 음식 먹을
곳이 따로 없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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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라오 海底捞火锅
Add 龙华区明珠路8号宜欣城4层 Hour 09:00~07:00
Tel (0898)65681799

중국 대표 샤부샤부 맛집이다. 매운맛,
담백한 맛 등 입맛에 맞는 육수를 선택
하고, 함께 먹을 고기, 채소를 선택하면
된다. 매운 육수는 매운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곳은 맛은 물론이고 세심한
서비스로도 유명하다. 웨이팅을 할 동
안 과자, 음료가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네일아트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음식
이 나오면 머리끈, 일회용 알코올 안경
닦기 등이 제공되며, 수타면을 직접 뽑
거나 경극 등 다양한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야어당 椰语堂
Add 中山路50-2号骑楼步行一条街
Tel (0898)31859881

하이난 대표 간식 ‘칭부량’을 맛볼 수
있는 카페다. 칭부량은 우리나라 팥빙
수와 비슷한 음식이지만, 단맛이 덜해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추천메뉴
칭부량(清补凉)

144 | Hainan

맛집

기루노가문화차관 骑楼老街文化茶馆

카페

&

Add 长堤路34号(水巷口骑楼集散广场一、二楼) Hour 07:00~00:30
Tel (089)66560695

중국 전통 차를 마실 수 있는 차관이다.
입구에 자리한 카운터에서 카드를 구매
후 충전해서 차를 주문하면 된다. 녹차,
홍차, 우롱차 등 입맛에 맞는 찻잎을 선
택하면 직접 종업원이 직접 차를 우려
준다. 중국은 커피보다는 차 문화가 발
달한 지역이므로 현지인처럼 차 한잔을
마시며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찻잎에 따라 가격은 10~78元이
다. 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이난 전통
음식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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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I P

Sanya Bay

싼야만

About

Point
Hotel & Resort
호텔 & 리조트

호텔

맹그로브 트리 리조트 월드 싼야 베이

三亚湾红树林度假世界, Mangrove Tree Resort World Sanya Bay
Add 中国海南省三亚市凤凰路155号 Price 디럭스 룸 903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8895-5555 Url www.mymhotel.com

레저, 오락, 쇼핑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5성급 리조트
하이난 최초의 휴양목적 복합 리조트
맹그로브 트리 리조트는 퀸팜, 킹팜, 코
코넛, 엘더팜, 부다,카폭 등 총 7개의 호
텔로 이뤄진 복합 리조트로 3,80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엘라
더팜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꾸며진 키즈 테마 패밀리 호텔이다.
하이난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를 갖춘 곳
1만평 규모의 ‘아마존 정글 워터 파
크’에서는 인공 파도풀, 코브라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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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

호텔
리조트

&

라이드, 물 대포, 어린이 수영장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
다. 리조트 투숙객도 따로 입장권을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다.(워터파
크 208元)
쇼핑몰, 영화관, 무비 스튜디오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곳
쇼핑몰에는 H&M, VERA MODA
등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실제 영화 세트장 같은 ‘무비 스튜
디오’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다.
리조트 곳곳에 QR코드가 있어 호
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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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풀만 오션뷰 싼야 베이 리조트&스파

三亚湾海居铂尔曼度假酒店, Pullman Oceanview Sanya Bay

Resort & Spa

Add 三亚市三亚湾路158号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 전용 비치
Tel 86-898-8828-8888 Url www.pullmanhotels.com

최상의 서비스와 최적의 위치를
자랑하는 5성급 호텔

싼야 봉황국제공항, 싼야 시내가
모두 가까운 리조트
공항까지 12km, 싼야 시내까지 8km 떨
어져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469개 객실 모두 오션뷰 이며, 호텔 전
용 비치를 갖추고 있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수영장, 헬스장, 스파, 키즈클럽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
리조트 내에는 키즈 클럽은 물론 정글짐,
트래펄린,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야외 워터파크까지 갖추고 있어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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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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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리조트

&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이 찾는 편이다. Shan SPA에서는 발리식, 태국식, 중국식
을 선택해 마사지를 즐길 수 있으며, 리조트 투숙객에 한해 50% 할인된 가격을 제공
한다. 그 외에도 스크린 골프, 스크린 사격, 영화관 등 투숙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
설을 갖추고 있다. 스크린골프(148위안/1시간/최대 4명), 스크린 사격(1라운드 30
위안/최대 2명)
리조트 내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바
리조트 야외에 위치한 ‘브리즈 바(Breeze
Bar)’의 저녁 BBQ 뷔페에서는 각종 해산
물과 중국식 샤브샤브 ‘훠궈’를 맛볼 수 있
으며, 김치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레드
썬 바(Redsun Bar)’에서는 싼야의 멋진
야경을 감상하며, 시원한 맥주와 음료수를
즐길 수 있다.
※ 한국인 관광객 대상 골든 카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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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행시간
•호텔-보행거리-제일시장 셔틀버스
11:00/17:00
•호텔-CDF면세점 셔틀버스
호텔

CDF면세점

08:38

13:00

14:38

19:00

호텔

뷰티크라운 호텔 三亚美丽之冠大树酒店,

리조트

&

Sanya Beauty Crown grand tree Hotel

Add 三亚市凤凰路101-1号 Price 스탠다드 룸 343元~ 디럭스 룸 478元~ Hour 체크인 14: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 실외 수영장 Tel 86-898-8889-7555 Url www.bmgitree.com

세계 최다 객실 호텔로
기네스북에 등재
세계 최다 규모의 객실 보유한 호텔
총 6,668개의 객실로 단일 호텔 중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나무 형상의
독특한 외관으로 호텔 투숙객 외에도 많
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이다. 밤이 되면 화
려한 조명이 켜지면서 더욱 돋보인다.
‘라스베가스 쇼’공연장과 1분 거리에
자리한 최적의 위치
100여 명의 러시아 무용단이 펼치는 ‘라
스베가스 쇼’ 공연장이 호텔 바로 앞에 자
리하고 있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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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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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전동차 외에 자동차가 다
닐 수 없으니 참고하자.
수영장, 스쿼시장, 영화관,
쇼핑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춰진 곳
뷰티크라운 호텔에는 실외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영화관, 쇼핑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
다. 쇼핑몰과 연결된 150m 길이
의 복도는 마치 유럽의 궁전에라도
온 듯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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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코니퍼 호텔 三亚子悦康年酒店,

리조트

&

Managed By Conifer Hotel& Resorts
Add 三亚市吉阳区迎宾路165号中铁置业广场 Price 스탠다드 룸 386元~ 디럭스 스위트 룸455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 실외 수영장 Tel 86-898-8828-6999
Url www.coniferhotels.com

루프탑 인피니트
수영장을 갖춘 곳
천고정 공연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4성급 호텔
싼야에서 꼭 봐야 할 ‘천고정’ 공연장
과 3km 정도 떨어져 있어 이동이 편
리하다. 2개 동의 건물에 622개의 객
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던한 디자인
의 쾌적한 객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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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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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곳
루프탑 수영장이 있어 아름다운 싼야의 전경을 감상하며 수영을 즐길 수 있다. 호텔 12
층에 자리한 루프탑 인피니티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이용 가능 하다.
아늑한 정원에서 즐기는 아침 식사
호텔 내 정원과 2층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음식은 중국식과 서양식으로 나
뉘는데, 취향에 맞게 골라 먹으면 된다. 정원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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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Sanya Vanke Forest Breeze Resort

Add 三亚万科森林悦度假村 三亚吉阳区学院路181号万科森林度假公园三期(No.181, Xueyuan Road, Jiyang
District, Sanya, China) Access 싼야시내에서 택시로 30분정도 거리 60위안(약 8천원) 정도
Tel 0898-3823-2888

낙필동 관광지 구역에 위치해있는 싼야
포리스트 브리즈는 주위로 산들이 둘러
싸여 있으며 삼림율이 90%가 넘는다.
대기중에 산소 함유량이 3000을 초
과하여 공기도 좋아 마치 삼림욕을 하
는 듯한 느낌을 주는 리조트다.
또한 다양한 오락시설을 구비하여 휴양
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리조트다. 캠프
파이어, 마술공연, 키즈클럽 등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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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싼야 포리스트 브리즈 리조트 三亚万科森林悦度假村,

호텔
리조트

&

있는 중식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영장에는 작은 슬라이드가 구비가 되어 있어 아이
들이 좋아한다. 시내에서 약 14km 떨어져 있지만 가성비가 좋은 리조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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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onghai Bay

대동해

About

Point
Hotel & Resort
호텔 &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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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어트 호텔 三亚山海天万豪酒店,
Sanya Marriott Hotel Dadonghai Bay
Add 三亚市大东海海韵路88号 Price 디럭스 룸 854元~, 이그제큐티브 룸 1234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8821-1688 Url www.marriott.com.cn/hotels/travel/syxdbsanya-marriott-hotel-dadonghai-bay/

트립어드바이저 가성비
1위 호텔로 선정된 곳
바다와 가깝고 싼야 시내와 5분 거
리 호텔
트립어드바이저 1,356건의 호텔 중
가성비 1위에 선정된 메리어트 호텔
은 언제나 인기 만점인 최상의 호텔
이다. 푸른 대동해 바다와 녹음이 우
거진 산으로 둘러싸여 350도 수려
한 전망을 자랑한다. 싼야 시내와는
5분 거리에 위치해 이동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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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헬스장, 대규모 키즈 클럽 등 다
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
호텔 내에는 야외 수영장, 헬스장, 미끄럼
틀과 아동 도서가 갖춰진 넓은 키즈 클럽이
마련되어 있다. 바다와 연결된 수영장과
인피니티 풀이 있으며, 풀바(Pool Bar)에
서는 음료수와 맥주를 즐길 수 있다.
투숙객 외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호
텔 레스토랑
메리어트 호텔 내에 있는 3개의 레스토랑
에서는 중식을 기본으로 다양한 종류의 음
식을 맛볼 수 있다. 특히 ‘Smoki Moto (雾山特色餐厅)레스토랑’은 외국인 입맛도 사
로잡은 한국식당이니 꼭 한번 들러보자. Goji Kitchen&Bar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
사를 맛볼 수 있으며, 저녁에는 해당만을 바라보며 분위기 있는 와인을 즐길 수 있다.
호텔-시내 셔틀버스
•시간 : 09:00 /10:00 /11:00 /14:00 /16:00 /17:00 /18:00 /19:00
•노선 : 호텔로비 - 대동해공공비치(大东海公共沙滩) - 썸머몰(夏日百货) -파인애플몰(大东
海国际购物中心) - 녹회두광장(鹿回头广场) - 제일시장(第一市场) - 국제쇼핑센터(国际购
物中心)
•예약 : 출발 30분 전까지 예약 필수
•금액 : 호텔 투숙객에 한해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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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컨티넨탈 싼야 리조트 半山半岛洲际度假酒店,
InterContinental Sanya Resort
Add 三亚市洲际路1号 Price 클럽룸 1,527元~, 디럭스 룸 1,698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8861-8888 Url www.intercontinental.com/sanya

객실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다운 5성급 리조트
전 객실에서 탁 트인 바다 조망이 가능한
5성급 리조트
인터컨티넨탈 리조트 343개의 객실에
서는 모두 탁 트인 바다 조망이 가능하
며, 클럽룸에는 널찍한 야외 테라스와
욕조가 마련되어 있어 편하게 쉴 수 있
다. 호텔과 해변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휴양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헬스장, 스파, 사우나, 수영장, 테니스,
키즈클럽 등 즐길 거리 가득한 곳
리조트 내부에는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
코트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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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서 지친 몸을 달래줄 스파와 마사지를 즐길 수 있다. 리조트에서 대여해주는 자전
거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호텔 내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인터컨티넨탈 전용 비치 앞에 자리한 아시안 빌리지(Asian Village) 레스토랑에서는 다
양한 아시아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비어하우스(Beer House)에서 저녁 시간에 라이
브 공연이 열린다.

호텔-시내 셔틀버스 운행시간
三亚半山半岛度 三亚半山半岛洲 三亚半山半岛安
假酒店
际度假酒店 纳塔拉度假酒店

鹿回头公园

大东海夏日百货

鹿回头广场

9:00

9:03

9:05

9:08

9:13

9:25

10:00

10:03

10:05

10:08

10:13

10:25

11:00

11:03

11:05

11:08

11:13

11:25

12:00

12:03

12:05

12:08

12:13

12:25

14:00

14:03

14:05

14:08

14:13

14:25

15:00

15:03

15:05

15:08

15:13

15:25

16:00

16:03

16:05

16:08

16:13

16:25

17:00

17:03

17:05

17:08

17:13

17:25

18:00

18:03

18:05

18:08

18:13

18:25

19:00

19:03

19:05

19:08

19: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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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 호텔 三亚哈曼度假酒店,
Harman Resort Hotel Sanya
Add 三亚市吉阳区榆亚路136号 Price 스탠다드 룸 756元~, 디럭스 룸 818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
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3152-8888 Url www.harmanhotelsanya.com

파인애플몰과 연결되어
최적의 위치를 자랑하는 5성급호텔
싼야 시내 중심에 위치한 호텔
싼야의 대표적인 쇼핑몰 파인애플
몰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쉽고 간
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다른
관광지로 갈 때도 호텔 앞으로 지
나가는 버스 노선이 다양해 어디든
찾아가기 좋다. 싼야를 여행하기
에 최적화된 위치로 이동시간이 짧
아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고급스럽고 아늑한 인테리어의
객실
객실은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꾸며져 있으며, 대리석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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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럽고 아늑한 분위기다. 모든 객실
에는 욕조를 갖추고 있다. 방과 침대 사
이즈가 큰 편이어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
기기에 좋다.
수영장, 헬스장, 키즈클럽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
하만 호텔에는 실외 수영장, 헬스장, 키
즈클럽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수영장은 인피니티 풀로 바다를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층에는
대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레스토
랑과 바도 있다.

하만호텔-CDF면세점
셔틀버스 운행시간
•예약 : 출발 24시간 전 예약
호텔

CDF면세점

09:25

13:05

14:5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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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메트로 호텔 三亚鹿岭海湾维景国际大酒店,
Grand Metro ParkBay Hotel
Add 大东海度假区南边海路 113-1 Price 수페리어 트윈룸(바다전망) 488元~, 디럭스 트윈룸 538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8861-9999
Url http://www.syhwwjhotel.com

합리적인 가격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호텔
가격대비 훌륭한 객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숙할 수 있으며,
가격에 비해 깔끔한 시설을 갖추고 있
다. 녹회두 공원과 10분, 봉황도 10
분, 별빛 크루즈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객실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다운 호텔
호텔 앞으로는 싼야 남쪽 항구가 있어
정박해 있는 요트를 감상할 수 있고,
164 | Hainan

호텔
리조트

&

뒤편으로는 짙은 녹음이 우거진 녹회두
풍경이 펼쳐져 있다.
실외 수영장, 헬스장, 슈퍼마켓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곳
수영장은 호텔과 다른 건물에 자리하고
있어 번거롭지만, 성인 풀장과 어린이 풀
장이 있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
다. 호텔 1층에는 각종 생필품과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 있다.

호텔-썸머몰 셔틀버스 운행시간
호텔

썸머몰

10:00

15:15

15:00

18:00

호텔-CDF면세점 셔틀버스 운행시간
호텔

면세점

08:40

13:00

14:00

19:00

•예약 : 출발 24시간 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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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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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aton Sanya Haitang Bay Resort
Add 三亚海棠湾海棠北路76号 Price 디럭스 룸(바다 전망) 1078元~, 프리미엄 룸(바다전망) 1301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 3885-1111
Url www.starwoodhotels.com

신뢰도 높은
세계 유명 브랜드 호텔

합리적 가격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5성급 호텔
500개의 객실을 보유한 쉐라톤 리조트
는 스타우드 계열의 호텔로 최상의 호텔
서비스와 시설을 자랑한다. 객실은 원목
과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인근 아룡만 쉐라톤 리조
트보다 최근에 지어졌지만, 조금 저렴한
숙박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맛도 좋고, 영양까지 좋은 호텔 조식
쾌적하고 넓은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다
양한 메뉴의 조식을 즐길 수 있다. 빵, 열
Hainan | 167

&

리조트

쉐라톤 하이탕베이 리조트 三亚海棠湾喜来登度假酒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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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일뿐만 아
니라 중식, 서양
식 등이 준비되어 있
어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
라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다. 특히 면 요
리는 주문 즉시 조리해 줄을 서서 기다려
야 먹을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곳
어린이 전용 수영장은 물론 키즈 클럽에
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리조
트 내에서는 오리, 닭 등을 직접 사육하
고 있으며, 전용 비치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래 놀이 장난감이 준
비되어 있다. 또한 조식을 이용할 때 어
린이 메뉴가 따로 있어 인기다.

호텔-CDF면세점 무료 셔틀버스
운행시간
호텔

면세점

9:50

15:30

11:20

19:00

13:30

23:00

16: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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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ri-La Sanya Resort & Spa
Add 三亚海棠湾海棠北路88号 Price 디럭스룸 1749元~, 프리미어룸 1807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8875-8888 Url www.shangri-la.com/cn/sanya/shangrilasanya/about/

가족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리조트
휴식을 위한 최적의 리조트
객실은 모던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고, 스노클링, 사이클링, 당구,
오락 등 다양한 레저 시설을 즐길 수 있
다. 3개의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세계
각국의 근사한 요리와 음료를 맛볼 수
있다.
가족 여행객들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
키즈클럽에서는 도자기 체험, 연날리
기, 워터워킹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아이 돌보미까지 있어 안
전하게 아이를 맡기고 휴식을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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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레스토랑은 아이들을 위한 어린
이 메뉴는 물론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여행에서 지친 몸을 풀어주는 최상급
호텔 스파
리조트 내에 있는 ‘Chi SPA’는 마사지
재료, 서비스 모두 최상급으로 제공하
는 럭셔리 스파다. 편안한 분위기는 물
론 사우나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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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rove Tree Luxury Haitang Bay Resort
Add 海南省三亚市海棠区海棠北路 Price 스탠다드룸(정원전망) 2088元~, 디럭스룸(바다전망) 2788元
Hour 체크인 12: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3187-7777

가족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리조트
7성급에 걸맞은 최고급 리조트
맹글로브 리조트는 세계적인 예술가
가 설계해 호텔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
처럼 아름답다. 바다 바로 앞에 자리
해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는 듯하다. 호텔 외관뿐만 아
니라 객실, 엘리베이터, 복도까지 감
각적이고 섬세한 디자인이 큰 특징이
다. 329개의 객실 중 80% 이상이
바다 전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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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릴 넘치는 헬기 투어
호텔 33층 헬기장이 있어 스릴
넘치는 헬기투어를 할 수 있다. 헬
기를 타고 지상에서는 볼 수 없
었던 오지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을 감상하고 돌아오는 코스다. 헬
기투어는 시간에 따라 700元
/880元/1280元/1580元으
로 나뉜다.
수영장, 헬스장, 양궁, 댄스 교
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곳
야외 수영장, 헬스장, 양궁, 테니
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
으며, 요가, 수영, 댄스 교실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호텔 앞 해변
에서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 플
라이 피쉬 등 해상 스포츠도 함께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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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tinental Sanya Haitang Bay Resort
Add 三亚海棠湾海棠北路128号 Price 슈페리어 룸 1758元~ 디럭스 룸1932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
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8865-8888 Url www.ihg.com/intercontinental/hotels/cn/zh/
sanya/syxic/hoteldetail

물고기와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호텔 레스토랑
전 객실이 오션뷰를 갖춘 5성급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가장 좁은 객실이
88㎡로 다른 호텔에 비해 규모가 큰 편
이다. 객실은 원목으로 꾸며져 모던하
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침대
에 누워 바다 조망이 가능하도록 침대
가 자리하고 있어, 편하게 누워 해당만
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수영장, 헬스장, 키즈클럽, 스파, VR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곳
키즈 클럽에서는 풍선아트, 페이스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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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팅, 볼링, 양궁 체험 등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산책로를 따라
연결된 호텔 전용 비치에서는 조용히 휴식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물고기와 함께 식사하는 아쿠아리움 레스토랑
호텔 내 아쿠아 시푸드 레스토랑(Aqua Seafood Restaurant)에서는 수족관을 바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는 물론 수중 터널 안에도 테이블이 놓여 있어 수천 마리
의 물고기가 머리 위로 헤엄치며 지나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점심 458元 저녁
800元의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해산물 요리는 물론 중식, 일식, 서양식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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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Hyatt Sanya Haitang Bay Resort & Spa
Add 海南省三亚市海棠湾镇海棠北路68号 Price 가든뷰 1150元~, 오션뷰 1550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8881-1234 Url https://sanya.grand.hyatt.com/zh-Hans/
hotel/our-hotel.html

관광과 휴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5성급 리조트
이동이 편리한 위치에
자리한 리조트
싼야 시내와 27km, CDF면세점
3km, 오지주도 3km 떨어져 있어 어
디든 편하게 갈 수 있다. 435개의 객
실은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다. 오션뷰
룸에서는 욕조에서 까지 바다전망을
바라볼 수 있다.
자연친화적인 조경을 갖춘 곳
호텔에서 전용비치까지 이어진 산책
로는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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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수가 우거져 있다. 해변에 준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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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된 썬베드에 누워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암벽등반, 요리교실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키즈클럽
리조트 내에는 캠프 하얏트라는
키즈클럽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미끄럼틀, 볼풀장은 물
론 암벽등반, 요리교실까지 누구
나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돼 있다.

호텔-CDF면세점 무료 셔틀버스
(15분 소요) 운행시간

호텔-공항 셔틀버스(50분 소요)
운행시간

호텔 출발

CDF면세점 출발

호텔

공항

9:55

15:30

10:00

11:00

11:25

19:00

13:00

14:00

13:35

22:15

16:3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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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 58元/1인
•주말(토, 일요일)에만 운영

호텔

Add 三亚市海棠区海棠北路6号 Price 디럭스룸(바다전망) 2309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8871-6666 Url https://www.rosewoodhotels.com/sc/sanya

모던한 분위기의
럭셔리한 5성급 호텔
휴식을 취하기에 제격인 호텔
해당만에 자리한 로즈우드호텔은 화
려함과 시끌벅적함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한다. 호텔은 자연적
인 느낌을 최대한 살려 어디서든 편
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객실
내부는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가 특
징이다.
골프, 헬스, 수영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
미니 골프코스, 헬스장, 수영장, 스
파, 키즈클럽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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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로즈우드 호텔 三亚保利瑰丽酒店, Rosewood Sanya

호텔
리조트

&

갖추고 있어 호텔 내에서도 충분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호텔 내에 자리한 3개의
레스토랑에서는 해산물, 이탈리안, 아시아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해당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인피니티풀
13층에 자리한 수영장에서 숙박객 누구나 바다를 바라보며 수영을 할 수 있다. 길이
110m의 인피니티 풀은 마치 바다와 연결된듯한 느낌이다. 수영장 옆에는 풀 바(Bar)
가 자리하고 있어 야경을 바라보며 간단히 맥주 또는 칵테일 등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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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kirt

외곽지역

About

Point
Hotel & Resort
호텔 &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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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蓝湾绿城威斯汀度假酒店,
The westin Blue Bay Resort & SPA
Add 陵水县清水湾旅游度假区C区 Price 디럭스룸 1170元~ Hour 체크인 12: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8338-8666 Url www.westin.com/bluebay

골프와 레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리조트
싼야 골프 여행에
적합한 5성급 리조트
하이난 동부 해안에 자리한 더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는 매년 LPGA 경기가
열리는 챔피언스 골프 코스인 지안 레이
크 블루베이 골프클럽도 가까이에 있어
골프 여행을 떠난 여행자들에게 추천하
는 호텔이다.
객실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과
감동적인 서비스
360개의 객실 모두 침대에서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
며, 모던한 인테리어가 안락한 느낌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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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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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객실마다 대형 TV, 스피커, 미니바,
욕조가 갖춰져 있고, 특히 욕조 옆에는
입욕 소금까지 준비되어 있어 곳곳에 생
각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웨스틴의 시그니처 침대에서
편안한 휴식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웨스틴 리조트는
호텔업계 최초 자체 침구 ‘헤븐리(Heavenly)’를 사용해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
공한다. ‘잠이 보약’이란 말처럼 편안한
수면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호텔-공항 셔틀버스(1시간 30분 소요)
운행시간

호텔-원숭이섬 셔틀버스
운행시간

호텔

공항

차 종류

가격

8:30

10:20

4인용

50元

10:30

12:20

7인용

100元

12:30

14:20

17인용

150元

14:30

16:20

•예약 : 호텔 로비 문의

16: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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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플스 리조트 海南雅居乐莱佛士酒店, Raffles Hainan
Add 陵水县英州镇清水湾大道 Price 스탠다드 (정원전망) 1788元~ Hour 체크인 12: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8338-9888 Url www.raffles-cn.com/hainan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급 리조트
최적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5성급 리조트
푸른 바다와 고운 백사장을 갖춘 청수
만에 자리한 래플스 리조트는 페어몬
트 호텔 계열의 리조트로 최상의 서비스
와 시설을 갖춘 럭셔리 리조트다. 시내
와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즐기기에
좋다. 중국 최대 여행사 씨트립(Ctrip)
선정 ‘2017 가장 럭셔리한 호텔’이다.
수영장, 당구대, 테니스장, 키즈클럽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곳
리조트 내에는 수영장, 당구대, 테니스
장, 키즈클럽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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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있고,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도록 해

리조트

&

안가를 따라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
다. 호텔 외관이 독특하고 곳곳에 아
기자기한 소품이 있어 사진 찍기 좋
은 포인트가 많다.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고품격 래플스 스파
래플스 스파는 모든 룸이 독채로 이
뤄져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파를 받을
수 있다. 화학성분이 아닌 허브, 양초
등 다양한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스
파와 마사지 한 번에 건강해지는 느
낌이다. 또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인 대상 골든카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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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메르디앙 호텔 石梅湾艾美度假酒店,
Le Meridien Shimei Bay Beach

Add 石梅湾旅游度假区 Price 디럭스룸 804元~, 라군뷰룸 889元~ Hour 체크인 12: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6252-8888 Url www.starwoodhotels.com

도심 속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에
제격인 5성급 호텔
세계적인 호텔 체인답게
믿을 수 있는 서비스
르메르디앙 호텔은 싼야 시내와는
100km, 공항까지는 120km 정도 떨
어져 있다. 관광지와의 거리가 멀다
보니 관광보다는 휴양이 목적인 여행
객들에게 추천하는 호텔이다. 스타우
드 계열의 세계적인 체인 호텔답게 시
설과 서비스가 뛰어나다.
편안하고 조용한 휴식을 위한 곳
275개의 객실은 널찍한 내부와 커다
란 침대와 화장실, 책상 등을 갖추고
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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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휴식하기에 제격이다. 호텔 전
용 비치에는 야외 영화관도 있어 아름
다운 풍경을 바로 앞에 두고 영화를 감
상할 수도 있다.
로맨틱한 분위기의 수영장
호텔 중앙에 자리한 수영장은 야자수와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이다. 낮에는 한
가롭지만, 밤에는 조명이 밝혀져 로맨틱
한 분위기를 풍긴다. 수영장 외에도 헬
스장, 스파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
으며, 키즈 클럽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호텔-CDF면세점-공항 셔틀버스

호텔-CDF면세점-공항 셔틀버스

호텔

면세점

공항

공항

면세점

호텔

8:50

10:00

10:40

12:00

13:00

14:10

10:50

12:00

12:40

14:00

15:00

16:10

12:50

14:00

14:40

16:00

17:00

18:10

14:50

16:00

16:40

18:00

19:00

20:10

16:50

18:00

18:40

20:00

21:00

22:10

18:50

20:00

20:40

22:00

23:00

0:10

•예약 : 86-898-6252-8888 전화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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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kou

하이커우

About

Point
Hotel & Resort
호텔 & 리조트

호텔

미션힐즈 海口观澜湖度假酒店, Mission Hills
Add 海口市美兰区观澜湖大道1号 Price 디럭스룸 880元~, 슈페리어 디럭스룸 958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400-699-8818 Url www.missionhills-haikou.com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리조트
하이커우 국제공항과 15분 거리에
떨어진 복합리조트단지
미션힐즈 리조트는 5성급으로 탁 트인
자연경관과 아시아 최고급 수준의 레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온천, 워터파크,
센트레빌, 무비타운 등을 보유하고 있으
며, 리조트 내에는 중식, 일식, 한식, 양
식 등 6개의 레스토랑을 즐길 수 있다.
센트레빌, 무비타운은 무료 셔틀버스가
제공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온천&스파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
(22,000㎡)의 스파 센터에서 전문 테
라피스트의 발 마사지 또는 전신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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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68개의
온천 테마 탕을 갖춘 아시아 최대규모
온천&워터파크에서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온천은 5대양 6대주 컨셉
으로 나누어져 있고, 대륙마다 다른 온
천 문화와 재미있는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다. 규모가 거대하고 종류도 다양해
하루 동안 다 돌아보기도 힘들 정도다.
중국 골프의 메카
18홀 코스 10개를 가진 세계적인 규모
의 골프장이다. 남쪽, 북쪽 코스로 나뉘
며, 미션힐스 골프장의 시그니처 코스
인 ‘브랙스톤(Black stone)’은 화산암
을 그대로 보존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
한다. 이곳은 박인비 선수가 월드 레이
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장소로 잘 알

호텔-하이커우메이란공항 셔틀버스
운행시간

려져 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골프

호텔

공항

아카데미를 보유하고 있어, 골프를 처음

7:30

11:00

접한 아이들도 라운딩에 나갈 수 있다.

11:00

16:00

15:30

22:00

*한국인 대상 골든카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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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미션힐
호텔

&
뉴타운

무비타운

뉴타운

미션힐
호텔

미션힐부동산
마케팅센터

1

8:00

8:05

8:10

8:15

8:20

8:25

8:30

2

8:30

8:35

8:40

8:45

8:50

8:55

9:00

3

9:00

9:05

9:10

9:15

9:20

9:25

9:30

4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6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7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8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9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1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3:00

12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3

13:00

13:05

13:10

13:15

13:20

13:25

13:30

14

13:30

13:35

13:40

13:45

13:50

13:55

14:00

15

13:45

13:50

13:55

14:00

14:05

14:10

14:15

16

14:00

14:05

14:10

14:15

14: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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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트리 힐튼 海南澄迈富力希尔顿逸林度假酒店,
Double Tree by Hilton Hotel

Add 海口市龙华区滨海大道109-9号 Price 스탠다드 룸 680元~, 디럭스 룸 840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3679-8888
Url www.hilton.com.cn/zh-cn/hotel/haikou/hilton-haikou-HAKHAHI

관광보다는 휴식을 원하는
호캉스에 적합한 호텔
최상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4성급 호텔
더블트리 힐튼 호텔 305개의 객실은 현
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다. 객실 내에는 욕조가
갖춰져 있어 편하게 쉴 수 있다. 하이커
우 시내와 다소 거리가 있어 관광보다는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호캉스족’에
게 추천한다.
수영장, 헬스장, 키즈 클럽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곳
호텔 내에는 수영장과 유수풀, 워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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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갖
춰져 있으며, 3개의 레스토랑에서는
고전적인 광둥 요리, 하이난 현지 음
식을 맛볼 수 있다.
여행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줄
스파&마사지
지하 1층에 자리한 스파샵에서는 편
안한 분위기에서 전문 테라피스트의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핫스톤 마사
지는 뜨거운 돌이 피부를 자극해 혈
액순환을 도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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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호텔 宝华海景大酒店
Add 海口市滨海大道69号 Price 스탠다드 룸(바다전망) 448元~, 디럭스 룸(바다전망) 718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 898-68536699
Url www.hibaohuahotel.com

접근성 좋은
하이커우 시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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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커우 시내에 위치한
접근성 뛰어난 4성급 호텔
만록원 맞은편에 자리한 보화호텔은 시내 중
심에 자리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오공
사까지 5.4km, 백사문공원까지 5.3km 떨
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객실 상태가 쾌적하면
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곳.
세계 대교의 전망을 한눈에
418개 객실 중 바다전망 객실에서는 세계 대
교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세계대교는
백사문 공원과 하이난 대학이 자리한 섬과 하
이커우 시내를 잇는 다리다. 높은 곳에서 내
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다.
수영장, 레스토랑, 바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곳
5층에 자리한 야외 수영장에서는 하이커우
의 시내를 내려다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으며,
1층에 자리한 레스토랑에서는 중식, 일식, 양
식 등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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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커우 메리어트 호텔 海口万豪酒店,
Haikou Marriott Hotel

Add 海口秀英区滨海大道292号 Price 디럭스(바다전망) 727 元~ Hour 체크인 16: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8670-8666 Url http://www.marriott.com.cn/hotels/travel/hakmc-haikoumarriott-hotel/

트립어드바이저 가성비 2위에
선정된 5성급 호텔
전 객실 오션뷰는
물론 이동이 편리한 호텔
하이커우 해변에 자리한 메리어트 호
텔은 287개의 객실 모두 오션뷰로 객
실 내에서 아름다운 하이커우의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호텔과 하이커
우 기차역 5km, 만록원 12km, 화산구
19km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다. 또한
웨스트 코스트 골프 클럽, 미시 메이플
라워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문베이 골프
클럽 등 모두 15km 이내 거리에 위치하
고 있어 골프 여행객들에게도 적합한 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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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 분위기에서 즐기는
최상의 스파
호텔 풀서비스 스파인 Touch Spa에서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한다. 전신
마사지, 얼굴 트리트먼트 서비스, 바디
랩, 바디 스크럽 등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인도의 전통의학으로 유명한
아유르베다(Ayurveda) 트리트먼트 프
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호텔 내에 위치한 아일랜드 비스트로
(Island Bistro)는 트립어드바이저 324
곳의 하이커우 레스토랑 중 3위를 차지
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하이난 현지음식
은 물론 아시아, 유럽 음식도 즐길 수 있
다. 이외에도 중식 레스토랑, 해산물 전
문 레스토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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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츠 칼튼 하이커우 海口丽思卡尔顿酒店,
The Ritz-Carlton, Haikou

Add 海口市龙华区羊山大道39号 Price 디럭스룸 1,015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6683-6888 Url www.ritzcarlton.com/zh-cn/hotels/china/haikou

음식, 객실, 위치 모든 것이
완벽한 5성급 호텔
이동이 편리한 위치에 자리한 호텔
리츠칼튼 하이커우 호텔은 미션힐즈 리조트 내
자리한 글로벌 호텔로, 센트레빌, 무비타운, 골
프센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인접해 있다. 세
곳 모두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이동이 편리하
며, 호텔에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수영장, 스파,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곳
디럭스룸，스위트룸, 펜션 등 207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객실은 현대적인 느낌의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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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호텔 내에
는 실내/외 수영장, 스파, 헬스장,
키즈클럽 등 다양한 시설도 갖춰
숙박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하이커우 트립어드바이저 1위에
빛나는 레스토랑
324곳의 하이커우 레스토랑 중
1, 2위를 차지한 레스토랑 두 곳이
리츠칼튼 호텔 내에 자리하고 있
다. 1위에 선정된 ‘Terra All-day
Dining 레스토랑’은 이탈리아식
요리를 멋진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으며, 중식 레스토랑인 ‘tin lung
heen’에서는 하이난 현지 음식뿐
아니라 중국 각지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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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호텔 海口万丽酒店,
Renaissance Haikou Hotel

Add 海口市龙华区羊山大道39号 Price 디럭스룸(골프장 전망) 829元 Hour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Tel +86-898-6565-6888 Url http://www.marriott.com.cn/hotel-search/china.hotels.
renaissance.page1/

합리적인 가격의
가성비 좋은 4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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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시설은 물론 가성비 좋은
4성급 호텔
르네상스 호텔은 미션힐즈 리조트 내
자리한 글로벌 체인 호텔이다. 287개
객실은 감각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아늑한 느낌을 준다. 이처럼 쾌적한 객
실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남녀노소에게 모두 인기다.
수영장, 헬스장, 키즈클럽 등
즐길 거리 가득한 곳
풍부한 부대시설로 가족 단위 여행객들
이 이용하기 좋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와 수영장, 키즈클럽 등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센트레빌 쇼핑몰, 무비
타운, 골프센터 등과도 가까워 이용하기
편리하다. 호텔에서 공항까지는 14km,
화산구까지는 5km 떨어져 있다.
호텔 내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호텔 내에 3개의 레스토랑에서는 중식과 양식 바베큐, 홍콩전통 요리, 광둥식 전통요
리 맛볼 수 있으며, 18층에 자리한 클럽 라운지에서는 간단한 식사와 디저트는 물론 맥
주와 칵테일도 즐길 수 있다. China Baking Company에서는 전통 홍콩 방식으로 만
든 에그타르트가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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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그릴라 호텔 海口香格里拉,
Shangri-La Hotel, Haikou

Add 海口市秀英区滨海大道256号 Price 디럭스룸(바다전망) 850元~ Hour 체크인 14:00 | 체크아웃 12:00
| 와이파이 무료 | 전용해변 Tel +86-898-6870-7799 Url http://www.shangri-la.com/cn/haikou/shangrila/about/

아름다운 열대 정원 내 자리한
5성급 호텔
하이커우 시내와
접근성이 뛰어난 호텔
샹그릴라 호텔은 하이커우 시내와 공항,
관광지 중간쯤에 위치해 어디서든 접근
성이 좋다. 시내까지는 12km, 하이커우
기차역 5km, 공항 30km로 모두 가깝
다. 337개의 객실은 따뜻하고 아늑한
색상으로 꾸며져 편안한 느낌을 준다.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 코트 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춘 곳
호텔 내에는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 코
트 등 부대시설뿐만 아니라 호텔과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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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연결된 전용해변까지
갖추고 있어 여유와 휴식을 즐
기기에 제격이다. 해 질 녘 해
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그림 같은 일몰을 감상할 수도
있다. 또한 여행의 피로를 씻
어줄 스파, 사우나 등이 준비
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바다를 바라 보며 즐기는
하이난 최고의 요리
호텔 내 자리한 Shang Palace 레스토랑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광둥 요리와 하이
난의 10가지 요리를 함께 맛
볼 수 있다. 또 다른 레스토랑
인 Cafe Kool에서는 해산물
요리, Sirena에서는 지중해
식 요리를 즐길 수 있다. 10층
에 자리한 Cooper A Whisky
Lab에서는 위스키 페스티벌
(Whisky Festival)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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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ya Bay

싼야

About

Point
Golf
골프장

골프

강락원 골프장 兴隆康乐园高尔夫球会
兴
•위치
•
 隆温泉旅游区
(싼야시내 1시간 10분, 공항 1시간 30분 소요)

•클럽하우스
•
중
있음
•숙박시설
•

•오픈
•
1999년

일반
•난이도
•

•코스
•
18홀X3개=총 54홀 /72타

•야외
•
드라이빙 레인지 보유

•거리(길이)
•
7,201야드

•나이트
•
시설 없음

•코스설계
•
미국 USGA MR.Bob McFarland

•전동카
•
페어웨이 진입 불가

•캐디인원수
•
140여명

•TEL
•
(0898)6257-6993

•전동카수량
•
100대

고무나무 공장이었던 곳을 골프장으로 개발해 골프장에 고목나무가 우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호수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 대자연의 풍경을 즐기며 골프를 즐길 수 있
다. 온천으로 유명한 흥룡 관광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라운딩 후 온천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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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녕원 골프장 保亭宁远高尔夫球会
海
•위치
•
 南省海南省陵保公路40公里处
(싼야 시내 1시간 40분, 공항 1시간 40분 소요)

•클럽하우스
•
중
없음
•숙박시설
•

•오픈
•
2012년

중
•난이도
•

•코스
•
18홀/72타

•야외
•
드라이빙 레인지 보유

•거리(길이)
•
6,746야드

•나이트
•
시설 있음

IMG 회사 Laurie
•코스설계
•

•전동카
•
페어웨이 진입 불가

•캐디인원수
•
40명

•TEL
•
(0898)3866-1999

•전동카수량
•
35대

산 중턱에 자리한 이곳은 열대우림을 그대로 유지해 아름다운 풍경과 칠선령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7번홀은 낙차가 엄청 심하고, 8번홀은 언덕이 험준하며 벙커까지 있어
도전성이 있는 코스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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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녹회두 골프장 三亚鹿回头高尔夫球会
海
•위치
•
 南省三亚市吉阳区鹿回头海景大道
(싼야시내 10분, 공항 30분 소요)

•클럽하우스
•
상
없음
•숙박시설
•

•오픈
•
2008년

일반
•난이도
•

•코스
•
18홀/72타

•야외
•
드라이빙 레인지 보유

•거리(길이)
•
7,248야드

•나이트
•
시설 없음

Neil Haworth
•코스설계
•

•전동카
•
페어웨이 진입 불가

•캐디인원수
•
100여명

•TEL
•
(0898)8822-6411

•전동카수량
•
90대

코스가 좁고 기복이 많은 챌린지형 코스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
치한 골프장으로 싼야 시내, 대동해와 가까워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
가격대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중국에서 꼭 라운딩을 해봐야 하는 30대 골프장’ 중 하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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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미스틱 골프장 三亚神泉国际高尔夫俱乐部球会
海
•위치
•
 棠湾南 田旅游城
(싼야 시내 35분, 공항 40분 소요)

•전동카수량
•
200대
•클럽하우스
•
상

•오픈
•
2011년

•숙박시설
•
있음

•코스
•
36홀/72타

일반
•난이도
•

7,175야드(미스틱 코스), 7,442야드
•거리(길이)
•

•야외
•
드라이빙 레인지 보유

(스프링 코스)

•나이트
•
시설 없음

Nelson & Haworth
•코스설계
•

•전동카
•
페어웨이 진입 불가

•캐디인원수
•
160여명

•TEL
•
(0898)3188-8088

150만㎡ 면적에 국제 표준 18홀 2개의 골프장이 함께 있다. 이곳은 마운틴 코스로 업
다운이 심하다. 특히 미스틱 코스는 더욱 심해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곳은 180m에 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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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블루베이 골프장 海南鉴湖蓝湾高尔夫球会
海
•위치
•
 南省陵水县新村镇清水湾
(싼야 시내 60분, 공항 60분 소요)

있음
•숙박시설
•
중
•난이도
•

•오픈
•
2012년

•야외
•
드라이빙 레인지 보유

•코스
•
18홀/72타

•나이트
•
시설 없음

•거리(길이)
•
7,555야드

•전동카
•
페어웨이 진입 가능

Mark E. Hollinger
•코스설계
•

http://www.bluebaygolf.cn/
•URL
•

•클럽하우스
•
상

•TEL
•
(0898)8856-4488

매년 LPGA 대회를 개최하는 하이난 최고의 골프장이다. 바다 바로 앞에 자리해 하얀
모래사장과 열대 수목의 풍경을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이다.
또한 말발굽 모양의 벙커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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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썬벨리 골프장 红峡谷三亚高尔夫球会
亚
•위치
•
 龙湾国家旅游度假区内
(싼야 시내 25분, 공항 40분 소요)

•전동카수량
•
200대
•클럽하우스
•
상

•오픈
•
2004년

있음
•숙박시설
•

•코스
•
27홀/108타

일반
•난이도
•

A
 코스 3,736야드-35타
•거리(길이)
•

•야외
•
드라이빙 레인지 없음

B코스 3,971야드-37타

•나이트
•
시설 없음

C코스 3,599야드-36타

•전동카
•
페어웨이 진입 불가

JMP 회사
•코스설계
•

•TEL
•
(0898)8856-4488

•캐디인원수
•
160여명

미국 JMP회사에서 설계하였으며 하이난에서 가장 독특한 골프장이다. 그린 면적
1,100㎡로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또한 828야드의 PAR6홀, 길이 160m 규모
150㎡의 중국에서 가장 길고, 큰 티 박스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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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아룡만 골프장 三亚亚龙湾高尔夫球会
三
•위치
•
 亚市龙海路22号
(싼야 시내 25분, 공항 40분 소요)

•클럽하우스
•
상
있음
•숙박시설
•

•오픈
•
1998년

일반
•난이도
•

•코스
•
18홀/72타

•야외
•
드라이빙 레인지 보유

•거리(길이)
•
7,189야드

•나이트
•
시설 없음

•코스설계
•
미국 로버트트렌트존스 회사

•전동카
•
페어웨이 진입 불가

•캐디인원수
•
130여명

www.yalongbaygolfclub.com
•URL
•

•전동카수량
•
80여대

•TEL
•
(0898)8856-5039

천하 제일의 만이라 불리는 아롱만에 위치한 이곳은 클래식한 느낌의 골프코스를 갖추
고 있다. 야생초원과 해변식물을 그대로 살린 자연 친화적인 코스가 이곳의 큰 특징이
다. 각기 다른 레벨 골퍼들의 요구를 수용해 전문적으로 골프를 즐기는 곳과 여가로 즐
기는 곳을 각각 구분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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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청수만 골프장 清水湾高尔夫球会
三
•위치
•
 亚市毗邻的陵水县英洲镇
(싼야 시내 60분, 공항 70분 소요)

없음
•숙박시설
•
일반
•난이도
•

•오픈
•
2010년

•야외
•
드라이빙 레인지 보유

•코스
•
36홀/72타

•나이트
•
시설 있음

A코스-7,333야드/ B코스-7,032야드
•거리(길이)
•

•전동카
•
페어웨이 진입 불가

SCHMIDT-CURLEY DESING, INC
•코스설계
•

http://www.qswgolf.com
•URL
•

•전동카수량
•
80대

•TEL
•
(0898)8335-8666

•클럽하우스
•
상

하이난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티박스 앞 관상용으로 설
계된 벙커가 이색적이며,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골프장이다. 웨스틴, 래플스, 홀리데이
리조트 등 주변에 6개의 초특급 호텔이 줄지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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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칠선령 골프장 保亭七仙高尔夫球会
保
•위치
•
 亭县七仙岭温泉度假区
(싼야 시내 70분, 공항 80분 소요)

•클럽하우스
•
상
있음
•숙박시설
•

•오픈
•
2008년

아주 어려움
•난이도
•

•코스
•
18홀/72타

•야외
•
드라이빙 레인지 없음

•거리(길이)
•
7,148야드

•나이트
•
시설 없음

•코스설계
•
미국인 전문설계사가 Mark Miller

•전동카
•
페어웨이 진입 불가

NO 캐디
•캐디인원수
•

•TEL
•
(0898)3183-1111

•전동카수량
•
30대

이곳은 칠선령국가삼림공원 바로 옆에 자리해 공기가 좋고 연중 따뜻한 날씨(20.7℃
~24.5℃)가 지속되는 곳이다. 자연적인 지형을 그대로 살려 해발 낙차가 50m가 넘는
다. 또한 페어웨이가 좁아 난이도가 아주 높은 골프장이다. 12개의 천연호수와 59개
의 벙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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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여행 준비하기
해외 여행 떠나기전
여권
만들기

다음의 주소로 접속하면 여권 관련 절치와 준비물이 자세히 나와 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접수비용 : 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내

10년이내
(18세 이상)

재외공관

국제교류기여금
국내

재외광관

48면 38,000원 38불

50,000원 50불

48면 33,000원 33불
8세 이상

45,000원 45불
12,000원 12불

24면 30,000원 30불

5년
(18세미만)

42,000원 42불

48면 33,000원 33불
8세 미만

33,000원 33불
-

-

24면 30,000원 30불

사진
부착식
여권

기타

재외광관

15,000원 15불
24면 35,000원 35불

복수여권
전자여권, (거주여권
사전전자식 포함)
여권

국내

53,000원 53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24면)

24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불

5,000원

5불

15,000원

15불

여행
증명서

사진부착식

5,000원

5불

2,000원

2불

7,000원

7불

25불

-

-

25,000원 25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8면, 24면 선택)

48면
25,000원
24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1,000원

1불

-

-

1,000원

1불

-	구비서류 : ①여권발급신청서 ②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③신분증 ④병역
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18세
~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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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여행 준비하기

-	여권 발급 소요 기간 : 신청일 포함 4일(토, 일, 공휴일 제외) 단,
상황에 따라 9~10일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여유있게 미리 신청
해야 한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파출소에 가서 서류 발급(①여권 분실 신고 증명서, ②체
류 증명서 임시주숙등기) → 우리 재외 공관에서 서류 발급(③여권말소
증명서) → 공안 출입경관리처 여권 분실 증명서 발급(상위 세가지 증명
서가 있어야 가능)
-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정보 홈페이지 www.0404.go.kr
- 영사콜센터 02-3210-0404
* 광저우 총영사관
주소 : 中国 广东省广州市海珠区赤岗领事馆区友邻三路18号
전화 : (86-20) 2919-2999
이메일 : guangzhou@mofa.go.kr
홈페이지 : http://chn-guangzhou.mofa.go.kr

환전하기

중국은 환전소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 한국에서의 환전을 추천
한다.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1원=165~180원 정도다. 부득이 하게
환전을 못했다면 현지 호텔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보다는 Union Pay 카드
가 사용하기 편하다.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
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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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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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싼야만1호카페

136

대소동천

42

샹그릴라 싼야 리조트

169

132

서도해양문화여유구

46

동북왕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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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ㄹ
라스베가스쇼

56

래플스 리조트

182

럭셔리요트

50

르메르디앙

184

센트레빌

122

센트레빌 광화문

140

쉐라톤 하이탕베이 리조트

167

스타벅스

135

습미관

130

싼야천고정

52

썸머몰

66

ㅁ
만록원

114

매저천미

133

아룡만 아울렛

74

맹그로브 리조트

171

아룡만 열대천당삼림공원

72

맹그로브 트리 리조트

147

야노다 열대우림

83

메리어트 호텔

158

야생동식물원

112

무비타운

118

야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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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4

오공사

116

ㅎ

오지주도

78

하만호텔

162

완닝수창아울렛

98

하이디라오

144

원숭이섬

92

화산구

110

160

황소섬

46

인터컨티넨탈 하이탕베이 리조트

173

해남사방채

134

일월광장

126

해아찬청

129

해안11호

138

인터컨티넨탈 싼야 리조트

ㅈ
장묘묘적점

132

조묘카페

135

CDF면세점

88

주강남전온천

86

DOLPHIN

131

제1시장

57

A~Z

ㅊ
천애해각

44

칠색비치

96

ㅋ
코니퍼 호텔

153

ㅌ
태룡청 야시장

143

태망요

137

테디베어박물관

120

ㅍ
파인애플몰

68

포라분

130

풀만 오션뷰 싼야 베이 리조트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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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관광지 낱말카드
싼야만

남산사문화여유풍경구

三亚湾

南山文化旅游区

[싼야완]

[난산원화뤼요취]

대소동천

천애해각

大小洞天

天涯海角

[다샤오동티엔]

[티엔야하이쟈오]

서도&황소섬

별빛크루즈

西岛&牛王岛

夜游三亚湾

[시다오&니우왕다오]

[이에요싼야완]

럭셔리요트

봉황도

豪华帆船

凤凰岛

[하오화판촨]

[펑황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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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관광지 낱말카드
싼야만야자수거리

싼야 천고정

三亚湾椰梦长廊

三亚千古情景区

[싼야완예멍장랑]

[싼야천고징징취]

라스베가스쇼

제1시장

美丽之拉斯维加斯大型歌舞秀

第一市场

[메이리즈라스웨이지아쓰따싱꺼우
시우]

[디이스창]

보행거리

맹그로브 트리 리조트

解放路步行街

三亚湾红树林度假世界

[지에팡루부싱지에]

[싼야완홍슈린두지아스지에]

풀만 리조트

뷰티크라운 호텔

三亚湾海居铂尔曼度假酒店

三亚美丽之冠大树酒店

[싼야완하이쥐보얼만두지아지우

[싼야메이리즈꾸안따슈지우띠엔]

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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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관광지 낱말카드
코니퍼 호텔

대동해

三亚子悦康年酒店

大东海

[싼야쯔쥐에캉니엔지우띠엔]

[따동하이]

대동해풍경여유구

녹회두공원

大东海风景旅游区

鹿回头公园

[따동하이펑징뤼요취]

[뤼후이터우꿍위엔]

썸머몰

파인애플몰

夏日百货

一号港湾城

[시아르바이후오]

[이하오강완청]

메리어트 호텔

인터컨티넨탈 싼야 리조트

三亚山海天万豪酒店

半山半岛洲际度假酒店

[싼야산하이티엔완하오지우띠엔]

[반산반다오저우지두지아지우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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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관광지 낱말카드
하만호텔

그랜드메트로 호텔

三亚哈曼度假酒店

三亚鹿岭海湾维景国际大酒店

[싼야하만두지아지우띠엔]

[싼야뤼링하이완웨이징구어지따지

아룡만열대천당삼림공원

아룡만 아울렛

우띠엔]

亚龙湾热带天堂森林公园

亚龙湾一号小镇奥特莱斯

[아룡만러따이티엔탕선린꿍위엔]

[아룡만이하오샤오전아오터라이쓰]

해당만

오지주도

海棠湾

蜈支洲岛

[하이탕완]

[우즈저우다오]

삥랑빌리지

야노다열대우림

槟榔谷黎苗文化旅游区

呀诺达热带雨林

[빙랑구리먀오원화뤼요취]

[야누오다러따이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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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관광지 낱말카드
주강남온천

CDF면세점

珠江南田溫泉

三亚国际免税城

[주지앙난티엔원취엔]

[싼야구어지미엔수이청]

쉐라톤 하이탕베이리조트

샹그릴라 하이탕베이리조트

三亚海棠湾喜来登度假酒店
[싼야하이탕완시라이덩두지아지우
띠엔]

香格里拉度假酒店
[시앙거리라두지아지우띠엔]

해당만 맹그로브 리조트

인터컨티넨탈
하이탕베이 리조트

三亚海棠湾红树林度假酒店

天房洲际度假酒店

[싼야하이탕완홍슈린두지아지우
띠엔]

[티엔팡저우지두지아지우띠엔]

그랜드하얏트

원숭이섬

三亚海棠湾君悦酒店

南湾猴岛

[싼야하이탕완준위에지우띠엔]

[난완허우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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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관광지 낱말카드
완닝캐피탈 아울렛

万宁首创奥特莱斯

더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蓝湾绿城威斯汀度假酒店

[완닝서우추앙아오터라이쓰]

[란완뤼청웨이쓰팅두지아지우띠엔]

래플스 리조트

르메르디앙 호텔

海南雅居乐莱佛士酒店

石梅湾艾美度假酒店

[하이난야쥐러라이포스지우띠엔]

[스메이완마이메이두지아지우띠엔]

기루 옛거리

화산구

骑楼老街

石山火山群国家地质公园

[치로우라오지에]

[스산후오산췬구오지아디즈꿍위엔]

야생동식물원

만록원

海南热带野生动植物园

万绿园

[하이난러따이예셩동즈우위엔]

[완뤼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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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관광지 낱말카드
오공사

무비타운

五公祠

观澜湖华谊冯小刚电影公社

[우공쓰]

[관란후화이펑샤오강띠엔잉꿍셔]

테디베어 박물관

센트레빌

泰迪熊博物馆

海口观澜湖新城

[타이디시옹보우관]

[하이커우관란후신청]

일월광장

미션힐즈

日月广场

海口观澜湖度假酒店

[르위에광창]

[하이커우관란후두지아지우띠엔]

더블트리 힐튼

보화호텔

海南澄迈富力希尔顿逸林度假
酒店

宝华海景大酒店

[하이난청마이푸리시얼둔이린두지
아지우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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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화하이징따지우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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