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빌리는 방법
베이징 장기 거주자
베이징 거주 증명문서(직업, 외국인 거류증, 군인 신분증
등) 혹은 1년 이상의 사회보험 납부증명서와 교통카드(카
드 내 잔고 30RMB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금으로
200RMB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래 장소에서 등록할 수 있
습니다.
•동즈먼 지하철역 (2호선) 출구 A
•티엔탄 동문 출구 A2 (서비스센터는 출구에서 북쪽으로
50m 에 있습니다)

베이징 임시 거주자
단기 거주자는 여권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은 400RMB 가 필요합니다.

东城

1. 지하철 카드 개통

둥청
자전거
로드맵

2. 자전거 임대 및 반납 서비스
•빌릴 때: 임대처의 자물쇠 기둥부분에 교통카드를 넣고
자전거를 꺼냅니다.
•반납할 때: 자전거를 받침대에 올려놓은 후 교통카드를 기계
에 넣고 자전거의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자전거는 시내에
있는 모든 자전거 주차장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요금
•1시간은 무료입니다.
•이후 시간당 1RMB 가 부과됩니다.
(하루 최대 10R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속 3일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자전거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해 주십시오
•보증금은 자전거를 반납할 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안내
•자전거 이용 시간: 6:00 ~ 24:00
•자전거 반납은 24시간 내내 가능합니다.
• 문의 전화: 400-1577-157
•문의처 이용시간: 8:00~21:00

발행처 ┃ 베이징동청구여유발전위원회 (北京东城区旅游发展委员会)
편 집 ┃ 중국주서울 관광사무소(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
티티엘뉴스/트래블인사이트
이 책의 저작권은 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에게 있습니다.
허가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긴급서비스전화
경찰
전화 번호 안내 센터
소방서
구급차
날씨정보
적십자 구급번호

교통문의서비스

시

시

시내콜택시번호
북경역 안내소
북경서역 안내소
기차표예약문의
철도정보안내소
리우리치아오장거리버스터미널
쟈오공커우장거리버스터미널
둥즈먼장거리버스터미널
롄화츨장거리버스터미널
덕숭문장거리버스터미널
팔왕문장거리버스터미널
교통정보문의

둥청구 여행안내 센터
왕푸징 안내센터 :
왕푸징대로269-2호

서
동스
동자민항 골목

치엔멘 안내센터 :
치엔먼대로 베이커우 서측로

남교도구대로

안딩먼내대로

안딩먼외대로

치엔멘 찌엔러우 안내센터 :
치엔먼정양문찌엔러우 동측
등청용띵멘 안내센터 :
용띵먼성루 내

동자민항 골목

동안딩먼대로

등청명성벽유적공원 안내센터 :
명성벽유저공원 내
융딩먼둥허빈로

건

딩

디

구로우동루

난뤄구샹

융딩먼서허빈로

디

디

디

허핑리거리

용허

생활서비스전화번호
북경24시여행문의전화
시공안국출입국문의전화
시공안국출입국감독전화
북경소방서비스전화
중앙방송국프로그램안내
천안문광장 국기게양식 시간문의
EMS 우체국전화
DHL 택배전화

관광명소
북경자연박물관
티엔티아오지구에 있는 북경자연박물관은 4개의 전시관과 하나의 세계공룡박물관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고대생물, 동물, 식물 및 인류학 영역의 표본을 대거 소장한 곳입니다.
관련 연구와 대중 보급활동을 펼치는 등 ‘전국 청소년 과학교육센터’와 ‘북경시 애국주의
교육센터’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놀러 가기 좋은 장소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단, 온라인 예약 필요).

중국철도박물관

노동인민문화관

동정양문역을 철도박물관으로 개조했습니다. 중국철도의 발전사와 소장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명, 청 두 왕조의 황제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곳으로 천안문 성루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완벽히 보존된 황실의 종묘 건축물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건축물은 3중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 중, 후 세 개의 대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화문

치엔먼다지에
융딩먼성루
이곳은 루트A의 남쪽 출발점입니다. 융딩먼은 북경 외성곽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성문으로
남쪽에서 북경(베이징)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루트입니다. 융딩먼의 뜻은 ‘영원한
안정’입니다.

인민대회당과 마주하고 있는 건물로, 중국의 역사문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장품을 통해 중국의 고대, 근•현대의 귀중한 문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티엔탄서문
티엔탄서문은 천단의 정문으로, 이곳을 통해 자이궁(斋宫)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이궁은 제사를 거행하기 전 재계(斋戒)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자금성 동쪽에 위치한 창푸허공원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씨엔위커우 미식거리

고궁

종구로우

명나라 때 건설된 곳으로 북경의 유명한 노포, 상점, 극장, 목욕탕, 찻집과 수공예 점이
모여있습니다. 미식거리 양쪽에선 중국 전통의상을 입은 민속 예능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러모읍니다. 마치 과거에 있는 느낌을 줍니다.

고궁은 일찍이 지고무상한 황권을 상징하는 황가의 궁전이었습니다. 600년 세월을
보낸 그 위엄과 기백이 여행객 분들에게 유구한 역사와 깊은 문화, 건축의 정교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종구로우는 북경 증축선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원, 명, 청나라 시대의 시간을 알려주는
곳이였습니다. 앞뒤로 있는 두 건물은 기세가 웅장하여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운치를
더합니다.

천안문광장

황사청

천안문광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광장입니다. 면적은 44ha, 폭 500m, 길이 880m에
달합니다. 매일 아침 치러지는 국기 게양식과 해질 무렵의 국기 하강식은 가장 엄숙한
의식입니다. 처음 북경에 온 여행객에게도 이 행사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온전한 황실기록보관소입니다. 몇 번의 재건축을 통해 초창기 명나라
양식을 오롯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고 붉은 담장이 둘러싼 예술관과 정전, 동서결채,
어비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위타이 치엔먼점
우위타이 치엔먼점은 씨엔위커우 미식거리의 서남쪽에 있는 전통 찻집입니다. 이 곳에서
중국 차 문화를 손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창푸허공원

천안문 동남쪽에 위치한 전시관은 베이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소리, 전기, 빛 등의 하이테크놀로지를 통해 베이징의 유구한 역사와 수도
도시건설에 대한 위대한 성과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배우 자오번산(赵本山)의 북경 근거지로, 배우 한 명 한 명이 펼치는 뛰어난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2인 만담’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성 연기자와 아역 연기자들이
열정적인 리듬과 함께 손에 부채를 들고 춤을 춥니다. 짙은 동북지역의 풍경이 여행객을
사로잡습니다.

여

자금성의 동문으로 북경에서 유명한 야식 거리가 있습니다. 동화문 야시장에서는
중국 전역의 유명한 야식을 먹을 수 있어 수많은 여행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푸징 보행자 거리입니다.

북경시 발전계획 전시관
류라오껀 대무대

베이징 중 부 (中 )- 계유

중국국가박물관

치엔먼다지에는 북경의 중축선상에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치엔먼다지에는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회색 담과 패션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전취덕,
편의방, 동래순, 떠우이추, 이티아오롱 등 전통상점이 모여있습니다.

치엔먼다지에

융딩먼성루

디

구로우

치엔먼지하철역 QianMen Station

치엔먼동대로 QianMen East St.

난뤄구샹

융딩먼

A9.북경시 발전계획 전시관 Beijing Planning Exhibition Hall

치엔먼지하철역 QianMen Station

치엔먼대로 QianMen St.

A8.중국철도박물관 China Railway Museum

치엔먼지하철역 QianMen Station

씨엔워커우거리 XianYukou St.

A7.씨엔워커우 미식거리 XianYuKou Culinary St.

치엔먼지하철역 QianMen Station

치엔먼다지에 Qianmen St.

A6.치엔먼다지에 Qianmen St.

치엔먼지하철역 QianMen Station

씨엔워커우거리 XianYuKou St.

A5.우위타이 치엔먼점 Wuyutai Tea Shop(QianMen)

치엔먼지하철역 QianMen Station

치엔먼동대로 QianMen East St.

A4.류라오껀 대무대 Liulaogen Grand Stage

티엔탄동문지하철역 TianTanDongMen Station

티엔챠오남대로 TianQiao South St.

A3.북경자연박물관 Beijing Museum of National History

티엔탄동문지하철역 TianTanDongMen Station

티엔챠오남대로 TianQiao South St.

A2.티엔탄서문 West Gate of the Temple of Heaven

푸황위지하철역 Puhuangyu Station

구로우동다지에지하철역 GuLouDaJie Station

종구로우동다지에 Gulou East St.

A17.종구로우 Bell Tower and Drum Tower

천안문동지하철역 Tian’AnMen East Station

동화문대로 DongHuamen St.

A16.동화문 DongHuamen Gate

천안문동지하철역 Tian’AnMen East Station

난츠즈대로 NanChiZi St.

A15.황사청 Imperial Archives

천안문동지하철역 Tian’AnMen East Station

난츠즈대로 NanChiZi St.

A14.창푸허공원 Changpuhe Park

천안문동지하철역 Tian’AnMen East Station

서창안거리 West Chang’An Avenue

A13. 노동인민문화관 Working People’s Cultural Palace

천안문동지하철역 Tian’AnMen East Station

동화문거리 DongHuaMen St.

A12.고궁 The Forbidden City

천안문동지하철역 Tian’AnMen East Station

광장동측로 GuangChang East Rd.

A11.중국국가박물관 National Museum of China

천안문동지하철역 Tian’AnMen East Station

광장동측로 GuangChang East Rd.

A10.천안문광장 Tian’AnMen Square

북경시 발전계획 전시관

티

동자오민항 골목 동자오민항 골
목

건

융딩먼

디

종구로우

여

융딩먼동빈허로 YongDingMen East Binhe Rd.

A1.융딩먼성루 YongDingmen Gate Tower

베이징 중 부 (中 )- 계유

건

난뤄

디

슬

디

종구로우

디

구로우동루

난뤄구샹

딩
안딩먼

디

디탄

딩

디탄

구이제

용허궁

구로우대로지하철역 GuLouDaJie Station

구로우동대로 GuLou East St.

B12.야오지식당 Yao Ji Restaurant

구로우대로지하철역 GuLouDaJie Station

구로우동대로 GuLou East St.

B11.종구로우 Bell Tower and Drum Tower

난뤄구샹지하철역 NanLuoGuXiang Station

교대구남로 JiaoDaoKou South St.

베이신차오

용허궁

Ancestral Temple for Wen Tianxiang(in Fuxue Hutong)

B10.문천상사(후쉬에골목에 위치함)

베이신차오지하철역 Beixinqiao Station

둥즈먼내로 DongZhiMen Inner St.

B9.구이제 Guige Street

베이신차오지하철역 Beixinqiao Station

용허궁로 YongHeGong St.

B8.베이신차오 Beixinqiao

용허궁지하철역 YongHeGong Lama Temple Station

궈즈란로 GuoZiJian St.

Confucius Temple and Imperial College Museum

B7.공자묘와 궈즈란박물관

후궈스에서 즐기는 전통 북경식 아침식사

딩

딩

용허궁지하철역 YongHeGong LamaTemple Station

궈즈쩬거리 GuoZiJian St.

B6.니루피자 Impasto Pizza

용허궁지하철역 YongHeGong Lama Temple Station

용허궁지에 YongHeGong St.

B5.용허궁 Lama Temple

용허궁지하철역 YongHeGong Lama Temple Station

허핑리남로 HePingLi South St.

B4.디탄-동쪽벽 Temple of Earth – East Wall

안딩먼지하철역 AnDingMen Station

안딩먼외로 AnDingMen Outer St.

B3.디탄 Temple of Earth

허핑리북가 지하철역 HePingLi BeiJie Station

안딩먼외대로 AndDingMen Outer St.

B2.리우인공원 Liuyin Park

허핑리북가 지하철역 HePingLi BeiJie Station

안딩먼외대로 AnDingMen Outer St.

B1.후궈스에서 즐기는 전통 북경식 아침식사 Breakfast at Huguosi Snack Bar

북쪽루트-중문학 여행

용허궁
스

딩
건

난뤄구샹

건

관광명소
탄

이
루식

530년에 건설된 탄은 명 청조의 황제들이 매년 지 (
)에게 제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개방 지 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는 곳이
었습니다.

에서

전

북경식

m a
a 니루식당은 20 2년 에 만들어 습니다.
거리 동방극장
안에 위치해 있으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공간이 많으 영 면적은 600제 미터에
달합니다. 과일나무로 구
는 수제 자가 인이 양식과 이 리아의 와인 그리고
양생차도를 하나로 합 음식점입니다. 식당은 인식당과 개방식주방, 야외 발 니와
실이 있으 , 동시에 50명 이상 수 가능합니다. 산뜻한 설계로 가 외식,
커
이트, 직장회식, 작은 모의 티 등에 적합한 곳입니다.

오

베이 차오는 재미있는 왕의 전설이 전해져 려오고 있어 중국민속의
재미를 구현해 고 있습니다. 여행을 오면 이곳을 들러야하는 곳이 이
다리와 관련된 더 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을 아보세요

종구로우
종구로우는 북경 증축선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원, 명, 청나라 시대의 시간을
알려주는 곳이였습니다. 앞 뒤로 있는 두 건물은 기세가 웅장하여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운치를 더합니다.

식사

후
에서 기는 전통 북경식 아침식사
자전거 여행을 전통 북경식 아침식사로 시작해보세요 색 있는 아침 식사로 한 손으로
그 을 잡고 려먹는 미엔차와 한 국에 들여 먹는
한 오추안이
있습니다.

구이

탄동
품경이 아름다운
습니다.

목입니다.

아나무와 느티나무가

징이

의

베이 차오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유명한 구이제가 있습니다. 북경 음식의
거리 라 불리 마라롱 , 해산물 비 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가 이
한 다 24시간 영 을 해 야식도 길 수 있습니다.

기를

북쪽루트-중문

여

오지식

리우인공원

공자

리우인공원은 북경의 전원 풍경과 산 의 정취를 보여줍니다. 공원에는 , 여름,
가을, 울 4계 이 러나는 관광지구 4곳이 있으 자연
고 소박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히 여러 종류의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공자의 제사를 지 던 곳이였습니다. 공자묘의 사제명비에는 원, 명,
청, 3대의 5만 명이 는 사의 이름이 새 져 있습니다.
은 중국 명청시
국가관리교육의 고행정기관이 국가가 설 한 고 학부였습니다.
거리의
양 에는 회화나무가 어서 있고 동서쪽 대로의 양 과
안 대문 양 에는 패루가
어서 있으 북경에만 유일하게 4가지 패방이 있는 오래된 거리입니다.

허궁
정황제의 관 입니다. 건 황제의 출생지이기도 한 이 사 이야 로 정한
지( 이 난
러운 장소)입니다. 사 은 3가지 정교한 패방과 우아한
대전으로 구성 어 있으 고박하고 귀하 그 기세가 높습니다.

간 음은 북경의 색있는 풍 음식이 야오지식당의 간
이기도 합니다. 간
음은 돼지의 간과 대창을 인으로 마 을 부재료로 만 니다. 그 소 는 무 지
으 간의 은 후하고 느 하지 습니다.

박물관

문천 사
문천상사는 후 에 목에 위치한 잘 알려지지 은 사당입니다. 남 시대 때 원나라에
한 영웅 문천상( 236 283)이 금, 생 었던 장소입니다.

안딩먼

디

구로우동대로

난뤄구샹

난뤄구샹

구로우둥따제

안딩먼

안딩

안딩

안딩

구로우대로지하철역 GuLouDaJie Station

지우구로우로 JiuGuLou St.

다

우다오잉 골목

디

C6.안딩먼 골동품박물관 Andingmen Antique Museum

안띵먼지하철역 AnDingMen Station

방가골목 FangJia Hutong

C5.방가골목46호원 No.46 Fangjia Hutong

용허궁지하철역 YongHegong Lama Temple Station

우다오잉 민속문화휴식거리 Wudaoying Folk Hutong St.

C4.우다오잉골목 Wudaoying Hutong

용허궁지하철역 YongHegong Lama Temple Station

파오쥐터우티아오 PaoJu TouTiao

C3.성탕구이문화창의원 Shengtang Guyi Culture Creativity Park

둥즈먼지하철역 DongZhiMen Station

둥즈먼내로 DongZhiMen Inner St.

C2.라오징식당 Traktirr Restaurant

둥즈먼지하철역 DongZhiMen Station

둥즈먼북로 DongZhiMen North St.

C1.동즈먼 청수원 정수장 BeiJing Tap Water Museum

북쪽루트-크리에이티브 여행

용허궁

허핑리북거리

용허궁

안딩

건

난뤄구샹문화휴식거리

디

건

둥쓰슬티아오지하철역 DongSi Shitiao Station

둥쓰슬티아오 DongSi ShiTiao

C12.난신창 음식문화 휴식거리 Nanxincang Food Culture Street

둥쓰슬티아오지하철역 Dongsi Shitiao Station

차오양먼북로 ChaoYangMen North St.

C11.신바오리 박물관 Poly Art Museum

장쯔중로지하철역 ZhangZiZhongLu Station

동쓰슬티아오 DongSi ShiTiao

Lightspot 55 Creative Industry Park

C10.량덴55호창의산업원

난뤄구샹지하철역 NanLuoGuXiang Station

구로우동로 GuLou East St.

C9.알바카페 Alba Cafe

난뤄구샹지하철역 NanLuoGuXiang Station

난뤄구샹문화휴식거리 NanLuoGuXiang Alley

C8.난뤄구샹 Nan Luo Gu Xiang

난뤄구샹지하철역 NanLuoGuXiang Station

구로우동로 GuLou East St.

C7.구로우동따제 GuLou East Street

동즈먼청수

관광명소
구

성 구이문화창 원

미국 타 지가 선정한 25
아시아 여행지 중 한 곳입니다. 유일하게 원나라 시대의
목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목 안에는 예술품, 공예품 상점, 술집,
,
식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탕구이문화창의원은 목안 창의공장 의 주요
입니다. 화문화창의산 원
중 지대에 위치해 있으
질 수 는 사합원식의 산 구입니다. 문화교류, 예술품 전시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합 습니다. 창의원은 사전에 예약해야만 관 가능합니다.

동 먼청 원

안딩먼 동 박물관

장

오리 박물관
북경(라오베이징)의 민 문물을 전시한 작은 박물관입니다. 의식주, 음료, 생활 품 등
수만 점의 민속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08년에 건설된 북경 초의 정수 시설로 2000년에 북경시정수박물관으로
개장했습니다.
개방시간 수요일 일요일, 00 30, 3 00 6 00

국유기 이 만
초의 예술 박물관으로
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구해온 귀한 물품으로, 가장 유명한 전시품은
에서 가져온
소,
이, 원 이 이지 동상입니다. 00여 점의 청동기도 있습니다.

우다오
알 는 루지공간 으로 불려 습니다. 편안한
이
싸고 좋은
트, 러 ,
게티와
를 제공합니다. 영 시간은 8 30분 부터 새벽 시 지이 몇시간의 여행
일정 후 지 여행객들에게 서비 를 제공합니다.

여

라오징식당은 러시아대사관의 남쪽, 남관공원의 남문 서 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 가정식을 매하고 있습니다.

북쪽루트-

라오 식

에이티

우다오
목은 난뤄구 을 는 북경의 한가지 명소입니다. 사합원
, 동품점,
가게, 작은 찻집과
가 모여있고
, 식사 그리고 식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구로우동
가

원

이 곳은 과거 북경의 주된 기계공장 기지였습니다. 지금은 문화창의산 단지로 개조해
소극장,
,
등이 모여있습니다.

구로우의 동 으로 어나가 난뤄구 의 남쪽과 이어지는 이곳은 많은 색상품상점,
, 술집, 식당의 집합소입니다. 북경국제창의설계원 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 식문화 식거리
창

원

55 창의산 원은 평안대로에 위치해있으 창의적 설계, 문화예술, 문화 권,
문화미 어, 문화여행 등 여러 구역으로 나 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출입금지이지만
개 여행객과 단체의 예약을 받습니다.

난 창은 명, 청 두 왕조의 을 장해 두던 황가의 창고였습니다. 여기에
보존 어 있는 개의 창고는 전국에 북경에만 있으 현존 대 모이 가장
완벽히 보존 어 있는 황가의 창고입니다. 현재 난 창은 음식문화 식거리로 자리
잡 으 예술관람과 미식문화를 한 에 품고 있습니다.

디

난뤄구샹

베이다훙러우

난뤄구샹

건

동자오민항 골목

황청건유적공원

난허옌로
NanHeYan St.
왕푸징지하철역
WangFuJing Station

D6. 황청건유적공원
Imperial Palace Wall Relics Park

동자오민항
DongJiao Min Alley
충원먼지하철역
ChongWenMen Station

D5. 경찰박물관 Police Museum

둥자오민항
DongJiao Min Alley
충원먼지하철역
ChongWenMen Station

D4. 동자오민항 Dongjiaominxiang

충원먼서로
ChongWenMen West St.
충원먼지하철역
ChongWenMen Station

D3. 신교삼보락 Xiaqiao Sappaoro Bakery

충원먼내로허우꺼우골목
ChongWenMen Inner St., Hougou Hutong
충원먼지하철역
ChongWenMen Station

D2. 아사립당 Asbury Church

건국문남로
JianGuoMen South St.
건국문지하철역
JianGuoMen Station

D1. 고관상대 Beijing Ancient Observatory

센터 –명인(名人)여행

건
동자오민항 골
목

동자오민항

스자후통

중국부녀아동박물관

스자후통/북경 레드월 가든 호텔

스자후통
ShiJia Hutong
동슬커우지하철역
DomgShiKou Station

D12. 스자후통/북경레드월가든호텔 Shijia Hutong / Red Wall Garden Hotel

차오양먼남로
ChaoYangMen South Alley
동슬커우지하철역
DongShiKou Station

D11. 네이우부거리 Neiwubu St.

왕푸징대로
WangFujing main St.
동쓰지하철역
DongSi Station

D10. 북경 인민예술극단 연극박물관
Theatre Museum of Bejing People’s Art Theatre

우쓰대로
WeSi main St.
동쓰지하철역
DongSi Station

D9. 중국미술관 Nation Art Museum of China

우쓰대로
WeSi main St.
동쓰지하철역
DongSi Station

D8. 베이다훙러우 Red Building of Peking University

동슬커우서로
DongShiKou West St.
동슬커우지하철역
DongShiKou Station

D7. 라오서 옛집 Former Residence of Lao She

베이지거터우티아오
BeiJiGe TouTiao
동딴지하철역
DongDan Station

D15. 중국부녀아동박물관
Museum of Chinese Women and Children

동종부골목
DongZongBu Hutong
건국문지하철역
JianGuoMen Station

D14. 촨반식당 Chunban Restaurant

루미창골목
Lumicang Hutong
챠오양먼지하철역
ChaoYangMen Station

D13. 즈화사 Zhihua Temple

관광명소
북경 인민
동자오민

라오서

3세기에 탄생한 북경(라오베이징)에서 가장
목입니다. 청나라 기, 각국의
침 자들은 이곳에 영사관, 우체국, 은행, 교회를 세 유 식 건축물을 많이 남 습니다.
지금은 다 곳에서 아보기
고요하고 평온한 장소로 색다 매 이 있습니다.

고관 대

라오서(
, 8
66)는 명한 중국의 소설가이자 각본가로 20세기 중국 문학계의
주요 인물입니다. 대표작은 소설
타상자 와 각본 찻집 입니다. 노사고거는 노사가
50년 미국에서 아온 후 구입한
으로 그의 인생 중 마지 6년을 보 습니다.
주소
(
h
,
h
)

원 연 박물관

중국 초의 연극 박물관으로 왕푸징대로 22 수도 대극원 4 에 위치해 있으
전시구역으로 나 어있습니다. 많은 사 , 필원고, 소품을 소장하고 있으
발전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0개의
극장의

화사
443년에 건설된 화사는 명나라 때부터 400년 동안 려오는 경음 으로
유명합니다. 수수하면서도 고풍 러운 이 음 은 ‘중국 고대음 의 아있는
화 ’이라 불 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 대 중 하나로 442년에 건설했습니다. 고관상대에는
8개의 천문학 기구가 설치 어 있으
436년부터 2 년 지 500년 이상 천문을
관 했습니다. 현존하는 천문 관 대 중 관 시간이 가장 곳입니다.
입장료 0

이우 거리
이다

경 박물관
동자오민 36 에 있습니다. 국민당 사 관이었던 푸 이(
북평(베이징의 이름) 성문 열 가 가장 유명한 전시품입니다.
사이에 사 된 시기 경
권 도 전시해 있습니다.

)의 부하가 제출한
4 년부터 2000년

우

북경 문화운동기 관은 북경대 루 유적 위에 지어 습니다. 건물의 주요 부분을 간
벽 로 지어 ‘ 루’라 부 는 , 북경대학의 도서관 문과강의실이었으 , 5.4운동의
주요 활동 거점이었습니다.

사

센터 명인(

)여

황청

공원

길이 2.4 m, 폭 2 m 의 가 고
공원으로 북경성의 2중성벽인 ‘동황청건’ 위에
조성 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명 청조시대의 북경 지도, 지하 담장 터가 그려
조
유적이 있습니다.

트에 들어간 크 은 모두
을
습니다.

중국미 관
중국 근 현대 예술품의 소장, 연구, 전시를 전문으로 하는 국 박물관입니다. 이 곳은
중국에서 모가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로 동서고금의 여러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63년 6월에 마오
주 (
, 8 3
6)이 직
간 은
국 박물관으로 의 지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식
식당은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의
가 조리하여 정통
요리를 만들

자

원먼교회로도 잘 알려 이 곳은 허우 우 목 동쪽에 있습니다. 868년에 지어 는 ,
이후 화재로 인해 03년에 재건했습니다.

라오베이징인이라면 어 때부터 먹는 집입니다. 크 류
생크 을 사 하였으 단
한 속이 차 있어 후한

북양(
)의 무부가 있었던 곳으로 잘 알려 거리입니다. 이우부거리의
동쪽에는 차오양먼남거리, 서쪽에는 동 남대로, 남쪽에는 자후통, 북쪽에는
번
목이 있습니다.

북경

북경사무소의 식당입니다.
한
합니다.

가

자후통은 차오양먼남거리에서 동 남거리 지 이어지는 50m에 달하는 길입니다.
전체 목은 청색기와와 조각 된 창문으로 인하여 북경의 정취를 느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히 20 건물은 52년 북경 인민 예술극원의 초창기 사무실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현재 지 이 목에 거주한적 있는 각계 유명인사는
, 이 , 장커 ,
장
오, 장한 , 적 등 40 50명에 달합니다.
자후통에는 유명한
이 있습니다.
월가
은 중국 타일이면서도 서양식
서비 를 제공하는
입니다.
에 있는 화원에서 고요하고 만적인 시간을 보 수
있습니다.

중국

동박물관

중국 여성과 아동의 사회 화상을 잘 전시한 국 박물관입니다. 다수의 전시품을
통해 중국 여성과 아동의 시대 사회활동, 가정생활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융딩먼동빈허로

우위타이찻집

동인당

시

동화시사회박물관

시

시

푸황위지하철역 PuHiamgYu Station

징타이로 JingTai RD

E11. 북경법랑창 Beijimg Emamel Factory

티엔탄동문지하철역 TianTanDongMen Station

티엔탄공원남문 South Gate of Temple of Heaven

E10. 난먼훠궈 NanMen HotPot Restaurant

티엔탄동문지하철역 TianTanDongMen Station

법화사거리 Fahuasi St.

동편문각루

E9. 북경대중교통박물관 Beijing public Transport Museum

티엔탄동문지하철역 TianTanDongMen Station

광명로 GuangMing Rd.

E8. 경성백공방 Baigongfang Handicrafts Museum

츠치커우지하철역 CiQiKou Station

동화시거리 DongHuashi St.

E7. 동화시사회박물관 Donghuashi Community Museum

시

난먼훠궈

동자민항 골목 동자민항 골
목

북경역지하철역 Beijing Railway Station

충원먼동대로 ChongMen East St.

E6. 동편문각루 Dongbianmen Turret

북경역지하철역 Beijing Railway Station

충원먼동대로 ChongMen East St.

E5. 명(明)성벽유적공원 Ming Dyunasty City Well Relics Park

충원먼지하철역 ChongWenMen Station

충원먼외대로 ChongWenMen Outer St.

E4. 동인당 TongRentang

충원먼지하철역 ChongWenMen Station

충원먼외대로 ChongWenMen Outer St.

E3. 우위타이 찻집 WuYutai Tea Shop

츠치커우지하철역 CiQiKou Station

충원먼외대로 ChongWenMen Outer St.

E2. 진팡샤오츠 JianFang Restaurant

츠치커우지하철역 CiQiKou Station

티엔탄루 TianTan Rd.

E1. 티엔탄(천단) Temple of Heaven

남쪽 루트-문화유산 여행

시

시

관광명소
우위타이 찻집

경성백공방
경성백공방은 중국의 전통궁정과 민간공예미술기예를 동태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가까운 거리에서 100명이 넘는 공예미술대가들이
제작한 정교하고 아름다운 공예품들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후이성의 차 상인이었던 우시리우가 1887년에 베이신차오에 처음 연 찻집으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티엔탄(천단)

동편문각루

명·청조 황제들이 하늘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습니다. 전체 면적은
고궁보다 크며, 주요 건물로는 기년전, 황궁우, 환구단이 있습니다. 199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중국 내 현존하는 황가 제단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동편문각루는 1439년에 건설되어 높은 곳에서의 감시 및 성을 지키는 방어 건축물입니다.
건물에는 144개의 전창이 있으며 유일한 북경의 외성벽각루입니다.

동인당

북경대중교통박물관

북경동인당은 1669년도에 만들어져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나라
옹정황제부터 시작하여 동인당은 황가에 약을 공급해 왔으며 188년간 총 8명의 황제를
모셨습니다.

북경대중교통박물관은 본래 북경전차총공장이였던 곳에 건설된 것입니다. 전시관의
소장품은 북경 대중교통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경법랑창

남쪽 루트-문화유산 여행

북경법랑창은 중국의 전통있는 가게로서 북경지구 최대의 경태람(구리로 만든
중국 공예품) 전문 제작 공장입니다. 생산한 법랑기는 아름다운 색깔과 우아한
디자인으로 중국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합니다.

둥화시사회박물관

진팡샤오츠
진팡샤오츠는 북경의 맛있는 간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탕훠샤오, 아이워워, 마토완,
이핀샤오빙, 나이요쟈까오 등 북경의 유명한 먹거리를 체험해 보기 제격입니다.

명(明)성벽유적공원
1.5km에 달하는 유적입니다. 본래 북경 내성 성벽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쓰주청(四九城)’
중 얼마 남지 않은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성 동남쪽 각루(閣樓)는 중국 내 유일하게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성벽 각루입니다.

북경시의 첫 사회박물관입니다. 둥화시지역 풍토와 민심 그리고 민간 수공예품 위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난먼훠궈
“난먼훠궈”는 “홍위안샤브샤브”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이곳의 특색있는 라오베이징
샤브샤브는 고기가 맛이 좋고 비법소스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모이기 좋은 장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