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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부터 배낭을 지고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중국 수교후 부터 대륙에
발을 디뎠고, 이후 구석 구석 많은곳을 돌아다녔다. 중국 음식과 술을 탐미하고 연구하는
것을 즐겨하며, 사막과 설산을 사랑한다. 현재 다른 일을 하면서 여행작가와 중국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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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fo

운남(云南), 운남성(云南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역 성(省)
중의 하나로써, 중국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 국기

약칭하여 운(云) 또는 전(滇)이라 부르며, 성도(省都)는 쿤밍(昆
明)이다.
한국식 한자 독음으로는 운남성, 중국 발음으로는 윈난성으로 읽는
다. 정자체는 雲南省이고, 간자체로는 云南省으로 표기한다. 면적
은 394,100㎢여서 남한의 약 4배 면적에 해당한다. 동남아시아
와 가까워서 언어와 종족이 많이 유사하고 중복된다.
서북쪽으로는 사천성, 동쪽으로는 귀주성, 서쪽으로는 티베트 서장
성과 경계하고 있으며, 서남쪽으로는 미얀마와 육로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남쪽에는 광시 좡족자치구와 베트남, 남쪽으로는 라오스로
연결된다. 메콩강의 상류인 란창강을 따라 수로로 이동하면 태국 북
부 도시로 갈 수 있다.
운남성은 자연이 아름답고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대표적으로 리장
고성, 삼강병류, 석림, 하니제전, 대리고성, 숭성사삼탑, 옥룡설산,
얼하이호수, 전지, 매리설산, 갈단 송찬림사, 시솽반나 열대우림 등
등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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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표기

云南

영어 표기

Yunnan Province

별칭

云, 滇

Basic Info

행정 구역	省
주요도시	곤명, 소통, 곡정, 옥계, 보산 등
지역 번호	0871
우편 번호	650000 ~ 674600
면적

390,000 평방 킬로미터

인구

약 4,770만 명

기후

아열대 몬순기후, 열대 몬순기후

명소

석림, 리장고성, 숭성사 삼탑, 삼강병류(三江并流) 등

국제공항

곤명 창수 국제공항

기차역

곤명(昆明), 곡정(曲靖), 대리(大理), 리장(丽江)

차량 번호판 코드 云A-云S(无云B, I, T, U, V, W, X, Y, Z)
GDP

14869.95억 위안(2016年)

1인당 GDP

31397위안(2016년) ※ 미화 5천달러에 해당

유명 대학

운남 대학교, 곤명 과학기술 대학교 등

관광 도시

대리, 리장, 샹그리라, 징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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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및 기후		운남성 중북부가 운귀고원에 속하므로, 대부분의 지역은 해발
2,000m가 넘는 고원지대이다. 성도 쿤밍이 해발 1,892m이며, 그
북쪽은 더욱 높아진다. 남부 시솽반나는 아열대지역이며 해발고도
가 낮아 상당히 덥고 습윤하다. 아열대 몬순기후부터 온대, 냉대까
지 다양한 기후를 보여준다.
산지
			산지는 33.11㎢로 전 운남성 면적의 84%를 차지한다. 지형은 원
강 계곡과 운령 산맥 남단 골짜기를 경계로 동서로 나뉘어 있고, 동
부는 극동 고원의 고원으로, 해발 고도 2000m의 완만하고 기복
이 있는 언덕과 구릉이 발달해 있고, 여러 종류의 카르스트 협곡이
발달하고 있으며, 지세가 험하고 산과 협곡이 높아 평지와 협곡이
1000m를 넘는다. 해발 5000미터 이상의 고산은 일년 내내 눈이
쌓여 기이하고 웅장한 산악 빙하 지형을 이룬다. 해발 6740m부터
해발 76.4m까지 다양한 고도가 분포하고 있다.
기온
			평균 기온은 폭염(7월)이 19℃~22℃, 최저 기온(1월)이 6℃~8℃
이상이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10℃~12℃이다. 일교차가 커 한낮에
는 덥고, 특히 겨울, 봄에는 일교차가 12℃~20℃에 이른다. 남부지
방은 장마기간이 길다.
강수
			성 전체의 강수량은 계절과 지역의 분배가 매우 균일하지 못하다.
우기(雨期)는 5~10월로써 85%, 건기인 11월에는 연 강수량의
15%에 그쳤다.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연간 강수량
2200~2700㎜, 적은 곳은 584㎜, 대부분의 지역은 연간 강수량
1000㎜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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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운남성은 특히 소수민족의 전시장으로 유명한데, 중국의 56개의
소수민족 중 25개의 민족이 운남성에 살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38%가 소수민족이다. 가장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은 리족이며, 약
400만명이나 된다. 그리고 운남에만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 15개
부족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한족이 절대적 다수이며, 다음 순서로
이족, 백족, 하니족, 태족이 뒤를 잇는다. 극소수 민족중에는 피부가
흑인에 가까운 종족부터 몽골원정때 와서 정착한 몽골족, 청나라때
이주해온 만주족까지 인종의 전시장이라 할 만하다.
민족

인구

주거지

한족

3062.9만

운남 각지

이족

502.8만

초웅이족자치주, 홍하주, 옥계시, 대리백족자치주, 보이시화곤명시

백족

156.1만

대리백족자치주

하니족

163만

홍하주, 시솽반나태족자치주, 보이시 화옥계시

태족

122.2만

서쌍판납태족자치주, 덕굉주, 보이시화림창시

장족

121.5만

문산주, 홍하주화곡정시

묘족

120.2만

문산주, 홍하주화소통시

회족

69.8만

곤명시, 대리백족자치주, 곡정시, 초웅이족자치주, 홍하주화옥계시

률속족

66.8만

노강주, 적경주, 리장시대리백족자치주

납호족

47.5만

보이시, 림창시화 시솽반나 태족자치주

와족

40.1만

림창시화보이시

납서족

31만

리장시 이급적경 장족자치주

요족

31만

홍하 하니족 이족자치주, 문산 장족 묘족자치주

경파족

14.3만

덕굉태족경파족자치주

장족

14.2만

적경장족자치주

포낭족

11.7만

시솽반나 태족자치주, 보이시화림창시

포의족

3.8만

라평현로포혁향, 장저향, 부원현 고감향；하구요족자치현 교두향

아창족

4.2만

덕굉주화보산시

보미족

4.2만

리장시, 노강주화적경주

몽고족

2.3만

옥계시 통해현흥몽몽고족자치향

노족

3.2만

노강률속족자치주

기낙족

2.3만

시솽반나 태족자치주

덕앙족

2만

덕굉태족경파족자치주, 망시, 삼태산덕앙족향화림창시, 진강현, 군새향

수족

8,830인

곡정시 부원현

만족

1.4만

옥계시 통해현

독룡족

6300

노강률속족자치주, 공산독룡족노족자치현

Yunnan | 13

국가 기초 정보

Yunnan

Basic Info

행정구역		

8개 시와 8개 소수민족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 현황

			곤명시(昆明市), 곡정시(曲靖市), 옥계시(玉溪市),
소통시(昭通市), 보산시(保山市), 려강시(丽江市),
보이시(普洱市), 림창시(临沧市)
			

운남 소수민족 자치주 현황
자치주
중점도시 : 초웅시
1

초웅 이족 자치주

한자표기 : 楚雄彝族自治州
인구 : 2,684,000
중점도시 : 대리시

2

대리 백족 자치주

한자표기 : 大理白族自治州
인구 : 3,456,000
중점도시 : 망시

3

덕굉 다이족 징포족 자치주

한자표기 : 德宏傣族景颇族自治州
인구 : 1,211,000
중점도시 : 샹그리라시

4

디칭 티베트족 자치주

한자표기 : 迪庆藏族自治州
인구 : 400,000
중점도시 : 멍쯔시

5

홍하 하니족 이족 자치주

한자표기 : 红河哈尼族彝族自治州
인구 : 4,501,000
중점도시 : 루수이현

6

노강 리수족 자치주

한자표기 : 怒江傈僳族自治州
인구 : 534,000
중점도시 : 원산시

7

문산 좡족 먀오족 자치주

한자표기 : 文山壮族苗族自治州
인구 : 3,518,000
중점도시 : 징홍시

8

시솽반나 태족 자치주

한자표기 : 西双版纳傣族自治州
인구 : 1,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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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남성에는 3개의 국제공항과 11개의 국내공항이 있다. 산악지대
와 협곡이 많아서 기차를 비롯한 육로교통은 그리 발달하지 못했지
만, 비교적 항공편은 원활한 편이다.
			

운남성의 공항

			곤명 장수 국제공항, 보이 사모공항, 리장 삼의 국제공항,
보산 운서공항, 시솽반나 알쇄 국제공항, 림창 공항,
디칭 샹그리라 공항, 문산 보자흑공항, 대리 황초패 공항,
텅충 타봉공항, 소통 공항, 덕굉 망시공항, 루구호 공항, 창원 공항
철도			100여년전에 이미 철도가 개통되었었지만, 자연환경이 험악해서
아직도 철도는 많은곳을 연결하고 있지 못하다. 건설중이거나 기획
중인 철도가 많으므로, 조만간 운남성을 철도로 편안히 여행하는 날
이 곧 도래할 것이다.
기차 종류

표준철로

고속철로

건설중
혹은
기획중인

협궤철로

노선
성곤철로(곤명-반지화-성도)

귀곤철로(곤명-육반수-귀양)

남곤철로(곤명-흥의-남저)

내곤철로(곤명-소통-내강)

곤옥철로(곤명-옥계)

엄대철로(엄통-대리)

대려철로(대리-리장)

옥몽철로(옥계-몽자)

몽하철로(몽자-하구)

-

호곤고속철로(상해-곤명)

운계고속철로(남저-곤명)

대서철로(대리-보산-서려, 건설중)

려향철로(리장-샹그리라, 건설중)

려반소철로(려강-반지화-소통, 건설중)

미몽철로(미륵-몽자, 기획중)

전장철로(곤명-라싸, 기획중)

투곤고속철로(곤명-중경, 기획중)

곤태고속철로(곤명-태만고웅, 기획중)

-

곤하철로(곤명-하구)

몽보선(몽자-보수)

계개선(계가-개구)

곤석철로(곤명-석저)

초관선(초패-관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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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2016년 현재, 고속 도로 총 길이는 4,134km, 국도는 1만 7,000
㎞ 이며, 약 88%의 촌락에 도로가 건설되어 있다.
운남성 고속도로
G5 경곤고속

영원고속공로, 원무고속공로, 무곤고속공로
보선고속공로, 선곡고속공로, 곤곡고속공로, 곤안고속공로,

G56 항서고속

안초고속공로, 초대고속공로, 대보고속공로, 보룡고속공로,

G60 호곤고속

곡성고속공로, 곤곡고속공로

G78 산곤고속

강소고속공로, 곡륙고속공로, 서석고속공로, 곤석고속공로

룡서고속공로

G80 엄곤고속
G85 투곤고속
G8011 곤하고속
G8511 곤만고속

라부고속공로, 부연고속공로, 연평고속공로, 평쇄고속공로,
석쇄고속공로, 곤석고속공로
수마고속공로, 마소고속공로, 소대고속공로, 숭대고속공로,
숭곤고속공로
곤석고속공로, 석쇄고속공로, 쇄몽고속공로, 몽신고속공로,
신하고속공로
곤옥고속공로, 옥원고속공로, 원마고속공로, 마사고속공로,
사소고속공로, 소마고속공로
곤명요성고속공로, 고해고속공로, 안진고속공로, 정징고속공로,
옥강고속공로, 통건고속공로, 계석고속공로, 대려고속공로,

기타고속공로

소경고속공로, 보등고속공로, 초엄고속공로, 석홍고속공로,
평문고속공로, 대공고속공로, 부나고속공로, 소회고속공로,
서롱고속공로, 진홍고속공로, 려향고속공로, 황마고속공로

수운

		금강, 난창강, 홍강강, 남강강, 강호순 등 5개 본류와 그 지류 63개
에 길이 1만 4,500㎞로 개발된 뱃길은 8,000여 ㎞이며, 장강长
江 란창강(澜沧江) 주강(珠江) 홍하(红河) 노강(怒江) 이라와디
강(伊洛瓦底江) 등 6개 수계가 있다.

			수운을 이용하여 국가간 이동도 가능하다. 징홍의 란창강 부두에서
화물선을 타고 태국 최북단 국경도시 치앙센까지 갈 수 있는데, 부
두에서 화물선 선장들과 흥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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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나라 이전
기원전 3세기초, 초나라의 장군이었던 장교(莊蹻)가 운남성 귀주성 일대를 개척하여
처음으로 중국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장교(莊蹻)장군은 사천과 운귀고원 지역에 쳐
들어 왔다가, 진나라가 사천지방(蜀)을 점령하여 돌아갈 길이 차단되자, 운남 전지(滇
池) 지역에 진입하여 전(滇)나라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장교가 차지한 지역은 교지(交
趾, 현재의 베트남 북부), 백월 계통인 남월(지금의 광동·광서), 야랑, 동사(同師, 현 운
남성 保山) 등의 지역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기원전 221년에는 진시황이 여섯 나라를 통일하여 운남성의 동북쪽에 군대를 배치했
고, BC109년에는 한무제의 군대가 서남지역을 정복하여 24개 현을 세우고 미얀마와
인도로 넘어가는 상업로를 개척하였다. 삼국시대에 운남지역은 남중(南中)으로 불렸
고, 225년에 촉나라의 제갈량이 보낸 대군이 남중왕을 항복시켰다.

2. 남조국南诏国 & 대리국大理国
당나라때인 서기 738년에 얼하이호 지역의 수령이 다섯 구역을 병합하여 남조국을 세
웠고, 당나라에 의해 운남왕으로 봉해졌다. 이듬해 태화성(太和城)을 건설했는데, 현
재의 대리시이다.
937년에는 백족 출신의 단사평이 대리국을 건국하고 대리시를 도읍으로 삼았다. 대리
국은 현재 운남성, 귀주성, 미얀마의 일부, 라오스와 베트남 북부의 일부지역의 소수민
족들을 포함했다.

3. 원명청(元明清) 시대
1253년에 몽골군이 대리국을 정복하였고, 1276년에 정식으로 운남성을 건립하였다.
색목인들이 들어와 쿤밍에서 정사를 관리하기도 했고, 이때부터 운남의 주요한 산물인
은광산이 개발되어 생산량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청나라때부터 중국 운남
은 중국 은생산의 중요한 산지로 자리매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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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목인들과 소수 몽골인들이 운남으로 이주하였고 오늘날 운남성 회족과 몽골족의 주
축을 이루었다. 명나라 홍무14년(1381년), 명태조 주원장은 대장군 부우덕(傅友德)
에게 운남성을 공격하게 했고 이때부터 한족들이 대거 운남에 이주하여 거주하게 되었
다. 명나라 말기까지 한족은 20여만 명에서 140여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한족이 운
남 집단이주는 운남의 경제와 문화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데에 동력이 되었다.
명말청초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은 오삼계이다. 오삼계(吳三桂, 1612-1678)는 명말
청초의 장수로써, 자는 월소(月所)와 장백(長白)이며, 명나라 멸망기에 청나라에 투
항하여 청군에 협력하였고, 이 공로로 번왕(藩王)인 평서왕(平西王)으로 봉해졌는데,
이때부터 그가 운남(雲南)을 통치하면서 운남은 한족 오삼계의 지방정권이 되었다.
그후 강희제가 한족 탄압정책을 펼친다고 생각한 오삼계는 명나라를 재건국 한다는 명
분을 내세워서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을 ‘삼번의 난’
이라 한다. 오삼계의 군대는 감숙성, 하남성, 섬서성까지 진출하지만 청나라는 이내 반
격에 나섰고 오삼계 군이 패배하였다.

4. 청나라 이후
1911년 10월 30일 중양절(重阳节)에 채악(蔡锷), 당계요(唐继尧) 등등이 봉기를
일으켜서 청나라 지배에서 벗어났다.
1915년 12월 25일, 채악(蔡锷), 당계요(唐继尧)는 원세개의 호국운동에 반대하였고,
민국 시기에 운남에서는 전군(滇军)이 만들어졌고, 이들이 운남을 통치하게 되었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운남 육군 강무당은 1909년에 개교하였으며, 중국 3대 사관학교
로 명성을 날렸다. 청나라 말기에 운남성 총독이던 심병경은 청황실의 허가로 운남 강
무당을 개교하였고, 초기에는 보병, 기병, 포병, 공병의 4개 병과로 나뉘어 있었다. 교
육시스템은 일본의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가져왔기 때문에, 초기 교관들은 일본인들이
있었다. 후에 명칭을 운남육군강무학교(雲南陸軍講武學校)로 개명하였다.
이 학교에서 독립군 주요 요인들이 군사수업을 받았다. 대한민국 건국시에 국무장관
을 맡았던 이범석 장군이 이 학교를 졸업하였고,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인 권기옥 여
사가 이곳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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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 이범석 장군은 서울 종로 태생이며, 중국에 망명한 후 항주군관예비학교를 거쳐
운남강무당 12기 기병과를 수석졸업 하였다. 그 후 그는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 교
관으로 독립군 양성에 매진하였으며, 북로군정서 연성대장을 역임하였고, 1920년 보
병 1개 대대를 인솔하여 청산리 백운평에서 일본군 수천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해방후 조국에 돌아온 이범석 장군은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1972년 사망하였다.
운남육군강무학교는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도 이범석 장군의 사진과
흔적들이 전시되고 있다.

5. 항일전쟁시기
1938년에 막대한 댓가를 치르며 건설되어 외국에 ‘버마로드’라 불리웠던 전면공로
(滇缅公路)는 중국이 해외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1942년, 10만의 중국
군과 영국군을 일본군이 격파하였고, 운남과 미얀마를 잇는 전면공로(滇缅公路)는 한
동안 폐쇄되었다.

6. 항일전쟁 이후
항일전쟁이 끝난후 중국 공산당은 전면적으로 조직을 건설하며 중국인들을 고무하여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며, 1949년에는 61개 현을 공산당 지배하에 두는데에 성공하였
다. 1949년에 운남성에서 하북성까지 철로를 개통하였고, 1966년에는 귀주성과 곤
명을 잇는 귀곤철로(贵昆铁路)가, 1970년에는 사천성 성도와 곤명을 잇는 성곤철로
(成昆铁路)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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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Transport
운남은 중국 서남부에 위치하며, 항공과 기차로 갈 수 있다. 대부분 쿤밍으로 진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쿤밍으로 향하는 교통편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운남은 산이 많아서, 교통이 그다지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없으며, 항공노선이 발달하였
다. 이미 개통된 48편의 항로를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 2개 지역 항로와 대리, 리장(丽
江) 등 8개 노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매일 여러편의 항공이 전국의 대도시로 간다.
운남의 도로 시스템은 편리하고 실용적이지만, 고산지대 인 탓에 운남성의 철도는 그
리 발달하지 않았으며, 철도 수송은 단지 도로를 보조하는 일종의 방식이다. 최근에 쿤
밍에서 리장까지초고속 G열차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G열차는 한국의 KTX보다 빠르
고 쾌적하며, 구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시속 300㎞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다.

기차

		쿤밍으로 가는 기차는 대개 귀주성 귀양과 사천성 성도, 광시성에서
연결된다.

			귀주성 귀양에서 곤명으로 오는 기차는 매시간 1~2대씩 있으며, 야
간에는 침대열차가 편성되고 낮에는 고속열차인 G열차가 운행된다.

Tip
연좌 : 부드러운 좌석 / 경좌 : 딱딱한 좌석
연와 : 부드러운 침대칸 / 경와 : 딱딱한 침대칸
**연(軟)이 붙은 자리가 경(硬)보다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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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출발역

사

성도

천
성
성도동東

귀
주

귀양

성

출발

도착

소요시간

좌석가격

경와가격

연와가격

편명

8:54

5:28

20:34

141

261

398

K853
K1139

10:29

08:41

22:12

141

261

398

13:00

7:42

18:42

137

389

389

K113

15:41

10:26

18:45

137

389

389

K165

16:37

11:09

18:32

99

166

282

K985

16:37

11:09

18:32

99

166

282

K988

15:06

21:44

6:38

487

G2887

16:10

22:52

6:42

487

G2889

07:40

10:08

2:28

212.5

G2967

08:40

11:15

2:35

212.5

G2969

10:41

12:55

2:41

212.5

G2943

11:07

13:41

2:34

212.5

G2111

11:32

13:33

2:01

212.5

G2115
G2933

12:19

14:19

2:00

212.5

12:27

14:49

2:22

212.5

G2117

13:02

15:02

2:00

212.5

G2927

13:07

15:15

2:08

212.5

G1525

13:21

15:36

2:15

212.5

G1511

16:25

19:03

2:38

212.5

G1535

16:35

19:15

2:40

212.5

G2877

경유

직행

직행

직행

매시간 G열차 1-2대 운행

운

허커우북참

남

河口北站

광
시
성

난닝南宁

G2951

21:04

23:11

2:07

00:13

07:18

7:05

86

161

244

Z53

21:27

05:41

8:14

86

161

244

K2285

21:41

06:09

8:28

86

161

244

K79

07:00

12:40

5:40

54.5

K9818

09:40

15:45

6:05

54.5

K9828

11:30

17:19

5:49

54.5

K6142

17:11

22:31

5:20

54.5

K9694

22:55

06:51

7:56

54.5

108.5

직행

직행

K9824

첫차 07:16, 막차 22:05

D, T, K 열차가 매시간 한 대 이상 운행. T, K 클래스는 침대열차 운행.
D열차는 4시간30분 소요, T, K는 13-15시간 소요.
D(2nd) : 262.5위안, T(2nd) : 196위안, K(2nd) : 224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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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쿤밍 창수이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많으나, 한국에서의 직
항편은 대한항공과 중국동방항공 두가지다. 둘 다 자정을 전후로 쿤
밍에 도착하고, 심야에 출발한다. 대부분의 국제항공편이 심야에
이착륙 하는 이유는 군사공항과 겸업하는 창수이 공항의 정치적 특
수성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서 비행이 없을때가 있으므로, 대한
항공 직항편은 여행때마다 매번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경유편은 칭다오를 경유하는 산동항공과 북경을 경유하는 중국국제
항공이 있는데, 공항 환승시간이 길어지면 당일날 쿤밍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확인이 필요하다.
			그밖에 방콕으로 우회하여 돌아가는 타이항공과 싱가폴을 경유하
는 케세이퍼시픽항공이 있지만, 소요시간이 길고 항공료가 고가여
서 잘 이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방콕이나 싱가폴을 연계하여 여행할
때는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다.
			

쿤밍과 연결되는 항공편
중국동방항공, 에어차이나, 중국남방항공, 천진항공, 산동항공,

인천-쿤밍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 샤먼항공, 쓰촨항공, 상하이항공,
타이 에어아시아, 선전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베트남항공,
라오스항공, 대한항공, 타이항공, 아시아나항공

베이징-쿤밍
상하이-쿤밍
청두-쿤밍

쓰촨항공, 중국동방항공, 에어차이나, 중국남방항공, 하이난항공
중국동방항공, 춘추항공, 럭키에어, 준야오항공, 쿤밍항공,
중국남방항공, 상하이항공, 에어차이나
럭키에어, 쓰촨항공, 에어차이나, 청두항공, 루이리항공,
Yunnan Hongtu Airlines, 중국동방항공

계림-쿤밍

동하이항공, 중국남방항공

대리-쿤밍

럭키에어,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리장-쿤밍
샹그리라-쿤밍

럭키에어, 베이징 수도항공, 중국동방항공, 선전항공, 루이리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럭키에어, 티베트항공
럭키에어, 중국서부항공, 쓰촨항공, 오케이항공, 중국동방항공,

시솽반나-쿤밍

베이징 수도항공, 쿤밍항공, 루이리항공, 중국남방항공, 청두항공,
상하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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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버스로 쿤밍에 오려면, 시솽반나의 징홍, 귀주성, 사천성, 티베트에
서 도로로 연결된다. 하지만 버스는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일반
적인 방법은 아니다.

			징홍에서 쿤밍까지 버스로 약 9시간 걸리는데, 경홍객운남참(景洪
客运南站)이나 경홍객운참(景洪客运站)에서 곤명남부객운참(昆
明南部客运站)으로 연결되며, 버스 티켓가격은 223위안이다. 징
홍에서 18:30 이후에 출발하는 침대버스는 12시간이 걸리고 247
위안이다.
			쿤밍에서 베트남과 라오스까지 육로로 이동이 가능하다. 베트남 라
오까이 국경의 중국측 관문인 허커우(河口)까지 버스로 갈 수 있다.
시솽반나의 징홍에서 버스로 멍라(勐臘)를 거쳐서 국경도시인 모
한(磨憨)에서 라오스의 루앙남타로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 징홍에
서 라오스 국경을 넘을때까지 약 6~7시간이 걸린다. 라오스는 국
경에서 국경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은 비자가 필요없다.
운남에서 미얀마로 육로입국은 현재 불가능 하다.
행선지
귀양금양객운참(贵阳金阳客运站) - 곤명

시간
주간 좌석버스 (8.5시간 소요, 180위안)
11:00 / 13:00
주간 좌석버스 (9시간 소요, 223위안)

경홍객운남참景洪客运南站 곤명남부객운참昆明南部客运站

08:00/08:30/09:10/10:00/10:30/12:00/12:30/13:50/15:20
야간 침대버스 (12시간 소요, 247위안)
18:30/18:40/19:30/20:00/21:50/22:05

성도 동참기차참成都 东站汽车站 - 곤명
(950km거리)
紅河(河口) - 곤명 南部汽车站

12:00 한 대(200위안) (좌석버스는 없을때가 많으니 확인 필요)
주간 좌석버스 (109위안)
09:30/12:25/14: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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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은 공업기반이 별로 없는 청정지역이어서, 특산품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얻어지
는 동식물 관련 제품들이 많으며, 소수민족들이 생산하는 종족 특유의 기념품들이 대
부분이다.

1. 보이차 普洱茶
운남성 남부의 시솽반나(西雙版納)와 시마오(思茅)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茶)를 말
한다. 보이차라는 이름은 이 지역의 차를 보이현(普洱县)에서 매집하여 출하하기 때
문에 생겨났다. 중국에서는 용정차, 철관음차와 함께 3대 차의 하나로 꼽히며, 보이차
의 세계가 워낙 깊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차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이차는 독특한 향과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흑차(黑茶)이며 후발효차에 속한다. 보
이차를 말에 싣고 티베트를 거쳐 인도로 수출하던 육로를 차마고도(茶馬古道)라 부른
다. 약성(藥性)이 있으며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효소가 많고, 비만해소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숙취해소에도 좋기 때문에 운남성 지역에서는 음주후 해장에도 이용된다.
보이차는 청차(靑茶)와 숙차(熟茶)로 흔히 나뉘는데, 청차(靑茶)는 생차(生茶)를 자
연상태에서 오랫동안 숙성하는 것이고 숙차(熟茶)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흔하며
곤명차창(昆明茶廠)이 1973년에 개발한 ‘악퇴(渥堆)’라는 인공발효기술로 만들어
단기간에 강제숙성 시켜 출고하는 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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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는 마오쩌뚱 문화혁명기에 큰 피해를 입었다. 차(茶)를 부르지와지의 산물로 인
식한 공산당 정부는 시솽반나의 차 생산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수백년 된 차나무들을
불태웠다. 한번 황폐해진 차산업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숙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청차의 맛을 비슷하게 내기 위하여 급조된 제조방식이 숙차 제조법 이었
다. 좋은 보이차로 인정 받으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
보이차는 고수(古樹)라고 불리는 오래된 차나무에서 딴 것을 인정받는다. 문화혁명때
마을에 있던 오래된 고수(古樹)들은 없어졌지만, 산속에 있던 차나무들은 살아남았
다. 현재는 이런 나무에서 채취한 차엽들이 고수차(古樹茶)라 불리며 고가에 거래되
고 있다.
쿤밍 시내에도 보이차를 취급하는 차상점은 셀 수 없이 많으며, 차 도매시장도 여러군
데 있다. 보이차는 가격 대역폭이 넓어서 선택이 상당히 힘들며, 초보자가 좋은 고가의
보이차를 구매하려면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이 좋다. 그저 매일 쉽게 마시는 수준의 보
이차를 원한다면 대형마트에서 3년 숙성된 정도의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일 수도 있다.

2. 홍차 紅茶
중국은 고대부터 홍차의 종주국이다. 중국에서 홍차를 구
입해 가던 유럽 사람들이 인도에 차나무를 심어 생산한 것
이 인도홍차의 시작이며, 이를 가공하여 유통한 것이 영국
이었다.
중국에는 대홍포, 정산소종, 기문 등등의 유명 홍차가 있는
데, 운남성의 대표 홍차가 전홍(滇紅)이다. 흔히 ‘운남 전홍(雲南滇紅)’이라 불린다.
홍차의 주 생산지는 운남성 남부 시솽반나와 서남부의 보산(保山), 임창(臨滄), 봉경
(鳳慶), 덕굉(德宏) 등등이다. 해발 1,000m 이상의 아열대 고원지대에서 밤낮의 온
도차가 크고 강수량이 많지 않은 기후환경에서 자라난다. 운남 전홍은 많이 마셔도 속
이 쓰리지 않고 편안하며, 건강에 좋은 약리효과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호된다.
대부분의 차상점에서 전홍 홍차를 취급하므로, 구매가 용이하다.

Yunnan | 25

Editor’s 운남성 쇼핑

Yunnan

Shopping

3. 커피 咖啡
운남성 커피재배의 역사는 일천하
다. 19세기말, 프랑스 선교사가 운
남성에 들여온 커피 묘목에서 시작
되었다. 재배의 역사는 100여년밖
에 안되지만, 운남성의 훌륭한 기후
탓에 운남 커피의 명성이 생겨났다.
아라비카종이 주종을 이루는 운
남 커피는 신맛과 단맛이 풍
부하며, 은은한 향과 쌉쌀한
뒷맛이 좋다고 평가된다.
보이차보다 커피농업의 이익
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근에
는 보이차 대신 커피를 취급하는
농촌과 상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커피 원두를 구매할때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
다. 분쇄한 원두로 알고 사왔지만, 열어보면 인스턴트 가루커피 인 경우도 흔하기 때문
이다. 중국의 커피문화가 오래되지 않은 탓에, 일반 상점에서는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
우가 허다하다. 원두인가 아닌가, 로스팅 날짜와 분쇄날짜를 소비자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중국어로 커피는 가배(咖啡)라 쓰고 ‘카페(Kāfēi)’라고 읽는다. 운남성 현지에서의 커
피 원두 가격은 예상보다 저렴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판매하는 보통 수준의 원두 가격
대와 비슷하다. 좋은 원두는 일본에서 미리 선점한다고 하며, 훌륭한 운남 원두는 일본
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쉽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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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충하초 冬蟲夏草
운남성을 대표하는 약재이며, 운남성 북부
고산지대에서 생산된다. 동충하초목 동충하
초과의 작은 버섯으로, 버섯이 곤충의 몸체
에 기생하여 숙주로 삼아 성장한 것을 말한
다. 숙주가 되는 곤충은 벌, 거미, 나비, 매미
등등이며, 버섯균은 숙주를 죽이면서 영양분
을 흡수하여 자란다. 겨울에는 벌레로 살아
있지만 버섯이 자라면서 숙주는 죽고 버섯만
남으므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버섯이라는 의미의 ‘동충하초’라는 이름이 생겼다.
면역력 증강, 여성의 생리와 부인병, 당뇨병, 항암작용, 항균작용, 중추신경계통 등등
에 특효약이며, 사향, 녹용, 웅담과 함께 중국 4대 보약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가격이
몹시 고가인데, 같은 무게의 금 만큼 비싸다고 알려져 있다. 건조된 동충하초 1g의 현지
가격은 한화로 약 4~5만원 정도이니 고가의 약재는 분명하다.
복용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루내어 우유나 물에 타먹는 방법이 있고, 뜨거운 물에
몇시간 달여먹으라는 처방도 있으나, 현지 약재상들은 체온과 비슷한 38~40℃ 전후
의 미지근한 물에 여러번 우려내어 물을 마시고, 나중에 동충하초를 천천히 씹어 섭취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권유하고 있다.

5. 홍경천 紅景天
홍경천은 티베트, 운남, 몽골, 백두산, 러시
아, 스칸디나비아,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식물이며, 바위틈에 자생하기 때
문에 ‘참돌꽃’ 이라고도 한다. 영문 명칭은
로디올라(Rhodiola)이다. 인삼을 능가하
는 약효를 가졌다고 알려지기 시작했고, 현
대에는 여러 국가에서 약리성분을 연구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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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비만해소에 도움이 되며, 체내 적혈구를 늘리면서 운
동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며, 우울증과 뇌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오래전부
터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들이 체력향상을 위해 먹었다고 하며, 최근에는 고산병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고산증세 개선 약물에 홍경
천이 주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여러 가지 건강보조제로 출시되고 있으며, 시중의 약국
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

6. 운남삼칠 云南三七
‘북인삼(北人蔘) 남삼칠(南三七)’ 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유명한 약재이다. 금과도 바
꿀 수 없다는 의미로 ‘금불환(金不換)’이라
는 별명도 있다. 편자환, 운남백약 등의 약
에 들어가는 주성분이기도 하다. 자양강장
과 지혈(止血), 활혈(活血)하며 어혈(瘀血)
과 통증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식물의 뿌
리를 말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삼칠근(三七
根)이라 부르기도 한다. 시내의 많은 상점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가루로 상품화 된
것도 있고, 삼칠 치약도 출시되고 있다.

7. 대리석
석회암이나 백운암이 변성을 받아 생긴 변성암을 대리석이라 하는데, 본래 운남성 대
리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대리석(大理石)이라고 명명된 것이다. 여러 가지 기이한 문
양과 색상을 갖고 있어서 장식용 석재로 주로 사용되며 가격도 고가이다. 석재업계에
서는 비슷하게 생기면 대리석이라고 통칭하는 경향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대
리석은 아니라고 한다.
운남 대리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석재 가공품들이 많이 난다. 자동차만큼 큰 석물부터
작은 액세서리까지 다양하며, 한국까지 갖고 올 수 있도록 포장도 해준다.

28 | Yunnan

Editor’s 운남성 쇼핑

Yunnan

Shopping

8. 운남백약 云南白葯
운남백약은 처방을 중국정부가 기밀로 숨기고
있다고도 할 만큼 운남성의 대표적인 약이며, 삼
칠이 주성분이다. 1924년 운남성의 곡환장이
라는 중의사가 처음 만들었다고 하며, 출혈성 외
상과 타박 골절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마오쩌
뚱의 홍군 대장정때 군인들에게도 사용되었다
고 하며, 지혈과 활혈, 두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
는 경우에 특히 훌륭하다고 한다. 중국정부 차원
에서 운남성에 백약 공장을 세워 대량생산을 하
고 있다. 운남백약 성분으로 만든 치약도 유명하
다. 운남 여행시에 반드시 사야 할 저렴하고 좋
은 아이템이다.

9. 목재 가공품
산과 삼림이 많은 탓에 귀한 목재가 많이 나는곳이 운남이다. 자금성 기둥으로 사용된
녹나무, 황실에서 주로 사용한 자단을 비롯하여 귀하고 고가로 거래되는 장식목들이
운남에서 주로 생산되어 왔다. 자단과 향나무 등으로 만든 목재 가공품과 기념품들이
관광지에 즐비하다.
운남에서도 흑단 나무가 생산된다. 중국어로 흑단(黑檀)을 오목(烏木)이라 부르는데,
운남의 흑단은 유난히 까만 부분이 많고 목질이 좋아 공예품으로 애용되고 있다. 워낙
고가의 목재여서 주로 도장이나 장신구, 소품으로 사용될 뿐, 대형 목조 조각품은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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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협곡이 많은 운남은 지역별로 다양한 특산음식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은
귀주성, 사천성의 음식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운남의 대표요리는 없다는 표현까지
있는데, 운남성은 주변 지역의 음식을 받아들여 운남식으로 재구성 하였다는 것이 정
설이다.

지역
곤명

특산 명단
가화선화병, 계사량면, 두화미선, 죽충, 정공보주리, 전지마압, 의량판압, 이사, 관도파파, 운남백약,
도독소매, 대두채, 전팔건고점

초웅

야생균, 이족채

대리

백족삼도차, 유선, 하수자활어, 이해해채, 파육이사, 소이괴, 미도권제, 은어, 생피, 하관타차

리장
디칭
시솽반나

려강파파, 소유차, 계두량분, 영성유차, 석배골, 나선조, 청자과, 납서고어, 미관장, 황두면,
려강삼문어, 비파육
소유차, 청과주, 장족엄육, 내간, 내사, 충초, 송용
선죽순, 마의단, 야생균, 열대수과, 태족죽통반, 소립가배, 자미팔보반

보산

포표감자, 소이괴, 등충이사, 보산록두, 권분

덕굉

태족채, 열대수과, 살별, 태족죽통반, 포로달, 망시포채, 호살도

소통

천마돈계, 소통장, 천마

곡정

선위화퇴, 핵도, 토두, 마의馓자, 증이사, 소과미선, 첨익랄자계, 완두분

문산

삼칠돈계등삼칠계열채효, 산탕계, 산탕우육, 야생균, 량품연, 지탄구육, 고이괴, 화나반

홍하

몽자과교미선, 건수소두부, 개원소권분, 건수자도, 몽자첨석류, 하구소권분, 석병두부, 기과계, 소두부

옥계

강천삼도채, 항랑어, 징강우분, 동과어, 대두어, 량미 선, 동과밀전, 유로부, 두말당, 유계종, 목과수,
빙희반

보이

야채, 민족채, 미간, 보이차

림창

희두분, 계육란반, 전홍차, 파파권

노강

노강어, 납마등석류, 병중락판율, 석판파파, 공랄

운남 대표 음식으로는 과교미선과 버섯훠궈가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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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교미선 過橋米線/过桥米线
중국은 각 성별로 대표국수요리가 있는데,
과교미선은 운남성을 대표하는 쌀국수이다.
과교미선은 개중에 한국인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국수중의 하나이며, 시중에 컵라면도
나와 있다. 본래 운남성 전남(滇南)지역의
토산 음식이라 한다.
과교미선은 한그릇에 다 넣어서 나오는 간
단한 방식부터, 큰 대접에 국물이 부어 나오
고, 작은 접시 십수가지에 고명이 나오는 방
식까지 다양하다.
중국말로는 ‘궈차오미센’이라고 읽는데, 그
유래가 재미있다.
운남성 남호 호수안에 있는 작은 섬에 서재를 만들어 놓고, 밤낮으로 글만 읽어대는 장
씨 성을 가진 서생이 있었다. 착한 부인은 글 읽는 남편에게 밤마다 야식으로 국수를
날라다 주곤 했는데, 집에서 섬까지 거리가 멀었으며 수십미터의 좁은 다리를 건너 국
수를 갖고가면, 국수가 이미 다 식어있어서 맛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날 부인은 큰 닭
한마리를 사다가 고아서 작은 토기항아리에 닭고기와 국물을 담고 육수위에 닭기름을
부어 들고 급하게 집문을 나섰다. 그런데 기름 때문에 남편에게 도착할때까지 국수가
식지 않았다는 얘기. 그후 선비의 부인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닭탕에 편육, 어물, 야채
를 함께 넣고 끓여서 국물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 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다리를 건너는 쌀국수’라는 뜻의 ‘과교미선’이 탄생했다. ‘사랑의 쌀국
수’라는 별칭이 잘 어울린다. 과교미선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지만, 창시
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청나라 도광연간(道光年间)에 운남성 건수현(建水
县) 출신의 이경춘(李景椿)이 처음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정설인지 아닌지는 현재 알
수 없다.
과교미선의 육수 조리법은 독특하다. 보통 암탉이나 묵은 오리 혹은 돼지뼈를 고아서
만든다. 요리의 비결은 재료와 물의 비례를 엄격하게 맞추고 끓는 중간에 다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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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붓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센불로 끓이다가 수면에 뜨는 거품을 제거하고 다시
작은 불로 천천히 고아낸다. 육수가 완성되면 소금, 후추가루, 조미료 등으로 맛을 낸
다. 과교미선을 올릴때는 육수위에 뜨거운 닭고기 기름을 부어 내주는데, 이것이 보온
역할을 한다. 보조재료로는 야채, 쌀국수, 생선, 닭고기, 메추리알 등등이 추가로 투입
된다.
맛을 위해서는 먹을때 재료 투입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다. 탕이 몹시 뜨거우므로 육
수부터 마시면 안된다. 우선 메추리알부터 육수에 넣고, 편육을 육수에 천천히 담궈서
흰색으로 변하면 그때 야채와 쌀국수를 육수안에 투입하고 잘 저어서 먹는다.

2. 버섯 훠궈
운남성 어디에서나 버섯훠궈를 만날 수 있
지만, 쿤밍에는 상당히 긴 버섯훠궈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쿤밍에서 먹는 것이 운남
성 전체에서 가장 낫다고 평가된다. 이곳에
서 송이와 능이버섯 훠궈를 먹다보면, 삼년
전에 마신 술 까지 해장되는 느낌이 든다. 자
연산 송이버섯 1근(500g)에 90위안 이하
이며, 능이버섯도 이 정도 가격에 제공된다.
탕과 각종 고급버섯, 야채들을 배부르게 먹
어도 4인 기준으로 400위안대에 가능하
다. 한국에서는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최고
급 버섯들을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버섯훠궈의 육수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닭이나 오골계가 주로 선호된다. 탕
에 각종 버섯과 식재료들을 익혀먹은 후에 푹 고아진 국물은 가히 최고의 보양식이라
할 수 있다. 삼일정도 버섯훠궈를 음미하다 보면, 송이와 능이버섯이 왜 칭송 받아 왔는
가를 몸소 체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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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과어 石鍋漁
돌로 만든 커다란 남비에 생선과 양념을 넣은후, 초롱을 씌우고 고열의 증기로 빠르게
익혀낸다. 초롱 바깥으로 국물이 많이 튀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생선과 건더기, 국물
을 먹는데 우리 입맛에 잘 맞는다. 약간 덜 매운 생선매운탕 맛이 난다. 석과어 식당은
입구가 횟집 수족관처럼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생선을 고르면 요리를 해 준다. 석과어
는 운남성 전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리장에서도 흔하지만, 루구호 지역이 조금 더 특별
하다고 한다. 여기서 먹는 생선은 루구호에서 잡은 것이 아니며, 마을 양식장에서 인공
양식한 것이다. 루구호는 현재 호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을 하지 않고 있다.

4. 햄 火腿
운남의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자신들만의 햄을 가지고 있다. 돼지를 손질하여 염장한
후, 부뚜막에 걸어놓고 연기에 자연스럽게 훈제시킨다. 훈제 기간은 짧으면 1년부터 3
년 5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지역마다 기후가 조금씩 다르고 부뚜막에서 지피는 목재
도 다르므로, 햄의 맛은 약간씩 차이가 난다. 염장을 하여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짜다.
햄을 썰어서 그냥 먹기도 하고, 다른 식재료와 같이 볶거나 탕을 끓여 섭취하기도 한다.
운남 소수민족들의 햄은 단지 맛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의 음식이기도 하다. 오랜기
간 단백질과 지방을 보존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장기간 보존음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햄(火腿)으로 유명한 것은 절강성 금화 지역의 금화 화퇴(金華火腿)인데,
이는 문물의 교류가 원활한 동부지역의 특성과 황제의 고사 등등의 전설 때문에 생겨
난 명성이다. 운남의 햄은 하얼빈의 햄이나 절강성 금화화퇴(金華火腿)보다 맛에서
더욱 훌륭하다. 운남에서 반드시 맛보고 와야 할 음식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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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식 메뉴판 읽는법
1. 음식이름의 작명
중국음식의 이름은 요리법을 묘사하여 이름 지은것과, 에피소드나 고유명사로 지은 것
이 있다.
항주의 동파육이나 운남성의 과교미선은 에피소드에서 이름이 생긴 요리로써, 이름만
보고서는 요리법이나 식재료를 추측할 방법이 별로 없지만, 대부분의 요리들은 이름에
식재료와 조리법이 표기되어 있다.

2. 요리법
炒, 烧, 烤, 炸, 爆, 燉, 煎, 蒸 등의 한자는 요리법을 표현한 것이다.

炒

프라이팬에 기름으로 볶아낸 요리법

烧

국물과 양념을 넣고 졸이는 요리법

烤

불에 굽는 요리법

炸

기름에 튀기는 요리법

爆

끓는 기름이나 물에 튀기거나 데쳐낸 요리법

炖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낸 요리법

蒸

찜통에 찌는 요리법

拌

양념 등을 넣고 버무리는 요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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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재료
그냥 육(肉)으로 표기되면 대부분 돼지고기를 의미한다. 소고기는 반드시 우육(牛肉)
이라고 쓴다. 식재료의 대부분은 우리 한국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재료도
많으니 눈여겨 보아야 한다.

龙

뱀고기

虎

너구리고기

鸭肉

鸡

닭고기

螃蟹

게

土豆

감자

龙虾

바닷가재

오리고기

蘑菇

버섯

辣椒

청고추

羊肉

양고기

白菜

배추

青椒

홍고추

牛肉

소고기

靑菜

야채, 나물

西红柿, 番茄

鸡蛋

계란

辣椒

고추

肉, 猪肉

돼지고기

田鸡

개구리

茄子

가지

虾, 虾仁

새우

牛蛙

황소개구리

茄子

두부

墨魚, 鱿鱼

토마토

오징어종류

중국음식 메뉴판 읽는법
4. 식재료 가공의 형태
아래 한자를 보면 식재료를 어떻게 자르고 가공했는가를 알 수 있다.

丁

주사위처럼 깍뚝 썬 모양

条

가늘고 길게 자른 형태

丝

채를 썰어놓은 모양

球

구형에 가깝게 둥근 모양

片

얇고 넓적하게 썬 것

5. 맛
아래의 맛 중에서 마(麻)는 한국의 고춧가루와 다른 매운맛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먹
다보면 혀와 입이 마비될 만큼 얼얼하게 매운맛이 점점 강하게 올라온다.

麻

얼얼하게 매운맛

苦

쓴맛

辣

매운맛

咸

짠맛

酸

신맛

淡

싱거운맛

甜

단맛

36 | Yunnan

중국음식 메뉴판 읽는법
6. 메뉴판 읽기
한자를 한자 한자 읽어보면, 어떤 식재료로 어떻게 조리했는가를 알 수 있다. 아래의
요리이름을 보면서 요리를 상상해 보자.
京酱肉丝

경장육사

宫保鸡丁

궁보기정

북경에서 자주 먹는 소스인 경장(京酱)

닭고기를 깍뚝 썰기하여 땅콩과 함께

으로 가늘게 채 썬 돼지고기를 볶은 요리

볶은 요리

鱼香肉丝

어향육사

돼지고기를 채썰어 어향 소스에 볶은 요리

回鍋肉

회과육

냄비에 두 번 볶은 돼지고기 요리

红烧茄子

홍소가지

가지를 간장으로 볶아 붉은색이 나는 요리

家常豆腐

가상두부

가정식 두부볶음 요리

酸辣土豆丝

산라토두사

매콤하고 새콤한 감자채 볶음

西红柿鸡蛋汤

서홍시계단탕

토마토 계란탕

Yunnan | 37

운남성의 술

Yunnan

Alcohol

중국의 술은 크게 양조주와 증류주로 나뉘는데, 양조주의 대표는 황주이며, 증류주는
통칭하여 백주(白酒)라고 부른다.
백주의 향형은 작게는 청향, 농향, 장향, 미향으로 4가지로 분류하며, 크게는 12가지
이상으로 나뉠 수 있다. 술의 제조법의 차이 때문에 청향형, 농향형, 장향형으로 향형
이 달라진다.

농향형

중국 백주의 향형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① 청향 : 淸香型 Fen-flavor
② 농향 : 濃香型 Luzhou-flavor
③ 장향 : 醬香型 Soy-flavor & Maotai-flavor
④ 미향 : 米香型 Rice-flavor
⑤ 겸향 : 兼香型 Mixed-flavor

기타형

겸향형

香

장향형

청향형

미향형

⑥ 기타향
아래와 같은 향형들이 기타향형인데, 지역마다 제각기 고유의 향형을 주장하면서 나타
난 분류이다.
- 봉향형(鳳香型) Feng-flavor
- 복욱향형(馥郁香型) Fuyu-flavor
- 약향형(药香型) Dong-flavor
- 특향형(特香型) Site-flavor
- 지마향형(芝麻香型) Sesame-flavor
- 노백간향형(老白干香型) Laobaigan-flavor

운남성의 동북쪽에 위치한 사천성은 농향형 백주의 고향이며, 운남성 동편의 귀주성은
마오타이주로 대표되는 장향형 백주가 탄생한 곳이다. 이렇듯 운남성은 지정학적으로
양쪽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명주들을 시음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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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운남에서 쉽게 구해 마시기 좋은 명주들이다.

1. 사천성 명주
• 오량액(五粮液)：오량춘(五粮春, 오량순(五粮醇), 금육복(金六福), 경주(京酒),
류양하(浏阳河), 첨장(尖庄)
• 검남춘(剑南春)：면죽대곡(绵竹大曲), 금검남(金剑南), 은검남(银剑南), 검남
액(剑南液), 동방홍(东方红)
• 노주노교(泸州老窖)：국교(国窖)1573, 무릉주(武陵酒)
• 전흥대곡(全兴大曲)：수정방(水井坊), 천호진(天号陈)
• 랑주(郎酒)：홍화랑(红花郎), 남화랑(蓝花郎), 청화랑(青花郎)
• 타패곡주(沱牌曲酒)：사득(舍得), 유랑춘(柳浪春), 도취(陶醉), 타주(沱酒)
• 홍루몽주(红楼梦酒)
• 소호도선(小糊涂仙)

2. 귀주성 명주
• 모태주(茅台酒),
• 동주(董酒)
• 뇌모주(賴茅酒)
• 습주(习酒)
• 백년장향(百年酱香)

3. 운남성 명주
• 옥림천주(玉林泉酒)
• 칭커주(靑稞酒)
• 지도운남(地道云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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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BEST 10
1

옥룡설산
운남성을 대표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베스트 관광지. 만년설을 이고
있는 천하절경을 보며 가슴이 시원해지
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빙천공원, 모우
평, 운삼평 등의 지역 방문은 옥룡설산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해 준다.

2

호도협 트레킹
옥룡설산 방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름
다운 곳. 세계 3대 트레킹 코스로 일컬어
질 정도로 멋진 풍경과 놀라운 협곡과 산
을 볼 수 있다. 일명 ‘죽기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에 항상 상위 랭크된다.

3

리장 고성
나시족이 건설한 천년 고도의 아름다운
전통가옥과 지붕의 라인이 환상적이다.
운남 대지진때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나
시족의 신기한 건축양식도 자랑거리다.
고성안에는 아름다운 냇물과 각종 카페
와 구경거리가 즐비하다.

4

1

석림

2

3

자연이 만들어 낸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
이 보여주는 극한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만끽할 수 있다. 대소석림, 내고석림까
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5

루구호
여인국(女人國)이라 불리우는 신비의 오
지 마을로써, 결혼제도가 없이 자유연애
를 하며 살아가는 소수민족 모서인들의
땅. 루구호의 아름다움은 중국 5대 호수
에 손꼽힌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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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0
6

랑바부 토림
퇴적된 역암과 강물, 풍화가 빚어낸 자연
의 걸작.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아 사람
이 많지 않으며 때묻지 않은 핫플레이스.
계곡사이를 걷다보면 영화 마션의 주인
공이 되어 화성표면 어딘가를 거닐고 있
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7

6

8

9

샹그리라 송찬림사
해발 3,500m의 고산지대에서 휘황찬
란한 티베트 사원의 금빛 지붕이 눈덮인
설산 연봉과 만나 어우러지는 눈이 시리
는 장관을 만난다. 티없이 맑은 코발트 블
루의 하늘과 황금색이 만나 빛나는 경치
는 비현실적일만큼 아름답다.

8

7

구향동굴
지구가 만들어낸 석회암 지하동굴의 끝
판왕. 구향동굴을 보고나면 웬만한 석회
동굴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거대한 지
하폭포와 각종 종유석들은 환타지 세계
를 여행하는 감동을 준다.

9

매리 설산
티베트 성산들을 품고 있는 눈부신 매리
설산 13봉우리를 보기 위해서는 고산증
을 무릅쓸 가치가 있다. 정상 등정이 불허
된 성스럽고 신비한 봉우리 아래 지구상
최남단 위도에 위치한 명영빙하가 있다.

10 금사강 제일만

10

금사강이 남하하다가 처음으로 180도
회전하는 곳으로써, 샹그리라 지역에서
최고의 풍경을 자랑한다. 운남성을 대표
하는 이미지중의 하나이며, 이곳 전망대
에 서면 하늘을 날고 싶은 충동을 느낄만
큼 아름답다.

Yunnan | 41

생존 중국어 외워가기

중요단어
좋아요

好的 (하오더)

한국인

韩国人 (한궈런)

고맙습니다

谢谢 (씨에씨에)

괜찮습니다

不用不用 (부용부용)

천만에요

不客气 (부커치)

안녕하세요

您好 (닌하오)

미안합니다

不好意思 (뿌하오이쓰)

도와주십시오

请您帮帮我 (칭 닌 빵빵 워)

알겠습니다

我知道了 (워 쯔다오러)

호텔
보증금

押金 (야진)

인터넷에서 예약했습니다

我在网上预订了 (워짜이 왕샹 위띵러)

체크아웃 합니다

我要退房 (워야오 퉤이팡)

더워요

太热了 (타이 르어러)

추워요

太冷了 (타이 렁 러)

조식이 포함되어 있나요?

包含早餐吗? (빠오한 자오찬 마)

짐을 보관해 주실 수 있습니까?

可以帮我保管行李吗? (커이 빵워 바오관 씽리 마)

택시를 한 대 불러주시겠습니까?

可以帮我叫一辆出租车吗?
(커이 빵워 쨔오 이량 츄즈츠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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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언제 탑승 시작인가요?

什么时候开始登机 (션머슬호우 카이슬 떵지)

몇 킬로그램을 초과했어요?

超了几公斤? (차오러 지 꽁진)

비행기를 갈아타야 해요

我还得转机 (워 하이데이 쭈안지)

창가 자리로 주십시오

请给我靠窗的位子 (칭 게이워 카오추앙 더 웨이즈)

저의 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我的行李好像不见了 (워더 씽리 하오샹 부찌엔러)

공항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아십니까?

你知道机场大巴什么时候到吗?
(니 다오 지창따빠 션머슬호우 따오마)

공항버스 표를 사려고 합니다

我要买机场大巴的票 (워야오 마이 찌창따빠더 피아오)

어디에서 표를 사나요?

在哪儿买票? (짜이날 마이 피아오)

여기에 줄 서야 하나요?

就要在这里排队吗? (찌우야오 짜이쩌리 파이뚜이 마)

어디에서 버스를 탑니까?

在哪儿坐公交车? (짜이날 쭈어 꽁지아오츠어)

언제 출발합니까?

什么时候出发? (션머슬호우 추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可以坐公交车去吗? (커이 쭈어 꽁지아오츠어 취 마)

언제 도착합니까?

什么时候到达? (션머슬호우 따오다)

이게 OOO로 가는
기차/버스/비행기인가요?

这是往 OOO 的 [火车/汽车/飞机] 吗?
(쩌슬 왕 OOO 더 훠츠어/치츠어/페이지 마)

여기서 호텔까지 100위안입니다

从这儿到酒店, 100元
(총 쩌얼 따오 지우디엔, 이바이 위엔)

B호텔로 가주십시오

我想去 B酒店 (워시앙 취 B지우디엔)

여기에서 C호텔까지 어떻게 갑니까?

从这里到 OOO 酒店怎么走?
(총 쩌리 따오 OOO 지우디엔 전머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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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사진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可以帮我拍张照片吗? (커이 빵워 파이짱 짜오피엔 마)

입장권 두 장 입니다

我要两张门票. (워야오 량짱 먼피아오)

000가려면, 어디에서 내립니까?

要去 OOO 的话, 在哪里下车?
(야오취 OOO 더화, 짜이나리 시아츠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需要多长时间? (쉬야오 뚜오창 슬지엔)

걸어서 갈 수 있나요?

可以走着去吗? (커이 조우저 취 마)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我要往哪里走? (워야오 왕 나리 조우)

마트가 어디인가요?

超市在哪儿? (차오슬 짜이날)

사진 찍어도 되나요?

这里可以拍照吗? (쩌리 커이 파이짜오 마)

길을 잃었습니다

我迷路了 (워 미루-ㄹ 러)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분 있습니까?

有会说韩语的人吗? (요우 훼이슈어 한위더 런 마)

주변에 한국 식당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입니까?

听说这附近有一家韩国餐厅, 在哪里?
(팅슈오쩨 푸진요우이지아 한궈 찬팅 짜이 나리?)

A호텔이 어디입니까?

A酒店在哪儿? (A지우디엔 짜이날)

한국 영사관이 어디인가요?

韩国领事馆在哪儿? (한궈 링슬관 짜이날)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我想去洗手间 (워시앙 취 시쇼우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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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식당
환불해주실 수 있을까요?

能给我退款吗? (넝 게이워 퉤이콴 마)

다른 걸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能给我换别的吗? (넝 게이워 환 비에더 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好像算错了 (하오시앙 쑤안추어러)

언제 요리가 나오나요?

什么时候上菜? (션머슬호우 샹차이)

너무 비쌉니다

太贵了 (타이 꾸이-ㄹ러)

깎아주세요

便宜一点儿吧 (피엔이 이디알 바)

이거 얼마인가요?

这个多少钱? (쩌거 뚜오샤오 치엔)

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我想去医院 (워시앙 취 이위엔)

계산하겠습니다

我要买单 (워야오 마이딴)

카드 결제가 되나요?

可以刷卡吗? (커이 슈아카 마)

샹차이 향신료는 빼주세요

我不要香菜. (워 부야오 샹차이)

바닐라 라떼

香草拿铁 (샹차오 나티에)

아메리카노

美式咖啡 (메이슬 카페이)

에스프레소

浓缩咖啡 (농쑤어 카페이)

작은 컵 / 중간 컵

小杯 (샤오뻬이) / 中杯 (쫑뻬이)

카라멜 마끼아또

焦糖玛奇朵 (쨔오탕 마치뚜오)

카페 라떼

拿铁 (나티에)

카페 모카

摩卡 (모카)

카푸치노

卡布奇诺 (카뿌치누어)

코카콜라

可口可乐 (커카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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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쿤밍(곤명)
昆明
Kunming

중국의 스위스라고 불리우는 운남성의 성도
인 쿤밍은 ‘봄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
며, 해발 2천미터 고산지대에 위치하여 일년
내내 온난하고 아름다운 기후를 자랑한다.
거대한 쿤밍호수를 조망하는 서산용문의 절
경과 신비함, 각종 소수민족의 생활상을 보
여주는 민족촌과 박물관, 수많은 역사유적은
쿤밍만의 매력이다.

서산용문

서부터미널

관도고진

쿤밍역

난핑보행가

사국정무관

쿤밍 북역

원통사

운남성박물관

운남 민족박물관

운남 민속촌

대관루

운남예술극원

운남육군강무학교

취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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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01 쿤밍 교통편
1.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방법
공항 버스(机场大巴)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여러 가지 공항버스 노선이 운행중이다.
소서문(小西门), 무가패(巫家坝), 북시구(北市区), 신나사만(新螺狮湾), 정공신구
(呈贡新区), 남부객운참(南部客运站), 전지호텔(滇池大酒店), 서부버스터미널(西
部客运站), 쿤밍기차역(昆明火车站) 등이 목적지이다.
셔틀 버스 시간과 자세한 내용은 공항 홈페이지 참조 : http://km.ynairport.com/
택시
쿤밍 시내에서 창수이 국제공항까지는 편도 120위안이며, 시간은 약 60분정도 걸린다.

2. 쿤밍 시내 기차역
쿤밍 시내에는 3군데의 주요한 기차역이 있다.
1) 쿤밍 기차역(昆明火车站)
도심에서 불과 2㎞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매일 대리시까지 가는 기차도 있고, 쿤밍으
로 들어가는 주요 기차역이기도 하다. 쿤밍 역 근처에는 교통이 발달해 이곳에서 시내
로 가는 교통이 모두 편리하다. 지하철 1호선, 23번, 24번, 25번, 32번 등 많은 버스
가 시내 곳곳을 누빈다.
2) 쿤밍 북역(昆明北站)
협궤 기차역이다. 베트남으로 가는 여행자는 여기서 기차를 타고 허커우(河口)로 가야
한다.
3) 쿤밍 서부역(昆明西站)
서산구에 있는 기차역이며, 사천성 판즈화(攀枝花)로 가는 기차가 출발한다. 잘 이용
되지 않으며 승객도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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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쿤밍 장거리 버스
운남성의 도로망은 쿤밍(昆明)을 중심으로 4개의 주요 국도가 종횡으로 교차되고
있으며, 각 터미널은 여행 목적지에 따라 탑승객들이 행선지별로 탑승할 수 있다.
1) 북부 버스터미널(北部客运站)
북부 터미널은 시내 북쪽 터미널에 있으며, 지하철 2호선 라인이며, 주로 곡정(曲靖),
소통(昭通), 동천(东川) 등지로 이어진다.
2) 서북부 버스터미널(西北部客运站)
원모(元谋), 추슝(楚雄), 무정(武定) 등지로 가는 버스들이 출발한다.
3) 남부 버스터미널(南部客运站)
지하철 1호선 라인에 있으며 보이(普洱), 시솽반나(西双版纳), 옥계(玉溪), 홍하(红
河)등을 운행하는 장거리 버스가 떠난다.
4) 서부 버스터미널(西部客运站)
대리, 리장, 임창, 노강, 디칭 등등으로 가는 버스들이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운남 북서
부의 하이라이트를 여행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5) 서동부 버스터미널(东部客运站)
석림, 홍하, 문산, 뤄핑으로 가는 버스의 출발지이다.

4. 시내 교통
지하철
쿤밍 지하철은 현재 9개 노선을 기획하고 있으며, 1호선, 2호선(이전 개통 6호선은
2016년 3월 운행 중단)을 개통하였고, 나머지 개통 시기는 불투명하다. 지하철 기본
요금은 2위안, 1호선과 2호선의 단선 요금은 7위안이다.
버스
버스노선은 조밀하여 이동에 편리하다. 일부 구간에는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버스요금은 보통 1~2위안 안팎이다. 대부분의 버스 운행 시간은 6:30~22:00
으로 운행 시간에 신경써야 한다.
택시
3㎞에 보통 8위안, 유류비 1위안, 그 후에 1㎞마다 1.8위안씩 추가된다. 야간에는
야간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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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ming

The Best day Course

1Day
코스

1

2

대관루

서호용문
3

운남민족촌

4

운남성민족박물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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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호공원

6

7

운남육군강무학교

난핑 보행자거리

대관루

운남민족촌

운남성민족박물관

취호공원

운남육군강무학교

쿤밍

원통사 圓通寺
Add 쿤밍시 원통가 42호(圆通街 42号) Access 4번, 59번 버스
Hour 08:00~18:00 Price 6위안

1,2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쿤밍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 중 하나이며, 쿤밍에서
가장 큰 사원이기도 하다. 당나라때 남조(南诏)시대에 건축될 당시에는 보타라사(补
陀罗寺)라고 불리웠고, 원나라때인 1301년에 확장 재건되어 원통사로 불리웠다. 명
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면서 여러번 재건되었다.

대관루 大观楼
Add 곤명시 서산구 전지로 1310호(昆明市 西山区 滇池路 1310号)
Access 4번, 95번, 100번, 104번, 124번, 131번 버스 Hour 08:00~17:00 Price 26위안

쿤밍호 북쪽 끝 대관공원(大观公园)
안에 있는 거대한 누각이다. 청나라 강
희제 29년(1690)에 건설되었다. 쿤
밍호를 조망하기에 좋으며, 풍광은 취
호공원보다 낫다고 평가된다. 악양루,
등왕루, 황악루와 함께 중국 4대 누각
중의 하나라고 한다. 많은 문인들이 이
곳에서 시를 남겼으며, 명절이면 소수
민족들은 보트축제를 하기도 한다. 계
절이면 연꽃밭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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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박물관 云南省 博物馆
Add 곤명시 오일로 118호(昆明市 五一路 118号) Hour 08:00~17:30(주1회 휴관) Price 무료
Access 31, 165, 185, 186, 232, 253, 255, 908, A12, C143, C85, K15 버스

2015년에 관도고진 남쪽에 있는 새로 지어진 건물로 이주하였다. 중국의 국가 1급 박
물관이며, 운남에서 가장 크다. 20만여 점의 문물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대만
큼 볼 거리가 많지는 않다. 운남 전통민가 구조를 박물관 건물 디자인에 적용했다고 하
며, 매우 아름다운 현대적인 건물이다. 청동기시대부터 소수민족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의 역사와 문물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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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민족박물관 云南民族博物馆
Add 곤명시 전지로 1503호(昆明市 滇池 1503号) Access 곤명역에서 A1 버스로 종점에서 하차
Hour 09:00~16:30 Price 무료 Homepage www.ynnmuseum.com

소수민족의 직조기

1995년에 개관하였으며, 소수민족의 공예품과
풍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운남성 박물관보다 질
과 내용면에서 앞선다. 소수민족 복식관, 마스크
관, 기와 와당관, 소수민족 문자관 등등은 인문
적 호기심을 충분히 해소시켜준다. 운남성 소수
민족중 26개 민족의 의복이 전시되어 있고, 문
자관에는 22개 민족의 고유 언어와 문자기록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 호오(好惡)가 분명한 곳인데, 본
인에게 인문적 소양이 없더라도 실망하거나 지
루함을 참고 셀프 고문을 할 필요는 없다. 박물
관 건너편에는 즐거운 운남민족촌 테마파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의 문자로 씌어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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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민족촌 云南民族村
Add 곤명시 서산구 전지로 1310호(昆明市 西山区 滇池路 1310号) Access 44, 73, A1 버스로 종점 하차
Hour 08:30~17:00, 18:00~22:00 Price 90위안

소수민족의 전시장이라는 운남 각
민족들의 가옥과 풍습을 한군데에
서 볼 수 있도록 만든 테마파크이
다. 약 25개 소수민족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도보로 이동할 경
우 지역이 넓어서 입구에서 자전
거를 빌려 탈 수 있다. 각 소수민족
의 명절에는 해당 민족의 축제가
열린다. 각 민족의 지역에 가면 식
당과 커피점, 기념품 가게가 있어
서 휴식과 식사가 가능하다. 곤명
호 중앙의 제방 동쪽 호반에 위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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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꼼꼼하게 돌아보려면 하루가 걸릴 수 있으
므로, 시간이 없을 경우 아래의 대표적인 마을만
선택하여 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
고 아름다운 테마파크 이므로, 하루정도 시간을 내
어 소풍준비를 해서 오는 것이 좋다.
추천 주요 마을
백족촌(白族村), 이족촌(彝族村), 묘족촌(苗族村),
태채(傣寨), 장족촌(壮族村), 장족촌(藏族村),
요채(瑶寨), 아창채(阿昌寨), 모서지가(摩梭之家)

소수민족의 축제 일정
축제명칭
장족 신년
도간절, 새가회
화산절
목노종가절
이월이
삼타절
삼월삼
선여절
삼월가민족절

일시
1월 1일
1월 15일
1월 2-7일
1월 15-18일
2월 초이틀
3월 8일
3월 8일
3월 15일
3월 15-21일

민족
장족
속속족
묘족
경파족
포의족
나시족
장족
노족
백족

발수절,
요화절

4월 13-15일

태족, 덕앙족

요삼령
보미정인절
단양절
반왕절

4월 23-25일
5월초
5월 5일
5월 29일

백족
보미족
장족
요족

축제명칭
제산절
고찰찰절
모니흑

일시
6월 22일
6월 24일 전후
6월

민족
수족
하니족
와족

화파절

6월 24-26일

이족, 백족,
나시족, 기낙족,
납호족

전산절
신미절
개문절
회가
십월년
개재절
호호절
납목고절
활십절

7월 25일
7월말-8월초
9월초
9월중순
10월초
10월 1일
10월 15일
11월초
11월 12일

이족
납호족
태족
아창족
하니족
회족
납호족
와족
속속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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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호공원 翠湖公园
Add 운남성 쿤밍시 67취호로(云南省昆明市五华区翠湖南路67号 邮政编码)
Access 4번, 95번, 100번, 104번, 124번, 131번 버스 Hour 08:00~17:00 Price 26위안

비취색 나는 물빛과 늘어진 버드나
무, 갈매기떼가 장관인 호수로써, 쿤
밍 시내에 있는 시민들의 휴식처 이
다. 밤낮으로 관광객과 연인들을 볼
수 있다. 바다가 없는 운남성에 수많
은 갈매기떼가 서식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며, 이곳의 갈매기는 철새여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겨울이면 이곳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호수 수면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갈매
기가 많고, 시민들은 새떼에게 모이를 주며 즐거워 한다.
호수 주변에는 운남대학을 비롯한 민족대학, 사범대학 등등이 있고, 젊음의 거리인 대
학로가 있어서 오후와 저녁이면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대학로에는 많은 카페와
서점, 맥주집, 현대적인 Bar들이 즐비하며, 서울의 이태원과 비슷하여 쿤밍의 외국인
들이 주로 모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식당과 카페베네 같은 한국브랜드 커피점들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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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육군 강무학교 云南陆军讲武堂旧址
Add 쿤밍시 취호서로(翠湖西路) 22호 Access 지하철 3호선 반가만(潘家湾)역 하차, C번 출구에서 도보 5분
Hour 매일 09:00~17:00 Price 무료

20세기 초반에 중국과 한국의 중요
한 군사적 인물들이 훈련받았던
역사적인 육군사관학교.
우리에게는 철기 이범석 장군
이 수석졸업 한 곳으로 알려
져 있고, 이범석 장군의 사진과
관련물품들을 몇점 관람 할 수 있
다. 취호공원 호숫가 서쪽켠에 있
어서 찾기 쉽다.

관도고진 官渡古镇
Add 운남성 곤명시 동남교(云南省昆明市东南郊) Access 169번, 185번, 185번, 253번 버스로 관도고진 하차

역사가 유구한 관도고진은 쿤밍 동남쪽 8㎞지점 교외에 위치한 유명한 역사 문화 마을이다.
문화유적과 인문적 사적이 풍부하며, 1.5평방미터의 지역안에 당, 송, 원, 명, 청, 시대별 유적
들이 즐비하다. 저녁에는 장도 열리는데, 간식거리와 가벼운 쇼핑거리가 가득하다. 관도고진
가운데 광장의 탑이 이곳의 상징이며 건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 고진안에는 문화 유적이 많은데,
1.5㎢에 이르는 면적에 오산(五山), 육사(六寺),
칠각(七阁), 팔묘(八庙)등 여러 볼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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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용문 西山龍門
Add 곤명시 서산구 서산공로 서산국가풍경명성구 용문경구(昆明市 西山区 西山公路 西山国家风景名胜区 龙门景
区内) Access 5번, 6번 버스 Hour 08:00~19:00 Price 40위안

쿤밍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다. 서산 정상에서 바
라보는 쿤밍호수가 아름답고, 서산안에는 갖가지 볼
거리들이 가득하다.
해당(海塘)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용문석굴로 걸
어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동선이다. 용문석굴에서
내려오면 전기 셔틀차량으로 다시 입구까지 돌아올
수 있다.
리프트는 30여분간 나무숲 위를 아슬아슬하게 날아
서 올라가며, 좌측으로 내려다 보이는 쿤밍호가 절경
이다. 이 코스는 쿤밍의 연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소문나 있다.
해당(海塘) 리프트 : 왕복 50위안, 편도 3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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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석굴은 이곳에서 가장 볼만
한 것이다. 청나라 건륭제때 생
존했던 어촌의 빈한한 도사(道
士) 오래청(吴来清)은 이곳에
석굴을 파기 시작했고, 이 작업
은 대를 이어 무려 100여년이
나 지속되었다. 한 인간의 의지
가 절벽을 파서 만든 걸작은 지
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탄
성을 자아내고 있다.

용문석굴에는 ‘괴성(魁星)’의 전설이 있다. 호반쪽 절벽 용문석굴에 있는 작은 암자가
북두칠성을 모신 곳이다. 중국에서는 북두칠성을 통칭해서 ‘괴(魁)’라고 부르기도 했
으며, 중국 천문서에서는 문장과 학문을 주관하는 규성(奎星)의 별명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규성은 학자의 별 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괴성(魁星)의 절
벽 암자에서 정성껏 기도드리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다. 특히 시험때가 되면 시험통과
를 비는 사람들로 몹시 붐빈다. 규성을 문창성(文昌星)이라 부르는데, 명나라때부터
도교신앙화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명태조 주원장은 수나라때부터 있었던 과거제도를
다시 재정비하여 시험을 체계화 하였는데, 이때부터 괴성(魁星)은 과거시험에 통과하
려는 문인들의 수호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과 달리 한국에는 괴성(魁星)신앙이 없
는데, 아마도 유교의 영향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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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영상 云南映像 / Dynamic Yunnan
Add 쿤밍시 동풍동로 81호(云南省 昆明市 东风西路 81号)
Access 버스 K3, 5, 10, K13, 26, 52, 82, 84, 116, 207, 919, 운남예술극원(云南艺术剧院) 하차
Hour 20:00 – 21:30 Price 288元(식사 불포함)

운남영상가무쇼는 중국의 저명 무용가인 양려평이 각색과 연출을 맡아 제작된 공연이
다. 양려평은 운남성 대리 출신으로써 무용수, 배우, 공연연출, 영화감독등 다양한 분야
에 재능을 발휘하였는데, 운남영상은 운남성 소수민족의 예술을 그녀의 시각에서 재
해석하여 연출한 작품이다.
운남을 대표하는 소수민족들이 나와서 각 민족의 가무를 선보인다. 전체는 서막과 에
필로그를 포함하여 6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기낙족, 하니족, 장족, 이수족, 나시족,
백족, 이족, 경파족, 따이족, 와족, 나호족 등등이 각 민족의 전통의상과 전통춤, 전통음
악으로 1시간 반동안 환상의 세계를 선사해 준다. 운남성 여행에서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공연이라고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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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영상은 에필로그를 포함하여 5개의 큰
스토리로 나뉘어 진다.
1부 태양, 2부 대지, 3부 고향, 4부 순례, 5
부 에필로그.
하이라이트는 2부의 ‘월광(月光)’으로써 달
빛 그림자를 배경으로 한 독무 실루엣인데, 운
남영상의 대표 이미지 이기도 하다. 5부 에필
로그의 공작무(孔雀舞)는 양려평이 창안한
것인데 놓치면 안되는 명장면.

Tip
극장 매표소는 정찰제여서 티켓 구매시에 제값
을 다 주어야 한다. 하지만 묵는 호텔이나 게스
트하우스에 문의하면 20~30%정도 저렴한
할인티켓을 구해주기도 하니, 사전에 알아보면
여러 사람이 행복해 진다.

쿤밍

사국정 沙國政 무관 단기 무술체험
Add 곤명시 반룡구 동풍동로 99호(昆明市盘龙区东风东路99号), 운남성 체육장 입구 좌측
Homapage www.shaguozheng.com Tel 0871-63194836

운남성을 대표하는 무술가 故사국정(沙国政 1904-1992)노사는 중국 산동성 영성
현 석도 출생으로, 태극권, 팔괘장, 형의권, 통배권 등의 명인이다. 운남성에서는 ‘일대
종사 사국정(一代宗师 沙国政)’으로 칭송받고 있다.
사국정 노사는 팔괘장의 주요 전인 중 한명으로, 팔괘장의 창시자인 동해천으로부터 4
대에 해당하며, 그 후에 사씨 검법, 사씨 태극권 등등 자신의 이름을 붙인 새로운 무술
유파를 창시했다. 중국무림에서 사씨 무술을 공포해도 좋다는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
다. 중국 정부에서는 그에게 국가체육3급장장(国家体育三级奖章)을 추서했고, 운
남성 정부에서는 운남성 성급 체육관 한켠에 아예 ‘사국정 무술관’을 내주었다. 사국
정 노사는 해외 40여 개 국에 제자들을 키웠고, 해외 지부도 많으며, 그의 사후 이곳
무관장은 아들 사준걸 노사가 맡고 있다.
사국정 무관에 방문하면 2시간 정도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 4식 태극
권이나 약식으로 구성한 팔괘장 투로 등등이 그것이다. 사전에 연락이 필요하며, 소정
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단기 무술교육체험이 가능하다.
64 | Yunnan

쿤밍

난핑 南屏 보행자 거리
Add 운남성 곤명시 오화구 남병가 75(云南省昆明市五华区南屏街75)
Access 지하철 3호선 오일로(五一路)역 하차, B번 출구

쿤밍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다. 백화점, 고층건물, 유명 커피샵 체인, 유명 식당과
쇼핑몰들이 즐비하다. 대부분의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이 곳에 모여있다. 시내 한복판
에 있으며 바이두 지도에서 ‘난핑광장(南屏广场)’을 치면 좌표가 나온다.
이곳은 그저 산책만 해도 눈요깃 거리가 되는 보행자 거리이며, 중국여행에서 식성이
안 맞은 사람도 이곳에서는 즐길만한 요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니클로나 아디다
스 등등의 브랜드들도 거의 대부분 발견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가격도 한
국보다 조금 저렴하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샤오미의 제품매장도 이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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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Food & Cafe
맛집 & 카페

쿤밍

등문해선화과 登文海鲜火锅 城市花园 南亚店
Add 滇池路 南亚风情第一城中央商业广场四楼
Hour 周一至周日 10:00~23:30 Tel 0871-68363999

똠얌꿍을 메인메뉴로 하는 태국식당으로써 최근 쿤밍에서 각광받고 있는 핫한 곳. 서
울의 가로수길이나 청담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3인 기준 300위안 정도로 식사가 가능하다. 태국의 똠얌꿍(핫팟)을 중국
스타일로 재해석 한 맛이어서, 태국 현지와는 조금 다르다.

교향원 과교미선 桥香园 过桥米线 南屏街晓东街口店
Add 南屏街28号二楼(adidas旁)
Hour 周一至周日 08:00~22:00 Tel 0871-63396670

쿤밍시내에서 과교미선의 정통 맛을
잇고 있다고 현지인들이 강력 추천하
는 식당. 난핑 보행가 중앙에 있으며,
과교미선의 종류도 여러 가지여서 그
림 메뉴판을 보고 골라야 한다. 들어가
는 재료와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수배 나기도 한다. 서민식당이므로 가
격도 합리적이며 식사시간에는 길게
줄을 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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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노전산채 老滇山寨
Add 新亚洲体育城3号门然联大酒店旁
Hour 周一至周日 10:00~21:00 Tel 0871-68256678

운남 소수민족을 테마로 운영되는 체
인점 식당. 시내에 몇 개의 지점이 있
으며, 태국음식과 유사한 메뉴들도 많
이 보인다. 대표적인 메뉴는 수육과 비
슷한 돼지고기 요리와 파인애플밥, 망
고요리 등이 있다. 입구에서는 소수민
족 복장을 한 종업원들이 춤을 추거나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찾기 쉽다.
新亚洲店
Add 新亚洲体育城3号门然联大酒店旁
Hour 周一至周日 10:00~21:00
Tel

0871-68256678

呈贡店
Add 祥和街85号洛龙公园旁
Hour 周一至周日 10:00~21:00
Tel

0871-67456896

永安路店
Add 春城路204号(红河宾馆隔壁)
Hour 周一至周日 10:00~21:00
Tel

0871-635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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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경천야균왕 京川野菌王
Add 关兴路180号关上野生菌一条街(关兴路与金汁路交口东北角)
Hour 매일 09:00~21:30 Tel 0871-67152168, 0871-67168577

쿤밍의 유명한 야생 버섯 훠궈 식당. 야생 버섯은 7~9월에 가장 신선하지만, 다른 계
절에도 먹는 것은 가능하다. 토종닭으로 낸 육수가 으뜸이고, 버섯과 잘 어울린다. 육수
에 재료를 투입한후 약 15분정도 끓으며 기다릴 것을 권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입구에 많은 식재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므로, 중국어를 잘 못해도
직접 보고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다.

동북공사 东北公社 北京路店
Add 北京路教苑宾馆1楼(教苑宾馆一楼)
Hour 周一至周日 10:30~21:00 Tel 0871-65894513

한국인 입맛에는 동북식 만두가 잘 어
울린다. 물만두, 군만두와 냉면이 그립
다면 동북식당으로 가자. 동북 조선족
스타일의 냉면이 있고, 구채합자(韭菜
盒子)라는 왕만두처럼 생긴 음식은 칼
쪼네와 비슷하며 한끼 식사로도 괜찮
다. 냉면에 기본적으로 샹차이(香菜)
가 뿌려져서 나오니, 주문전에 샹차이
를 빼달라고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Yunnan | 69

Y u n n a n

T r i p

About

Point
Hotel & Resort
호텔 & 리조트

쿤밍

쿤밍 진장 호텔 Jinjiang Hotel
Add 98 Beijing Road (Beijing Lu | 지하철역 환성남로에서 0.65km 거리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54,348원 부터 | 모든 카드 사용가능

쿤밍공항에서 2번버스 종점에 있고
쿤밍기차역에서는 도보로 5분정도에
있어 매우 편리하다. 데스크 직원은 영
어도 가능하며, 쿤밍에서 구향동굴이
나 석림 일일 여행을 원한다면 안내데
스크옆 여행사에서 예약하여 편하게
다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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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엠파크 그랜드 호텔 쿤밍 Empark Grand Hotel Kunming
Add 1 Yingbin Road (Yingbin Lu) | 지하철역 이계로에서 0.40km 거리
Hour 체크인 07:00 이후, 체크아웃 12:30 이전 Price 88,315원 부터 | 모든 카드 사용가능

4성급이며 주변에 마트와 백화점도 있어서 편리하다.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고 교통이
편리하며, 지하철 1호선이 가까워서 편하다.
맞은 편에는 쇼핑 센터가 있으며, 서비스가 비교적 좋고, 아침 뷔페가 풍성하고, 방이
깨끗한 편이다. 아침 일찍 도착해도 체크인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방문한 여
행자들로부터 식사와 청결도, 서비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카이 와 플라자 인터내셔널 호텔
Kai Wah Plaza International Hotel
Add 157 Beijing Road (Beijing Lu) | 지하철역 환성남로에서 0.29km 거리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73,694원 부터 | 모든 카드 사용가능

쿤밍 기차역 근처여서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는 가성비가 좋은 4성급 호텔.
16년된 이 호텔은 지금도 비즈니스 호
텔로써 유명하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을 조망하는 경치가 훌륭하며, 청결도
와 서비스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직원
들의 영어 구사도 나쁘지 않으며, 조식
뷔페와 호텔 바의 수준도 괜찮다는 평
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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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샹강호텔 香江大酒店 昆明
Add 811 Jinma Road | 지하철역 Jinmasi에서 800m거리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4:00 이전 Price 39,579원 부터 | 모든 카드 사용가능 | 조식포함

지하철 금마사(金馬寺)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이며, 시내에서 가깝고 동부
기차역이 지척이다. 5성급 호텔인데도
가격이 몹시 저렴하여 항상 단체 여행
자들로 붐비고 있다.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주택가여서 호텔 옆에 작은
가게가 있을 뿐, 호텔 주변에는 저녁시
간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는 것은 단점
이다. 쿤밍에서 3~4일 정도 일정으로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아침 일찍 떠나는
단체 여행자들을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조식뷔페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많은
탓에 조식뷔페에 먹을 음식이 자주 떨
어지는 사태가 일어난다.
조용하고 깨끗하며 객실 넓고 와이파
이도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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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주변

쿤밍 주변에는 수많은 특급 관광지가 널리
퍼져 있다.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빚어낸
걸작 석림과 구향동굴, 역암과 흙이 만든 예
술품인 랑바부 토림, 인간의 농사문화가 만
든 홍토지 테라스 밭, 뤄핑의 유채꽃밭은 운
남성이 왜 중국 최고의 여행지인가를 우리에
게 잘 알려준다. 여행후에 즐기는 SPA와 지
역 특색 음식들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쿤밍주변

G5

진사강

물무토림

랑바부토림
G108

G5

G5

08
G1

20
G3

20
G3
G56

G320
G85

6
G5

쿤밍
Kunming
G5601
G8511

G56
5
G8
G56
G213

G3
26

G85

G320
0
G6

G85

G320

G56

G326

G320

구향동굴
구룡폭포
내고석림

뤄핑유채밭

24
G3

24
G3

석림
G324

G326

쿤밍주변

Kunming

The Best day Course
1Day
코스

4Day
코스

1

2

3

4

5

쿤밍

석림

구향동굴

백련스파

쿤밍

1Day

1

2

3

4

쿤밍

석림

구향동굴

백련스파

3Day

2Day

7

6

5

홍토지

물무토림

랑바부토림

4Day
9

10

라핑 유채밭

구룡폭포

쿤밍

석림

구향동굴

백련스파

랑바부토림

물무토림

홍토지

라핑 유채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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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폭포

쿤밍주변

석림 石林
Add 云南省 昆明市 石林彝族自治县 石林 Access 쿤밍기차역에서 석림풍경구 직행버스
Hour 07:00~18:00 Price 175위안

석림은 석림(石林), 대소석림(大小石林), 내고석림(乃古石林)으로 나뉘어진다.
대소석림이 일반에게 공개된 이유는 흥미롭다. 석림에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과
유명인사들의 낙서 및 이름 조각이 흔했다고 한다. 이곳에 방문하는 중국정부의 유명
인사들마다 자신의 이름을 멋들어지게 새겨놓곤 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석림은 지저
분한 낙서장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가입하면서 일
어났다. 석림은 인위적인 훼손이 너무 많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말았는데, 이에 편법으
로 대소석림을 개발하여 대소석림과 패키지로 묶어서 세계문화유산 신청작업을 들어
갔던 것이다.
사실 이 지역은 어디나 석림과 같은 지
형이 흔하다. 다만 석림 지역은 볼거리
가 좁은 공간에 집중적으로 있다
는 것 뿐이다. 근처 농촌마을
을 방문해도 논이나 과수원
근처에 석림과 같은 암석지
형은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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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주변
석림과 대소석림은 사람에 따라 호오가 다르다. 석림이 너무 혼잡하여 실망한 사람은
대소석림으로 갈 일이다. 한적한 분위기에서 조용하게 산책하며 사색하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석림에 들어갈때는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오전 8시반이 되면 매표소 센터는 이
미 초만원을 이룬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곤명에서 당일치기로 석림을 방문하게 되는
데, 차량으로 2시간쯤 걸리기 때문에 일찍 출발한다고 해도 8시반에야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8시반 이후가 되면 매표소의 줄은 건물밖까지 서게 되며, 표 사는데에만 1시간
혹은 1시간반이 걸릴수도 있다. 표 구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새치기
때문인데, 한국인은 중국인들의 새치기를 막을 방법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불쾌하지 않게 석림을 방문하려는 여행자는 곤명에서 늦어도 새벽 6시에 출발하는 것
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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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석림(乃古石林)은 최근에 개발되었는데,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된 검은 석회석으
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고석림이라 불린다. ‘내고(乃古)’는 이족 언어로 ‘검다’는 뜻이
다. 입구부터 유명한 바위들를 보며 한바퀴 돌아오려면 최소 6㎞이상 걸어야 하므로,
여름에는 모자와 생수,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탐방로에는 약간의 업다운이 있지
만, 웬만한 사람에게는 크게 힘들지 않은 정도여서 가벼운 트레킹으로 훌륭하다.
내고석림 입구에는 초경량 항공기를 탑승하고 비행할 수 있는 이착륙장이 있는데, 1인
당 360위안 정도이며 약 15분 정도 활공한 후에 지상으로 착륙한다. 물론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운전을 도맡아 주고, 기체에 대형 낙하산이 붙어 있어서 유사시에도 비
교적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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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향 풍경구 九鄕洞窟
Add 云南省昆明市宜良县九石阿公路 Access 쿤밍 동부터미널에서 이량(宜良)행 버스 → 이량에서 구향(九乡)
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종점 구향풍경구(九乡风景区)에서 하차. Hour 09:00~18:00 Price 90위안

구향동굴은 근처 강에 댐을 건설하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제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구향동굴 가는길에 보이는 작은댐이 바로 그것이다. 1984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1994년 국가지정 풍경구로 지정 되면서 유명해 졌다. 현재 중국 3대 종유동굴중 하나
로써, 총면적 200㎢에 66개의 석회석 종유동굴로 길이가 3,000m가 넘는 거대한
동굴이다. 엄청난 규모의 지하광장과 지하폭포, 깊은 계곡이 장관이다. 입장료에는 보
트를 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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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폭포 九龍瀑布
Add 云南省罗平县长底乡九龙瀑布群风景区 Access 라평(罗平)에서 택시 이용
Hour 09:00~17:00 Price 90위안

라평에서 23㎞ 거리에 있는 대형폭
포이다. 귀주성 황과수 폭포를 보지
않을 계획인 사람들이 주로 들린다.
폭포의 물줄기가 9개여서 구룡폭포
라는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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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 입구에서 1㎞정도 걸어들어가
야 폭포를 볼 수 있는데, 처음 만나는 삼
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면 등산열차를 탈
수 있고, 열차에서 내리는 곳의 전망대
에서 보는 폭포와 건너편 마을이 몹시
아름답다. 전망대에서 약 400m정도
계단으로 내려가면 폭포를 만나게 되는
데, 한여름에 수량이 풍부할때는 물안
개가 심하게 피어오르므로 우비가 필요
하다. 폭포 아래까지 대나무로 만든 보
트를 타고 접근할 수 있다.

폭포를 지나 입구로 오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다리는 적지 않은 개수의 징검
다리로 이루어져 있다. 비가 온 후에는 미끄러우므로 신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절대다
수의 중국인들은 양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징검다리에서 서로 먼저 건너려고 하다
가 혼잡해져서 중간에서 정체되기 일쑤다. 양보없이 밀고 들어오는 중국인들로 인해
물에 빠질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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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토지 红土地
Add 云南省 东川区 新田乡 Access 쿤밍북부터미널에서 동천(东川)까지 버스, 49위안.
Hour 00:00~24:00 Price 무료

홍토지는 쿤밍에서 4시간 이상 걸리
는 곳이어서 단기 여행자는 방문이 쉽
지 않다.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겨
울에는 붉은흙이 드러나 글자 그대로
홍토지가 되며, 밭작물이 자라는 시기
에는 밭마다 다른색을 보여주어 절경
을 이룬다.
최근에는 농부들이 경작을 포기하고 관광업에 뛰어드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경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오전 오후에 빛의 방향에 따라 시시각각 경치가 변
하므로, 관광에는 적어도 2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침 일출을 보는 포인트에는 동트기 전의 이른 새벽부터 사진가들로 북새통을 이룬
다. 일출 두시간 전부터 좋은 포인트는 이미 매진이 된다.
홍토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 주는 또하나의 아이템은 풍력발전기이다. 붉고 다양한
밭과 하얀 풍력발전기는 언밸런스 하면서도 기묘한 美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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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 스파 柏联SPA
Add 云南省 昆明市 宜良县 阳宗海 柏联度假胜地柏联SPA温泉
Access 쿤밍에서 기차로 탕지(燙池)까지 이동후, 택시 이용 Hour 00:00~24:00 Price 288위안

백련스파는 곤명에서 약 80여 ㎞ 떨어진 탕지(燙
池)라는 마을에 위치한다. 쿤밍에서 탕지(燙池)기
차역까지 열차로 이동이 가능하다.
양종해(阳宗海) 호숫가에 있으며 호수 건너편은 춘성(春城)골프장이다. 춘성골프장
은 한때 한국인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성업을 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개점휴업 상태
가 된지 오래다. 백련스파 일대에도 초대형 리조트를 건설하다가 중지된 건물들이 흉
물스럽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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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스파는 전중국에서 가장 훌륭하
다는 칭송까지 듣고 있는 수준높은 스
파이다. 부속 호텔은 5성급이며, 스파
의 시설과 야외에 있는 25개의 노천
온천도 감탄을 자아낸다. 스파는 4개
의 테마를 이용하여 기획되었다고 하
는데, 일본 노천탕 로텐부로와 태국
및 앙코르와트의 부조 조각과 이미지
를 차용하였다. 스파에 들어서면 열
대에 온 느낌과 함께 앙코르와트 폐
허속에 있는듯한 느낌을 받는다. 종업
원은 쉴새없이 바구니에 꽃잎을 날라
다가 탕 수면에 뿌려준다. 이곳 노천
탕은 남녀 공용이며, 따라서 모든 사
람은 반드시 수영복을 입고 지급되는
목욕가운을 겉에 입어야 한다. 탕에
들어갈때는 가운을 벗어 옆에 걸고 온
천욕을 즐긴다.
탕은 철분, 마그네슘, 이온, 구리 등등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하며, 철분으로 인해 온
천수가 흘러나오는 곳의 바위들이 붉게 변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파 입장권은 약
300위안정도인데,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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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바부 토림 浪巴鋪土林
Add 云南省 楚雄彝族自治州 元谋县 新华乡 浪巴铺土林
Access 대중교통 없으며, 원모현(元谋县)에서 택시나 자가용 이용 Hour 07:00~19:00 Price 70위안

랑바부는 이족 언어로 ‘파도에 침식된 땅’이라는 의미다. 쿤밍에서 5시간이 걸리기 때
문에 방문이 쉽지 않다. 진입도로는 노면이 열악하며, 중국 운전자들은 대부분 중앙선
을 넘어 주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황청심환이 필요하다.
랑바부가 있는 원모 지역은 겨울에도 섭씨 20℃, 한여름에는 40℃가 넘는 아열대 기
후이며, 사막화된 토림 안에서는 야생 용설란이 자생하고 인근 마을에는 바나나와 망
고 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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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 생수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탐방로에는 식수나 매점이 없다. 입구
매표소 옆에는 작은 매점이 있고, 건너
편에는 ‘토림 찬청’이라는 식당이 있다.
랑바부 토림을 유명하게 만든 또 한가지
는 영화다. 꽤 많은 영화가 여기서 촬영
되었고, 덕분에 낯설지 않은 풍경을 돌
아다니며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장동건
주연의 ‘무극’, 성룡 주연의 ‘대병소장’
등등이 이곳에서 일부 촬영되었다.
전기 셔틀버스를 타고 산정상의 호텔앞
까지 가서 하차한 후, 도보로 바깥과 내
부 코스를 도는것이 일반적인 루트이다.
정상에서 한바퀴 돌며 구경한 후, 계단
을 통해 계곡속으로 내려와서 내부를 순
회하며 관람하게 되어있다. 탐방로를 따
라 돌아서 다시 전기 셔틀버스 승차장까
지 오는데에 거리가 약 5.5㎞정도 되며,
약 2시간 이상 소요된다. 중간에 그늘집
휴게소가 있어서 햇볕을 피해 휴식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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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바부 토림 관람시에는 모자, 선크림,

쿤밍주변

물무 토림 物茂土林
Add 云南省 楚雄彝族自治州 元谋县 虎溪公路附近 Access 추슝시(楚雄市)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원모(元谋)
현에 와서, 버스나 승합차로 이동. 버스는 하루 4편이며, 9:20, 11시, 15:30, 16:30에 출발한다.
Hour 07:00~19:00 Price 90위안

원모현의 토림(群)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다. 규모는 랑바부보다 작지
만 보다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서 사
람들에 따라 호오가 있다. 쿤밍에서
의 접근성이 랑바부토림보다 낫기 때
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광객들은
대개 물무토림만 구경하고 돌아가게
된다. 약 1시간 정도면 관람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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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물무토림의 수직계단
02

02	이렇게 가지를 꽂으면 집안의 토대가 튼튼해 진다는
신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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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평 罗平 유채꽂밭
Add 云南省曲靖市罗平县罗平油菜花主会场(江召公路南) Access 쿤밍-라평(罗平)간 기차(60위안)이용, 하
차후 1.5km. Hour 00:00~24:00 Price 입장료 무료, 전동셔틀차량 유료

유채꽃을 경작하는 농촌마을에 유채가 만발하는 2월 중하순에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유채꽃은 불과 한 달도 피어있지 않지만, 유채로 인해 이 마을이 얻는 경제적 수익은
크다.
유채꽃 핵심지역인 진지펑(金鸡峰) 풍경구는 귀주성 만봉림을 연상케하는 카르스트
지형이어서 마치 베트남 하롱베이, 중국 계림의 산수를 닮아있다. 유채 관광구역은 멀
리서부터 펜스를 쳐 놓았기 때문에 정문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중간에
도로밑 보행터널도 있고 아주 먼곳에 차량 진입로로도 입장이 가능하지만, 입구에서
전동 셔틀카가 떠나며, 가장 큰 전망대가 있어서 유리하다. 입장료는 없지만 전동차 탑
승요금이 있다. 입구에는 대형천막에 푸드코트가 있어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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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는법
쿤밍에서 220㎞ 떨어져 있고, 버스로는 동부객운참(东部客
运站)에서 시외버스로 3.5시간 소요되며 72위안이다. 매시
간 약 2대의 버스가 출발한다.
차량을 렌트해서 갈 경우, 편도 약 3시간 반이 걸린다. 쿤밍에
서 새벽에 출발한다면, 유채꽃밭을 오전 일찍 보고, 석림과 구
향동굴을 거쳐 저녁에 쿤밍으로 귀환이 가능하다.
2) 식사
이 지역에 풍부한 유채를 이용한 특산요리들이 있다. 유채볶음
으로 통칭되는데, 유채꽃과 줄기, 잎사귀를 프라이판에 볶아
내오는데 별미다. 중국어로는 차오유차이화(炒油菜火)라고
부른다.
유채관광지역앞 큰길 건너편 마을에 농가채 식당들이 즐비한
데, 어느집을 들어가던 맛은 대동소이하다. 비싸지 않은 수준
으로 호텔들을 찾을 수 있다.
3) 보는법
전동차를 타는 것이 편하며, 소가 끄는 마차가 매우 많이 영업
을 하고 있으니 흥정하고 탈 수 있다. 외곽으로 천천히 산책하
듯 걸어도 1~2시간이면 충분하다. 음료수를 지참하고 도보로
유채꽃밭을 거니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중간
중간에 양봉 벌통이 많으므로 양봉통 근처에서는 벌을 조심
하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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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oint

Food & Cafe
맛집 &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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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미식장 田园美食庄
Add 云南省 楚雄 彝族自治州 元谋县 物茂乡京昆高速公路 张金宾馆 Tel 15125807169

운남성 원모현 물무토림 근처에 있는
시골식당으로써, 정말 보기드문 수육
을 내놓고 있는 지방의 숨은 고수이
다. 이집의 돼지고기는 쿤밍까지 소문
이 나서, 쿤밍에서 4시간을 달려와서
테이크아웃으로 사가는 사람도 많다
는 전설의 식당. 이집 수육을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먹어본 사람
은 없다는 말도 있다. 쫀득쫀득하고 입
에 착착 감기는 찰진 고기맛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지역에서 키운 운남
성 토종 흑돼지를 잡아 몇시간을 쪄서 요리한다고 하는데, 함께 찍어먹는 특제 간장양
념소스도 일품이다. 한접시에 30위안.

이미수향 彝米水乡
Add 西石公路 石林风景区入口处 三家村口(石林景区)
Hour 매일 09:00~21:00 Tel 0871-67719668, 0871-67719886

석림 근처 이족자치현에 있는 이족 식당. 입
구에 걸어놓은 이족의 햄 덩어리들이 인상
적이며, 넓고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눈에 띈다. 이족 요리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한족 음식들을 두루 내놓고 있다.
베이징카오야부터 사천요리까지 다양한 메
뉴가 있는데, 이족이 몇 년간 숙성시킨 햄
요리가 인상적이고, 망고를 이용한 달콤한
디저트가 맛있다. 고사리를 건조시킨 분말
로 만든 국수가 훌륭하다.

03
따리(대리)
大理
Dali

무협소설의 대가 김용의 걸작인 ‘천룡팔부’
의 무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리는
오랫동안 소수민족들의 삶이 이어져 온 역사
의 무대이다. 무협 9파1방의 하나인 점창파
의 본산이라는 점창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얼하이호수가 펼쳐진 대리는 세계 배낭여행
자들의 블랙홀이라 불리우고 있다.

대리
사핑시장

py
Dali Ex
G5611

시저우

221 Provincial Rd

얼하이 호

숭성사삼탑
대리고성

창산

대리 시
Dali
대리

여강방향

관광지 개념도

호접천
얼하이 호

라전반도
숭성사삼탑

용간부두

금소도
대리공항

창산케이블카
감통케이블카

대리고성

세마담케이블카

곤명방향

정상 마룡봉
창산

옥대운유로

감통사
케이블카

감통사

로
유
운
대
옥

중화사

옥대운유로

중화사
케이블카

따리

01 대리 교통편
1. 항공
서울에서 대리까지 직항편은 없으며, 모든 비행기는 북경, 상해, 광저우, 성도, 곤명을
경유하여 간다. 중국국제항공, 상하이항공, 사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등이 대리까지 운행한다.

2. 버스
1) 곤명 → 대리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7시 반까지 매시간 2~4편의 버스가 운행된다. 버스비는
110~137위안 사이이다. 고속도로로 운행하며 4시간이 소요된다.
2) 리장 → 대리
오전 7시 1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매시간 2대꼴로 버스가 운행된다. 버스비는 56~74
위안 사이. 지방국도로 운행하며 3.5시간이 소요된다. 리장 → 대리구간에는 고속도
로가 없다.

3. 시내교통
택시
일반 택시요금은 3㎞까지 5위안, 이후부터 1㎞당 1.4위안이다. 대리기차역 인근의 택
시들이 말하는 ‘대리까지 3위안’은 대리고성이 아닌 신도시인 샤관을 말한다. 기차역
이 있는 샤관에서 대리고성까지는 약 40위안정도이다.
버스
4번, 8번 버스가 주요한 노선이다.
4번버스 : 대리 남문 - 대리 북문, 1.5위안, 막차 20:45.
8번버스 : 대리기차역 - 대리 동문 - 대리 서문, 1.5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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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차
기차는 시간이 오래걸려서 잘 이용되지 않는다. 대리의 기차역은 대리고성이 아니라 샤
관에 있다. 샤관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대리고성으로 들어간다.
(단위 : ￦원)

행선지

쿤밍→대리

대리→쿤밍

출발

도착

소요시간

좌석

경와

편명

경유

09:37

15:39

6:00

10,779

17,767

K9612

직행

10:25

17:07

6:42

10,779

17,767

K9642

직행

11:15

16:36

5:21

10,779

17,767

K9682

직행

21:34

+04:24

6:50

10,779

17,767

K9602

직행

22:05

+04:44

6:39

10,779

17,767

K9616

직행

23:02

+05:32

6:30

10,779

17,767

K9686

직행

23:32

+06:41

7:09

10,779

17,767

K9626

직행

23:40

+07:10

7:30

10,779

17,767

K9692

직행

11:16

19:41

8:25

10,779

17,767

K6104

직행

12:36

18:56

6:20

10,779

17,767

K6108

직행

13:14

21:45

8:31

10,779

17,767

K6128

직행

19:32

+04:03

8:31

10,779

17,767

K9648

직행

21:00

+04:22

7:22

10,779

17,767

K9644

직행

21:30

+04:40

7:10

10,779

17,767

K9638

직행

22:48

+05:05

6:17

10,779

17,767

K9618

직행

23:30

+05:44

6:14

10,779

17,767

K9614

직행

23:55

+06:19

6:24

10,779

17,767

K9684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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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리국 大理國 이야기
대리국(大理國, 937–1254)은 남조국(南詔國)의 후신으로, 937년에 단사평(段思
平)이 양씨를 타도하고 건국했다. 현재의 중국 운남 지방을 통치하던 왕조이다.
대리국의 영토는 운남성, 사천성 서남부, 귀주성, 미얀마 북부, 라오스와 베트남 일부
지역.
1253년 원나라 쿠빌라이가 정벌전쟁을 시작하면서 대리국은 316년만에 22대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였다. 국가의 종교는 불교로써, 국왕이 왕위를 물려주고 승려가 되
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9명의 황제가 승려로 출가하였다.
한국에는 무협작가 김용의 ‘천룡팔부(天龍八部)’로 인해 대리국의 이름이 널리 알려
졌다. 김용 작가의 소설 때문에 대리국이 유명해 졌지만, 소설이 출간된 이후에는 소설
의 명성에 기대어 관광자원이 만들어지는 역현상을 낳았다. 감통사 케이블카에 내리
면 보이는 거대한 장기판 옆의 3인 석상은 천룡팔부의 유명한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소림사 화상 허죽 스님은 여기서 전혀 말도 안되는 곳에 포석을 함 으로써, 결국 소요파
장문인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또한 대리 고성 시내에서는 영화촬영을 위해 만들었던
세트장에서 천룡팔부의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한다. 입장료는 인민폐로 45원
정도 하고, 아침 9시에 개관.
무협작가 김용은 대리국에 애착이 있었던 모양으로, 천룡팔부의 주인공 중의 한명으
로 대리국 제 16대 왕인 단화예(段和譽, 소설명 단예)를 등장시킨다. 또한 그의 또다
른 무협소설인 사조영웅전과 신조협려에서는 천하오절의 한명으로 단화예의 손자인
단지흥이 나온다. 김용 소설의 영향을 받아 한국 무협에서도 대리 단씨는 단골로 등장
한다.
김용의 천룡팔부는 대리국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대리의 주산(主山)인 점창산은 무협
의 세계관에서는 9파1방의 하나로써 검을 잘 쓰기로 유명한 문파이다. 건물외장에 많
이 쓰는 대리석(大理石)은 바로 운남 대리국에서 나는 돌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다
른 이름으로 대리석을 ‘점창석’이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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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국은 938년 중국의 운남에서 단사평(段思
平)이 세운 나라로서, 22대(代)에 걸쳐 300여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1253년 몽골 쿠빌라이의
침략으로 멸망한다. 대리국은 남송(南宋)의 편을
들었는데, 몽골은 남송을 공략하기전에 대리국부
터 멸망시켜 버린다. 몽골은 금사강을 건너서 대

창산 감통사 지구의 세계최대 장기판

리국을 공격했는데, 당시 몽골군이 대리를 공격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 종족이 나시족이었
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운남성 소수민족들간
에는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종족이 있다. 몽골
이 대리국을 멸망시킨 이후 일부 집단들은 란창
강을 건너 남쪽으로 민족대이동을 하였으며, 인
도차이나 반도의 타이족과 융화되어 여러 나라

허죽자 스님의 대국장면을 묘사한 석상 조각

를 건국하였다. 백족과 태족의 민족대이동을 게
르만족의 대이동에 비교하기도 할 정도다.
운남 남쪽의 시솽반나를 거쳐 지금의 라오스땅에 도착한 백족과 태족 유민들은 백만
(白蠻) 왕국을 세우고, 다시 내려가서 지금의 태국북부에서 수코타이 왕국을 세우고,
더 내려가서는 현재의 태국을 이룬다. 그래서 태국어와 운남 남부 시솽반나 부족의 언
어는 매우 유사하며 통역없이 의사소통이 되기도 한다.
단사평은 ‘백만(白蠻)’부족 출신이라고 하며, ‘백만(白蠻)’은 오늘날의 백족(白族)이
나 태족(傣族)과 관계가 있다. 대리국은 귀족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였으며, 1094년에
는 보정제 단정명(段正明)이 양의정(楊義政)에게 살해되기도 했고, 양의정을 물리친
고승태(高昇泰)가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승태 사후에 단정순이
다시 왕위에 올라 단씨 왕조가 지속된다. 천룡팔부의 주인공인 단예(단화예)는 단정순
의 아들이다. 그는 대리국의 왕자인데, 소설상의 행적과 실제 역사는 많이 다르다.
실제 역사는 위와 같은데, 김용의 소설 천룡팔부에서는 단정명의 동생이 단정순이며,
단예는 단정순의 아들로 등장한다. 단정순은 여성편력을 일삼다가 마지막 편에서 죽
게 되고, 단정순의 형인 황제 단정명이 스님이 되어 출가해서 숭성사로 들어가면서, 조
카인 단예에게 황제자리를 양위한다는 얘기다. 대리국에는 삼국지연의 칠종칠금(七
縱七擒)의 내용과 다른 전승이 내려오고 있다. 삼국지 촉나라의 재상 제갈량이 남만의
맹획(孟獲)과 전쟁한 이야기가 정반대로 전해지고 있다. 제갈량이 맹획을 생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맹획이 제갈량을 일곱 번 잡았다가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
가들은 사료의 기술이 다른 부분이 많아, 칠종칠금 스토리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을것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래 역사는 승자의 것이며, 자신들의 역사를 미화하
는 것은 모든 민족의 공통사항이니,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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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i

The Best day Course

1Day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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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우 喜州
Add 대리백족자치주 대리시 희주진(大理白族自治州 大理市 喜洲镇)
Access 대리고성에서 북쪽으로 가는 중형버스 이용 Hour 엄가대원 08:30~17:30, 엄가민거 08:00~18:00
Price 고성 무료, 엄가대원 30위안, 엄가민거 20위안, 공연 42元

백족자치구안에서도 백족의 본산이라 할 수 있으며, 옛날에 백족 고관대작들이 살던 고
급진 마을이다. 시저우 고택거리를 구경하고 백족마을 공연을 보는 것이 하이라이트이다.

백족마을 공연
백족들의 춤과 노래를 보고 들으며 삼도차를 음미한다. 공연의
수준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백족의 의상과 노래를
들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삼도차(三道茶)는 백족 다도 문화의 특징인데, 첫잔
은 청고지차(清苦之茶)라고 하며, 초년고생을 의
미하는 쓴맛이고, 찻잎으로 우려낸다. 두번째 잔
은 첨차(甜茶)라고 하며 중년의 행복을 의미하는
꿀이 들어간 단맛이다. 세번째 잔은 회미차(回味
茶)라 부르며 노년을 상징하는 달고 쓴 맛이다.
2014년 11월,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네번
째 국가무형문화유산 대표품목에 포함되었다.
공연시간은 따로 없으며, 관광객이 10명이상 모이면 공연한다. 마을 입장료는
20위안, 공연까지 포함된 입장권은 40위안.

따리

숭성사 삼탑 崇聖寺三塔
Add 대리시 숭성사삼탑 여유문화구(大理市崇圣寺三塔旅游文化区)
Access 대리고성 북문에서 19번 버스로 삼탑공원(三塔公园站) 하차 Hour 07:00~18:30 Price 21위안
Homepage http://www.dalisanta.net Tel 0872-2673446

숭성사 경내에 있는 3개의 탑 이다. 당나라때인 713-714년경에 건축되었으며, 중앙
의 대탑이 먼저 세워졌고, 남북의 작은탑들이 나중에 건설되었다. 3개의 탑이 인상적
이어서 숭성사(崇聖寺)를 삼탑사(三塔)라고도 부른다. 연못에 비친 모습이 아름답
고, 얼하이 호수의 뱃놀이를 할 때 보이는 창산을 배경으로 솟아있는 탑은 대리의 상징
이미지이기도 하다.
숭성사는 대리국의 국사(國寺) 였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고 웅장하다. 대리국 황제
가 황위를 물려준 후에 출가하는 사찰이기도 했다. 1514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
숭성사는 크게 파괴되었고 1980년부터 중건된 것이며, 1997년에 종루를 재건하였
다. 현재의 모습은 최근 30여 년 동안 다시 만들어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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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대탑은 천심탑(天尋塔)이라
고 불리며, 높이는 69.13m이고 13층
으로 건립되었다. 당나라 시대 건축양
식을 따르고 있어서 서안에 있는 대안
탑과 유사하다. 대탑은 벽돌로 쌓아
올린 공심(空心) 전탑(塼塔)이어서
속이 비어있다. 다른 두개의 탑은 높
이 42.4m의 10층 팔각 공심 전탑이
다. 기중기가 없던 고대에 이런 높은
탑을 만든 방법이 특이하다. 한 계단씩 올라갈때마다 옆에 같은 높이로 흙을 깔았다고
하며, 탑 정상까지 완공한 후에 흙을 전부 걷어내는 공법을 사용했다 한다.
숭성사는 규모가 크고 계단이 많기 때문에 입구에서 윗편까지 전기 셔틀차량이 운행된
다. 셔틀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관람하는 것이 편하지만, 입구부터 걸어서 올라가면
서 순서대로 참배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감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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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산 點蒼山
Add 대리백족자치주(大理白族自治州) Access 대리고성에서 도보 10분
Hour 09:00~16:00 Price 30위안. 그러나 각 지역마다 케이블카와 패키지로 받는 요금이 조금씩 다르다.

운령산맥에 속하며 주봉은 마룡봉(馬
龍峰)이고, 19개 봉우리가 50여㎞에
걸쳐 얼하이호 왼편에서 남북으로 뻗
어있다. 19개 봉우리와 18개 계곡이라
고 표현된다. 각 계곡의 시냇물은 얼하
이호수로 흘러든다. 공식명칭은 점창
산((點蒼山)이지만, 약칭해서 창산(蒼
山)이라 불린다. 중국 무협의 9파1방
의 하나인 점창파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정상은 스노우라인(雪線) 위쪽이어서
여름에도 하얀 만년설이 있는데, 최근
의 지구온난화로 인해 눈이 점점 사라
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창산 중턱에는 ‘창산옥대운유로(玉帶雲游路)’라고 불리우는 상당히 편평한 산길이 있
다. 구름이 창산 중턱에 걸린 모습이 옥으로 된 허리띠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옥대
운유로(玉帶雲游路)는 업다운이 없이 거의 편평한 산책로이며, 창산과 얼하이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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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사

려다 보는 경치가 절경이어서 대리 관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하다. 중간에 휴식할 곳
이 자주 있고, 매점과 화장실도 있어서 쾌적한 여건에서 2~3시간을 걷는다. 총 거리는
약 10㎞이며 길이 정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화나 등산복 없이도 남녀노소 모두
충분히 완주가 가능하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크게 두가지다. 북쪽의 중화사 길과 남쪽의 감통사 길이다. 중화사
길은 도보, 케이블카, 말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 3가지가 있다. 중화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 사찰로 오인하고 있으나, 사실은 도교 도관이다. 중화사 도관에서 근무하는 도사
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액의 시주를 강권하고 있는데, 시주하지 않아도 도관을 둘러볼
수 있으며, 거액을 시주해도 손오공의 근두운을 내주지는 않는다.

Tip
리프트 시간 & 가격
- 중화사 케이블카(苍山中和索道) : 운행시간 9:00~16:00, 요금 100위안
- 감통사 케이블카(苍山感通索道) : 운행시간 9:00~17:00, 요금 110위안
등산방법
- 옥대운유로까지 도보, 말타기, 케이블카 가능. 그 이상의 등산은 현지 여행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 창산 정상은 해발 4,122m이므로, 고산등산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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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하이호 洱海湖
Add 대리시 은교진 마구읍 배해서로변(大理市 银桥镇 马久邑 环海西路边)
Access 대리고성에서 도보로 20분, 택시 Hour 매일 Price 무료

사람의 귀처럼 생겼다 하여 이해호(洱海湖)라는 이름이 붙었다. 해발 1,972m에 있
는 고원호수이며, 남북으로는 길이 약 42.6㎞, 동서로 약 8㎞의 폭을 가진 규모가 큰
호수이다. 호수 둘레가 117㎞나 되며, 평균 깊이는 11m, 최대 깊이는 20m정도로 깊지
않고, 외부로 흐르는 강은 란창강이라 불리며 중국영토를 벗어나서는 메콩강이 된다.
예로부터 달밤의 호수풍경이 아름답다고 소문났으며, 차마고도의 출발지로 여기고 있
다.
대리고성에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남조풍정도는 얼하이호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아름
다운 경치로 유명했으나, 최근 호수 환경보호를 위해 섬 안의 숙박시설이 철거되었다.
호수 주변 마을 선착장에는 관광용 페리와 보트들이 많다.

사핑시장 沙坪市場
Add 운남성 대리시 상관진 사평촌(云南省 大理市 上关镇 沙坪村)
Access 대리고성 동문 214국도변에서 북쪽으로 가는 중형버스 확인후 탑승 Hour 종일 Price 없음

7일장으로 유명하며 매주 월요일에 소주민족들의 장이 선다. 대리고성에서 버스로 약
40여 분 걸린다. 고기, 생선, 대나무 제품, 야채, 생활필수품들이 즐비하다. 돌아올 때
시저우(喜州) 백족마을에 들리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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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고성 大理古城
Add 대리백족자치주 대리시 대리고성구(大理白族自治州大理市大理州大理市古城区) Access 5번, 6번 버스
Hour 08:00~19:00 Price 40위안

창산과 얼하이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협유성(叶榆城) 혹은 자성(紫城)이라고도
불리웠다. 이곳에 도시가 생긴것은 서한(西汉)시절인 서기 109년부터지만, 현재의 대
리고성은 명나라 홍무(洪武) 15년인 1382년에 건립되기 시작했다.
북부 아열대 고원기후여
서 연평균 기온은 15.1℃

분류

이고, 최고 더울 때 평균
기온 20.1℃, 제일 추울
때 평균기온은 8.7℃여서
연중 온난한 날씨를 보여

인문
경관

준다.
당송 시절 500여년동안
운남 지역의 중심지 역할
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많

명

칭
원세조평운남비

고성서문

태화성유지

희주백족민거건축군

두문수묘

홍골사탑

불도사탑

골원사관음각

창산신사

양저미성유지

두문수부

감통사

서운서원

용수관유지

대리천주교당

대리문묘대성문

대리부고붕

대리무묘조벽

하관장군묘

무위사

쌍학교

성황묘

이수신사

보현사

장공사
자연
경관

창산이해

지천(은박천등)

계수(청벽계등)

용안동, 봉안동

기명석

천생교

화전패

이해

은 역사문물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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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Food & Cafe
맛집 & 카페

따리

대리단공자 大理段公子
Add 大理古城人民路下段福安巷距离人民路和叶榆路交叉口100米靠近古城洱海门
Hour 周一至周日 09:00~02:00 Tel 18213322996

김용의 천룡팔부를 테마로 만들어진
식당이다. 입구에서부터 천룡팔부의
주인공인 단예 단공자와 왕어언을 세
워놓았으며, 내부에는 천룡팔부 주제
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벽면에는 천
룡팔부에 나오는 무술초식인 ‘능파미
보’가 걸려있다. 무협 마니아들이라면
상당히 흥미로운 곳이다. 찹쌀과 고기
로 만든 운남음식이 시그니쳐 메뉴이
고, 대나무통에 넣어 만든 고기요리도
특색이 있다.

대리고국 주제점 大理古国主题店
Add 人民路上段与博爱路交叉口处
(洋人街复兴路150米, 靠近南门苍山门,
博爱门, 复兴路)
Hour 周一至周日 10:00~00:00
Tel

1828724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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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MONKEY 坏猴子
Add 大理古城人民路59号(西藏咖啡对面)
Hour 周一至周日 09:00~03:00 Tel 18687226723

대리고성 시내에서 외국인 여행자들로 가장 많이 붐비는 라이브 바.
저녁시간이면 계속되는 라이브 공연의 수준이 훌륭하며, 크래프트 생
맥주를 비롯하여 각종 술 들의 구색이 화려하다. 심지어 압상트도
여러종 구비되어 있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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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y 88
Add 人民路上段, 214国道不到100米左右
Hour 周一至周日 10:00~22:00 Tel 0872-2679129

빵과 케익, 커피맛이 좋기로 대리에서
가장 소문난 집. 대부분의 가이드북에
서 소개되고 있을만큼 알려져 있다. 조
용하고 깨끗하며 마당쪽 분위기도 좋
아서, 대화하고 쉬기에 좋다. 와이파이
도 잘 터지며 시설도 쾌적하다.

계수나무집 桂苑居 韩式料理
Add 大理镇 大理古城 叶榆路 189号(近玉洱路)
Hour 周一至周日 09:00~22:30 Tel 0872-2671889

대리고성의 대표적인 한국식당인데, 맛은 상당히 중국화 되어 있다. 손님은 대부분 중
국인들이며, 나온 음식을 보고 한국과 다른 비주얼에 놀라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랜
여행중에 만나는 볶음밥이나 찌개 종류는 분명 반갑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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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Hotel & Resort
호텔 & 리조트

꽤 멀리 나와야 발견할 수 있다. 밤이 늦으면 버스는 일찍 끊어지며 택시 잡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별 여행자들은 고성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다. 고성안의
호텔들은 위치가 좋은 대신, 약간 좁고 불편한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고성안의 나
이트 라이프와 구경거리는 이런 것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상위객잔 相伟客栈
Add Sanyue Street (Fuzhu Residential Community), 대리고성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31,900원 부터 | 모든 카드 사용가능

대리 백족가옥풍의 호텔이다. 대
리고성, 창산과 가까운 곳에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 창산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몹시 가까우며, 창산
옥대운유로 트레킹을 하려는 사람
에게는 최적의 장소이다. 호텔 청
결, 시설은 가성비가 좋으며, 프론
트 직원이 영어 가능하며, 창산이
보이는 방의 전경이 좋다. 저녁 해
질녁에 점창산 너머로 지는 노을
이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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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고성안에는 대형 고급호텔은 없으며, 4성급 이상의 호텔들은 대리고성 외곽으로

따리

더 제이드 에뮤 인터내셔널 게스트하우스
大理古城金玉缘中澳国际青年旅舍
Add West Gate Village, Dali Old Town, 671003 대리.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트윈룸 25,849원 부터 |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가능

역방향으로 만들어진 처마와 마감재로 쓰
인 대리석이 인상적인 바이족 전통 주택
을 개조한 호텔이며, 구시가지 입구를 따
라 걷다 보면 유서깊은 사찰과 아름다운
서예 작품을 파는 시장을 만나게 된다. 대
리고성에서 가까우며, 마당에 탁구대와
당구대가 있어서 시간 보내기 좋다. 직원
들은 영어가 가능하며, 객실에 여유가 있을 경우 방을 업그레이드 해 주기도 한다. 호텔
부설식당의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고, 특히 비빔밥이 훌륭하다는 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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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리

진미객잔 真美客棧
Add East Gate Erhai Gate,Renmin Road,Dali Old Town, 대리고성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17,870원 부터 | 모든 카드 사용가능

대리고성 동문에 위치해 있으며, 대로변이 아니라 골목 안에 있다. 카운터에서 간단한
과자와 과일류가 무료로 제공되고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게스트 하우스.

실버메이플 호텔 古城吟枫观景酒店
Add 41-7 Yincang Road, Dali Ancient Town, 671003 다리, 중국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58,160원 부터 | 모든 카드 사용가능

위치좋고 경치 좋으며, 대리고성에서 항상 매진사태를 일으키는 호텔. 연중 내내 거의
매진인 상태가 많으니, 미리 예약상태를 확인하고 선점하지 않으면 안되는 호텔이다.

대리 오행객잔 大理五行客栈
Add The west side of 214 Highway,50m North of Honglongjing Gate, 671000
Hour 체크인 13: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트윈룸 20,515원 부터 | 현금만 가능

영어가 통하며 직원들은 친절하다. 주변 관광지에 대한 안내와 투어 프로그램도 나쁘
지 않다. 대리고성내에 있으며 위치가 좋아서 많은 여행자로 항상 붐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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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리장(여강)
麗江
Lijiang

성산 옥룡설산 아래에 있는 나시족 왕국의
중심인 리장은 해발 2,400m에 위치하여
일년 내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상적인 기
후를 갖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리장고성은 운남 대지진때도 무너지
지 않은 신비함을 갖고 있으며, 중국 10대 관
광지에 선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세계 3대
트레킹중의 하나라는 호도협 트레킹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장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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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01 리장 교통편
1. 기차
리장으로 이동하는데에 가장 편안한 수단이다. 쿤밍에 도착하여 다음날 낮에 시내관
광을 하고, 야간기차 침대칸을 이용하여 리장으로 이동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절
약할 수 있지만, 야간에 승차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 쿤밍 기차역
광장과 대합실은 소매치기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니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행선지

쿤밍→리장

리장→쿤밍

출발

도착

소요시간

좌석

경와

연와

편명

경유

09:37

17:47

8h 10m

89

152

226

K9612

직행

11:15

18:33

7h 18m

89

152

226

K9682

직행

20:25

05:30

9h 1m

89

152

226

K9622

직행

21:04

06:05

9h 1m

89

152

226

K9606

직행

21:34

06:43

9h 9m

89

152

226

K9602

직행

22:05

07:10

9h 5m

89

152

226

K9616

직행

23:02

07:52

8h 50m

89

152

226

K9686

직행

23:32

09:28

9h 56m

89

152

226

K9626

직행

08:54

19:41

10h 47m

89

152

226

K6104

직행

10:39

18:56

8h 17m

89

152

226

K6108

직행

10:58

21:45

10h 47m

89

152

226

K6128

직행

20:40

05:05

8h 25m

89

152

226

K9618

직행

21:25

05:44

8h 19m

89

152

226

K9614

직행

22:03

06:19

8h 16m

89

152

226

K9684

직행

22:23

09:38

11h 15m

89

152

226

K9604

직행

23:00

10:40

11h 40m

89

152

226

K9628

직행

2. 버스
1) 리장 ↔ 쿤밍
쿤밍 → 리장 : 쿤밍의 西部客运站에서 리장 丽江客运站으로 간다. 오전 09:30에
첫차를 시작으로, 한 시간에 약 2대 꼴로 버스가 있으며, 13:50에 막
차가 떠난다.
리장 → 쿤밍 : 버스요금은 200~238위안 사이 이다. 낮 버스는 09:00 / 09:30 /
12:40 / 14:30 / 16:00, 5대가 있으며, 7.5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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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리장 : 오전 8시부터 오후 19시 30분까지 매시간 2~4대의 버스가 출발한다. 요
금은 버스 종류에 따라 56~80위안 사이. 오전에는 출발버스가 많고, 오
후 늦게부터는 줄어든다. 운행시간 3.5시간 소요.
리장 → 대리 : 오전 7시 10분부터 저녁 7시까지 매시간 1~3대 정도의 버스가 운행한다.
요금은 56~80위안 사이. 운행시간 3.5시간 소요.
3) 리장 ↔ 샹그리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매시간 1~2대 버스 운행. 4시간이 소요되며,
42~63위안.

3. 항공
약 30㎞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리장공항은 승용차로는 약 40~45분 거리이다. 때로는
시내로 향하는 공항 버스가 비행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시내에서 공항 버스를 운행하
는 시간은 6시 30분~22시이다.
중국동방항공, 럭키에어, 베이징 수도항공, 쿤밍항공, 사천항공, 선전항공, 루이리항공,
중국남방항공이 매일 각각 1~2편의 항공편을 운행한다. 운행 소요시간은 1시간 5분.

4. 시내교통
리장 고성안에는 대중교통이 없으며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고성 외부 시가지에서는
버스와 택시, 중국의 우버인 디디다처(嘀嘀打车, Didi Taxi)를 이용한다.
버스
버스 노선은 많지 않으며, 요금은 1~2원이다. 여행자들이 숙박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도보
로 이동이 가능하다.
택시
리장 시내 택시는 3㎞까지 7위안이며, 3㎞ 이후 1㎞당 1.8위안, 야간 요금은 기본요금
이 8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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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장 ↔ 대리

리장

02 리장 음식
1. 버섯 훠궈
버섯훠궈는 리장과 쿤밍이 유명한데, 쿤밍의 버섯훠궈가 조금 더 다양하고 럭셔리하다.
산악지대인 만큼 각종 희귀한 버섯이 즐비하여 구미에 맞게 골라 먹을 수 있다. 한국에
서는 고가품인 자연산 송이버섯도 1근(500g)에 90위안 정도면 즐길 수 있다. 현지에
서도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이 제일 비싼편에 속한다.

동파곡 야생균 东巴谷野生菌
Add 花马街S-17号
Tel

0888-5103366

1인당 100위안정도의 예산이면 버섯훠궈를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다. 송이버섯, 능이
버섯을 비롯한 각종 야생 버섯들이 수십여가지 메뉴에 있어서 선택 주문 가능하다. 탕
육수를 위해서 오골계를 주문할 수도 있다. 송어회 메뉴도 있는데, 회를 주문할 경우 송
어매운탕이 나온다. 해장으로 그만이다. 중국에서는 회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며, 리장에서 생선회를 먹었다는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다. 이곳의 와사비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먹던 생와사비가 아니므로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 한국처럼
섭취(!)하다가는 본의 아니게 열반에 들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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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흑산양 黑山羊
흑산양은 해발 2,500m 고지대
에 서식하는 산양의 한 종류인
데, 리장에는 흑산양 고기와 훠
궈를 내놓는 식당들이 많으며, 징
카이광장(金凯广场) 근처에는
흑산양 식당 거리도 있다.
운남성에 거주하는 이족(彝族)·
백족(白族)·나시족(納西族)·율
속족(傈僳族)·납호족(拉祜族)
등 중국 소수 민족이 갖고 있는
전통 명절인 ‘화파절(火把節)’이라는 횃불축제는 해충을 몰아 내는 의미로 횃불을 대
문에 걸기도 하고, 들고 다니며 밭을 밟기도 하는데, 보통 음력 6월 24일경에 열린다.
그런데 이 축제전에는 양고기를 먹으면 안된다는 금기가 있었다고 하며, 이때 양고기
대신에 섭취한 것이 흑산양 고기였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 내려온다는 것이다.
흑산양은 정력에 좋은 건강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138위안정도에 한냄비를 맛볼
수 있다. 흑산양을 먹고나면 다음날 바위를 뛰어다니는 산양의 힘이 솟아난다고 하지
만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훠궈 이외에도 흑산양 고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메뉴들
이 있다.

흑산양토계야생균화과 黑山羊土鸡野生菌火锅 黑龙潭店
Add 黑龙潭正大门停车场旁(民主路1号)
Tel

13988853573

노석흑산양 老石黑山羊
Add 长水路 金凯广场 黑山羊 一条街(近香港会)
Tel

13988888301, 13688780798

노채흑산양화과 老蔡黑山羊火锅
Add 五一街文林巷24号
Tel

15958590968, 13575533168

포제흑산양 蒲济黑山羊
Add 金凯街45号
Tel

15812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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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jiang

The Best day Course

1Day
코스

1

2

3

옥룡설산 빙천공원

인상리장

리장고성

옥룡설산 빙천공원

128 | Yunnan

인상리장

리장고성

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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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호도협 트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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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협 트레킹

옥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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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ay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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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협 트레킹

수허고성

리장

모우평

동파만신원

호도협

수허고성

옥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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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고성 麗江古城
Add 운남성 여강시 고성구(云南省丽江市古城区) Access 리장 버스터미널에서 도보 10분
Hour 연중무휴 Price 공식적인 입장료는 80위안이지만 티켓 확인하지 않음

리장 고성(丽江古城)은 이 지역에 거
주하는 소수민족인 나시족에 의해 송
나라 말기, 원나라 초기(宋末元初) 즈
음에 건설되었으며, 7.279㎢의 면적
을 갖고 있다. 1997년 12월 3일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흔히 동방의 베
니스라 일컬어지며, 리장 어디서나 보
이는 옥룡설산을 배경으로 어우러지는
고성 기와지붕의 모습과 수로(水路)는
환타스틱한 경관을 만들고 있다.
나시족은 본래 청해성 근처에서 기원8
세기에 이주해 왔다고 하며, 그 이후에
도 티베트와 근처 소수민족들의 영향
을 받으며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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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시족의 건축물과 벽화 등의 문
화와 예술품들은 주변 민족의 교류속
에서 탄생한 것이며, 특히 티베트의 영
향은 지대하였다.
일본 지브리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히야
오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지구상의 여러
장소를 모델로 하였는데, 그중의 하나
가 바로 리장고성이라는 말이 있다. 하
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린 것
보다 리장고성의 실물은 훨씬 더 아름
답다. 원칙적으로 입장료가 80위안이
지만 개찰구나 티켓검사는 없다.
현재는 수많은 멋진 카페와 주점, 식당, 기념품점으로 뒤덮여서 예전의 조용하고 목가
적인 풍경은 잃어버렸지만, 낮보다도 밤이 아름다운 마을로 명성을 누리고 있다. 관광
지로써 리장고성의 성공사례는 이후의 많은 고도시(故都市)에 영향을 주었고, 아시아
권에 있는 고대도시 개발의 모델이 되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잘 지은 저택은 술집이
되고, 거대한 묘소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관광지가 된다는 세상사의 법칙이 여기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수로에 등을 띄우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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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룡설산 玉龍雪山
Add 옥룡설산 국가급풍경명성구 Access 리장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40위안
Hour 07:00~18:00. 기상악화시 입장 불가 Price 빙천공원 케이블카 182원

옥룡설산은 리장 북쪽 15㎞에 위치한 고도 5,596m의 설산이며, 길이75㎞ 너비 13㎞
의 거대 산군(山群)이다. 영어 명칭은 사체토(Mt. Satseto)이고 정상은 선자두(扇子
陡)라고 불리운다. 또 흑백설산(黑白雪山), 구로(欧鲁)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구로
(欧鲁)는 나시족 언어로 ‘은색 바위’라는 의미이다. 산은 석회암 및 현무암으로 이루어
져 있어서 흑백대비 색채가 강하며, 티베트 불교에서 좋아하는 숫자를 적용하여 13개
봉우리로 규정지었다. 나시족에게는 신산神山이며, 죽으면 옥룡설산안에 있다는 이상
향이자 천당인 ‘옥룡 제3국(玉龍第三國)’으로 간다고 믿고 있다. 현지에서 ‘옥룡설
산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죽으러 갔다는 의미와 통한다. 나시족에게 성산이므로
정상으로의 등반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지인들은 인간이 정상에 가보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옥룡설산 정상에 깃발을 꽂았다는 정보는 가끔 보인다. 세계적인 여행가이드북
론리플래닛 중국편(p.783)에는 Mt. Satseto는 1963년에 베이징에서 온 탐사대가
처음으로 등정했다고 적혀 있으며, 다른 기록에는 1987년 5월 8일에 미국탐험대 소
속의 Phil Peralta-Ramos와 Eric Perlman가 초등했다고 한다. 이 두명은 옥룡설산 정
상 선자두(扇子陡) 근처는 암벽 난이도를 나타내는 요세미티 등급체계 YDS 기준으로
최대 5.7이었다고 평가했다. YDS 5.7은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서울 북한
산 인수봉, 선인봉에서 파트너와 확보가 필요한 정도인데, 암벽 1-2년 경력에 해당한
다. 옥룡설산은 초등했다는 두팀의 정보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며 어느쪽 주장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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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임을 굳게 믿고 있다. 이미 여러번 인간에 의해 정상 등정이 이루어 졌다고 말하면 현
지인들의 분노와 실망을 접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다.
옥룡설산은 많은 동식물의 보고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황금원숭이(滇金丝猴), 금전
표(金钱豹), 운표(云豹), 록미홍치(绿尾虹雉) 4종은 중요보호동물이며, 이류보호동
물로는 원숭이, 흑곰, 소웅묘(레서판다), 영양, 천산갑, 수달 등 21종이 있다.

교통
빵차(包车) : 리장에서 옥룡설산 여객센터까지 40분 소요, 차비 200~300위안
버스(巴士) : 남문정차장(南门停车场), 객운중심참(客运中心站), 고쾌객운참(高快客运站)에
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있으며, 차비 40위안.

입장권(门票)
- 옥룡설산 패키지 티켓(大玉龙景区通票)
230위안, 티켓은 2일간 유효하며 다음 구역을 포함한다. 옥룡설산 경구(玉龙雪山景区), 옥수
채 경구(玉水寨景区), 동파곡 경구(东巴谷景区), 옥주경천 경구(玉柱擎天景区), 동파만신원
경구(东巴万神园景区), 동파왕국 경구(东巴王国景区), 옥봉사 경구(玉峰寺景区), 백사벽화
경구(白沙壁画景区)
- 개별 티켓 (개방시간 : 7:00~18:00 / 매표중지 : 16:00)
옥룡설산 경구 : 130元/人(含甘海子, 蓝月谷)
옥수채(玉水寨) : 50元

빙천공원(冰川公园) : 172元

동파왕국(东巴王国) : 35元

옥주경천(玉柱擎天) : 25元

옥봉사(玉峰寺) : 45元

백사벽화(白沙壁画) : 30元

대삭도 케이블카(大索道) : 182元, 빙천공원 전망대 도착, 7:30~16:00
운삼평 케이블카(云杉坪索道) : 57元(왕복), 7:30~16:00
모우평 케이블카(牦牛坪索道) : 62元(왕복), 7:30~16:00
인상리장 공연시간：11:10, 13:30 (1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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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인지는 현재 알기 어렵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옥룡설산은 아무도 등정하지 않은 처녀

옥룡설산

선자두주봉
망설봉대협곡(5100)

녹설해(4900)
중초평(4500)

전죽림(3670)

도보
(왕복 5시간)

류사파

순정곡
말이동
(상행 : 50분)
(하행 : 30분)

마황패(3500)

초마이띠

옥주경천(2750)

말이동
(상행 : 2시간)
(하행 : 1시간 20분)

리장

옥룡설산은 다음의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1) 빙천공원 대삭도(冰川公园大索道)
대삭도는 케이블카이며, 이것에 탑승해야 해발 4,500m의 빙천공원에 도착한다. 도
보나 차량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없다. 차에서 내리면 관광센터이며, 셔틀버스를 타고
해발 3,356m의 케이블카 승차장까지 올라간다. 곤돌라에 탑승하면 20분만에 해발
4,500m의 전망대까지 도착하게 되며, 이때부터는 고소증상이 오기 시작한다. 관광
센터 근처에서는 산소통을 68위안에 판매하고 있는데, 한 깡통으로 오랫동안 호흡하
지 못하므로, 고소증상이 심한 사람은 미리 여러개 구입해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산소
캔이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다. 고소증상이 심할 경우 가급적 빨리
저지대로 하산하는 것 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다. 심할 경우 의식을 잃거나 폐수종이
생겨 생명이 위험해 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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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삼평云杉坪(殉情谷)
해발 3,240m에 있는 삼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잔디밭이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잔디밭 평원까지는 전기 셔틀차량으로 갈 수도 있고 도보로 갈 수도 있다. 삼나무 숲이
훌륭하고 향기로와서 도보 하이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보로 약 30여 분 소요.
잔디밭 평원에는 양떼들과 염소, 야크, 말 등등이 배회하며 관광객의 간식을 호시탐탐
노린다. 여름에 음식 싸들고 하루코스 소풍 가기에 좋은 곳이므로, 리장에서 시간 여유
가 있다면 하루를 내서 가볼만 하다.
이곳은 정사지지(情死之地), 또는 순정곡(殉情谷)이라는 낭만적인 별칭이 붙어있다.
옛날에 나시족은 미혼 남녀간의 자유연애가 보장되었던 민족이지만, 결혼은 부모가 정
해놓은 배필과 하는 풍습이 있었다. 관습을 거스를 수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지
지 못했던 연인들은 결국 속세를 떠나 옥룡설산에 들어가 정인과 함께 꽃을 이불삼아
덮고 내세를 기약하며 운삼평 평원에
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목을 매거나
약을 먹은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옥
룡제삼국(玉龙第三国)으로 떠나보내
던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한다. 리장 나
시족에게는 순정곡(殉情曲)이라는 민
요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으며, 장예모
감독의 인상리장 공연에서도 이 장면
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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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월곡(蓝月谷)

남월곡은 운삼평 케이블카 승차장 앞에 있는 계곡이다. 옥색 물빛이 아름답고, 계곡은
초생달처럼 휘어져 있어서 남월곡(蓝月谷)이라 한다. 석회암이 만들어낸 사천성 황룡
같은 계단식 지형이 장관이다. 호수 바닥의 진흙이 석회질이어서 백색이며, 비가 내릴
때 물이 희게 변하기 때문에 이곳의 강을 백수하(白水河)라고 부른다. 석회질 지형이
어서 물빛은 진한 옥색을 띠며, 옥룡설산의 하얀 설경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광을 보
여준다. 셔틀차량으로 돌아볼 수도 있고, 도보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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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우평(牦牛坪)

해발 3,700m에 있는 전형적인 고산 평원
이다. 올라가는 케이블카는 길이가 1.2㎞나
되어서 꽤 오랫동안 공중여행을 하게 된다.
옥룡설산 13개봉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어서, 많은 사진가들이 즐겨 찾는다.
케이블카 승차장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티베트 사원이 하나 있으며, 사원 위쪽으로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모우(牦牛)가
방목되는 곳이어서 모우평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방목중인 야크소는 잘 눈에 띄지
않으며, 사진모델로 활약하는 야크 몇 마리
가 관광객들을 호객하고 있다. 케이블카 곤
돌라가 오픈형이어서 탑승하는 동안 보온
에 신경써야 한다.

리장

5) 인상여강(印象·丽江)
중국의 장예모 감독이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이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곳
(3,100m)에 위치한 라이브 공연이라고도 하며, 관광센터 바로 앞에 야외무대에서 매
일 2회 성수기때는 3회 시행된다. 출연진 500여 명은 전문배우가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토박이 농민들이며, 이들이 훈련받아 무대에 오르고 있다. 10여 개 소수민
족, 100여 필의 말이 함께 출연한다.
티켓 가격은 190위안이며, VIP석은 260위안, 런닝타임은 1시간 반이다. 시트립
(Ctrip)에서 예매시에 일반티켓은 150위안, VIP 티켓은 215위안이다.
지붕이 없는 야외공연이므로 햇빛차단을 위해 입장하는 관람객 전원에게 무료로 모자
가 하나씩 증정된다. 해발 3,100m의 고지대여서, 선크림과 긴팔로 잘 가리지 않으면
빨갛게 변한 피부를 보게된다.
인상여강 쇼는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삼평 순정곡에서 이승을 떠나 옥룡제3국으
로 향해가는 연인들의 이야기는 3부 천상인간에서 묘사된다. 공연의 주제가는 ‘회가
(回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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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도마방(古道马帮)
차마고도를 통행하던 마방과 나시족의 이야기.
② 대주설산(对酒雪山)
설산을 바라보며 술겨루기를 하는 나시족들.
③ 천상인간(天上人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위해 자살하는
연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④ 타도조가(打跳组歌)
가무를 즐기는 즐거운 생활 풍습을 보여준다.
⑤ 고무제천(鼓舞祭天)
나시족은 하늘과 자연의 형제라고 하며, 하늘에
제사지내는 이야기.
⑥ 기복의식(祈福仪式)
옥룡설산이 내려다보는 성스럽고 신비한 땅에
서 나시족들이 복을 기원하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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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도협(虎渡峡) 트레킹
리장버스터미널(麗江客運站)에서 차오터우(橋頭) 혹은 샹그리라(香格里拉) 가는
버스를 타고 차오터우(橋頭)에서 하차한다. 버스로 2시간이 소요되며, 샹그리라행 버
스는 차오터우에서 정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요금은 15위안.
① 차마고도 등산 트레킹
이 길은 일명 차마고도라 불리우며 고
대로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길이다.
오래전 노새에 물건을 싣고 걸었던 길
이었는데 현대에는 용도 폐기되어 지
금은 세계 3대 트레킹 코스가 되었다.
세계 3대 트레킹 코스는 ① 뉴질랜드
밀포드 트레킹, ② 페루 마추피추 잉
카트레일, ③ 운남성 옥룡설산이다.
호도협 트레킹은 대개 차오터우(桥头)에서 시작한다. 리장에서 갈 때 금사강을 건너는
다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차오터우이다. 차오터우에서는 28밴드에 올라가는 말을
협상하기도 하고, 차마객잔, 중도객잔, 티나게스트하우스까지 가는 빵차를 섭외할 수
있다.

호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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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차 한 대 전세내는데에 티나게스트하우스까지는 200위안, 차마객잔과 중도객
잔까지는 300위안 정도 한다. 인원이 차면 떠나는 합승 빵차는 7명까지 태우며 1인당
70위안이다. 아래에서 중도객잔까지 올라가는 도로는 놀이공원의 바이킹보다 스릴있
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차할때까지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차오터우에서 내려서 호도협 매표소까지 도보로 10분이다. 입장권 구매하고 등산로
입구까지 30여 분 걸리며, 나시객잔까지 도보로 2시간이 소요된다.
말을 탈 경우, 나시객잔부터 28밴드 정상까지 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을 타고 28밴
드를 올라가면 고갯마루 정상에서 내리게 되며, 거기서 차마객잔은 1시간 이내이다.
28밴드는 28번 구부러진다 하여 붙
은 이름인데, 경사가 꽤 심하여 도보로
올라갈 경우 체력안배에 신경써야 한
다. 난이도는 서울 북한산 깔딱고개 수
준인데, 좀 더 길다. 말은 편도에 200
위안정도에 협상할 수 있으며, 현지인
들은 150위안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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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폭포부터 티나게스트하우스까지 하산길이 이어진다. 트레커들은 티나게스트하
우스에서 산행을 마치고, 3시반 버스를 타고 리장시내로 돌아오게 된다. 호도협 트레
킹은 이틀동안 약 8~10시간을 걷게 되며, 난이도는 서울의 인왕산보다 어렵고, 북한
산보다 쉽다.
트레킹 코스에 있는 객잔들은 오랜 세월동안 외국인 트레커들을 상대해 왔으므로, 서
양식 아침식사와 간단한 서양요리를 제공할 줄 알며, 가장 많은 방문자인 한국인을 위해
토종닭 삼계탕 메뉴도 선보이고 있다. 고산지대이므로 밤에
는 쌀쌀하고 모든 숙소의 침대에는 전기장판이 깔려있으며,
방마다 딸린 화장실에서 핫샤워가 가능하다. 고산지대이므

구간과 소요시간

로 한여름에도 밤에는 춥다. 이곳의 전기장판은 과열되지

차오터우

않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만수무강의 지름길이다.

↓
매표소(10분)
↓
등산로 입구(30분)
↓
나시객잔(2시간)
↓
28밴드(2시간)
↓
차마객잔(1시간)
↓
중도객잔(2시간)
↓
티나객잔(2시간)

←
백수대

Tina’s G.H.
매표소 선착장
따쥐
방향

학교

←

챠오터우
마을

(차마객잔)
야차촌
28굽이(정상)
(중도객잔)
번디완마을
나시 G.H.
높은길

옥룡설산
강)
(금사
리장 사강
진
←

2.5시간

3시간

8km

3km

출발점

나시 G.H.

리장방향

1.5시간 1시간 1.5시간 1시간
3.5km

5km

정상

5km 2.5km

중도객잔
차마객잔

Tina’s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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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객잔부터는 비교적 완만한 가벼운 트레킹 코스가 중도객잔을 지나 폭포까지 이어

리장

② 상호도협 & 중호도협

차오터우 차량 매표소에서 티나게스
트하우스 방향으로 조금 더 진행하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상호도협이다. 입
구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줄지어 주차
되어 있으므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곳에서 금사강으로 내려가면 호랑
이가 발을 디디고 건넜다는 바위를 볼
수 있다. 단체관광객들은 시간관계상
주로 상호도협을 방문하게 되는데, 진
짜 구경거리는 중호도협이다.
중호도협은 티나게스트하우스 뒤편에
있는 다리를 건너서 200m쯤 도로를
따라가면 우측에 작은 구멍가게가 보
이고, 그 옆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가
야한다. 가게 벽면에 호도협이라 써 놓
은 큰 글씨 표지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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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삼가는 것이 좋다. 수백미터의 수직절벽을 깎아 만든 아슬아슬한 계단을 따라 지그
재그로 30분정도 내려가면 급류를 이루며 포호하는 금사강물과 거대한 호도석을 만
나게 된다. 점프력이 마이클조던 급의 호랑이가 이 바위를 딛고 금사강을 건너 반대편
절벽위로 뛰어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다. 우기때는 물이 흙탕물이지만, 건기에는 아름
다운 옥색을 보여준다. 호도석까지는 출렁다리가 가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사
설로 만든 것이어서 입장료 10위안을 별도로 내야 통과할 수 있다. 호도석을 제외한
다른 전망대는 무료이다. 습기가 있을때는 미끄러우므로 중호도협 트레킹에는 접지력
을 신뢰할 수 있는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신는 것이 안전하다. 코스 중간의 작은 매점
이 여러개 있어서 물과 음료수, 과일을 사먹을 수 있다. 중간에 위치한 매점에는 천제
(天梯)라고 불리는 거의 수직에 가깝고 긴 사다리가 있어서, 지나가는 여행자의 담력
을 시험한다. 천제 사다리를 타고 올
라가면 코스를 조금 단축할 수 있지
만, 겁먹어서 오히려 수명을 깎아먹
을 수 있으니 각자 알아서 선택할 일
이다.

Tip
티나게스트하우스에서 중호도협 입구
까지 사이에 계곡을 조망할 수 있는 전
망좋은 커피샵이 몇 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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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호도협 트레킹은 무릎에 많은 부담이 오므로, 무릎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나 노약자

리장

③ 호구잔도(虎口棧道)
호구잔도는 리장쪽으로 금사강 건너편에 있는 도보 트레킹 코스이다. 상호도협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입구에서 왕복 1시간정도 걸린다. 이 코스는 금사강 수면에 가까워
서 물을 바라보면서 계곡구경을 하기에 좋은 길이다. 2018년 현재는 낙석으로 인해
폐쇄되었으며 안전공사가 진행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호구잔도에서 수십미터 위쪽에는 고대부터 사용해온 차마고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상호도협에서 티나게스트하우스 가는 길에 우측 강건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7) 옥수채(玉水寨)

나시족의 발원지이며, 동파문화의 성지인 곳이다. 옥룡설산의 눈녹은 물이 지하수로
흐르다가 지표면에 분출하는 곳이 이곳이다. 이곳의 물이 흘러서 흑룡담을 거쳐 리장
시내로 유입된다.
옥수채 입구와 사원 좌우에는 붉은 호랑이와 하얀 야크가
인왕상처럼 앉아있다.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가
아니라, 좌백우(左白牛) 우적호(右赤虎) 인 셈이다.
옥수채의 주신(主神) 앞에는 여강원(麗江原)이라 적혀 있
다. 이곳의 여신은 얼굴은 사람이고 몸체는 코브라 뱀을 하였
으며, 수원(水源)을 지키는 신이자 여강의 자연을 신격화 한
것이다. 농경문화권에서 용(龍)은 수신(水神)이며, 용의
현실적 모습은 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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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파만신원(東巴萬神園)
나시족 동파신앙의 판테온(萬神殿) 이
라 볼 수 있다. 동파종교는 토착신앙에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형태이다.
2개의 거대한 나무기둥으로 된 입구를
지나면 신로도(神路圖)라는 길이 나오
는데, 좌측은 진입로, 우측은 출구이다.
좌측으로 들어가서 우측길로 나와야만
하며, 가운데에 그림이 그려진 길은 신
성한 곳이어서 절대로 들어가거나 밟으
면 안된다. 한국에 못 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가운데 길의 그림은 지옥, 인간세상, 천
국으로 나뉘어 있으며, 해당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 들을 묘사해 놓았다. 구체
적으로 어떤 죄를 지으면 이러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된다는 것,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것 등등을 직관적인 이해가 가
능하도록 부조로 만들어 놓았다. 19금
에 해당하는 다소 민망한 묘사도 많으니
눈을 크게 뜨고 살펴 볼 일이다.
인공동굴과 누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금빛 신상과 좌우의 신은 ‘지존삼성신(至尊三
聖神)’ 이라 하는데, 이 지역 동파신앙의 주신(主神)이다. 옥수채의 뱀신여신도 여기
금빛신의 아래에 있다고 한다.
입장료는 15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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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부 木府
Add 여강시 고성구 대연진광의가 49호 Access 리장고성내에서 도보
Hour 09:00~17:00 Price 60위안

리장 고성 사자산(狮子山) 아래에 있으며, 이 지역을 500년이상 통치했던 목씨성을
가진 지방정권의 궁전이며, 중국 AAAA 수준의 명승지이다. 목부 궁전을 둘러보다 보
면 용의 발톱이 3개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목왕부(木王府)라 칭하지 못하
고 그저 목부(木府)라고 할 뿐이다. 황제가 인정하는 왕은 못되고 지방 족장정도의 지
위인 셈이다.
리장 사람들은 ‘북쪽에는 자금성, 남쪽에는 목부(北有故宫, 南有木府)’라는 자화자
찬을 하고 있으나, 별로 인상이 강한 궁전은 아니다. 이곳에서는 ‘대리삼탑사, 려강석
패방(大理三塔寺, 丽江石牌坊)’이라 하며 목부의 아름다운 석조건축물을 칭송해 왔
는데, 문화혁명때 파괴되었다가 재건
축 되었다. 리장 목씨정권이 등장하는
TV사극 《木府风云》의 촬영지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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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담 공원 黑龙潭公园
Add 여강시 고성구 민주로 1호 Access 리장고성 입구에서 도보 5분
Hour 07:00~19:00 Price 30위안

리장고성 북쪽의 상산(象山)아래에 있는 호수이며, 다른 말로 옥천공원(玉泉公园)이
라 한다. 호수의 물은 옥룡설산에서 내려온 눈 녹은 맑은물이 호수바닥에서 솟아나며
생긴 것인데, 최근에 다른 지역에 토목공사를 많이 하면서 지하의 수로가 끊어져서 탁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의 맑고 아름다운 호숫물은 이제는 보기 어렵
지만, 옥룡설산을 배경으로 한 경치는 리장을 대표하는 풍경이어서 항상 카메라를 든 많
은 관광객으로 붐빈다. 이곳에 용신사(龙神祠)가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흑룡담공원
을 흔히 용왕담(龙王庙)이라 부른다.
국가AAA급 관광지이며, 입장료는 3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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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진 束河古镇
Add 운남성 여강시 속하로 Access 택시
Hour 연중무휴 Price 북문 입장시 무료

속하(束河)는 ‘높은 봉우리 아래 위치
한 마을(高峰之下的村寨)’이라는 의
미이다. 리장에서 8㎞ 떨어져 있는 속
하고진은 차마고도의 역참으로 발전했
으며, 리장고성이 건설되기 전에 나시
족이 발원한 곳 이기도 했다. 리장고성
보다 역사적으로 더 오래되었다. 다리
위에는 마방들이 다니면서 닳아버린
돌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예
전에는 얼마나 많은 상인들로 북적였
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속하고진은 리장고성에 딸린 부록으
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
었는데, 사실을 알고보면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리장고성이 유흥가로 개발
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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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
되기 어려워지자, 속하고진을 끼
워서 등록하면서 리장고성이 함
께 무임승차 하게 된 것이다. 이런
편법적 등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데,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는 석림
(石林)이 있다.
리장의 혼잡함에 피곤함을 느낀
사람이라면, 속하고진에서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은 비교적 한적하며 야간의 리장고
성처럼 휘황찬란하지 않아 유서깊
은 천년고도의 풍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마을안에는 말이 끄는 관
광객용 마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차가운 물이 수로에 가득 흐른다.
수년전부터 입소문이 나서 개인여행자들로 붐비기 시작했으며, 아예 속하고진에 숙소
를 잡고 장기체류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사방가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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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백사고진 白沙古镇
Add 운남성 여강시 옥룡나시족자치현 Access 11, 3, 4, 8번 버스를 타고 옥수채에서 6번으로 환승, 혹은 택시 30분
Hour 연중무휴 Price 백사벽화 관람시 30위안

리장에서 북쪽으로 10㎞ 떨어진 마을이다. 한때 나시족의 수도 였었으며, 정치, 경제,
상업 및 문화의 중심지였다. 리장 일대를 통치한 목씨(木氏)가문의 발원지이며, 리장
고성과 패키지로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었다.
이 마을의 유일한 볼거리는 백사벽화(白沙壁画)이다. 명나라때 제작된 이 벽화는 티
베트 불화의 전통을 잘 잇고 있으며, 총 12점의 그림이 167명의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데, 리장벽화의 최고 전성기 시절의 화
려함을 보여준다. 현재 원본은 박물관
에 있으며, 이곳에 전시된 것은 전사
출력물이며, 벽화의 예술수준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몫이다.
백사고진의 입장료는 없으나, 백사벽
화(白沙壁画)를 볼 경우에는 30위안
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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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벽화

Y u n n a n

T r i p

About

Point

Food & Cafe
맛집 & 카페

리장

백운정 白云亭
Add 花马街S-17号 Tel 0888-5103366

리장의 한국식당으로는 서울가든이 유
명하였으나 이미 2년여전에 폐업하였
고, 현재는 백운정이 가장 대표적인 한
식당으로 자리하고 있다. 여기 음식은
한국 정통의 맛과는 조금 다른데, 중국
식으로 변형된 맛을 보여주며, 연변 조
선족 스타일의 형태와 맛에 가깝다. 냉
면과 삼겹살, 김치찌개 등등 낯익은 메
뉴를 볼 수 있다. 리장고성에서 가까우
며 주차 편하고 찾기 쉽다.

묘적천공지성 猫的天空之城概念书店(丽江古城店)
Add 五一街兴仁上段75号转饮玉巷2号 Tel 0888-8880662

2층으로 된 북카페이며 아기자기한 실내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시간을 낚는 여행자들
이 의자에 퍼져있다. 리장고성내에서는 손꼽히는 커피샵이지만 정작 커피맛은 별로이
다. 어딘가 일본풍의 냄새가 나는 퓨전스타일 카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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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프라하 카페 布拉格咖啡馆
Add 新华街黄山下段50号2楼 Tel 0888-5123757

리장고성안에서 외국인들에게 몹시
사랑받는 카페. 커피와 차 뿐만 아니라
싱글몰트 위스키와 와인, 이태리 파스
타, 가벼운 샌드위치 등등을 판다. 싱글
몰트 라프로익 10년산이 불과 8만여
원밖에 안하며, 파스타 맛도 훌륭하다.
프라하 출신의 체코인이 운영한다.

사쿠라 카페 樱花屋金酒吧
Add 新华街黄山下段50号2楼 Tel 0888-5123757

한국여인이 중국남성과 결혼하여 낸 카페. 리장고성에서 가장 성
공한 주점으로써 지금은 주변까지 확장하였고, 대리에 지점도 있다.
각 점포마다 테마가 다른데, 춤추는 클럽분위기부터 라이브바, 커피샵까지 다양하다.
리장 고성안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며, 사쿠라 카페의 성공이후 유사한 컨셉의
점포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리장고성 르네상스를 이끈 일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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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동파 관경대 东巴观景台
Add 新华街黄山上段65号 Tel 0888-5124719, 15240986441

만고루 아래에 있어서 리장 시내를 내
려다 보는 경치가 장관이다. 이 주변에
전망대를 겸하는 카페들이 몰려있으므
로, 굳이 입장료를 내고 만고루에 올라
가지 않아도 충분하다. 커피와 맥주를
팔고 있으며 사진기를 든 여행자들로
항상 붐빈다.

차마아각 관경대 茶马雅阁观景台
Add 新华街黄山上段66号旁边岔路口 Tel 13988810048, 18787651378

리장고성에서 제일 경치좋은 카페이
다. 만고루 아래에 있어서 리장고성의
지붕들을 굽어볼 수 있다. 리장고성을
내려다 보는 노천 테라스는 명당자리
여서 항상 줄을 서는 대기자들을 볼 수
있다. 따뜻한 고원지대의 햇볕을 쬐다
보면 어느덧 저녁때에는 홀랑 탄 얼굴
을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고성 푸드코트
Add 여강고성 미식일조가(丽江古城美食一条街)

고성내에 있으며, 간식과 가벼운 식사가 가능하다. 신기한 음식이 많으니 눈요깃거리로
도 훌륭한 곳. 바위에서 채집한 신기한 버섯요리부터 양꼬치, 각종 푸딩, 탕 종류, 냄새
심한 취두부 튀김까지 없는 것이 없다. 각각의 부스에서 산 음식들을 중앙의 테이블에
서 먹을 수 있다. 오래 있다보면 옷에 취두부 냄새가 배어 괴로워 질 지도 모른다. 중국
인들의 인기 간식인 취두부 튀김의 냄새는 홍어회보다 심각하고, 향수보다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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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 & 리조트

리장

리장 양광납리 도가객잔 丽江阳光纳里度假客栈
Add 丽江光义街金星巷41号
Hour 체크인 12:00 이후, 체크아웃 13:00 이전 Price 발코니 있는 트윈룸 90,000원 부터 | 비자, 유니온 페이 가능

상당히 럭셔리한 나시족 전통가옥 호텔이다. 넓은 샤워 부스와 편안하고 공간이 넓어
고급스럽다. 구시가지에 있어 위치도 훌륭하다. 목부와 사방가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으며, 나시족 전통양식의 안뜰 스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일광욕용 테라스와 자체 레
스토랑도 괜찮은 편이다. 모든 객실에 편의시설이 거의 완벽하며, 요청시 렌트카 및 자
전거 대여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 맛사지도 받을 수 있고, 티켓 서비스와 식료품 배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커플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9.9에 달하는 호평을 받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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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한팅 익스프레스 汉庭酒店 丽江古城 大水车店
Add No.293 Minzhu Road, 신시가지, 리장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트윈룸 21,267원 부터 | 유니온 페이 가능

중국의 비즈니스 체인호텔의 하나로
써, 전국에 수천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
다. 리장고성 입구의 한팅 호텔은 그 위
치가 최고라는 칭송을 듣기에 부족함
이 없는 곳에 자리한다. 2017년에 리
모델링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객실과
시설을 갖고 있으며, 리장고성의 상징
인 물레방아가 있는 곳에서 큰길로 나
오면 사거리에 있다.
호텔의 위치는 신시가지이지만, 고성 입구이므로 관광에 유리하다. 리장 고성안의 전
통가옥 호텔들은 공간이 좁고 습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팅은 그런 단점이 없으면서
도 고성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홀로 여행자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리
장에 한팅호텔이 여러개 있으므로, 반드시 丽江古城 大水车店을 찾아야 한다.

리장고성 거현정품 객잔 丽江古城居贤精品客栈
Add 丽江丽江古城南门街宝屋巷59号
Hour 체크인 12: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싱글룸 21,000원 부터 | 현금만 가능

리장고성의 중심인 사방가에 위치한
나시족 전통가옥 호텔. 밤의 야경이 아
름답고 여행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일찍 매진되므로 빠른 예약
이 필요한 인기 숙소이다. 커플들이 가
장 선호한다는 호텔로써, 부티크 호텔
을 지향하고 있다. 나시족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객실 실내가 상당히 넓어서
호평을 받고 있다. 독립적인 이용후기
에서 가장 평점이 높다. 리장 인기지역
에 있어서 위치도 훌륭하며, 실속있는 가성비 만점의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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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Four Season Inn 四季客栈
Add 丽江丽江古城区大研古城南门宝屋巷3-1号
Hour 체크인 07: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더블룸 59,000원 부터 | 유니온페이만 가능

리장의 유명한 숙소로써, 중국 북부와 남부의 양식을 적용한 건축물과 안뜰이 특히 인
상적이라 소문났으며, 자갈길과 나시족 전통 주택이 아름다운 개울을 따라 은은하게
펼쳐지는 고풍스러운 호텔. 예약이 폭주하므로 숙박하기에는 운이 필요하다. 리장 남
문 다리에서 300m 떨어져 있으며,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비즈니스 센터, 컨시어지
서비스와 선물 매장도 이용할 수 있다.
호텔에서 자전거와 차량을 대여해 주며, 인근에서 승마체험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다.
커플 선호도 평점 10을 획득한 곳이며,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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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리장 일사심원 정품도가 객잔
丽江逸舍沁园精品度假客栈
Add 丽江古城区五一街兴仁上段97号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싱글룸 30,000원대 | 모든 카드 가능

항상 매진을 기록하는 전설적
인 숙소. 이 숙소 예약에 성
공할 수 있다면 로또에 도전
해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
만큼 인기가 좋으며 직원들은
친절하고 분위기가 좋다. 리
장 호텔로써는 특이하게도 분
위기 좋은 야외 수영장이 있
어서 투숙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야간에 수영장에 조명
이 들어오므로, 환상적인 저녁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흑룡담 공원까지 25분 거리이며,
객실 시설과 구비된 소품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정원과 테라스가 있으며, 주방 사
용도 가능하다. 식료품 배달, 매표 서비스, 무료 주차가 제공된다.

리장 조공부저 객잔 丽江赵公府邸客栈
Add 丽江大研古城义尚街文华巷17号
Hour 체크인 07:00 이후, 체크아웃 13:00 이전 Price 트윈룸 32,000원 부터 | 유니온페이만 가능

지리적 위치가 좋고, 숙소 주
변환경도 넓고 시원하다. 문
앞에는 나시족 노점상들이
있어서 눈요깃거리가 충분하
고, 숙소 실내는 쾌적하다. 직
원들이 매우 친절하다고 소문
난 객잔. 나시족 전통가옥 건
물이 상당히 아름다우며, 현
대와 고대가 잘 조화된 인테
리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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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루구호
瀘沽湖
Lugu

여인국의 실제 모델인 루구호 지역은 지금까
지 이어져 오는 모서족 모계사회의 전통을
갖고 있다. 아름답고 맑고 푸른 루구호를 중
심으로 운남성과 사천성에 걸쳐 결혼제도가
없는 모서족 여인국 땅이 펼쳐져 있다. 리격
반도와 리무비도를 거치는 호수 보트유람과
격모여신산의 풍광은 스위스 루체른 호수보
다도 아름답다.

루구호

격모여신산

리격반도
루구호

초해
리무비도

낙수촌

부두

루구호 전망대

루구호

01 루구호 교통편
1. 항공
닝랑 루구호 공항(宁蒗泸沽湖机场)이 2017년 12월에 개장하였다. 공항은 닝랑현
홍교 석불산(石佛山) 아래에 있으며, 루구호 경구에서 정남방향으로 25㎞에 위치하
고, 닝랑현까지는 50㎞이다. 해발 3,292m에 있어서 고원(高原)공항으로 분류되며,
저지대에서 비행기로 도착할 경우 고소증상을 느낄 수 있다.
- 닝랑 루구호 공항 출발 항공편

(2018년 1월 기준)

항공편

출발

도착

항공사

출발시간

도착시간

8L9828

닝랑

곤명

상붕항공

12:45

14:00

MU5938

닝랑

곤명

동방항공

10:45

11:50

8L9698

닝랑

성도

상붕항공

17:20

18:50

- 닝랑 루구호 공항 도착 항공편

(2018년 1월 기준)

항공편

출발

도착

항공사

출발시간

8L9827

곤명

닝랑

상붕항공

10:50

도착시간

11:50

MU5937

곤명

닝랑

동방항공

08:55

10:05

8L9697

성도

닝랑

상붕항공

14:50

16:30

2. 기차
기차는 현재 없으나 조만간 사천성 성도에서 루구호에 도착하는 철도가 2018년에 개
통될 예정이다. 머지 않아 기차로 루구호를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호수 교통
보트 가격과 행선지
낙수촌 옆에 있는 부두인 낙수마두(落水码头)에서 탑승한다. 배 시간은 따로 없고, 인
원이 모일때까지는 배가 떠나지 않으므로 기다려야 한다. 배 한척을 전세낼 경우 원하
는 시간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지만, 한 척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 리무비도(里务比岛) 50위안

- 토사도(土司島) 100위안

- 리격(里格) 180위안

- 초해(草海) 180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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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스
1) 리장 ↔ 루구호
5시간이 소요된다. 리장에서 루구호 가는 버스가 많지 않으니, 버스편이 없을 경우 닝
랑에 가서 루구호 가는 버스를 타면 된다. 닝랑현에는 루구호에 가는 버스가 많다.
행선지

리장→루구호

루구호→리장

출발

도착

출발

丽江古城南门

大落水村

08:00

4시간

소요시간

요금

85

世纪华联(玉缘店)

里格村

08:00

4.5시간

100
85

丽江古城南门

大落水村

08:20

4시간

丽江古城忠义市场

大落水村

08:25

4시간

85

丽江古城白龙广场

大落水村

08:30

4시간

85
85

丽江古城北门

大落水村

08:35

4시간

丽江客运站

泸沽湖客运站

09:00

5시간

66

丽江客运站

泸沽湖客运站

10:00

5시간

66

束河古镇

大落水村

14:00

5.5시간

93

丽江古城北门

大落水村

14:20

5.5시간

88

丽江古城南门

大落水村

14:35

5.5시간

88

丽江客运站

泸沽湖客运站

15:00

5시간

80

泸沽湖客运站

丽江客运站

09:00

5시간

66

泸沽湖客运站

丽江客运站

10:00

5시간

66

泸沽湖旅游集散中心

丽江

14:00

5시간

80

大落水村

丽江古城管理局路口

14:30

4시간

85

大落水村

丽江古城北门

14:30

5시간

80

大落水村

丽江古城南门

14:30

4시간

85

大落水村

丽江古城南门

15:00

4시간

85

大落水村

丽江古城白龙广场

15:00

4시간

85

大落水村

丽江火车站

15:00

4시간

85

大落水村

丽江古城忠义市场

15:00

4시간

85

2) 리장 ↔ 닝랑(宁蒗)
리장 → 닝랑(宁蒗) : 리장에서 닝랑가는 버스는 횟수가 많으므로, 닝랑까지 와서 루
구호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버스는 리장
丽江客运站에서 宁蒗客运站으로 간다. 하루에 14편이 있다.
3시간 소요. 중형버스 31위안, 대형버스 36위안.
버스시간 : 08:00 / 08:15 / 09:00 / 09:10 / 10:00/
10:20 / 11:30 / 12:00 / 12:30 / 13:30 /
14:00 / 14:40 / 15:30 / 16:30
닝랑(宁蒗) → 리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16시 30분까지 14회 운행한다. 중형버스
31위안, 대형버스 36위안.

166 | Yunnan

루구호

02 모서족은 어떤 종족인가?
모서족(摩梭族) 혹은 모서인(摩梭人)이라고 불리는데, 루구호를 중심으로 운남성 리
장시 닝랑 이족자치현(宁蒗彝族自治县), 사천성 양산이족자치주 염원현/목이현(四
川省 凉山彝族自治州 盐源县/木里县) 양쪽 성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으며, 총 인구
는 약 4만 여 명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나시족의 분파로 분류하였지만 이것은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중국
이 건국한 이후에 전 중국의 소수민족을 조사하였는데, 대략 230여 종족이 등장하였
다. 중국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종족숫자를 줄여야 했고, 현재 56개 소수민족
으로 정리하면서, 관계가 없는 종족인데도 기계적으로 연결지어준 사례가 많다.
모서족은 지역적으로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시족 지파에 분류시켰지만, 실제로
는 나시족과 관련이 없다고 하며 장족과 몽골족에 가깝다고 한다. 운남성에서는 나시
족의 분파로 분류하지만, 사천성에서는 몽골족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일단 모서족은 언어가 나시족과 다르다. 나시족의 동파문자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모서족은 문자가 없는 종족이어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민족
의 기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래전에 중국 한자를 빌려다가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미개했음을 반증한다.
모서족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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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족은 모계사회이자 모권사회이며 결혼제도가
없다. 모계사회, 부계사회는 족외혼 전통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며, 대부분의 모계사회는 부권사회
인 경우가 많은데, 모서족은 모권사회의 전통을 갖
고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항상 우선한다. 여성을
상징하는 것은 남성의 상징보다 크게 표현되며, 남
성은 여성의 하위에 위치한다. 그래서 별명이 여
인국(女人國)이다.

주혼(走婚)제도
모서족은 결혼제도가 없으나
남녀간의 자유연애가 존재한
다. 주혼을 현지말로는 아하(
阿夏) 혹은 아주(阿注)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아주(阿注)
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아하(
阿夏)라고 한다. 아하(阿夏)
는 모서족 언어로 ‘남녀가 결

모서족의 남녀관계에는 직계 근친혼 이외에는 금

합한 사랑의 반려자’라는 의

기가 없는데, 유일한 금제라면 옆동네 이족과의 연

미이다.

애는 절대 안된다고 한다. 루구호 지역도 닝랑 이

대개 아하(阿夏)의 시작은 마

족자치주의 일부이며, 이족들의 세력이 큰 곳인
데, 어디나 그렇듯이 옆동네와는 사이가 나쁘기 마

을 중앙의 광장에서 시작된다.
달밤에 모닥불을 피워놓은 광
장에 나와서 남녀가 강강수월

련이다. 이족과 모서족은 한일(韓日)관계같은 사

래 하듯이 모닥불 주변을 돌며

이여서 이족과 연애하면 지역에서 축출된다는 것

단체로 춤을 춘다. 이때 손을

이다.

잡고 춤을 추다가 호감을 느끼

공개적으로는 자식의 친부가 누구인지 거론하지

로 간지럽힌다고 한다.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이 성장하면 모친

밤에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인

은 친부가 누구인가를 알려준다고 한다. 친부와 가

의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끔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흔하다는 것이다.

면 상대의 손바닥을 손가락으

남자가 마음에 들 경우 여자
는 창문으로 남성을 들어오게

현대에는 모서족 주혼제도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

한다. 남성이 마음에 안 들 경

으며, 남녀가 만나서 일대일로 결혼하고 평생 해로

우, 여성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

하는 경우도 흔해졌다. 특히 루구호 지역이 아닌
중국의 다른 지역에 나와서 살고 있는 모서족들은

며 두사람간의 관계는 성사되
지 않는다. 남성은 잠자리를 같
이 한 후, 아침이 되기전에 여

한족의 결혼풍습처럼 남녀가 일대일로 만나 결혼

성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제도에 적응해 가고 있다.

하(阿夏)관계의 규칙이다.

신기하게도 모서족 언어에는 ‘사랑한다(愛)’는 용

모서인의 한자뜻을 검토해 보
면, 모서어로 모는 ‘잘한다’는

어가 없다고 한다. 그냥 호감을 갖는다는 뉘앙스

뜻이며, 서는 ‘몰래 들어가다’

정도의 표현은 있으나, 정작 ‘사랑한다’, ‘좋아한

라는 의미여서, 모서인은 ‘여자

다’는 표현은 없다는 것이다.

의 집에 몰래 잘 들어가는 사람
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모계사회지만, 남성은 파트너

Tip

여성에게 선물과 꽃, 음식, 경

기억해 둘 모서족 단어

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사합니다 : 아미제 / 안녕하세요 : 로짜

는 금전을 선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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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루구호 음식
1. 요구르트
야크의 젖으로 만든 요구르트가 이지
역 특산중의 하나이다. 가게와 노점에
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점성이 연두부에
가까울 만큼 높아서 거꾸로 뒤집어도
흐르거나 쏟아지지 않는다. 주로 굵은
빨대나 숟가락으로 먹는다. 맛이 훌륭
하니 필히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2. 모서 햄 摩梭火腿
모서족들은 돼지를 통으로 염장하여 햄(火腿)으로 훈제 건조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햄
으로 건조중인 돼지가 몇 마리가 있냐가 부의 척도라고 할 정도다. 부유한 집은 3-4마
리의 돼지를 햄으로 건조한다고 한다. 햄은 그냥 썰어서도 먹고, 각종 식재료와 볶기도
하며, 탕에도 넣어 끓여 먹는다. 모서인들은 석과어나 훠궈에도 햄을 듬뿍 넣는다. 모
서족의 햄은 흑룡강성 하얼빈 소시지(紅腸)나 햄보다도 맛이 훌륭하다.

3. 버섯 훠궈
대낙수촌 메인로드에는 버섯 훠궈집이 흔
하지만, 리장이나 쿤밍보다는 못하다. 호
숫가 뒤편 도로에 많다. 훠궈에 모서족의
햄을 넣어 먹는 경우가 흔하며, 여기서밖
에 맛보지 못하는 햄 이므로 주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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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겹살
루구호 지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삼겹살
요리가 있다. 모서족 토종돼지의 비계가
있는 삼겹살 부위를 적당한 두께로 썰어
서 프라이팬에 구워먹는다. 한국 삼겹살
보다 맛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정
도다. 제주도 토종 흑돼지와 흡사한 식감
과 맛이 난다. 칭커주와 함께 먹으면 고향
음식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다.
고도역참 화당화과 古道驛站 火塘火鍋 : 대낙수촌 메인로드
Add 黑龙潭正大门停车场旁(民主路1号)
Tel

139870421 28

5. 소리마주 苏里玛酒
모서인들의 전통 술이며 알콜돗수는 10~12도 전후. 모서족 언어로 소
리마(苏里玛)의 뜻은 ‘여신의 우유’라는 의미이다. 홍미(红米), 쌀보리
(青棵), 밀, 옥수수, 기타 곡식으로 만들며, 모서족의 맥주 혹은 와인이
라고 불리운다. 양조 재료와 돗수, 향기와 맛으로 미루어 볼 때, 청주 계
열의 술이다. 색상은 맑은 황금색이며 맛은 달고 시큼털털하고 현지 풍
미를 경험하기 위해 마셔볼 뿐, 굳이 한국까지 사오는 사람은 보이
지 않는다. 현지인들은 잔에 따라 마시기도 하지만, 대나무 빨
대를 이용하여 마시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와인병 크기의 소리
마주 한병에 25위안 정도면 가게에서 구매 가능하다.

5. 석과어
루구호 명물중의 하나이며, 이 지역에서
양식한 싱싱한 물고기로 즉석에서 요리해
준다. 입구에서 생선을 선택하면 바로 앞
에서 무게를 달고 잡아서 요리의 전과정
을 볼 수 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돌솥 앞
에 있으면 몽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한다.
수증기가 가장 절정일 때, 밖으로 국물이
튀기도 하므로 조심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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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u

The Best day Course

2Day
코스

1Day

1

2

3

리장

루구호

격모여신산

2Day
7

6

5

4

리장

초해

리격반도

리무비도

루구호

격모여신산

리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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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구호 泸沽湖
Add 여강시 루구호 Access 낙수촌에서 도보
Hour 연중무휴 Price 100위안

루구호는 리장의 북동쪽으로
200㎞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
수면의 고도가 2,685m에 위
치하는 산정호수이다. 면적은
48.5㎢이고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약 100여m에 이른다. 호
수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호수 안에는 8개의 섬이있다.
운남성 리장시 닝랑 이족자치현
(宁蒗彝族自治县)과 사천성 양산이족자치주 염원현/목이현(四川省 凉山彝族自治
州 盐源县/木里县) 양쪽 성에 걸쳐 있으며, 모계사회의 전통을 가진 여인국(女人國)
으로 외부세상에 알려져 있다.
호수의 물이 맑고 물색이 예뻐서 중국 7대 아름다운 호수의 하나라고도 불린다. 루구호
전망대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이는 격모여신산(格姆女神山)은 여인이 누워있는 모습
이라고 하며, 리격비도 앞의 반도는 남성이라 한다. 격모여신산 아래편이 여인국이라 불
리운 지역이며, 루구호 경구 곳곳에 여인국(女人國)이라는 단어가 흔히 보인다.
호수안에 토사도(土司岛), 리무비도(里务比岛), 리격도(里格岛) 등의 섬이 있고, 보트
를 타고 섬까지 관광할 수 있다. 토사도(土司岛)는 뱀이 많아서 뱀섬(蛇島)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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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모여신산 格姆女神山
Add 泸沽湖 风景区 宁蒗县 泸沽湖 狮子山 Access 대낙수촌에서 택시
Hour 08:30~17:30 Price 입장료 포함 리프트 110위안

격모여신산은 사자산(狮子山)이
라고도 불리며, 해발 3,770m로써
루구호 지역의 최고봉이다. ‘격모
(格姆)’는 모서족 언어로 사자를
의미한다고 하며, 격모여신산의 의
미는 ‘백색 사자여신의 산’ 이라는
뜻이다. 모서족에게는 가장 신성
시 되는 성산이며, 전설에 의하면
격모여신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산 정상 바로 아랫편에 여신동(女神洞)이라 불리는 거대한 동굴이 있는데, 케이블카로
동굴 아래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매년 7월 25일에는 이 동굴에서 격모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1천 년이상 지속해 온 모서족의 전통 종교축제이다.
2인용 리프트를 타고 해발 3,450m인 동굴까지 올라가는데에 30분이나 걸린다. 요금
은 110위안이며, 스키리프트와 동일한 형태인데 루구호를 조망하는데에 가장 좋은 방
법이다. 리프트에서 내려서 동굴까지 나무계단을 한참 올라가게 되는데, 고소증상 때문
에 몹시 숨이 차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입장료에는 리프트 비용과 입장료, 매표소에서 리프트까지 가는 모노레일 요금, 보험료
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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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비도 里务比岛
Add 루구호 풍경구 Access 보트
Hour 08:30~17:30(변동 심함) Price 루구호 입장권으로 통행 가능

리무비도는 루구호 안에 있는 작은 섬 으로써, 이천여년전에 이주해온 모서족이 이곳
에서 처음으로 거주한 곳이라고 한다. 모서족에는 의미가 있고 성스러운 곳 이어서, 매
년 6월이면 여기서 규모가 큰 종교행사가 있으며, 평소에도 많은 모서인들이 와서 기도
하는 곳이다. 섬 정상에는 티베트 불교사원인 리무비사(里务比寺)가 있다. 리무비사는
1634년에 건축되고 1989년에 중건되었다. 경내에는 석가모니, 관음보살, 겔룩파 창
시자 총카파 등이 모셔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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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에서 배를 타고 30여분 들어가야 하
며, 뱃사공은 섬 주변을 한바퀴 도는 옵션
을 제시하여 1인당 30위안을 더 챙기지
만, 30위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아름
다운 루구호에서 뱃놀이를 하다보면 무
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이 든다. 루구호 봉
래3도(蓬莱三岛)중에 첫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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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촌 구화만회 落水村 篝火晩會
Add 루구호 대낙수촌 Access 낙수촌에서 도보
Hour 20:00~21:30 Price 30위안

일명 모서야회(摩梭夜會, Moon light
dancing), 또는 모서구화만회(摩梭篝
火晩會)라고 불리는 모닥불 춤추기 파
티이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을
빙빙돌거나 혹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춤을 춘다. 원래 기원은 남녀가 만나는
자리였으나 지금은 관광객 대상의 쇼
가 되었다.
입장료는 30위안이며 대개 8시부터 시작한다. 맨 앞 명당자리는 일찍가야 앉을 수 있
다. 모서족 남녀들의 군무가 끝나면, 관광객들을 불러내서 같이 손잡고 모닥불을 빙빙
돌며 춤을 추고, 끝나면 포토타임이 있다. 소요시간 한시간.

초해 草海
Add 여강시 닝랑이족자치현 루구호 풍경구 Access 대낙수촌에서 택시
Hour 08:00~18:00 Price 루구호 전체 티켓으로 입장가능

호수 수면에 많은 풀 들이 서식하는 얕은 늪지대이다. 루구호의 일부분으로써, 사천성
과 운남성에 걸쳐 있다. 운남성 지역은 작지만, 사천성 지역은 상당히 넓어서 10㎢나
된다. 독특한 풍경이어서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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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원 호텔 泸沽湖摩梭园大酒店
Add Daluoshui Village, Lugu Lake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발코니 트윈룸 80,000원부터 | 모든 카드 가능

호숫가 길의 가운데에 있으며, 호숫쪽
발코니 방의 전망이 좋다. 호숫가가 보
이는 방과 안보이는 방의 가격차이는
두배이지만, 호숫가 방으로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호텔 내부 공간과 실
내도 상당히 넓으며, 뒤편 먹자거리로
통하는 문과 호숫가로 통하는 문이 있
어서 왕래가 용이하다. 호텔 주변에
작은 가게들이 있어서 편리하고, 호숫
가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어서 호수를 바라보며 커피 마시며
쉬기에 최적이다. 호텔 양측에 석과어
식당이 몇집 성업중이어서 식사하기
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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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Lige Village, 루구호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레이크뷰 스탠다드룸 144,706원부터 | 유니온 페이 가능

리격반도에 튀어나온 부분에 있어서 위치는 환상적인 곳이지만, 가성비는 떨어진다.
경치와 위치가 훌륭한 대신 가격은 높다. 루구호에서의 멋진 휴가를 꿈꾸는 사람에게
는 최적인 곳이지만, 장기체류 할 여행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특별한 여행이거나 신
혼여행 일 경우에는 투숙할 만한 멋진 곳 임에는 틀림없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배낭
여행자도 하루 정도는 자신에게 선물해 주면 좋을 호텔이다. 그러나 물가에 있어서 조
금 습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객실 테라스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다 보면 하루
가 훌쩍 지나간다.

루구호 타미헌 호텔 泸沽湖朵美轩精品湖景度假酒店
Add 宁蒗宁蒗泸沽湖吕家湾子
Hour 체크인 12:00 이후, 체크아웃 14:00 이전 Price 호수전망 싱글룸 104,000원부터 | 비자, 마스터, 유니온 페이 가능

대낙수촌의 호숫가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객실은 호수를 조망하는 독립된 베란다가 있
으며, 내려다 보는 루구호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다. 주변에 가게와 식당들이 많고, 조
금 걸어나가면 부두가 있으며, 바로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여럿 있어서 교통이 편리
하다. 호텔 뒤편 이면도로는 식당이 즐비한 먹자거리여서 위치가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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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거 페닌슐라 선샤인 클럽 泸沽湖里格半岛晴天客栈

06
샹그리라
香格裏拉
Shangri-La

샹그리라는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의 실제 무대라고 중국 정부에 의해
선포된 곳이다. 티베트 서장성 경계밖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는 송찬림사 사원과 장족
마을에서 티베트인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해발 3,500m의 고지대에서 고소
증상을 느끼며 바라보는 새파란 하늘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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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그리라

01 지역개관
운남성 샹그리라(香格里拉)는 본래 중디엔(中甸)이라 불리운 고장이다. 제임스힐튼
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나오는 이상향의 마을 이름인데, 아시아 각국이 제각각
자국에 샹그리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샹그리라는 대공황 이후에 정
서적으로 피폐해진 서구인들이 꿈꾸었던 몽환적이고 신비한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티
베트어로 ‘마음 속의 해와 달’을 뜻한다.
파키스탄, 네팔, 인도, 중국은 서로 샹그리라가 자국 국내에 존재한다며 오랜세월 논쟁의
불을 지펴왔으나, 중국이 중디엔을 ‘샹그리라’라고 개명하면서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샹그리라의 위치가 어딘가 하는 문제를 놓고, 수십년동안 세계각국에서 많은 추측이
있어왔다. 비록 소설이었지만 독자들은 샹그리라가 실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한편으로는 실재하기를 바라는 희망도 섞였다. 1937년에는 영화화 되기도 했다.
소설에서 콘웨이 일행이 이륙한 곳은 인도였는데, 처음에 비행기의 기수는 파키스탄으
로 방향을 잡는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지금도 샹그리라는 파키스탄 북부의 장수마을인
‘훈자’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훈자는 샹그리라로 여겨질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
잃어버린 지평선(Lost Horizon)은 1933년 발행된 영국의 소설가 제임스 힐튼이 쓴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이상향 샹그리라는 티베트 산속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영국의 외교관인 휴 콘웨이는 인도 영사로 재임중 1931년 5월에 인도의 바스쿨(Baskul)지방에
서 폭동이 일어나자, 영국인들을 파키스탄 페샤와르로 피난시키는 임무를 맡아, 비행기에 오른다.
그런데 콘웨이가 탄 비행기는 조종사의 계략에 의해 전혀 다른 장소를 비행하게 되었고, 조종사가
착륙도중에 사망하면서 이유도 모른채 히말라야에 조난당하게 된다. 그때 눈덮인 히말라야 산속
어디선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들을 따라 샹그리라라는 마을로 초대받는다. 샹그리라
는 그때까지 지도에도 없고 외부세계에 전혀 소개되지 않은 미지의 땅 이었다. 이때 본의 아니게 불
로불사의 땅인 낯선 샹그리라에 거처하게 된 콘웨이 일행이 신비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
야기이다.
여기서 만난 만주족 공주는 19살로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그녀가 콘웨이와 사랑에 빠져
서 외부세계로 도망나오자 그녀는 100살이 넘은 노파로 급격히 노화하면서 먼지로 변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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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중국은 당연히 중국땅 티베트 근처 어딘가라고 주장해 왔다.
소설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 샹그리라에 대한 묘사를 분석해보면, 파키스탄에서 기수를
돌려 티베트 땅을 날았다는 것이고, 샹그리라에는 뾰족하고 높은 설산 봉우리가 보였
다는 말이 나온다. 당시 소형 프로펠러 항공기의 항속거리가 파키스탄에서 티베트 고
원을 가로질러 운남성 북부까지 날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샹그리라는 서부 티베트 어
딘가로 비정하는 것이 올바른 추리이다. 그러나 샹그리라 북쪽의 더친에 있는 매리설산
은 소설에서 묘사한 설산과 꽤나 흡사하며, 중국의 샹그리라를 선정한다면 중디엔(샹
그리라)현 보다는 더친이 더욱 적합하다고들 한다.
중국정부가 중디엔을 샹그리라라고 개명한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지구상의 낙원
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며,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써의 샹그리라 브랜드를 선
점한 것이다. 중디엔을 샹그리로 개명한 후, 한해에 6만 여 명 정도 찾아오던 관광객이
60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니, 관광 정책의 승리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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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도 히말라야 산맥 계곡 어딘가가 샹그리라라고 하였고, 소설에서 묘사된 티베트를

샹그리라

02 샹그리라 교통편
샹그리라는 항공과 차량으로만 갈 수 있다. 철도는 현재 건설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계
획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언제 철도가 개통될지는 알 수 없다.

1. 항공
쿤밍에서 항공으로 갈 수 있다. 중국동방항공, 럭키에어, 티베트항공이 취항하고 있으
며, 쿤밍에서 약 1시간 20분정도 소요된다. 디칭-샹그리라 공항은 샹그리라 시내 외곽
10㎞에 있다.
1) 럭키에어
KMG 07:05 ~ DIG 08:25
2) 중국 동방항공
06:55 ~ 08:10 / 08:25 ~ 09:55 / 15:20 ~ 16:45 / 21:15 ~ 22:30
3) 티베트 항공
13:20 ~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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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
쿤밍에서 샹그리라까지 하루 6회 운행하며, 저녁출발은 다음날 도착한다.
버스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쿤밍에서 샹그리라에 직행할 경우에는 대개 항공편을
이용한다. 리장-샹그리라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쿤밍에서 대리까
지는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나, 대리에서 샹그리라까지는 지방국도 수준이어서 장
시간 차량승차는 편하지 않다.
행선지

쿤밍 → 샹그리라

리장 → 샹그리라

출발시간

출발 / 도착

소요시간

요금

09:30

西部客运站 →香格里拉客运站

9.5시간

¥249.00

14:00

西部客运站 → 香格里拉客运站

9.5시간

¥249.00

19:00

西部客运站 → 香格里拉客运站

15.5시간

¥208.00

20:00

西部客运站 → 香格里拉客运站

15.5시간

¥208.00

20:30

西部客运站 → 香格里拉客运站

15.5시간

¥208.00

08:30

西部客运站 → 香格里拉客运站

9.5시간

¥249.00

07:3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58.00

08:1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58.00

08:5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63.00

09:3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58.00

10:0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63.00

10:4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58.00

11:0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63.00

12:0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58.00

12:3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58.00

13:0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58.00

13:3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63.00

14:0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58.00

14:3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58.00

15:0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63.00

15:3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58.00

16:0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63.00

17:10

丽江客运站→香格里拉客运站

4시간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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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샹그리라 고산병
고산병(高山病, altitude sickness)은 고지대에서 일어나는 산소부족 현상이다. 영어
로는 Mountain sickness, Acute Mountain Sickness(AMS), altitude illness 라고 하
며, 원인은 산소부족과 탈수이다.
운남성 중북부 지역은 대개 2천미터가 넘는 고원지대여서 가벼운 고산증세를 느끼는
경우가 흔하며, 특히 해발 3,500m가 넘는 샹그리라에서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숨
이 차고 두통을 수반하는 고산병 증세(고소증)를 호소한다. 특히 비행기로 샹그리라
공항에 내릴 경우, 60% 이상의 여행자들은 고소증세를 겪는다고 봐도 과히 틀리지
않다.

1. 일반적인 고소증상
남한에는 2,000m가 넘는 산이 없어서 고소증
상을 느껴보기는 쉽지 않다. 고산병의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 두통 및 현기증
- 소화불량, 구토, 식욕부진
- 호흡곤란
- 불면증
- 설사
- 콧구멍이 건조해지고 코피가 나기도 함
- 폐에 물이 차거나 뇌부종

대개 심한 두통과 호흡곤란, 어지러움을 호소한다. 서있지 못하고 비틀대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흔하다. 심할 경우에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블랙아웃 현상이 오기도 하며,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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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병을 치료하는 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이뇨제인 ‘다이아목스’는 고산증세를
완화하는데에 가장 대표적인 약 이다. 의사처방이 필요하며, 다이아목스 복용시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을 마셔야만 한다. 대개 하루에 3~4L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받
는다. 그러나 다이아목스의 복용이 고산증세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니며, 증상을
완화시킬 뿐 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이아목스를 복용하면 손발 끝에 전기감전
된 듯한 짜릿함이 계속 오게 되는데, 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징코민 등의 혈행개선
제를 함께 먹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권고도 있다.
최근에 비아그라가 고산병에 좋다는 속설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비아그라는 심장약이
므로 혈액순환을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고산병에 효과적인 약이라고 인정받고 있지
는 않다.
일본에서는 ‘구심(求心)’이 고산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논문들도 발표되고 있는데,
실제로 구심의 복용은 고산증세를 완화하고 어지러움과 두통을 감소하는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고지대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한국에서 카피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구
심은 일본제 오리지널 구심과 약성분에 차이가 있으니, 몇 배 비싸더라도 일제를 구입
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는 더 좋다.
고산증세로 두통이 올 경우,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두통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가 흔한데,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를 가져올 뿐, 원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 먹
은 것 보다는 분명히 나으므로, 한국에서부터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중국에서는 홍경천을 이용한 고산병 보조제가 시판되고 있다. 중국의 약국에서 의사처
방 없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홍경천은 티베트 일대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약재
로써, 한국의 인삼에 비교할 만한 영약으로 알려져 있다. 홍경천 제품들의 복용은 고산
증세 감소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경험적 보고가 많으니, 현지에서 구입하여 복용할
것을 권유한다.
그밖에 마늘과 인삼이 효과적이라는 속설이 있다. 고산등반을 자주 하는 등산가들 사
이에서는 마늘과 인삼정제를 매일 여러번 장복하기도 한다고 하니, 한국에서 홍삼제
품을 갖고 가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약을 복용하던간에, 고산병의 완화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물을 많
이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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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산병의 약은 어떤 것이 있나?

샹그리라

3. 예방이 가능한가?
고산증세의 예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으나, 분명히 적응 요령은 있다. 고지대
에 올라갈 때는 가급적 육로로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몸이 고소에 적응할 시
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행기로 해발 4,000m에 내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샹그리라에 갈 경우, 리장에서부터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
정상 항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비행기에서 내릴때부터 최대한 천천히 움
직여야 하며, 도착한 첫날은 일정을 아무것도 하지말고 호텔로 직행하여 조용히 누워
쉬는 것이 좋다.
고산등반을 하는 산악인들도 하루에 1,000m 이상 고도를 올리지 않는다. 고지대에
서는 최대한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면 고산병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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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악화되면 폐수종이나 부종이 일어나며,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할 경우에
는 사망에 이른다. 실제로 매년 티베트나 히말라야에서는 고산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증상이 안 좋아지면,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산소마스크를 쓰면 순식간에 고산증세가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고지
대에 위치한 대부분의 병원들은 고산병에 대처하는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증상이 안좋으면 참지말고 병원에 가야 한다.
그밖에 수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산소캔을 구입하여 입에 대고 흡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리장 옥룡설산 입구에서도 산소캔을 팔고 있으니, 만일에 대비하여 산소캔
적당량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좋다. 실제로 케이블카를 타고 옥룡설산 빙천공원에 도착
하면, 수많은 중국인들이 산소캔을 한자루씩 들고 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5. 고산증세가 나타날 때 해야 할 일
고산증세는 추위와 함께 심한 두통을 동반한 몸살증세가 있고, 토하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담요와 옷, 모자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것이 우선이다. 머리를 숙
이면 안되며, 벽에 기대어 앉거나 반듯하게 눕는것이 좋다.
고산증세가 나타나면 무조건 활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뜨거운 물을 계속
마셔야 한다. 그리고 배가 고프더라도 고소증세로 인해 소화가 안되므로, 죽이나 스프
등을 먹는 것이 좋다. 많이 추워할 경우, 핫팩이나 뜨거운 물통을 안고 있게 하는것도
도움이 된다.
고소증세에는 술이 매우 안 좋으므로, 고지대에서의 음주는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고
산병 증세가 왔을때의 음주는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
우에는 무조건 저지대로 하산하여야 한다. 500~1,000m만 하산해도 고산증세로 인
한 고통은 급격히 사라진다.
샹그리라에서 고소증상이 왔을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리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좋은 대처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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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상이 악화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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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샹그리라 칭커주 靑稞酒
샹그리라는 티베탄 장족들의 술인 칭커주의 본산이다.
칭커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청보리(쌀보리)를 말하
며, 티베탄들이 많은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증류주
이다.
칭커주는 쌀보리술을 지칭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복수
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오늘 ‘내가 쏜다’라는 뜻을 가진
‘我请客’의 ‘请客’이 ‘칭커’로 발음되기 때문에, 술
자리에서의 중국인들은 이 단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청보리 밭

서장성의 티베탄들은 막걸리와 흡사한 저돗수의 ‘창’을 마시고, 증류하여 만든 높은
돗수의 ‘칭커주’ 혹은 ‘아락’을 마신다. 그러나 운남성의 티베탄 지역에서는 저돗수의
‘창’은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 중국식으로 증류하여 만든 칭커주가 주종을 이루고 있
다. 술의 구성과 스타일은 티베트 본토와 운남지역은 조금 다르다.

샹그리라의 칭커주는 막걸리를 증류하여 만든 소주가 아니다. 청보리를 찐 후에 발효
당화제를 뿌려서 약 20일 정도 건조발효 한다. 한국의 막걸리는 고두밥을 지어 누룩과
섞은후에 물을 부어 만드는 습식발효 방식이며, 이 막걸리를 증류하면 소주가 된다. 그
러나 칭커주는 막걸리를 만들지 않고 바이주 제법과 같이 건식발효하여 곧바로 증류과
정에 들어간다. 교 발효과정은 없으므로 농향형 백주가 갖는 카프론산 에테르의 과일
향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칭커주는 청향형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장기간 숙성과정 없
이 출고되므로 술맛은 강하고 억세다. 티베트의 증류주와 달리, 샹그리라의 칭커주는
중국 백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술 이라 보여진다.

칭커주를 만드는 술공장(酒厂)은 독극종고성(独克宗古城) 내부와 외곽에 주로 포진
해 있으며, 현재 靑稞酒厂, 青稞老窖酒厂, 酤娲青稞酒厂, 独克宗老字号青稞酒
厂, 阿梅青稞酒厂, 藏祥纯青稞酒厂, 雪域藏家青稞酒厂, 迪庆香格里拉藏青稞
酒业有限公司등이 명맥을 잇고 영업중이다. 고성 구경을 하다가 골목 어딘가에서 마
주치는 칭커주 양조장이 보이면, 견학을 요청하고 갓 만들어낸 칭커주를 마셔보는 것
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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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ri-La

The Best day Course

1Day
코스

나파해

1

2

3

나파해

송찬림사

독극종고성

송찬림사

독극종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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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파해 納帕海
Add 운남성 디칭장족자치현 샹그리라시 Access 택시
Hour 연중무휴 Price 무료

나파해는 샹그리라 공항 근처에 보이
는 호수로써, 갈수기에는 물이 말라서
절반이상이 마른땅을 드러내지만, 여
름에는 물이 가득차서 고원지대 호수
의 매력을 보여준다. 호숫가를 한바퀴
돌면 약 8~9㎞정도 되며, 야크소들이
풀뜯는 광경을 내내 볼 수 있다. 현재
많은 리조트와 호텔들이 건설중에 있
으며, 머지않아 여름 피서지로 각광받
게 될 것이 분명하니, 시끄러운 관광지가 되기전에 방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샹그리라
에서 가장 멋진 양대 관광지의 하나이다.
체력이 된다면 자전거를 빌려서 호수 주변을 일주하는 것은 매력적인 액티비티인데, 고
산지대라는 것을 고려하여 몸 상태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이곳은 해발고도 3,500m
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겨울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호숫가 근처는 수심이 무릎정도밖에 안된다. 이때 많은 주
민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양식업이나 어업이 아
니라 나파해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보호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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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찬림사 松赞林寺
Add 云南省 迪庆藏族自治州 香格里拉市 建塘镇尼旺路 3号 Access 3번 버스, 택시
Hour 07:30~18:30 Price 115위안

샹그리라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5㎞에 위치한 불병산(佛屏山)에 위치한다. 입구에
내리면 종합안내센터가 있고, 표를 구매한후에 셔틀버스로 송찬림사까지 약 10분간
이동한다. 사찰로 가는 오르막 중간부터 사진찍기 좋은 포인트들이 보이므로 카메라를
켜놓고 있는 것이 좋다. 사원가는길 우측은 장족마을로써 이곳에서 장족마을 체험을
많이 한다. 장족마을에 가는 사람은 중간에 내려달라고 운전기사에게 미리 말해두어
야 하며, 마을 체험후에 사원까지 도보로 약 10분이면 충분하다.
티베트 라싸의 포탈라궁을 모델로 하여, 1679년 달라이라마 5세와 청나라의 강희
제가 공동으로 건립하였다. 송찬림사라는 사찰명은 강희제가 하사했다고 한다. 현재
700여 명의 승려들이 거주하며 불법을 공부하고 있으며, 운남성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티베트 사원이다.
송찬림사에서 볼 만한 법당은 총카파의 사원과 대전, 석가모니 대웅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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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카파는 누구인가?
총카파(Tsong Kha pa, 宗
喀巴. 1357-1419)는 밀교와
현교를 융합하는 종교개혁운

중앙 대전의 옥상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일품이며,
사진 촬영에도 최적의 장소다. 법당 건물내에서는
사진촬영 금지, 선글라스 착용금지, 운동 금지이
며, 반드시 좌측으로 돌며 참배하도록 되어 있고,

동을 일으킨 티베트 불교의 개

법당안 문지방을 넘을때는 오른발부터 들어가고

혁자로써, 티베트 불교 황모파

왼발부터 나오는 티베트 불교의 규칙이 있다. 법

(黃帽派)의 개조(開祖)이다.

당을 참배하던, 마니차를 돌리던 좌측으로 돌아야

저서로는 보리도차제론(菩提

하는 것은 모든 불교의 관행이며, 티베트 불교에서

道次第論)과

비밀도차제론(

祕密道次第論)등 300여 저
술이 남아있다. 법명(法名)은
로잔타크파.
총카파는 현재 중국령인 칭하
이성(靑海省) 아무드 지방의
총카 부락에서 태어났으며, 그
의 이름은 출생지에서 딴 것이

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므로 반드시 지켜주
는 것이 좋다.
송찬림사의 옥상까지 오르는 계단들은 고소증상
으로 인해 숨이 차고 힘들므로, 가급적 최대한 천
천히 걷고 움직이도록 한다.

다. 7살에 동자승으로 출가하

옥상에서 바라보는 설산과 황금칠 된 지붕과 조형

여 스승을 찾아 16세에 중앙

물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아름답다. 이 지

티베트로 가서 현교와 밀교를

역은 자외선이 몹시 강하기 때문에 모자와 선글라

공부하였으며, 후일 티베트 불

스, 선크림은 필수이다.

교에 큰 영향을 남겼다.
티베트 불교를 이끄는 달라이
라마는 황모파 소속이며, 황모
파가 티베트 불교계에 가장 영
향력이 크기 때문에, 현재 티베
트에서 황모파의 종조인 총카
파를 숭앙하는 것은 일견 당연
하다. 동티베트에 해당하는 운
남 북부를 여행할때는 불교사
원에서 총카파의 법당과 불상
을 흔히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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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디엔 고성 独克宗古城
Add 云南省 迪庆藏族自治州 香格里拉市 达拉廊 127号 Access 도보, 택시
Hour 00:00~24:00 Price 무료

중디엔 독극종고성은 한겨울에는 95%의 상점이 철시하게 때문에 황량하기 그지없다.
대부분 겨울에는 쉬고, 청명절 이후에 오픈한다. 특히 설 명절인 춘절 기간에는 보름이상
문을 닫아버리니, 설연휴에 중디엔 고성을 방문하는 사람은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사실 최근에 새로 건축한 것이다. 중국 관광지들은 대부분 최근 15년
이내에 새로 지어졌다. 수백년된 건물들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며 관광지로 기능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2014년 1월, 샹그리라 독극종고성(独克宗古城)은 대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손실은 없
었으나, 242개 가옥과 문화유물, 불화를 포함한 불교미술품이 다량 소실됐다. 독극종
고성은 일명 월광성(月光城)으로도 불리는 장족(藏族)의 집단 거주지다. 이 고성은 대
부분 목재와 흙으로 지어졌었는데, 유사이래 가장 큰 화재로 인해 모두 전소되어 버리고
말았다. 화재로 인한 경제손실은 1억 위안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 대화재 이후에 다시
건설된 것이 현재의 고성 모습이다. 고티 창연한 고성의 구시가를 기대한 사람에게는 실
망이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고성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영원할 지도 모
른다.
고성안에는 식당, 현대적인 빵집, 커피전문점, 맥주바(bar), 주점, 기념품 가게, 골동품 가
게, 은제품 상점 등등이 빼곡하다. 조용히 산책하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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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족마을 체험
Add 云南省 迪庆藏族自治州 香格里拉市 建塘镇尼旺路 Access 송찬림사 티켓오피스에서 셔틀버스 이용
Hour 연중무휴 Price 무료

장족마을의 전통가옥을 방문하고, 수유차와 장족 간식 과자들을 먹어볼 수 있다. 장족
가옥 체험은 개인으로는 쉽지 않고, 여행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섭외를 잘 하면
수유차를 만드는 체험에 참가할 수도 있다.
장족들에게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언급하는 것은 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정치색이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이 지역에서는 가급적 삼가도록 한다.
장족의 빵과 간식거리인 과자들, 야크젖을 발효시켜 만든 요구르트 등을 맛볼 수 있는
데, 야크 요구르트는 기호에 따라 설탕이나 짬빠가루를 섞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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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i p

About

Point

Food & Cafe
맛집 & 카페

샹그리라

샹그리라에는 한국음식을 전문으로 간판 걸었거나, 혹은 일부 한식메뉴를 내는 식당들
이 십여개나 있지만, 한국인이 직접 요리하는 한국음식점은 오직 하나이며, 나머지는
중국인들이 만드는 중국화 된 한식을 선보이고 있다. 시내에는 사천식당, 호남식당, 절
강식당, 동북식당 등등이 흔하므로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다.
샹그리라의 현지 대표음식이라면 역시 장족요리와 야크고기이다. 고성안에는 야크고
기 식당이 있으며, 시내 곳곳에 장족식당들이 성업중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샹그리라
의 야크고기는 진품이라고 한다.

YAK BAR

韩国料理 / 雅客吧韩国料理(古城停车场店)
Add 古城停车场对面 Tel 0887-8288665

리장 서울가든에 있던 중국인이 샹그
리라에서 낸 한국식당. 완벽한 한국의
맛을 상상하면 슬퍼지므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상당히 중국화 된 한국음식이라고 분류하면 정확하
다. 남한식 요리가 연변 조선족 요리 스타일과 콜라보 되어 있다. 배추김치는 마치 함경
도 가자미식혜의 다른 변조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향이 강하고 느끼한 중국요리
에 지쳤을때는 가볼만 하다. 위치가 좋아서 찾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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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든 韩府名苑韩国料理
Add 独克宗古城仓房街依若木廊19-B2号(香巴拉老街内) Tel 0887-8886106, 15087221268

한국인이 운영하는 진짜 한국음식점. 독극종고성 골목안에 있다. 만약 제대로 된 한국
요리를 찾는다면, 샹그리라에서 유일하다. 한국사람이 요리하는 한국음식점은 샹그리
라에서 이곳 하나 뿐이다. 비수기인 겨울에는 몇 달간 문을 닫기도 하므로, 겨울에 여
행하는 사람은 오픈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한다. 찾기가 좀 어려우므로 지도를 유
심히 보아야 한다. 야크바앞의 고성 주차장을 지나 첫 번째 골목에서 남쪽으로 들어가
서 왼편 좁은 골목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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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예인각 热贡艺人阁
Add 古城东大门达拉廊107号 Tel 18288820252

야크고기 훠궈를 메인으로, 각종 야크고기 음식과 장족 요리를 취급한다.

보미거장가화과점 宝味居藏家火锅店
Add 古城区金龙街碧觉廊路2号(消费满100城区内免费接送) Tel 18708873696, 13038607826

장족 전문식당으로써, 장족 스타일의 야크 훠궈와 청보리빵, 수유차가 있다.

乌鸦酒吧咖啡厅

THE RAVEN BAR & CAFE

Add 坛城南路1号坛城旺角D8栋-03号(富滇银行背后) Tel 0887-8811663

샹그리라에서 가장 가 볼만한 현대적인 Bar이다. 각종 세계맥주가 병맥주와 생맥주로
제공되며, 운남성의 차와 현지 주류 및 음료가 있다. 시내 중심부에 있으며 전망이 좋아
서 외국인 여행자들로 붐빈다.

골지다다적면포수 圣地多多的面包树
Add 香格里拉古城仓房区独古硕15号(现在正确位置在古城月光广场小白塔) Tel 18687978690

고성안의 적경홍군장정박물관(迪庆红军长征博物馆)바로 옆에 있다.
메뉴는 차, 커피, 야크고기볶음밥, 칵테일, 파스타, 각종 케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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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i p

About

Point
Hotel & Resort
호텔 & 리조트

샹그리라

홀리랜드 게스트하우스
Add No.8 Juelang, Jinlong Street, 독극종고성, 샹그리라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1:30 이전
Price 더블룸 51,552원 부터 | 조식 불포함 | 인터넷 무료 | 현금만 가능

독극종고성내에 있으며, 조이얀스에
서 약 300m 거리. 이용자가 많고 평
가별점도 높아 가성비 소문난 숙소. 티
베트 풍의 건물에 청결하고 친절함이
자랑이다. 티베트풍의 건물은 좁다고
느껴질 수 있으며 사람에 따라서 호오
가 있으므로, 체크인 전에 방을 미리
봐두는 것이 좋다. 독극종고성내에서
밤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는 훌
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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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그리라

샹그리라 조이얀스 하우스
Add Near Sifang Street (Dukezong Ancient City), 독극종고성, 샹그리라
Hour 체크인 09: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트윈베드룸 74,188원 부터 | 조식 불포함, 조식 15위안 | 인터넷 무료 | 마스터, 비자, 유니온페이 카드만 가능

샹그리라 두커쭝 고성안에서 가장 유명한 숙소이며, 랜드마크로 이용될 정도이다. 고
성안에 있는 꽤 훌륭한 수준의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샹그리라 란시 센터
Add Pijiang Po Road,Old Town,Shangri-La,Yunnan, 독극종고성, 샹그리라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트윈룸 22,221원 부터 | 조식 불포함, 조식 15위안 | 인터넷 무료 | 유니온페이 카드만 가능

조이얀스 하우스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다. 가성비에 있어서 최고라고 칭송된다. 침
대에 전기담요도 있어 춥지 않으며, 직원들이 제시하는 투어 비용은 합리적이다. 약간
오르막에 있으므로 고소증상으로 인해 올라갈 때 숨이 찰 수 있다.

샹그리라 젠 호텔
Add No. 33 Yiruomulang, 독극종고성, 샹그리라
Hour 체크인 12:00 이후, 체크아웃 13:30 이전 Price 트윈룸 36,619원 부터 | 현금만 가능

중앙 광장 거리에서 매우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안뜰과 멋진 정원을 자
랑하는 숙소. 객실은 중국 스타일과 티벳의 매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충분한 자연
채광이 들어온다. 쾌적한 침실과 수제 가구등으로 장식된 고성안의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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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인들의 성산 연봉이 즐비한 매리설산
을 조망하며, 위벙촌에서 휴식하고 명영빙
하를 직접 앞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답고도 신
비한 지역. 코발트 블루의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색 백탑들과 설산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일명 ‘죽기전에 보아야 할 풍경’중의
하나.

더친

매리설산

태자묘

명영촌

명영빙천

위벙촌

r
g Rive
L anc an

시땅온천

Jinsha Ri
ver

백망설산
비래사

동죽림사

금사강제일만

더친

01 더친 교통편
더친은 오직 차량으로만 갈 수 있다. 공항과 기차노선은 현재 건설되어 있지 않다.

1. 버스
모든 차량은 샹그리라를 통해 더친으로 연결되며, 샹그리라에서 더친까지는 약 4시간
이 소요된다.
목적지

도착

출발시간

거리(㎞)

가격

德钦 - 楚雄

楚雄

11:00

660

190

德钦 - 大理

大理

11:30

491

127

德钦 - 昆明

昆明

11:00

843

239

德钦 - 丽江

丽江

6:30

410

76/98

德钦 - 沙坪

沙坪

11:30

461

117

德钦 - 香格里拉

香格里拉

12:00

192

67

德钦 - 香格里拉

香格里拉

7:30

192

67

德钦 - 香格里拉

香格里拉

8:30

192

67

德钦 - 香格里拉

香格里拉

9:30

192

67

香格里拉 - 德钦

德钦

7:20

192

67

香格里拉 - 德钦

德钦

8:20

192

67

香格里拉 - 德钦

德钦

9:20

192

67

香格里拉 - 德钦

德钦

12:00

192

67

2. 도로
샹그리라에서 더친까지 오는 도로는 대부분 왕복 2차선 산악도로이므로, 차량이 속도
를 내기 어렵고 백마설산을 넘는 구간은 4,100m 고도를 넘어서며, 눈이 자주 내린다.
눈이 내릴 경우 도로가 폐쇄되거나 서행해야 하기도 하므로 일기예보를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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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 마을 이동
1) 명영빙천(明永氷川)
명영빙천에 가는 정규버스는 없다. 비래사 근처에서 명영빙하로 가는 승합빵차를 이용
하여야 한다. 명영빙하에서 더친으로 돌아올때도 같다. 승합빵차는 인원이 모여야 출
발하며, 요금은 항상 협상해야 한다. 명영빙하는 금사강 다리를 건너 삼거리에서 오른
쪽으로 가야 한다.
2) 위뻥촌(雨崩村)
위뻥촌은 명영빙하 가다가, 금사강을 건너 삼거리에서 왼편으로 가야 한다. 정규 노선
버스가 없으므로 승합빵차를 협상하여 타고 가는 이외의 방법은 없다.

Tip
더친은 고도가 높아서 고산증세가 대부분 오게 된다. 천천
히 걷고 물을 많이 마시고, 고소증상을 완화해주는 다이아
목스와 기타 의사처방약을 먹는 것이 좋다. 고소증상이 심
하면 즉시 저지대로 이동하여야 한다. 500m만 내려가도

기압이 낮아서

고소증상은 급격히 회복된다. 대부분의 식품포장은 부풀며

터지기 직전의

가끔 터지는 것도 목격할 수 있다.

과자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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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더친 음식
1. 야크 샤브샤브 牦牛火锅

더친은 야크고기로 만든 훠궈요리가 매우 흔하다. 야크는 중국어로 ‘모우(牦牛)’라고
하며, 고기가 강장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다.
야크는 다 큰 수컷의 경우 몸무게가 1톤이나 되며, 해발고도 2,000m~6,000m 사
이에 살고, 2년에 1회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 귀한 동물이다. 가축화 된 숫야크와 암
소와의 교배종을 조(dzo)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야크 훠궈요리에 사용되는 야크는 조
(dzo) 일 것이다. 혼혈종인 조(dzo)는 체격과 뿔이 훨씬 작고 온순하다.
더친에서 야크 훠궈는 매운 홍탕이 없으며 오로지 백탕만을 볼 수 있다. 고춧가루와 간
장, 몇가지 양념이 든 소스에 고기를 건져 찍어먹는다.
이 지역의 야크고기는 소고기와 개고기의 중간 정도의 맛을 보여주며, 티베트나 네팔의
야크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깔스럽다. 운남성 대부분의 지역에서 야크고기를 판매
하지만, 사실 소고기를 야크라고 내주는 곳이 더 많다는 소문이 있다. 야크고기가 다른
고기에 비해 워낙 비싸고 귀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천성 주요 관광지에서 야크라고 파
는 고기는 야크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더친에서 먹는 야크고기는 진짜 야크라
고 믿고 먹어도 될 듯 하다.
비래사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도로변에 야크고기 식당이 즐비하며, 야크로 만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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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야크버터를 녹여 만든 수유차를 판매한다. 쌀쌀
한 고산지대에서 소금이 든 따끈한 수유차 한잔은 추위와 고소증을 날려줄 것이다.
비래사 앞길에는 야크고기 식당이 많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야크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내놓고 있으며, 이 거리의 야크고기는 진품 이라고 믿어도 된다고 한다.
가격대는 3인분 한냄비에 약 140위안 전후, 각종 야채는 한접시에 10~20위안 전후
이다. 3인이 맥주와 함께 먹으면 1인당 100위안정도 선에서 가능하다.
梅里特色火锅店
Add 飞来寺214国道梅里假日酒店对面
Tel

18806938323

生态牦牛王
Add 飞来寺景区南卡酒店1楼
Tel

13988799347

2. 맥주
이곳에는 샹그리라 맥주가 있다. 돗수는 3.1%밖에 안되며, 특
이하게도 보리 이외에 ‘청과(靑稞)’가 주재료이다. 청과는 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청보리를 말한다. 맥주맛은 수준이하
지만 청보리 맥주를 어디가서 맛 볼 것인가. 맛은 없어도 병포
장은 상당히 감각이 있고 아름답다. 병포장이 특이하고 예뻐서
인증사진 찍거나 한국에 갖고 와서 선물용으로 좋다.

3. 칭커주 靑稞酒
더친에는 고산지대의 쌀보리로 만든 칭커주를 여러 가지 맛볼 수 있다. 칭커주는 티베
탄들이 많은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증류주이기 때문이다. 가격은 10~30위안 사이
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샹그리라시에서 만들어서 오는 제품들이다. 맛은
청향형에 속하며, 약간 거친듯한 느낌의 바이주이지만, 다음날 숙취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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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 야크 육포, 야크 뚝배기탕, 야크볶음 등등 다양한 메뉴를

더친

Deqin

The Best day Course

3Day
코스

1Day

1

2

3

샹그리라

금사강제일만

동죽림사
4

2Day
7

6

5

위벙촌

명영빙하 트레킹

비래사

3Day

금사강제일만

매리설산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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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위벙촌 관광

샹그리라

동죽림사

명영빙하 트레킹

매리설산
전망대

더친

금사강 제일만 金沙江第一湾
Add 云南省迪庆藏族自治州德钦县G214(西景线) Access 전세차량
Hour 연중무휴 Price 30위안

금사강(金沙江)은 청해성에서 발원하여 운남성을 지나 사천성 이빈에서 장강에 합류
하는 2,308㎞의 강이다. 강에서 사금(砂金)이 채취되기 때문에 금사강이라는 이름
이 붙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여수(丽水), 마호강(马湖江), 신천(神川)등으로 불렸다.
금사강 물길이 첫번째로 크게 휘도는 곳이 금사강 제일만(金沙江第一湾)이며, 워낙
절경이어서 샹그리라의 대표적인 여행지의 하나가 되었다. 샹그리라에서 더친으로 향
하면서 첫 번째 만나는 관광포인트이다. 입구 매표소에서는 더친 일대의 입장권을 세
트로 판매하고 있는데, 더친과 비래사에만 갈 예정이라면 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통행
에 문제가 없지만, 명영빙하와 위벙촌
에 방문하려면 여기서 표를 구입해야
한다.

분류

목적지

입장료

1

위벙촌(雨崩村)

대형주차장과 함께 있는 전망대는 금사

2

명영빙하(明永氷川)

78

3

금사강제일만(金沙江第一湾)

30

강대괴만관경태(金沙江大拐弯观景

4

비래사(飛來寺)

60

台)라고 하며, 주차장 아래에 있는 중
앙 전망대에는 커피샵과 기념품점이 있
고, 그 아래에는 사진 촬영에 좋은 뷰포
인트가 두군데 만들어져 있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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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죽림사 東竹林寺
Add 云南省迪庆藏族自治州德钦县噶丹东竹林寺(214国道东) Access 전세차량
Hour 00:00~24:00 Price 30위안

동죽림사(東竹林寺)는 청나라 강희6
년인 서기 1667년에 세워졌으며, 백망
설산 기슭 해발 3,000m고지에 위치
하고 있고, 샹그리라 시내에서 약 105
㎞ 떨어져 있다. 티베트 불교 13대 사
찰에 들어가는 유서깊고 영향력있는
사원이다. 사원에는 약 300여명의 승
려들이 거처하고 있을만큼 규모가 크
고, 경내에는 백도모상(白度母像), 삼세제불상三(世诸佛像), 문수보살상(文殊菩萨
像), 환유당잡 종교권축화(还有唐卡 宗教卷轴画), 염라왕군상(阎罗王群像), 십팔나
한상(十八罗汉像), 이급반선력생전(以及班禅历生传), 석가거항전(释迦巨行传) 등
의 많은 진귀한 보물과 불상들이 있다. 문화혁명때 파괴되었다가 1986년경부터 재건되
었다. 내부의 사진촬영은 불가하다.
샹그리라에서 오는 버스는 하루 2편에 불과하여 대중교통편이 불편하므로,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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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래사 飛來寺
Add 迪庆 藏族自治州 德钦县 云岭乡西当村 梅里雪山景区 飞来寺景区
Access 더친 버스터미널에서 승합차량 이용 Hour 08:00~17:00 Price 60위안

비래사(飛來寺)는 더친에서 8㎞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하며, 서기 1614년에 세워져
서 약 4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비래사는 매리설산을 조망하는 뷰포인트
로써 유명하다. 비래사 아랫편에는 영빈대
와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은 13개 백탑이 세
워져 있으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매리설산
은 신비로울만큼 아름답다. 비래사 앞길에
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부터 4성급 호텔까
지 다양한 숙소가 있으므로, 명영빙천과 위
벙촌으로 가는 여행자들로 붐빈다. 더친을
방문한 여행자들 거의 대부분은 비래사 근처
에서 체류하게 된다.
비래사에는 전설이 있다. 오래전 이 절을 지
으려고 할 때 어디선가 하늘에서 불상이 내
려와서 건너편 능선에 착지했다는 것이다.
그 불상을 모셔다가 비래사에 모셨고 사찰
의 이름을 ‘비래’라고 명명했다 한다. 현재
모셔져 있는 불상이 하늘에서 수직이착륙으
로 UFO처럼 내려오신 그 분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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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친

매리설산 梅里雪山
Add 迪庆 藏族自治州 德钦县 梅里雪山景区 Access 승합차량
Hour 00:00~24:00 Price 구역별 별도 요금

매리설산(梅里雪山)은 13개의 봉우리와 4개의 빙하를 품고 있는 30여 ㎞의 산군(山
群)이다. 구역별로 달리 불리기도 하는데, 북쪽부분은 매리설산, 중간 부분은 태자설
산(太子雪山), 남쪽부분은 벽라설산(碧羅雪山)이라고 한다. 다른말로는 태자십삼봉
(太子十三峰)이라 불리기도 한다. 주봉 가와격박봉(卡瓦格博峰)은 해발 6,740m로
윈난성에서 가장 높으며, 티벳불교 닝마파(宁玛派)의 성인인 자쥐바(伽居巴)의 수호
신으로 티베트 불교 8대 신산중에 최고로 숭앙된다.
가와격박(伽瓦格博)은 티베트어로 설산의 신(神山)이라는 뜻이며, 가와격박봉 주변
에 평균 높이 6,000m인 봉우리는 13개가 있으므로 태자십삼봉우리(太子十三峰)
라고 부른다. 이 13개 봉우리의 형태는 각자 다르다. 그 중에 미녀봉우리(美女峰)이라
고 부르는 봉우리는 높이 6,054m고, 산신령의 왕비라는 전설이 있다.
매리설산은 삼강병류(三江竝流)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장강 상류인 금사강,
메콩강 상류인 란창강, 노강의 3개 큰 강이 불과 70㎞에서 100㎞의 폭에서 동시에
흐르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보기드문 지형이다. 급류에 의해 깎인 계곡은 깊고, 인도
양에서 불어 오는 계절풍의 영향 때문에 일년 내내 눈으로 덮여서 기후는 혹독하다.
주봉 가와격박에 대한 등반 도전은 1902부터 시작되었다. 영국이 처음 등반 원정대를
파견했고, 미국, 일본, 관절 일본 중국 등 4개국이 여러차례 도전하였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특히 1991년 1월, 중국인 일본인으로 구성된 등반대가 눈사태에 휩쓸려서 일
본인 11명을 포함하여 무려 17명이 사망한 사건은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현재 매리
설산 13봉은 모두 미답봉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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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멘츠무봉(6,054m)

관창강

신폭

나농마을

하위뻥마을

지와런안봉(5,470m)

더친

시땅마을

시땅온천

상위뻥마을

베이스캠프

얼음호수

부종송지봉(5,880m)

비래사

매표소

빙하관망대

명영빙하

카와커부봉(6,740m)

명영마을

태자묘

주봉관망대

마빙자뤠봉(6,379m)

매리설산 개념도

더친

티베트 불교도들의 거룩한 산으로 여
겨져서 순례 등산이 수백 년 전부터 이
루어지고 있지만, 모두 산 중턱에 위치
한 사원까지이며, 정상에 대한 등정은
티베트인들에게는 불경스럽다고 받아
들여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신산(神山)을 더럽힌다며
등반대를 배척하는 풍조가 강하며, 등
반대의 조난과 사망은 신벌(神罰)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001
년에는 현지 정부가 입산 금지의 법을
제정하였고, 처녀봉 첫 등정 시도는 영
원히 끊어지게 되었다.

매리설산 13봉
① 면자모봉缅茨姆峰(神女峰) : 해발
6054m. 별명은 대해여신大海神
女이다.
② 길왜인안吉娃仁安(加瓦仁安) :
5470.5m. 티베트어로 다섯부처의 관(
五佛之冠)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티벳 경
내에서는 머리없는 마귀(无头魔鬼峰)라
고도 불린다.
③ 포오두길包乌杜吉。
④ 포형송계오학布迥松阶吾学 : 6000m.
티벳어로 막내아들(小儿子)이라는 뜻
이다.
⑤ 오격동乌格冬 : 6000.1m. 타칭 영웅여
아봉(英雄女儿峰), 장군봉(将军峰) 이
라 불리운다.

송이버섯과 진귀한 약재가 많이 나며,
흑곰, 금전표범, 작은 판다 등 113종의
동물들이 원시림속에 서식하고 있다.
매리설산의 빙하들은 위도상 가장 남
쪽이며 기온과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빙하로 인정받고 있다.

⑥ 파오팔몽적우측시파파니정구작봉巴乌八
蒙的右侧是帕巴尼顶九焯峰（帕巴乃
丁德朵峰) : 5880m. 티베트어로 십삼
존자봉(十六尊者峰)
⑦ 팔퇴정八堆顶 : 5157m.
⑧ 잡와격박봉卡瓦格博峰 : 6740m. 완
벽한 피라미드 형태를 보여준다. 매리설
산의 주봉.
⑨ 설랍찬귀면포说拉赞归面布 : 5295m.
티베트어로 ‘붉은얼굴을 한 가장 흉악하고
무서운 신’이라는 의미이다. 봉우리 하단
부가 붉은 사암이어서 홍색을 띠며, 여름
에도 눈이 나리고 강풍이 불기 때문이다.
⑩ 첨적오수沾迪吾修 : 6365m. 티베트어
로는 군사와 말들이 모여있다는 의미. 다
른 이름으로는 장군봉(将军峰), 흑두장군
(黑头将军)이라고도 하며, 주봉 가와박격
의 북동쪽 수호신에 해당한다.
⑪ 내일정잡奶日顶卡 : 6379m. 티베트어
로 성산정상(圣山顶)의 의미.
⑫ 조귀석잡粗归腊卡(无首峰) : 5993m.
⑬ 망광석잡芒框腊卡 : 6400m. 제2의
고봉이다.

더친

명영빙천 明永氷川
Add 迪庆藏族自治州德钦县云岭乡西当村梅里雪山景区内 Access 비래사에서 승합차량
Hour 00:00~24:00 Price 78위안

명영빙천은 주봉인 가와박격봉 아래
에 있는 길이 8㎞, 너비 300m에 달
하는 대형 빙하이며, 해발 5,500m에
서부터 해발 2,700m까지 길게 흘러
내리고 있다. 비래사에서 차량으로 1

태자묘앞의 명영빙하

시간 정도 가야 한다. 빙천(氷川)은 빙하(氷河)의 중국어이다. 가는길이 절경이어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이 좋다. 매표소를 지나 다리를 건너면, 왼쪽은 위벙촌 가는 길이
고, 명영빙하가 있는 명영촌(明永村)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금사강 제일만에서 입
장권을 한꺼번에 구매했다면 여기서 티켓을 확인받으면 되며, 티켓이 없을 경우 위벙촌
이나 명영빙천 티켓을 구입해야만 한다. 이 지역은 비포장 도로이며, 표지판이 신통치
않으므로 삼거리를 만날때마다 신경쓰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명영촌(明永村) 관광센터 주차장에 도착하면 차량을 더 이상 갈 수 없으며, 전기 셔틀
차량을 타고 20분 걸려서 중간까지 이동할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길은 3시간 걸
려서 말을 타거나 걸어서 올라가던 길이었는데, 지금은 셔틀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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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친

2

3

1 명영빙하의 장관
1

셔틀차량에서 내리는 지점부터 본격적인
도보가 시작된다. 구간은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태자묘(太子庙)까지는 이렇
다 할 풍광이 보이지 않으나 태자묘 도착
하면서 명영빙하가 전방에 위용을 드러낸

2 태자묘 경내
3 명영빙천 등산로 입구까지 운행하는 전기 셔틀차량

닝마파(紅帽派)
닝마파는 8세기에 탄트라 불교를 부탄
과 티베트에 전한 연화생(蓮華生)보살
파드마삼바바를 개조로 하는 티베트 불
교의 한 유파이며, 붉은 가사와 모자를

다. 태자묘 내부는 수많은 촛불로 밝혀져

사용하기 때문에 홍모파(紅帽派)라는

서 상당히 아름답고 신비롭다.

이름이 생겼다. 11세기에 인도에서 아티
샤 존자가 오면서 기존 불교를 구파와 신

태자묘는 명칭만으로 보면 도교사원으로

파로 나눴는데, 구파가 닝마파라고 불리

여기기 쉬운데, 사실은 티베트 불교의 닝

운 것이다.

마파 조사인 파드마삼바바를 모시는 사당
이며 문화혁명때 파괴되었다가 복원되었

초기 티베트 불교의 원형을 갖고 있으며,
인도에서 전래한 탄트라 후기밀교의 전
통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족첸(Dzog

지만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티

chen, 大成就)수행을 최고로 치고 있으

베트인 순례자들은 태자묘에서는 뒤로 걸

며, 우리에게도 유명한 ‘사자(死者)의 서

어 산을 올라가며 경배하기도 한다.

(書)’도 닝마파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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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친

태자묘를 지나 계속 올라가면 몇 개
의 전망대를 통과하게 되며, 가파른
계단을 참고 오르다보면 연화사에
도착하게 되며, 드디어 명영빙하 트
레킹의 종점이다. 파드마삼바바가
연화생(蓮華生) 보살이라 불리웠으
므로, 이 사찰의 명칭도 연화사로 명
명된 것으로 추측된다.
셔틀차량 내린 곳에서부터 태자묘까
지는 약 30분 정도 걸리며, 태자묘
에서 연화사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된
다. 명영촌(明永村) 관광센터 주차
장에서부터 연화사까지 다녀오는데
에 합계 5시간 정도 잡아야 한다.
명영빙천은 저위도, 저고도, 몬순지
대에 존재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빙하로써, 많은 과학적 학술적 가치
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 지구온난화
의 영향으로 매년 50여 미터씩 빙하
가 후퇴하고 있어서, 세월이 지나면

명영빙천 전망대 올라가는 길

사라질 위기에 있다.

1) 교통편
더친에서 약 50㎞. 매일 오후 15:00~15:30경에 중형버스가 한 대 있으며, 인당
13위안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므로 대부분 모여서 승합차를 타고간다. 현지인들은
한 대에 150위안 정도에 협상이 가능하나, 외국인들에게는 200~300위안을 요구
한다.
명영촌에서 더친으로 나오는 버스는 오전 8시경에 한 대가 있다.
2) 숙소
명영촌에 작은 농가 민박들과 저가 숙소들을 찾을 수 있다. 태자묘에 순례자를 위한 최
소한의 시설만을 갖춘 숙소가 있어서 1인당 30위안 정도에 숙박이 가능하지만 샤워나
난방, 쾌적한 환경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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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친

영빈대 迎宾台
Add 云南省迪庆藏族自治州德钦县214国道西50米 Access 전세차량
Hour 00:00~24:00 Price 60위안

공식명칭은 매리설산무농정관경대(梅里
雪山雾浓顶观景台)이며, 흔히 13백탑
영빈대(十三白塔迎宾台)라고 불린다.
3,570m 고지에서 13개의 백탑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써, 매리설산의 봉우리가 13
개이기 때문에 백탑이 13개 세워져 있다.
매리설산을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뷰포인
트이며 주차공간이 넓어서 항상 많은 사람
들로 붐빈다. 셀 수 없이 많은 룽다가 걸린
타르초가 휘날리는 매리설산의 풍광이 볼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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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친

백망설산 白茫雪山
Add 云南省迪庆藏族自治州德钦县 Access 전세차량
Hour 00:00~24:00 Price 무료

백망설산은 다른말로 백마설산(白馬
雪山)이라 불리기도 하며, 더친현 동남
부에 있는 해발 5,429m의 산이다. 샹
그리라현에서 더친가는 도로의 왼편에
있다. 란창강(瀾滄江)과 금사강 및 그
지류의 분수령이기도하다. 산정 부근
에서는 연중 눈 덮인 빙하 지형이 발달
해 있으며, 214 국도는 해발 4,230m
의 백마 설산 고개와 터널을 통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마설산 고개의 터널을 통
과할때는 고소증상을 느끼고 경험한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적설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어려우므로 4월~11월에만 통행 가능하다. 전나무
등의 침엽수림이 무성하며 중국의 국가 중점 보호 동물인 운남 황금 원숭이, 눈표범(雪
豹), 붉은 팬더, 황금 고양이, 사향 노루, 표범, 흑곰, 갈색곰 등이 서식하고 있다.

위벙촌 雨崩村
Add 云南省迪庆藏族自治州德钦县雨崩村 Access 더친에서 버스, 승합차량
Hour 00:00~24:00 Price 80위안

위벙촌은 더친 비래사에서 약 50㎞, 시당촌(西当村)에서 7㎞ 떨어진 해발 3,000m
의 산속 마을이다. 상우붕(上崩村), 하우붕(下崩村) 마을로 나뉘며, 볼거리는 폭포(雨
崩神瀑), 호수(雨崩冰湖), 협곡(尼农峡谷) 등이다.
교통이 몹시 불편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더친에서 시당까지 와서 지역교통수단
을 이용하여 위벙촌(雨崩村)까지 가야한다.
더친(德钦) → 시당촌(西当村) 더친 버스터미널에서 매일 7:00 및 15:00에 두 번
버스가 운행된다. 버스비는 20위안이며, 1.5시간이 걸린다. 빵차 전세는 한 대에 약
200위안이며, 사람이 차면 떠나는 승합차도 있다.
시당촌(西当村) → 위벙촌(雨崩村) 도보로 약 3시간 정도 걸린다.
위벙촌 마을 마을 내부에는 정상적인 자동차 도로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도보와 당나
귀로 이동한다.
Yunnan | 225

Y u n n a n

T r i p

About

Point
Hotel & Resort
호텔 & 리조트

더친

Hiker Home
Add Yubeng Upper Village , 더친/덕흠, 674502, 중국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더블룸 31,976원 부터 | 무선 인터넷 무료 | 현금만 가능

2016년도에 리모델링하여 비교적 깨끗해졌으며, 2층 전망이 최고로 소문난 게스트하
우스. 상위뻥촌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뻥촌 트레킹과 휴식에 최적이다. 호텔에서 매리
설산이 손에 잡힐 듯 보이며, 호텔내 식당에서는 야크훠궈와 맥주등도 판매한다. 위뻥
촌의 많지 않은 숙소중에서는 제일 붐비는 곳이며, 직원들이 친절하고 시설이 청결하
다. 호텔에서 위뻥촌 일대 트레킹이나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다.

메리 스노우 마운틴 트래블링 위드 호텔
Add Near No.214 National Highway (Feilai Temple Viewing Platform), 더친, 중국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더블룸 26,898원 부터 | 무선 인터넷 무료 | 유니온페이 가능

비래사 앞길에서 걸어내려오는 길가에 위치. 직원들이 친절하며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도 쉽게 섭외해 준다. 2017년도에 오픈하여 아직도 새 호텔이나 다름없다. 작지
만 체력단련 목적의 피트니스룸도 있는데, 그런대로 간단한 운동은 할 만 하다. 호텔 주
변이 비래사 지구에서 나름 제일 번화한 곳이어서 지내기는 편안하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메이리
Add Near No.214 National Highway 비래사, 더친, 674500, 중국
Hour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Price 트윈룸 47,668원 부터 | 무선 인터넷 무료 | 유니온페이 가능

비래사 앞길에서 걸어내려오는 길가에 위치한 비래사 지구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호텔. 이 호텔이 제일 먼저 매진된다. 비래사 백탑에서 아주 가깝고, 맑은 날이면 눈덮
인 매리설산을 조망하기에 최적이다. 주변에 식당가와 수퍼가 가까워서 지내기 편리하
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용이하다. 붐비기 때문에 예약을 빨리 해야 하는 호텔
이며, 차량수배나 근처 여행정보를 얻기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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