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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관광 분야 국제기구입
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PO에는 2019년
2018년 09월
12월 기준으로 124개 도시 정부와 51개 민간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
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 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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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TPO 총회-인사말

푸른 바다와 북적이는 번화가, 개성 넘치는
문화예술 마을에 아기자기한 골목까지. 어딜 가나

2019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9차 TPO 총회에 귀하를 초대하게

설렘 가득한 곳, 바로 부산이다.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린 파트너쉽을 통한 관광산업의 공동 번영”이라는 주제로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제9차 TPO 총회
에서 TPO 회원도시들은 자연, 문화 및 예술 등 각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베이101
부산에서 야경으로 손꼽히는 두 곳. 광안대교를 마주한 광안리해수욕장과 동백섬에 자리한 더베
이101이다. 특히 더베이101에서는 마린시티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전망을 감상할 수

이루고 주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장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있다. 해가 지면 마린시티 고층 건물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는데 일렁이는 물결에 비쳐
홍콩의 밤 부럽지 않은 풍경을 연출한다. 요트클럽과 브런치 카페 더 그랜드, 부엌을 콘셉트로 아
기자기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동백잡화점, 피시앤드칩스와 생맥주를 맛볼 수 있는 테라스 핑거스

전체 모임 및 주제별 모임과 더불어 환영만찬, 시장공식오찬, 시장원탁회의, 관광홍보행사, 양자회의, 배
우자 프로그램, 회의 주제와 관련된 일정으로 기획된 부산 관광 및 회원도시들의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앤챗 등 즐길거리도 가득하다. 해안산책로를 따라 동백공원을 한 바퀴 걸어도 좋다. 더베이101에
서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방향으로 걷다 보면 광안대교는 물론 오륙도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동백로 52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참가도시들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 도시들의 관광산업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
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주의 깊게 경청할 것입니다. 총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협력을 제고
초량 이바구길

하고, 국제사회에서 TPO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바구’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라는 뜻. 총 길이 1.89km인 초량 이바구
길은 부산의 근현대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부산 최초 근대식 개인 종합병원
인 옛 백제병원과 한강 이남 최초의 교회인 초량교회를 지나면 모노레일이
있는 168계단이 나온다. 6층 높이의 가파른 168계단은 부산항에서 산복도

제9차 TPO 총회에 대한 귀하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를 잇는 가장 빠른 지름길.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맨 위 전망대까지 편히 올
라갈 수 있다. 전망대에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가슴
속까지 탁 트이는 기분이다. 계단 사이사이 아기자기한 장식과 멋진 벽화가
많아 천천히 걸어 올라가며 사진 찍기도 좋다.

깡깡이예술마을

주소 부산 동구 초량상로 49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인 다나카 조선소가 있던 깡깡이예술마을. 2015년 부산시가 공모한 ‘예
술상상마을 사업’에 선정되면서 33가지의 예술작품이 곳곳에 생겨났다. 벤치나 가로수 조명이 설치작품

City information

으로 변신했고, 칙칙한 건물에는 알록달록한 벽화가 칠해졌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깡깡이 아지매’의 얼
굴을 그린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대표적. 방문객을 위한 안내센터와 선박을 활용한 선박체험관, 직접

위치 대한민국 동남부 해안에 있다. 면적 767.4km2

조립하며 체험해보는 마을공작소나 마을의 역사를 전시한 마을박물관도 함께 만들어졌다. 마을 주민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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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URISM SCOPE

인구 3,423,209명(2019년 기준) 통화 한화 / KRW

직접 안내하는 깡깡이마을 투어 프로그램도 주말마다 진행하고 있다.

언어 한국어 기후 연평균 기온은 14.7℃, 연평균 강수량은 1519.1mm.

주소 부산시 영도구 대평북로 36

온난 습윤 기후에 속한다.
TOURISM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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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의 고장

부산 사하구

부산의 대표 문화예술 마을인 감천문화마을과 철새들의
터전인 을숙도, 자연 학습의 장인 다대포해수욕장까지.
매력적인 부산 사하구로 향하자.

©부산시 사하구청

을숙도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낙동강 하구에 토사가 퇴적되어

부산 최초, 음악과 조명에 맞춰 물줄기가 분출되는 음악분수. 2010년 3월 27일 정식 개장

형성된 하중도. 새가 많이 살고

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개장과 동시에 기네스월드레코드에 ‘세계최대 바닥

물이 맑은 섬이라 을숙도라는 이

분수’로 등재됐다. 저녁 8시가 되면 어둑해진 다대포를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으며 음악과

름이 붙었다. 한 때는 동양 최대

함께 장관을 연출한다. 가요, 팝송, 클래식 등 300곡의 음악과 함께 선보이는 음악분수는

의 철새 도래지였으며, 1966년
천연기념물 제 179호로 지정됐

달려가는 모양, 흔드는 모양, 치솟는 모양, 안개 등 27가지의 모양으로 다양하게 연출이 가

©부산시 사하구청

능하다. 20분의 분수 쇼가 펼쳐지는 내내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특별한 사연이나
프러포즈 등 메시지를 미리 신청하면 분수 쇼가 진행되는 동안 그 내용을 소개해 준다.

다. 사계절 먹이가 풍부하고 추

운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아 다양한 철새들을 만날 수 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을숙도
철새공원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관리하고, 생태에 대한 전시・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주소 부산시 사하구 몰운대1길 14

하구 답사, 갯벌 체험, 습지 탐방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 가족 여행 코스로 좋다.
낙동강 하구 생태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하고 싶다면 아미산 전망대를 찾자. ‘2011 가장 부
산다운 건축물’로 뽑히기도 한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낙조도 감상할 수 있다.
주소 부산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77

다대포해수욕장
낙동강의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해수욕장. 낙동강 민물과 바닷물이 만
나는 하구 부근에 있다. 크고 넓은 포구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었다. 길이
900m, 너비 100m의 넓은 백사장을 가지고 있다. 수온이 따뜻하고 수심
이 얕아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다. 낙동강 상류에 축조된 댐으로 인해 갯
벌화가 진행, 갖가지 생물을 볼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도 각광받고 있
다.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하는데, 여름에는 국제Rock페
스티벌이, 12월 31일에는 다대포 해넘이 축제가 열린다. 2015년 조성된

감천문화마을

해변공원은 산책과 가족 소풍을 즐기기에 좋으며 세족장, 샤워장, 주차

1950년대 태극도 신앙촌 신도와 6.25 피난민의 집단 거주지로 형성된

장 등을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 및 생태탕방로, 잔디광장, 해수천, 체육시

마을.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와 미로

City information

같이 얽힌 골목길이 독특한 경관을 자랑한다. 마을은 온통 비비드한 컬

위치 부산광역시 남서부에 있는 구.

2010년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학생과 주민, 전문가들

면적 41.75km2
인구 323,430명(2019년 기준)
통화 한화 / KRW
언어 한국어

설 등을 갖추고 있다.
주소 부산시 사하구 몰운대1길 14

러 일색. 2009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인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이 참여해 만들어낸 벽화, 조형예술, 빈집을 이용한 문화 공간 등이 골목
마다 숨어 있다. 도자기,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아트센터 등을 운영해
보고 즐기는 체험관광지기도 하다. 벽화가 그려진 마을을 한 바퀴 돌고

기후 연평균 기온은 14.7℃, 연평균

난 후 하늘마루 전망대에 오르면 햇살에 반짝이는 감천항과 그림 같은

강수량은 1519.1mm. 온난 습윤 기후에

집들을 배경으로 누구든지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다.

속한다.

주소 부산시 사하구 감내2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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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같은 섬

제주

천혜의 자연과 이색적인 체험 공간,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포토 존까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바로 제주도다.

박수기정
제주올레 9코스가 시작되는 대평포구. 이곳에 들어서면 높이 100m가 넘
는 절벽과 그 아래 자갈 해안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풍경이 펼쳐진다. 절벽
으로 보이는 해식단애에는 생수가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마실 물이 귀한

성산일출봉

제주에서 사시사철 샘물(박수)이 솟아 바가지로 물을 떠먹던 절벽(기정)이

제주도 동쪽에 돌출한 성산반도 끝머리에 자리한 높이 182m의 화산. 3면이 깎아지른 듯한 모습을 하고 있

라는 의미에서 박수기정이라 불린다고 한다. 바다를 바라보는 소녀상이 있

으며, 분화구 위에는 99개의 바위 봉우리가 빙 둘러 서 있다. 그 모습이 거대한 성을 닮았고, 해돋이 명소로

는 대평포구의 빨간 등대는 박수기정과 송악산, 형제섬이 한눈에 들어오는

알려져 성산일출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천 년 동안 해식과 풍화를 겪으며 만들어진 깎아지르는 듯한

곳. 포구에서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싼 박수기정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모양새는 멀리서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가까이 서면 보이는 다양한 지층의 무늬는 탄성을 지르

올레길을 따라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 전경 또한 장관이다. 박수(샘물)

게 한다. 제주 관광의 필수 코스로 꼽히지만 갈 때마다 경이로운 느낌이 드는 곳이다. 1976년에 제주도기념

는 다양한 어종이 모여드는 어장을 형성해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다.

물 제36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매표소에서 전망대까지는 걸어서 25분 정도. 성산포에서 관광 유람선을 타

주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008

고 일출봉과 우도 주위를 둘러봐도 좋다.
주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우도
제주도 동쪽 끝에 자리한 우도. 소가 누워 있는 모양을 한 섬
이라는 뜻에서 이름 지어졌다. 성산포항에서 15분 남짓 가

City information

면 제주도에 딸려 있는 62개 섬 중 가장 큰 섬인 우도에 도착

위치 한반도 남서 해상에 있는 한국 최대의 섬.

을 여러 곳 간직하고 있다. 우도의 관광 포인트는 주간명월,

면적 1,849.02km2
인구 670,521명(2019년 기준)
통화 한화 / KRW
언어 한국어

한다.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모두 아름다운 곳으로 비경들
야향어범, 동안경굴, 전포망도, 천진관산 등의 이름이 붙은
‘우도 8경’. 관광버스를 타고 섬 안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우도봉 바로 밑의 아담한 만에는 검은 모래로 이루

기후 제주시 기준 연평균 기온 15.5℃,

어진 검멀레 해변이 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동굴이

강수량은 1456.9mm정도다. 연중 온난 습윤하며

있어 산책 코스로도 제격이다.

육지에 비하여 일교차가 작다.

주소 제주 제주시 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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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우주박물관
항공과 우주를 테마로 인간의 상상이 미래를 바꿔온 역사를 전시해놓
은 박물관이다. 첨단 기술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체험시설이 많다. 1
층의 항공역사관에는 인류 최초로 동력비행에 성공한 플라이어호와 6
・25전쟁 당시 전투에 투입된 비행기 등 약 20대의 항공기가 전시되어

함덕해수욕장

있다. 항공 역사의 주요한 이슈를 시대별 인물 중심으로 서술한 공간도

제주도의 수많은 해수욕장 중 바다색이 가장 예쁘고 맑다는 함덕해수욕장.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자리한 서우봉

있다. 드론 체험, 항공 시뮬레이터, 파일럿 아바타 만들기 등의 체험 공

에 오르면 이곳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투명하게 빛나는 바다와 반짝이는 해변의 모래가 웨딩 사진 배

간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2층의 천문우주관에서는 동서양 천문의

경으로도 제격. 사진을 찍으려는 신혼부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구름다리 중간에 서면 서쪽

역사와 우주 탐험의 역사, 미지의 우주 세계를 시각화해 펼쳐놓는다.

으로 푸른빛과 붉은빛이 오묘하게 섞인 함덕의 노을이 펼쳐지는데,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진을 찍으려

돔상영관과 5D서클비전, 인터랙티브 월 등 복잡한 천문 지식에 엔터테

는 사람들이 많다. 함덕해수욕장에서 정주항 방면으로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조천-함덕 해안도로는 드라이브

인먼트적 요소를 가미해 놀이처럼 접근할 수 있다.

코스로 그만이다. 다른 곳에 비해 바다와 거리가 매우 가까워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주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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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의 힘찬 기운

대구 동구

대구의 명산인 팔공산과 낙동강의 지류인 금호강으로 둘러싼 대구 동구.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만큼 대구의 옛 정취가 물씬 풍긴다. 여기에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

불로동고분군
4~5세기경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측되는 211기의 대소 고분들이 밀집

©대구 동구청

되어 있는 곳. 1938년과 196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고분들에 대한 발굴 조

아양기찻길

사가 이뤄졌는데, 당시 금제 혹은 금동제 장신구와 철도끼, 철제꺽쇠, 마구류,

78년 동안 기찻길로 운영되던 아양철교가 새롭게

그리고 무늬가 새겨진 토기 등 많은 부장품이 출토됐다. 불로동고분군은 대구

태어났다. 2008년 2월 열차 운행이 중단돼 철거 위

일대에 현존하는 고분군 중 형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산 봉우리로 착각

기에 높인 기찻길을 리뉴얼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할 정도로 볼록볼록 솟아있는 고분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외국의 푸른 목장

시켰다. 폐철교를 공공디자인과 접목하여 복원한

에 와 있는 듯한 기분. 언덕 위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동구 전체를 바라
보는 것도 좋다. 특히 노을이 질 때 방문하면 아름다운 풍경을 맞을 수 있다.
주소 대구시 동구 불로동 335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4년 세계 3대 디자인 공모
©대구 동구청

전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다리의 중간 중간이 유리로 되어있어 바닥을 통해 푸른 강이 보이는 것도 독특하다. 전망대와 갤러
리, 카페 등 여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플리마켓 같은 행사도 펼쳐진다. 드라마 <오마이비너스>의 촬영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벚꽃 명소로도 유명, 대구의 대표 야경 출사지로도 알려져 있다.
주소 대구시 동구 지저동

팔공산 자연공원
대구분지 북편을 병풍처럼 둘러싼 팔공산은 대구의 진산으로 알려

©대구 동구청

진 곳. 해발 1192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양쪽에 동봉과 서봉을 거

City information

느리고 힘차게 뻗어있다. 팔공산에는 신라시대 승려 극달이 창건한

위치 대구광역시 북동부에 있는 구.

마다 산재한 우리나라 제일의 불교성지기도 하다. 특히 동화사 입

면적 182.3km2
인구 347,700명(2019년 기준)
통화 한화 / KRW
언어 한국어

도동측백나무숲

동화사를 비롯해 갓바위, 파계사, 부인사 등 불교 문화재가 봉우리
구에서 부인사를 거쳐 파계사까지 이어지는 단풍 거리는 가을 명
소로 각광받는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에서 가을의 정취를 물
씬 느낄 수 있다. 팔공산 전경을 편히 바라보며 즐기고 싶다면 케이

기후 연평균 기온 14.1℃, 연교차가

블카에 오르자. 이외에도 여러 맛집과 소원의 언덕, 캠핑장까지 고

30℃에 달하는 대륙성 기후이며, 강수량은

루 갖췄다.

1,297.6mm정도다.

주소 대구시 동구 팔공산로199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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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IC에서 팔공산 방향으로 차로 10분 정도 달리다 보면 오른쪽 절

©대구 동구청

벽에 거대한 숲이 나타난다. 바로 도동측백나무숲. 총 면적 35603㎡

동촌유원지

의 절벽에 측백나무 천 여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측백나무 외에도

금호 강변에 위치한 동촌유원지는 울창한 나무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휴식처. 오랫동안 대구

소나무, 말채나무, 느티나무 등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다. 숲 사이에는

의 으뜸가는 유원지로 알려진 만큼 옛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다. 해맞이다리와 유선장을 비롯해 유명 맛집과

관음사와 구로정이 있고, 바위틈에는 쇠물푸레, 자귀나무, 소태나무,

카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끼리 나들이하기 제격.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도로와 산책하기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회화나무, 골담초, 난티나무 등도 자란다. 한반

좋은 올레길이 있어 연인과의 데이트 코스로도 좋다. 인근에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아양기찻길과 문화공연

도 가장 남쪽에 있는 측백나무 군락지로 식물 유전학상 가치를 인정받

의 산실인 아양아트센터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한 망우당 공원과 일제강점기 청

아 1962년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됐다. 절벽 아래를 흐르는 불노천

년들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건립한 조양회관이 들어서 있다.

과 수림의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주소 대구시 동구 효동로2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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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의 조우

첸난

중국 서쪽, 구이저우성 남부에 위치한 첸난은 부이족과 먀오족이 거주하는
소수민족 자치주다. 카르스트 지형과 아열대 기후가 만나 유일무이한
분위기를 자아내 여행지로서 더할 나위 없다.

구경 500m 전파망원경(FAST) Five-hundred-meter Aperture Spherical radio Telescope,
FAST

먀오족의 루셩 춤 Lusheng dance of the Miao

2016년 9월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가 완공한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망원경. ‘하늘을 보는

루셩 춤은 소수민족인 먀오족(묘족)의 문화적 상징이나 다름 없는 전통 예술이다. 먀오족

거대한 눈’이라는 의미의 관톈쥐옌(觀天巨眼)이라고도 불린다. 중국이 부지를 선정한 후,

은 구이저우성뿐 아니라 윈난성, 후난성, 광시성 등에 거주하는 민족 집단이다. 거주 지역

장장 18년에 걸쳐 건설한 이 전파망원경은 지름이 500m에 달하고, 총 면적이 축구장 30개

이 매우 방대하지만 이들은 루셩 춤이라는 고유한 문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전

에 이른다. 이전까지 가장 큰 전파망원경으로 알려진 미국의 300m 지름의 아레시보 천문

통 의상을 입은 젊은이들이 대나무 관악기인 망퉁과 루셩을 연주하며 춤을 추는 루셩 춤

대 망원경보다 약 2배다. 수신 감도도 2.25배 높다. FAST는 우주에 존재하는 중성수소 가

은 열정적이고 우아하다. 젊은이들은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펼쳐지는 루셩 축제에서

스, 성간 물질, 펄서 행성 등을 탐사해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또 외계

이 춤을 추며 연인을 찾곤 한다. 루셩 축제 외에도 탸오화 축제, 자매반 축제, 사월 팔일 축

행성이나 외계 생물체를 찾는 활동도 이뤄져 제 2의 지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불러모

제 등 봄에 펼쳐지는 축제 기간에 이곳을 찾으면 루셩 춤을 감상할 수 있다.

으기도 한다. FAST 연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천문 박물관을 꾸려 2017년 3월부터 일반 관
광객에게도 내부를 개방하고 있다. 하루 최대 2000명까지 방문객을 받는다. 전망대에 방문
하면 주변의 경치 좋은 자연뿐 아니라 거대한 전파망원경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어
더욱 특별하다.
주소 Dawo Village, Kedu Town, Pingtang County, Guizhou Province

구이저우 마오란 국립 자연보호구역 Guizhou Maolan National Nature
Reserve

마오란(茂兰, 무란) 자연보호구역은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을 보이
는 곳으로, 원뿔과 봉우리, 지층 등 다양한 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 보호
구역의 총 면적은 2만 1285ha으로, 1984년 처음 설립된 후 1996년 유
네스코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MAB)에 가입했다. 아열대 지
방에서는 보기 드문 카르스트 지형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
물도 만날 수 있다. 500종 이상의 교목이 자라고 있는데 리리오덴드론

리버쟝장 명승지 Libo Zhangjiang Scenic Area

2007년 구이저우성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에 지정된 리버쟝장(여파장강, 荔波樟江)은 에메랄드 빛깔을

(Liriodendron)처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만큼 희귀한 은행나무 종
도 발견된다. 또 마카크원숭이, 멧노랑나비, 남중국호랑이 등 희귀한 야

뽐내는 신비로운 강 일대으로, ‘녹색 보석’이라고도 불린다. 황과수 폭포, 서강천호묘채와 함께 ‘귀주성

City information

의 3대 경관’ 중 하나로 꼽힌다. 273km2의 지역을 아우르는 리버쟝장은 석회암지대의 카르스트 지형으

위치 중국 구이저우성

명승지 중에서도 소칠공과 대칠공이라는 두 다리가 포토 스폿이니 놓치지 말자. 한 곳은 다리 아래에 뚫

면적 26,195km2
인구 3,231,161명(2010)
통화 위안/CNY
언어 만다린, 부이어(포의어), 먀오어

생 동물도 서식하고 있다.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 주제

로 태곳적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원시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리버쟝장

로 삼고 있다. 산과
물, 숲, 동굴, 호수, 폭

린 7개의 구멍이 작다고 해서 소칠공, 소칠공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의 다리는 소칠공보다 규모도 크

포 등 자연이 수놓은

고 구멍이 더 크게 뚫려 있어서 대칠공이라 부른다. 소칠공은 1835년, 대칠공은 1847년 청나라 때 지어

풍경 또한 다채롭고

졌다. 소칠공은 첸난시와 광시 좡족 자치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였고, 대칠공은 중요한 무역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두 다리 외에도 구

기후 아열대 중에서도 고온의 계절풍 습윤

석구석 기암괴석과 폭포 등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지형이 곳곳에 있어 산책하는 즐거움도 크다. 강 위를 유람하는 작은 쪽배를 타는 것

기후가 나타난다. 연평균 14~16℃ 정도의

은 천혜의 자연을 더 속속들이 감상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기온을 유지한다.

주소 Near Mengtang Village, Wangmeng Township, Libo County, Guizhou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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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워 방문할 가
치가 충분하다.
주소 Within the territory
of Libo County, Guizhou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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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지정 창조 도시

가나자와

가나자와는 일본 혼슈 섬 중부에 자리한 이시카와 현의 수도. 2009년 유네스코 공예 분야에서
창조도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일본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겐로쿠엔 정원과 에도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히가시차야 거리도 인상적이다.

오미초 시장 近江町市場
18세기 중반부터 약 300년간 가나자와 사
람들의 식탁을 책임져온 곳. 가나자와를 대
표하는 전통시장이다. 좁은 입구에 들어서
면 양옆으로 들어선 가게들과 수많은 사람
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 어패류를 취

21세기 미술관

金沢21世紀美術館

급하는 생선가게에선 즉석에서 맛볼 수 있
는 간식도 만들어 판다. 500엔 정도 하는

가나자와의 풍부한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미술관.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생선구이나 장어꼬치는 출출함을 달래기

닐 정도로 아름답다. 건축가 세지마 가즈노(Sejima Kazuno)와 니시자와 류에(Nishizawa Ryue)가 설계한

에 제격이다. 가판에 내놓은 장어꼬치나 거대한 굴, 알이 꽉 찬 생선구이 등

개방형 미술관으로 가나자와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원형으로 된 건물에 총 4개의 입구가

도 입맛을 다시게 한다.

있는데, 미술관의 내부와 외부의 공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미술관 내부의 벽은 모두 통유리로 되어

주소 石川県金沢市上近江町50 전화 +81-76-231-1462

있어 시원한 개방감과 친근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지하와 1층에 걸쳐 자리한 설치미술 ‘더 스위밍 풀(The
Swimming Pool)’은 21세기 미술관의 대표 작품으로, 위에서 보면 작품이 마치 물속에 잠겨 있는 듯해 묘한
느낌을 준다.
주소 石川県金沢市広坂1丁目2番1号 전화 +81-76-220-2800

겐로쿠엔 兼六園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정원, 겐로쿠엔은 일본어

City information

로 ‘6가지 요소를 갖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위치 일본 혼슈 지역 이시카와 현

망 등 정원이 갖춰야 할 6가지 미덕을 모두 갖춘

중심에 있다.

것. 일본식 정원의 모범 답안이자 가나자와에서

면적 468.64km2
인구 463,387
통화 엔/JPY
언어 일본어

있다. 광대함, 고요함, 기교, 고색창연함, 수로, 조

노무라 사무라이 하우스 武家屋敷跡 野村家
가나자와 성 서쪽에 자리한 유서 깊은 주택이다. 나가 마치는 과거 가나

꼭 들러야 할 명소로 평가받고 있다. 겐로쿠엔에
간다면 시구레테이에서 다도 체험을 꼭 해볼 것.
계절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정원을 바

기후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라보며 말차를 마시는 다도의 시간은 무릉도원

겨울에는 눈도 많이 내린다. 봄과 여름에는

이 따로 없을 정도다.

비교적 맑다.

주소 石川県金沢市兼六町1 전화 +81-76-23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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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사무라이 가족이 살던 지역. 자갈과 돌로 된 길을 따라 안으로

히가시차야 거리 東茶屋街

들어서면 아름다운 나무와 오래된 집이 등장한다. 현관에는 사무라이

과거 가나자와의 화려했던 시절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거리. 국가 지정 문화재이기도 하다. 히가시차야 거

의 전신 갑옷이 전시되어 있고, 안쪽엔 다실도 마련되어 있다. 정원엔

리는 에도 시대 미식과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몰려들던 곳으로, 200년도 넘은 전통 일본식 목조 가옥이 늘

석등과 황금색 잉어가 노니는 연못도 있다. 2003년, 미국의 유명한 정

어서 있어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지금도 거리 곳곳에서 요정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기모노

원 잡지가 일본의 3대 정원으로 선정했으며, 2009년엔 관광 가이드인

를 입은 여인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거리에는 음식점과 다실, 특산물 상점들이 줄지어 있다. 이곳에서 꼭 들

미슐랭 그린 가이드 재팬(Michelin Green Guide Japan)으로부터 별

러야 할 곳은 10년 전통의 금박 공예 전문점인 하쿠자(箔座). 다양한 금박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금박을 이용

2개를 받았다.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 한 번쯤 금박 공예품 만들기에 도전해보는

주소 石川県金沢市１丁目３-32 전화 +81-76-221-3553

것도 좋다.
TOURISM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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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이 가득한 축복의 땅

달랏

달랏은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지 시절 휴양지로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거울처럼 맑은 호수와 신비한 폭포,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는 야시장과 이색적인 소수민족의 마을 등 어딜 가나 즐거움이 가득하다. .

달랏 기차역 Dalat Railway Station
아직도 증기 기관차가 다니는 베
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기차역이
다. 1938년에 완공됐으며 판랑
(Phan Rang)에서 달랏(Dalat)
까지 총 87km의 철도가 연결되
어 있다. 독특한 프랑스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기차역으로, 높은 천장과 색색
의 유리창이 인상적이다. 해발 1500m의 고원지대에 자리한 이 기차역은 베
트남 국가 문화 유적지로 지정, 달랏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지금은 여행객을 위한 짧은 노선만 운영 중인데, 달랏 기차역에서 약 7㎞ 정도
거리를 운행하는 관광열차를 탈 수 있다. 포토 스팟으로 유명해 웨딩 촬영을
하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
주소 Da Lat 61000, Vietnam

다탄라 폭포 Datanla Falls
달랏 시내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폭포. 울창한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숲에 비밀의 정원처
럼 숨어 있다. 그 때문인지 다탄라 폭포란 이름엔 선녀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주변 나뭇
잎을 물 위에 뿌렸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이 폭포에선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으니 도전해볼 것.
롤러코스트, 로프 등반, 래프팅, 프리 점프 등이 그것이다. 이중 롤러 코스트는 썰매를 타고 무려 1km에
이르는 트랙을 달리는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 평균 속도는 10-20km/h, 최고 속도 40km/h로 짜릿한 스
피드를 경험할 수 있다.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를 들으며 하는 로프 등반도
꽤나 용기를 필요로 하는 액티비티. 로프에 의지해 한발 한발 걷다보면 7계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폭포수
사이로 아름다운 무지개도 볼 수 있다.
주소 Prenn mountain pass, Da Lat 670000, Vietnam

쑤언흐엉 호수 Xuan Huong Lake
달랏 시내 중심에 자리한 인공 호수로 둘레 5km2, 폭은
25ha에 이른다. 소나무 숲과 푸른 잔디, 아름다운 꽃밭이

City information
위치 안남산맥 남쪽 끝 해발고도
1400~1500m의 람비엔 고원지대에 있다.
면적 393.29km2
인구 406,100 (2015)
통화 동(Dong)/VND

쿠란 마을 Cu Lan Village

가꿔져 있어 시민은 물론 여행자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준
다. 백조 보트를 타고 호수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도 쉽
게 볼 수 있다. 호수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호수는
잔잔해 마치 거울처럼 빛난다. 해질 무렵의 수언흐엉 호수도
환상 그 자체. 하늘 가득 붉은 빛 노을이 번지는 풍경이 호수
와 데칼코마니를 이뤄 탄성을 자아낸다. 튜이 타 파빌리온

언어 베트남어

(Thuy Ta Pavilion) 건너편엔 아기자기한 카페와 레스토랑

기후 연중 18~13℃의 쾌적한 날씨가

이 자리하고 있어 낭만적인 시간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유지된다.

주소 City Center, Da Lat 61000,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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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란(Cu Lan)은 상처의 출혈을 막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허브 나무. 달

달랏 야시장 Da Lat Night Market

랏의 산속에 살던 베트남 소수 민족 럿족이 거주하던 마을을 그대로 재

2003년에 조성된 야시장. 밤마다 달랏 시민은 물론 전세계 여행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매주 토요일과 일

현했다. 달랏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풍 명소로 지프차를 타고 마을을 둘

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지정, 차가 다니지 않아 안심하고 쇼핑을 미식을 즐길 수 있

러보는 액티비티를 할 수 있다. 과거 베트남전쟁에서 사용하던 미군 지

다. 평소에도 사람이 많지만 주말 이 시간 대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북적여 마치 축제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프를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보기보다 힘이 좋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달랏시장은 크게 식재료 시장, 음식 거리, 거리 공연, 그리고 중고와 새 제품을 포함한 의류 시장으로 나뉘어 있

시원한 냇가를 배경으로 아기자기한 가옥이 남아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다. 이중 여행자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음식 거리. 이중 라이스페이퍼 위에 다양한 토핑을 얹어 만드는 '

연출한다. 정글의 생동감과 원주민들의 독특하고 평화로운 삶을 경험하

달랏 피자'와 '꼬치구이'를 특히 놓치지 말자. 젊은이들이 벌이는 힙합댄스나 롤러 스케이트 등의 거리 공연도 즐

고 싶다면 목조 주택에서 숙박을 하며 야생 숲에서의 하룻밤을 경험해

거운 볼거리. 크리스마스나 음력 설엔 대규모의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

도 좋다. 그 외에 사이클링, 연 날리기, 승마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다.

주소 Nguyen Thi Minh Khai, Da Lat 670000, Vietnam

주소 Suoi Can Hamlet - Lat Affairs - Lac Duong district, Da Lat,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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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의 고요한 마을

소와 각종 행사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바가와티 시바 사원(Bhagawati

둘리켈

교의 신을 존칭하는 표현으로, 이 사원은 힌두교의 주요 신 중 하나인 시바

Shiva Mandir)은 나라얀 사원 왼쪽 언덕에 위치한다. 바가와티는 힌두
신을 모시고 있다. 둘 리켈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아르니코 국도(Arniko

네팔 둘리켈은 해발 1586m에 위치, 네팔과 티벳이 교류하던 거점이었다.

Highway)와 히말라야의 일부를 볼 수 있어 독특하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네와르족이 이곳에 터를 잡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꽃피웠다. 히말라야의

둘리켈을 대표하는 사원을 두루 살펴봤다면 이제 노점상에서 과일을 구

아름다운 절경은 말할 것도 없고, 소박하고도 품질 높은 전통 공예품으로도 이름이 높다.

입해보자. 둘리켈은 수도인 카트만두와 가깝지만 훨씬 조용하고 평화로
운 마을이다. 큰 도시처럼 쇼핑몰을 찾기는 어렵지만 매일 새벽부터 노점
상이 줄지어 들어선다. 줄무늬가 없는 수박과 코코넛, 바나나와 키위, 사
과와 귤 등을 판매한다. 즉석에서 컵에 담아주는 사탕수수 주스가 별미니
꼭 맛볼 것. 히말라야 산맥에 트레킹을 즐기러 왔지만 몇 가지 준비물을 빠
뜨렸다면 둘리켈에서 차로 한 시간이면 닿을 있는 카트만두의 타멜지구
(Thamel District)로 향하자.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이는 이곳에서는
각종 트레킹 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 불교 예술품과 민속
기념품도 살 수 있다. 둘리켈에는 짧은 트레킹 코스가 있어 히말라야 산맥
03

의 절경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둘리켈은 카트만두에서 32km 떨어져
비교적 가깝고, 히말라야 전망대로 유명한 너걸코트보다는 고도가 낮아
따뜻하다. 네팔 산간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다. 둘리켈
에서 나모부다까지 트레킹 코스를 걷다 보면 설산이 만든 파노라마와 아기
자기한 계단식 논도 내려다볼 수 있다. 히말라야 전망대를 지나 불교 유적
인 나모부다까지 가는 데는 약 3~4시간이 소요된다.

01 계단식 논
02 언덕 위의 황금 불상
03,05 나모부다
04 구시가지 가옥
06 둘리켈에서 바라본 히말라야의 일출
04

05

01

나모부다(Namobuddha)는 네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 유적
지로, 네팔을 여행한다면 꼭 방문해야 할 성지다. 정확한 건축 연대는 알

City information

려지지 않았지만 17~18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티벳식 불탑

위치 카트만두 계곡에서 동쪽으로 30km

을 준다. 티벳 불교에서 사용하는 5가지 색깔의 깃발인 타르초가 하늘을

떨어진 곳에 위치
면적 54.62km2
인구 33,981 (2017)
통화 네팔 루피/NRs

인 하얀색의 초르텐을 중심으로 작은 탑인 차이탸가 가득해 독특한 인상
뒤덮고 있다. 나랴얀 사원(Narayan Mandir)도 놓치지 말아야 할 유적
지. 과거의 둘리켈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시가지 중심에 있다. 힌두교
3대 신 중 하나인 평화의 신 ‘비슈누’를 모신 사원으로, 가루다 동상이 세워

언어 네팔어

져 있다. 바로 옆에는 ‘비슈누’를 모신 하리 싯디 사원(Hari Siddhi Mandir)

기후 연간 강수량 1500mm, 연평균 20도의

도 있어 함께 둘러볼 만하다. 하리 싯디 사원 광장 앞에는 작은 수조인 포카

서늘한 기온을 유지한다.

리(Pokhari)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광장은 둘리켈 사람들의 모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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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숲, 역사가 어우러진 섬

만(Pasar Pariaman)을 찾아가보자. 매일 문을 여는 재래 시장으로, 길

파리아만

객뿐 아니라 현지인도 자주 방문한다. 의류나 신발, 생활용품 등의 품질이

이 좁고 울퉁불퉁한 편이지만, 곤도리아 해변에서 놀다가 찾기 좋아 관광
좋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 물건을 찾기도 편하다. 과일, 채소뿐 아니라 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주도 파당에서 기차를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북서쪽으로 향하면
파스텔 톤의 바다가 빛나는 도시 파리아만이 나온다. 16세기경 중요한 항구 도시의 역할을
담당했고 네덜란드 침략에 맞서 독립을 지켜낸 파리아만을 소개한다.

도네시아 요리에 쓰이는 장이나 소스 같은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으며, 식
당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도 좋다.
수마트라 바랏 정부가 파리아만 시를 관광지로 개발, 죽어가던 땅을
재생시켜 지금의 맹그로브 숲 공원(Mangrove Forest Park of
Pariaman)을 조성했다. 파리아만 북쪽의 아파 빌리지에 위치, 총 면적
은 8ha에 달한다. 맹그로브 나무를 약 1만 그루 심는 등의 노력으로 이 공
원은 휴양지로 다시 태어났다. 보기 힘든 생물들이 서식해 생태 학습장으
로도 사랑받고 있다. 파리아만 주변의 해변은 산호초 생태계뿐 아니라 바
다거북이 1년 내내 알을 낳는 둥지 지역이 있어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지
정했다. 인근에는 바다거북, 녹색거북, 매부리바다거북이 발견되곤 한
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바다거북 보존 센터(Konservasi
Penyu). 거북 알 배양실, 검역실, 보존실 등을 비롯, 산호초 모니터링실을
두고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황
토색의 거북 석상을 지나쳐 빨간 지붕의 건물로 들어서면 수족관에 둥둥

03

떠다니는 바다거북이 나타난다. 호피 무늬를 연상시키는 피부를 가진 바다

01 Angso Duo 섬
02 매부리바다거북

거북, 늪지대에 숨으면 찾기 힘들 정도로 수풀과 동일한 색을 띠고 있는 바
다거북 등 다양한 종류의 바다거북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03 이슬람 사원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해변가에 세워진 해군 투쟁 기

04 파리아만 전통 음식 Sala Lauak
05 타부익 축제 풍경

념 비석(Monumen Perjuangan TNI AL (MARINIR) Pantai
Gandoriah Pariaman)도 방문해보자. 1945~1949년 네덜란드 침략에
대항했던 인도네시아 해군의 활약상과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대
포가 장착된 군함 형태 위에 3명의 전사가 전투 중인 모습을 조각상으로 표
현했다. 박물관도 있어 인도네시아 제국을 지켜낸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다. 근처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거나 피크닉을 즐겨도 좋다.
04

01

파리아만에서 단 한 곳만 가야 한다면 간도리아 해변(Gandoriah

City information

Beach)을 꼽을 수 있다. 모래사장을 따라 하늘색 바다가 끝없이 늘어서

위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바랏

마련돼 있어 찾아가기도 좋다. 주말마다 주도인 파당과 이곳 해변을 연결

면적 73.36km2

하는 열차도 있다. 이곳에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인구 83,151명(2014)

해변 이름은 전설 속 주인공 소녀의 이름 ‘간도리아’에서 따온 것이다. 바다

통화 루피아/IDR
언어 인도네시아어
기후 1년 내내 더운 열대 기후. 우기에는

있는 간도리아 해변은 파리아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대중 교통이 잘

멀리 수평선에는 6개의 작은 섬이 늘어서 있어 멋진 풍경을 완성한다. 수영
이나 서핑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매년 2월이면 스무 명의 남

고온습윤, 건기에는 고온건조하다. 파리아만

자가 북소리에 맞춰 조각상을 옮기는 이슬람 축제인 타부익(Tabuik) 축제

대부분의 지역이 평균기온 25~27℃를

가 이곳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배가 고파지거나 조금 더 재밌는 구경거리

기록하며 월별 변화가 거의 없다.

를 찾는다면 곤도리아 해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파사르 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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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사는 생태 도시

울산

울산의 태화강은 생태관광단지로 각광 받고, 장생포는 고래문화특구로 사랑받고 있다.
간절곶의 커다란 소망우체통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연중 울산은 축제의 도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워지는 울산에 대해 소개한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1986년 포경이 금지되기 전까지만 해도 장생포는 포경선 50척이 드나드
는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다. ‘지나가는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나 포경이 금지되고 장생포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장생포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고래문화특
구로 지정되면서부터다. 장생포 바닷가에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이 건
립됐고, 야트막한 언덕 주변으로 고래조각공원과 고래광장, 수생생물원
을 잇는 고래 이야기길이 조성됐다. 2015년에는 고래문화마을이 문을 열

간절곶 해맞이

었다. 고래 포경이 성업하던 1960~70년대 장생포의 모습을 재현한 테마

간절곶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다. 호미곶보다 1분, 정동진보다 5분 빠르다. 간절이라는 이

파크로 다방과 이발소, 자전거포, 사진관, 기름집, 장생포초등학교, 우체국

름은 먼바다를 항해하는 어부들이 ‘멀리서 바라보면 꼭 긴 대나무 장대처럼 보인다’고 한 것에서 유래했다.

등이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이어진다. 언덕 위에는 영화 <인디아나 존

그 때문에 여명이 밝아올 무렵이면 언제나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뜨는 해를 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로

스>의 주인공인 로이 채프만 앤드루스의 집도 있다.

북적인다.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장엄한 일출과 바닷가에 세워진 모녀상, 어부상 등 석재 조각상이 황금

주소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빛으로 물드는 모습은 언제 봐도 장관이다. 해돋이 후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소망우체통. 높이가 무려 5m
에 이르는데, 1970년대 사용된 옛 우체통을 본떠 2006년 제작한 것이다. 모형이 아니다. 실제로 남울산우
체국 직원이 하루 한 번 우편물을 수거해 간다. 엽서는 인근 매점과 카페에 비치되어 있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39-2

울산대교 전망대

City information

2015년 6월 울산대교가 개통하면서 울산 남구와 동구를 잇는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됐
다. 울산만을 가로지르는 이현수교는 길이가 1800m에 이르는데, 동쪽 진입로에 전망대

위치 대한민국 동남단에 자리한 광역시.

를 설치하면서 울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됐다. 화정산 정상에 자리한 지상 4층, 높이

면적 1,061.18km2

63m의 울산대교 전망대에 오르면 울산대교와 울산 3대 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인구 1,175,625명(2018년 기준)

산업단지와 울산 시가지, 영남알프스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낮 풍경도 좋지만, 하늘에

통화 한화 / KRW

어둠이 깃들고 먼바다 고깃배에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 즈음 진가를 발휘한다. 울산대교

언어 한국어
기후 연평균 기온은 14.1℃. 봄철에는
바람이 많은 편이며, 여름에는 국지성

조명과 쉬지 않고 가동되는 공단의 불빛, 울산만으로 흘러들어오는 태화강 물결이 어우
러져 환상적인 풍광을 연출한다. 전망대의 외관은 귀신고래와 돛단배를닮았다. 1층에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가을엔 대체로

국내 최장 현수교인 울산대교 건립 과정을 보여주는 울산대교 홍보관이 있고, 3층과 4층

맑은 날이 많으며, 겨울에는 눈이 적게

이 전망대다. 전망대 최대 높이는 해발 203m로 울산대교 주탑 높이와 같다.

내린다.

주소 울산시 동구 봉수로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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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대공원과 십리대숲
태화강은 희망이 없어 보였다. 1960년대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이
들이 일자리를 찾아 울산으로 모여들었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가
쏟아낸 생활오수로 인해 오염될 대로 오염더랬다. 여기에 공업도시 이
미지가 더해져 죽은 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울산을

신불산 억새평원

대표하는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연어가 돌아왔고 1급수에만 서식한

영남알프스는 계절마다 다른 풍경으로 여행자를 유혹한다. 봄엔 파릇파릇하게 새순이 돋고, 초여름이면 보드

다는 재첩도 둥지를 틀었다. 태화강 주변에는 4.3km에 이르는 십리대

라운 연둣빛으로 산등성이를 물들인다. 새하얀 눈꽃으로 뒤덮이는 겨울에는 눈이 시릴 정도. 그래도 영남알프

숲이 펼쳐진다. 사철 푸른 대나무 산책로는 걷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

스가 가장 반짝이는 계절은 가을이다. 황금빛으로 물든 드넓은 억새밭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

아지는데, 대나무가 뿜어내는 음이온 덕분이라고 한다. 태화강대공원

억새군락은 신불산과 영축산 사이, 간월재, 재악산, 고헌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7개 산군 8~9부 능선 곳곳

과 십리대숲을 제대로 즐기려면 태화루와 태화강전망대를 빼놓을 수

에 펼쳐진다. 하늘억새길은 영남알프스 억새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하늘

없다. 태화루는 1400년 전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된 태화사의 한 누각

과 억새, 운무, 전망, 경관의 5개 코스로 나뉜다. 억새가 군락을 이루는 고산평원에 형성된 억새는 물론 아리랑

으로 밀양의 영남루, 진주의 촉석루와 함께 영남 3루로 불린다.

릿지, 신불공룡, 에버로릿지의 기암괴석과 고산지에서 자라는 철쭉 등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주소 울산시 중구 내오산로 67

주소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삼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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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홍의 고향

포산

광저우에서 남서쪽으로 차를 타고 45분 남짓 달리면 무술가 황비홍과 엽문의 고향, 포산이 나온다.
부처 부(佛), 뫼 산(山) 자를 써서 부처의 산이라는 뜻으로, 한국에는 불산이라는 이름이 더 친근하다.
중국 3대 도자기 생산지 중 하나이자, 명나라 때 찬란하게 빛나던 역사를 고이 간직한 포산을 만나볼 시간이다.

월극 즐기기

중국 북부에 경극이 있다면, 중국 남부에는 월극(粵劇)이 있다. 월극은 광둥

어로 진행되는 중국식 오페라로, 중국 남부 지방을 대표하는 전통 예술이다.
한나라 때부터 포샨의 월극은 아름답기로 이름 높았다. 청나라 때는 포산시
에만 30개가 넘는 오페라 공연장이 생길 정도로 번성했다고. 이처럼 오랜 역
사를 이어오고 있는 월극은 포샨이 속한 광둥성뿐만 아니라 광시성, 홍콩, 마
카오 등지에서 주로 공연된다. 중국 전통 오페라 중 방언을 사용한 극은 월극
이 유일하다. 2009년 9월, 유네스코는 월극을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
으로 선정했다. 월극은 광둥 지역뿐 아니라 광둥어를 사용하는 해외 이민자
들 사이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해외 화교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시
키는 문화적 중추로서 기능하고 있다. 포산쭈먀오, 황비홍무술관 등 포산시
곳곳에서 월극이 펼쳐지곤 하므로 놓치지 말자.

황비홍무술관 Huangfeihong Shiyi Martial Arts Building
황비홍무술관은 불산에서 태어난 중국 무술계의
대표주자 황비홍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 세워진
기념관이다. 그의 고향인 서초산(Xiqiao Mountain)
의 루저우 마을(Luzhou Village)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해외의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아 건
설된 곳으로 청나라 말기의 세련된 건축양식을 감
상할 수 있다. 무술관은 기념관과 황비홍 공원, 황비
홍 무술학교, 환덕흥 기념관 등 주제에 따라 나뉘어 있다. 황비홍의 생애를 담은 영상 전시, 쿵푸와 용춤,
사자춤 등 전통 예술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무술관과 인접한 서초산 풍경구는 명산으로 이름 높아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무술의 진수를 느껴보고 싶다면 꼭 방문해볼 것.
주소 363 Provincial Road, Nanhai, Foshan 전화 86-757-8689-6989

바이수이 폭포 The Baishui Waterfall
자연이 만든 아찔한 그림을 보고 싶
다면 중국의 빅토리아 폭포라 할 수
있는 이곳을 방문해보자.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명절이나 국경일에 즐겨
찾을 정도로 인기 높은 바이수이 폭
포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길이로 떨
어지는 폭포다. 증강강(Zengjiang
River)을 타고 흐르며, 폭포수가 강
에 닿는 수면부터 떨어지기 시작하
는 지점까지 길이가 약 428.5m다.
숨막힐 듯이 드높은 탓에 수면은 항

포산쭈먀오 Foshan Ancestral Temple
포산 시내에 위치한 사당으로 도교에서 숭상하는 북방현전대제를 모신다. 11세
기에 광둥성의 전통 희곡예술 ‘월극’이 공연되던 중심지기도 했다. 송나라, 원나
라 때 포산 사당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지금의 이름 ‘쭈먀오’를 얻었다. 북송 시

City information
위치 중국 광둥성의 남부
면적 3,814km2
인구 8,910,000 (2015)
통화 위안/CNY

대인 1078~1085년 지어졌고 원나라 말기에 훼손됐다가 명나라 때인 1372년
에 재건됐다. 이후 스무 차례 중건되며 지금의 성대한 규모를 갖췄다. 사당은 남
2

향이며 30,200m 의 면적을 자랑한다. 명나라, 청나라 때 지어진 건축물이 사당
내부를 빼곡하게 메우고 있다. 공자 사원과 황페이훙 기념관을 비롯해 기획 전
시가 펼쳐지는 전시관과 전통 금속공예, 도자기, 고대 회화 등을 전시한 박물관

언어 광둥어

도 있어 볼 거리가 다채롭다. 매일 쿵푸 공연과 사자춤 공연이 펼쳐지며 종종 월

기후 아열대 기후. 사계절이 뚜렷하다.

극이 진행되는가 하면, 매년 여름에는 어린이를 위한 무술 수업도 운영된다.

연평균 기온은 약 21°C다.

주소 Zumiao Road, Chancheng District, Foshan 전화 +86-757-8222-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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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안개와도 같은 수증기로 가득하
고, 물이 튀는 소리가 종일 울려퍼진

차이니즈 세라믹 시티 Chinese Ceramic City

다. 폭포 길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

포산은 중국 남부에 있는 도자기의 수도라 불릴 정도로 도자기로 유명

돼 있는데, 무려 6.5km에 달하는 길

하다. 도자공예 제품이 유명한 도시답게 도자기 전문 쇼핑 센터도 여

이를 뽐낸다. 가파른 계단이 많고 점

럿 있다. 2002년 10월 처음 문을 연 차이니즈 세라믹 시티는 무려 5만

점 높은 곳으로 올라야 해 건강한 체

3000m2의 면적을 보유, 7층 높이의 건물 가득 각기 다른 스타일의 제

력은 필수. 가파른 산세와 운동을 즐

품들이 줄지어 있다. 전통 도자기 공예품, 도자 장식 등 현지의 도자기

기는 여행객에는 더할 나위 없는 액

장인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제품이 거래된다. 매년 10월 CeramBath라

티비티가 될 것.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는 국제 박람회가 열리는 장으로, 2016년까지 40만여 명의 국제 바이

여러 산과 호수를 발견하는 재미도

어와 270만여 명의 중국인 바이어가 다녀가기도 했다. 포산의 기념품

주어진다. 가장 방문하기 좋은 시기는 늦은 봄과 여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는 꽤 쌀쌀한 편이므로 두꺼운 외

을 찾거나 저렴한 값에 주방 그릇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찾는다면 차이

투는 필수다.

니즈 세라믹 시티를 찾아가보자.

주소 North of Zengcheng, Zengcheng 511300, China

주소 No.2 Jiangwan 3rd Road, Chancheng District, Foshan 528031,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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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영원한 평화의 도시

타이난

타이핑

타이난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간직했다. 옛 노래만큼 정겹고 꾸밈없이 소탈하다. 그럼에도
도시는 늙지 않았다. 건물은 낡았지만 감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생기 있는 자연과
거리는 고스란히 지켜졌다. 전세계 여행자가 타이난을 찾는 이유다.

19세기 주석 광산지이자 영국군의 지배지로, 번영과 상처를
모두 경험한 도시. 때 묻지 않은 대자연과 순수한 마을 주민들이
전세계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정자각와반염전 井仔腳瓦盤鹽田 Jingzaijiao Tile-paved Salt Fiel
타이난에서 가장 오래된 염전이다. 방문객은 옛날 방법대로 직접 고
무래를 밀며 소금을 수확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환상적인 일몰이
압권. 붉게 물든 노을이 염전의 새하얀 소금에 반사돼 아름다운 풍경
을 연출한다. 날씨가 맑으면 맑을수록 더욱 선명한 색감을 자아낸다.
염전 옆 해안가에는 사람들이 일렬로 앉아 제비갈매기 떼를 기다린
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타이완을 찾는데, 떼를 지어 바다 위를
나는 모습이 장관이다. 1년 365일 생일에 따라 색깔이 다른 365개
소금 기념품도 판매한다.

마탕박물관 Matang Historical Museum
‘코타 응아 이브라힘 역사 단지(Kota Ngah Ibrahim historical
Complex)’로도 불리는 타이핑 대표 박물관. 타이핑을 처음 발견
한 롱 자파르(Cek Long Jaafar)의 아들인 ‘응아 이브라힘(Ngah
Ibrahim)’의 개인 거주지였던 곳이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내부를 살펴보면 대포와 초소, 법
정까지 있어 당시 그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응아 이브라힘의 집 현관이던 입구
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거대한 코끼리 동상이 나타난다. 코끼리 옆에는 사람 모형이 손으로 코끼
리의 발을 가리키고 있는데, 롱 자파르가 처음 주석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주변
엔 응아 이라힘의 무덤을 비롯해 다양한 유적지가 있다.
주소 Kampung Pekan Matang, 34750 Matang 전화 +60-5-847-7970

맹그로브숲 Hutan Paya Laut Matang
쿠알라세페탕(Kuala Sepetang) 지역에 자리한 공원. 10만 1877ha에 달하
는 거대한 부지에 맹그로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맹그로브 나무는
뿌리가 땅 밖으로 뻗으며 자라기 때문에 마치 호숫가에 비친 듯한 형태가 인
상적이다.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해안가에서 자라는 나무로, 파도로부터 토
양의 침식을 막고 태풍의 피해를 줄여줘 현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식물 중
하나. 땅 밖으로 나온 뿌리는 물속 생명체들이 살아갈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
다. 숲 입구에서부터 맹그로브 나무 사이로 나무 데크가 조성되어 있어 천천

홍수림 녹색터널 紅樹林 綠色隧道

히 걸으며 둘러보기 좋다. 맹그로브 나무는 워낙 견고해 주로 건축재로 쓰이

안평지구 Anping District

원타이핑동물원 Zoo Taiping

City information

안평지구는 타이난 여행자들이 들르는 필수 스폿 중 하나다. 1627년 네

말레이시아 최초의 동물원. ‘타이핑’ 하면 바로 이곳을 떠올릴 정도로 유명하다. 14만m2에 달하는 큰 규

덜란드가 타이완을 점령할 당시 지은 붉은 벽돌의 요새, 안평고보를 비롯

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운영하는 점이 이목을 끌었다. 여느

위치 타이완 남서부에 있다.

해 사방으로 뻗은 거대한 나무줄기의 안평 트리하우스, 맛집이 즐비한 옛

동물원과 달리 동물 쇼가 없는 것이 특징. 쇼를 위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동물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날 거리 등 볼거리가 넘쳐난다. 이중 안평 옛날거리는 300여 년 전 네덜란

받기 때문이라고. 동물이 지내는 구역은 야생 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꾸며져 있다. ‘사바나’ 구역에서

드인이 안평에 처음 건설한 길로 타이완 제1거리로 불린다. 미로처럼 난 좁

는 실제 사바나 지역의 풍경처럼 기린과 얼룩말, 타조 등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City information

언어 대만어

은 골목 사이로 다양한 상점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여행자의 눈길을 끄는

호랑이와 오랑우탄 등 현지 동물을 비롯해 150여 종에 이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산 동물과 조류를 볼

위치 말레이시아 페락 주 서쪽에 있다. 면적 186.5km2

편이지만, 맑은 느낌의 녹색터널이 꽤 낭만적이다.

기후 열대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것은 다름 아닌 타이난식 먹거리! 새우과자, 오리알찜, 오징어구이, 잉어빵,

수 있다.

인구 217,647(2015) 통화 링깃(Ringgit) / MYR

주소 台南市安南區四草里大衆路360號

약 24°C다.

말린 곶감 등 군침이 도는 간식이 줄줄이 유혹한다.

주소 Jalan Taman Tasik Taiping, 34000 Taiping, Negeri Perak 전화 +60-5-808-657

언어 말레이시아어 기후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27℃다.

머리 위로 우거진 나무가 고요한 터널을 이룬다. 숲을 이루는 정체는
홍수림(紅樹林) 또는 맹그로브(Mangrove)라 부르는 태생식물로 갯
벌에서 자라 뿌리로 숨을 쉰다. 타이완에서 지정한 보호수종의 하나
로 가이드와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30분간 홍수림을 관찰한다. 열매
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달린 채로 싹이 터서 물속으로 줄기를
길게 늘어뜨리며 자라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숲의 크기는 작은

2

면적 175.6 km

인구 765,658(2007)
통화 뉴대만달러/TWD

TOURISM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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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SCOPE

지만 숯으로 만들어져 관상용이나 공기 청정제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맹그
로브 숲 근처에 맹그로브로 만든 천연 숯을 파는 차콜 팩토리가 있다.
주소 Kampung Kuala Sepetang, 34650 Kuala Sepe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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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항구 도시

동양의 진주

블라디보스토크

마닐라

블라디보스토크는 1992년 소련이 해산 될 때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군사 도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도시는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전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며 전세계 여행자의 발길을 불러모으고 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는
19세기 중엽까지 에스파냐의
대 아시아무역의 거점 도시였다.
마닐라에 스페인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이 때문. 근대화 도시
계획으로 교육과 상업, 관광이 발달,

발루아르테 데 산디에고 Baluarte de San Diego

필리핀에서 가장 세련되고 부유한

1586년 지어진 마닐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요새. 전쟁과 지진

도시로 사랑받고 있다.

으로 파괴된 것을 복원했다. 입구를 지나면 정원이 펼쳐지고, 정

독수리 전망대 Орлёноегнездо

원 너머로 오래된 성벽이 눈에 띈다. 계단을 따라 성벽 위에 올라

러시아어로 ‘독수리 둥지’라는 뜻의 ‘오들리노예 그네즈도(Orlinoye

서면 마닐라 시내가 내려다보이고, 발 아래로 3개의 커다란 원

Gnezdo Mt.)’엔 전망대가 있다. 바로 해발 214m의 ‘독수리 전망대’.

형 석조 건축물이 서로 몇 미터 간격을 두고 엇갈려 연결된 독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금각교 너머로 블

한 건축물도 보인다. 발루아르테 데 산디에고 외벽의 공터에서

라디보스토크 항구가 시원하게 펼쳐지는데, 특히 저물녘 이곳에서

는 필리핀 초대 대통령인 에밀리오 아기날도부터 필리핀 사람들

바라보는 일몰이 환상적이다. 전망대 뒤편으로는 러시아어의 모체

의 존경을 받고 있는 10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코라손 아

가 된 키릴 문자를 만든 전도사 키릴로스(Kyrillos)와 그의 형 메토디

키노 등 12명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오스(Methodios) 동상이 서 있다. 십자가와 책을 들고 서 있는데, 슬

주소 Sta. Lucia St, Intramuros, Manila, 1002 Metro Manila, Philipines

라브 민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해 동방정교회에서 성인으로 추대됐다.
주소 Sukhanova Street, Vladivostok, Primorskiy kray

SM 몰 오브 아시아 MOA・SM Mall Of Asia
1년 내내 더운 필리핀은 쇼핑몰이 발달했다. 대형 쇼핑몰은 백화점, 슈퍼마
켓, 레스토랑, 카페, 영화관, 정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2006
년 아시아 최대 규모로 오픈한 SM 몰 오브 아시아는 중저가 브랜드가 많아
가볍게 쇼핑을 즐기기에 좋다. 직선 길이가 200m가 넘고, 매장 수도 700개

중앙광장

블라디보스토크 개선문

Центральнаяплощадь

블라디보스토크 중심가인 스베틀란스카야(Svetlanskaya) 거리에
있는 가장 큰 광장. 하얀색 고층 빌딩인 연해주 정부청사 옆에 위치해

가 넘는다. 자칫했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쇼핑하는 것

Nikolai’s Triumphal Arch

이 좋다. SM 몰 오브 아시아는 총 4개의 건물로 되어 있다. 마닐라 베이 쪽에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Nikolai) 2세는 왕자 시절 시베리아 횡단 열

엔터테인먼트 몰이 있고, 건너편에 메인 몰이 있다. 아이스링크와 아이맥스

City information

차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 보통 개선문은 전
쟁에서 승리한 황제나 개선장군을 위해 세우지만, 이 개선문은 황제 방문을

성 어거스틴 성당

위치 동해 연안의 최대 항구도시다.

기념해 세운 것. 1890년 10월 니콜라이 2세는 황위 계승 전, 견문을 넓히기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성 어거스틴 성당은 1571년에 지어진, 필리핀에서 가장 오

위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인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랜 역사를 간직한 바로크식 석조 성당이다. 400년 동안 7번의 지진과 마닐라를 초토화한 제2차 세계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1891년 5월 마지막 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였

전 중의 일본군 폭격에도 파괴되지 않은 기적의 성당.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정문을 지나 내부로 들어서

다. 니콜라이 2세는 배에서 내려 아치형의 개선문을 지나 도시로 입성했다.

면 16세기의 샹들리에, 2명의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벽과 천장의 그림 등 바로크식의 장중한 아름다움을

기후 화창하고 따뜻한 날은 짧고,

개선문 정면엔 니콜라이 2세의 얼굴과 함께 방문 날짜인 1891년 5월 11일

드러낸다. 안마당에 위치한 박물관에서 과거 교회를 장식했던 프레스코화와 유화, 성가대석, 예배복 등

인구 1,652,171 (2010) 통화 페소/PHP

명광장’이라고도 불린다. 지금도 5월 전승기념일마다 각종 이벤트가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겨울이

이 적혀 있고, 그 아래 니콜라이 황제의 이니셜 N자가 새겨져 있다.

진귀한 골동품을 감상할 수 있다.

언어 타갈로그어, 영어 기후 건기(11~4월), 우기(5~10월)로 나뉘며

열리며, 겨울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매우 길다

주소 Ulitsa Petra Velikogo, 6, Vladivostok, Primorskiy kray

주소 General Luna St, Manila, 1002 Metro Manila, Philipines

연 평균 기온은 약 33°C다.

있다. 구소련 시절, 소비에트 정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을 형상
화한 3개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는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성
공을 기념하기 위한 것. 동상 속 인물은 노동자와 선원, 군인들. 깃발
과 총을 든 병사의 모습에서 결연함과 당당함이 느껴진다. 가운데 동
상 주춧돌엔 ‘극동 지역에서 소비에트 정권을 위해 싸운 전사에게,
1917~1922’라고 적혀 있다. 혁명 전사를 기리는 역사적인 장소로 ‘혁

면적 600km2
인구 598,927 (2012)
통화 Ruble/RUB
언어 러시아어

TOURISM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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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은 각각 메인 몰과 엔터테인먼트 몰에 위치한다.

San Agustin Church

TOURISM SCOPE

주소 Seaside Blvd., Pasa, 1300 Metro Manila, Philipines

City information
위치 필리핀 북부, 루손 섬 남서부에 있다. 면적 38.55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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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O Members

천사의 도시

124 city members, 51 industry members

방콕

INDUSTRY MEMBERS
과거 서구 열강의 침략을 피해

CHINA

Guangzhou Garden Hotel
Guangzhou Star Cruises Co., Ltd.
GZ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Ltd.
Shandong Channe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China Travel International (Xinjiang) Ltd.
China Comfort X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Dalian Gul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ITS Guangdong
China Travel Internantional Sanya Co., Ltd.
Hainan Gaoli Holiday Travel Service Co., Ltd

JAPAN

Kagoshim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Fukuok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JTB Corp. Fukuoka Office

온전히 지켜낸 왕실과 사원들은

CITY MEMBERS

여전히 감탄을 자아내고,
오색찬란한 불빛으로 일렁이는
차오프라야 강은 변함없이

왕궁 Grand Place

CHINA

JAPAN

MALAYSIA

로맨틱하다. 이곳은 바로 태국의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인 방콕 대표 볼거리. 1782년 라마 1세에 의해 지어진 후 새로운 라마(국왕)가 등

수도, 방콕이다.

극할 때마다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면서 지금의 규모를 갖췄다. 국왕이 거주하던 궁전부터 정부

Chengdu
Dalian
Dujiangyan
Foshan
Guangzhou
Hangzhou
Liupanshui
Lianyungang
Qiannan
Qingyuan
Qingdao
Sanya
Shanghai
Shaoguan
Shenyang
Suzhou
Tianjin
Urumqi
Weihai
Wenzhou
Yantai
Zhangjiajie
Zhaoqing
Zhengzhou

Fukuoka
Kanazawa
Kagoshima
Kitakyushu
Kumamoto
Miyazaki
Osaka
Shimonoseki
Takeo

Alor Setar
Ipoh
Kota Bharu
Kota Kinabalu
Kuala Kangsar
Kuala lumpur
Melaka
Penang
Taiping

KOREA

MONGOLIA

Andong
Boryeong
Busan
Busan Haeundae-gu
Busan Jung-gu
Busan Saha-gu
Buyeo-gun
Changwon
Chuncheon
Daegu
Daegu Dong-gu
Daegu Jung-gu
Daejeon
Donghae
Gangneung
Gangwha-gun
Geoje
Gimhae
Goyang
Gunsan
Gwangju
Gyeongju
Hadong-gun
Iksan
Incheon
Jeollabuk-do
Jeonju
Jeju
Namhae-gun
Pohang
Sejong
Sokcho
Tongyeong
Ulsan
Ulsan Dong-gu
Ulsan Nam-gu
Yeongju
Ulju-gun

Dornogovi
UVS Province

청사와 대법전까지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극히 일부다. 정문으로 들
어서면 정교한 장식의 황금 탑이 있는 왓프라깨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로
국왕의 제사를 지내는 왕실 수호 사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메랄드 불상, 프라깨우(Phra Kaew)가
있어 에메랄드 사원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원과 달리 승려가 거주하지 않는 것이 특징. 내부에 들어서면
방대한 크기의 벽화가 시선을 압도한다. 힌두교 대서사시인 <라마야나>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라
마 1세 때 그려진 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주소 Na Phra Lan Rd, Khwaeng Phra Borom Maha Ratchawang, Khet Phra Nakhon

CHINESE TAIPEI
Kaohsiung
Taichung
Tainan

EAST TIMOR
Ermera
Liquica
Maliana
Manatuto

센트럴 Central

INDONESIA

방콕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쇼핑 파라다이스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센
트럴의 역할이 크다. 수많은 복합 쇼핑몰과 세계의 다양한 브랜드 매장이 센
트럴에 밀집해 있는 것. 방콕 최대의 주말 시장, 짜뚜짝 시장(Siam Square)과
서울의 명동이나 홍대 거리와 비슷한 느낌의 시암퀘어(Siam Square), 그리고
태국의 현대미술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방콕 아트&컬처 센터(Bangkok
Art & Culture Center) 등 쇼핑과 문화 1번지로 손색없다.

카오산로드 Khaosan Road
가장 방콕답지 않은 동네가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됐다. 왕궁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여
행자 거리, 카오산로드가 바로 그곳. ‘전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베이스캠프’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언제

City information
위치 태국의 수도. 면적 1568.7km2
인구 8,500,000(2015년) 통화 바트/THB
언어 태국어 기후 아열대 몬순 지역으로 연중 28°C 이상의 높은 기온을 유지한다.
건기(11~4월), 우기(5~10월)로 나뉜다.

나 여행자로 북적인다. 1970년대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모여 있어 주머니가
가벼운 배낭여행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지금은 꼭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이곳의 분위
기를 즐기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약 400m의 짧은 2차선 도로에 게스트하
우스부터 카페, 레스토랑, 바, 클럽, 마사지 숍, 기념품점 등 여행자를 위한 편의 시설과 유흥업소가 가
득 들어서 있다.

Ambon
Baubau
Bitung
Bogor Regency
Jailolo
Jakarta
Langgur
Maumere
Nias Regency
North Sumatra
Padang
Pariaman
Samosir
Serdang Bedagai
Surabaya
Taliabu Regency
Tambrauw
Yogyakarta

KOREA

BEXCO
Busan Tourism Association
Arum Travel Service Co., Ltd.
Cheongsong Travel Service Co., Ltd.
Road ABC Media Co., Ltd.
TourJapan Co., Ltd.
Intravel Ltd.
Haeundae Centum Hotel
Daegu Tourism Association
Lee Convention
Busan Tourism High School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Solar Travel Agency
BS FunTour
Benikea Jeonju Hansung Tourist Hotel
Sky Tour
JB Tour
Panworld Dream
Tour Fun Co., Ltd.
	Wolseong E&C
Tongyeong Tourism Development Corperation
Stanford Hotel & Resort
Dongback Tour
Dongwon Royal Country Club & Resort
Ulsan College
Busan CCI
Busan Tourism Organization
Blessing AMC Co., Ltd.
Kyungwoon Universerty
Design Center Busan
Seoul Tourism Organization

NEPAL
Bheemdatt
Dharan
Dhulikhel
Harion

PHILIPPINES
Manila

RUSSIA
Vladivostok
Irkutsk

THAILAND
Bangkok

UZBEKISTAN
Samarkand

VANUTAU
Port Vila

VIETNAM
Bac Ninh
Daldat
Danang
Hai Phong
Hanoi
Ho Chi Minh
Vungtau Province

주소 Khaosan Rd., Talat Yot, Khet Phra Nakhon

TOURISM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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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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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Taiping Tourist Association

MONGOLIA

Ancient Nomads Tour Agency

RUSSIA

Gavan Tour-Center Co. Ltd

U.S.A

MCM Group Holdings Ltd.

VIETNAM

Haiphong Vanhoa One Member Limited Corporation
Haiphong Vocational College of Tourism

INDIA

Abroader Consultancy India Pvt. Ltd.

TPO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PO Secretariat, 4F, 357, Geumgok-daero, Buk-gu, Busan
TEL. +82-51-502-2984~7 FAX. +82-51-502-1968
E-mail. secretariat @ aptpo.org
Web Site. http: www.aptp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