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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 Express Line 노선도
홍콩 지하철(MTR) 노선도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CULTURE
스크린에는 영화계를 뒤흔든 장면들이 재생되고, 식
탁에는 미각을 자극하는 음식이 가득하다. 게다가
거리는 매일 축제로 시끄럽다. 숱한 일이 벌어지는
도시 홍콩으로 떠나는 여행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1

홍콩의 역사
홍콩은 여러 민족, 문화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도시. 중국식
얌차 문화와 영국식 애프터눈 티 문화가 공존하고, 고대 동남
아시아 민족의 방언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 모든 문화들이
오랜 시간 한 도시에 머물며 오늘의 홍콩을 만들었다.

향기로운 항구
홍콩은 한문으로 향기로울 향(香)자와 항구 항(港)를 쓴
다. 광둥어로 읽으면 '헝꽁' 정도로 발음되는데, 이를 영
어로 옮긴 이름이 홍콩이다. 오래전 홍콩에는 각종 향료
와 향나무를 실어 나르던 무역항이 있었다. 홍콩의 항구
는 좋은 향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홍콩을 향기로운 항
구라 불렀다. 영국의 영토였던 홍콩이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라는 정식 명칭을 얻게 됐다.

영국 문화 이식
19세기 홍콩은 무역의 요지였다. 영국은 홍콩을 영국화하
는 작업에 열을 올렸다. 식민지가 아닌 완벽한 영국 땅으
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영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
입하고, 광범위한 부문에서 영국화를 시도했다. 이런 영
국의 시도와 원주민의 문화가 혼합된 대표적인 사례가 중
국차와 서양식 쿠키로 즐기는 홍콩의 애프터눈 티 문화.

쇼핑천국 유전자
19세기.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생산된
물건 대부분이 홍콩의 무역항으로 모여들었다. 영국뿐
아니라, 당시 해상무역을 하던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
럽 국가들의 무역선들이 홍콩 무역항을 자주 이용했다.
당시 홍콩은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모여있는 백화점 같
은 곳이었다. 쇼핑천국이라는 홍콩의 이미지는 무려
200여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와인과 예술의 아이러니
최근 홍콩은 세계의 와인과 예술을 아시아에 소개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인접 국가에 접근이 용
이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온갖 와인과 예술 작품들이
홍콩으로 몰려들고 있다. 홍콩은 말하자면, 포도나무가
자라지 않는 와인 천국이며, 150년 짧은 역사를 가지고
도 세계 문화 예술의 허브인 아이러니한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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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축제

헤밍웨이는 말했다. 파리는 언제나 축제 중이라고. 만약 헤밍웨이가 홍콩을 좀더 일찍 알았
더라면 이 말의 주어는 바뀌었을 것이다. 홍콩이야 말로 언제나 축제 중이다. 낮에는 바다의
여신을 기억하며 배들의 경주가 열리고, 밤이 되면 불꽃으로 도시의 하늘이 모두 물든다.

구정 설 퍼레이드 NEW YEAR'S PARADE

청차우 빵 축제 CHEUNG CHAU BUN FESTIVAL

할로윈 축제 HALLOWEEN TREATS

홍콩 와인&다인 축제 HONG KONG WINE&DINE FESTIVAL

매년 설날을 맞이해 홍콩 도심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 세

홍콩 외곽의 작은 섬 청차우에서 열리는 빵 축제. 빵으로

홍콩의 할로윈 축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2008년, 20도 이하의 모든 주류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 이후

계 각지에서 몰려온 퍼레이드팀의 행진이 장관. 대표적으로

만든 무려 15m 높이의 탑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자

다. 특히 홍콩 섬 란콰이퐁에서 절정을 이룬다. 수 천명의 여

시작된 축제.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400여 개의 부스에서 다양

일본의 각 지역 마쓰리 축제단원들과 한국의 농악대, 유럽의

춤 등 종교의식이 열려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행객들이 코스프레를 하고 거리에 모여 축제를 즐긴다. 또

한 와인을 맛볼 수 있다. 바다를 보며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한 도심의 펍과 식당들이 할로윈을 기념하는 소품들로 꾸며

특징. 축제는 4일 동안 진행되며, 축제 1일차 저녁에 시작해 4일

져 아기자기하면서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차 밤에 마무리 된다. www.discoverhongkong.com/wineanddine

일시

일시

10월 마지막 주

장소

센트럴 하버 프론트

퍼레이드팀 등이 참가한다. 약 1시간 동안 행진이 펼쳐지며,
캔톤 로드에서 스타의 거리까지 이어지는 대로에서 관람하

일시
장소

양력 4-5월 사이
청차우 섬

는 것이 가장 좋다. 일찍 자리를 맡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일시

구정 당일. 다음날 오후 8시에는 불꽃놀이가 열린다.

장소

침사추이 홍콩 문화센터-캔톤 로드-하이퐁 로드-네이던 로드 일대

10월 30-31일

홍콩아트바젤 HONG KONG ART BASEL
매년 봄 완차이 컨벤션 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열리는 아트
마켓 축제. 미국과 스위스에서도 열리는 세계 최고의 아트

명절과 국경일

날짜

신년

양력 1월 1일

설날

음력 1월 1-3일

홍콩 최대 명절. 이 기간 동안 콩 헤이 팟 초이(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
담을 주고받는다. 메가 세일 할인율도 최대치로 오르는 성수기이기도 하다.

부활절

3, 4월 중
(매년 달라짐)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영향으로 홍콩에서는 제법 큰 명절로 기념한다.

석가탄신일

5월 중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5월중 음력 날짜로 공휴일이 지정되며, 각 절에서 연
등 행사가 열린다.

홍콩 특별자치기구 수립일

7월 1일

홍콩의 중국 반환일로 매해 두 번 열리는 불꽃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추석

음력 8월 15일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이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주로 월병을 만들어 먹는다.

크리스마스

12월 25-26일

겨울 축제와 메가 세일이 겹친 공휴일. 가장 화려하고 분주한 홍콩을 만날 수 있다.

의미

마켓이다. 다양한 미술 작품에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화려한 경매 라인업을 만날 수 있다. 미술 상품을 좋아하는

용선 축제 DRAGON BOAT CARNIVAL

여행자들에게 가까운 홍콩에서 열리는 아트바젤은 최고의

형형색색의 용선들이 빅토리아 하버를 가로지르기 시작하

기회. www.artbasel.com

면, 구경꾼들이 환호하며 화답한다. 축제의 클라이막스는

일시

3월중

장소

완차이 홍콩컨벤션, 엑시비전 센터

틴 하우 축제 TIN HAU FESTIVAL

새해를 여는 첫 국경일

용선 경주. 세계 각국에서 제작된 용선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속도를 겨루는 장면이 압권.
일시

6월-7월

장소

홍콩 전역의 해안가

바다의 수호신이자 어부들의 수호 여신인 틴 하우 탄신일
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 축제기간 동안 신계지의 람

홍콩 겨울 축제 HONG KONG WINTER FESTIVAL

추엔 소원나무(Lam Chuen Wishing Tree)를 찾아가 소원

홍콩 곳곳의 매장에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겨울

을 빌면 이루어 진다는 전설이 있다.

특별 세일이 열린다. 또한 크리스마스등 연말 기념일들이

일시

음력 3월 23일
조스 하우스 베이(Joss House Bay),
유엔롱 스타디움(Yuen Long Stadium)

콩 곳곳에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을 볼 수 있다.
일시

11월-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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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CULTURE

장소

겹치며 가장 화려한 홍콩을 경험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홍

홍콩 영화의
황금기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홍콩 영화에 세계적인 스타가 탄생한다. 바로 이소룡. 1973년 그가 돌연사하
기 전까지 홍콩 영화는 이소룡이라는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했을 정도. 이소룡의 탄생은 홍콩 영화를 세계에 알
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소룡의 죽음 이후 홍콩 영화계는 잠시 침체기를 겪는다.

이소룡 그리고

왕가위 시대

ⓒ 영화 「정무문」 中 이소룡

ⓒ 영화 「중경삼림」

ⓒ 영화 「용소야」 中 성룡

ⓒ 영화 「중경삼림」

이소룡이 죽은 뒤, 홍콩 무협영화계의 가장 큰 숙제는 이소룡이라는 이름을 지우는 것이었다. 1978년 원화평 감독의 영

무협, 누와르 등이 유명해지면서 홍콩영화는 로맨스 장르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다. 이때 등장하는 감독이 왕가위.

화 「취권」이 개봉하며 새로운 스타가 등장한다. 바로 성룡이다. 무술에 코믹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의 연기는 홍콩 무협

1990년 개봉한 「아비정전」을 필두로, 「중경삼림」, 「해피투게더」, 「화양연화」로 이어지는 그의 영화는 독특한 색감과 음악

영화계를 다시 일으킨 힘이었다. 성룡 등장 이후 이연걸, 견자단 등이 무협영화 배우의 계보를 잇고 있다.

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창의적인 시놉시스와 왕가위 특유의 영상은 세계 영화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누와르의 탄생

웃기고 있는 이야기

ⓒ 영화 「영웅본색」 中 장국영

ⓒ 영화 「영웅본색」 中 주윤발

ⓒ 영화 「녹정기」 中 주성치

ⓒ 영화 「쿵푸허슬」 中 주성치

침체기를 깨고 등장한 영화가 1987년 개봉한 오우삼 감독의 「영웅본색」이다. 이소룡과 무협영화로 대변되던 홍콩 영

코믹 액션의 대가 주성치를 세상에 알린 영화는 1990년 개봉한 영화 「도성」이다. 잘생긴 배우가 등장해 온갖 익살스러

화계에 본격적으로 누와르라는 장르가 탄생 한 것. 이 영화를 통해 장국영, 주윤발 등의 무비스타들이 세상에 등장한

운 짓을 하는 장면에 관객들은 환호했고, 주성치의 전설이 시작됐다. 자신만의 확실한 색을 가진 배우 주성치는 「쿵푸허

다. 「영웅본색」부터 2000년 「무간도」까지 이어지는 홍콩 누와르 영화는 홍콩 영화의 황금기를 이끈 주요 작품이었다.

슬」 등 직접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여전히 홍콩 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주성치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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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식문화

홍콩의 대표 음식 리스트
딤섬

얌차 문화
딤섬과 얌차로 간단하게 식사하는 문화.
차와 딤섬의 조합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매력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다. 현지인들은 주로 점심 시
간을 딤섬과 얌차로 간단하게 즐긴다.

첨잔 문화

하카우

창펀

샤오마이

춘권

샤오롱바오

蝦餃 Ha Gau

腸粉 Chang Fun

燒賣 Siu Mai

春券 Chun Goon

小龍包 Shao Long Bau

투명한 찹쌀피 속에 통새
우를 넣어 쪄낸 딤섬

얇은 찹쌀 피에 고기로 속
을 채워 쪄낸 딤섬

새우와 돼지고기를 넣어 보
자기 모양으로 쪄낸 딤섬

밀가루피에 고기, 야채 등을
넣어 바삭하게 튀겨낸 딤섬

소맥분 만두피 속에 돼지고
기 등을 다져 넣어 쪄낸 딤섬

디저트

홍콩의 레스토랑에서 차를 주문하면 두 개
의 주전자가 나온다. 하나는 차가 담긴 주
전자이고, 다른 하나는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 찻물이 떨어졌을 때는 주전자 뚜
껑을 반쯤 열어놓으면 직원이 채워준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컵에 차를 따라 주
는데, 어느 정도 컵이 비워지면 직원이 돌
아다니며 컵을 채워준다.

밀크티

에그타르트

수도

망고 푸딩

Milk Tea

蛋撻 Egg Tart

壽桃 Peach Bun

Mango Pudding

홍차를 진하게 우려 우유
와 섞어 마시는 차

둥근 페이스트리 가운데 달
걀 크림을 넣어 구워낸 빵

복숭아 모양의 팥으로 속
을 채워 넣은 찐빵

망고에 설탕, 연유, 젤라틴
을 섞어 만든 디저트 요리

완탕 누들

요리
애프터눈 티
홍콩은 오랜시간 영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
영국의 차 문화인 애프터눈 티를 홍콩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달콤한 디
저트와 홍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오후시간을

쓰촨 차오판

콘지

딴딴미엔

보내는 애프터눈 티타임. 홍콩 여행자들의

四川炒飯 Sichuan Chao Pan

粥 Congee

擔擔麵 Dan Dan Mian

마음까지 달달하고 따듯하게 만들어 준다.

사천식 매운 볶음밥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살 등
과 채 썬 채소를 함께 끊인 죽

익은 면에 땅콩, 고추가루, 마늘
을 볶아 올려먹는 사천식 국수

칠리크랩

씨우욕

핫팟

Chilly Crab

燒肉 Siu Juk

통게를 칠리 소스와 함께
볶은 요리

새끼 돼지를 통으로 구워
먹는 바비큐

雲吞麵 Wonton Noodle
생선으로 우린 국물에 고기, 새
우 등 재료를 얹어 먹는 국수

홍콩 레스토랑 기본 매뉴얼
비성수기에는 따로 예약할 필요가 없지만,
성수기의 경우 유명 레스토랑은 미리 예약
하고 가는 것이 좋다. 홍콩은 인구밀도가 높
은 만큼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손님도 많아,
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종업원이 다가온다.

각기 다른 두가지 국물을
놓고 먹는 샤브샤브

공즈미엔
公仔麵 Gong Zi Mien
라면에 햄과 채소를 첨가
해 먹는 홍콩식 라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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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정신 없는 경우가 많다. 큰 손동작

火锅 Hot Pot

차 한잔의 여유
애프터눈 티 문화는 홍차와 함께 샌드위치, 비스킷 등 간식거리를 함께 먹는 문화다. 1841년 영국의 베드포드
가문 7대손의 부인이었던 안나 마리아가 오후시간에 귀족부인들과 모여 차와 간식을 곁들여 먹은 것이 애프터
눈 티의 시작이다.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에게 적당한 휴식이 주어지면 생산 효율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뒤, 영국의 공장들에서 애프터눈 티타임을 시행하면서 모든 계층이 즐기는 문화가 됐다. 이 문화가 영국
의 지배를 받던 홍콩에 들어와, 중국식 차문화와 혼합돼 탄생한 것이 홍콩식 애프터눈 티다.

홍콩식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법

밍차 티 하우스

영국식 애프터눈 티를 즐기기 좋은 곳
페닌슐라 호텔
구룡 반도의 상징과도 같은 호텔 페닌슐라에서 즐기는 애프터눈 티.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호텔 로비에서
홍콩식 애프터눈 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쿼리

두번째 잔부터 차를 즐길 수 있다. 취향에 맞는 차를

애프터눈 티타임을 운영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예약이 불가능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보

베이에 위치한 밍차티하우스. 영국식 차문화에 중국식

작은 잔에 담아 천천히 마시는 것. 차를 마실 때 중요

통 오후 2시 이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니 오픈 시간보다 미리 도착하는 것이 좋다.

차문화가 더해져 독특함을 발산한다. 먼저, 도자기로 만

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다. 아시아의 차문화라

든 찻잔과 주전자 아래 물을 버릴 수 있도록 나무로 된

고 하면 정숙한 분위기가 연상된다. 그러나 홍콩식 애

판을 놓는다. 뜨거운 물이 끓으면 차를 우리고 나서 찻

프터눈 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화다. 둘째 잔을

잔에 담고는 잠시 앞에 앉은 사람과 담소를 나눈다. 차

따라 놓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를 따라놓고 이게 뭔가 싶지만, 이유가 있다. 첫 잔은 잔

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면 입이 데기 때문에, 대화를 나

을 따듯하게 달구기 위한 것. 담소를 나누다 시간이 지

누며 차를 적당한 온도로 식히는 것. 차가 적당한 온도

리츠칼튼 호텔에서는 카페103(Cafe103)과 더라운지&바(The Lounge&Bar) 두 곳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나면 나무판 아래로 찻잔의 차를 미련 없이 버린다.

로 식으면 준비된 음식과 함께 차를 즐기기 시작한다.

있다. 둘 중 102층에 위치한 더라운지&바가 좀 더 인기다. 홍콩의 전경을 배경 삼아 즐기는 오후의 여유. 매일

가는 법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E 출구에서 도보 10분

가격

1인 HK$368, 2인 HK$658.

리츠칼튼 호텔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필수다. 번잡함을 막기 위해 예

밍차티하우스

약은 오후 12시, 2시 15분, 4시 30분 세번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가는 법

MTR 타이쿠(Tai Koo)역 A1 출구로 나와 큰길 건너 오른편으로 걷다가 팩토리 빌딩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이용

가는 법

MTR구룡(Kowloon)역에서 엘리먼츠로 이동 후 연결 통로를 따라 리츠칼튼 호텔로 이동

웹사이트

mingcha.com | www.facebook.com/mingchateahouse/

가격

주중 1인 HK$388, 2인 HK$628 / 주말 1인 HK$408, 2인 HK$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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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동양과 서양을 품고, 과거와 현재·미래
까지 아우르는 여행지 홍콩.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몇가지를 준비해두면 우
리의 홍콩여행은 두 배쯤 든든해 진다.

2

여행 준비
❶ 비행시간 및 시차

❻ 언어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 약 3시간 30분 소요.

중국 남동부의 대표적인 언어인 광동어(Cantonese)를 주로 사용하며, 영어를 공용어

시간은 홍콩이 한국보다 1시간 늦다.

로 쓴다. 대부분 식당이나 가게에서 영어와 광동어 모두 가능하다.

❷ 월별 기후 및 옷차림

❼ 전화와 전압

3-5월 SPRING

전화 국제전화 선불카드(IP CARD, 가격 HK$50부터 시작)로 공중전화에서 국제전화

평균기온 18-27℃ 비교적 온화하다.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로 얇은 긴팔 티셔츠

가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홍콩 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전화가 비치

를 입기 좋다. 여름에 비해 비가 적게 오는 시기이기는 하나 종종 비를 만날 수 있으

된 호텔에서는 무료로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홍콩 국가번호는 852.

므로 우산과 우비를 준비해 가도록 하자.

전압 220V / 220Hz. (콘센트가 한국과 달라 어답터를 챙겨가거나, 호텔에서 대여해야 한다.)

6-9월 SUMMER

❽ 치안

평균기온 26-33℃. 습도가 높다. 단발성 소나기가 자주 온다. 갈아입을 옷과 함께 전

홍콩의 치안은 세계적으로도 좋은 편. 그러나 주요지역(센트럴, 침사추이 등)에는 인

자기기 방수팩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단, 몇몇 고급 식당에서 반바지는 입장이 제한

파가 많아 주머니 소지품 간수를 잘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주요지역으로 들어가는

되니, 긴바지를 꼭 챙기도록 하자.

MTR이 굉장히 복잡하니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10-11월 FALL
평균기온 18-28℃. 9월 말이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된다. 대부분 날씨가 맑고
쾌청해 도보 여행에 적합하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제법 크니, 쉽게 입고 벗을 수 있
는 겉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12-2월 WINTER

비상 연락처

평균기온 13-18℃. 최저기온이 영상 10℃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좀처럼 흔치 않다. 홍

◆홍콩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콩의 겨울은 우리에겐 봄 정도 되는 날씨. 공원의 나무와 꽃도 시들지 않고 피어있다.

ADDRESS

청바지에 맨투맨 티 하나 걸치고 거리를 활보하기 좋은 시기.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5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Admiralty, Hong Kong
香港金鐘夏慤道 16號 遠東金融中心 5-6樓

❸ 통화

HOMEPAGE hkg.mofa.go.kr

홍콩의 공식 통화는 홍콩 달러(HK$).

PHONE

(+852)2529-4141

E-MAIL

hkg-info@mofa.go.kr

❹ 환율
2017년 12월 기준 HK$1는 한화 약 150원.

◆ 경찰핫라인(24시간) 999
◆ 지하철 분실물 보관소(애드미럴티역) 852-2861-0020

❺ 비자

◆ 홍콩 내 전화번호 안내(영어) 1081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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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항 이용방법
❹ 출국 및 얼리체크인
홍콩은 얼리체크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공항고속철도(AEL) 이용자들은 항공편 티켓
발권부터 수화물까지 비행기 탑승에 필요한 수속절차를 도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인타운
체크인이라 불리는 도심 수속을 밟기 위해서는 공항고속철도 티켓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

❶ 홍콩국제공항
홍콩 첵랍콕(Chek Lap Kok)국제공항은 홍콩 서부 란타우 섬에 위치해 있다. 현대적
인 공항으로 무료 인터넷과 내부 인포메이션 센터가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하다. 다양
한 카페와 식당, 숍이 있어 대기 시간이 길어도 심심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다.

❷ 입국
홍콩의 입국심사는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공항 내부 구조가 단조롭고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 편리하다. 우리나라와 홍콩 두 나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신청 후

며, 홍콩역과 구룡역에서 얼리체크인이 가능하다. 단, 항공사 별로 얼리체크인 오픈과 클
로징 시간이 다르다. 또한 단체/그룹 항공권과 몇몇 항공사의 경우 얼리체크인이 지원되
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용시간		

05:30 – 23:30

얼리체크인 지원 항공사

대한항공, 케세이퍼시픽, 드래곤에어, 아시아나항공, 홍콩에어라인		

		

제주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타이항공, 홍콩익스프레스

얼리체크인 미지원 항공사

이스타항공, 진에어

처음 입국할 때에는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야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로 간편하게 입, 출국이 가능하다.

❺ 홍콩국제공항 터미널 안내
홍콩국제공항은 크게 터미널1, 터미널2, 스카이 피어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터미널1과

❸ 입국신고서 작성
①성
② 성별

2에서는 항공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카이 피어에서는 마카오나 중국대륙으로 운행하
는 선박여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이름
① HONG

②M

④ 여권번호

◆터미널1

⑤ 발행처와 발행일

주요 대형 항공사는 터미널1을 이용한다. 홍콩국제공항의 메인 터미널. 세 개의 터미널 중

④ GM5481365

⑤ 15 MAR 21 SEOUL

⑥ 국적

가장 많은 면세점이 입점해 있어, 쇼핑하기에도 좋은 곳.

⑥ KOREA

⑦ 15

⑦ 생년월일

터미널1 이용 항공사

⑧ SEOUL

⑨ HONG KONG HOTEL

③ GIL DONG

05

1971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케세이퍼시픽, 드래곤에어, 에어인디아, 진에어

⑧ 출생지

⑩ JONG-LO 3GA 15-21

⑨ 체류지

◆터미널2

⑪ KO1256

⑩ 한국주소

주로 가까운 구간을 운항하는 비행기들이 출발하는 터미널. 상대적으로 터미널1보다 이용

⑪ 편명

객이 적다. 터미널1에서 도보 10분 거리, 건물이 연결돼 있어 찾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⑫ INCHEN

⑬ HONG GIL DONG

⑫ 탑승지

터미널2 이용 항공사

⑬ 서명

이스타항공, 제주에어, 타이항공, 홍콩익스프레스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❻ 수화물보관센터

한국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등록된 전자여권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2016년

위치

홍콩국제공항 터미널2 3층

까지는 사전등록된 여권에만 자동출입국서비스가 제공됐으나, 현재는 대한민국 전자

가격

1시간 HK$12 / 1일 HK$140

여권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E-CHANNEL을 통해 빠른 출국이 가능해 졌다. 입국 시

운영시간

오전 5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시 30분까지

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전화번호

852-2261-0110

❹ 공항 버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 입국장을 나와 공항 로비에서 'Airbus'라고 표기된 안

공항 대중교통

내판을 따라 이동하면 된다. 목적지를 확인한 후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 옥토퍼스 카드로 탑
승 가능하다. 24시간 운행하며 주간버스는 'A', 심야버스는 'N', 외곽 버스는 'E'가 버스 번호 앞에 붙는다.
06:00-24:00
(배차간격 15분)

A21

HK$33

몽콕역(MTR) - 레이디스 마켓 - 침사추이 경찰서 - 킴벌리 로드 침사추이역(MTR) - 홍콩과학관 - 홍함역(MTR)

00:20-04:40
(배차간격 15분)

N21

HK$23

삼수이포역(MTR) - 시노 센터 - 나단호텔 - 킴벌리 로드 - 스타페리 선착장

❶ 호텔 버스 및 리무진
06:10-00:30
(배차간격 20분)

A11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가장 편리한 수단 중 하나다. 입국장 A와 B사이의 여행사 부스

HK$40

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에어포트 호텔 링크(Airport Hotel Link)와 에어포트 셔틀버
셩완 - 센트럴 - 애드미럴티 - 완차이 - 코즈웨이베이 - 포트리스 힐 - 노스포인트 페리 터미널

스(Aiport Shuttle Bus) 두 개의 회사에서 리무진 버스를 운영한다.
요금

HK$130 (공항 – 구룡 반도의 호텔)

05:20-07:20, 13:10-24:00
(배차간격 15분)

E11

HK$140-150 (공항 – 홍콩 섬의 호텔)

HK$21

셩완 - 센트럴 - 애드미럴티 - 완차이 - 코즈웨이베이 - 틴하우역(MTR)

❷ 택시

00:50-04:50
(배차간격 30분)

N11

일행이 3명 이상인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본요금은 HK$24. 공항에서 침사
추이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포함 약 HK$250, 센트럴까지는 약 HK$300가 나온다. 작은

HK$31

홍함역(MTR) - 코즈웨이베이 - 완차이 - 애드미럴티 - 셩완 - 마카오 페리 터미널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한문으로 된 호텔 주소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

❸ 공항 고속전철 AEL(Airport Express Line)
❺ 옥토퍼스 Octopus
홍콩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 카드로 택시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과 옥토퍼스 가맹점(음식점, 카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일반 옥토퍼스 카드는 보증금(HK$50)포함 최소
HK$150, 최대 HK$1,000까지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보증

공항에서 홍콩 시내까지 가는 가장 빠른 교통 수단이다. 티켓은 공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서 종
점인 홍콩역까지 약 24분 소요된다. 각 역마다 MTR 노선과 환승 통로 연결이 잘되어 있어 시내로 이동하는
것도 편리하다. 배차간격은 1시간이며, 매시간 12분에 출발한다. 2인 이상이 함께 티켓을 발권할 경우 20%,
4인 이상이 함께 이용할 경우 약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3세 이하는 무료. 3-11세는 성인
요금의 50%. 옥토퍼스 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운행시간은 오전 05:30분부터 익일 오전 01:30분까지.
2017년 12월 기준

금(미화 9$)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여행자를

요금

위한 옥토퍼스 투어리스트 카드는 보증금 없이 충전 가능

공항-칭이역
(12분소요)
공항-구룡역
(19분 소요)
공항-홍콩역
(24분 소요)

하고 잔액은 환불 받을 수 없다. 홍콩내 모든 공항과 MTR
역에서 구매 가능하고, 충전은 모든 편의점에서 가능하다.
공항고속철도 트래블 패스(Octopus Airport Express Travel Pass) 3일간 여행자들에게

편도

왕복

그룹티켓(2인/3인/4인 편도)
*편도로만 구매 가능

HK$65

HK$120

HK$100/140/170

HK$100

HK$185

HK$150/210/250

HK$110

HK$205

HK$170/230/280

유용한 옥토퍼스 트래블 패스. 정액제 카드로 공항고속철도(AEL)과 MTR을 3일간 이용할 수
있다. HK$300 패스는 공항고속철도 왕복과 3일간 MTR 무제한 탑승. HK$220 패스는 공항

AEL무료 셔틀버스 서비스

고속철도 편도와 3일간 MTR 무제한 탑승 조건이다. 단, 구매 후 180일 내에 사용해야 한다.

AEL 승객에 한해 도심 MTR역에서 호텔까지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 홍콩역에서는 H1, H2 두 개 노
선이 운행, 구룡역에서는 K1에서 K6까지 여섯 개 노선이 운행. 노선도를 확인하고 탑승하면 된다. 무료

데이 패스(Octopus Tourist Day Pass) 티켓 사용 시작부터 24시간동안 무제한으로 MTR

셔틀을 이용하려면 AEL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여기저기 돌아나는 것을 좋아하는 도보 여행자에게 안성맞춤인

운행역

AEL 홍콩(Hong Kong)역, 구룡(Kowloon)역

패스다. 가격은 성인 HK$55, 어린이 HK$22. 모든 MTR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운행시간

06:12 – 익일 오전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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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대중교통
❶ 지하철 MTR(Mass Transit Railway)
홍콩에서 가장 빠르고 원활한 여행을 도와주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홍콩 대부분 지역에
서 11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와의 경계인 로위(Lo wu)역, 록마차우(Lok Ma
Chau)역에도 정차한다. MTR 내부에서 영어로 안내방송이 나오며, 출입문 위쪽에 노선도
가 그려져 있어 쉽게 정차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단, MTR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
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물을 마시는 것도 불법이다.
운행시간

06:00-00:50

요금

HK$4-50(거리 마다 다름) 만3-11세는 어린이 요금으로 성인 요금의 50%

❷ 버스 BUS

❺ 스타페리 STAR FERRY

지하철이 답답하다면 홍콩 시내 버스를 이용해보자. 교통량에 따라 소요시간이 불규칙하

홍콩 섬과 구룡반도, 외곽 섬을 잇는 교통수단 스타페리. 4개의 노선이 운행 중이며, 센트

지만, 노선이 촘촘하게 꾸려져 있어 몇 번 이용하다 보면 홍콩 버스의 매력에 푹 빠진다.

럴에서 침사추이까지 단 10분만에 갈 수 있다. 홍콩의 아름다운 바다와 도시를 한번에 만

특히 2층에 앉아 홍콩의 거리를 구경하며 달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 홍콩 시내버스

끽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특히 밤 시간에 스타페리를 이용하면 멋진 야경을 한 눈에 담을

를 타면 교통정체로 서있는 시간도 멋진 여행이 된다. 옥토퍼스 카드로 탑승 가능하며, 현

수 있으니 일석이조! 터미널 서쪽에서는 란타우, 청차우, 라마 섬 등 외곽 섬으로 가는 페

금을 사용할 때는 거스름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잔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리를 이용할 수 있다. www.starferry.com.hk

운행시간

06:00-24:00

요금

HK$4-50(거리 마다 다름) 만3-11세는 어린이 요금으로 성인 요금의 50%
구간

운행시간

요금
(2세 이하, 65세이상 무료)

침사추이 - 센트럴

06:30 - 23:30

성인 HK$2.5
소아 HK$1.5
(월 - 금요일)

침사추이 - 완차이

07:30 - 23:00

성인 HK$3.4
소아 HK$2.1
(주말, 공휴일)

❸ 택시 TAXI
홍콩 택시는 세 가지 색으로 분류된다. 빨간 택시는 홍콩 섬 시내와 침사추이등 구룡반
도 주요 지역, 초록 택시는 구룡 북부와 신계 지역, 파란 택시는 란타우 섬 지역을 각각 운
행한다. 기본요금은 HK$24. 짐이 많을 경우 짐 하나당 HK$5가 추가로 부과된다. 택시 앞
유리창 상단 혹은 하단에 'For Hire' 불이 들어온 것이 빈 택시. 택시 범퍼 부근에 4seat,
5seat이란 문구가 적혀 있으면, 4-5인까지 탑승 가능한 택시다. 택시기사가 영어를 못하
는 경우가 있어, 지도나 한문으로된 주소를 소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운행시간

24시간

요금

기본요금 HK$24(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별도, 야간 할증 없음)

❻ 홍콩 시내 교통 TIP
도로 방향

❹ 트램 TRAM

홍콩은 도로 방향이 우리나라와는 반대다. 좌측통행이 기본. 운전석 또한 우리나라와 반대

100년 동안 홍콩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교통수단. 오래된 전차부터 세련된 전차까지 다

에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방향을 확인하도록 하자.

양한 모양의 트램이 홍콩 섬의 도심을 관통한다. 각 트램역마다 노선도가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승차는 뒷문으로 하며, 내릴 때 앞문에서 요금을 지불

미니버스

한다. 홍콩 섬 서쪽-동쪽을 관통하며 주요 지역에 모두 정차한다. 시간여유가 있는 여행자

시내를 돌아다니는 작은 버스들이 있다. 마을 버스 개념. 녹색 버스는 노선이 있고, 빨간색

라면 트램으로 홍콩 섬을 미리 가로질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버스는 노선이 없다. 여행자가 이용하기 어려워 주로 현지인들이 이용한다.

운행시간

06:00-24:00

요금

HK$2.3(65세 이상, 12세 이하 HK$1, 현금지불 시 거스름돈 지급되지 않음)

홍콩 교통부 홈페이지 www.td.gov.hk

만3-11세는 어린이 요금으로 성인 요금의 50%

홍콩 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홍콩 대중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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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우케이완 종점

Shau Kei Wan Teminus

Tai On Street

타이온 스트리트

Kornhill

콘힐

Finnie Street

피니 스트리트

Shu Kuk Street

슈쿡 스트리트

빅토리아 파크

North Point Teminus

노스 포인트 종점

Fortress Hill

포트레스 힐

Victoria Park

Causeway Bay Teminus

코즈웨이베이 종점

Paterson Street

패터슨 스트리트

O'brien Road

오브라이언 로드

애드미럴티 역
MTR
MTR Admiralty Station

페
더

Hing Fat Street

((미

(피크 트램)

Murray Road

머리 로드

Western Market Terminus

웨스턴 마켓 종점

해피밸리 종점
Happy Valley Terminus

애드미럴티
ADMIRALITY

완차이
WAN CHAI

코즈웨이베이
CAUSEWAY BAY

노스 포인트
NORTH POINT

쿼리 베이
QUARRY BAY

샤우 케이 완
SHAU KEI WAN

←Westbound

샤우케이완 종점

Shau Kei Wan Teminus

Holly Cross Path

홀리크로스 패스

Kornhill

콘힐

Finnie Street

피니 스트리트

Shu Kuk Street

슈쿡 스트리트

포트레스 힐

Victoria Park

빅토리아 파크

North Point Teminus

노스 포인트 종점

Fortress Hill

Causeway Bay Teminus

코즈웨이베이 종점

Lau Sin Street

Paterson Street

패터슨 스트리트

O'brien Road

오브라이언 로드

애드미럴티 역
MTR
MTR Admiralty Station

(피크 트램)

Cotton Tree Drive

코튼 트리 드라이브

Western Market Terminus

웨스턴 마켓 종점

Macau Ferry Terminus

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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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포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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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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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와레인

Man Wah Lane

라우신 스트리트

셩완 & 센트럴
SHEUNG WAN & CENTRAL

마카오 페리 터미널

Shek Tong Tsui Terminus

때문. 약간의 덜컹거림은 여행자에게 소소한 재미까지 더해준다.

섹통추이 종점

나다. 홍콩 섬의 대중교통 중 가장 저렴하고, 주요 지역을 모두 들르는 노선의 편리함

Kennedy Town Terminus

1904년 개통된 트램은 홍콩 섬 주민들과 여행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 중 하

케네디 타운 종점

홍콩 섬 서부 케네디 타운에서 동부 샤우케이완까지 이어지는 홍콩 섬의 명물 트램.

주 드레 Pe스트
빌
리 벨 에스 dder 리트
S
컬
Ju스
bile트리 레이터 treet
eS트 )
tre
et

Hiller Street

Macau Ferry Terminus

마카오 페리 터미널

Shek Tong Tsui Terminus

섹통추이 종점

Kennedy Town Terminus

케네디 타운 종점

웨스턴 디스트릭트
WESTERN DISTRICT

힝팟 스트리트

Eastbound →

힐러 스트리트

홍콩 섬 트램

해피밸리 종점
Happy Valley Terminus

역사 HISTORY
홍콩 섬 트램은 1904년, 26대의 전차로 운행을 시작했다. 초기 트램은 단층으로 만들

TRAM ROUTE

어 졌으나, 이후 복층 트램으로 교체됐다. 현재 총 164대의 복층 트램이 운행되고 있
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층 트램 시스템이다. 홍콩 섬 트램은 총 길이
30km, 6개 노선 120개 역을 운행 중이다.

웨스턴 마켓(Western Market)

↔

샤우케이완(Shau Kei Wan)

꿈 DREAM

해피밸리(Happy Valley)

↔

샤우케이완(Shau Kei Wan)

섹통추이(Shek Tong Tsui)

↔

노스 포인트(North Point)

섹통추이(Shek Tong Tsui)

↔

코즈웨이베이(Causeway Bay)

케네디 타운(Kennedy Town)

↔

해피밸리(Happy Valley)

케네디 타운(Kennedy Town)

↔

샤우케이완(Shau Kei Wan)

홍콩 섬 트램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독창적인 트램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트램의 역사를 지키면서, 탑승객들을 위한 편
의 시설을 늘리려는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계획이 친환경적이라는 것.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탑승객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려는 홍콩 섬 트램의 꿈을
응원해본다.

노선 LINE
홍콩 섬 트램은 총 6개의 노선이다.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단순하다. 홍콩 섬
서부 케네디 타운에서 북부 샤우케이완로 이어지는 긴 선로가 중심이 된다. 해피밸리가
종점인 두 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 노선은 종점에 따라 달라지는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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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여행
❶ 마카오 가는 방법
홍콩에서 마카오를 연결하는 페리 터미널은 홍콩국제공항, 구룡반도, 홍콩 섬 세 곳에 있으며, 터보젯(Turbo Jet)과
코타이젯(Cotai Jet) 두 군데 페리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제공항 터미널의 스카이 피어에서 마카오로 넘어갈 경
우 출국 절차와 시내로 나가는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홍콩 섬과 구룡반도 터미널에서는 출국심사 카운터를 거
쳐 지정된 게이트에서 페리를 이용한다. 최근 홍콩-마카오 입국 절차가 간소화 됐다. 출입국 신고서 작성 및 여권 스
탬프가 필요 없어져, 출입국 심사도 그리 까다로운 절차는 아니다.

페리 티켓 예약하기
마카오행 배편은 워낙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리 예약해 놓아야 마음이 놓이는 여행자라면,
터보젯 홈페이지(www.turbojet.com.hk/en)를 이용해 미리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단, 한 번 예매해 놓은 티켓은 환
불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

마카오행 페리 터미널
홍콩국제공항 스카이 피어 Sky Pier
홍콩국제공항에서 입국/도착 표지판이 아닌, Ferry to

구룡 반도의 차이나 페리 터미널 China Ferry Terminal

Mainland/Macau 표지판을 따라가야 한다. 입국 심사장

침사추이역(MTR) A1 출구로 나와 직진후 하버시티 직전

직전에 길이 갈리니 표지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에 우회전해 5분 정도 걸으면 좌측에 보이는 로얄 퍼시

하다. 페리 매표소(Ferry Transfer Desk)에서 체크인할 수

픽 호텔 1층에 있다.

있다. 매표소에서 한국에서 체크인한 수화물 태그를 보여

❷ 심천 가는 방법
심천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가 필수다. 한국에서 중국비자를 미리 발급받지 않았다면 심천과 홍콩의 경계인

주면, 페리로 수화물을 옮겨준다. 홍콩 공항에서 수화물을

홍콩 섬의 홍콩 마카오 페리 터미널 HK Macau Ferry Terminal

찾을 필요 없이 마카오에서 찾으면 된다. 수화물 집결지는

셩완역(MTR) D 출구와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항공사 별로 달라 미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어렵지 않게

순탁 센터(Shun Tak Center)로 들어가면 된다. 순탁 센

찾을 수 있다. www.hongkongairport.com/eng/transport

터 3층에 매표소가 있다.

로후코안으로 가서 단기 여행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로쿠호안에서 심천만을 한정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도착비자
(Arrival Visa 또는 Landing Visa)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격은 중국돈 168위안 정도로 144시간 동안 심천에서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버스로 심천가기
요금

홍콩 곳곳에 심천만코안과 황강코안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있다. 많은 버스가 심천 터미널로 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룡반도와 홍콩 섬 출발 이코노미 클라스 성인. (2017년 12월 기준) 국제공항 출발편은 약 HK$90 더 비싸다.
구간

평일

주말

야간

홍콩 - 마카오

HK$178

HK$193

HK$209

마카오 - 홍콩

HK$165

HK$181

HK$206

탑승역은 완차이와 하버시티에 있다. 완차이 스타페리 터미널 건너편에서 심천 직행 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 정도면 황
강코안까지 갈 수 있다. 하버시티 에르메스 매장 안쪽의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면 심천만코안으로 이동할 수 있다.
요금 편도 약 HK$45 / 왕복 HK$85

전철로 심천가기
마카오 터미널

홍콩에서 심천으로 가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MTR을 이용하는 것이다. 홍함역에서 MTR 하늘색 라인(East Rail Line)

마카오에 도착하는 두 곳이다.

을 타고 종점인 로후역이나, 록마차우로 이동하면 된다. 로후역에서는 심천 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록마차우역에

마카오 본섬

마카오 페리 터미널(Macau Ferry Terminal)

서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만약 중국여행비자가 없는 여행자라면 꼭! 로후역을 이용해 심천으로 들어가야 한다.

마카오 남섬

타이파 페리 터미널(Taipa Ferry Terminal)

요금 HK$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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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쇼핑 체크 리스트
❶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홍콩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쇼핑몰이 있다. 모두 돌아보려면 한 달은 족히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 홍콩에 쇼핑 여행을 가는 경우 여행일정을 고려해 미리 쇼핑 목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여러 쇼핑몰에 갈 것 없이 쇼핑 목록과 가장 매치되는 매장이 많은 쇼핑몰 한
두 군데를 집중 공략해보자. 홍콩의 쇼핑몰과 매장은 할인율이 모두 균일하다.

❷ 메가세일 기간
홍콩의 쇼핑몰들은 연중 세일을 진행하지만, 특별히 메가세일 기간을 이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물건을 건질 수 있다. 매년 6월 말에서 8월 말, 1월에서 2월이 메가세일 기간.
이 기간 동안 홍콩 전역의 매장들이 동시에 빅세일을 시작하며, 막바지로 갈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막바지에는 물건이 많지 않으므로 메가세일 기간 중간 쯤에 물건을 구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❸ 매장 오픈 시간
홍콩 대부분의 쇼핑몰이 오전 10시 30분에 오픈한다. 하지만 쇼핑몰 안의 매장마다 오픈
시간이 제각각이니 미리 체크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 닫는 시간도 마찬가지. 쇼핑몰이
닫기 전에 미리 매장을 닫는 경우가 있으니, 클로징 시간에 아슬아슬 걸쳐서 매장에 방문
했다가는 헛걸음 하기 일쑤다.

❹ 할인율-퍼센트(%)와 절(折)
홍콩의 할인율 단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퍼센트(%)로 할인율을
표시해 놓는데, 일부 매장에는 절(折)로 할인율이 표기된 경우도 있기 때문. 절은 퍼센트와
반대의 개념이다. 만약 2절일 경우 원가의 2할에 해당하는 가격만 받는다는 것이다. 퍼센
트로 따지면 80% 할인인 셈이다.

❺ 국내 입국 시 면세허용범위
쇼핑 천국 홍콩을 여행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특별 면세 허용범위가 있다. 국내 입국 시
면세 범위는 미화 600$.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와인 1L 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
배 200개비 이내까지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홍콩 WI-FI 이용방법
❶ 디스커버 홍콩 여행자 심카드 Discover Hong Kong Tourist SIM Card

홍콩 여행 어플

핸드폰의 컨트리락을 해제한 상태에서 현지 심카드로 갈아 끼우는 방식이다. 한국 통신사의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보다
저렴하고, 와이파이 기계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여행자를 위해 5일권과 8일권을 판매하고 있
다. 5일권은 데이터 1.5GB를 지원하고, 8일권은 데이터 5GB를 지원한다. 심카드의 장점은 데이터를 소진하면, 무료통화가 가능
하고 홍콩 시내 곳곳에 놓여 있는 CSL WI-FI 존에서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판매처

7-Eleven, Circle K, VanGO, CSL매장,
홍콩관광청 구룡 방문자센터(Kowloon Visitor Centre)

요금

❶ 마이 홍콩 가이드 My Hong Kong Guide
홍콩 여행의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플. 1,800여 개의 홍콩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어플 내부에 '나만의 홍콩여행일정'을 이용해 여행계획을 세워보자. 다
른 여행자의 홍콩여행일정을 공유 받을 수 있어 실속 있는 홍콩 여행준비에 필수.

5일권 HK$69, 8일권 HK$96

❷ WI-FI 선불 요금제
심카드를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WI-FI 선불요금제카드(WI-FI Prepaid Pass Card)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된다. 24시간권

❷ 배리어 프리 트래블 가이드 Barrier-free Travel Guide

과 30일권이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 카드를 구매하지 못했다면, PCCW의 무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장애인과 노인 등 여행을 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어플. 홍콩 주요지역의

결제 후 사용할 수 있다. www.hkt.com

편의시설 및 비교적 이동하기 쉬운 경로를 안내해준다. 영어만 지원하는 것이

판매처

7-Eleven, Circle K

요금

24시간권 HK$20, 30일권 HK$158

설정방법

홍콩의 WI-FI 기업인 PCCW WI-FI를 지원하는 곳으로 가서 세팅할 수 있다. PCCW WI-FI는 홍콩의 모든 공중전화 부스 반경 100m
이내에서 사용가능하다. 카드 뒷면을 긁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나오는데, 네트워크 설정 화면에서 PCCW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설정으로 들어가 와이파이를 켠 후 네트워크 설정
을 CCW로 바꾼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무선 및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를 켠 후 PCCW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된다.

조금 아쉽다. 간단하고 작은 어플이지만, 누군가에게 주는 용기는 상상이상이다.

❸ 씨에스엘 와이파이 CSL-wifi
홍콩의 CSL무료 와이파이 핫 스팟을 찾아주는 어플이다. 홍콩 투어리스트 심카
드의 최대 장점은 도시 곳곳에 있는 CSL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❸ 현지 통신사 심카드

다. '씨에스엘 와이파이'는 투어리스트 심카드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주는 어플.

홍콩은 이동통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별도의 가입비 없이 선불 심카드(Prepaid Sim Card)를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최저
구입 비용은 HK$48부터이며, 구입 비용에 따라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달라진다. 홍콩의 이동통신사중 3HK, SmarTone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❹ 허위 보증 없는 상점' 찾기 'No Fakes Pledge' Shop Search

판매처

Fortress, Watsons, Parknshop, 7-Eleven, Circle K, VanGO

해외에서 쇼핑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허위 상품이다. 홍콩에서 이 어플

설정방법

3HK기준, 핸드폰 전원을 끈 뒤 심카드를 갈아 끼운다. 전원을 다시 켰을 때 초기 화면에 '3'이란 마크가 뜨면 1단계 성공이다. 신규 회

하나면 허위 보증 상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상인의 이름과 상

원임을 알리기위해 전화기에 '##107*0#'을 입력한 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상대편에서 음성이 나온 뒤 끊으면 2단계 성공. 2단계까지
마쳤다면 핸드폰으로 임시 전화번호와 충전 금액, 유효기간이 적힌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설정 끝. 단, 해외

품 정보까지 보증된 상점을 찾아준다. 쇼핑 여행자의 필수 어플.

심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핸드폰 컨트리락이 해제된 상태여야 하니 국내에서 미리 통신사에 컨트리락 해제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❹ 국내 통신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

❺ 엠티알 투어리스트 MTR Tourist

가장 비싸지만 편리한 방법이다. 국내 통신사의 데이터 로밍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것. 통신사마다 1일 데이터 사용 비용이 다

홍콩 MTR노선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이다. 환승 시 가장 가까운 플랫폼

르지만 평균적으로 1만원 정도. 데이터만 지원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통화할 경우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된다. 홍콩에서 데이터만

과 지하철 출구 정보도 담겨있어 매우 편리하다. 홍콩의 도로가 복잡해지는

사용할 예정이라면 에어플레인 모드를 활성화 시키고, 와이파이만 켜 놓는 것이 요금 폭탄을 막는 방법이다.

출퇴근 시간. 엠티알 투어리스트 어플을 켜고 당당하게 MTR을 이용해보자.

❺ 포켓 와이파이
국내에서 선불 와이파이 기계를 대여해가는 방법. 대부분 포켓 와이파이 업체에서는 와이파이 기계, 현지 콘센트 어답터, 보조 배
터리를 패키지로 대여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하다. 가격은 하루에 8천원 정도. 소셜 커머스를 통해 구입하면 매우 싼 가격
으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 최근 젊은 여행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단, 기계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❻ 호텔 스마트폰

❻ 오픈 라이스 Openrice
홍콩 여행의 백미는 맛집 찾아다니기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소개된 음식점이
즐비한 도시. '오픈 라이스'는 홍콩의 맛집을 찾아주는 어플이다. 어플 내부에
서 식당 예약도 가능해 최근 홍콩 여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어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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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홍콩의 많은 호텔들이 투숙객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있다. 투숙 예정인 호텔에서 미리 확인해 보자.

TOUR

3

홍콩을 여행한다는 것은 곧,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 뿐 아니라
그 사이 차려진 홍콩사람들의 삶을 음미한다는 의미다. 온몸의 감각
을 곤두세우고 천가지, 만가지 매력의 도시 홍콩으로 들어가 보자.

CENTRAL |

셩완에서 센트럴을 향해 뻗어 있는 길을 따라 홍콩의 역사가, 정치와
경제가, 예술이 펼쳐진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곧, 홍콩의 거의 모
든 이야기를 만나는 일이다. 홍콩이 품은 숱한 서사가 여행자를 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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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트램 타는 곳
Lower Peak Tram Station

홍콩 공원
Hong Kong Park
케네디 로드 Kennedy Rd.

할리우드 로드

소호 & 란콰이퐁

IFC몰

황후상 광장

더들 스트리트

홍콩 성요한 성당

CENTRAL

더 랜드마크

홍콩 성 요한 성당

THE LANDMARK

St. JOHN'S CATHEDRAL

IFC몰이 생기기 전까지는 센트럴 지역 최대의 명품 쇼핑
몰이었던 곳. 조용하고 전형적 느낌의 쇼핑몰이다. 럭셔
리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고정 고객들이 선
호하는 곳이다. 비교적 내부 구조가 단순하고 안내판이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성공회 성당. 초기에는 홍콩에

잘되어 있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 하비 니콜스를 비

주둔했던 영국 병사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었으나, 2차 세

롯, 디올, 프라다, 미우미우 등의 명품 브랜드가 입점해

계대전 때는 일본군이 클럽하우스로 개조해 사용했다. 이후

있다. www.centralhk.com

일본군이 물러나면서 다시 성공회 성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요일마다 미사가 열리며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다.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센트럴(Central)역 G 출구
The Landmark, Central
10:00-22:30(매장마다 다름)

가는법
주소

황후상 광장

IFC MALL

STATUE SQUARE

2003년 완공된 이후 홍콩 최대의 쇼핑몰로 자리잡았다.

HSBC 건물과 국회의사당,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사이에

88층의 초고층 건물로 홍콩에서 두번째로 높은 건물이

위치한 영국 식민지 시절의 상징이다. 광장의 잔디밭 위

다. 피크 트램,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센트럴역(MTR),

로 평화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오래 전부터 정치, 경제의

스타페이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중심지였으며, 현재도 광장과 국회의사당이 연결돼 있다.

편리하다. 두개 층을 사용한 대형 애플 매장이 가장 눈에

초기에는 빅토리아 여왕과 토머스 잭슨 경의 동상이 모

띈다. 건물 5층의 옥상 정원은 홍콩의 야경을 즐기기 좋

두 모여 있었지만, 현재 빅토리아 여왕상은 빅토리아 파

은 포인트로 유명하다. www.ifc.com.hk

크로 옮겨졌다.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MTR 센트럴(Central)역 A 출구, 퉁청선 MTR 홍콩(Hong Kong)역
8 Finance St., Central
10:00-22:00(매장마다 다름)

MTR 센트럴(Central)역 K 출구로 나와 왼편
Des Voeux Rd Central,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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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프씨 몰

MTR 센트럴(Central)역 K 출구로 나와 도보 10분
4-8Garden Rd., Central

CENTRAL

할리우드 로드

대관람차

HOLLYWOOD ROAD

OBSERVATION WHEEL

셩완에서 센트럴에 걸쳐 뻗어 있는 할리우드 로드는 골동품
거리다. 오랜 시간을 담은 물건을 파는 가게들의 모습을 구

홍콩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기구다. 잠시 운행을 중단했

경하고 있으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린다. 중간중간 모던

었으나, 2017년 12월 20일부터 다시 운행을 하기 시작했

한 갤러리와 오래된 화랑이 있어 거리 자체가 하나의 전시

다. 요금도 성인 기준 HK$20로 대폭 인하됐다. 만 3세이

장 같이 느껴진다. 100년 전부터 외국 상인들과 선원들이

하 유아는 무료. 홍콩을 관람 하면서도, 서서히 올라가는

모여 만든 거리. 사람과 시간이 함께 완성한 아틀리에다.

관람차의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오전 11시부터 밤 11
시까지 운행하며, 마지막 탑승은 밤 10시까지다. hkow.hk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셩완(Sheung Wan)역에서 퀸즈 로드 방면
Hollywood Rd., Sheung Wan
10:00-18:00(갤러리 및 매장마다 다름)

가는법
주소

세바

더들 스트리트 & 스타벅스컨셉 스토어

SEVVA

DUDDELL STREET & STARBUCKS CONCEPT STORE

센트럴 프린스 빌딩 25층에 위치한 루프탑 바. 홍콩의 전경

더들 스트리트에는 홍콩 섬에 남은 유일한 4개의 가스등

을 바라보며 식사와 음료를 즐기는 곳으로 고급스러운 내

이 있다. 「천장지구」, 「희극지왕」등 홍콩영화에 단골로 등

부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프린스 빌딩 로비에 세바 전용

장하는 거리. 40여년 전에 설치된 가스등 길을 걷다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어 편리하다. 전경이 잘 보이는 자리는 미

1960년대 홍콩을 컨셉으로 인테리어 된 스타벅스 컨셉

리 예약해 두는 것이 좋다. 음료만으로는 예약이 불가능하

스토어가 있다. 가스등이 켜진 더들스트리트 끝 계단길

며, 식사와 함께 할 때만 예약이 가능하다. 고급 루프탑 바

옆에 차려진 카페는 음식을 먹는 곳이라기 보다는 오래

인 만큼 복장에도 제한이 있다. 반바지는 입장할 수 없으니

전 홍콩의 낭만을 감상하는 갤러리에 가깝다.

MTR 센트럴(Central)역 A2 출구에서 센트럴 피어 방향 도보 10분
33 Man Kwong St., Central

긴 바지를 입고 가야한다. 예약 reservations@sevva.hk
MTR 센트럴(Central)역 H 출구 도보 5분
Princes Building, 25/F, 10 Chater Rd, Central
월-금 12:00-24:00 / 주말 12:00-02:00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센트럴(Central)역 G 출구 도보 10분
Duddle St., Central
월-목요일 07:00~21:00, 금요일 07:00-22:00,
토요일 08:00-22:00, 일요일 0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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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GALLERY TOWN

페더 빌딩
PEDDER BUILDING

페더 스트리트 12번지에 위치한 페더 빌딩. 3층에는 벤
브라운 파인아트와 사이먼 리 갤러리가, 4층에는 올라가

벤 브라운 파인 아트

한아트 TZ 갤러리

BEN BROWN FINE ARTS

HANART TZ GALLERY

런던의 유명 아트 갤러리인 '벤 브라운 파인 아트'의 홍콩

1883년 떠오르는 아시아의 예술가들을 세계에 소개하기

지점. 아시아 예술 시장에서 홍콩의 입지를 보여주는 갤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지만, 전통

러리다. 이 갤러리 뿐만 아니라 뉴욕, 런던 등의 유명 갤

에 기반한 현대 중국과 동남아시아 미술계의 흐름을 한

러리들이 홍콩에 갤러리를 오픈했다. 그 중에서도 벤 브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계 지역에 한아트 광장을 마

라운 파인 아트 갤러리는 국제 미술계의 주요 동향에 강

련해 놓고 다양한 설치 미술을 전시하기도 한다. 신예 작

한 영향을 미친 예술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곳이

가들의 작품이 주로 전시되는 만큼 실험적이고 독특한

다. 갤러리를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세계 미술계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www.hanart.com

면 먼저 한아트 TZ 갤러리와 리만 머핀 갤러리가 있다.
이밖에도 펄 램 갤러리와 가고시안 갤러리가 자리잡고
있다. 건물 하나에 전세계 예술이 모두 모여 드는 곳이다.
주소

12 Pedder St., Central 30 Queen's Road Central, Central

엔터테인먼트 빌딩
ENTERTAINMENT BUILDING

흐름을 느낄 수 있다. www. benbrownfinearts.com
주소
운영시간

303 Pedder Building, 12 Pedder St., Central
11:00-19:00, 일요일 휴관

주소
운영시간

401 Pedder Building, 12 Pedder St., Central
10:00~18:00,토요일 10:00~18:3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페더 빌딩에서 1분 거리인 엔터테인먼트 빌딩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작년 봄이다. 벨기에 안트워프
출신의 악셀 베르보르트와 미국 뉴욕 기반의 페이스 갤러
리의 홍콩 분관이 15층에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갤
러리는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갤러리 이름만큼이나 유명
한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공간이다.
주소

30 Queen's Road Central, Central

화이트 큐브

캣 스트리트 갤러리

WHITE CUBE

CAT STREET GALLERY

세계에 떠오르는 신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타이핑샨 거리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다. 시기별로 컨셉 전

곳. 영국 런던에 있는 화이트 큐브 본점은 신진 예술가들

시를 열고 있다. 주로 해외의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

코노트로드 50번지에 위치한 중국농업은행타워에는 수

의 등용문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화이트 큐브

다. 나이지리아 사진가의 작품이 걸리기도 하고, 아프리카

식어가 필요 없는 영국 대표 갤러리 화이트 큐브와 파리의

가 홍콩에 들어온 것은 지난 2012년. 아시아의 젊은 예술

도자기 공예가의 도자기가 전시되기도 한다. 특별한 점은

대표 갤러리 페로탱이 위치해 있다. 17층에 위치한 갤러리

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홍콩 센트럴에 갤러리를 차렸다. 2

아티스트가 직접 호스트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전시된 작

페로탱은 아트데이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충분하다. 빅토

층으로 구성된 내부는 3개의 독립된 전시실에서 매일 새

품을 보면서 아티스트와 이야기를 나눠 볼 수도 있다.

리아 하버를 바라보는 고층빌딩에 위치해 홍콩의 어느 스

로운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다. whitecube.com

중국농업은행타워
AGRICULTURAL BANK OF CHINA TOWER

카이라운지 부럽지 않은 하버뷰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50 Connaught Rd., Central

주소
운영시간

50 Connaught Rd., Central
화-토 11:00-19:00, 일요일 휴관

주소

50 Tung St, Tai Ping Shan

운영시간

11:00-19:00(일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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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OLD TOWN CENTRAL

SOHO

소호
SOHO

홍콩에서 가장 트랜디한 거리.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
서 바로 연결돼 있어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다. 감각
적인 펍과 레스토랑이 여행자의 눈과 코를 자극한다. 최
근들어 갤러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뉴욕의 소호와
비슷한 느낌을 내고 있다. 외국인들과 홍콩 주민들이 한
데 섞여 거리를 거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신
이 난다. 저녁이 되면 하나 둘 문을 여는 펍들은 각종 이
벤트를 벌이고, 홍콩의 밤을 즐기려는 여행자들은 소호
의 펍들을 옮겨 다니느라 분주하다.
가는법
주소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다가 왼편에
'Pepperonis'라는 간판과 레스토랑 밀집구역이 나오면 하차
Staunton St.또는 Shelly St., Central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MID-LEVELS ESCALATORS

세계에서 가장 긴 800m의 야외 에스컬레이터. 영화 「중경
삼림」과 「베트맨-다크나이트」에도 등장했다. 센트럴의 번
화가인 퀸즈 로드에서 소호의 카페 & 레스토랑 거리, 미드
레벨의 주택가까지 12번의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된다. 끝에
서 끝까지 탑승 시간은 20분 정도. 센트럴을 여행해본 사

올드 타운 센트럴

람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미드레벨이 없었다면 센트럴

OLD TOWN CENTRAL

여행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진
센트럴에서 없어선 안될 구조물이다. 중간중간 에스컬레이
터가 연결되는 지점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전망대에
서 바라보는 센트럴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올드타운센트럴은 홍콩 섬의 셩완과 센트럴 사이 형성된 지역의 명칭이다. 할리우드 로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노호(Noho), 남
쪽으로는 소호(Soho), 서쪽으로는 포호(Poho)가 올드타운센트럴의 경계. 올드타운센트럴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홍콩 근대사

운영시간

MTR 센트럴(Central)역 C 출구에서 도보 5분 퀸즈로드
센트럴과 코크레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06:00-10:00(하행) / 10:00-24:00(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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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고있는 거리 위로 홍콩의 예술이, 젊은이들의 놀이터가, 미식가들의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는법

SOHO

SOHO

프린지 클럽

타이청 베이커리

피엠큐

파크뷰 아트 홍콩

FRINGE CLUB

TAI CHEUNG BAKERY

PMQ

PARKVIEW ART HONG KONG

1984년까지 낙농 창고로 쓰이던 건물을 개조해 만든 복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센트럴의 베이커리로 언제나 빵을

경찰 관사로 쓰이던 건물의 화려한 변신. 홍콩 예술계의 중심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세계에 알

합 예술 공간이다. 낮에는 각종 전시가 상시 열리고 있으

사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갓 구워 낸 따끈하고 달달한 빵

지다. 홍콩을 지키는 경찰들의 숙소가 이제는 젊고 유망한 홍

리기 위해 만들어진 갤러리. 홍콩을 아시아 예술의 허브

며, 저녁이면 음악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프린지 클럽에

을 한 입 물고나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 가격도

콩 예술인들의 전시장이 됐다. 각종 창작 스튜디오와 디자인

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이 투영되어 있다. 페르난도 보테

서 만날 수 있는 예술은 대부분 실험적이다. 젊은 화가의

HK$9로 저렴한 편이라 부담없이 간식으로 즐길 수 있다.

숍, 화랑 등이 들어서 있다. 작품 전시회와 워크숍이 상시 열

로 등 세계 근현대 미술계의 주요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

패기 넘치는 작품과, 밴드의 열정 가득한 음악 공연으로

린다. 한국의 예술가 이태호씨가 그린 그림이 PMQ 계단에

며, 신예 아시아 화가들의 작품도 꾸준히 전시한다. www.

센트럴의 밤을 채워보자. hkfringeclub.com

그려져 있기도 하다. pmq.org.hk

parkviewarthk.com

가는법
주소

MTR 센트럴(Central)역 G 출구에서 도보 10분
2 Lower Albert Rd, Central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센트럴(Central)역 D2 출구로 나와 도보 10분
35 Lyndhurst Terrace, Central
월-토 07:30-20:30 / 일 08:30-19:30

가는법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셩완(Sheung Wan)역 A2 출구에서 도보 20분
35 Aberdeen St., Central
07:00-23:00 (매장마다 다름)

주소
운영시간

MTR 센트럴(Central)역 G 출구에서 나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이용, 도보 15분
27 Old Bailey St, Central
11:00-19:00(일요일 휴무)

포팅거 스트리트

손문 기념관

얀 갤러리

스트리트 아트

POTTINGER STREET

Dr.SUN YAT-SEN MUSEUM

YAN GALLERY

STREET ART

센트럴 스탠리 스트리트에서 소호로 가는 오르막길에 위치

중국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손문(1866-1925)

해 있는 작은 골목.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 중 하나다.

을 기념하는 기념관. 손문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다양한

유명한 중국의 아트딜러 퐁역얀(Fong Yuk Yan)이 설립한 갤

소호의 오래된 빌딩 외벽은 예술가에게 좋은 캔버스가 됐다.

작은 골목에 자리잡은 노점상에서는 아기자기한 모양의 각

전시품과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유품과 사진을 보

러리. 주로 중국의 근현대 회화와 조각을 전시한다. 중국 미술

다양한 색의 물감을 사용해, 낡은 외벽을 세련된 전시장으로

종 액세서리부터 체 게바라 티셔츠까지 온갖 물건들을 판매

는 것만으로도 홍콩의 격동기를 느낄 수 있다. 1900년대 초

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우광종과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

탈바꿈 시켜 놓았다. 대부분의 벽화는 홍콩 그래피티 단체인

하고 있다. 노점상에서 파는 독특한 물건을 구경하는 재미도

반 소상공인의 사택을 개조해 만든 기념관 외관도 흥미롭다.

할 수 있다. 상시 컨셉 전시도 열고 있어 중국 미술 이외에도

홍콩월(HKwall)이 기획한 것. 소호의 벽화는 수많은 여행자에

제법 쏠쏠하다.

목요일 휴관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www.yangallery.com

겐 멋진 스튜디오가 된다. 여러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는 사람
들. 소호의 거리는 시간, 예술, 그리고 사람으로 완성된다.

가는법
MTR 센트럴(Central)역 G 출구 도보 10분

주소

Pottinger St., Central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센트럴(Central)역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서 도보 5분
7 Castle Rd.,Central
평일 10:00-18:00 / 주말 및 공휴일 10:00-19:00

주소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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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법

MTR 센트럴(Central)역 G 출구에서 나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도보 15분
1 Hollywood Rd, Central
10:30-18:30

NOHO

NOHO

홈리스

카우키

HOMELESS

KAU KEE

인테리어 디자인 편집 체인. 센트럴에는 두 개의 매장이

센트럴 고프 스트리트에 위치한 아시아 음식 전문점. 영화

있다. 수많은 인테리어 브랜드가 홈리스 안에 모두 들어

배우 양조위의 단골집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60년 전통의

있다. 독점 계약한 로컬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이곳에서만

레시피는 깊은 맛을 자아낸다. 특히 소고기 국수가 일품.

볼 수 있다. 커다란 가구부터 캘린더와 엽서, 성냥갑 등

오랜시간 고기를 우려 만든 국물과 면발의 조화가 환상이

소소한 인테리어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여행 기념품을

다. 맛이 좋은 만큼 항상 사람도 많다. 영업시간 전부터 식

구입하기도 좋다. www.homeless.hk

당 문이 열기 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영업시간

MTR 셩완(Sheung Wan)역 A2출구
28-29 Gough St., Central
12:00-20:00

팍츠 레인 공원

싱흥유엔

PAK TSZ LANE PARK

SING HEUNG YUEN

할리우드 로드와 게이지 스트리트, 에버딘 스트리트 안

올드타운 센트럴의 좁은 골목에 위치한 식당. 얼핏 포장마

쪽에 위치한 공원. 중국혁명운동은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차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이다. 맛도 좋고 가격이 저렴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1892년 3월 13일

현지인에게 인기다. 싱흥유엔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메

중국의 혁명가 양구운과 사찬태가 공원 옆 팍츠 레인에

뉴가 있다. 바로 토마토 라면. 빨간 라면 국물 위에 토마토

혁명가들의 모임 장소인 보인문사를 세우면서 혁명의 중

가 올라가 있다. 생소한 맛이지만, 제법 중독성이 있다. 가

심이 됐다. 팍츠 레인 공원 곳곳에는 중국혁명운동가들

볍고 실험적인 한 끼를 원한다면 싱흥유엔을 추천한다.

MTR 셩완(Sheung Wan)역 A2 출구에서 도보 6분
G/F, 21 Gough Street, Central
12:30 – 23:30 (브레이크 타임 19:15-20:30)

을 기념하는 조형물과 체험시설이 설치돼 있다.
가는법

할리우드 로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걷다
길이 끝나는 지점 삼거리 건너 왼편
1Pak Tsz Ln., Central

MTR 셩완(Sheung Wan)역 A1 출구에서 도보 10분
2 Mee Lun Street, Central
월-토 08:00-17:00, 일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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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POHO

POHO

홍콩 의학 박물관

인비트윈

HONG KONG MUSEUM OF MEDICAL SCIENCES

INBETWEEN

19세기 후반 도시에 흑사병이 창궐했다. 당시 영국정부
가 흑사병을 잡기 위해 세운 박테리아 연구소가 바로 홍

포호의 중심가인 타이핑샨 스트리트에 위치한 빈티지 스

콩 의학 박물관의 전신. 1906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토어. 파란색으로 색칠된 외관에서부터 매력이 뿜어져 나

이 연구소는 중국과 서양의 병리학을 비교하는 최초의

오는 가게다. 비닐에서부터 라펠판까지 다양한 빈티지 소

박물관이기도 하다. 홍콩 의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

품을 만날 수 있는 곳. 중고 제품들과 더불어, 디자이너들

다. www.hkmms.org.hk

이 제작한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다.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센트럴(Central)역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서 도보 10분
2 Caine Ln, Mid-level
화-토 10:00-17:00 / 일 13:00-19:00 / 월 휴관

포제션 스트리트

티카

POSSESSION STREET

TEAKAH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리다. 초

포호의 골목길에 숨어있는 작은 찻집이다. 감성적인 인테

기 영국의 정착민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영국 시절의 상

리어와 소품으로 홍콩의 젊은이들에게 인기다. 각종 허브

징과도 같은 곳. 현재는 부티끄 상점과 펍, 레스토랑 등이

와 꽃잎을 우려낸 차들이 이 가게의 주 메뉴. 찻잔에서 향

들어서 홍콩의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

긋한 냄새가 감성적인 내부 인테리어와 만나 한 편의 영

다. 홍콩의 어제와 오늘, 미래까지 만날 수 있는 장소.

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드는 곳. 소박하고 세련된 카페를

MTR 셩완(Sheung Wan)역 A2 출구
6B Tai Ping Shan St, Sheung Wan
12:00-19:00

찾는다면 티카를 추천한다.

MTR 셩완(Sheung Wan)역에서 퀸즈 로드 방면
Possession St., Sheung Wan

가는법

MTR 셩완(Sheung Wan)역에서 퀸즈 로드 방면

주소
운영시간

18 Tai Ping Shan St., Sheungwan
수-금 09:00-18:00/ 월, 토, 일 8:30-19:00/ 화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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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법
주소

POHO

LANKWAI FONG

셀렉트 18
SELECT 18

란콰이퐁

오래된 라디오에서부터 비닐까지 온갖 빈티지 잡화를 파는

LANKWAI FONG

가게. 셀렉트 18에서 파는 물건들은 모두 가게 주인인 미도
씨가 직접 수집한 빈티지 소품들이다. 남들과 같은 것을 참지
못하는 개성 강한 여행자라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가게. 낡
은 물건들을 구경하며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것도 셀
렉트 18을 즐기는 방법이다. www.facebook.com/select18

홍콩 섬 나이트라이프의 중심지. 1980년대 노천 카페와 식
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유흥가다. 클럽과

가는법
주소

MTR 셩완(Sheung Wan)역에서 퀸즈 로드 방면
18 Briges St.,Tai Ping Shan,

펍이 밀집한 지역으로 매일밤 홍콩의 젊은이들과 외국인 여

운영시간

12:00-21:00

는 방식은 취향에 따라 다양하다. 노천 펍에 앉아 사람 구경

행자들이 모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밤의 축제를 즐기
하며 맥주를 즐기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친구를 사귀거
나. 혹은 클럽에 들어가 온 밤을 타 태우거나. 무엇을 선택하

캣 스트리트

든 상관없다. 오늘 용기가 없어 도전하지 못했다 해도 괜찮
다. 란콰이퐁에서는 매일 축제가 열리니 말이다.

CAT STREET
가는법

과거 장물을 사고파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전통적인 물건

MTR 센트럴(Central)역 D2 출구에서 시어터 레인
과 다길라 스트리트, 윈드햄 스트리트를 따라 도보 5분.

을 살수 있는 흥미로운 거리로 변신에 성공했다. 골동품
은 물론, 마오쩌둥 그림, 가모가 달린 모자 등 독특한 물
건을 만날 수 있다. 가격도 저렴한 것들이 많아 특이한 물
건을 수집하는 이에겐 최고.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셩완(Sheung Wan)역 A1 출구에서 직진,
할리우드로드에서 오른쪽으로 도보 2분
Upper Lascar Row, Sheung Wan
월-토 11:00-18:00 / 일요일 휴무(매장마다 다름)

하바나 바
HAVANA BAR

만모 사원
MANMO TEMPLE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 영화배우 장국영이

란콰이퐁에 위치한 쿠바 스타일 바. 쿠바 특유의 자유로움이

그의 동반자 당학덕과 영원한 관계를 약속한 곳으로도

묻어있는 술집이다. 쿠바를 비롯한 캐리비안 지역의 음식을

유명하다. 천장에 갓 모양의 원뿔형 향이 타들어 가고 있

맛볼 수 있으며, 다양한 칵테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하바나

는데, 향 하나가 다 타들어가는데 4일 이상 걸린다. 사원

바 추천 메뉴는 시그니쳐 모히토. 직접 재배한 페퍼민트 잎으

을 거닐다 향의 재를 맞으면 운이 따른다는 말도 있다.

로 장식한 칵테일로, 맛과 향이 일품이다. 가격도 저렴한 편
이어서 부담없이 즐기기 좋다. www.havanabar.com.hk

MTR 셩완(Sheung Wan)역 E2 출구로 나와 도보 10분
126 Hollywood Rd., Sheung Wan
08:00-18:00

가는법
주소

MTR 센트럴(Central)역 G 출구에서 도보 5분
21 D'Aguilar St,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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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VICTORIA PEAK | Hong Kong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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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TRAM
사이잉펀 역
Sai Ying Pun Station

홍콩 대학교 역
HKU Station

홍콩을 한눈에 담기에 최적의 장소. 오래된 전차
를 타고 올라가 따듯한 커피 한잔과 함께 홍콩의
전경을 발 아래 두고 있노라면, 신선 놀음이 따로
없다. 땅보다 하늘에 가까운 곳이다.
가는법

피크 트램

02 빅토리아 피크

End Point

셩완 역
Sheung Wan Station

홍콩 대학교
The University of Hong Kong

120년 동안 센트럴과 피크타워를 연결해주고 있는 열차. 트
빅토리아 피크
Victoria Peak

택시 MTR 센트럴(Central)역 출발 기준
가격 약 HK$62, 소요시간 약 25분
버스 스타페리 선착장 버스 정류장에서 15번 버스 탑승

피크 루가드 로드 산책로
Peak LUGARD ROAD WALK

피크 타워
Peak Tower

Starting Point

램이 가파른 경사를 천천히 오르면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시
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시내를 지나 산길에 들어서면 트램 창
문 밖으로 홍콩의 바다를 볼 수 있다. 센트럴에서 피크타워까

피크 트램
Peak Tram

지 트램 소요 시간은 약 5분 정도.
가는법
운영시간
요금

MTR 센트럴(Central)역 J2 출구
07:00-24:00
성인 편도 HK$28, 왕복 HK$40
어린이(3~11세) 편도 HK$11, 왕복 HK$18

피크 루가드 로드 산책

스카이 테라스 전망대

PEAK LUGARD ROAD WALK

SKY TERRACE

빅토리아 피크에서 홍콩대학교까지 가는 산책 코스다. 피크

빅토리아 피크에 찾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홍콩의 전경을 모

타워에서 루가드 로드를 따라 걷는 산책로다. 길 정비가 잘

두 볼 수 있는 피크타워 전망대 때문이다. 피크 트램을 이용

되어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산책을 즐길 수 있다. 7km의 산책

할 경우 내리자 마자 연결되는 건물. 꼭대기 전망대에 오르

로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숲 사이를 걸어 가다보면 중간중

면 숲과 바다가 도심의 빌딩들과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진다.

간 홍콩의 전경이 펼쳐진다. 산 속에서 바라보는 도시 홍콩은

www.thepeak.com.hk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코스

루가드 로드(Lugard Road) - 룽푸샨(Lung Fu Shan),
파인우드 배터리(Pinewood Battey) - 할레크 로드
(Harlech Road) - 폭푸람 저수지(Pok Fu Lam Reservoir)

주소
운영시간
입장료

118 Peak Road, The Peak
평일 10:00-23:00 / 주말 및 공휴일 08:00-23:00
성인 HK$48 / 어린이 HK$24
피크 트램+스카이테라스 성인 편도 HK$71 / 어린이 편도 HK$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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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막스 누들
MAK'S NOODLE

마담 투소
MADAME TUSSAUDS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완탕면 전문점으로 미슐랭 가이드
에도 소개된 레스토랑. 서민 음식인 완탕면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가격도 저렴하다. 물론 추천 메뉴는 완탕면이
다.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전망대에서 홍콩 전경을 보

Copyright ⓒ MADAME TUSSAUDS

세계 유명인사들을 실물과 같은 크기로 만든 밀랍 인형 전

고나면 자연스레 뜨끈한 국물이 생각난다. 홍콩에 여러

시장이다. 한국 배우 이민호와 영국의 다이애나 비, 중국의

지점이 있지만, 유난히 빅토리아 피크점 완탕면이 맛있게

마오쩌둥 등 유명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다. 가장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좋아하는 유명인사와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리운 추억
의 유명인을 밀랍인형으로나마 만나볼 수도 있다. 비록 인
형이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 만큼이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주소
운영시간

Shop 1, G/F, The Peak Galleria, 118 Peak Rd., The Peak
10:00-22:30

박물관. www.madametussauds.com/hong-kong
주소
운영시간
요금

Copyright ⓒ MADAME TUSSAUDS

Shop P101, The Peak Tower, No. 128 PeakRd., The Peak
10:00-22:00
3 in 1 콤보 HK$250
(마담 투소 입장권+피크 트램 왕복 이용권+스카이 테라스 428)
2 in 1 콤보 HK$245 (마담투소 입장권+홍콩 관측 휠)
학생 패키지 HK$180

부바 검프
BUBBA GUMP
피크타워 3층에 위치한 새우요리 전문점.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모티브로 만든 레스토랑이다. 새우를 기본 재료
로 한 다양한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것 이외에, 영화를 테
마로 꾸며진 내부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것도 즐거운 눈
요기가 된다. 가장 큰 장점은 홍콩의 전경을 보며 식사
할 수 있다는 것.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레스토랑이다.
www.bubbagump.com
가는법
운영시간

피크타워 3층
일-목 10:00-23:00 / 금-토, 공휴일 10:00-24:00

트릭아이 뮤지엄
TRICKEYE MUSEUM

퍼시픽 커피 컴퍼니
PACIFIC COFFEE COMPANY
뮤지엄에 걸린 작품들은 관람객이 몸소 체험을 할 때 비로
소 완성된다. 직접 참여해서 예술을 완성시키는 박물관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자에게 추천한다. 피크타워의 트릭아

홍콩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 카페로 빅토리아 피크점은 피

이 뮤지엄은 총 5개의 테마관에 60여 개의 예술품들이 전

크타워 1층에 위치해 있다. 홍콩 곳곳에서 퍼시픽 컴퍼니 커

시돼 있다. 2018년 연중 재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한

피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빅토리아 피크점이

층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www.trickeye.com/hongkong

인기있는 이유는 탁 트인 전망 덕분이다. 연중 대부분 덥고
습한 기온을 유지하는 홍콩에서 빅토리아 피크는 유일하게

주소

쌀쌀한 장소로 따듯한 커피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다.
가는법

피크타워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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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Shop No. 1, Level 3, The Peak Galleria,
118 Peak Road, The Peak
10:00-22:00

홍콩 섬 서쪽과 동쪽을 잇는 이 지역에는 홍콩의 근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광장이 자리잡고 있다. 동서양 예술이 교류하는 장이 마련돼 있기도 하다. 완차이와
애드미럴티 지역은 사람과 시대, 역사와 문화를 이어온 허브이자 가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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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컨벤션센터
HK Convention Center

룽우 로드 Lung Wo

Rd.
컨벤턴 에비뉴 Conventon Ave.

Wa Ave
.

Har
cou
rt R
d.

로드
Lung
Wui Rd.

안
An 톤 로
ton 드
Rd
.

이스
트

Qu
een
's R
oad
Eas
t

테드 룩아웃
Ted's Lookout

아시아 소사이어티
Asia Society

쥬에
Jouer

드
플레밍 로Rd.
Fleming

로드

C

헤네시 로드 Henness
y Rd.

A1

완차이역 A2
Wan Chai Station
A4

B1

A5

B2

리퉁 애비뉴
Lee Tung Ave.

22쉽스
22Ships

A3

Johnston Rd.
존스톤 로드

타이윤 마켓
Tai Yuen Market

타이윤 스트리트
Tai Yuen St.

홍콩 공원
Hong Kong Park

티스
저스

퀸즈

로드
오브라이언Rd.
OBrien

me
Supre

Court Rd.

이브
드라

ve
Dri
tice
Jus

cester Rd.
글로스터 로드 Glou
루알드 로드 Ruard
Rd.

퀸즈 로드 Queen's Rd.

퍼시픽 플레이스
Pacific Place

펜 윅 스트리트 Fen
wick St.

D

C1
드
로
슈프
트
림 코

Ocean Park Station

오션파크 역

Wong Chuk Hang Station

Lei Tung Station

레이퉁 역

South Horizons Station

사우스 호라이즌 역

웡척항 역

애드미럴티 역
Admiralty Station C2

하버 로드 Harbour Rd.

홍콩아트센터
HONG KONG ATR CENTER
아스
날로
드A
rsen
al Rd
.

Chai Wan Station

A

르네상스 하버뷰
our View
Renaissance Harb

그랜드 하얏트
Grand Hyatt

팀와 에
비뉴 T
im

로드

그레
슨
Gre 스트
sso 리트
룬
nS
펫
t.
Lun 스트
Fat 리트
St.
쉽
스트
Shi 리트
타이
pS
t.
Ta 웡 스
스와 i Wong트리트
토우 St E E
Swato 스트리 .
아모 w St. 트
이
리퉁 Am 스트리
스트 oy St. 트
리트
Lee
스프
Tung
링가
St.
든레
인S
pring Garden Ln.

위

룽

하코
트

차이완 역

Heng Fa Chuen Station

헹파천 역

Shau Kei Wan Station

샤우 케이완 역

Sai Wan Ho Station

사이완호 역

Tai Koo Station

타이 쿠 역

Quarry Bay Station

쿼리베이 역

North Point Station

Tin Hau Station

틴하우 역

Causeway Bay Station

코즈웨이베이 역

완차이 역

Wan Chai Station

Admiralty Station

애드미럴티 역

Central Station

센트럴 역

Sheung Wan Station

셩완 역

Sai Ying Pun Station

사이잉펀 역

HKU Station

홍콩 대학교 역

Kennedy Town Station

케네디 타운 역

노스 포인트 역

Fortress Hill Station

포트레스힐 역

03 상세도
홍콩 역
Hong Kong Station

케네
디로
드 Ke
nned
y Rd.

퀸즈 로드 이스트 Queen's Road East

범례 (Legend)
블루 하우스
Blu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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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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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바우히니아 광장

홍콩 아트센터

리퉁애비뉴

타이윤 마켓

블루하우스

THE LANDMARK

홍콩 컨벤션센터
& 골든 바우히니아 광장

리퉁애비뉴
LEE TUNG AVENUE

HONG KONG CONVENTION CENTRE & GOLDEN BAUHINIA SQUARE

홍콩 역사에 있어 컨벤션센터가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2015년에 오픈한 완차이의 랜드마크 쇼핑 타운이다. 150m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공식으로 반환하는 반환식이

가량 되는 짧은 거리에 판도라, 르쿠르제, 비비안 탐 등 다양

열린 곳이기 때문. 반환식은 홍콩의 오랜 식민지 역사에 종지

한 브랜드가 늘어서 있다. 리퉁애비뉴가 유명한 것은 단순히

부를 찍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골든 바우히니아 광장은 홍

쇼핑만 즐기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곳곳에 설치된 익살

콩 컨벤션센터 앞의 광장이다. 홍콩의 중국 반환을 기념하며

스런 표정의 조각상은 웃음을 유발하고, 머리 위에 달린 조명

조성된 곳으로, 높이 6m의 금빛 조형물이 광장의 상징이다.

은 순식간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완차이(Wan Chai)역 A5 출구에서 공중회랑을 따라 도보 10분
1 Expo Dr., Wan Chai
평일 09:00-17:00 / 토 09:00-13:00 / 일요일 휴무

블루 하우스

홍콩공원

BLUE HOUSE

HONG KONG PARK

무려 백 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다.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1991년 문을 연 대형 도심 공원. 약 8만m²의 공원은 홍콩

세입자들이 들어와 생활하고 있다는 것. 세월의 흔적을

인들에게는 휴식을, 여행자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

고스란히 안은 채 서있는 파란색의 아파트는 홍콩의 빌

공한다. 특히 공원 내부에 조성된 대형 조류관에는 90종

딩들 사이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만의

이 넘는 600여 마리의 새가 열대 숲속에서 살고 있어 공

독특한 색을 뽐내며 서있는 듯 보인다. 블루 하우스 옆으

원을 걷는 내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야외 결혼식장도

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 오렌지와 옐로우 하우

있어 주말이면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도 볼 수 있다.

MTR 완차이(Wan Chai)역 B2 출구에서 남쪽으로 도보 5분
200 Qeen's Rd., Wan Chai
10:00-22:00(매장마다 다름)

스가 서 있다.
가는법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애드미럴티(Admiralty)역 C1 출구,
퍼시픽 플레이스 3층 외부 에스컬레이터 이용
19 Cotton Tree Dr., Central
06:00-23:00 / 식물원 및 조류관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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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MTR 완차이(Wan Chai)역 B2 출구에서 스프링가든 레인,
타이우엔 스트리트를 따라 도보 10분
72 Stone Nullah Ln., Wan Chai

ART

SHOPPING

홍콩 아트센터

퍼시픽 플레이스

HONG KONG ART CENTRE

PACIFIC PLACE

애드미럴티역(MTR)과 바로 연결된 쇼핑몰. 건물 규모가
홍콩 거의 모든 문화 활동이 집대성된 곳. 15층 건물 내부는

커서 입점해 있는 매장마다 공간이 여유로운 것이 특징.

영화관, 갤러리, 극장, 스튜디오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

세이부 백화점과 레인 크로포드가 입점해 있으며, 하이엔

하는 공간들이 채우고 있다. 무료 전시회나 공연 등이 상시로

드 브랜드부터 중저가 브랜드까지 폭넓은 쇼핑이 가능하

열리고 있어 연중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센터 주변에도

다. 넓고 여유로운 분위기 덕분인지 젊은 층보다는 중장

각종 조형물과 조각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주위를 산책하는

년층이 선호하는 쇼핑몰이기도 하다.

것만으로도 예술 활동이 되는 곳이다.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2 Harbour Rd, Wan Chai
08:00-23:00, 설연휴 및 태풍경보 8이상시 휴무

타이윤 마켓

ASIA SOCIETY

TAI YUEN MARKET

옛 영국군의 탄약고였던 건물을 개조해 만든 예술 교육

완차이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 홍콩 주민들이 많이 찾아

센터.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뉴욕에 기반을 둔 비영리 교

오는 곳으로, 현지 분위기를 한 층 더 가깝게 느낄 수 있

육기관으로 홍콩 센터에서는 미국과 아시아의 문화교류

다. 생필품에서부터 식료품, 장난감까지 다양한 물품을

를 위한 공연, 전시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취급하고 있다. 시장의 주 고객이 현지인인 만큼 가격도

있다. 아시아 문화 예술과 미국 문화 예술의 허브 역할을

저렴한 편. 쇼핑도 즐기고, 현지인들의 진짜 삶도 느껴볼

담당하고 있는 것.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9 Justice Dr., Admiralty
11:00-18:00

MTR 완차이(Wan Chai)역 A3 출구 건너편 오른쪽 방향
Tai Yuen St., Wan Chai
10:00-22:00(매장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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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소사이어티

MTR 애드미럴티(Admiralty)역 C1 출구
88 Queensway, Admiralty
10:00-24:00

EAT

테드 룩아웃

22쉽스

TED'S LOOKOUT

22SHIPS

스타 스트리트 뒷골목에 위치한 스트리트 바. 아는 사람

미슐랭 레스토랑 '메이즈'의 총괄 셰프를 역임했던 제이

만 안다는 홍콩 젊은이들의 아지트다. 빈티지한 감성의

슨 애더튼이 오픈한 타파스 바다. 22쉽스라는 이름은 완

인테리어가 먼저 눈을 사로잡고, 수제 버거와 또띠아로

차이의 오래된 먹거리 골목 이름에서 따온 것. 홍콩식 하

입맛을 유혹하는 곳. 뭐니뭐니해도 이곳의 추천 메뉴는

몽 토스트부터 바비큐, 관자 요리 등 다채로운 요리를 선

칵테일이다. 그 중에서도 보드카와 사케을 섞어 레몬 그

보인다. 메인 요리 만큼이나 디저트도 훌륭해 많은 사람

라스향을 입힌 사이공 칵테일이 일품이다.

들에게 사랑받는 레스토랑이다.

주소
운영시간

주소
운영시간

G/F, Moonful Court, 17A Moon St, Wan Chai
08:00-23:00

언더 브리지 스파이시크랩

JOUER

UNDER BRIDGE SPICY CRAB

마카롱 전문 카페 겸 인테리어 숍. 디저트와 인테리어라

요즘 홍콩 현지인들에서 가장 힙한 레스토랑 체인 중 하나다.

는 독특한 조합이 탄생시킨 카페다. 프랑스 스타일의 마

유명한 만큼 언제나 식당 앞은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있다. 레

카롱은 맛은 물론이고 아기자기한 모양과 색감이 보는

스토랑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인 요리는 스파이시 크랩.

재미를 더한다. 애프터눈 티 세트도 선보이고 있어 홍콩

게를 다진 마늘과 파와 함께 볶아낸 요리. 매콤하면서도 입안

의 차문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달콤한 마카롱 한

으로 퍼지는 게의 풍미가 일품이다. 현지인들은 이 요리에 갈

조각과 쌉싸름한 홍차의 조화가 기가 막히다.

릭 후레이크를 곁들여 먹기도 한다. underspicycrab.com

주소
운영시간

주소
운영시간

1 Sue Wa Fong, Wan Chai
화-일 11:00-19:30, 월요일 휴무

Bowrington, Lockhart Rd, 421-425, Ascot Mansion
18:00-익일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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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에

22 Ships St., Wan Chai
월-토 12:00-23:00 / 일 12:00-22:00

적당히 복잡한 거리를 거닐다 보면 어느새 바다, 또 어느새 공원에 도착해 있는
곳. 그리고 결국엔 다시 홍콩 청춘들로 가득한 거리로 돌아오게 된다. 코즈웨이
베이는 적당한 여유와 딱 좋은 정도의 복잡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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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미럴티 역

Central Station

센트럴 역

Sheung Wan Station

셩완 역

Sai Ying Pun Station

사이잉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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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타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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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Station

리가든

자딘스 크레센트

소고백화점

이케아

눈 데이 건

패션워크 푸드 스트리트

패션워크

THE LANDMARK

EAT

눈 데이 건
NOON DAY GUN

패션워크 푸드 스트리트

심플리 라이프

FASHION WALK FOOD STREET

SIMPLY LIFE

패션워크에서 바다 방향으로 나있는 작은 골목에 다국적

패션워크 푸드 스트리트 바다 방향 골목 막바지에 위치한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다. 스페인 음식점부터 미국, 프랑스

레스토랑. 이탈리아 음식점으로 깔끔한 맛과 고풍스러운

디저트 전문점까지.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세계일주를

인테리어가 매력인 곳이다. 심플리 라이프의 가장 큰 특징

하는 기분이 든다. 대부분 테라스가 있어 자유롭게 식사를

은 식전 빵이다. 베이커리 전문점을 함께 하고 있어 갓 구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골목 끝에는 바다가

운 신선한 빵을 식전에 맛볼 수 있다. 메인 메뉴 중에서는

보여 유럽의 항구를 연상시키는 곳.

빵과 잘 어울리는 파스타 종류를 추천한다.

가는법
주소

가는법
주소

코즈웨이베이의 태풍 피난처 근처에 위치한 대포. 이름
그대로 매일 정오마다 포를 쏘아 올린다. 대포를 쏜 직후
딱 20분 동안만 대포 앞에서 기념 촬영이 가능하다. 단,
눈 데이 건을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 월드트레이드센
터 지하도를 이용하라고 안내판에 나와 있는데, 지하도는
월드트레이드센터 외곽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야 길을 찾을 수 있다.
가는법

MTR 코즈웨이베이(Causewaybay)역 D1 출구에서
월드트레이드센터 지하도를 이용

프랑프랑에서 패션워크 방향으로 이동중 오른쪽 첫 번째 골목
Cleveland St, Causewaybay

패션워크 스트리트 바다 방향 오른편 끝에서 두 번째 식당
13 Cleveland St, East Point

해피밸리 경마장
HAPPY VALLEY RACECOURSE

레이디 엠

상하이 홍콩 누들 샵

LADY M

SHANGHAI HONG KONG NOUDLE SHOP

기가 열리는 기간은 매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소소한

홍콩에서 현재 가장 핫한 디저트 카페 중 하나. 케이크 전문점으로

코즈웨이베이에 위치한 국수와 상하이 음식 전문점. 아는 사람만

재미를 위해 배팅을 하고 싶다면 매표소에 구비된 OMR 카드

뉴욕에 본점이 있다. 언제나 30분은 줄을 서야 겨우 카페에 들어

안다는 숨은 맛집이다. 뜨끈하게 데운 중국식 두유에 야채나 고기,

를 작성해 티켓을 구매하면 된다. 최소 구매 금액은 HK$10.

갈 수 있는 것이 흠이라면 흠. 그러나 조각 케이크 한 입을 베어무

빵을 넣어 먹는 요우티아오와 중국식 주먹밥인 츠판이 인기 메뉴

www.happyvalleyracecourse.com

는 순간 기다림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 버린다. 입안으로 녹아 내리

다. 가격도 저렴해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다. 24시간 영

는 달콤한 케이크에 망각이라는 마력이 숨어있는 듯 하다.

업하는 식당으로 늦은 시간 가벼운 야식 필요할 때 찾아가기 좋다.

가는법
주소

가는법
주소

밤이 되면 해피밸리 경마장 근처가 분주해 진다. 경마를 보기
위해 홍콩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몰리기 때문.
대부분 맥주를 마시며 경마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다. 야간 경

가는법

패션워크 바다 방향 기준 오른편 첫 카페
1-3 Cleveland St, Causewaybay

MTR 코즈웨이베이(Causeway Bay)역 F1 출구에서 도보 3분
29 Jardines Bazaar, Causeway Bay, Eas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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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MTR 코즈웨이베이(Causewaybay)역 A 출구에서 웡나이청 로드
방면 도보 20분. 또는 해피밸리 방면 트램 정거장에서 하차
2 Sports Rd., Happy Valley

SHOPPING

리가든
LEE GARDENS

소고 백화점
SOGO DEPARTMENT

명품 전문 쇼핑몰. 각 매장마다 따로 유리문을 사용해 프라
이빗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타인의 방해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명품 쇼핑족들을 겨냥한 서비스다. 리가든 1과 2가 연
결되어 있으며, 샤넬, 아르마니, 구찌 등 유명 명품 브랜드
는 다 모여있다. 리가든 1에는 최고가 브랜드들이 모여 있
으며, 리가든 2에는 좀 더 저렴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다.
www.leegardens.com.hk

일본계 백화점으로 우리나라 백화점과 구성이 흡사하다.
코즈웨이베이역(MTR)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찾아가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종종 21층에서 세일 기획전이 열리는

가는법
주소

MTR 코즈웨이베이(Causewaybay)역 F 출구
33Hysan Ave. Causewaybay

데, 할인폭이 큰 편에 속한다. 다만, 그때그때 컨셉에 따
라 진행되므로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하고 가는 것이
좋다. 구룡반도 침사추이에도 소고 백화점 지점이 있다.

이케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IKEA

MTR 코즈웨이베이(Causewaybay)역 D2 출구
555 Hennessy Rd., Causewaybay
10:00-22:00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 가구 인테리어 브랜드 매장.
심플하고 실용적인 이케아 특유의 인테리어 소품들을 구
경하며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진다. 입이 궁금할 때쯤 지하 1층 매장에서 아이스크
림 하나 사서 입에 물고 다시 돌아다녀 보자.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코즈웨이베이(Causewaybay)역 E 출구
B/F Park Lane Hotel, 310 Gloucester, Causewaybay
10:30-22:30(구정 휴무)

타임즈 스퀘어
TIMES SQUARE

자딘스 크레센트
JARDINE'S CRESCENT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거대 쇼핑몰. 코즈웨이베이
큼직한 쇼핑몰들 사이 작은 골목에 들어선 시장. 보세 상

스퀘어에는 명품 브랜드 보다 트렌디한 브랜드 매장이

품과 소품 등을 판매한다. 가격도 저렴하고 독특하고 앙

주를 이룬다. 12층에 걸쳐 쇼핑할 수 있으며, 지하에는 대

증맞은 물건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분위기를 즐

형 시티수퍼가 있다. 8-9층에는 가구와 가전제품 매장도

기며 걷다 지치면 노천 카페에 앉아 쉴 수도 있다. 이쯤

있어 다양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되면 현지인이 된 기분이 든다.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코즈웨이베이(Causewaybay)역 A 출구
1Matheson St., Causewaybay
10:00-22:00

MTR 코즈웨이베이(Causewaybay)역 F 출구
Jardine's Crescent, Causewaybay
10:00-22:00(상점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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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젊은층이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타임즈

SHOPPING

TAI KOO
타이쿠

판호이 스트리트
Pan Hoi St.

시간대별로 다른 메뉴가 제공된다. 오전 7시부터 11시 30분

에 도착한 것이다. 트렌디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다. 여

까지는 빵, 국수 등 간단한 메뉴만 주문 가능하며, 11시 30분

유롭게 거리를 걸으며 쇼핑 할 수 있는 곳이다. 홍콩에서

이후에는 다채로운 식사를 주문 할 수 있다. 아침 메뉴에 나오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이기도 하다.

는 파인애플 번은 부드럽고 달콤해 꼭 먹어봐야 하는 메뉴다.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코즈웨이베이(Causewaybay)역 E 출구
Kingston St. / Paterson St., Causewaybay
12:00-21:00(상정마다 다름)

MTR 타이쿠(Tai Koo)역 D1 출구에서 도보 5분
Westlands Gardens Block F, 1037., 1025-1033 King's Rd., Quarry Bay
07:00-21:30

프랑프랑

익청빌딩

FRANC FRANC

YICK CHEUNG BUILDING

일본 최대의 인테리어, 생활용품 전문점. ‘캐주얼 & 스타일

쿼리베이 타이쿠역(MTR) 인근에 위치한 빌딩. 홍콩의

리시'라는 모토 아래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높은 집값이 만들어낸 독특한 서민 아파트다. 빼곡하

가격 또한 합리적이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게 나열된 창문들을 보는 것 만으로도 홍콩 서민들의

받는 브랜드다. 홍콩에는 5개의 지점이 있다. 그중 코즈웨

삶을 엿볼 수 있다. 영화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에

이베이점이 가장 한적해 여유롭게 매장을 돌아보기 좋다.

등장하면서 유명해 진 곳. 아파트 건물 위로 보는 하늘

Kin
g's
Rd
.

B
익청 빌딩
Yick Cheong Building

C

.
il Rd
Konh
로드
콘힐

킹스 로드 King's Rd.

트

S t.

들이 주 고객이다. 즉, 가장 홍콩다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슨 스트리트와 킹스톤 스트리트에 걸쳐 형성된 패션워크

E3
A1 킹스 로
드

H o ng

홍싱 스트리트
Hong Shing St.

걷다 보면 어느 샌가 한적해진 거리를 만나게 된다. 패터

타이쿠싱 스트리트 Tai Koo Shing St.

홍 온 스트리

홍콩 주민들이 애용하는 카페로 여행자보다는 홍콩 현지인

타이쿠 역
Tai Koo Station

Greig Road..
그레이그 로드
트리트
야우만 스 St.
Yau Man
리트
스트 ay St.
베이 rry B
쿼리 Qua

소고 백화점 근처 번화가에서 빅토리아 공원 방면으로

D1
룽펑 카페
Lung Fung Cafe

On

룽펑 카페
LUNG FUNG CAFE

웨스트랜드 로드 Westland Rd.

패션 워크
FASHION WALK

타이쿠완 로드 Tai Koo Wan Rd.

의 구도가 좋아 사진가들이 많이 찾아오는 건물이다.
MTR 코즈웨이베이(Causewaybay)역 E 출구에서 도보 5분
Shop B, 8 Kingston St., Fashion Walk, Causewaybay
일-목 11:00-22:00 / 금-토 11:00-22:30

가는법
주소

MTR 타이쿠(Tai Koo)역 B 출구에서 도보 3분
Quarry Bay, Yick Cheong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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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BEACH

SOUTH OF HONG KONG ISLAND| Hong Kong Island
05 홍콩 섬 남부

리펄스 베이
REPULSE BAY

홍콩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
어 프라이빗 해변에 온듯한 기분이 드는 곳이다. 4-10월
에는 인파가 많지만 10월 말부터는 한적한 해수욕을 즐

애드미럴티 역
Admiralty Station

길 수 있다. 홍콩은 11월까지 충분히 높은 기온을 유지한

라인
랜드 ine
아일 nd L
우스 Isla
R 사 uth
MT R So
MT

다. 축제 분위기의 성수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적

프라다 아울렛
PRADA Outlet

애버딘
Aberdeen

취향 따라 리펄스 베이 여행시기를 정하면 되겠다.
가는법

센서리 제로
Sensory Zero
오션파크 역
Ocean Park Station
웡척항 역
Wong Chuk Hang Station

사우스 호라이즌 역
South Horizons Station

레이퉁 역
Lei Tung Station

호라이즌 플라자
Horizon Plaza

한 프라이빗 해변 분위기의 비성수기를 선택할 것인가.

오션 파크
Ocean Park

MTR 홍콩(Hong Kong)역 D 출구 앞 센트럴 익스체인지
스퀘어에서 버스(6A, 66, 260) 이용

빅웨이브 베이
Big Wave Bay
리펄스 베이
Repulse Bay

더부처스 클럽
THE BUTCHERS CLUB

스탠리 베이
Stanley Bay
머레이 하우스
Murray House

섹오 비치
Shek O Beah

스탠리 마켓
Stanley Market

애버딘(수상 마을)
ABERDEEN

수십 명의 주민이 보트 위에 거주하고 있는 수상 마을이다.
선상에 삶을 차린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 정부
에서 수상 가옥 거주자들에게 지상 가옥 이주를 지원해주
겠다고 했으나, 마을 주민들은 제안을 거절하고 오래된 삶
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삼판선을 타고 30분 정도 들어
가는 것이 수상 가옥 마을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 보통

홍콩 섬 남부 | 홍콩 섬

홍콩 남부의 해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곤 파도 뿐이
다. 해변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거나,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
는 사람들은 무엇 하나 서두르는 법이 없다. 도심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싶다면, 홍콩 섬 남부의 해변으로 떠나보자.

수상 가옥 마을로 들어가는 뱃삯은 HK$60에서 HK$100
사이. 그 이상 부른다면 한번 정도 흥정하는 것이 좋다.
가는법

센트럴 버스터미널에서 버스(7번), 또는 익스체인지
스퀘어에서 버스(70번)에 탑승 후 애버딘 버스터미널에서 하차
77

BEACH

스탠리 베이
STANLEY BAY

스탠리 북부에 위치한 작은 해변이다. 400m남짓에 불과하
지만 수많은 여행자들이 여름이면 이곳을 찾아온다. 스탠리
베이 인근에 있는 스탠리 마켓과 바다를 바라보고 서있는
음식점들, 카페들 때문이다. 스탠리 베이에서 바다를 즐기
는 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바다로 뛰어들거나, 아니면 바
다가 보이는 가게에 앉아 하루종일 바다를 쳐다보거나.
가는법

MTR 홍콩(Hong Kong)역 D 출구 앞 센트럴 익스체인지
스퀘어에서 버스(6A, 6X, 66, 260) 이용

스탠리 마켓
STANLEY MARKET

머레이 하우스
MURRAY HOUSE

스탠리 베이 일대에 형성된 시장. 여행자들이 홍콩 섬 남
부 일정을 계획할 때 꼭 빼놓지 않는 장소다. 저렴한 옷부
터 장난감, 드론, 미술작품, 기념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을 판매한다. 길이 좁아 언제나 복잡하지만 이게 또

과거 중국은행 자리에 있던 정부청사 건물을 그대로 옮겨왔다. 건축물 모양이 달라지지 않도록 벽돌 하나하나에 숫자를 새겨 넣어

재래시장의 매력이라면 매력. 물건 구경, 사람 구경 하다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고. 유적을 아끼는 홍콩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건물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이주 공사

보면 어느새 종착역은 스탠리 앞 바다다.

당시 벽돌에 새겨놓은 번호도 볼 수 있다. 건물 1층은 해양박물관으로 쓰이고 있고, 지상층에는 다국적 레스토랑들이 입점해 있다.
가는법
스탠리 메인 스트리트에서 도보 5분

MTR 홍콩(Hong Kong)역 D 출구 앞 센트럴 익스체인지
스퀘어에서 버스(6A, 6X, 66, 260)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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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법

BEACH

섹오 빌리지
SHEK OVILLAGE

산으로 둘러싸인 해변, 홍콩의 모든 해변 가운데 가장 휴양지 느낌이 나는 곳이다. 특히 파도가 좋아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

주민 2,000여명이 거주하는 한적한 어촌마을이다. 홍콩의 여느 마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을 종종 볼 수 있다. 수심은 낮은 편에 속해 비교적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친구들과 서핑을 즐기러 가도 좋고, 가

높은 건물은 찾아볼 수 없다. 아담한 주택들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킨다. 홍콩 도심에서 메트로

족들과 바다 나들이를 나가도 좋다. 어떤 여행자도 즐겁게 놀 수 있는 해변.

시티에 조금 지쳤을때 쯤 가면 좋은 마을. 마음껏 돌아다녀도 길을 잃을 염려 따윈 하지 않아도 괜찮다.

가는법

가는법

MTR 샤우케이완(Shau Kei Wan)역 A3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9번 버스 탑승. 종점에서 하차

MTR 샤우케이완(Shau Kei Wan)역 A3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9번 버스 탑승. 종점에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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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오비치
SHEK O BEACH

SOUTH ISLAND LINE

센서리 제로

호라이즌 플라자

SENSORY ZERO

HORIZON PLAZA

웡척항역 원 아일랜드 사우스 쇼핑몰 1층에 위치한 음식
점이다. 직접 로스팅한 스페셜 커피와 아시안 퓨전 음식
홍콩 섬 남부의 사우스 호라이즌 지역에 위치한 아울렛

이 주 메뉴. 음식은 과학과 예술의 조화라는 것이 이 식당

이다. 팩토리형 아울렛으로 레인 크로포드 등 백화점들이

의 모토다. 다양한 퓨전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곳. 모던

통째로 입점해 있어,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 종전

한 분위기의 내부 인테리어로 젊은층에 인기다. 특히 주

에는 교통이 불편해 홍콩 섬 시내에서 40분 가량 버스를

말 저녁시간에는 상시 예술, 스포츠 등 공연을 제공한다.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타야 했으나, 작년 개통한 사우스 아일랜드 라인(MTR)
덕분에 애드미럴티역에서 13분만에 갈 수 있게 됐다.

MTR 웡척항(Wong Chuk Hang)역 A2 출구 도보 3분
One Island South, G01, 2 Heung Yip Rd,
Wong Chuk Hang
08:00-20:00

가는법
주소

더 부처스 클럽

프라다 아울렛

THE BUTCHERS CLUB

SPACE OUTLET

MTR 사우스 아일랜드 라인 웡척항(Wong Chuk Hang)

명품 프라다 전문 아울렛이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프라다

역 인근에 위치한 프라이빗 레스토랑. 엄선된 재료로 만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상시 진행하는 세일로 할인

들어진 시그니쳐 수제 버거가 일품이다. 패스트푸드로

된 가격으로 프라다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인기다. 옷, 신

즐겼던 모든 햄버거는 잊어도 좋다. 진짜 햄버거의 맛을

발, 가방 등을 40%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보고 싶다면, 더 부처스 클럽을 추천한다. 프라이빗 레스

지갑이나, 벨트, 선글라스 등 악세서리 상시 스페셜 오퍼 이

토랑으로 예약이 필수.

벤트를 진행해 10만원대의 패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MTR 웡척항(Wong Chuk Hang)역 A1 출구에서 도보 15분
18 Wong Chuk Hang Rd
lotte@butchersclub.com.hk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사우스 호라이즌(South Horizen)역 A 출구
33 Yi Nam Rd, Ap Lei Chau
화-일 10:30-19:30,
월요일 및 공휴일 12: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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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법
주소
예약

MTR 사우스 호라이즌(South Horizen)역 B 출구 도보 15분
Horizon Plaza, 2 Lee Nam Street, Ap Lei Chau

불과 몇 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침사추이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오래된 야
시장 끝에 서있는 화려한 쇼핑센터나, 20세기 영국식 교회 건물 앞에 놓인 젊
은이들의 거리. 고작 몇 걸음으로 100년의 시간을 여행할 수 있다.

TSIM SHA TSUI | Kowloo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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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침사추이 상세도

오스틴 로드 Austin Rd.

삼수이포 역
Sham Shui Po Station

남청 역
Nam Cheong Station
프린스 애드워드 역
Prince Edward Station

너츠포드 테라스
Kuntsford Terrace

몽콕 이스트 역
Mong Kok East Station

울루물루
Wooloo Mooloo

몽콕 역
Mong Kok Station

커피 아카데믹스
ics
Coffee Academ

구룡 공원
Kowloon Park

더원
The One

야우마테이 역
Yau Ma Tei Station

06 상세도
왐포아 역
Whampoa Station

차이나 페리 터미널
Chian Ferry Terminal

We
ste
rn H
arb
our
Cro
ssin
g(T
ol R
oad
)

크리스탈 제이드
Crystal Jade

하버

아쿠아 바
Aqua Bar

레인크로포드
Lane Crawford

Tunnel
Harbour

크로
싱

s
터널 Cros

웨스
턴

리포 썬 플라자
Lippo Sun Plaza

한쿼 로드 Han Kow Rd.

버
크로스 하

이스트 침사추이 역
East Tsim Sha Tui Station

실버코드
Silvercord

에슐리 로드 Ashley Rd.

침사추이 역
Tsim Sha Tui Station

A1
하이퐁 로드 Haiphong Rd.

Drive

홍함 역
Hung Hom Station

B1

구룡 모스크
Kowloon mosque

락 로드 Lock Rd.

오스틴 역
Austin Station 조단 역
Jordan Station

Bllvd..
Gateway

구룡 역
Kowloon Station

n Park
owloo
이브 K
크 드라
구룡파

이 로드
게이트웨

호만틴 역
Ho Man Tin Station

로드
킴벌리

A2

r City
Harbou
하버시티

비뉴
리 에 ve.
험프 phrys A
Hum

C2
G

R C1
H

.
ron Rd
Came

하
노
이

하트
Ha 에비
rt A 뉴
ve.
로
드

Ha
no
iR

케이 일레븐 d.
K 11 모디 로드 Mody Rd.

타오흥
Tao Heung
청킹 맨션
F Chung King Mantion

E

L4

N5

로
그랜빌 le Rd.
vil
Grand
허유산
Hau Lau Shan

침사추이 역
Tsim Sha Tui Station

L5

1881 헤리티지
1881 Heritage

로드
캐머런

B2

rly Rd.
Kimbe

t.
berly S
트 Kim
스트리
킴벌리
드

d.
rvon R
Carna
로드
카나본

올림픽 역
Olympic Station

네이던 로드 Nathan Rd.

캔톤 로드 Canton Rd.

Rd W.
웨스트 Austin
오스틴 로드

L3

페닌슐라
Peninsula

K

dle Rd.
미들 로드 Mid

L1
L2
쉐라톤
Sheraton HK

L6
Salisbury Rd.
쉘즈베리 로드

이스트 침사추이 역
East Tsim Sha Tui Station
J

홍콩 역
Hong Kong Station

홍콩 관광청 안내센터
시계탑
Clock Tower
스타페리선착장
Star Ferry Pier

센트럴 역
Central Station

범례 (Legend)

홍콩문화센터
HK Cultural Center

홍콩우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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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 출구
MTR 라인

시계탑

침사추이 | 구룡반도

심포니 오브 라이트

홍콩 우주 박물관

청킹 맨션

K11

구룡 공원

너츠포드 테라스

그랜빌 로드

THE LANDMARK

시계탑

SYMPHONY OF LIGHT

CLOCK TOWER

홍콩 여행의 절정은 누가 뭐래도 심포니 오브 라이트다. 매일밤 8시, 10분씩 펼쳐지는 빛과 물과 음악의 축제. 홍콩 섬과

침사추이 스타페리 선착장 앞에는 커다란 시계탑이 뜬금없이 서있다. 덩그러니 시계탑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룡반도 양쪽 하버 사이드에 있는 44개의 고층 빌딩에 설치된 서치라이트가 빛나기 시작하면 교향악 선율이 흘러나온

1970년대까지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지나는 역이 시계탑 앞에 있었다. 대륙을 건너온 여행자들이 처음 홍콩의 시간을 확

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즐기기 좋은 하버 사이드에서는 각종 버스킹 공연도 진행된다. 빌딩의 빛과 물, 고전음악과 버스

인하던 장소였다. 지금은 침사추이의 상징으로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온다. 높이 44m의 시계탑은 미래도시 한 가운데서

킹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홍콩의 밤을 채운다. 2017년 12월 1일부터 새롭게 변했다.

숱한 여행자의 역사를 간직한 채 서있다.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J1 출구 인터콘티넨탈 호텔 뒤편, 페리 선착장
Ave. of star, Tsim Sha Tsui
20:00-20:10

스타페리 선착장에서 나와 오른쪽 방면
Star Ferry Pier, Salisbury Rd., Tsim Sha Ts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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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니 오브 라이트

MUSEUM

SHOPPING

캔톤 로드
CANTON RAOD
침사추이 최고의 쇼핑거리. 명품 브랜드와 쇼핑몰이 밀집
해 있는 지역이다. 금요일 밤이면 캔톤 로드 일대는 불금을
즐기러 나온 청춘들로 가득하다. 의류 매장이 많은 곳인 만
큼 독특한 패션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는 곳. 침
사추이의 상징 같은 곳으로 홍콩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홍콩역사박물관

홍콩과학박물관

HONGKONG MUSEUM OF HISTORY

HONG KONG SCIENCE MUSEUM

선사시대부터 중국에 반환되기까지의 홍콩 역사를 한눈에

홍콩과학박물관의 슬로건은 '일상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총 8개의 전시실에서 홍콩의 역사를 테

이해한다'이다. 총 16개의 테마관과 500여개의 전시물은

마별로 다루고 있다. 박물관 1층에는 사진과 유물 전시관

일상 생활 속 과학 원리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체험관

이 있다. 홍콩의 지난 시간들의 기록을 지나 2층으로 올라

이 많아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 특히 과

가면, 100년 전 홍콩 거리를 재현해 놓은 테마관을 만날 수

학관 중심에 놓여있는 '에너지 머신'은 과학관에서 가장 인

있다. 잠시 동안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 입장료 성인

기 있는 조형물이다. 입장료 성인 기준 인당 HK$20. 목요

기준 인당 HK$20.

일은 휴관.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B2 출구 정면방향으로 도보 10분
100 Chatham Rd., Tsim Sha Tsui
평일 10:00-18:00 / 주말 및 공휴일 10:00-19:00

거리다. 특히 영화 「첨밀밀」에서 여명과 장만옥의 로맨스가
싹트는 장소로 나와 유명하다.
가는법
주소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L5 출구
Canton Rd., Tsim Sha Tsui

그랜빌 로드
GRANVILLE ROAD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B2 출구 도보 10분
2 Science Museum Rd., Tsim sha tsui East
평일 10:00-19:00 / 주말 및 공휴일 10:00-21:00

캔톤 로드가 강남의 쇼핑 거리라면, 그랜빌 로드는 홍대 쇼핑
거리쯤 되는 곳이다. 다양한 보세 매장과 저렴한 브랜드 의
류 매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 아지자기한 숍들이 저마다의 개
성을 뽐내며 늘어서 있다. 홍콩 현지 젊은이들에게 핫한 거리
다. 독특한 코스프레를 한 청년들을 쉽게 마주 칠 수 있다.
가는법
주소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B2 출구
Granville Rd., Tsim Sha Tsui

청킹맨션

홍콩문화센터

HONG KONG SPACE MUSEUM

HONG KONG CULTURAL CENTRE

귀여운 외계인이 마스코트인 홍콩우주박물관. 페닌슐라 호텔

홍콩문화센터는 1989년 11월 오픈했다. 발레에서부터 현

「첨밀밀」, 「중경삼림」 등 꾸준히 홍콩 영화의 배경이 되는

맞은편 해안 쪽에 위치해 있다. 우주를 테마로 한 각종 체험장

대무용까지, 클래식에서부터 재즈까지, 그리스 연극에서

곳. 17층짜리 건물에 저렴한 식당과 숍들이 들어서 있다. 촘

이 있어 역시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자들이 들르기 좋은 곳이다.

부터 현대 연극까지. 시대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문화 공

촘한 가게들 사이로 걷고 있으면, 어느샌가 홍콩 영화의 한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가장 잘보이는 해안가와 가까워 저녁 7

연이 이곳 홍콩문화센터에서 펼쳐진다. 레저와 문화의 융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드는 곳. 최근 들어 내부 리모델

시 전후로 방문하면 동선을 간소화할 수 있다. 화요일은 휴관.

합을 모토로 홍콩인들의 삶에 한 조각의 예술의 더해 풍

링을 한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어 오래된 정취를 느끼고 싶

요로움을 만들어 내는 곳. www.lcsd.gov.hk

다면 더 늦기 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가는법
주소

가는법
주소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L6 출구
10 Salisbury Rd., Tsim Sha Tsui
평일 13:00-21:00 / 주말·공휴일 10:00-21:00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L6 출구, 홍콩우주박물관 옆.
10 Salisbury Rd., Tsim Sha Tsui

CHUNGKING MANSION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H 출구 도보 3분
36-44 Nathan Rd., Tsim Sha Ts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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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우주박물관

SHOPPING

엘리먼츠
ELEMENTS
침사추이 외곽에 위치해 있어 비교적 한산하게 쇼핑을 즐
길 수 있다. 공항고속철도(AEL)가 지나가는 구룡역(MTR)
과 연결되어 있는 쇼핑몰로 얼리 체크인 후 가벼운 마음으
로 쇼핑을 즐기기 좋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유로운 쇼핑을

1881 헤리티지

레인 크로포드

1881 HERITAGE

LANE CRAWFORD

1881 헤리티지에 들어서는 순간 20세기 유럽의 도시광

영국계 백화점으로 명품 브랜드가 많이 입점해 있는 홍콩

장에 온듯한 착각이 든다. 고풍스러운 건물로 둘러싸인

최대규모의 편집숍이다. 홍콩 섬의 IFC몰점, 타임스퀘어점,

쇼핑몰을 걷는 것은 쇼핑보다는 산책에 가까운 느낌이

구룡반도의 침사추이점 등 총 세 개의 지점이 있다. 그 중

다. 천천히 걸으며 부티크 숍 하나하나 구경하는 것만으

에서도 침사추이의 레인 크로포드는 하버시티와 연결되어

로도 멋진 여행이 되는 곳. 특히 밤시간이 되면 조명이 들

있다. lanecrawford.com.hk

원하는 여행자에게 추천한다. elementshk.com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구룡역(MTR)과 바로 연결
1 Austin Rd., West, Kowloon
10:00-22:00(매장마다 다름)

하버시티

어와 고풍스러운 유럽 도시의 분위기가 절정을 이룬다.
www.1881heritage.com

HARBOUR CITY
수많은 홍콩의 쇼핑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규모가
큰 만큼 내부가 넓고 복잡해 자칫 길을 잃을 수 있으니, 중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L6 출구 도보 5분
2A Canton Rd., Tsim Sha Tsui
07:00-24:00(매장마다 다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A1 출구
3 Canton Rd., Tsim Sha Tsui
10:00-22:00(매장마다 다름)

간중간 설치된 안내판을 확인하자. 스타페리 선착장 바로
옆에 있어 바닷가 쪽으로 식당과 펍들이 늘어서 있다. 쇼핑
을 즐기고 내려와 바다를 보며 와인 한 잔 마실 수 있는 쇼
핑몰. harbourcity.com.hk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A1 출구
3-27, Canton Rd., Tsim Sha Tsui
10:00-22:00(매장마다 다름)

케이 일레븐

실버코드

더원

K11

SILVERCORD

THE ONE

실속파를 위한 쇼핑몰. 맞은편 하버시티에 비해 규모는 작지

29층 규모의 복합 쇼핑몰. 보세 매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

K11은 예술과 쇼핑의 접목을 시도한 곳이다. 곳곳에 독특

만, 입점한 매장들의 퀄리티는 뒤지지 않는다. 패션 편집 매장

다. 개성 넘치는 물건들로 채워진 더 원은 상대적으로 좁은

한 디자인의 조형물을 설치해 예술적 세련미를 더했다. 내

과 로컬 브랜드 매장, 유럽과 일본의 브랜드 매장까지 입점해

면적의 쇼핑몰로 이동 동선이 편하다. 더 원에 들어서면 가

부에는 각종 매장과 함께 카페, 베이커리 등이 있어 젊은이

있다. 각 매장마다 개성을 살린 인테리어가 눈을 즐겁게 해준

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1층에 비치된 쿠폰북을 챙기는

들에게 인기. K11의 쇼핑은 말하자면 예술적 영감을 사고파

다. 걷는 것이 귀찮은 쇼퍼라면 실버코드를 찾아보자. www.

것. 각종 할인 쿠폰을 사용해 실속 있는 쇼핑이 가능하다.

는 일이다. hk.k11.com/en

silvercord.hk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D2 출구 혹은 M4
18 Hanoi Rd., Tsim Sha Tsui
10:00-22:00(매장마다 다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A1 출구
30 Canton Rd., Tsim Sha Tsui
10:00-22:00(매장마다 다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B1 출구
100Nathan Rd., Tsim Sha Tsui
11:00-23:00(매장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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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WALK

스타의 거리

너츠포드 테라스

AVENUE OF STAR

KNUTSFORD TERRACE

홍콩하면 영화가 자연스레 연상된다. 수많은 명작과 스타
들이 배출된 곳. 스타페리 선착장 입구 시계탑에서 시작

200m 남짓한 짧은 골목에 레스토랑과 펍이 늘어서 있는

해 셀즈베리 해변으로 이어지는 400m 가량의 짧은 산

곳. 홍콩 젊은이들의 저녁문화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

책로가 특별한 이유는 홍콩 영화에서 빛난 별들의 흔적

적당히 더운 날씨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시켜놓고 저마다

을 볼 수 있기 때문. 스타의 거리에는 유덕화, 양조위, 장

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들. 펍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만옥, 장국영 등 유명 배우와 왕가위, 천커신 등 감독들

사람 목소리는 좋은 안주가 된다. 여유로운 홍콩의 저녁

의 핸드프린팅이 새겨져 있다. 현재는 보수공사 중으로

을 만끽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2018년까지 공사 진행 예정이다.
가는법
가는법
주소

MTR 이스트 침사추이(East Tsim Sha Tsui)역 P1 출구
Salisbury Rd., Tsim Sha Tsui

스카이 100

구룡공원

SKY 100

KOWLOON PARK

국제상업빌딩 100층에 위치한 전망대. 스카이 100 전

복잡한 침사추이 도심을 여행하다 지칠 때 잠시 쉬어가기

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단 60초만에 100층에 도달

좋은 공원이다. 약 15만m²크기의 공원은 원래 영국군의 주

할 수 있다. 높이가 무려 393m. 발 아래로 펼쳐지는 홍

둔지였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공터가 된 부지를 홍

콩의 경관이 장관이다. 카페도 있어 간단한 디저트와 함

콩 마사회가 사들여 조성한 공원이다. 특히 공원 내부에 수

께 전경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스카이 100 전망대에서

영장이 있어 산책과 수영을 한번에 즐길 수 있다. 무더운

보는 홍콩 야경이 유명하다. 요금은 스탠다드 성인 기준

날씨, 혼잡한 도심 사이에 차려진 일종의 오아시스. 구룡공

HK$168. www.sky100.com.hk

원 수영장 입장료는 주중 성인 기준 HK$17로 매우 저렴하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B1 출구 미라
(Mira)호텔 건너편 작은 계단 길에 너츠포드 테라
스 표지판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

다. 물론, 옥토퍼스 카드로도 입장료 계산이 가능하다.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A1 출구 도보 2분
22 Austin Rd., Tsim Sha Tsui, Hong Kong
05: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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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A1 출구 도보 2분
22 Austin Rd., Tsim Sha Tsui, Hong Kong
일-목 10:00-21:00(입장 마감 20:30),
금-토 10:00-22:30 (입장 마감 22:00)

BAR

EAT

울루물루
WOOLOO MOOLOO

침사추이 더원 쇼핑몰 21층에 위치한 프리미엄 루프탑 바.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보기 가장 좋은 스팟 중 하나다.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칵테일을 한 모금 마시면 세상 다 가진 기
분이 든다. 울루물루는 전망과 칵테일 이외에도 스테이크가

허유산

커피 아카데믹스

HUI LAU SHAN

COFFEE ACADEMICS

열대과일 주스를 주종목으로 판매하는 디저트 카페. 신선

홍콩에 5개의 지점이 있는 스페셜 로스팅 카페. 커피 아카

한 과일 향이 살아있는 주스가 후덥지근한 홍콩의 날씨

데믹스만의 노하우로 직접 로스팅한 원두만을 사용한다.

와 기가 막히게 어우러진다. 홍콩 곳곳에 체인점이 있으

13종의 에스프레스 블렌드 메뉴가 있으며, 커피를 이용한

나, 침사추이 점이 가장 유명하다.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스페셜 음료도 맛볼 수 있다. 각종 커피 용품과 고풍스러운

음료는 망고 주스지만, 다른 과일주스 음료도 도전해볼

목조가구를 사용한 카페 인테리어는 한 잔의 커피에 분위

오존 바

만 하다. 특별히 추천하는 음료는 수박 주스. 달콤함의 끝

기를 더해준다. www.the-coffeeacademics.com

OZONE BAR

을 맛볼 수 있다. hkhls.com

유명하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한국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루프탑 바로 명성이 자자하다.
가는법
주소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B1 출구
100 Nathan Rd., Tsim Sha Tsui

엘리먼츠와 연결된 리츠칼튼 호텔 118층에 위치한 루프탑
바. 호텔 투숙객이 아니어도 입장이 가능, 야외 좌석은 예

주소
운영시간

49 Carnarvon Rd, Tsim Sha Tsui
12:00-24:00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침사추이(Tsim Sha Tsui)역 A1 출구
Harbour City, Gateway Blvd, Tsim Sha Tsui
평일 08:00-22:00 / 주말 및 공휴일 09:00-20:00

약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프리미엄 바로 기본 안주도 무려
트리플 오일을 발라 만든 팝콘. 118층에 앉아 홍콩을 모두
발 아래 두고 마시는 칵테일 한잔을 비우노라면 세상을 전
부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ritzcarlton.com
가는법
운영시간

리츠칼튼 호텔 로비(9층)에서 오존바 전용 엘리베이터 탑승
월-수 17:00-01:00 / 목 17:00-02:00
금-토 17:00-03:00 / 일 12:00-24:00

아쿠아 스피릿 바

타오흥

크리스탈제이드

TAO HEUNG

CRYSTAL JADE

진짜 홍콩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상하이 요리와 딤섬 전문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

레스토랑. 최근 홍콩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낮에는 딤섬을,

기의 식당으로 가격대도 높지 않다. 메뉴도 영어로 정

저녁에는 핫팟(Hot Pot)을 전문으로 판매한다. 식당이 넓고

리가 잘 되어 있어 주문하기 쉽다. 현지 레스토랑에 비

손님이 많아 주문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다. 테이블마다 구

해 여행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 가장 인기있는 메뉴

비된 메뉴 주문지에 번호를 체크해 주문하는 형식. 우리나라

는 얼큰하고 고소한 국물이 일품인 탄탄미엔이다. www.

의 김밥천국 주문 방식과 비슷하다. www.taoheung.com.hk

crystaljade.com

주소
운영시간

주소
운영시간

AQUA SPIRIT BAR

침사추이에서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가장 잘 보이는 장
소 중 하나. 30층에 위치한 바에서 바라보는 홍콩의 야경
이 예술이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잘보이는 자리는 예
약 필수. 반대편 좌석에서는 구룡공원과 침사추이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다. aqua.com.hk
가는법

G/F, Star Mansion, 3 Minden Row, Tsim Sha Tsui
07:00-02:00(브레이크타임 16:30-18:00)

Shop 3328, Level 3, Gateway Arcade, Harbour City, Kowloon
10: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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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운영시간

원 페킹(one peking)빌딩 29층 아쿠아 레스토랑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은 후 계단 이용
29+30F, 1 Peking Rd, Tsim Sha Tsui
12:00-02:00

해가 지면 몽콕과 야우마테이, 삼수이포 일대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상점들의 간판이
하나씩 켜지고, 물건을 사고파는 소리로 가득해진다. 각종 전자기기부터 작은 옥구슬까지,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은 덤이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홍콩의 만물상들이 모여 있는 지역.

삼몽

Sh
am

We
ste
rn H
arb
our
Cro
ssin
g(T
ol R
oad
)
크로
싱

St.
리트 Soy
소이 스트

ndas St.
트리트 Du
둔다스 스

콩와 스트리트
Kwong Wa St.

킹스 파크
King's Park

Rd.
ylie
드W
리로
와일

하버

t.
ng S
o Fo
im P
트Y
트리
퐁스
임포

웨스
턴

i Yee St.
트리트 Sa
사이예 스

트리트 1
해밀턴 스on St. A
A2
Hamilt
트 Pitt St.
야우마테이 역
핏 스트리
B2 B1
Yau
Ma Tei Station
.
D
Waterloo Rd
드
로
루
털
워
d.
Lung St.
ung R
k
e
She
h
리트
C
석렁 스트
만 밍 레인C.
Ngo
칭핑 스트리트
Man Ming Ln
로드
Ching Ping St.
리트
스트
통쿤
레인
Tung Kun St. 윙 싱Sing Ln.
Wing
큐브릭
트 Public Square St.
템플 스트리트(야시장)
트리
스
어
퀘
스
Kubrick 퍼블릭
Temple St.
마켓 스트리트
rket St.
양청
로드 Yang Cheung Rd. 제이드 마켓 Ma
만청
Market
Jade팍호
이 스트
Man C스트리트
heung
리트 Pa
사이공 스
St.
k Hoi St
트리트 Sa
.
igon St.

노청

Po Rd.

A

치우 스트리트
Chi Wo St.

템플 스트리트

팍스
스
트
리
우성 스 트 Parkes St.
트리트
Woosu
ng St.

제이드 마켓

Jordan
Rd.

배터리 스
트리트 Ba
ttery St.

조단 로
드

페리
스트리
트 Fe
rry St.

나청
로
드
Nga
Che
ung
Rd.

틴하우 사원

Mong Kok Station

Wang Rd.

Rd
.

범례 (Legend)

MTR 출구

E2

St.

호이 왕 로드 Hoi

Lin
Ch
eun
g

운동화 거리

gyle
트리트 Ar
아가일 스
몽콕 역
D3

C3

St.
리트 Ferry
페리 스트

Rd.

호이 포 로드 Hoi

로드

센트럴 역
Central Station

MTR 라인

D1D2

랭함플레이스
Langham Place C4

Rd.
드 Hoi Tind
호이틴드 로

g
oi Wan
로드 H
호이 왕

Tunnel
Harbour

d.
ng R
heu
Lin C
로드
린청

s
터널 Cros

라이청 로드 Lai
Cheung Rd.

랜드마크

C2C1

몽콕 이스트 역
Mong Kok East Station
사이영 초이 스트리트
Sai Yeung Choi St.

금붕어 마켓

B1B2

E1

린청

홍콩 역
Hong Kong Station

A2 A1

n Rd.
드 Natha
네이던 로
St.
Portland
스트리트
포틀랜드
anhai St.
트리트 Sh
St.
상하이 스
Reclamati on
션 스트리트
.
리클레메이
Canton Rd 온 스트리트
통
캔톤 로드
Tong On St.

체리 스트리트 Cherry St.

버
크로스 하

이스트 침사추이 역
East Tsim Sha Tui Station

B3

Tong Mi Rd

침사추이 역
Tsim Sha Tui Station

rd Rd.
Prince Edwa
워드 로드
프린스 애드

레이디스 마켓
Ladies Market

통 미 로드

왐포아 역
Whampoa Station
홍함 역
Hung Hom Station

y.
Hw
loon
ow
WK

오스틴 역
Austin Station 조단 역
Jordan Station

바운더리 스트리트 Boundary St.

프린스 애드워드 역
Prince Edward Station

Mo
ng
Rd
.

이
이웨
룡하
W구

구룡 역
Kowloon Station

Sh
aW
an
Rd
.
Street
Boundary
스트리트
바운더리

Co
rrid
er.

호만틴 역
Ho Man Tin Station

Ch
eou
ng

메이
플
Ma 스트
ple 리트
St.

We
st K
ow
loo
n

Kowloon Corrider.
웨스턴 구룡 코리더 West

야우마테이 역
Yau Ma Tei Station

로드

코리
더

로드

텅 초이 스트i리트
Tung Cho St.

몽콕 역
Mong Kok Station

구룡

사완

곰돌이 빌딩
Man Fung Building

Rd
.

Wa
nR
d.
로
드

웨스
턴

팀호완
Tim
Ho wan
청

선항유엔
Sun Hang Yuen
Lai
Ch
i ko
kR
d.

Rd.

몽콕 이스트 역
Mong Kok East Station

로드

섹킵메이 역
Shek Kip Mei Station

삼수이포 역
Sham Shui Po Station

옌
차
우

라이
치콕

스트 Golden Computer Acade
리트
Fuk
Wi
ng
St.

ai Po
드T
포로
타이

남청 역
Nam Cheong Station

올림픽 역
Olympic Station

골든 컴퓨터 아케이드
윙

Ye
nC
ho
w

삼수이포 역
Sham Shui Po Station

프린스 애드워드 역
Prince Edward Station

푹

Wa
ter
loo

07 몽콕 & 야우마테이 상세도

로드

07 상세도

구룡반도 전도

워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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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 SHUI PO & MONG KOK & YAU MA TEI | Kowloon Peninsula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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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 역
Jordan Station

콩와 스트리트

랭함플레이스

골든 컴퓨터 아케이드

사이영초이 스트리트

삼수이포 & 몽콕 & 야우마테이 | 구룡 반도

MONG KOK

콩와 스트리트

레이디스 마켓

KWONG WAH STREET

LADIES MARKET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른들 곧, 키덜트 문화가 대세인 요즘

저렴한 의류와 액세서리, 가정용품 등을 파는 시장으로

키덜트 여행자에게 딱 어울릴만한 거리가 있다. 장난감이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시장이다. 소소한 물건들을 구매

라기엔 심각하게 디테일한 장난감 총과 프라모델, 모형 자

하기에 좋은 곳이다. 아기자기한 조각품이나 인형 등도

동차, 탱크를 파는 상점들이 늘어선 콩와 스트리트에는 이

많이 판매하고 있어 독특한 기념품을 원하는 여행자들이

외에도 오토바이 용품 상점과 자동차 튜닝 용품 상점까지

많이 찾아오는 시장이기도 하다. 적당히 흥정하며 소소한

위치해있다. 키덜트 여행자에겐 이만한 놀이터가 또 없다.

시장의 재미를 만끽 할 수 있는 곳.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몽콕(Mong kok)역 D3 출구에서 도보 15분
KwongWa St., MongKok
11:00-20:30(매장마다 다름)

사이영초이 스트리트

랭함플레이스

SAI YEUNG CHOI STREET

LANGHAM PLACE

프린스애드워드역(MTR)에서 야우마테이역(MTR) 부근

홍콩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장소 중 하나. 브랜드와 보

까지 이어지는 가전제품 거리다. 길게 이어진 거리 양쪽

세를 모아놓은 종합 쇼핑몰로 매장마다 개성을 살린 인테리

으로는 각종 가전제품 상점이 늘어서 있고, 머리 위로는

어가 눈에 띈다. 쇼핑 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다. 한 번에 4개

휘황찬란한 간판들이 빼곡하다. 밤이 되면 거리 공연하는

층을 오가는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보는 것도 좋은 오락이 된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어 꼭 가전제품을 구매할 의도가

다. 천장 모두를 스크린으로 활용해 연출하는 영상도 멋지며,

없어도 걸어보기 좋은 거리다. 몽콕역 근처가 가장 인기

각 층마다 유리 전망대가 있어 건물 모두를 살펴볼 수 있다.

MTR 몽콕(Mong Kok)역 D 출구
Tung Choi St., MongKok
12:00-23:30(매장마다 다름)

있는 포인트다.
가는법

MTR 몽콕(Mong Kok)역 E3 출구에서 도보 3분

MTR 몽콕(Mong Kok)역 C3번 출구
8 Argyle St., MongKok
11: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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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YAU MA TEI

SHAM SHUI PO

템플 스트리트(야시장)

골든 컴퓨터 아케이드

TEMPLE STREET

GOLDEN COMPUTER ACADE

홍콩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자상가다. 한국의 용산
야시장 근처에 틴하우 사원이 있어 붙여진 이름 템플 스

이나, 국제전자센터 같은 곳. 핸드폰, 게임기, 컴퓨터, 카

트리트. 전구로 빛을 낸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장

메라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상가로 물건이

관이다. 저렴한 의류와 가방, 시계, DVD 등을 주로 판매

비교적 싸고 좋아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상가 주변

하는 상점이 많다. 이외에 타로점이나, 나무스틱점, 새점

으로 길거리 음식점이 많아, 꼬치 하나 사 들고 구경하기

등을 보는 가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영어로 점을 봐주

좋은 곳이다. 호객행위를 위해 마리오 복장을 한 직원 등

는 곳도 제법 많이 있어, 한 번쯤 도전해볼 만 하다.

각종 코스프레를 한 직원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몽콕(Mong Kok)역 C 출구
Temple St., Yau Ma Tei
17:00-23:30

제이드 마켓

곰돌이 빌딩

JADE MARKET

MAN FUNG BUILDING

옥으로 된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점들이 모여

삼수이포의 오래된 건물이 예술을 만나 탄생한 빌딩. 곰돌

있는 마켓이다. 홍콩인들에게는 옥구슬을 몸에 지니면 장

이 빌딩은 2016년 홍콩 스트리트 아트 축제를 위해 탄생했

수한다는 믿음이 있어, 옥공예가 발달한 것. 마켓 내부에

다. 스페인의 예술가 오쿠타의 손을 거쳐 완성 됐다. 화려한

400여개의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가게마다 진열

무지갯빛의 곰돌이가 꼭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다.

해 놓은 옥공예품들을 자유롭게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다.

입체감이 살아있기 때문. 정면에서 볼 때와 측면에서 볼 때

MTR 삼수이포(Sham Shui Po)역 D2 출구
Golden Building, 146-152 FukWa St, Un Chau
10:00-22:00

느낌이 다르다. 측면에서 보면 입체감이 더 살아난다.
MTR 야우마테이(Yau Ma Tei)역 A 또는 C 출구에서 오른편
Kansu St 또는 Battery St., MongKok
09:00-17:00

가는법
주소

MTR 삼수이포(Sham Shui Po)역 A2 출구에서 도보 10분
Man Fung Building, 180 Tai Nan St, Tong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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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SHAM SHUI PO

푸디 투어
FOODIE TOUR

큐브릭
KUBRICK
전문 가이드와 함께 삼수이포 일대 6개의 식당 음식을 맛보
는 투어. 삼수이포와 센트럴 & 셩완, 타이포 마켓 등 3군데에
서 진행된다. 특히 삼수이포는 떠오르는 맛집이 몰려있는 지
역으로 인기가 많다. 삼수이포 푸디투어에서 방문하는 식당
은 덤플링하우스, 차창텡(전통찻집), 올디즈 오브 누들 레스
「시계태엽 오렌지」, 「샤이닝」 등 도전적인 영화를 만들어

토랑, 레전드 베이커리, 소이 스페셜 스토어, 트레디셔널브렉

낸 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이름을 따 만든 복합 문화공간이

퍼스트 샵 여섯 군데다. 단순히 음식만 먹으며 돌아다니는 것

다. 4개의 상영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가 상영된

을 넘어, 홍콩음식의 역사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

다. 비주류 예술 영화가 주를 이룬다. 영화관 앞으로는 영

다. 인기 있는 투어인 만큼 온라인 예약이 필수다. 예약을 마

화 포스터, DVD, 음반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다. 내부 북카

치면 이메일로 투어 시작 장소와 시간이 전송된다.

페도 있어 책과 커피를 즐기기도 좋다. kubrick.com.hk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홈페이지
투어일정
투어시작
소요시간

MTR 야우마테이(Yau Ma Tei)역 C 출구에서 도보 5분
3 Public Square St, Yau Ma Tei
11:30-22:00

선항유엔
SUN HANG YUEN

미슐랭 가이드에서 원스타를 받은 딤섬 전문점. 입맛 까

삼수이포 지역의 숨은 맛집이다. 2017년에는 홍콩 레스

다롭다는 미슐랭 미식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딤섬 전

토랑 가이드 오픈 라이스에서 삼수이포 지역 1위를 차지

문점 중 하나다. 홍콩역에도 체인점이 있으나, 삼수이포

하기도 했다. 단팥으로 만든 음료인 홍다우뱅과 족발국

점이 본점. 점심시간을 피해가면 여유롭게 앉아 미슐랭

수, 소고기 계란 토스트가 선항유엔 최고의 인기메뉴다.

원스타 딤섬을 즐길 수 있다. 추천하는 메뉴는 새우 딤섬.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지 방문 할 수 있다. 가격도

입안에서 통통 터지는 새우의 식감이 예술에 가깝다.

대부분 메뉴가 HK$50 이하로 저렴하다.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가는법
주소

MTR 삼수이포(Sham Shui Po)역 A1 출구에서 도보 15분
9-11 Fuk Wing St, Sham Shui Po
10:00-21:30

MTR 삼수이포(Sham Shui Po)역 C2 출구에서 도보 3분
38 Kweilin St, Sham Shui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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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호완
TIM HO WAN

www.hongkongfoodietours.com
화, 수, 금, 토
09:15
3시간 30분

WALK

NORTHERN OF KOWLOON| Kowloon Peninsula
08 구룡 북부

샤틴 공원

신계

SHATIN PARK
샤틴 공원
Sha Tin Park

홍콩문화유산박물관
HK Heritage Museum

샤틴 역
Sha Tin Station

구룡반도 외곽지역인 샤틴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녹

구룡

지 공원이다. 주말 낮이면 가족 나들이 나온 사람들과 데
이트하는 연인들, 친구들과 잔디밭에 앉아 수다 떠는 사
람들로 북적인다. 놀이터, 정원, 분수대, 야외무대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자전거 대여소도 있어 렉윤 브리

왕타이신 사원
Wong Tai Sin Temple

지 일대와 공원을 일주할 수도 있다.

난리안 가든
Nan Lian Garden

왕타이신 역
Wong Tai Sin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다이아몬드 힐 역
Diamond Hill Station
쿤통 역
Kwun Tong Station

MTR 샤틴(Sha Tin)역 하차
2 Yuen Wo Rd., Sha Tin
06:30-23:00

오사지 갤러리 쿤통
Osage Gallery Kwun Tong

난리안 가든

홍콩 섬

NANLIAN GARDEN

중국 당나라의 조경 양식으로 조성된 정원으로 2006년
에 오픈했다. 당나라 조경형식이 잘 나타나있어 흥미롭
다. 수목림들을 매일 관리해 식물마다 생기가 돈다. 구역
별로 조경 방식에도 약간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지루하
지 않게 산책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일본식 정원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주변에 사찰이 있어 불경을 외는 시

구룡북부 | 구룡반도

마음이 복잡하거나 걱정이 많은 날, 이유없이 우울해지거나 세상이 모두 어두워 보이
는 날 구룡 반도 북부로 향해보자. 잠시 공원에 앉아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바라보고,
사원에서는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 정원에 앉아 작은 풀꽃이 내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
울여보면 어느 샌가 위로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간이면 이국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MTR 다이아몬드 힐(Diamond Hill)역 C2 출구에서 도보 10분
60 Fung Tak Rd., Diamond Hill
07: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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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E

CULTURE

홍콩 문화 유산 박물관
HONG KONG HERITAGE MUSEUM

2000년 개관한 비교적 신식 박물관. 홍콩과 남중국의 국
보급 문화재와 예술품을 전시한다. 종종 예술 공연을 개최
하기도 한다. 시내로 나가는 교통이 불편하긴 하지만 특별
전시관과 상설전시관은 언제나 유명한 전시회가 열려 방
문 가치가 높다. 샤틴 공원과 매우 가까이 있어, 함께 방문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www.heritagemuseum.gov.hk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입장료

MTR 다이아몬드 힐(Diamond Hill)역 C2 출구에서 도보 10분
60 Fung Tak Rd., Diamond Hill
평일 10:00-18:00 / 주말 및 공휴일 10:00-19:00
크리스마스이브 및 춘절 10:00-17:00 / 화요일 휴무
HK$10 / 수요일 무료입장

오사지 갤러리 쿤통
OSAGE GALLERY KWUN TONG

웡 타이 신 사원
WONG TAI SIN TEMPLE
동남아 예술가들과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미술 프로젝트에
서 제작된 작품들을 주로 전시한다. 실험적 현대 예술 작품이
주를 이루며, 특히 쿤통에 있는 전시장은 독특한 인테리어로

유명한 점술은 대나무 통 점. 대나무 통을 흔들어 점괘를 뽑은 후 이것을 종이로 바꿔 주변 점집에서 해석을 듣는 방식이다. 영

유명. 창고 스타일로 천장이 높고 규모가 커 다양한 크기의

어 가능한 점집은 입구 쪽에 표시를 해놓으니 운수를 한번 시험해 보시라.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다. www.osagegallery.com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주소

MTR 웡타이신(Wong Tai Sin)역 B2 또는 B3 출구에서 도보 5분
2 Chuk Yuen Village, Wong Tai Sin, Kowloon
07:00-17:00

운영시간

4/F, Union Hing Yip Factory Building, 20 Hing Yip
Street, Kwun Tong, Kowloon
월-토 09:30-18:30, 일 14: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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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괘를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교 사원이다. 원래 중국 광저우 지방에 위치해 있었으나 1921년 홍콩으로 옮겨졌다. 가장

THE LANDMARK

LANTAU ISLAND
09 란타우 섬

디즈니랜드
Disneyland
홍콩국제공항
HK International Airport

시티게이트 아울렛
Citygate Outlet

디스커버리 베이
Discovery Bay
무이오
Mui Wo

타이 오 마을
Tai O Village

옹핑 360
Ngong Ping 360
포린사원 & 청동 좌불상
Po Lin Monastery & Giant Buddha

디스커버리 베이
DISCOVERY BAY

홍콩 현지인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해안가. 란타우 섬 북동쪽의 작은 만으로 페리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다.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으로 관리되고 있어 매우 깨끗하다. 선착장 앞에는 다국적 카페들이 저마다 문화적 개성이 표현된 인테리어로

란타우 섬

홍콩에서 가장 큰 섬으로 홍콩여행을 압축해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쇼핑, 트래킹, 해변, 테마파크, 작은
마을까지. 모두 란타우 섬에서 즐길 수 있다.

여행자를 유혹한다.
가는법

센트럴 3호 선착장에서 페리로 약 25분, 또는 MTR 퉁청(Tung Chung)역에서 택시를 이용 하거나 MTR 써니베이(Sunny Bay)역)에서
DB03R 버스 탑승 후 종점에서 하차(페리를 이용할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센트럴에서 출발하는 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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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핑 빌리지

포린사원 & 청동 좌불상

NGONG PING VILLAGE

PO LIN MONASTERY & THE BIG BUDDHA

옹핑 360 케이블카에서 내리자마자 만나는 마을이다. 아
기자기한 캐릭터들과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향들이 거리

옹핑 빌리지가 끝나는 지점에 위치한 사원으로 규모가

를 장식한 곳이다. 각종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크지 않고 고목이 그늘진 곳이 많아 산책을 하며 가벼운

있어 쇼핑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포린 사원으로 올라가는

휴식을 즐기기 좋다. 스님들의 식단을 먹어보는 이색 체

길에 향을 하나 피우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 진다는 설도

험도 흥미롭다. 사원 내에는 높이 34m, 무게 250톤에 달

있으니, 믿거나 말거나 한번쯤 해보면 좋은 추억이 될 것.

하는 세계 최대 청동 좌불상이 있다. 268개의 계단을 올
라가면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곳을 만날 수 있다. 무지

가는법

막지하게 큰 부처상 앞에 서면 인간이 참 작게 느껴진다.

옹핑 360 케이블카 옹핑 빌리지에서 하차

옹핑 360 케이블카
NGONG PING 360 CABLE CAR

지혜의 길
WISDOM PATH
퉁청역(MTR)에서 청동 좌불상과 포린 사원이 있는 옹핑
빌리지까지 이동하는 케이블카. 총 길이는 5.7km. 케이
블카가 올라가는 동안 홍콩의 산과 바다가 파노라마처
럼 펼쳐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케이블카는 '크리
스탈 캐빈'. 바닥이 투명해 아찔한 높이를 두 배 더 체감
할 수 있다. 홍콩의 자연을 진정으로 눈에 담고 싶다면 두
려움을 이겨내고 크리스탈 캐빈을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홍콩에서 두 번째로 높은 펑원산 정상에 위치한 전망대. 정상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요금

에 오르면 란타우 섬 전체와 남중국해, 날씨가 좋은 날은 마
카오까지 보인다. 시야를 가리는 나무가 별로 없어 산을 오는
중간중간 보이는 전망도 장관이다. 단, 나무가 드문 만큼 그
늘도 드물어 오르는 동안 체온 관리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심경의 글귀가 새겨진 나무 기둥이 곳곳에 늘어선 등산로의
이름은 '지혜의 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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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 퉁청(Tung Chung)역 B출구 버스 정류장을 지나
왼쪽, 케이블카 승강장. 공항에서는 S1번 버스 이용
Ngong Ping 360
평일 10:00-18:00 / 주말 09:00-18:30
종합 패키지(케이블카 왕복, 부다의 길, 타이오 보트 투어)
HK$390(크리스탈 캐빈 HK$450), 케이블카 왕복 $185(크
리스탈 캐빈 HK$225) / 케이블카 편도 HK$130(크리스탈 캐빈 HK$180)

LANTAU ISLAND

무이오

시티게이트 아울렛

MUI WO

CITYGATE OUTLET

홍콩국제공항 인근 퉁청 지역에 위치한 아울렛. 출국 전
과거 란타우 섬 교통의 중심지였던 마을. 현재는 섬 여행을

마지막 쇼핑을 원하는 여행자들이나, 하루 정도 스탑오

마친 여행객들이 페리를 타기 위해 잠시 들르는 지역이다. 오

버 하는 여행자들이 많이 들르는 곳이다. 마지막 남은 하

래 전 섬을 들고나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을의 흔적은 터미

루를 쇼핑을 위해 사용하는 여행자의 열정에 시티게이트

널 주변에 편의점이나 레스토랑 정도에 남아있다. 사람의 왕

아울렛은 할인으로 대답한다. 비비안 탐, 발리, 랄프로랜

래가 줄어들면서 조용한 어촌마을 분위기를 좋아하는 여행

등 명품명품부터 스포츠 브랜드, 로컬 브랜드까지 다양한

객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고 있다.

매장이 입점해 있다. www.citygateoutlet.com

가는법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타이 오 마을에서 1번 버스를 타고 하 청샤 비치에서
하차 후 1, 3, 4, 3M 버스로 갈아 탄 뒤 20분, 혹은
센트럴 페리 선착장에서 페리로 50분 소요

타이 오 마을

헤리티지 호텔

TAI O VILLAGE

HERITAGE HOTEL

대나무로 만든 수상가옥들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마을 안에

100년전 경찰서 건물을 개조해 만든 호텔로 2012년에

는 물고기를 사냥해 하루 식사를 해결하던 삶의 방식을 고수

문을 열었다. 호텔 건물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돼 세계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홍콩 시내에 비해 물가가 싼

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헤리티지 호텔 레스토랑에

편이라 맘놓고 즐길 수 있는 곳. 소박한 식당 나무 의자에 앉

서는 남중국해가 모두 눈에 들어온다. 호텔에서 묵다가

아 지금은 볼 수 없는 삶의 모습을 감상하는 것도 타이 오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란타우 주변에 서식하는 핑크

여행하는 좋은 방법이다.

돌고래를 만나는 행운도 누릴 수 있다.

가는법

가는법

옹핑 빌리지 버스 정류장에서 타이 오 마을로 가는 버스
(21번)가 수시로 출발, 약 15분 소요, MTR 퉁청(Tung Chung)
역에서 갈 경우 티원센터 앞에서 버스 11, 23번을 이용,
약 4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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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핑 빌리지 버스 정류장에서 타이 오 마을로 가는 버스
(21번)가 수시로 출발, 약 15분 소요, MTR 퉁청(Tung Chung)
역에서 갈 경우 티원센터 앞에서 버스 11, 23번을 이용,
약 40분 소요

MTR 퉁청(Tung Chung)역 C 출구와 연결
20 Tat Tung Rd., Lantau Island
10:00-22:00

THEME

4

홍콩은 작지만 수많은 얼굴을 가진 도
시다. 고작 한 번의 여행으로 홍콩의
모든 것을 즐기기는 어렵다. 몇가지 주
제를 정해놓고 홍콩을 차근차근 알아
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 취향과 주어진
여건에 맞춰 홍콩 여행을 계획해보자.

가족과 함께 가도 좋고, 연인, 친구와 함께 가도 좋은 테마파크들이 홍콩 곳곳에 숨어있다. 한 번들어가면 하루
를 몽땅 다 써야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을 테마파크 몇 군데를 소개한다.

홍콩 디즈니랜드

오션 파크

HONG KONG DISNEYLAND

OCEAN PARK

THEME
PARK

1977년 개장 이후로 홍콩 최고의 테마파크로 군림하고 있다. 2016
년 말 사우스 아일랜드 MTR라인이 새로 개통하면서 접근성도 좋아
졌다. 시내에서 MTR을 이용해 한번에 갈 수 있다. 다양한 연령대에
맞춘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어 누구와 가도 좋은 곳. 가장 멋진 특징
은 자연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재미와 환
경보호를 모두 지키는 테마파크. 단, 내부 구조가 복잡해 길을 잃어
버리기 십상이다. 입장하자마자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지도를 꼭 챙
겨가도록 하자. www.oceanpark.com.hk/kr
디즈니랜드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 중 하나다.
2005년 오픈한 홍콩 디즈니랜드는 홍콩 시민뿐 아니라

가는법

MTR 사우스 아일랜드 라인 이용,

주소
운영시간
요금

Ocean Park, Aberdeen, Hong Kong
10:00~18:00
어른 HK$480, 어린이 HK$240(2018년 1월 1일부터)

MTR 오션파크(Ocean Park)역에서 하차

아시아 어린이들의 마음에도 로망으로 자리매김했다. 환
상적인 공연과 놀이기구, 테마관 등 다 둘러보려면 하루
가 부족한 곳. 시기별로 진행되는 행사가 다르고, 예약이

운영 시간 및 요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웹사이트 확인 필요

필수인 테마관도 있으니 미리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가는
것이 좋다. park.hongkongdisneyland.com
가는법

Copyright ⓒ DISNEY

Copyright ⓒ DISNEY

주소
운영시간
요금

MTR 구룡(Kowloon)역 기준, MTR 퉁청(Tung Chung)역 라인 탑승 후
MTR 써니베이(Sunny Bay)역 하차, MTR 디즈니랜드 리조트
(Disneyland Resort)역으로 환승
Park Promenade, Lantau, Hong Kong
10:00-22:30
어른 HK$619 / 어린이 HK$458 / 65세 이상 HK$100

Copyright ⓒ DISNEY
Copyright ⓒ 2017 MARVEL

그랜드 아쿠아리움

심비오 쇼

GRAND AQUARIUM

SYMBIO SHOW

탄광 기차
MINE TRAIN

오션 파크에서 가장 거액의 비용을 들여 지은 건
물이다. 총 244개의 유리판으로 돔 지붕을 만들
어 놓았다. 온갖 수중 생물을 다 들여다 놓은듯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다. 상어가 지나다
니는 해저 터널이 아쿠아리움의 하이라이트다.

오션 파크 내부의 거대한 인공 호수에서 펼쳐지
는 멀티쇼다. 시간에 맞춰 분수가 터지기 시작하
면 음악과 영상효과, 불 등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
룬다. 쇼는 사나운 용 두마리가 힘을 겨루다 결국
화해하는 내용이며, 매일 저녁 7시에 시작한다.

홍콩 최초의 VR 롤로코스터. 미 테마파크 리뷰
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롤러
코스터”로 알려졌다. 500m가 넘는 철로를 맹
렬한 속도로 달리며 바다 위 85m 높이에서 낭
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스릴감을 선사한다.

Copyright ⓒ DISNEY

아이언맨 익스퍼리언스

디즈니 익스플로 롯지

IRON MAN EXPERIENCE

DISNEEY EXPLORE LODGE

꼬마 숙녀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
면 비비디 보브디 부티크(BBB)를 방문해보자.
화려한 공주 의상에서부터 빛나는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 디즈니 만화 속 공주로 변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용가능 연
령은 3-12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려있지만 이용인구가 많아 예약은 필수다.

2017년 1월 신작 놀이기구. 디즈니랜드 최초
로 마블 캐릭터를 소재로 했다. 디즈니랜드
내부 투모로우 랜드에 설치돼 있다. 홍콩을
배경으로 이아언맨과 함께 악당을 무찌르는
몰입형 모션체험 놀이기구다. 놀이기구 앞
마블존에서는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아이언
맨 마네킹과 기념촬영도 할 수 있다.

홍콩 디즈니랜드 리조트가 2017년 4월 세 번
째 리조트 호텔인 디즈니 익스플로 롯지를 공
개했다. 이번 리조트의 테마는 탐험 정신. 호텔
곳곳에 조성된 테마 정원은 투숙객들의 탐험
정신을 자극한다. 호텔 객실은 750개가 마련
돼 있으며, 모든 객실에 퀸사이즈 베드 2개가
있어 최대 성인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이언트 판다 어드벤처

남극북극 탐험

오션 씨어터

GIANT PANDA ADVENTURE

POLAR ADVENTURE

OCEN THEATRE

오션 파크는 내부에 동물원이 있어 다양한 동물
친구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중국 정부에서 오션
파크의 개장을 기념해 선물한 자이언트 판다가
오션 파크 동물원의 상징이다. 이 밖에 전세계에
서 건너온 동물들이 오션 파크 곳곳에 숨어있다.

남극과 북극을 테마로 한 어드벤쳐. 북극 여우
와 바다코끼리, 남극 펭귄 공연 등 다양한 볼
거리를 제공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다.
폴라 어드벤처의 절정은 아틱 블라스트. 썰매
모양의 기구를 타고 극지방을 여행해보자.

마린월드 정상에 위치한 오션 파크의 메인 공연
장이다. 500석이 넘는 좌석이 매회 꽉 들어찰 정
도로 인기있는 곳. 특히 돌고래 쇼가 가장 큰 인
기를 끌고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쇼는 공연시간
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확인하자.
117

Ⅳ THEME

비비디 바비디 부티끄
BBB(BIBIDI BOBBDI BOUTIQUE)

노아의 방주
NOA'S ARK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칭마 대교(Tsing Ma Bridge)가
훤히 보이는 마완 공원(Ma Wan Park)에 위치한 테마파크.
거대한 배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것. 세상
의 모든 동물들이 한쌍씩 들어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마
치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성경에 나오
는 방주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방
주 입구에는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기린과 코끼리 등 동물들
이 서서 방문자를 맞이한다. 방주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되
어 있어 방주 여행을 마친 뒤 잠시 산책하기 좋다.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자에게 추천한다. www.noahsark.com.hk
가는법
주소
운영시간
요금

센트럴 피어2, 마완(Ma Wan)행 페리 이용,
추엔완(Tsuen Wan) 페리 피어, 마완가는 페리 이용
33 Pak Yan Rd., Ma Wan, New Territories
10:00-18:00
어른 HK$168 / 어린이 HK$138

홍콩습지공원
HONG KONG WETLAND PARK

습지가 많은 신계지의 북쪽에 자리한, 조용한 산책로와 철새
들의 서식지에 조성된 공원이다. 공원을 여유롭게 즐기는데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내부에는 자연 박물관, 습지 체험관 시
설과 함께 레스토랑과 카페도 입점해 있어 볼거리와 즐길 거
리가 많다. 자연이 만든 갯벌과 신축된 아파트가 오묘한 조
화를 이루고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중에는 한적
한 편이고, 경관이 멋져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아 오는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공원의 마스코트인 청둥오리들을
만날 수도 있다. www.wetlandpark.gov.hk/tc
가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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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운영시간
요금

MTR 탄슈와이(Tin SHui Wai)역 E1출구 미니 레일 탑승장으로 이동 후,
705번 순환 경전철에 탑승, 습지공원 역 하차 후 육교 건너 도보 5분
Wetland Park Rd., Tin Shui Wai, New Territories
10:00-17:00(화요일 휴관)
어른 HK$30 / 3세 미만, 65세 이상, 어린이 HK$15

편리하고 실속 있는 홍콩 여행을 원하는 여행자에게 버스 투어만한 것도 없다. 홍콩의 버스 투어에
는 한국어로 된 안내와 설명도 있으니, 외국어 울렁증이 있는 여행자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BUS
TOUR
빅버스 투어
BIG BUS TOURS

릭샤 버스 투어

홍콩 도심의 주요 지역들을 미리 돌아보기 좋은 방법. 한국

RICKSHAW BUS TOUR

어로 녹음된 관광지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편리하다. 티켓
은 클래식, 프리미엄, 디럭스, 야간 등 4종류. 클래식 티켓은

빅버스 투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릭샤 버스

24시간, 프리미엄은 48시간 빅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투어. 빅 버스 투어처럼 자세한 관광안내는 제공하지 않지만

있다. 디럭스는 48시간 동안 빅버스 이용이 가능하며 구룡

한국어로 된 역 안내가 제공돼 편리하다. 특히 홍콩 섬과 구

야간 투어 1시간과 하버투어 1시간이 추가로 포함. 모든 패

룡 반도의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아보는 헤리티지 루트가 인기

키지 티켓에 스타페리 왕복권과 삼판 유람선 탑승권, 피크

다. 데이 트립과 나이트 트립으로 나뉘어 운행하고 있으며,

트램 스카이패스 또는 SKY100 전망대 티켓 중 하나가 제

낮과 밤의 루트가 조금 달라진다. 낮에는 홍콩의 역사적인 지

공된다. 티켓 구입은 빅 버스 홈 페이지와 현지 빅버스 안내

역을 주로 돌며, 밤에는 야경을 보기 좋은 곳을 위주로 운행

소에서 가능하다. www. bigbustours.com/en/hong-kong

한다. 옥토퍼스 카드로 버스 안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www.rickshawbus.com

현장 구매 기준(2017년 12월 기준)

홍콩 섬 코스
HK ISLAND TOUR

어린이

HK$480

HK$430

야간 투어

HK$280

HK$280

H1 헤리티지 루트
HERITAGE ROUTE

완차이
컴퓨터 센터

란콰이퐁
& 소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피크트램
센트럴

만모사원

황후상 광장

센트럴
스타페리 선착장

만모 사원

H1A 마켓 루트
MARKET ROUTE

페닌슐라 호텔

랭함플레이스

템플 스트리트

한커우 로드

모디 로드

어린이

단승 티켓

HK$33

HK$16.5

종일 티켓

HK$200

HK$100

하버시티

완차이 페리 선착장

해피밸리 경마장

이스트 침사추이역

성요한 성당

피크트램

오션파크

리펄스 베이

센트럴
스타페리 선착장

스탠리

애버딘

첫차 10:30(센트럴 스타페리)
소요시간 약 1시간

침사추이 이스트
해변 산책로

소요시간 1시간30분
첫차 09:45 막차 16:45 출발 간격 30분

야간 코스
NIGHT TOUR

센트럴
스타페리 선착장

소요시간 1시간
첫차 18:15(센트럴) / 19:00(TST) 막차 해당없음 출발 간격 야간

애드미럴티역

H2 나이트 신 루트
NIGHT SCENE ROUTE

타이윤 마켓

침사추이 이스트
해변 산책로

페닌슐라 호텔

레이디스마켓

템플 스트리트
나이트 마켓

침사추이 이스트
해변 산책로

센트럴
스타페리 선착장

랭함플레이스

사이공 스트리트

실버코드, 하버시티

템플 스트리트

실버코드, 하버시티

웡신 레인
랭함플레이스

퍼시픽 플레이스
타임스퀘어

황후상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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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트램

플라워 마켓

첫차 17:30(센트럴 스타페리) / 19:45 (페닌슐라) 출발 간격 30분
막차 20:30(센트럴 스타페리) / 21:15 (페닌슐라) 소요시간 약 1시간 40분

골든 바우히니아 광장
센트럴
스타페리 선착장

어른

첫차 10:00,11:00(센트럴 스타페리) / 11:15 (페닌슐라) 출발 간격 30분
막차 16:30(센트럴 스타페리) / 19:15 (페닌슐라) 소요시간 약 1시간 50분

웨스턴 마켓

센트럴
스타페리 선착장

요금

소요시간 1시간 15분
첫차 10:00 막차 18:00 출발 간격 30분

스탠리 코스
STANLEY TOUR

센트럴
스타페리 선착장

파크레인 호텔

코즈웨이베이
소고 백화점

구룡 코스
KOWLOON TOUR
침사추이 이스트
해변 산책로

어른

소요시간 1시간 30분
첫차 09:30 막차 18:00 출발 간격 30분

홍콩 컨밴션
& 액시비션 센터
센트럴
스타페리 선착장

요금
24시간 티켓
(클래식 기준)

한적한 섬 길의 끝에는 오래되고 작은 어촌 마을의 삶이 있다. 홍콩을 한 눈에 담으며 산길을 오를 수 있
고, 바다가 걸린 풍경을 배경 삼아 걸을 수도 있다. 홍콩을 온전히 느끼기 가장 좋은 방법은 트래킹이다.

TREKKING
TOUR
퉁청-타이오 트레일

드래곤스 백

TUNG CHUNG – TAI O TRAIL

DRAGON'S BACK

퉁청과 타이오 마을을 이어주는 해안 길이다. 오래 전에는 마
을과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한 길이었으나, 교통이 발
달한 지금은 한적한 트래킹 코스가 됐다. 해변 길과 맹그로브

섹오 비치의 아름다운 바다와 경치를 모두 즐기며 걸을 수

숲 길을 지나 걷다 보면, 어느새 타이오의 오래된 어촌 마을

있는 트래킹 코스. 아시아 최고의 트래킹 코스로 선정될 정

에 도착하게 된다. 작고 낡은 어촌이 이 트레일의 클라이맥스

도로 멋진 경관을 자랑한다. 타이탐에서 출발해 섹오 빌리지,

다. 힘든 여정을 마치고 정감 넘치는 식당에 앉아 전통 음식

빅 웨이브 베이로 이어지는 코스다. 완주하기까지 약 3시간

과 음료를 마셔보자. 온 몸에 힘이 스르르 풀리며 기분이 저

이 소요되지만, 길이 험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트래킹을 마칠

절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총 길이는 약 15km, 소요

수 있다. 무더운 날에 섹오비치에서 잠시 몸을 식히고 가는

시간은 6시간 정도다.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는법

가는 법

출발지
도착지

센트럴 피어2, 마완(Ma Wan)행 페리 이용,
추엔완(Tsuen Wan) 페리 피어, 마완가는 페리 이용
퉁청 타운 센터
타이오 마을

MTR 샤우케이완(Shau Kei Wan)역 A3출구에서 9번 버스에
탑승 후 케이프 콜리션(Cape Collision) 역에서 하차.
진행 반대방향 오른편 길에 섹오 공원 표지판과 오르막 계단 입
구를 따라 들어가면 된다.

란타우 트레일

라마 섬 트레일
LAMMA ISLAND TRAIL

LANTAU TRAIL

홍콩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자 배우 주윤발의 고향인 라마

란타우 섬 곳곳을 누빌 수 있는 트래킹 코스다. 총 12개의 루

섬을 여행하는 코스. 이 섬에는 외국인이 많이 살기로 유명해

트가 있어 취향과 상황에 따라 골라 걷는 재미가 있다. 전체

걷다 보면 이국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비교적 길이 정비

코스 총 길이가 약 70km로 비교적 긴 거리다. 코스마다 길

가 잘되어 있고, 완주시간 약 1시간 반의 짧은 코스기 때문에

안내 표지판이 상세하게 설치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게 트래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만하다. 천천히 산책하듯 즐길 수 있어

킹을 즐길 수 있다. 코스별로 최대 2시간까지 완주 시간이 차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오기도 좋은 코스. 특히 라마섬에는

이가 나며, 가장 짧은 코스는 1시간, 가장 긴 코스는 3시간 정

맛있는 해산물 레스토랑이 많아, 걸은 뒤 싱싱한 해산물 요리

도 소요된다. 바다와 산을 모두 아우르며 걸을 수 있다.

도 즐길 수 있다.
가는 법
가는법
운행시간
요금

센트럴에서 란타우 섬까지 운행하는 페리를 이용하거나
퉁청에서 3M 버스를 타고 무이오 마을에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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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페리 선착장 4번 부두에서 라마 섬의 소쿠완(So Kwu
Wan) 또는 용수완(Yung Shu Wan)행 페리 탑승(40분 소요).
06:30-23:30(3-40분 간격으로 운행)
용수완행 편도 HK$17.1(월-토), HK$23.7(일요일 및 공휴일)
소쿠완행 편도 HK$21(월-토), HK$29.8(일요일 및 공휴일)

19세기식 해적선을 타고 홍콩의 야경을 마음껏 훔치고, 1920년대 스타일
트램을 타고 거리를 활보해보자. 이내, 홍콩이 모두 여행자의 것이 된다.

바다 한 가운데를 항해하며 도시의 낮과 밤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크루즈 투어.
여기에 맛있는 음식과 음료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여행이 완성된다.

TRAM &
AQUA LUNA

워터투어

HARBOUR
CRUISE

WATER TOUR

트램오라믹 투어

시간대와 장소별로 특화된 크루즈 투어를 즐길 수 있다. 6개의 유람선 투어 상품이 있어 취향에 맞게 골라서 이용할 수 있

TRAM ORAMIC TOUR

는 것이 장점. 특히 프리 디너 선셋 크루즈 상품이 가장 인기다.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음료와 주류를 마시며 노을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 www.watertours.com.hk
타는법

구룡 공용 터미널 선착장 3번(Kowloon Public Pier 3), 센트럴 터미널 9번 선착장 (Central Pier 9)

홍콩 섬 시내를 관통하는 트램이야 말로 홍콩 섬 여행의 꽃
이라 할 수 있다. 느리고 덜컹거리는 트램에 앉아 있는 것만
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된다. 트램 오라믹 투어는 1920년대
스타일 오픈 탑 트램을 타고 1시간 동안 홍콩 시내를 둘러보
는 투어. 트램 내부에서는 무료 WI-FI 사용이 가능하며, 한
국어, 영어, 중국어 등 총 8개의 언어로 홍콩의 역사와 트램
의 역사를 설명하는 헤드셋을 제공한다. www.hktramways.
com/en/tramoramic
운영시간
요금

웨스턴 마켓 터미널
10:30, 14:00, 16:25
코즈웨이베이 터미널 11:40, 15:10, 17:40
성인 HK$95 어린이 HK$65 2017년 12월 기준

아쿠아 루나 투어
AQUA LUNA TOUR

대항해시대 19세기 스타일로 제작된 배를 타고 빅토리아 항
주변을 도는 투어다. 아쿠아 루나 투어에서 사용하는 배인 청
포차이(Cheung Po Tsai)의 이름은 19세기 말 홍콩에서 유명

스타페리 하버 투어

하버 크루즈-바우히니아

STAR FERRY HARBOUR TUOR

HARBOUR CRUISE-BAUHINIA

객이 많아져 예약은 필수다. 전화와 홈페이지로 예약 가능하

1920년대 빅토리아 항을 운행하던 페리를 개조해 만든 '샤

선상 레스토랑에서 뷔페를 즐기며 홍콩의 바다를 항해하

다. 투어가 진행되는 45분간 해적이 되어 홍콩의 전경과 야

이닝 스타페리'호를 타고 빅토리아 하버 근처를 돌아보는

는 여행. 바우히니아사에서 운항하는 크루즈 투어다. 노

경을 볼 수 있다. aqualuna.com.hk

투어. 2층 구조의 유람선으로 식당과 카페 등 각종 편의시

스 포인트에서 출발해 홍함, 침사추이, 완차이, 코즈웨이

설이 구비돼 있고, 1시간 간격으로 운항한다. 심포니 오브

베리를 거쳐 다시 노스포인트로 회항하는 코스. 심포니

라이트에 맞춰 출항하는 페리의 경우 예약이 필수. www.

오브 라이트가 펼쳐지는 시간의 디너 크루즈 투어가 인

starferry.com.hk

기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 디너 크루즈는 인기가 굉장히

했던 해적이름을 따온 것. 침사추이 페리 터미널, 센트럴 스
타 페리 터미널 등 총 네 개의 부두에서 출발한다. 최근 이용

타는곳

전화
요금

센트럴 스타 페리 터미널 9번 선착장(Central Pier 9)
침사추이 페리 터미널 2번 선착장(Tsim Sha Tsui Public Pier 2)
완차이 페리 터미널(Wanchai Public Pier)
홍함 페리 터미널(Hung Hom Public Pier)
852-2116-8821
저녁 크루즈 HK$220 / 심포니 오브 라이트 크루즈 HK$295

전화

센트럴 스타페리 터미널, 침사추이 페리 터미널,
센트럴 페리 터미널, 완차이 페리 터미널
852-2118-6201

타는법

노스 포인트 페리 터미널(North Point Ferry P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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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예약은 필수. www.cruise.com.hk
타는법

여자들만 하는게 쇼핑이라고? 요즘엔 쇼핑하는 남자가 대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쇼핑 일정

추천일정 쇼핑
DAY 1
센트럴 쇼핑

13:00

13:30

14:00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소호의 숍

점심 in 소호

19:00

17:00

란콰이퐁

IFC몰

아이와 부모는 언제나 동상이몽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여행일정

DAY 1
홍콩 맛보기

추천일정 가족

13:00

13:30

할리우드 로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15:00

16:00

14:00

애버딘 스트리트
& 할리우드 로드

빅토리아 피크

소호

(마담투소 박물관)

센트럴 쇼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일이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쇼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기분이다. 우선 할리우드 로드를 걸어보자.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물건이 많

핑하는 것이 그나마 체력소모가 덜하다. 내일을 위한 작전이랄까. 우선 패션 부티크 매장이 많은 소호에서 쇼핑을 시작한다. 소호

아 함께 구경하기 좋다. 걷다가 지칠 때 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로 향한다. 아이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방법은 간단하다. 뭐

곳곳에 맛집이 많아 점심을 먹기도 좋다. 독특한 물건을 파는 헐리우드 로드를 지나, 트랜디한 부티크 매장이 많은 애버딘 스트리

든 탈 것이 있으면 된다. 길게 뻗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로 놀이기구 느낌을 나게 해준다. 문화교육도 할 겸 만모 사원에 들러

트를 돌아본다. 길을 모두 내려오면 건너편 IFC몰에 들러 잠시 숨을 고르며, 해가지길 기다린다. 해가 지고 난 뒤 센트럴 란콰이퐁

마음을 가라앉힌 뒤, 아이가 지칠 때쯤 피크 트램을 이용해 빅토리아 피크로 향해보자. 피크타워 지하의 마담 투소에서 기념촬영

으로 돌아와 저녁식사와 야간 파티를 즐기면 첫날 미션 완료!

을 하고 첫 날 일정을 마친다.

DAY 2
구룡지역 쇼핑

DAY 2
테마파크

10:00

12:00

캔톤 로드 쇼핑몰

점심 in 켄톤로드 쇼핑몰

아이를 위해 테마파크에 간다는 것은 부모의 거짓말이다. 사실,
디즈니랜드나 오션파크 같은 테마파크는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재밌는 공간이다.

21:00

20:00

17:00

엘리먼츠
& 리츠칼튼호텔 오존바

심포니 오브 라이트

침사추이역 주변 쇼핑몰

Plan A

디즈니랜드

Plan B

오션 파크 - 애버딘 - 점보 킹덤

(더 원, 케이 일레븐)

디즈니랜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즐길 수 있는 테마파

도심에서 사우스아일랜드 MTR노선을 타고 단숨에 오션파크로

크다. 동심의 세계를 옮겨놓은 디즈니랜드에서 하루를 몽땅 써

향한다. 동남아 최대 규모의 수족관에서 팬더와 수족관 친구들

가장 먼저 갈 곳은 침사추이의 시내를 가로지르는 캔톤 로드다. 이 길 위에만 해도 실버코드, 1881헤리티지, 하버시티 등 굵직한

버리자. 사실 하루가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디즈니랜드에

을 만나보고 펭귄과 함께 점심식사를 즐길 수도 있다. 재밌는 놀

쇼핑몰이 세 개나 된다. 쇼핑몰에 입점해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침사추이역 주변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편집 디자

가는 날은 하루 모두를 쓸 각오로 가는 것이 좋다. 재밌는 놀이

이기구도 타고나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도심으로

인 매장이 많은 케이 일레븐과 더 원 쇼핑몰이 있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놓칠 수는 없다. 물건을 고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스타

기구와 흥미로운 테마관을 즐기다 보면 내일도 디즈니랜드로

돌아가는 길에 애버딘에 배를 타고 수상가옥으로 향해보자. 물

의 거리로 가서 오후 8시에 시작하는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즐긴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끝나면 오늘의 클라이맥스 엘리먼츠로

와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여유가 된다면 디즈

위에 떠있는 독특한 마을을 감상한 뒤 수상 레스토랑인 점보킹

향한다. 간단한 쇼핑을 마친 뒤 엘리먼츠와 연결된 리츠칼튼호텔 118층에 차려진 오존바에서 칵테일 한 잔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니랜드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하며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덤에서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DAY 3
공항근처 쇼핑

DAY 3
박물관&공원 투어

10:00

14:00

시티게이트 아울렛

홍콩국제공항 면세점

10:00

12:00

14:00

홍콩역사박물관

홍콩과학박물관

구룡 공원

침사추이의 홍콩 역사박물관과 홍콩과학박물관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홍콩역사박물관 2층 100년전 홍콩거

자. 할인율이 가장 높은 쇼핑몰 중 하나로, 남은 힘을 모두 써 쇼핑을 완료한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걱정 마시라. 홍콩국제공항 면

리를 재현한 테마관에서 재밌는 기념사진을 남긴 뒤, 홍콩과학박물관을 체험해보자. 여행의 마무리는 공원 산책. 구룡공원 내부에

세점에도 엄청나게 많은 매장이 있다. 마지막까지 불태우고 나면 비행기를 타고 귀국!

입점해있는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들고 공원을 거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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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얼리체크인이 가능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홍콩역에서 얼리체크인 후 가벼운 마음으로 시티게이트 아울렛으로 가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라면 어딘들 좋지 않을까.
이곳, 연인을 위한 도시 홍콩에선 더욱 로맨틱하다.

추천일정 연인

DAY 1
홍콩 맛보기

13:00

16:00

피크 트램

소호

19:00

빅버스 나이트 투어

연인이 없다고 낭만까지 없을까.
혼자도 낭만적 여행을 즐길 수 있다.

DAY 1
홍콩 맛보기

추천일정 싱글

15:00

18:00

캔톤 로드 쇼핑몰

너츠포드 테라스

16:30

21:00

20:00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몽콕 야시장

심포니 오브 라이트

피크 트램을 타고 빅토리아 피크에 올라 홍콩 시내를 모두 훑어본다. 무더운 홍콩에서 유일하게 쌀쌀한 곳이니, 불쾌지수

혼자여서 더 좋은 점이 있다. 쇼핑 할 때 자신의 물건만 볼 수 있다는 것. 우선 캔톤 로드의 쇼핑몰로 가서 화려한 싱글 여

걱정 없이 연인과 몸을 맞대고 온기를 나눈다. 그리고는 낭만가득한 센트럴의 소호로 향한다. 곳곳에 숨은 아트갤러리를

행족에 어울릴만한 아이템을 수집한다. 쇼핑을 마친 뒤 너츠포드 테라스에 바에 앉아 바텐더에게 말도 걸어보고, 옆자리

감상하고,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마음에 드는 카페에 앉아 잠시 쉬어가도록 하자. 구룡으로 넘어와 마무리로 나

에 앉은 외국인과 대화도 해본다. 친구가 생겼다면 같이 가도 좋고, 아니라도 괜찮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감상하러 사람

이트 빅버스를 타고 시내를 구경하면, 하루 일정 끝!

이 북적이는 해안가로 향한다. 숙소에 그냥 들어가기 아쉬우니 몽콕 야시장에 들러 시장 구경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한다.

DAY 2
영화 같은 하루

10:30

14:00

시계탑

1881 해리티지의 훌렛 하우스

21:00

20:00

아쿠아 바

아쿠아 루나
심포니 오브 라이트

DAY 2
혼자하는 여행

12:00

13:00

센트럴

포팅거 스트리트

18:00

19:30

17:00

14:00

너츠포드 테라스

란콰이퐁

소호

피크타워

전통적으로 시계탑 앞은 수많은 연인의 약속장소였다. 시계탑에서 출발해 해변 길을 산책한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거닐

혼자하는 여행의 최대 장점! 늦잠. 느즈막히 일어나 센트럴에서 브런치를 한다. 마치 서양사람이 된듯 한껏 허세도 부리면서. 여

던 캔톤 로드를 걸어보기도 하고, 한낮의 뜨거운 열기도 식힐 겸 쇼핑몰에 들어가 슬쩍 쇼핑도 해본다. 쇼핑몰에서 점심을

유롭게 식사를 마친 뒤 포팅거 스트리트를 둘러 보고 피크 트램에 몸을 실어본다. 꿀렁꿀렁 덜컹덜컹 좀 재밌다. 피크타워에 도

해결한 뒤 1881 헤리티지의 홀렛 하우스에서 애프터눈 티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도 보자. 다음에는 너츠포드

착해 홍콩의 전경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보기도 한다. 다시 센트럴 소호로 내려와 간단하게 쇼핑도 하고, 불타는 밤을 보

테라스에서 저녁과 약간의 알코올을 섭취한 뒤,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감상하러 간다. 빛의 축제가 끝난 뒤 홍콩의 야경이

내기 위해 란콰이퐁으로 향한다. 어차피 자유로운 몸. 클럽도 좋고, 펍도 좋다. 오늘 밤은 늦게 자도 좋다. 왜냐면, 혼자 왔으니까.

잘 보이는 아쿠아 바에서 칵테일 한 잔 하며 하루를 끝마친다.

DAY 3
여유로운 마지막 날

10:00

12:00

엘리먼츠

리츠칼튼 애프터눈 티

DAY 3
화려한 싱글

11:00

코즈웨이베이

마지막 날. 역시 느즈막히 일어나 코즈웨이베이의 캐피탈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해본다. 장국영이 자주 방문했다
는 캐피탈 카페의 브런치 메뉴를 먹으며, 자신도 마치 무비 스타가 된듯한 기분에 취해보기도 한다. 한껏 분위기를 낸 뒤 공항으로

프너눈 티로 마무리해보자.

향하며 여행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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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고속철도(AEL)역과 연결된 엘리먼츠에서 간단한 쇼핑을 한다. 그리고는 엘리먼트와 연결된 리츠칼튼 호텔에 앉아 애

쇼핑할 것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달콤한 디져트도 많은
홍콩이야말로 모녀여행에 가장 적합한 여행지

추천일정 모녀

DAY 1
모녀 친해지기

15:00

17:00

소호

PMQ

19:00

피크 트램 야경

인생을 즐기는 골드퀸(4,50대 여성들)을 위한
고품격 홍콩 여행 일정

DAY 1
가벼운 첫 날 투어

추천일정 골드퀸

14:00

16:00

시계탑

하버 시티

17:30

20:00

18:00

만모사원

크루즈에서
심포니 오브 라이트 감상

크리스탈 제이드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소호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골동품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쇼핑한다. 쇼핑을 마치고 PMQ로 향

침사추이의 시계탑에서 시작한다. 해변을 간단히 산책한 뒤 하버 시티로 향한다. 하버 시티에서 간단한 쇼핑을 즐기고 나서, 하버

한다. 예술 작품과 디자이너 작품들을 감상한 뒤, 마음도 가라앉힐 겸 만모사원으로 향한다. 만모사원에서 서로를 위해 잠시 기도

시티 3층에 있는 크리스탈 제이드에서 딤섬으로 저녁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친 뒤, 침사추이 페리 터미널로 향한다. 나이트 크루

를 하며 마음을 나눈다. 해가 점점 질 때쯤 피크 트램을 타고 올라가며 홍콩의 야경을 감상한다.

즈를 타고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감상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DAY 2
이제는 베스트 프랜드

DAY 2
본격 홍콩 투어

10:00

12:00

스탠리 베이

리펄스 베이 베란다 카페
애프터 눈 티

21:00

20:00

18:00

아쿠아 바

심포니 오브 라이트

침사추이

10:00

빅토리아 피크
19:00

빅버스 나이트 투어

12:00

소호
15:00

13:00

밍차 티하우스

할리우드 로드

스탠리 베이의 레스토랑에서 바다를 보며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스탠리 베이를 따라 약간의 산책을 즐

아침 일찍 일어나 피크 트램을 타고 빅토리아 피크 전망대로 향한다. 홍콩의 전경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지하에 있는 마

긴 뒤, 리펄스 베이의 베란다 카페로 향한다. 베란다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애프터눈 티를 즐긴다. 여유로운 오후

담 투소에도 들러 여행에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피크에서 내려와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은 소호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다음에는

를 보낸 뒤, 침사추이로 이동해 약간의 쇼핑을 즐긴다. 오후 8시,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감상한다. 빛의 축제가 끝나면 아쿠아바에

할리우드 로드에서 갤러리를 감상하고, 기념품이 될만한 물건을 쇼핑한다. 트램을 타고 쿼리 베이로 이동. 밍차 티하우스에서 애

서 칵테일 한잔 하며 하루를 마무리 한다.

프터눈 티를 즐긴다. 하루의 마무리는 빅버스 투어. 이층 버스에 앉아 홍콩의 밤거리를 맘껏 누려본다.

DAY 3
아쉬운 마지막 날

DAY 3
신속 정확 쇼핑 투어
10:00

12:00

11:00

12:00

코즈웨이베이

완차이

홍콩역 얼리 체크인

주변 쇼핑몰 방문

홍콩역에서 얼리 체크인을 한 뒤 가벼운 마음으로 주변 쇼핑몰을 방문한다. 여행하느라 미처 구매하지 못한 물건이나 브랜드를

즐긴 뒤 홍콩 여행을 마무리 한다.

체크해놓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쇼핑을 마친 뒤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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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웨이베이의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는다.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완차이로 향한다. 완차이 타이윤 마켓에 들러 약간의 쇼핑을

홍콩에는 멋진 트래킹 코스가 많이 있다.
천천히 걸으며 홍콩의 자연을 즐겨보자.

추천일정 트래킹

DAY 1
란타우 섬 걷기

한 번의 여행으로 마카오까지 둘러보는
알짜 여행 코스

DAY 1
한나절 침사추이

14:00

15:00

옹핑 케이블카

청동 좌불상 & 포린 사원

추천일정 홍콩 & 마카오
13:00

15:00

20:00

시계탑

하버 시티

심포니 오브라이트

20:00

18:00

15:30

가까운 곳에 마카오로 향하는 페리 터미널이 있는 침사추이에 숙소를 잡아보자. 가볍게 시계탑 근처를 둘러본 뒤, 미리 침사추이

몽콕 야시장

몽콕의 재래시장 골목

옹핑 빌리지

페리 터미널에 들러 마카오행 페리 시간과 가격을 확인한다. 페리 확인 후 하버 시티에 들어가 간단한 쇼핑을 즐기며 중간에 점심
을 해결한다. 밤이 되면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감상한다.

란타우 섬을 한 눈에 담으며 올라가는 옹핑 케이블카를 타고 산책로를 미리 훑어 본다. 케이블카의 종착지에서 가까운 포린 사원
에 들어가 웅장한 청동 좌불상을 본 뒤, 옹핑 빌리지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다. 란타우 섬을 느끼고 구룡 반도 시내로 돌아와 가볍
게 시내 산책도 즐겨본다. 몽콕의 재래시장은 산책하기 좋다. 사람 구경, 물건 구경 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밤이다. 몽콕 야시장에
들러 기념품을 쇼핑하면 첫 날 가벼운 산책 투어가 마무리된다.

DAY 2
본격 트래킹

DAY 2
한나절 홍콩 섬

11:00

12:30

15:00

빅토리아 피크

부바검프

손문 박물관

20:00

18:00

16:00

란콰이퐁

소호

할리우드 로드

10:30

13:00

피크 트램을 타고 빅토리아 피크 전망대로 올라간다. 홍콩 전경을 감상한 뒤, 피크타워 내 부바검프에서 점심을 먹는다. 다음에는

드래곤스 백 트래킹

섹오 빌리지 & 섹오 비치

센트럴로 내려와 본격적으로 도보여행을 시작한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손문 박물관에 들러 홍콩에서 가장 중요한

20:00

19:00

심포니 오브 라이트

시계탑

인물을 알아 본다. 다음에는 할리우드 로드에 들러 갤러리를 구경한다. 할리우드 로드를 지나 소호의 카페에 앉아 여유를 즐긴다.
마지막으로 란콰이퐁에서 홍콩 섬의 하루를 마무리한다.

DAY 3
한나절 마카오

09:00

13:00

19:00

페리(홍콩 출발)

마카오 반일 관광

페리(홍콩 도착)

본격적인 트래킹 날이 밝았다. 편한 운동화를 신고 나와 아시아 최고의 트래킹 코스로 꼽히는 드래곤스 백 트래킹 코스로 향한다.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아기자기한 마을과 바다, 산을 오롯이 느끼며 걸어본다. 섹오 빌리지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다시 섹오
비치에서 잠시 쉬어간다. 수영복을 챙겨왔다면 바다에 뛰어들어 보는 것도 좋다. 트래킹을 마치고 나면 침사추이로 돌아와 시계탑

아침 일찍 일어나 침사추이 페리 터미널로 향한다. 가깝지만 나름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일이니 여권을 챙겨 숙소를 나선다. 입국

으로 향한다. 다음에는 시계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한 뒤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 한다.

심사도 간소화돼 빠르게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입국을 마쳤다면 반나절 동안 마카오를 여행한다. 늦은 오후쯤 홍콩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친다.

DAY 3
약간의 트래킹

10:00

11:00

빅토리아 피크

피크 루가드 로드

13:00

소호
&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DAY 4
반나절 코즈웨이베이

10:00

11:00

12:00

패션워크

패션워크 푸드스트리트

눈 데이 건

홍콩 섬에서 셩완과 센트럴만 여행하는 것은 뭔가 아쉽다. 아침 일찍 일어나 코즈웨이베이 패션워크로 향한다. 가는 길에 여유가
되면 이케아나 소고 백화점을 둘러 보기도 한다. 쇼핑과 관광이 끝나면 패션워크 푸드 스트리트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홍콩을 감상한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상징은 센트럴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와 소호를 살짝 맛본 뒤 공항으로 이동하면 모든 일정 끝!

매일 정오 발사되는 눈 데이 건을 보면 홍콩 & 마카오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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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일어나 피크 트램을 타고 빅토리아 피크 전망대로 향한다. 홍콩 전경을 관람한 후, 피크 트레일을 가볍게 걸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짧지만 강렬하게
홍콩을 즐기자

추천일정 스탑오버
Stop-over 6hour

까다롭다는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맛집이
홍콩 이곳 저곳에 포진해있다.

DAY1
홍콩 섬

추천일정 미식

15:00

18:00

20:00

스타벅스 컨셉 스토어

칠리 파가라

타이청 베이커리

Plan A 가벼운 쇼핑
옹핑 360 - 시티게이트 아울렛

Plan B 늦은 오후 투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 소호

Plan C 센트럴 투어
시계탑 - 심포니 오브 라이트 - 캔톤 로드

짧게 여행하려면 동선이 짧아야 한다.

늦은 오후에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홍콩국제공항에서 센트럴까지 거리상

에 소개된 사천음식 전문점 칠리 파가라에서 입이 얼얼해지는 사천음식을 먹는다. 저녁을 먹고 나서 입에 매운 기운이 남아있다

홍콩국제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퉁

면, 약간 서둘러 시내로 나가본다. 공항

으로는 멀지만, 공항고속철도를 이용

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타이청 베이커리에서 에그타르트를 먹으며 혀를 달래본다. 달콤하게 첫날 미식 일정이 마무리 된다.

청역(MTR)에서 출발하는 옹핑 케이블

고속철도를 이용해 구룡역에서 내린다.

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미드레

카를 탄다. 케이블카 종착역인 포린 사

홍콩의 상징물 중 하나인 시계탑을 둘

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센트럴을 조

원에 도착해 잠시 이국적인 사원 분위기

러본 뒤,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감상한

금씩 눈에 담으며 올라가 본다. 미드레

에 취해본다. 잠깐의 여행이 끝나면 케

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끝나면 캔톤

벨 에스컬레이터 중간에 소호 표지판

이블카를 타고 내려와 퉁청역과 연결돼

로드로 나가 분주한 홍콩 도심의 분위

이 보인다. 그곳에서 내려 소호를 잠시

있는 시티게이트 아울렛에 들러본다.

기를 살짝 맛본 뒤 공항으로 돌아간다.

구경한 뒤 다시 공항으로 돌아간다.

맛과 분위기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센트럴의 스타벅스 컨셉 스토어로 향한다.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곰보빵을 시켜 커피와 함
께 맛본다. 간단하게 요기를 한 다음 센트럴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배가 고파질 때까지. 배가 고파지면 2017년 미슐랭 가이드

DAY2
구룡 반도
Stop-over 12hour

Plan A

구룡 반도 투어

14:00

19:00

20:00

21:30

하버 시티

시계탑

심포니 오브 라이트

너츠포드 테라스

09:30

13:00

14:00

삼수이포 푸디투어

에그와플

구룡공원

21:00

20:00

18:00

오존 바

디너 크루즈 투어

타오흥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약해놓은 삼수이포 푸디투어에 참여한다. 6개의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맛본다. 푸디투어
가 끝나면 입가심으로 달콤한 에그와플을 하나 먹는다. 다음 미식 여행을 위해 배가 꺼질 때까지 구룡공원과 그 주변을 산
책한다. 다시 허기가 지기 시작하면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음식점인 타오흥에서 간단하게 딤섬을 먹는다. 미식 투어로
온 여행이니 심포니 오브 라이트도 디너 크루즈 투어를 통해 뷔페와 함께 감상한다. 마지막으로 리츠칼튼 호텔 118층에

쇼핑의 도시 홍콩에 왔으니 하버 시티에서 간단한 쇼핑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쇼핑을 마치고 시계탑으로 향하

있는 오존 바에서 맛있는 칵테일로 하루를 마감한다.

는 길 중간에 허유산에 들러 과일 주스 한 잔을 마신다. 홍콩에서 가장 분주한 거리 중 하나인 캔톤 로드 이곳저곳을 둘러
본 뒤, 시계탑에 도착한다. 시계탑 주변 해안길을 산책하며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감상하고 나면, 너츠포드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약간의 알코올을 섭취해 준다. 비행기 타기 전 약간의 취
기는 숙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 죄책감 없이 마시며, 잠시간의 홍콩 여행을 마무리한다.

Plan B

홍콩 섬 투어

12:00

14:00

17:00

19:00

빅버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 소호

피크 트램

란콰이퐁

DAY3
빅토리아 피크

10:00

11:00

12:00

14:00

룽펑카페
홍콩식 아침식사

빅토리아 피크

부바 검프
점심

페닌슐라
애프터눈 티

빅버스를 타고 홍콩 섬을 훑어본 뒤, 센트럴에 내린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소호로 넘어간다. 소호에서 간단한 쇼
룽펑카페에서 팥음료와 소고기 토스트로 홍콩식 아침식사를 즐긴다. 배를 채우고 나면, 빅토리아 피크로 가서 홍콩의 모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인 피크 전망대에서 시간을 보낸다. 저녁 즈음 다시 센트럴로 내려와 란콰이퐁에서 약간의 파티를 즐

든 전경은 눈과 카메라에 담는다. 피크 타워 내부에 있는 부바 검프에서 점심을 먹으며 홍콩 전경을 또 한번 감상한 뒤, 빅

긴다.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공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홍콩역으로 향한다.

토리아 피크에서 내려온다. 침사추이의 페닌슐라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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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THEME

핑과 식사를 하고, 피크 트램 타는 곳으로 이동. 피크 트램을 이용해 빅토리아 피크 전망대로 향한다. 짧은 시간 홍콩을 모두

STAY

5
어디에서 머무는가에 따라 여행지
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만
큼 중요한 것이 숙소. 몇 일 동안
홍콩에서 지낼 집을 얻는 것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예약해보자.

가격별 숙소

홍콩 호텔 이용방법
체크인&체크아웃
홍콩 호텔의 경우 체크인은 오후 2시 또는 3시부터 가능하다.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의
경우 시간을 조금 앞당겨 오후 12시에 체크인이 가능한 곳도 있다. 웬만한 숙소들은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바우처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한 장 정도 프린팅 해가
는 것이 좋다. 보통은 체크인시 여권만 제시하면 된다. 체크 아웃은 호텔에 따라 차이가 있
지만, 보통의 경우 오전 11시에서 오후 12시 사이다.

보증금
홍콩의 호텔은 대부분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요구한다. 현금,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다.
단, 체크카드로는 보증금이 결제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참고. 현금으로 보증금을 내는 경
우 체크아웃할 때 돌려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보증금을 낼 경우 체크아웃을 한 뒤 2주
안에 결제된 금액이 취소된다.

서비스
호텔의 경우 대부분 방에 티백과 핫 포트, 물이 구비돼 있다. 티백은 무료로 제공되며, 물은
무료로 제공되는 물과 유료로 결제해야하는 물이 따로있다. 홍콩은 콘센트가 한국과 다른
데, 호텔에서 무료로 대여해주거나 방에 비치해두는 곳이 많으니 사전에 체크한다. 무료 와
이파이가 제공되는 곳도 있지만, 종종 유료인 호텔이 있다. 홍콩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호텔도 있으니 사전에 체크해 보자.

실속형 HK$300-600
배낭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 한인민박,
유스호스텔 등과 저가형 호텔까지 속한다. 혼자하는
여행자에게도 실속형 숙소들을 추천한다. 게스트하우
스나 한인민박에서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기 때문.
대부분 숙소 예약 사이트에 리뷰와 평점이 달려있으
니 가격과 위치, 평점 등을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

중급형 HK$700-1,400
중급형 숙소를 고르는 것이 가장 어렵다. 가격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반면, 기대 이상의
숙소도 있다. 중급형 숙소를 이용할 경우 블로그와 평
점을 세심하게 살피고 예약하는 것이 좋다. 가격을 낮
춰 보겠다고 외곽지역에 숙소를 잡으면, 차비가 더 나
오는 경우가 있으니 위치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고급형 HK$1,500-5,000
사실 고급형 숙소는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다. 자신
의 여행 계획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숙소를 찾으면 된
다. 대부분 고급형 숙소는 헬스클럽, 수영장 등 편
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경우
가 많다. 최근 루프탑 바가 유행하면서 루프탑 바를
갖춘 숙소도 늘고 있는 추세다.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호텔
마르코 폴로 프린스 MARCO POLO PRINCE
성인 2명+12세 미만 어린이 두 명까지 동반 투숙 가능
부대시설 수영장, 헬스장
주소
Harbour City Canton Rd., Tsim Sha Tsui
아일랜드 샹그릴라 ISLAND SHANGRI-LA
성인 2명+12세 미만 어린이 두 명까지 동반 투숙 가능
부대시설 수영장, 헬스장
주소 Pacific Place, Supreme Court Road, Central
디즈니랜드 호텔 란타우 DISNEYLAND HOTEL LANTAU
성인 2명+12세 미만 어린이 두 명까지 동반 투숙 가능
부대시설 수영장, 헬스장
주소 Magic Rd., Lantau Island, Hong Kong
로얄 플라자 호텔 LOYAL PLAZA HOTEL
성인 2명+12세 미만 어린이 두 명까지 동반 투숙 가능
부대시설 수영장, 헬스장
주소 193 Prince Edward Road West, Kowloon
하버 그랜드 구룡 HARBOUR GRAND KOWLOON
성인 2명+12세 미만 어린이 두 명까지 동반 투숙 가능
부대시설 수영장, 헬스장
주소 20 Tak Fung St. Whampoa Garden, Hung Hom, Kowl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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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 반도 Kowloon

00 호텔명 | A 주소 | T 전화번호 | H 홈페이지 | M 가까운 MTR역
13 Eaton, Hong Kong
38
39

12

52

51 55

38
몽콕 역
Mong Kok Station

17
58 35

45 Prince Harbour City

A 2A Canton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 3988-

A 23 Canton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2113-

A 23 Waterloo Road, Yaumatei, Kowloon T 852- 2783-

1818 H www.hongkong.eatonhotels.com M Jordan

0000 H www.hulletthouse.com M Tsim Sha Tsui

1888 H www.marcopolohotels.com M Tsim Sha Tsui

3888 H www.thecityview.com.hk M Yau Ma Tei

14 Empire Hotel Tsim Sha Tsui

몽콕 이스트 역
Mong Kok East Station

36
03

29 Hullett House

A 380 Nathan Road, Jordan, Kowloon T 852-2782-

30 Hyatt Regency Hong Kong, Tsim Sha Tsui

46 Prudential Hotel

62 The Harbour View Place @ ICC megalopolis

A 62 Kimberley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3692-

A 18 Hanoi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2311-1234

A 222 Nathan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

A 1 Austin Road West, Tsimshatsui, Kowloon T 852-

2222 H www.empirehotelsandresorts. com M Tsim Sha Tsui

H www.hongkong.tsimshatsui.hyatt.com M Tsim Sha Tsui

2311-8222 H www.prudentialhotel.com M Jordan

3718-8000 H www.harbourviewplace.com M Kowloon

15 Gateway Hotel

57

61 The Cityview

47 Best Western Plus Hotel Kowloon

63 The Imperial Hotel

A Harbour City 13 Canton Road, Tsimshatsui,

A 70 Mody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2721-5161 H

A 73-75 Chatham Road South, Tsimshatsui, Kowloon T 852-2311-

A 32-34 Nathan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2366-

Kowloon T 852-2113-0888 H www.

www.hongkong.intercontinental.com M Tsim Sha Tsui East

1100 H www.bestwesternplushotelKowloon.com M Tsim Sha Tsui

2201 H www.imperialhotel.com.hk M Tsim Sha Tsui

31 InterContinental Grand Stanford Hong Kong

marcopolohotels.com M Tsim Sha Tsui
61

16 Guangdong Hotel Hong Kong
A 18 Prat Avenue, Tsimshatsui, Kowloon T 852-3410-

야우마테이 역
Yau Ma Tei Station

04
33
10 54

32 InterContinental Hong Kong

48 Regal Kowloon Hotel

64 The Kimberley Hotel

A 18 Salisbury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2721-1211

A 71 Mody Road, Tsimshatsui East, Kowloon T 852-

A 28 Kimberley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2723-

H www.hongkong-ic.intercontinental.com M Tsim Sha Tsui

2722-1818 H www.regalhotel.com M Tsim Sha Tsui

3888 H www.kimberleyhotel.com.hk M Tsim Sha Tsui

8888 H www.gdhotel.com.hk M Tsim Sha Tsui

08

17 H1 Hotel
A 423 Reclamation Street, Mongkok, Kowloon T

33 Kings De Nathan

49 Regal Oriental Hotel

65 The Kowloon Hotel

A 473 Nathan Road, Yaumatei, Kowloon T 852-2780-

A 30-38 Sa Po Road, Kowloon City, Kowloon T 852-

A 19-21 Nathan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2929-

1281 H www.kingsdenathan.com M Yau Ma Tei

2718-0333 H www.regalhotel.com M Monkok

2888 H www.harbour-plaza.com/klnh M Tsim Sha Tsui

852-2380-6830 Hh1hotel.com.hkM Mong Kok
13
40
42 27
24

오스틴 역
Austin Station

62
74

18 Harbour Grand Kowloon
A 20 Tak Fung Street, Whampoa Garden, HungHom, Kowloon T

몽콕 이스트역
Mong Kok East Station
구룡 역
Kowloont Station

59

01

72
45
침사추이 역
Tsim Sha Tsui Station
15
11
66
37 29

73

50 Residence G Hong Kong

66 The Langham, Hong Kong

A 2A Austin Avenue, Tsimshatsui, Kowloon T 852-

A 8 Peking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2375-1133

2721-2111 H www.shangri-la.com M Tsim Sha Tsui East

2355-8888 H www.residenceghongkong.com M Jordan

H www.hongkong.langhamhotels.com M Tsim Sha Tsui

852-2621-3188 H www.harbourgrand.com/kowloon M Hung Hom

35 Cordis

46

70

34 Kowloon Shangri-La Hotel
A 64 Mody Road, Tsimshatsui East, Kowloon T 852-

02

홍함 역
Hung Hom Station

50
60
56
67 14
23
47
68 64
44
22
25
16
48 31
07
71
26
09
30
75
34
21
63

19 Harbour Plaza 8 Degrees
20

65
69 53

A 199 Kowloon City Road, ToKwaWan, Kowloon T 852-

51 Rosedale Hotel Kowloon
A 86 Tai Kok Tsui Road, TaiKokTsui, Kowloon T 852-

A 39 Kimberley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

3552-3388 H www.Cordishotels.com M Mong Kok

3919-8888 H www.rosedalehotels.com M Olympic

3763-8888 H www.theluxemanor.com M Tsim Sha Tsui

2126-1988 H www.harbour-plaza.com M Mong Kok

36 Lodgewood by L'hotel Mongkok Hong Kong

52 Royal Plaza Hotel

68 The Mira Hong Kong

20 Harbour Plaza Metropolis

A 1131 Canton Road, MongKok, Kowloon T 852- 3968-

A 193 Prince Edward Road West, MongKok, Kowloon T 852-

A 118 Nathan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

A 7 Metropolis Drive, HungHom, Kowloon T 852-

7777 H www.lodgewood.com.hk M Mong Kok

2928-8822 H www.royalplaza.com.hk M Prince Edward

2368-1111 H www.themirahotel.com M Tsim Sha Tsui

3160-6888 H www.harbour-plaza.com M Hung Hom

21 Holiday Inn Golden Mile
A 50 Nathan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2369-3111

37 Marco Polo Hongkong Hotel

53 Sheraton Hong Kong Hotel & Towers

69 The Peninsula Hong Kong

A Harbour City, 3 Canton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

A 20 Nathan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 2369-1111 H

A Salisbury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2920-

2113-0088 H www.marcopolohotels.com M Tsim Sha Tsui

www.sheratonhongkonghotel.com/ hongkong M Tsim Sha Tsui East

2888 H www.peninsula.com M Tsim Sha Tsui

H www.holidayinn.com/hongkong-gldn M Tsim Sha Tsui
32

38 Metropark Hotel Kowloon

54 Silka Seaview Hotel, Hong Kong

70 The Ritz-Carlton, Hong Kong

22 Hotel Benito

A 75 Waterloo Road, HoManTin, Kowloon T 852-2761-

A 268 Shanghai Street, Yaumatei, Kowloon T 852-2782-

A 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1 Austin Road, West

A 7-7B Cameron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

1711 H www.MetroparkHotelKowloon.com M Mong Kok

0882 H www.silkahotels.com/seaview M Yau Ma Tei

Tsimshatsui, Kowloon T 852-2263-2263 H www.

3653-0388 H www.hotelbenito.com M Tsim Sha Tsui

01 BP International

67 The Luxe Manor

A 555 Shanghai Street, Mongkok, Kowloon T 852-

07 Butterfly on Prat

ritzcarlton.com/hongkong M Kowloon

39 Metropark Hotel Mongkok Hong Kong

55 Silka West Kowloon Hotel Hong Kong

A 8 Austin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

A 21 Prat Avenue, Tsimshatsui, Kowloon T 852-3962-

23 Hotel ICON

A 22 Lai Chi Kok Road, MongKok, Kowloon T 852-2397-6683

A 48 Anchor Street, TaiKokTsui, Kowloon T 852-2380-

2376-1111 H www.bpih.com.hk M Jordan

8888 H www.butterflyhk.com M Tsim Sha Tsui

A 17 Science Museum Road, Kowloon T 852-

H www.metroparkhotel mongkok.com M Prince Edward

2223 H www.silkahotels.com/westkowloon M Olympic

02 Best Western Grand Hotel

08 Caritas Bianchi Lodge

40 Nathan Hotel

56 Stanford Hillview Hotel

3400-1000 H www.hotel-icon.com M Hung Hom

71 The Royal Garden
A 69 Mody Road, Tsimshatsui East, Kowloon T 8522721-5215 H www.rghk.com.hk M Tsim Sha Tsui East

A 23 Austin Avenue, Tsimshatsui, Kowloon T 852- 3122-

A 4 Cliff Road, Yaumatei, Kowloon T 852-2388-

24 Hotel Madera Hong Kong

A 378 Nathan Road, Jordan, Kowloon T 852- 2388-

A 13-17 Observatory Road on Knutsford Terrace,

72 The Royal Pacific Hotel & Towers

6222 H www.BestWesternGrandHotel.com M Jordan

1111 H www.caritas-chs.org.hk M Yau Ma Tei

A 1 Cheong Lok Street, Kowloon T 852-2121-

5141 H www.nathanhotel.com M Jordan

Tsimshatsui, Kowloon T 852-2722-7822 H www.

A China Hong Kong City, 33 Canton Road, Tsimshatsui, Kowloon

stanfordhillview.com M Tsim Sha Tsui

T 852-2736-1188 H www.royalpacific.com.hk M Tsim Sha Tsui

03 Bridal Tea House Hotel (Anchor Street)

09 Chelsea Hotel

9888 H www.hotelmadera.com.hk M Jordan

41 Newton Place Hotel

A 8 Anchor Street, Tai Kok Tsui, Kowloon T 852-

A 8A, Hanoi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2311-

25 New World Millennium

A 163 Wai Yip Street, KwunTong, Kowloon T 852-3766-

2390-3355 H www.bridalteahouse.com M Mong Kok

9511 H www.chelseahotel.com.hk M Tsim Sha Tsui

A 72 Mody Road, Tsim Sha Tsui East T 852-2736-

8668 H www.newtonplacehotel.com M Ngau Tau Kok

04 Bridal Tea House Hotel (Arthur Street)

10 CHI Residences 279

0922 H www.hongkonghotel.com M Hung Hom

57 Stanford Hotel

73 The Salisbury - YMCA of Hong Kong

A 118 Soy Street, MongKok, Kowloon T 852-2781-

A 41 Salisbury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

1881 H www.stanfordhongkong.com M Yau Ma Tei

2268-7000 H www.ymcahk.org.hk M Tsim Sha Tsui

42 Novotel Hong Kong Nathan Road Kowloon

A 6 Arthur Street, Yaumatei, Kowloon T 852-2388-

A 279 Shanghai Street, Yaumatei, Kowloon T 852-

26 Hotel Panorama by Rhombus

A 348 Nathan Road, Jordan, Kowloon T 852-3965-

58 Sunny Day Hotel (Mong Kok)

74 W Hong Kong

9591 H www.bridalteahouse.com M Yau Ma Tei

3406-9888 H www.chi-residences.com M Yau Ma Tei

A 8A Hart Avenue, Tsimshatsui, Kowloon T 852- 3550-

8888 H www.novotel.com/6771 M Jordan

A 419 Reclamation Street, MongKok, Kowloon T 852-

A 1 Austin Road West, Tsimshatsui, Kowloon T 852-

3760-8888 H www.sunnydayhotel.com M Mong Kok

3717-2222 H www.w-hongkong.com M Kowloon

0388 H www.hotelpanorama.com.hk M Tsim Sha Tsui

05 Bridal Tea House Hotel (Gillies Ave South)

11 Citadines Hong Kong Ashley

43 Ovolo Hotel - Tung Chau

A 69 Gillies Ave South, Hung Hom, Kowloon T 852-

A 18 Ashley Road, Tsimshatsui, Kowloon T 852-

27 Hotel Rainbow Hong Kong

A 256 Tung Chau Street, West Kowloon T 852-2165-

59 Sunny Day Hotel (Tsim Sha Tsui)

2364-1212 H www.hkchhotel.com M Hung Hom

2262-3062 H www.the-ascott.com M Tsim Sha Tsui

A 23 Saigon Street, Kowloon T 852-3199-6199 H

1000 H www.ovologroup.com M Nam Cheong

A 182 Nathan Road, Jordan, Kowloon T 852-3760-

A 7 Minden Avenue, Tsimshatsui, Kowloon T 852-

8999 H www.sunnydayhotel.com M Mong Kok

2739-7777 H www.xihotel.com.hk M Tsim Sha Tsui

www.hotelrainbowhk.com M Jordan

06 Bridal Tea House Hotel (Winslow Street)

12 Dorsett Mongkok

75 Xi Hotel

44 Park Hotel Hong Kong

A No. 57-61 Winslow Street, Hung Hom, Kowloon

A 88 Tai Kok Tsui Road, MongKok, Kowloon T 852-

28 Hotel sav

A 61-65 Chatham Road South, Tsimshatsui, Kowloon

60 The Bauhinia Hotel (Tsim Sha Tsui)

T 852-2773-1120 H www.bridalteahouse.com M

3987-2288 H www.mongkok.dorsetthotels. com M

A 83 Wuhu Street, Hunghom, Kowloon T 852-

T 852-2731-2100 H www.parkhotelgroup. com/

A 5-9 Observatory Court, Tsimshatsui, Kowloon T 852-

Hung Hom

Olympic

2275-8888 H www.hotelsav.com M Hung Hom

hongkong M Tsim Sha Tsui

3106-3366 H www.thebauhinia.com.hk M Tsim Sha Ts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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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섬 Hong Kong Island

00 호텔명 | A 주소 | T 전화번호 | H 홈페이지 | M 가까운 MTR역
25 Butterfly on Waterfront

40 Mini Hotel Causeway Bay

56 The Emperor (Happy Valley) Hotel

A 94 Connaught Road West, Sheung Wan, Hong Kong

A 8 Sun Wui Road, Causeway Bay, Hong Kong T 852-

A 1 Wang Tak Street, Happy Valley, Hong Kong Island T 852-

T 852-3559-9988 H butterflyhk.com/ M Sheung Wan

3979-1199 H www.minihotel.hk M Causeway Bay

2893-3693 H www.emperorhotel.com.hk M Causeway Bay

26 Hotel Indigo Hong Kong Island
21

41 Mira Moon

57 The Excelsior, Hong Kong

A 246 Queen's Road East, Hong Kong Island T 852-3926-

A 388 Jaffe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T 852-

A 281 Gloucester Road, Causeway Bay, Hong Kong

3888 H www.hotelindigo.com/hongkong M Wan Chai

2643-8811 H www.miramoonhotel.com M Causeway Bay

Island T 852-2895-9278 H www.mandarinoriental.
com/excelsior M Causeway Bay

17

54

52

27 Hotel LBP

셩완 역
18
SheungWan Station

23 61

35

홍콩 역
HongKong Station

06
51

16
34

42 Newton Inn North Point

A 4/F Hollywood Centre, 77-91 Queen's Road West,

A 88 Chun Yeung Street, North Point, Hong Kong T

58 The Garden View -YWCA

Sheung Wan, Hong Kong Island T 852-2681-9388 H

852-2130-3388 H www.newtoninn.com M North Point

A 1 MacDonnell Road, Central, Hongkong T 852-2736-

www.hotellbp.com.hk M Sheung Wan

0922 H www.hongkonghotels.com/ gardenview M Central

43 Novotel Century Hong Kong
37

애드미럴티 역
Admiralty Station

28
44

20

57

49

59
32

58
67

10

33
63

45

38

41
19

03

62

07

61
65
39

43
61 48
68

29 47

55

완차이역
Wan ChaiStation

26

24

코즈웨이베이 역 36
Causeway Bay Station

01 22
53
05
14
61

50

40

64
11

28 Hotel LKF by Rhombus

A 238 Jaffe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T 852-2598-

59 The Harbourview

A 33 Wyndham Street, Central, Hong Kong Island T 852-

8888H www.novotelhongkong century.com M Wan Chai

A 4 Harbour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T 852-

3518-9688 H www.hotel-LKF.com.hk M Central

2802-0111 H www.theharbourview.com.hk M Wan Chai

44 Ovolo Hotel - 2 Arbuthnot Road
29 Hotel Pennington by Rhombus

A 2 Arbuthnot road, Central, Hong Kong Island T 852-

60 The Landmark Mandarin Oriental

A 13-15 Pennington Street, Causeway Bay, Hong Kong

2165-1000 H www.ovologroup.com M Central

A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Island T 852-3970-0688 H www.hotelpennington.

22

com.hk M Causeway Bay

Island T 852-2132-0188 H www.mandarinoriental.

45 OZO Wesley Hong Kong

com/landmark M Central

A 22 Hennessy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30 Ibis Hong Kong Central & Sheung Wan Hotel

T 852-2292-3000 H www.ozohotels.com/wesley-

A 28 Des Voeux Road West, Sheung Wan, Hong Kong

hongkong M Wan Chai

Island T 852-2252-2929 H www.ibishotel.com/7606
M Sheung Wan

61 The Mercer
A 29 Jervois Street, Sheung Wan, Hong Kong Island
T 852-2922-9988 H www2.citadines.com/en/china/

46 Best Western Plus Hotel Hong Kong

hong_kong M Sheung Wan

A 308, Des Voeux Road West, Hong Kong T 852-3410-

31 Island Pacific Hotel
01 Best Western Hotel Causewaybay

09 City Garden Hotel

A Cheung Woo Lane, Canal Road West, Causewaybay,

A 9 City Garden Road, North Point, Hong Kong Island T

A 23 Mercury Street, Tin Hau, Hong Kong T 852-

Island T 852-2131-1188 H www.islandpacifichotel.com.

Hong Kong Island T 852-2496-6666 H www.

852-2887-2888 H www.sino-hotels.com M Fortress Hill

3616-6000 H www.Equinox-serviced-apt. com/

hk M Sheung Wan

bestwesternhotelhongkong.com M Causewaybay

17 Equinox (Mercury) Limited

tinhau/ M Fortress Hill

10 Conrad Hong Kong
02 Best Western Hotel Harbour View

A Pacific Place, 88 Queensway, Admiralty,

A 239 Queen's Road West, Western District, Hong

Hong Kong Island T 852-2521-3838 H www.

Kong Island T 852-2599-9888 H www.bestwestern

conradhotels.com M Admiralty

hotelharbourview.com M Sheung Wan

Island T 852-2293-8888 H www.parklane.com.hk M
Causeway Bay

852-2890-6633 H www.regalhotel.com M Causeway Bay

63 The Upper House
48 Regal iClub Hotel

A Pacific Place, 88 Queensway, Admiralty, Hong Kong

A 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China

Kong Island T 852-2877-3838 H www.shangri-la.com

A 211 Johnston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T 852-

Island T 852-2918-1838 H www.upperhouse.com M

T 852-3196-8888 H www.fourseasons.com/

M Admiralty

3669-8668 H www.regaliclubhotel.com M Wan Chai

Admiralty

hongkong M Hong Kong

11 Cosmo Hotel Hong Kong
A 4 Robinson Road Mid-Levels, Hong Kong Island T

Hong Kong Island T 852-3552-8388 H www.

A 72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852-2868-0828 H www.bishopleihtl.com.hk M Central

cosmohotel.com.hk M Wan Chai

T 852-2866-2166 H www.gloucesterlukkwok.com.

19 Gloucester Luk Kwok Hong Kong

hk M Wan Chai

12 Cosmopolitan Hotel Hong Kong

A 263 Hollywood Road, Sheung Wan, Hong Kong

A 387 - 397 Queen's Road East, Wan Chai,

20 Grand Hyatt Hong Kong

Island T 852-2850-8899 H www.butterflyhk.com

Hong Kong Island T 852-3552-1111 H www.

A 1 Harbour Road, Hong Kong, China T 852-2588-

M Sheung Wan

cosmopolitanhotel.com.hk M Wan Chai

1234 H www.hongkong.grand.hyatt.com M Wan Chai

13 Courtyard by Marriott Hong Kong

21 Harbour Grand Hong Kong

A 39 Morrison Hill Road, Causewaybay, Hong Kong

A 167 Connaught Road West, Hong Kong, China T

A 23 Oil Street, North Point, Hong Kong T 852-2121-

Island T 852-3962-8333H www.butterflyhk.com

852-3717-8888 H www.courtyardhongkong.com

2688 H hongkong.harbourgrand.com M Fortress Hill

M Causewaybay

M Sheung Wan

22 Holiday Inn Express Causewaybay Hong Kong
06 Butterfly on Wellington

47 Regal Hongkong Hotel
A 88 Yee Wo Street, Causeway Bay, Hong Kong Island T

A Pacific Place, Supreme Court Road, Central, Hong

A 375 -37 7 Q u e e n ' s R o a d Ea s t , Wa n C h a i ,

05 Butterfly on Morrison

62 The Park Lane Hong Kong
A 310 Gloucester Road, Causeway Bay, Hong Kong

32 Island Shangri-La
18 Four Seasons Hotel Hong Kong

03 Bishop Lei International House

04 Butterfly on Hollywood

3333 H www.ramadahongkong.com M Sheung Wan

A 152 Connaught Road West, Sai Ying Pun, Hong Kong

33 JW Marriott Hotel Hong Kong

49 Renaissance Harbour View Hotel Hong Kong

64 The Vela Hong Kong Causeway Bay

A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China T 852-

A 1 Harbour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T 852-2802-

A 84-86 Morrison Hill Road, Causeway Bay, Hong Kong

2810-8366 H www.jwmarriotthongkong.com M Admiralty

8888 H www.renaissanceharbour viewhk.com M Wan Chai

T 852-3755-1755 H www.thevela.hk M Causeway Bay

34 L'hotel Causeway Bay Harbour View

50 Rosedale on the Park

65 The Wharney Guang Dong Hotel Hong Kong

A 18 King's Road, Causeway Bay, Hong Kong Island T 852-

A 8 Shelter Street, Causeway Bay, Hong Kong Island T 852-

A 57-73 Lockhart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T

3553-2898 H www.lhotelcausewaybayhv.com M Tin Hau

2127-8888 H www.rosedalehotels.com M Causeway Bay

852-2861-1000 H www.wharney.com M Wan Chai

35 Lan Kwai Fong Hotel @ Kau U Fong

51 Shama Central

66 Hotel Jen

A 3 Kau U Fong, Central, Hong Kong Island T 852-

A 26 Peel Street, Central, Hong Kong Island T 852-

A 508 Queen's Road West, Kennedy Town, Hong Kong

3650-0000H www.lankwaifonghotel.com.hk M Central

2103-1713 H www.shama.com M Central

T 852-2974-1234 H www.hoteljen.comM Sheung Wan

36 Lanson Place Hotel

52 Sohotel

67 Two Macdonnell Road

A 133 Leighton Road, Causeway Bay, Hong KongT 852-

A 139 Bonham Strand, Sheung Wan, Hong Kong Island T

A 2 Macdonnell Road, Hong Kong Island T 852-2132-

3477-6888 H www.lansonplace.com M Causeway Bay

852-2851-8818 H www.sohotel.com.hk M Sheung Wan

2132 H www.twomr.com.hk M Admiralty

14 Crowne Plaza Hong Kong Causewaybay

A 33 Sharp Street East, Causewaybay, Hong

A 122 Wellington Street, Central, Hong Kong Island T

A 8 Leighton Road, Causewaybay, Hong Kong

Kong Island T 852-3558-6688 H www.holidayinn

37 Mandarin Oriental, Hong Kong

852-3962-1688 H www.butterflyhk.com M Central

T 852-3980-3980 H www.cphongkong.com M

express.com.cn M Causewaybay

A 5 Connaught Road, Central, Hong Kong Island

A 23 Morrison Hill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T 852-

A 139 Thomson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T

T 852-2522-0111 H www.mandarinoriental.com/

2572-3838 H www.southpacifichotel.com.hk M Causeway Bay

852-3602-2388 H www.theV.hk M Wan Chai

Causewaybay

07 Causeway Corner

23 Holiday Inn Express Hong Kong SoHo

53 South Pacific Hotel

68 V Wan Chai 2

hongkong M Sheung Wan

A C a u s e w a y C o r n e r, 1 8 P e r c i v a l S t r e e t ,

15 Empire Hotel Hong Kong, Causewaybay

A 83 Jervois Street, Sheung Wan, Hong Kong

Causewaybay, Hong Kong Island T 852-2838-3211

A 8 Wing Hing Street, Causewaybay, Hong

Island T 852-3417-8888 H www.hiexpress.com/

38 Metropark Hotel Causeway Bay Hong Kong

A 119-121 Connaught Road Central, Sheung Wan, Hong

A 180 Jaffe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T 852-

H www.causewaycorner.com M Causewaybay

Kong Island T 852-3692-2333 H www.empire

hongkongsoho M Sheung Wan

A 148 Tung Lo Wan Road, Causeway Bay, Hong Kong Island

Kong Island T 852-3426-3333 H www.thebauhinia.

3602-2388 H www.theV.hk M Wan Chai

T 852-2600-1000 H www.metroparkhotel.com M Tin Hau

com.hk M Sheung Wan

hotelsandresorts.com M Fortress Hill

08 CHI Residences 138

54 The Bauhinia Hotel (Central)

69 V Wan Chai Hotel

24 Hotel Bonaparte by Rhombus

A 138 Connaught Road West, Sai Ying Pun, Hong

16 Empire Hotel Hong Kong, Wan Chai

A 11 Morrison Hill Road, Wan Chai, Hong Kong

39 Metropark Hotel Wanchai Hong Kong

Kong Island T 852-3607-3333 H www.chi-

A 33 Hennessy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T 852-

Island T 852-3518-6688 H www.hotelbonaparte.

A 41- 49 Hennessy Road, Wanchai, Hong Kong T 852-2861-

A 209-219 Wan Chai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T

residences.com M Sheung Wan

3692-2111 H www.empirehotelsand resorts.com M Wan Chai

com.hk M CAUSEWAYBAY

1166 H www.metroparkhotelwanchai.com M Wan Chai

852-2833-5566 H www.charterhouse.com M Wan Chai

55 The Charterhouse Causeway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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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852-2945-1111 H www.baybridgehongkong.com
M Tsuen Wan

17 Rambler Garden Hotel

852-3510-6000 H www.hongkongdisneyland.com

A 1 Tsing Yi Rd, Tsing Yi T 852-2129-9988 H

M Disneyland Resort

www.ramblerhotels.com M Tsing Yi

09 Hong Kong Gold Coast Hotel

18 Rambler Oasis Hotel
A 1 Tsing Yi Rd, Tsing Yi T 852-2129-1188 H www.

8888 H www.goldcoasthotel.com.hk M Siu Hong

ramblerhotels.com M Tsing Yi

차이완

헹파춘

샤우케이완

사이완호
쿼리베이

웅척항

홍콩

오션파크

이스트 침사추이

침사추이

조단

야우마테이

몽콕

홍콩 섬

포트레스힐 노스포인트
틴하우

몽콕 이스트

구룡통

써니베이

사우스 호라이즌

케네디타운 홍콩대학

디즈니랜드 리조트

칭이

콰이힝

레이퉁

셩완

오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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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Castle Peak Road, Gold Coast T 852-2452-

칭관오 라인
Tseung Kwan O Line
천완 라인
Tsuen Wan Line
퉁청 라인
Tung Chung Line
웨스트 레일 라인
West Rail Line
라이트 레일(경전철) 라인
Light Rail Line
심천 메트로 네트워크
Shenzhen Metro Network

1111 H www.pandahotel.com.hk M Tai Wo Hau

08 Hong Kong Disneyland Hotel
A Hong Kong Disneyland Resort, Lantau Island T

25 The Bay Bridge Hong Kong Hotel & Serviced Apartments
A 123 Castle Peak Road, Yau Kom Tau, Tsuen Wan

퉁청

16 Panda Hotel
A 3 Tsuen Wah Street, Tsuen Wan T 852-2409-

홍콩

Tseung Kwan O

아시아 월드 엑스포

5588 H www.hiexpress.com/kowlooneast M

타이워하우

Tung Chung

A 3 Tong Tak Street, Tseung Kwan O T 852-3199-

천완

852-6810-0111 H www.silvermineresort.com M

8888 H www.novotelcitygatehk.com M Tung Chung

천완 웨스트

A 51 Man Tung Road, Tung Chung T 852-3602-

튜엔문

A D.D.2 Lot 648, Silvermine Bay, Lantau Island T

감성 로드

15 Novotel Citygate Hong Kong

롱핑

07 Holiday Inn Express Hong Kong Kowloon East

타이와이

24 Silvermine Beach Resort

A 18 Tin Yan Road, Tin Shui Wai T 852-21806688 H www.harbour-plaza.com M Tin Shui Wai

com/fareast M Tsuen Wan

Kong T 852-3411-8888 H www.noahsark.com.hk

심천

06 Harbour Plaza Resort City Hong Kong

Hong Kong T 852-2406-9090 H www.silkahotels.

콰이퐁

14 Noah's Ark Resort
A 33 Pak Yan Road, Ma Wan, New Territories, Hong

틴수와이

5000 H www.hongkongdisneyland.com M Sunny Bay

23 Silka Far East Hotel
A 135-143 Castle Peak Road, Tsuen Wan, Kowloon,

Race days only

www.mexan-harbour.com M Tsing Yi

지하철 노선도

05 Disney's Hollywood Hotel
A Hong Kong Disneyland Resort, Lantau Island T 852-3510-

완차이 코즈웨이베이

홍함
2888 H www.royalview.com.hk M Tsuen Wan West

지하도(무료 구역)
Subway(Unpaid area)

13 Mexan Harbour Hotel
A No.1 Tsing Yi Road, Tsing Yi T 852-2129-7888 H

유엔롱

H www.crowneplaza.com/kowlooneast M Tseung Kwan O

22 Royal View Hotel
A 353 Castle Peak Road, Ting Kau T 852-3716-

구룡

2898 H www.lhotelhk.com M Tsuen Wan West

로우

04 Crowne Plaza Hong Kong Kowloon East
A 3 Tong Tak Street, Tseung Kwan O T 852-3983- 0388

메이푸

H www.royalpark.com.hk M Sha Tin

라이킹

12 L'hotel Nina et Convention Centre
A 8 Yeung Uk Road, Tsuen Wan. T 852-2280-

시우홍

www.courtyardshatin.com M Shek Mun

21 Royal Park Hotel
A 8 Pak Hok Ting Street, Sha Tin T 852-2601- 2111

올림픽

Hom

성수이

03 Courtyard by Marriott Hong Kong Sha Tin
A 1 On Ping Street, Shatin T 852-3940-8888 H

프린스애드워드

2649-7878 H www.regalhotel.com M Sha Tin Wai

1234 H www.hongkong.shatin.hyatt.com M Hung

남청

A 18 Chak Cheung Street, Sha Tin T 852-3723-

샤틴

타이오

A 34-36 Tai Chung Kiu Road, Sha Tin T 852-

록마차우

H www.warwickhotel.com.hk

11 Hyatt Regency Hong Kong, Sha Tin

판링

20 Regal Riverside Hotel

02 Cheung Chau Warwick Hotel

섹킵메이

8888 H www.regalhotel.com M Tsuen Wan

skycitymarriott.com M AsiaWorld-Expo

라이치콕

Airport, Lantau Island T 852-3969-1888 H www.

삼수이포

H www.aubergediscoverybay.com M Tung Chung

청사완

19 Regal Airport Hotel Meeting & Conference Centre
A 9 Cheong Tat Road, Chek Lap Kok T 852-2286-

신계

10 Hong Kong SkyCity Marriott Hotel
A 1 Sky City Road East, Hong Kong International

타이포마켓

01 Auberge Discovery Bay Hong Kong
A 88 Siena Avenue, Lantau Island T 852-2295- 8288

포탄

유니버시티

라마 섬

A East Bay, Cheung Chau Island T 852-2981-0081

타이쿠

야우통

람틴

쿤통

아우타우콕

티우켕렁

홍콩 섬

애드미럴티

24

레이스코스

란타우 섬

센트럴

07 04

사이잉푼

구룡

05

공항 고속 철도
Airport Expreess Line
디즈니 랜드 리조트 라인
Disneyland Resort Line
이스트 레일 라인
East Rail Line
아일랜드 라인
Island Line
쿤통 라인
Kwun Tong Line
마온산 라인
Ma On Shan Line
사우스 아일랜드 라인
South Island Line
지하도(유료 구역)
Subway(Paid area)
환승
Inter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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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타우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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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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왐포아

사이쿵

호만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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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이 섬

구룡

12

웡타이신 다이아몬드힐 초이흥

20

샤틴와이

20

섹문

20

11
03

록푸

사틴

처쿵 템플

21
20

구룡베이

헹온
타이수이항

신계

로하스 파크

항하우

마온산

청관오

우카이샤

00 호텔명 | A 주소 | T 전화번호 | H 홈페이지 | M 가까운 MTR역

포람

기타지역 Ot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