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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스카이라인을 뽐내는 아찔한 고층빌딩 

숲으로 유명한 센트럴은 예로부터 역사와 예술,  

문화,  음식이 유난히 번성한 곳이다. 홍콩에서 가

장 유서 깊으면서도 가장 전형적인 홍콩의 모습

을 드러내는 곳으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전통과 첨단, 흥분과 고요 등, 서로 대비되는 모

든 특성들이 공존하고 있어, 홍콩의 축소판같은  

센트럴은 여행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가이드북에서 소개하는 투어와 함께 식민지 시대 

때 건설된 홍콩 최초의 도로 중 하나로 센트럴 중

심을 가로지르는 할리우드 로드와 윈드햄 스트리

트, 캐인로드, 포제션 스트리트, 퀸즈로드 센트럴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문화유적과 미식, 예술, 숨겨진 명소 등을 테마로 

총 다섯 개의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짧지만 격동

적인 센트럴의 역사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끊임

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근본과 

중심을 잃지 않고자 고군분투했던 홍콩사람들의 

기개와 자부심을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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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과 셩완 지역은 홍콩의 근대사가 시작된 곳이다. 영국해군기가 공식적으로 처음 게양되었던 포제

션 포인트에서부터 1840년대 대규모의 중국인들이 정착했던 타이핑샨 지역까지의 길은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이다. 그 길에는 중국사찰 뿐만 아니라 도시 최초의 박테리아 연구소, 유명한 혁명운동가들

의 자취들, 홍콩의 초기 사법기관 및 경찰서 건물들을 만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소규모 샵들도 밀집해 있

는데,  도시가 처음 만들어지고 있을 당시의 사회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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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여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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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제션 스트리트에 자리한 츄 윙 키(Chu Wing Kee)는  

약 60년의 역사를 간직한 상점이다. 

포제션 스트리트
POSSESSION STREET

포제션 스트리트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상징하는 곳이다. 초기 이곳 정착민들은 

포제션 스트리트를 광동어 발음으로 변환하여  

‘포 세 손 카이(Po Se Son Kai)’로 불렀다는 

일화에서 보듯 식민지 시대의 잔상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영국인들이 첫발을 들인 뒤 바로 

다음날 이곳 서쪽 언덕에서 국기 게양식이 

열렸으며 처음 도착한 곳을 포제션 포인트 

(현재는 헐리우드 로드 공원)로 이름지었다. 

원래 해안가로 나 있던 포제션 스트리트는 

매립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현재는 

힙한 레스토랑들과 부띠끄 상점이 오랜 역사를 

간직한 상점들과 나란히 하고 있어 홍콩의 옛 

정취를 여전히 느낄 수 있다. 

영국이 점령한 뒤에 홍콩은 드라마틱한 문화적 변화들을 거쳐 왔는데,  

이 변화는 센트럴이 형성된 초기시대에 나타났다.  

센트럴 주변 지역은 영국 식민통치의 중심이 되었고 동시에 빅토리아 하버는 

서양과 동양을 잇는 중요한 무역항이 되었다. 이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고 이곳에 많은 이들이 

정착하였다. 이주민들은 타이핑샨 스트리트 주변에 사찰을 지었고 종교 의식은 

물론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주거나 죽은 이들을 기리는 장소로 쓰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찰들은 기도를 하거나 신을 기리는 이들로 붐비고 있다. 

그사이 서양 의학도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19세기 말 림프절 페스트가 

휩쓸고 간 뒤 홍콩 최초의 박테리아 연구소가 세워지게 됐으며,  

현재는 홍콩 의학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얼핏 평범한 듯 보여도 포제션 스트리트는 홍콩 역사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장소인데, 1841년 1월 25일 영국해군이  

포제션 포인트 근방에 상륙하면서 150년의 식민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해안가에 부속된 곳이었으나  

주변 바다를 점차 매립하면서 지금의 면적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는 식민시절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유적지를 중심으로  

세련된 레스토랑과 부띠끄샵들이 즐비한 곳이 되었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향수

동
양
과 

서
양 
문
화
가  

공
존
하
는 

곳



타이 슈(Tai Sui) 사원은 도교에 나오는 전지전능한 여신인 

다오모(Dao Mo)신과 각각의 연(年)을 책임지는 신들의 무리인 

‘60개의 타이슈’를 섬기고 있다. 

워터레인의 푹탁 팰리스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약도 기록보관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럽과 중국양식이 혼재된 Declared Monument. 

홍콩 의학 박물관
HONG KONG MUSEUM OF MEDICAL SCIENCES

에드워드 양식의 벽돌건물은 홍콩 의학 발전의 상징이다. 

19세기 후반 도시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당시 식민정부는  

의학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최초의 박테리아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1906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여 도시 최초의 대중을 

위한 임상연구실로서 홍콩 의학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또한 중국과 서양의 병리학을 비교하는  

세계 최초의 박물관이기도 하다.  

Address: 2 Caine Lane, Mid-Levels, Sheung Wan
Tel: +852 2549 5123
Website: www.hkmms.org.hk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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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핑샨 스트리트 TAI PING SHAN STREET

포제션 스트리트에서 걸어올라가면 300미터 길이의 타이핑샨 스트리트를 만나게 된다. 이 작은 골목 양편에는  

수없이 많은 옛날 사찰들이 줄지어 있는데 계단 옆으로 타이 슈 사원(Tai Sui Temple), 콴음 사원(Kwun Yum Temple),  

그리고 소박한 푹탁 팰리스(Fook Tak Palace)가 있다. 

수많은 옛 사찰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아마도 양철지붕 아래 향연기로 가득한 빨간색의 사원일 것이다.  

1856년에 지어진 퀑푹쯔(Kwong Fook I Tsz)라는 이름의 이 사찰은 당시 다양한 역할을 했던  사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주 가족을 위한 고대 사원이었으며 병자를 위한 피난처이기도 했고 고인이 된 이주 노동자들의 유해가  

고향으로 보내지기 전까지 머무르던 곳으로 고향으로 유해를 보낼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곳에 비석을 세우기도 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타이핑샨 스트리트의 사찰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각 사찰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고 다른 형식의 의식을 치르고 있다. 타이 슈 사원에서 행운을 비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콴음 사원에서 부(副)를 기원하기도 한다.

www.hkmms.org.hk


Address: 51 Bridges Street, Sheung Wan
Tel: +852 2540 0526
Website: bsc.ymca.org.hk

Info

Address: 124-126 Hollywood Road, Sheung Wan
Tel: +852 2540 0350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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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래더 스트리트는 가파른 계단이 

있는 곳으로 1841년과 1850년 사이에 화강암으로 지어졌다.  

그 당시 셩완은 중국 이주자들의 정착지로 많은 서양인들은 

미드레벨 주변의 좀 더 좋은 지역에서 거주하였다.  

래더 스트리트는 퀸즈 로드 센트럴에서 할리우드 로드,  

스퀘어 스트리트에서 캐인 로드까지 이어져 있어 중국인 

거주지역과 서양인 거주지역을 잇는 역할을 했다.  

현재 이곳은 만모템플과 홍콩 YMCA 브릿지 스트리트 센터 등 

다양한 역사적인 곳들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지역사회를  
잇는  
래더 스트리트
LADDER STREET

홍콩 YMCA,  
브릿지 스트리트 센터
CHINESE YMCA OF HONG KONG,  
BRIDGES STREET CENTRE

식민시대에 서양과 중국의 건축양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홍콩의 건축양식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홍콩 

YMCA 브릿지 스트리트 센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시카고학파 건축과 중국의 기와지붕 기술이 접목된 6층 건물로 

1918년에 완공되었다. 1901년에 설립된 홍콩 YMCA 는  

홍콩 최초의 유소년센터였다. 브릿지 스트리트에 위치한 센터는 

실내 놀이터와 수영장, 콘서트 홀, 피트니스 센터, 레스토랑 및 

호스텔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최초의 곳으로 20세기 

초에는 중국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교 센터가 되기도 하였다.

만모 사원 MAN MO TEMPLE

래더 스트리트에서 내려가다 보면 주변의 고층빌딩 사이로  

초록색 지붕의 만모 사원을 발견할 수 있다. 

1847년에서 1862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모 사원은  

만모 사원, 릿슁쿵(Lit Shing Kung), 쿵소오(Kung So) 등 크게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릿슁쿵이 모든 천상의 신들을 위해 바쳐진 것인 

반면, 만모 사원은 전쟁의 신과 문학의 신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쿵소오는 마을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회관의 성격을 띄고 있다.

역사적인 건물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온 만모 사원에서는 1847년 

제작된 구리로 만든 종을 비롯하여, 1862년 제작된 1인용 가마와 화강암 

지주 및 화강암 문틀, 조각 목재현판과 고대 벽화 등을 감상할 수 있다. 

bsc.ymca.org.hk


쑨얏센 (손문) 산책길

센트럴과 셩완 지역은 혁명의 요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쑨얏센 박사가 공부하고 자라고 세례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팍츠 레인 공원은 쑨얏센 박사의 역사적 사실을 

테마로 홍콩에서의 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15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다. 
Address: Pak Tsz Lane, CentralInfo

후렌 소사이어티의 사명 선언문을 새긴 패널과 완곡하게 두룬 지붕은  

주변의 옛 집들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았다. 

광동어로 ‘대형회관’을 뜻하는 타이퀀은 경찰서 

복합단지의 애칭으로 중앙경찰서, 중앙 법원,  

빅토리아 감옥 등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포함하여  

16개의 국가지정기념물로 이루어져 있다.  

19세기 중반 경찰서, 법원, 감옥이 들어서면서 사법계의 

심장부로서 역사적 자리매김을 하였다.

역사적 중요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타이퀀은 건축물의 

역작으로 손꼽히며, 이 옛 경찰본부빌딩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훌륭한 예를 보여준다.  

1862년과 1864년에 지어진 막사는 단지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독특한 로마스타일  

아치로 유명하다. 경찰서, 법원, 감옥 등으로 죄수들을 

이송시킬 때 사용하던 건물 내 개별 통로도  

주목할 만하다.

타이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두 개의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이 복합단지는 역사와 

문화와 아트를 융합하는 종합문화의 허브로 새롭게 

재탄생될 예정이다. 

Address: 10 Hollywood Road, Central
Website: www.taikwun.hk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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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혁명 동안 쑨얏센(Sun Yat Sen 손문)박사는  

많은 시간을 센트럴과 셩완 지역에서 지내며  

수십 세기 동안 이어진 중국의 황제 통치에 마침표를  

찍게 한 많은 혁명 이념들을 이곳에서 만들어냈다.  

사실 이곳의 주변 환경은 그 당시 혁명 운동의 탄탄한 

토대가 되기에 완벽한 곳이었다.  사람과 재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웠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쑨얏센의 흥중회나 동맹회와 같은 

혁명단체들의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중국 대혁명을  
기념하다

팍츠 레인 공원
PAK TSZ LANE PARK

할리우드 로드와 게이지 스트리트, 에버딘 스트리트 

안쪽에 자리한 팍츠 레인 공원은 중국혁명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환기구 역할을 담당했다. 1892년 3월 13일 

양구운과 사찬태는 공원 바로 옆 팍츠 레인에  

혁명가들의 모임장소인 보인문사(輔仁文社, 

Furen Literary Society)를 세웠다. 후에 보인문사는 

쑨얏센(손문)의 흥중회와 합병된다.

팍츠 레인 공원에는 보인문사의 혁명가들과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전시공간과 체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당시 보인문사 회원들이 이용했던 통로는 공원의 

입구로 보존되어 있다. 백색의 벽에 검정색 문틀과 검정색 

담장의 차분한 공간은 선명한 양각 조각 디테일과 함께 

보인문사의 발자취를 한 겹씩 서서히 드러내 보인다. 

할리우드 로드를 따라가다 보면, 만모 사원과 센트럴 경찰서를 만날 수 있다.  

약 500 미터 정도를 사이에 둔 이 두 건물은 홍콩 초기 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매우 상반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초기 중국 정착민들은 분쟁이 있을 시 만모 사원과 같은 사원에 모여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반면 만모 사원 아래쪽에 있는 경찰서는  

식민지 홍콩에 영국식 사법체계를 선보이는 곳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홍콩의 중국인들은 점차 영국의  지휘권한 체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이 두 기관은 홍콩의 동서양이 융합된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으로 상징된다. 

초
기 

홍
콩
의  

사
법
체
계

타이퀀 TAI KWUN

www.taikwun.hk


Address: 38 Cochrane Street, Central
Tel: +852 2544 2456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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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퀀에서 내려오다 보면 지나간 시대의  

도시 정착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포팅거 스트리트와 

코크레인(Cochrane) 스트리트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  

포팅거 스트리트(‘스톤 슬랩 스트리트’로도 알려진)에는 

잡화와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노점상과 철 손잡이 기둥이 

어우러져 있다. 가파른 코크레인 스트리트에 자리한  

린바 테일러 상점에서 베테랑 재단사들을 여전히 만나볼 수 

있다. 이 거리에서 센트럴의 옛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길 위에서의  
삶

포팅거 스트리트 POTTINGER STREET

타이퀀 근처의 포팅거 스트리트와 그 주변부는 과거 센트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포팅거 스트리트의 바닥 전체를 덮고 있는 돌표면이 평평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할리우드 로드와 코넛로드 센트럴(Connaught 

Road Central) 사이는 바닥 경사가 유난히 가파른데 울퉁불퉁한 포장 

도로는 통근자들과 상인들이 걷기 편하고, 빗물을 쉽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독특한 디자인 때문인지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이곳을 돌조각 길(Stone Slab Street)이라고 부른다.

이 거리가 지어진 19세기에는 도로 양편에 노점상들이 있었다. 

원래는 생활용품을 팔거나 신발이나 냄비, 의류 등을 수선하는 

집들이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파티용 복장이나 수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대부분이다.

린바 테일러 LINVA TAILOR

코크레인 스트리트에 자리한 린바 테일러는 영화 <화양연화>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준 장만옥의 치파오(청삼)를 

디자인한 곳으로 1965년부터 영업을 해 오고 있다.

치파오는 홍콩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많이 입던 의상으로 린바 

테일러에서 우아하면서 너무나 다양한 치파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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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MQ/P.17
3 Yan Gallery/P.19
4 Parkview Art Hong Kong/P.19
5 La Galerie Paris 1839/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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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reet Art/P.20-21
  a.  Intersection of 46 Graham Street 

and 48 Hollywood Road
 b. Tai On Terrace
 c. 2 Elgin Street
 d. 24 Tai Ping Shan Street
  e,f. Staircase between Hollywood Road  

 and Square Street
 g. 29 Staunton Street
 h. 186-190 Hollywood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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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의 오래된 거리를 따라 여유롭게 걷다 보면, 한눈에 봐도 독특하고, 예술적인 랜드마크를 발견할 

수 있다. 길을 따라 이어진 갤러리들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서양 및 아시아 거장들의 작품뿐만 아니

라 신진 유망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예술과 음악, 음식까지, 센트럴에서는 영감을 주는 무언가

를 항상 발견할 수 있다.

예술에 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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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예술가 ‘이태호’의 작품이 그려진 계단

사진은 PMQ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르 중의 하나로 사진에 보여지는 아틀리에는  

작은 전시회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홍콩의 사진작가들이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센트럴의 역사적인 건물들은 종종 변화를 거쳐 

예술과 창조산업 분야의 중심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아트 빌딩인  

프린지 클럽과 최근 오픈한 문화 유적 재생 건물인  

PMQ가 그중의 하나이다. 

Address: 35 Aberdeen Street, Central
Tel: +852 2870 2335
Website: www.pmq.org.hk

Address: 2 Lower Albert Road, Central
Tel: +852 2521 7251
Website: www.hkfringeclub.com

창의성이  
태어나는  
곳

프린지 데어리(Fringe Dairy)는 우유 저장고로 쓰이던 곳으로  

현재는 재즈와 락 공연이 열리고 있다. 

프린지 클럽 FRINGE CLUB

혼잡한 센트럴의 한가운데 위치한 프린지 클럽은 

우윳빛 화이트와 갈색 벽으로 지어진 신고전주의적 

외관으로 인해 주변의 고층빌딩과 확연히 차별화된다.

1984년 오래된 낙농창고의 일부를 개조하면서 시작한 

프린지 클럽은 전시와 공연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도시의 예술 풍경을 실험적 작품으로 탈바꿈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더 볼트(The Vault)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볼 수도 있다. 

얼음과 유제품, 고기 저장고를 개조한 볼트는 가벼운 

식사나 음료뿐만 아니라 시 낭송, 전시 및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볼트를 방문하기 전에 공연 일정을 꼭 체크해보자.

피엠큐 PMQ

한때 경찰 관사로 사용되던 PMQ는 이제 홍콩의 유망한 젊은 

아티스트들이나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의 터전이 되었다. 

창작스튜디오나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작품들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아트 전시회나 워크숍이 연중 상시 열림으로써  

홍콩 예술창작계의 흐름을 한눈에 따라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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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Shop 5, G/F, Chinachem Hollywood Centre,
 1 Hollywood Road, Central
Tel: +852 2139 2345
Website: www.yangallery.com

Address: Upper G/F, Sunrise House, 
 27 Old Bailey Street, Central 
Tel: +852 2413 0028
Website: www.parkviewarthk.com

Address: 20 Aberdeen Street, Central
Tel: +852 2544 5004
Website: www.karinwebergallery.com

Address: G/F, 74 Hollywood Road, Central 
Tel: +852 2540 4777
Website: www.lagalerie.hk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길 중 하나인  

할리우드 로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아시아와 서양의 작품을 선보이는 

갤러리와 앤티크 샵이  

줄 지어져 있다. 그래피티의 형태로 

나타난 다양한 작품을 길거리 

골목골목에서 만날 수 있다. 

할리우드 로드,  
고급 갤러리와 스트리트  
아트의 만남

얀 갤러리 YAN GALLERY

얀 갤러리는 30여년 경력의 저명한 중국아트딜러 

퐁역얀(Fong Yuk Yan)이 설립했다. 중국의 근대, 현대 

회화와 조각을 전시하고 있으며 중국 미술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우광종과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속해있는 

갤러리이기도 하다.

파크뷰 아트 홍콩 
PARKVIEW ART HONG KONG

파크뷰 아트 홍콩은 페르난도 보테로나  

자오 우키(조무극)와 같은 세계적 거장들의 대표 작품부터 

신예 유망주들의 작품까지 근대와 현대 미술계의 주요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라 갈레리 파리 1839 
LA GALERIE PARIS 1839

라 갈레리 파리 1839는 아시아 및 서양 사진작가 육성을 

위해 세워진 몇 안 되는 사진 갤러리 중 하나로 ‘1839’ 라는 

숫자는 프랑스 정부가 루이 다게레로부터 은판사진법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한 해를 나타낸다. 이후 전 세계가 은판 

사진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카린 웨버 갤러리 
KARIN WEBER GALLERY

PMQ 맞은편에 자리한 카린 웨버 갤러리는 1999년에 

세워졌으며 영국 유력 웹진 블루인 아트인포에 의해 

2015년과 2016년 연속 ‘세계 500대 베스트 갤러리’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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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타운하우스의 벽화는 사진찍기에  

좋은 명소로 인기가 높다.

Intersection of 46 Graham Street and 48 
Hollywood Road, Central

같은 언덕길에 생기 넘치는 브루클린 벽화가 자리하고 있다. 우측 코너 아래에 

문이 그려져 있어 옆에 위치한 브루클린 바앤그릴로 들어가도록 방문객들을 

유도하고 있다.

29 Staunton Street, Central 

8 타이 온 테라스(8 Tai On Terrace)의 벽화

8 Tai On Terrace, Sheung Wan

센트럴과 셩완 주변의 벽화 대부분은 홍콩 국내 그래피티 단체인 

홍콩월(HKwall)이 기획하였다. 

할리우드 로드와 셩완의 스퀘어 스트리트 사이에 자리한 계단. 

손과 스텐실 기법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태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루킷이 그린 대형 벽화가 할리우드 로드의 낡은 건물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186-190 Hollywood Road, Sheung Wan

역입 디저트(Yuk Yip 

Desserts)는 홍콩의 전통적인 

다이파이동(노천 식당)으로 

초록색 메탈의 노점 외관이 

뒤편에 보이는 어반 펍의 벽화와 

재미난 대조를 이루고 있다.

2 Elgin Street, Central

브루스 리의 벽화는 한국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바(유승백)가 자신의 

시그니처인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하였다.

할리우드 로드와 셩완의 스퀘어 스트리트 사이에 자리한 계단. 

타이핑샨 스트리트에 숨겨진 

크래프티시모(Craftissimo)는 

크래프트 비어로 유명하다.

22-24 Tai Ping Shan 
Street, Sheung Wan

©HKWALLS2015-HOPARE

©HKWALLS2015-XEVA ©HKWALLS2015-RUKKIT

스트리트 아트
오래된 빌딩과 개성있는 부띠크샵들이 함께 

역사가 숨쉬는 할리우드 로드는 여유롭게 

걷기에 좋은 곳이다. 거리 곳곳에 숨겨진  

거리 예술과 그래피티를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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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49 Peel Street, Central
Tel: +852 2540 2046
Website: peel-fresco.com

Address: 30 Upper Lascar Row, Sheung Wan
Tel: +852 2234 6711
Website:  www.thepopsyroom.com

옛 창고였던 이곳의 계단을 무대로 바꾸었다. 

고객들에게 끊임없는 놀라움을 주기 위해 팝시 룸의 메뉴는  

주기적으로 변경된다. 

Address: 48 Sai Street, Sheung Wan 
Tel: +852 9844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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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타운센트럴의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한  

아트 테마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즐기고  

작은 재즈클럽에서 음악을 즐기며  

휴식을 취해볼 수 있다.

언더그라운드  
아트

필 프레스코 뮤직 라운지
PEEL FRESCO MUSIC LOUNGE

필 스트리트에 있는 필 프레스코 뮤직 라운지에서는  

매일 밤  재즈, 락, 홍콩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쇼가 

열린다. 화요일과 일요일 밤에는 누구나 무대에 올라 

밴드와 함께 공연할 수도 있다.

붐 아트 갤러리 바
BOOM ART GALLERY BAR

바 겸 갤러리인 붐 아트 갤러리 바의 벽은 지역  

유망 아티스트들의 작품으로 꾸며져 있다.  

멋진 그림과 음악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한잔 하기에 

좋은 장소로 인기가 많다.

팝시 룸
THE POPSY ROOM

팝시 룸에서 아트란 미각과 시각으로 경험하는 

예술이다. 낮에는 갤러리로, 밤에는 식당으로 변신하며 

아트와 미식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선보인다.

peel-fresco.com
www.thepopsyro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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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n Heung Tea House/P.26
2 Sing Heung Yuen/P.27
3 Lan Fong Yuen/P.28
4 Yuk Yip Desserts/P.28
5 Tai Cheong Bakery/P.29
6 Chan Yee Jai/P.29
7 Graham Market/P.30
8 Kung Lee Herbal Tea Shop/P.31
9 Tycoon Tann/P.32
10 Les Fils à Maman/P.33
11 Maison Libanaise/P.33
12 Little Bao/P.33
13 Chôm Chôm/P.33
14 Volar/P.34
15 Havana Bar/P.35
16 CÉ LA VI/P.35
17  Club Qing/P.35

MTR Sheung 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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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음식을 맛보려면 센트럴로 가보자. 센트럴은 특징있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많아 미식가들의 천

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 딤섬에서 다이파이동(홍콩식 포장마차), 길거리 음식은 물론이고, 퓨

전 요리에서 고급 와인까지 다양한 음식을 취향껏 선택할 수 있다. 

홍콩을 맛보다



린흥 티하우스는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중국식 찻잔에 차를 서빙한다. 푸얼티와 

자스민, 슈마이 티는 딤섬과 잘 어울린다. 

깊은 향과 진한 맛의 연꽃씨가 들어간 

번은 린흥 티하우스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다. 

Address: 2 Mee Lun Street, Central
Tel: +852 2544 8368

진하고 깊은 맛의 토마토 국수는 베이징과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토마토로 만들어진다. 매일 아침 6시 제일 먼저 이 토마토 국수 준비를 시작한다. 

레몬과 꿀을 넣은 바삭바삭한 번은 주문 즉시 만들어진다.  

린흥 티하우스에는 다양한 종류의 정통 딤섬을 맛볼 수 있다. 

Info
Address: 160 Wellington Street, Central
Tel: +852 2544 4556
Website: www.linheung.com.hk (Chinese onl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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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함께 즐기는 찌고 튀기는 광동식 요리인 

‘딤섬’은 홍콩에서 수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는  

전 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하지만 센트럴의 분주한 모습 속에서도 많은 

전통적인 티하우스들은 수 십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가장 클래식한 딤섬 요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20세기 초에 세워진 린흥 티하우스가 그중의 

하나이다. 

홍콩 현지 음식을 좋아한다면  

다이파이동으로 가보자. 홍콩식 포장마차의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요리사가 바로 앞에서 조리해주는 음식을 맛보며  

홍콩 노천식을 즐겨볼 수 있다. 

한 세기를 이어온  
전통 광동식  
티하우스

전통적인  
다이파이동

린흥 티하우스
LIN HEUNG TEA HOUSE

2층짜리 건물 안에 들어서면 벽에 걸려 있는 낡은 선풍기와 

새장, 서예글씨가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딤섬을 

카트에 실어 서빙하는 전통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는 이곳은 

영업시간 내내 손님들로 북적여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구운 돼지고기 빵, 커다란 닭고기 빵, 메추리알이 들어간 

돼지고기 슈마이 등 가장 전통적인 딤섬 요리를 제공하며 딤섬 

카트로 가서 본인이 원하는 딤섬을 직접 골라 담아올 수도 있다. 

싱흥유엔 SING HEUNG YUEN

싱흥유엔은 영업시간 내내 이 식당의 대표메뉴인  

토마토 국수와 레몬 토스트을 먹기 위해 찾아 온 손님들로 

붐빈다. 토마토 국수는 신선한 토마토가 들어있어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고, 레몬 토스트는 전통적인 

홍콩스타일 빵에 버터, 꿀, 신선한 레몬즙을 얹은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www.linheung.com.hk


Address: 2 Elgin Street, Central
Tel: +852 2544 3795

Address:  176B Queen’s Road Central, 
 Central
Tel: +852 2543 8414
Website:  www.chanyeejai.com.hk (Chinese only)

Address: 35 Lyndhurst Terrace, Central
Tel: +852 8300 8301
 Website: www.taoheung.com.hk/eng/
 brands/tai_cheong/index.html

신선하게 구워진 에그타르트는 하루 종일 계속 제공된다. 

다양한 홍콩식 과자들이 큰 유리병에 진열되어 있다. 

밀크티 한 잔에는 스리랑카와 인도와 다른 나라에서 온 

 다섯 개의 다른 홍차잎이 담겨있다. 

Info

InfoAddress: 2 Gage Street, Central
Tel: +852 2544 3895

Info

Info

Quality Tourism Services 
(QTS) Scheme-accredited mer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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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퐁유엔 LAN FONG YUEN

영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홍콩사람들은 밀크티를 

즐겨마시는데 홍콩식 밀크티는 영국식 홍차와 달리 

우유와 설탕이 함께 나온다. 밀크티는 각 재료의 비율과 

섞는 방식에 따라 향과 식감이 달라지는데, 란퐁유엔의 

밀크티는 정통 홍콩스타일 밀크티로 잘 알려져 있다.
타이청 베이커리 TAI CHEONG BAKERY

부드러운 맛과 향의 뜨거운 에그타르트를 좋아한다면 

린드허스트 테라스의 타이청 베이커리를 추천한다. 

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타이청 베이커리는 홍콩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하다.

찬이재 CHAN YEE JAI

홍콩스타일 디저트를 찾는다면 찬이재를 추천한다. 

찬이재는 1927년부터 산사병(山楂餅), 차이니스 아몬드 

비스킷, 보리비스킷, 새둥지 케이크 등 전통 홍콩 별미 

간식을 만들어 오고 있다.

역입 디저트 YUK YIP DESSERTS

4대째 내려오는 100년 전통의 역입 디저트는 심플하고 

정직한 중국식 디저트로 전통의 맛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역입 디저트의 대표 메뉴는 다시마와 

쫀득한 라이스볼을 넣고 설탕과 다진 코코넛 토핑을 

얹어낸 부드럽고 청량감있는 초록색 콩수프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맛있는 홍콩의 음식들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맛있는 기념품

www.chanyeejai.com.hk
www.taoheung.com.hk/eng/brands/tai_cheong/index.html


Address: Graham Street, Central

시그니처인 사탕수수 주스는 달콤하고 신선하다. 

사탕수수 주스 외에도 쿵리에서는 허브티와 허브를 넣은  

자라젤리를 맛볼 수 있다. 

Info

Address: 60 Hollywood Road, Central 
Tel: +852 2544 3571

Info

카우룽 소이 컴퍼니의 소스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만들어진다. 

칸키 누들에서 둥관식 쌀가루와 다른 종류의 누들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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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함 마켓 GRAHAM MARKET

그래함 마켓은 100년 넘게 홍콩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시장으로 홍콩 전통 소스나 수제 국수와 같은  

전통식품들이 기념품으로 인기가 좋다. 1917년 설립된 카우룽 소이 컴퍼니의 간장은 60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기법을 

사용해 담근 간장이다. 칸키 누들(Kan kee Noodles)의 새우 에그누들이나 에그누들, 완탕피도 선물로 좋은데  

유명 맛집인 카우키나 린흥 티하우스, 상하이 민 등이 이곳의 국수를 사용한다고 한다.

쿵리 허브티 KUNG LEE HERBAL TEA

1940년대에 세워진 쿵리 허브티 하우스는 여전히 

홍콩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목재구조물이나 도자기 타일, 천장의 선풍기가 있는 

실내는 마치 1950년대나  60년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데 사탕수수 주스가 가장 인기가 많다. 

전통방식으로 껍질을 벗겨 찐 다음 구식 착즙기를 

이용해서 짜낸 즙을 차갑게 식혔다. 쫄깃한 식감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사탕수수 케이크는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다. 

허브티는 홍콩인들의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이다.  

릉차(leung cha 시원하게 해주는 차)라 불리는 

중국허브음료는 몸에서 열과 습한 기운을 물리쳐 주며,  

여드름부터 감기까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허브티



Address:  G-2/F, Ming Fat Building, 47 Wellington Street, 
Central 

Tel: +852 3125 3228
Website:  www.tycoontann.com

Address: G-2/F, 10 Shelley Street, Central
Tel: +852 2111 2284
Website:  www.maisonlibanaise.com.hk

Address: 58 Peel Street, Central
Tel: +852 2810 0850
Website:  www.chomchom.hk

Info Info

Address: 66 Staunton Street, Central
Tel: +852 2194 0202
Website:  www.little-bao.com

Info

Info

Address: 75 Hollywood Road, Central
Tel: +852 2871 0045
Website:  www.lesfilsamaman.hk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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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Hollywood Road’의 줄임말인  

소호는 스탠튼 스트리트와 엘긴 스트리스에 

걸쳐진 지역으로 인기 있는 프렌치부터  

베트남 음식, 덜 알려진 레바논 음식까지  

세계의 모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소호, 다양한 세계의  
음식 문화가  
녹아있는 곳 

타이쿤 탄 TYCOON TANN

타이쿤 건물의 1층은 중국스타일이 가미된 독창적인 

칵테일을 판매하는 라운지이며, 2층과 3층은 작지만 

격조있는 레스토랑이다. 고풍스런 티컵에 담겨 나오는 

타이쿤 탄을 식전 반주로 마시고, 메인 요리는 허니 소스의 

숯불구이 헝가리안 망갈리카 포크나 블랙캐비어를 

곁들인 북경오리 같은 퓨전음식을 추천한다.

레 피스 아 마망 LES FILS À MAMAN

프랑스 출신의 어린시절 친구 4명이 공동으로 창업한 이곳은  

수많은 빈티지 장난감 데코로 가득하다. 홍콩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들과 달리 레 피스 아 마망은 비스트로 스타일을 표방하며 

손님들이 마치 프랑스의 자기 집에 와 있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속 든든한 레드와인 비프 스튜와 베이비 벨 크로켓,  

전통 프랑스 비스트로 스타일의 음료를 즐길 수 있다. 

메종 리바네즈 MAISON LIBANAISE

미슐랭 스타 출신 레바논 셰프 제임스 해리슨이 운영하는 

메종 리바네즈는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한 식재료와 향신료를 

이용한 독특한 요리를 선보인다. 바바 가누쉬와 후머스 같은 

정통 레바논 요리를 레바논 와인이나 맥주와 함께 즐겨볼 수 

있으며, 터불라나 피타를 간단히 포장해갈 수도 있다. 

리틀 바오 LITTLE BAO

중국 전통 빵인 바오로 재기 발랄한 요리를 만드는 리틀 

바오의 오너 셰프 메이 차우는, 2017년 ‘아시아 50대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아시아 최고의 여성 셰프’로 꼽힌 

바 있다. 손으로 직접 빚은 빵에 삼겹살이나, 사천 스타일 

닭튀김, 생선튀김 등과 같은 재료들을 조합해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 낸다.

촘촘 CHÔM CHÔM

블랙의 파티오식 입구와 화이트의 대리석 테이블이 

인더스트리얼한 시크함을 풍기는 베트남 레스토랑으로  

피쉬 소스를 뿌린 치킨 윙에 훈제 가지와 정통 베트남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상쾌한 페퍼민트와 매운 레드 칠리를 

넣은 시원한 모히토도 즐길 수 있다. 

www.tycoontann.com
www.maisonlibanaise.com.hk
www.little-bao.com
www.chomchom.hk
www.lesfilsamaman.hk


Address: Basement, 38-44 D’Aguilar Street, Central
Tel: +852 2810 1510
Website: volar.com.hk

Address:  10/F, Cosmos Building, 8-11 Lan Kwai 
Fong, Central

Tel: +852 9379 7628
Website: clubqing.com

Address: 4/F, The Plaza, 21 D’Aguilar Street, Central
Tel: +852 2851 4880
Website: www.havanabar.com.hk

Info

Address:  25/F, California Tower, 32 D’Aguilar 
Street, Central

Tel: +852 3700 2300
Website: hk.celavi.com

Info

Info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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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나이트클럽이 밤새  

홍콩의 나이트라이프를 선도하는 

란콰이퐁을 즐겨보자.  

칵테일 한잔과 함께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홍콩의 야경을 즐기거나  

홍콩에서 가장 인기있는 클럽에서  

춤을 즐길 수도 있다.  

센트럴의 잠 못드는 밤 
︱ 
란콰이퐁
LAN KWAI FONG

볼라 VOLAR

란콰이퐁의 이름없는 빌딩의 지하에서  

세계적인 DJ들이 10년 넘게  

디제잉하고 있는 볼라를 만나볼 수 있다.

하바나 바 HAVANA BAR

레스토랑을 겸한 쿠바스타일 바에서  

직접 재배한 페퍼민트 잎으로 장식한  

시그니처 모히토를 즐겨보자.

세라비 CÉ LA VI

열대우림 콘셉트의 세라비는 아시아 퓨전음식 

레스토랑과, 바 라운지,  

그리고 루프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루프탑에서 환상적인 센트럴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큰 파티가 있는 날엔  

유명 DJ가 오기도 한다.

클럽 칭 CLUB QING

일본에서 수입된 300여 개의 위스키를 보유하고 있다. 

가루자와 싱글배럴 같이 이미 절판되었거나,  

한정판으로 소량 제작된 희귀한 술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volar.com.hk
hk.celavi.com
clubqing.com
www.havanabar.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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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가게들과 시장들로 빼곡한 센트럴의 거리들과 골목들은 색다른 아이템을 찾는 이들에게는 최고

의 장소이다. 중국서예와 앤티크 상점들이 모여있는 어퍼 래스카 로우(Upper Lascar Row)에서부터 투어

를 시작해 보자. 언덕을 걸어 오르면 창의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이들의 창작 커뮤니티인 타이핑샨 스트리

트와 포호 지역을 만날 수 있다. 투어의 종착지인 브릿지 스트리트에는 영국식민지시대의 향수를 불러일

으킬 소소한 소품이나 중고책들이 있어 과거와 현재가 융합된 홍콩만의 진한 매력을 찾아볼 수 있다. 

홍콩의 숨은 보석 찾기



어퍼 래스카 로우의 상점 대부분은 중국식 장식품과 보석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서 팔리는 다양한 제품은 새것같이 상태가 좋다.

Address: 6 Lok Ku Road, Sheung Wan
Tel: +852 2310 0688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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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어퍼 래스카 로우에 줄지어 늘어선 앤티크샵과 

노점상에 흠뻑 빠질 수도 있다.  

로컬 디자이너 상점들과 빈티지 의류점이 근처에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어퍼 래스카 로우
︱ 
보물로 가득한 곳

어퍼 래스카 로우 UPPER LASCAR ROW

어퍼 래스카 로우에는 중국서예나 미술품,  빈티지 가구 등을 

파는 앤티크 상점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다. 마오쩌둥 

알람시계나 브루스 리 포스터 같은 잡동사니들을 파는 노점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많은데 최근 몇 년간은 국내 디자이너 

부띠끄나 빈티지 의류숍들이 인근에 계속 생겨나는 추세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어퍼 래스카 로우라는 이름 또한 

유서가 깊다. 초기 식민지 시대에 ‘래스카’는 영국군 내의 

남아시아인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경찰로 근무하기 위해 

홍콩에 오는 래스카들의 수가 점차 늘면서, 경찰본부 인근, 

현재의 어퍼 래스카 로우 주변에 남아시아인 공동체가 

커져가기 시작했다.

힙스터 9 HIPSTER 9

록쿠 로드(Lok Ku Road)에 위치해 있는 힙스터 9은 오래된 행상인들이 

자리한 할리우드 로드에 생긴 빈티지 패션샵이다.

독특한 디자인의 유러피안 빈티지 감성을 입은 힙스터 9은 디자이너 

가방에서부터 1950년대 청동 액세서리나 빈티지 가죽재킷 등 방대한 규모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어 까다로운 고객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 



인비트윈은 훌륭하고 다양한 중고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탈렌시아 플로럴 아트는 타이핑샨 스트리트의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이곳에 샵을 열었다고 한다. 

InBetween
Address:  6B Tai Ping Shan Street, Sheung Wan 
Tel: +852 6097 1817

Tallensia Floral Art
Address:  6C Tai Ping Shan Street, Sheung Wan 
Tel: +852 2239 4300

Info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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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 래스카 로우에서 몇 계단 올라가면  

요즘 힙한 타이핑샨 스트리트와 포힝퐁, 파운드 레인,  

사이 스트리트, 스퀘어 스트리트를 일컫는  

포호 지역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로 붐비는 어퍼 래스카 로우와 달리 포호는 조용한 

지역으로 갤러리와 티하우스들 사이로 전 세계에서 온  

물건을 파는 상점들과 디자인상품과 빈티지를 함께 판매하는 

상점 등으로 보헤미안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최근  
떠오르는  
크리에이티브  
지역

인비트윈 INBETWEEN 과 탈렌시아 플로럴 아트TALLENSIA FLORAL ART

타이핑샨 스트리트는 포호의 중심가로 이곳에서 파란색으로 칠해진 빈티지 스토어 ‘인비트윈’과 초록색 외관의  

‘탈렌시아 플로럴 아트’를 만날 수 있다. 

인비트윈은 디켄터에서 필름 포스터, 비닐에서 라펠핀까지 다양한 빈티지 제품군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로컬 

디자이너들의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탈렌시아 플로럴 아트는 부케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플라워 세미나도 종종 열고 있다. 



Address: 38 Sai Street, Sheung Wan
Tel: +852 9288 2472
Website: www.zoobeetle.com

Info

Address:  58 Po Hing Fong, Sheung Wan
Tel: +852 2803 2993
Website: l-impression-du-temps.com

Info

Address: 26 Gough Street, Sheung Wan
Tel: +852 2745 6868
Website: www.visionaire.hk

Info
Address:  15 Square Street, Sheung Wan
Tel: +852 2362 1086
Website: www.15squarestreet.com

Info

Address: 29 Gough Street, Sheung Wan
Tel: +852 2581 1880
Website: www.homeless.hk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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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또 주비틀 
CHÂTEAU ZOOBEETLE

샤또 주비틀은 명품 가죽브랜드 주비틀(Zoobeetle)의 

소유주인 프랑스인 자매 엘사와 요안나가 손수 코디한 의류와 

액세서리, 그리고 CD와 가구 등을 전시해 놓은 라이프스타일 

샵으로, 오픈 키친과 바코너에서 프랑스 음악에 샴페인 

한잔을 여유롭게 즐길 수도 있다.

앙프레시옹 뒤 땅
L’IMPRESSION DU TEMPS

언뜻 보면 갤러리인지 패션 부띠끄인지 구분하기 힘든 이곳은 

밝은 실내 조명 아래 화려한 색상의 배너들이 실크스카프와 

독특한 프린트문양의 의상들에 따라 걸려 있다. 안으로 발을 

들이기 전까지는 이곳이 패턴을 디자인 하는 스튜디오라는 

것을 알기 쉽지 않다. 디자이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벽지나 패브릭에 사용될 알고리즘 패턴을 제작하기도 하고, 

의류뿐만 아니라 홈인테리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입체로 프린트가 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노르딕 룸 바이 홈리스
NORDIC ROOM BY HOMELESS

전형적인 북유럽 디자인을 선보이는 노르딕 룸은  

저명한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슨의 걸작을 비롯하여  

덴마크 브랜드인 노만 코펜하겐, 무민 캐릭터 식기,  

크리스탈 레인보우 메이커 등을 보유하고 있다.

비져네어 VISIONAIRE

거의 모든 홈인테리어 제품과 액세서리는 비져네어의  

세 명의 오너들이 유럽, 호주, 일본 등지에서  

공수해 온 것들이다. 빵모양의 티슈박스나  

앤티크 우드블라인드 같은 히트 상품들은  

집안의 분위기를 한결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이다.

스퀘어 스트리트
SQUARESTREET

주소에서 이름을 가져온 작은 디자이너 샵은  

스웨덴 디자이너 듀오 데이비드 에릭슨과 알렉시스 홈의 

작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신발과 시계디자인은 

형태와 기능 사이의 조화를 특징으로 한다.  

홍콩에 기반을 둔 다른 덴마크 디자이너의 제품이나  

지도도 만나볼 수 있다.

고프 스트리트(Gough Street)는 홈웨어를 찾는 

힙스터들에겐 눈과 귀가 되어주는 곳이다. 

무수히 많은 홈 데코용품으로 가득한 이곳은 

자신만의 집을 연출하고 싶은 이들 모두를 

만족시켜줄 곳이다. 

라이프스타일 
중심지

l-impression-du-temps.com
www.15squarestreet.com
www.zoobeetle.com
www.visionaire.hk
www.homeless.hk


셀렉트 18에서 판매하는 빈티지 제품은 주로 홍콩 제품인데, 대부분의 구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들여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곳의 제품은 매우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유 우(You Wu)라는 이름은 ‘우연한 운명적인 만남’을 의미한다. 불규칙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할 때 약간의 행운을 필요로 한다.

Address:  18 Bridges Street, Central
Tel: +852 2858 8803

Address:  17 Shing Wong Street, 
Sheung Wan

Info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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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튼 스트리트(Staunton Street)는 고요함과 

열정이 공존하는 곳으로, 길 끝에는 소호와 

레스토랑들이 자리하고 있고, 다른 쪽 끝에서는  

아트 허브 PMQ를 만날 수 있다.  

사이에는 예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옛 서점과 

빈티지 상점이 자리하고 있다. 

스턴튼 스트리트에서 
화려했던  
옛 시절을 느껴보자

유 우 스튜디오  
바이 직샙 
YOU WU STUDIO X JIKSAP

유 우 스튜디오는 영화 무지개의 메아리로 

유명해진 윙리 스트리트 바로 옆 2층에 위치한 

빈티지 서점이다. 윙리 스트리트( Wing Lee 

Street)는 몇십 년 전에는 인쇄소 거리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쇄업자들이 모두 

떠난 후 헌책방만이 남아 과거 번성하던 

시절의 분위기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유 우 스튜디오의 오너 중 한명인 실비아씨는 

헌책, 오래된 신문, 낡은 잡지, 색바랜 영화 

전단지, 인보이스, 심지어 이력서까지, 

평범하지만 시간의 때가 묻은 인쇄물을 

모으는 것이 흥미롭다며, 오래된 인쇄물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말한다.

셀렉트 18 SELECT 18

독특한 소품을 찾는 트레저 헌터들이라면 빈티지 안경, 가방, 모자에서 

부터 오래된 라디오에 비닐까지, 셀렉트 18의 오너 미도씨가 수집한 

엄선된 빈티지 콜렉션을 감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이다.

인디안계 홍콩인인 미도씨는 젊은 시절부터 북유럽 가구와 안경을 모으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모으거나 해외에 사는 친척들로부터 받은 빈티지 

아이템 등 이곳 제품에서 짐작할 수 있듯, 수집품에는 오너만의 빈티지 

취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Chinese YMCA of Hong Kong, 
Bridges Street Centre/P.8

PoHo/P.40-42

Possession Street/P.4

Man Mo Temple/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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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제션 스트리트는 센트럴 주변 투어나 반나절 도보 여행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이다. 좁은 길과 골목길

을 누비며 문화유적과 예술, 로컬 음식뿐만 아니라 무심코 만나게 되는 뜻밖의 횡재를 누릴 수도 있다.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포팅거 스트리트에서 투어를 마무리해는 것도 좋다.

추천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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