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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SNS 채널

 가 만드는 제주항공 기내지		

〈JOIN enJOY〉는 제주 기점 서울, 부산, 대구, 청주, 광주와 서울-부산 등 국
내선을 비롯 서울, 인천, 청주, 무안 출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베트
남, 태국, 괌, 사이판, 말레이시아, 라오스,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50개 도시 88개 정기노선을 운항하는 제주항공의 모든 항공편에 비치된 
제주항공만의 기내지입니다. 월 110만 명의 승객이 보는 〈JOIN enJOY〉는  

〈AB-ROAD〉의 여행 콘텐츠와 제주항공 뉴스, 제주항공 안내 및 Refresh 
Point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OIN enJOY〉 is an in-flight magazine brought to you by Jeju Air, 
which offers 50 regular routes across 88 cities including flights 
between Jeju and Seoul, Busan, Daegu, Cheongju, Gwangju as 
well as domestic routes connecting Seoul and Busan, and over-
seas routes between Seoul, Incheon, Muan and Japan, China, 
Hong Kong, Taiwan, the Philippines, Vietnam, Thailand, Guam, 
Saipan, Malaysia, Laos, and Russia. Available on all Jeju Air 
flights and read by around 1,100,000 passengers each month,  

〈JOIN enJOY〉 features travel information provided by  
〈AB-ROAD〉, Jeju Air’s latest news and updates, and Refresh 

Point information.

〈JOIN enJOY〉是在以济州为中心，飞往首尔、釜山、大邱、清州、光州和
首尔-釜山等国内航线以及从首尔、仁川和务安出发，飞往日本、中国内

地、香港、台湾、菲律宾、越南、泰国、管道、塞班岛、马来西亚、老挝、 

俄罗斯等亚洲和大洋洲50个城市的88条定期航线上所有济州航空航班

内配发的济州航空独有航机杂志。《JOIN enJOY》每月约有110万人次阅

览，主要由 AB-ROAD的旅游文章、济州航空新闻、济州航空指南及

Refresh Point等组成。

〈JOIN enJOY〉は、チェジュ航空が運航する済州発ソウル、釜山、大邱、
清州、光州、ソウル発釜山などの韓国国内線と、ソウル、仁川、務安発日

本、中国、香港、台湾、フィリピン、ベトナム、タイ、グアム、サイパン、マレ

ーシア、ラオス、ロシアなどのアジア〮オセアニア地域50カ市88カ定期

路線に就航している国際線の全便に配布されている機内紙です。 

月110万人の乗客に愛読されている〈JOIN enJOY〉は、〈AB-ROAD〉
の旅行情報、チェジュ航空ニュース、チェジュ航空案内、Refresh 

Pointなどで構成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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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inseng, to the World, to the Future !
Known for its great natural  
health benefits,  
SINJEONG KOREAN GINSENG 
will always be with you. 

www.si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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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Estandard

2011년부터 약 7년간 중국에서 생활한 오준우 
셰프가 중국 가정식 식당 장강중류를 오픈했다. 
광화문에서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이태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 장강중류의 장강(長江)은 ‘가장 긴 
강’이란 뜻, 양자강의 또 다른 이름이다. 말 그대로 
장강 중류 지역의 음식을 선보이겠다는 의미로 가게 
이름을 지었다. 오준우 오너 셰프는 <생활의 달인>과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도 출연한 
중국 정통 요리의 고수. 중국 후베이성과 선양에서 
영사관 만찬을 담당하기도 했던 그는 매일 시장과 
백화점에서 장을 보면서 중국요리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다고. 특히 후베이성과 쓰촨성의 매운맛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한 그는 귀국해 

장강중류를 오픈했다. 장강중류의 시그너처 메뉴는 
라즈지와 연근갈비탕. 라즈지는 우리나라에 라조기로 
잘못 알려진 요리로 쓰촨식 매운 닭튀김이다. 
매운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적극 추천하는 
메뉴다. 돼지고기를 양념해 볶고, 가지를 기름에 
튀겨낸 후 한 번 더 볶은 어향가지도 인기다. 깔끔한 
감칠맛이 일품. 연근과 돼지갈비를 10시간 넘게 
끓여 공이 많이 들어가는 연근갈비탕은 후베이성을 
대표하는 요리다. 후베이성은 중국 전체의 연근 
생산량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연근갈비탕은 최근 중국 드라마 <진정령(陳情令)>에 
나와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메뉴. 고소하고 뜨끈한 
국물이 겨울철 보양식으로 그만이다.

중국 가정식 요리의 품격 
중국 후베이성과 선양에서 7년 동안 내공을 쌓은 오준우 셰프가 이태원에 장강중류를 오픈했다. 광화문에서 이태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 
전통 중국식 가정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장강중류로 향하자.
에디터 이미진 글 김유정 사진 오충근(스튜디오충근)

장강중류 
주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43-28 2층  
전화 010-6727-0329  
운영시간 화~금요일 17:30 ~ 22:00 토요일 15:00 ~ 
22:30 일‧월요일 휴무  
가격 라즈지 2만 1800원, 연근갈비탕 2만 5800원,  
어향가지 1만 8000원  
인스타그램 @janggang_itaewon

어향가지

라즈지

연근 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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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standard

CES 2020가 주목한 여행 테크
매년 1월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가장 ‘쿨’해지는 
동시에 뜨거워진다.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에 
참여, 기발한 신기술과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것. 올해로 53회를 맞아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CES 2020은 사상 처음으로 여행과 관광 섹션을 
선보였다. 델타항공이 항공사 최초로 CES 기조연설에 
참여했다. 또 업계 최초로 평행 현실(Parallel 
Reality) 경험을 도입했는데 하나의 스크린에 
고객마다 맞춤화된 정보를 각각 다른 언어로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것. 현대자동차는 우버 엘리베이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 중인 개인용 비행체 모형을 실물 
크기로 선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행자들이 반가워할 많은 아이템이 
공개됐다. 핀란드의 스마트워치 전문 기업 

순토(Suunto)는 70개 이상의 스포츠 모드를 
갖추고 50km 반경의 아웃도어 맵을 인터넷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 순토7을 선보였다. 캐나다 
넥스옵틱 테크놀로지(NexOptic Technology)의 
더블테이크(DoubleTake)는 쌍안경과 4K 카메라를 
결합한 제품. 10배 디지털 줌이 가능한 광각필드 렌즈가 
탑재됐고 4K 영상과 사진도 촬영 가능하다. P&G 브랜드 
옵테(Opté)에서 선보인 ‘옵테 정밀 스킨케어(Opté 
Precision Skincare)’도 주목할 만하다. 피부를 스캔한 
다음, 잡티가 있거나 착색된 부위에 적합한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프린트해 준다. 또 미국 콜로라도주의 
스타트업 기업인 트로바(Trova)는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미니 금고 ‘트로바 고(Trova Go)’를 선보였다.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좋고, 블루투스로 연결된 앱을 
통해 금고를 열고 잠글 수 있다.

지난 1월 열린 CES 2020에 
처음으로 여행 섹션이 추가됐다. 
델타항공을 주축으로 한 많은 
기업이 여행업계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였다.
에디터 이미진

순토7

옵테 정밀 스킨케어

더블테이크 트로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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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standard

제주항공이 2019년 12월 8일부터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호주 골드코스트에 신규 취항했다. 호주 최대 
LCC인 젯스타와 공동운항하며, 항공기는 335석 
규모의 B787-8 드림라이너가 투입됐다. 공동운항으로 
제주항공은 7C7002이라는 자사 편명을 사용하지만 
실제 운항은 젯스타가 담당하는 식. 이용객은 
제주항공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지만 항공기는 
젯스타를 이용하게 된다.
황금빛 해변이 아름다운 호주 퀸즐랜드주의 
골드코스트는 호주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휴양지. 습하지 않은 여름과 서늘한 날씨의 
겨울, 연중 온화한 기후로 요트와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그중 1만 2000ft 
상공에서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빙이 압권. 호주 
전통 농장 콘셉트의 테마파크인 컨트리 파라다이스 
파클랜드와 골드코스트의 할리우드라 불리는 

워너브로스 무비월드, 열대 과일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트로프컬 프루츠 월드 등 독특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서퍼스파라다이스비치는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5㎞에 이르는 넓고 긴 해안과 높고 
센 파도로 전 세계 서퍼가 찾는 서핑의 성지다. 바닷가 
뒤로 펼쳐진 고층 빌딩과 끝이 보이지 않는 백색 
비치가 특징. 호주 최고층 전망대인 스카이포인트도 
이곳에 있다. 주변으로 레스토랑과 펍, 아트 숍, 
노천카페 등이 끝없이 펼쳐진 골드코스트 최대의 
번화가로, 밤낮없이 밝게 빛난다.
제주항공의 인천~골드코스트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주 3회(수‧금‧일요일) 오후 10시 15분(이하 
현지시각)에 출발, 호주 골드코스트 공항에 오전 8시 
30분(+1일)에 도착하고, 골드코스트에서는 오전 11시 
35분에 출발, 인천공항에 오후 8시 15분에 도착한다.

제주항공, 호주 골드코스트 신규 취항

제주항공이 호주 골드코스트에 
신규 취항했다. 호주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휴양지, 골드코스트에서 겨울 
휴가를 즐겨보자.
에디터 전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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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숨결 간직한�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어로 ‘동방을 지배하라’는 뜻의 블라디보스토크. 도시를 정복하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도시와 섬, 
철길과 바닷길을 종횡무진해보자. 순수한 자연과 유럽의 고고한 정취를 마주할 때마다 감탄이 새어 나올 것이다.
에디터 최현주 글 심민아 사진 오충근

SPECIAL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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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전통 러시아 양식으로 지어진 블라디보스
토크 기차역. 니콜라이 2세의 최대 업적인 시베리
아 횡단 열차의 시발점. 궁전처럼 화려한 외관의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은 1907년에 착공, 1912
년에 완공, 모스크바의 야로슬랍스키역과 건축양
식이 상당히 비슷하다. 역사 앞은 안타깝게도 버
스가 수시로 드나들어 건축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하기 어렵다. 기차역 안은 아늑한 반돔형 구
조.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본 듯한 파스텔 
톤 천장화가 그려져 있어 제정러시아 시절의 고고
한 품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랜
드마크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상징물이 경쟁하듯 
서로 마주 보며 있는데, 고개를 젖히고 넋 놓고 바
라보게 된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두 도시를 잇
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역사 안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건설한 니콜라이 
2세의 얼굴 동판이 설치돼 있고, 역사 내 모든 시
계가 7시간 느린 모스크바 시간으로 맞춰져 있다. 

그래서 처음 열차를 이용하는 이들은 출발 시각을 
착각하기 쉽다. 플랫폼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
스크바까지의 거리(9288km)를 말해주는 기념비
가 서 있고, 그 옆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증
기기관차가 전시돼 있다.
밤 9시 정각(모스크바 시각 오후 2시)이 되자, 열
차 바퀴가 쇳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듯 선로를 빠
져나간다. 객실 등급은 1등석인 룩스(2인 1실), 2
등석인 쿠페(4인 1실), 3등석인 플라츠카르트(6인
실), 8인 좌석의 옵스치로 나뉜다. 쿠페는 2층 침
대 2개가 나란히 마주 보고 있는 구조. 내부에 잠
금 장치가 있어 안전을 걱정하는 여성에게 제격
이다. 테이블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엉덩이
를 맞대고 앉다 보니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아
래쪽은 침대 매트 아래로 짐을 넣을 수 있지만 위
층 승객과 테이블을 함께 써야 하는 단점도 있다. 
위층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나만
의 공간을 누릴 수 있지만 오르내리는 일이 여간 

01. �17세기 러시아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은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02. �러시아 횡단 열차에 탑승한 
여행자들. 

03. �고풍스러운 모습의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04. �러시아 횡단 열차에 오르는 
여행자들.

05. �전 세계 여행자가 러시아 횡단 
열차여행의 꿈을 안고 찾는 플랫폼.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꿈 

01 02

05

03 04

불편한 게 아니다. 복도엔 공동으로 마실 수 있는 
온수기가 있고, 요금을 내고 씻을 수 있는 샤워실
이 있다. 열차에서 매일 씻는 건 어쩌면 사치일지
도. 승객 모두가 같은 처지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
장실에서 고양이 세수하는 것도 낭만이라고 받아
들이게 된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라
는 명성에 걸맞게 러시아 12개 주, 90여 개 도시를 
지나고, 시간대가 7번이나 바뀐다. 평균 속도 약 
60km. 조금 느리다는 느낌을 받지만, 조용히 사색
하거나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그만이다. 그러다 멍
해질 때가 있다. 어깨너머로 그림 같은 시베리아평
야와 눈 쌓인 자작나무 숲이 스쳐 지나가는 것. 열
차 안에서 맞이하는 일출 풍광도 환상적이다. 몸
이 배배 꼬이고 눈이 침침할 때쯤 고맙게도 기차가 
정차한다. 이때가 식량을 비축할 기회. 로컬 푸드
로 배를 채우는 재미도 쏠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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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샌프란시스코’라 불리는 항구도시, 블
라디보스토크는 도보 여행자에게 최적화된 도시
다. 유럽식 카페 가 즐비한 아르바트 거리에서 중
앙광장이 있는 스베틀란스카야 거리까지 천천히 
걸어도 좋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해양공원(Спортивная набережная)에는 아
무르만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차가운 바닷바
람이 온몸을 웅크리게 만들지만 봄, 여름엔 페달
보트를 타는 연인들로 북적인다. 공원 한가운데
엔 월미도 유원지를 연상케 하는 ‘놀이공원(Кару
се ль)’이 있다.
스베틀란스카야(Svetlanskaya) 거리에 있는 가
장 큰 광장인 중앙광장(Центральная площ а
дь)은 연해주 정부청사 옆에 위치해 있다. 구소
련 시절, 소비에트 정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
들을 형상화한 3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는 
1917년 10월 사회주의혁명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한 것. 깃발과 총을 든 병사의 모습에서 결연함
과 당당함이 느껴진다.
포크롭스키 정교회 사원도 건축적으로 볼만하
다.1900년 5월 처음 짓기 시작해 1902년 9월 완공
됐다. 지붕엔 양파같이 생긴 5개의 쿠폴(Kupol)이 
햇살에 반짝이는데, 타오르는 ‘촛불’을 형상화했
다. 촛불은 나 자신을 불태워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 색색의 쿠폴은 이국적인 비주얼을 뽐내는 것
은 물론 눈이 쌓이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러시아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건축물로 블라
디보스토크 개선문(Nikolai’s Triumphal Arch)
도 있다. 보통 개선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나 
개선장군을 위해 세우지만, 블라디보스토크 개
선문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방
문을 기념해 세웠다. 1890년 10 월 니콜라이 2세
는 황위 계승 전, 견문을 넓히기 위해 오스트리
아,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인도, 싱가포르, 중

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1891년 
5월 마지막 도시가 블라디 보스토크였다. 니콜라
이 2세는 배에서 내려 아치형의 개선문을 지나 
도시로 입성했다. 개선문 정면엔 니콜라이 2세의 
얼굴과 함께 방문 날짜인 1891년 5월 11일이 적
혀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조망하려면, 독수리 전
망대(Орлёное гнездо)는 필수 코스다. 해발 
214m의 독수리 전망대에 서면, 금각교 너머로 블
라디보스토크 항구가 시원하게 펼쳐지는데, 특
히 저물녘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환상적이
다. 전망대 뒤편으로는 러시아어의 모체가 된 키
릴 문자를 만든 전도사 키릴로스(Kyrillos)와 그
의 형 메토디오스(Methodios) 동상이 서 있다. 독
수리 전망대까지는 빨간색 케이블카 푸니쿨료르
(Funikuler)를 타면 된다.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반도 끝으로 가면 토카렙
스키 등대를 만날 수 있다. 1876년에 축조, 탐험
가 구스타프 에게르셀드의 이름을 따 ‘에게르셀
드 등대’라고 불린다. 한국인들 사이에선 ‘마약 등

대’로 통하는데, ‘마약’은 러시아어로 ‘등대’를 뜻
한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양쪽으로 갈
라지면서 유선형의 자갈길이 생겼다. 사람들은 
길을 따라 등대까지 걸어간다. 바닷바람이 어찌
나 세차게 부는지 몸이 휘청거릴 정도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과거를 만나는 시간  

01. �타오르는 불꽃을 형상화한 포크롭스키 �
정교회 사원.

02. 1876년에 세워진 토카렙 등대.
03. 독수리 전망대로 가려면 푸니쿨료르를 타야 한다.
04.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개선문.
05. 연해주 정부청사 옆에 자리한 중앙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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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에서 한인(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우수리스크. 우리 민족의 흔적 찾기는 블라디보
스토크의 근교 도시 우수리스크까지 이어진다. 
발해의 땅이라니 더욱 의미 있다. 그중 첫번째로 
찾아야 할 곳은 고려인 문화센터(Корейский к
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고려인 이주 140주년을 기
념해 2009년 설립된 문화 센터. 입구에 새겨진 태
극마크와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를 보니 한 민족
이라는 동질감에 피가 뜨거워진다. 1층에 ‘고려인 
역사관’에선 1864년 한인의 러시아 이민과 구한
말 독립항일운동, 고려인 강제 이주 여정, 중앙아
시아에서의 생활, 연해주로의 재이주 등 고려인
이 걸어온 삶이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다. 
최재형은 안중근 의사를 도운 절대적인 인물. 독
립운동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사업가인 최재형
은 따뜻한 마음씨로 ‘페치카(난로)’라고 불렸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
기 전 자금을 지원했고, 그가 죽은 후에도 남은 
가족을 돌봤다.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지신허
(Tizinkhe)에 한인학교를 세웠고, 안중근 〮 이위종 
등과 함께 ‘동의회’를 조직, 의병 활동 자금을 지원
했다. 최재형 선생이 살던 집이 도라 공원 동쪽에 
있다. 생각보다 낡고 초라해 가슴이 아려온다.
연해주 신한촌 항일운동 기념탑도 빼놓을 수 없
다. 1911년 개척리에서 내몰린 한인들은 개척리

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신한촌’에 다시 뿌리
를 내렸다. ‘신한촌’은 ‘새로운 한인 마을’이라는 뜻
으로, 다시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었
다. 1915년 신한촌에 사는 한인 수는 1만 명에 달
했다. 일제에 맞서 치열하게 독립투쟁을 벌인 이
범윤, 홍범도, 유인석 등의 의병장을 비롯해 헤이
그 특사인 이상설과 이위종, 신민회를 조직한 안
창호,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과 신채호 등이 모
여들었다. 신한촌은 독립운동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1999년 8월 15일, 3 〮 1독립운동 80주년
을 맞아 ‘연해주 신한촌 항일운동 기념탑’이 세워
졌다. 
아르바트 거리 인근 ‘형제 도시 공원’에 가면 러시
아-한국 우호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부산, 샌디에이고, 대련, 코타키나발
루, 하코다테 등 블라디보스토크와 자매결연한 
수많은 도시 이름이 적힌 조형물이 대문처럼 겹
겹이 서 있다. 2014년 조형물 옆에 한인(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기념비를 세운 것. 공원 앞 
포그라니츠나야 거리는 1864년부터 한인이 살
던 곳으로, 당시 러시아어로 ‘한국 거리’라는 뜻의 
‘카레이스카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아쉽게도 
지금은 역사를 증명해줄 팻말조차 남아 있지 않
다. 고려인들이 이주한 곳은 바로 ‘신한촌’. 하지만 
항일운동의 열기는 꺾지 못했다.

01. 러시아-한국 우호 150주년 기념비. 
02. 항일운동의 숨은 공로자의 최재형의 집. 
03, �04. 고려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해 2009년 설립된 

고려인 문화센터. 
05. 한인 집단 거주지의 연해주 신한촌 항일운동 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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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리크에서 찾은 우리 민족의 발자취

비자� 관광 목적일 경우 무비자로 60일간 머물 수 있다.
기후� �화창하고 따뜻한 날은 짧고,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겨울이 매우 길다. 한 해 평균기온은 4.3도, �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3.7도, 8월 평균기온은 20.2도다. 
봄철엔 기온 변화가 큰 편이다.

시차� �우리나라보다 1시간 빠르다. 참고로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의 시차는 7시간.

언어� �러시아어. 공항과 호텔에선 영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지에선 러시아어만 통한다.

통화� 루블(RUB). 1루블 = 17.5원(2020년 1월 15일 기준)
전화� 러시아 국가 번호는 7,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번호는 4232.
전압� 220V, 50Hz

블라디보스토크 여행 정보

Travel�Information

Flight�Information
인천�⇨�블라디보스토크�(주7회 운항) 2시간 25분 ~ 2시간 45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5102 
11:35 15:20 월

12:30 16:15 화‧수‧목‧금‧토‧일

블라디보스토크�⇨�인천(주7회 운항) 2시간 35분 ~ 3시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5101 
16:20 18:20 월

17:15 19:20 화‧수‧목‧금‧토‧일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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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NANG

베트남 
최고의 휴양지 
다낭

THEME
TRIP

겨울 휴양지 여행 1

‘베트남의 하와이’라 불리는 휴양지 다낭. 한강
(Han River)을 사이에 두고 활기찬 분위기의 번화
가인 하이짜우 구(Hai Chau District)와 세계 6대 
비치로 꼽히는 해안가 선짜 구(Son Tra District)
가 마주하고 있다. 세계 6대 해변에 꼽히는 미케
비치(My Khe Beach)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
한 해변. 다낭 하면 바로 미케비치를 떠올리게 된
다. 해변은 다낭 북동쪽 선짜반도에서부터 남쪽 
호이안까지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50km의 해안선을 따라 팜반동비치, 푹마이비
치, 다나비치, 논느억비치 등이 있는데 이 지역을 
‘미케비치’라 한다. 바다의 원혼을 달래는 린응사
(Chua Linh Ung)는 월남전 당시 다낭에서 탈
출하다 바다에 빠져 죽은 보트피플의 원혼을 달
래기 위해 지어진 사원. 2003년 보트피플이던 미
국인 피터 뉴엣(Peter Newett)에 의해 완공됐다. 
다낭에서 제일 큰 사찰이자 베트남 최대의 해수
관음상으로 유명하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미케

베트남의 하와이  
다낭의 랜드마크

비치 어디서든 선짜반도 산기슭에 위치한 67m 
높이의 하얀 해수관음상을 볼 수 있다. 해수관음
상은 예부터 육지를 지키는 부처로 해안가 근처 
절에 주로 세워졌는데, 2010년 린응사의 해수관
음상이 완공된 후로 다낭에 큰 태풍이 없었다고 
한다. 해가 지면 해수관음상을 비추는 조명이 색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베트남의 민간신앙을 
대표하는 성지 응우한선은 마블마운틴(Mable 
Mountains) 또는 오행산(五行山)이라 불린다. �
5개의 봉우리는 투이선(水山), 낌선(金山), 토선
(土山), 호아선(火山), 목선(木山)으로 각각 물과 

금속, 땅, 불, 나무의 오행을 뜻한다. 봉우리마다 
석회암 침식작용으로 생긴 수많은 천연 동굴을 
품고 있는데 투이선에는 암푸 동굴과 후옌콩 동
굴이 있다. 암푸 동굴에는 9개 층마다 지옥을 상
징하는 불상과 상징물이 눈길을 끈다. 투이선에
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후옌콩 동굴은 ‘빛의 방’
으로 유명하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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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1. �세계 6대 해변에 꼽히는 미케비치.
02.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지어진 �

린응사는 다낭에서 제일 큰 사찰이다.
03. �베트남의 민간신앙을 대표하는 성지 응우한선.

다낭은 사계절 온화한 날씨로 아름다운 대자연과 이국적인 정취를 자랑한다. 현지인이 
북적이는 재래시장,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해안가를 따라 들어선 럭셔리 리조트, 베트남 
힙스터들이 사랑하는 시내와 올드타운까지. 후루룩 쌀국수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몸속까지 
따뜻해진다.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 겨울에 떠난 다낭을 소개한다.
에디터 민다엽 글 최종인 사진 오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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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박물관(Museum of Da Nang)에는 다낭
의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다. 특히 해양 도시 다
낭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1
년 완공된 다낭 박물관은 19세기 프랑스·스페인 
연합군의 침공에 맞선 디엔하이 성채 구역에 자
리하고 있다. 총 3000m2 공간에 다낭의 자연과 
역사, 전쟁과 관련한 약 2500개의 전시품이 진
열돼 있다. 박물관 앞 정원에는 당시 사용하던 대
포와 포탄 등이 숱한 전쟁을 치른 다낭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모든 종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
다’고 믿는 까오다이교(Cao Dai Temple). 다양
한 민족과 문화가 섞인 베트남에만 있는 신흥종
교로 도교와 불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와 민간
신앙이 혼합된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다. 베트남
에서 불교와 천주교 다음으로 큰 종교로 약 2300
만 명이 까오다이교를 믿는다고 한다. 다낭의 까
오다이교 사원은 베트남 중부에서 가장 큰 본부 
사원으로 5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 사원 
안에 들어갈 때 남자는 오른쪽 입구, 여자는 왼쪽 
입구를 이용해야 하니 주의할 것. 핑크빛 가득한 �
다낭 대성당(Da Nang Cathedral)은 1924년 
프랑스 식민 통치 시기에 지어진 다낭 유일의 천
주교 성당이다. 연한 핑크빛 건물이 인상적. 로맨
틱한 포토 포인트로 인기가 많다. 쩐푸 거리 공터
에 사제 발레(Valle)가 설계해 1924년 3월에 완
공됐다. 높고 뾰족한 첨탑과 직선적인 느낌이 특
징인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다. 피뢰침이 있는 지
붕에는 합금으로 만든 수탉 모양의 조각상이 있
다. 수탉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 여행자에게
는 ‘핑크 성당’으로, 현지인 에게는 ‘수탉 성당’이
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대관람차가 수놓은 야경
이 아름다운 아시아파크(Asia Park)는 다낭 시
내에 위치한 테마파크. ‘아시아파크’ 또는 ‘선월
드 다낭 원더스’로 불린다. 베트남을 비롯해 한
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태국, 인도네시
아, 네팔,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상징적인 
건축물과 유적을 재현했다. 대표적인 놀이기구

는 2014년부터 다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
른 관람차 ‘선휠(Sun Wheel)’. 높이 115m로 현
재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은 관람차다. 관람차와 
모노레일을 타면 다낭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
다. 서울의 한강처럼 다낭에도 ‘한강(Han River)’
이 있다. ‘쏭한’은 다낭의 남과 북을 가르며 흐르
고 인근 건물에 멋진 리버 뷰를 선사한다. 강변 사
이를 잇는 5개의 다리 중 여행자에게 인기가 많
은 곳은 용의 형상을 한 롱교(Dragon Bridge). 
다낭의 독립 38주년을 기념해 1000억 원을 들
여 2013년에 개통했다. 666m 길이의 롱교는 황
금색 용이 강에 드러누운 형상의 독특한 디자인
이 특징. 주말 오후 9시면 용의 입에서 불과 물을 
뿜는 쇼가 펼쳐진다. 베트남 속 유럽으로 불리는 �
바나힐스(Bana Hills Mountain Resort)는 해
발 1487m에 자리한 테마파크. 바나산은 베트남
의 고온다습한 날씨를 견디기 힘들었던 식민 시
절 프랑스인들이 휴양지로 개발한 곳으로, 고도
가 높아 연중 서늘한 기온을 유지한다. 프랑스인
이 돌아간 후 오랫동안 방치된 이곳에 케이블카
가 설치되면서 지금의 테마파크가 조성됐다. 현
재는 호텔과 정원, 사원, 와인 저장고, 레스토랑 
및 놀이공원이 들어서 있다. ‘베트남 속 유럽’이라
고 할 만큼 프랑스 건축양식 그대로 복원돼 여행
자의 포토 스폿으로, 현지인에겐 웨딩 촬영 장소
로 유명하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도 
있다. 총 5801m에 달하는 케이블카는 지상 수오
이모 역에서 바나 역까지 약 20분 소요된다. 안개
가 낀 날이면 산 정상에 오르는 동안 무릉도원 같
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다낭을 여행하는  
완벽한 방법 

[ Theme Trip 겨울 휴양지 여행 1 ]

01

01. �다낭 박물관에서는 다낭의 전쟁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02.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인 베트남에만 있는 �

신흥종교 ‘까오다이교’ 본부.
03. �핑크빛 다낭 대성당은 1924년 지어진 �

다낭 유일의 천주교 성당.
04. �대관람차가 수놓은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아시아파크.
05. �용의 형상을 한 롱교는 2013년 다낭 독립 38주년을 �

기념해 개통됐다.
06. �해발 1487m에 있는 바니힐스는 베트남 속 유럽으로 불린다.

03

02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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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다낭(Lotte Mart Danang)은 우리
에겐 익숙한 이름이지만, 다낭을 여행할 때 반드
시 들러야 하는 쇼핑몰 중 하나. 다낭에는 빈컴 
플라자, 빅씨 & 팍슨 플라자, 인도차이나 리버사
이드 몰 등 현대적인 시설의 쇼핑몰이 있는데 그
중 여행자에게 가장 편리한 곳이 롯데마트다. 다
낭 국제공항과 가까워 입국 직후와 출국 직전에 
방문하기 좋고 한글로 안내가 잘돼 있다. 물가도 
저렴하니 여행에 필요한 생필품은 한국에서 가
져오지 말고 이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현명하
다. 진정한 로컬 시장을 경험하고 싶다면 꼰 시장
(Cho Con)을 추천한다. 주택가에 위치해 현지
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인 꼰 시장은 건
물 안 1층에는 잡화점과 식당이, 2층에는 아오자
이 원단을 판매하는 상점이 모여 있다. 건물 주위
에는 꽃과 과일을 파는 좌판이 널려 있다. 한 시
장보다 규모가 크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편. 관
광객이 많지 않아 간단한 영어도 통하지 않는 것
은 아쉽다. 그래도 현지인들의 복작복작하는 삶
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다면 아침 일찍 꼰 시장을 
방문 해보자. 해맑게 웃어주는 상인들이 정겹다. �
한 시장(Cho Han)은 다낭을 대표하는 재래시
장. 과일과 식료품, 옷, 신발, 기념품 등을 판매하
는 상점이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다낭 
대성당과 까오다이교 사원 등 유명 관광지와 가
까운 거리에 있어 많은 여행자가 방문한다. 베트
남 현지인의 삶을 가깝게 겪어볼 수 있는 한 시
장은 원래 꽃과 건어물 시장으로 시작했다. 현재
는 관광지로 바뀌어 물가가 오르면서 현지인들
이 잘 이용하지 않게 된 상황. 현대화된 실내 아
케이드 1층은 식료품과 기념품 매장 위주로, 2층
은 의류 매장 위주로 구분돼 있다. 길거리에서 파
는 조잡하고 뻔한 기념품이 싫다면 다낭 수비니
어 & 카페(Danang Souvenirs & Cafe)를 방
문할 것. 직접 제작한 고퀄리티 기념품과 인기 디
자인 상품을 만날 수 있다. 가격이 기존 숍보다 
다소 높지만 다낭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기념품
을 사기 위해 많은 여행자가 이곳을 찾는다. 수공

믿고 가는  
다낭의 쇼핑 스폿

무안 ⇨ 다낭(주 7회) 4시간 40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2911 09:10 11:50 매일

다낭 ⇨ 무안(주 7회) 4시간 10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2912 12:50 19:00 매일

부산 ⇨ 다낭(주 7회) 4시간 50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2955 09:35 12:10 매일

다낭 ⇨ 부산(주 7회) 4시간 20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2956

13:40 20:00 화·금·일

13:40 20:05 월·토

13:40 19:30 수

13:40 19:35 목

대구 ⇨ 다낭(주 7회) 5시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2921
07:30 10:30 월·수·금

06:50 09:40 화·목·토·일

다낭 ⇨ 대구(주 7회) 4시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2922
12:10 18:30 월·화·목·금·토·일

12:10 19:00 수

인천 ⇨ 다낭(주 14회) 5시간 5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2901
10:40 13:45 월·수·금·일

11:40 14:45 화·목·토

7C2903

21:20 00:35+1 월·화·목·토·일

21:50 01:00+1 수

21:35 00:35+1 금

다낭 ⇨ 인천(주 14회) 4시간 20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2902
14:45 21:05 월·수·금·일

15:35 21:50 화·목·토

7C2904 02:00 08:25 매일

Flight�Information

비자� �15일 이내 여행은 비자가 필요 없다.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느리다 
기후� �고온다습한 열대몬순기후. 3~8월은 건기,  9~2월은 우기다. 
언어� �베트남어. 관광지에서는 영어가 통용된다. 
통화� �화페 단위는 동(VND)이고 1만 동=501원 �

(2020년 1월 15일 기준)이다. 
전화� �베트남 국가 번호는 84, 다낭 지역 번호는 236 
전압� �220V, 50Hz. 국내와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 

베트남 여행 정보

Travel�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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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MUST EAT FOOD

다낭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는 분보후에
(Bun Bo Hue)가 있다. 베트남 중부 후에 지역
에서 즐겨 먹는 매콤한 쌀국수 요리. 레몬그라스
를 넣어 우린 고기 육수에 칠리 소스를 곁들여 먹
는다. 육수의 감칠맛과 매운맛, 신맛, 단맛이 적절
히 조화를 이룬다. 얼큰한 육개장 같은 맛이 해장
에 제격이다. 껌가(Com Ga)는 베트남의 주식인 
쌀, 안남미를 현지에선 껌(Com)이라고 한다. 쌀
밥에 재료를 얹은 덮밥의 경우 껌 뒤에 주재료의 
이름을 붙인다. 껌가의 가(Ga)는 닭고기를 뜻하
는 것. 즉 닭고기 덮밥이다. 대체로 껌가라고 하면 
닭튀김을 얹어 내는 경우가 많다. 까오라우(Cao 
Lau)는 쌀국수에 돼지고기, 향채, 숙주, 쌀과자인 
‘반다(Ban Da)’ 등을 올려 먹는 비빔국수. 호이안
에서 시작된 전통 요리로, 일본인 무역상이 들여
온 소바 음식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 일반적
인 쌀국수보다 도톰한 면을 사용하며 식감이 좀 
더 탱글하다. 완전히 비벼 먹는 게 아니라 소스에 
살짝 적셔 먹는 느낌으로 먹는 게 좋다. 라오멍싸
오(Lao Muong Xao)는 모닝글로리, 공심채 볶
음이라 불리는 요리. 맛과 영양이 뛰어난 베트남
의 국민 반찬이다. 마늘을 살짝 곁들여 볶아내 한
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다. 줄기는 아삭하고 이파
리는 숨이 죽어 촉촉하다.

다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태국

타이만

예 카드와 엽서, 마
그넷, 인형 등 일반
적인 기념품뿐만 아
니라 티셔츠와 머그
컵, 에코백, 여행용 
파우치 등 실용적인 
제품이 쇼핑 욕구를 
자극한다. 

01. �다낭을 여행할 때 �
반드시 들러야 하는 
롯데마트 다낭.

02. �진정한 로컬 시장을 
경험하고 싶다면 �
꼰 시장으로 향하자.

03. �한 시장은 다낭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다.

04. �뻔한 기념품이 싫다면 
다낭 수비니어& 카페로 
가자.

01. �까오라우는 쌀국수에 ‘반다’ 등을 올려먹는 비빔국수.
02. �베트남 중부후에서 즐겨먹는 매콤한 쌀국수 분보후에. 
03. �모닝글로리, 공심채 볶음 라오멍싸오.
04. �베트남식 닭고기 덮밥 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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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나제도의 보석같이 빛나는 낙원 사이판. 지상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곳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진으로만 수십 번 봐온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와 눈부시게 
새하얀 백사장.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낙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에디터 이미진 글·사진  <AB-ROAD> 자료실

SAIPAN

남태평양의 푸른빛 낙원 
사이판

겨울 휴양지 여행 2

THEME
TRIP

사이판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이판의 그
림같이 아름다운 해변을 즐기기 위한 것.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는 마나가하섬
이나 호텔에서 바로 나가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마이크로비치에서 즐거운 물놀이를 만끽하자.
제프리스비치(Jeffrey’s Beach)는 사이판 정글
의 거친 비포장길과 우거진 수풀을 뚫고 가야 만
날 수 있는 시크릿 명소. 현지인조차 모르는 이가 
많고 지도에 표기돼 있지 않아 전문 가이드를 통
하지 않고선 찾아가기 힘들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길을 달려 정글 입구에 도착한 후 빽빽한 열대림
을 지나면 드디어 제프리스비치가 나타난다. 마
주 보고 선 두 개의 절벽 사이에 있는 작은 해변으
로 앞바다에 바위로 된 천연 방파제가 있어 해변
으로는 잔잔한 물살만 밀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해변 바닥이 바위로 돼 있으니 물놀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사이판에서 가장 멋진 풍경이 펼쳐지
는 곳 중 하나로, 바람이 불면 거칠게 부서지는 파

사이판의 그림 같은 해변

도가 인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마나가하섬(Managaha Island)은 푸른 하늘
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만나는, 꿈에 그리던 파라
다이스다. 사이판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나 들르는 사이판 최고의 관광지로 가라판 항구
에서 배로 15분이면 갈 수 있다. 천혜의 자연은 물
론 스노클링, 다이빙, 패러세일링,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의 천국이기도 하다. 마나가
하섬으로 가는 페리는 오전 9시부터 운항을 시작
하고, 오후 4시까지만 출입을 허용하니 돌아오는 
배편을 미리 예약해 두는 것이 좋다. 
가라판 시내 앞바다에 있는 해수욕장 마이크로 
비치(Micro Beach)도 놓치지 말자. 미국 기념 
공원에서 시작해 피에스타 호텔까지 약 1km 길
이로 조성돼 있다. 하얀색의 부드러운 모래와 아
름답게 빛나는 바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마나가
하섬이 인상적이다. 특히 햇빛에 따라 바다 표면
이 7가지 색으로 변하는 것이 신기하다. 

01

02

03

01. 1km 길이의 아름다운 해수욕장, 마이크로비치.
02. 현지인조차 모르는 숨은 보석, 제프리스비치.
03. 해양 스포츠의 천국, 마나가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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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 Trip 겨울 휴양지 여행 2 ]

01.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는 
마나가하섬.

02. 다이버들의 성지, 그로토.
03. �수중 스쿠터, 

아쿠아바이크
04. �오프로드를 질주하는 

버기카.
05. �버기카 라이딩의 정점, 

타포차우산.

제주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에 세
계 최고로 꼽히는 다이빙 포인트와 남태평양의 
웅장한 풍경, 그리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푸른 
바다가 있는 섬 사이판. 사이판 여행의 하이라
이트는 단연 액티비티다. 물놀이를 좋아한다면 �
마나가하섬(Managaha Island)으로 향할 것. 
천혜의 자연 속에서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
길 수 있어 여행자가 많이 찾는다. 산호초가 자
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마나가하의 얕고 맑은 바
다는 스노클링을 위한 베스트 스폿. 간단한 장비
만 있으면 열대어와 함께 살랑살랑거리는 산호
초 사이로 바닷속을 산책할 수 있다. 마나가하섬
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품으려면 하늘로 올라가 
보자. 패러세일링을 즐길 수 있다. 상공에서 보트 
위 가이드와 간단한 수화를 주고받으며 원하는 
높이나 방향 등을 조절할 수 있다. 보통 혼자 타
지만, 겁이 난다면 스태프와 동승도 가능하다.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고 싶다면 세계 다이버들
의 버킷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해식동굴인 그로
토(Grotto)를 가보자. 급경사를 따라 117개 계
단을 내려가면 웅장한 종유석 절벽 아래 짙푸르
게 반짝이는 천연 다이빙 풀이 나타난다. 높이 
솟은 절벽 틈새로 햇살이 스며들면 비좁은 동굴 
안은 신비로운 물빛으로 물든다. 동굴의 크기는 
작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3개의 터널이 있어 
안쪽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파도가 생각보다 거
칠어 종종 인명 피해가 발생하니 안전 장비를 단
단히 챙길 것.
사이판에선 아쿠아바이크(Aquabike)도 체험
할 수 있다. 동력으로 움직이는 본체와 헬멧이 
하나로 이어진 수중 스쿠터로, 바이크를 타면서 
열대어와 불가사리 등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스노클링이나 스쿠버다이빙에 자신이 없거나 
불편한 장비 없이 바닷속을 누비고 싶은 사람에
게 추천한다. 수중에서도 호흡이 자유롭고 조작
법이 쉬운 것이 장점. 우주인이 쓰는 것 같은 헬
멧 안으로 산소가 공급되며 핸들을 양손에 쥐고 
움직인다. 단, 물 아래로 내려갈 때 ‘우웅’ 소리가 

나면서 귀가 먹먹해질 수 있으니 놀라지 말 것. 
오프로드를 질주하는 버기카(Buggy Car) 역
시 사이판의 대표적인 액티비티. 레이싱 카처럼 
날쌘 움직임과 안정된 점프를 즐길 수 있고 바닥
부터 차체까지의 폭이 몬스터트럭보다 낮아 빠
른 스피드로 묘기 주행도 가능하다. 버기카는 
섬 동쪽의 정글부터 남태평양을 옆에 두고 탁 트
인 해안도로를 질주한다. 정글을 통과할 땐 엉덩
이가 들썩들썩, 온몸엔 흙탕물이 튀고 억센 수
풀이 얼굴과 다리를 스쳐 아드레날린이 끓어오
른다. 스피드를 마음껏 즐기고 싶더라도 미국 도
로교통법 기준 시속 35마일(약 56km/h) 이하로 
달릴 것. 차량 밖으로 손이나 얼굴도 내밀지 말
아야한다. 
버기카 라이딩의 정점을 찍는 장소는 타포차우
산(Mt. Tapochau). 정상에 있는 예수상 앞에 
서면 사이판의 바다가 한눈에 담긴다. 타포차우
산은 해발 474m 높이로, 섬에서 가장 높다. 비
포장도로를 따라 버기카나 사륜구동, ATV를 타
고 오를 수 있다. 산 정상에 서면 서쪽으론 가라
판 시내와 마이크로비치 앞에 떠 있는 마나가하
섬, 동쪽으론 태평양의 광활한 파도, 남쪽으론 
수수페호를 볼 수 있다. 날이 좋으면 티니안과 
고트아일랜드까지 훤히 보인다. 섬 전체가 보이
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격
전지가 되기도 했다.

신나는 액티비티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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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사이판 (주 7회)  3시간 55분~4시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3452

21:35 02:30 월‧화‧목

22:05 03:00 수

22:00 03:00 금‧일

21:30 02:30 토

사이판 – 부산 (주 7회) 4시간 10분~4시간 25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3451
03:50 07:15 월‧목‧토

03:20 06:30 화‧수‧금‧일

서울(인천) – 사이판 (주 7회)  4시간 20분~4시간 30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3402 10:10 15:30 매일

7C3404 22:10 03:40+1 매일

사이판 - 서울(인천) (주 7회)  4시간 55분~5시간

편명 출발 도착 운항 요일

7C3401 16:30 20:25 매일

7C3403 04:35 08:35 매일

Flight�Information

비자� �비자 없이 45일 미만 체류 가능하다.  전자여행허가 
(ESTA)를 신청했을 경우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빠르다.
언어� 영어, 차모로어.
기후� �열대 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연중 따뜻하고 온화하며 

평균기온 27~29℃로 1년 동안 온도의 차이가 거의 없다. 
12~6월은 건기, 7~11월은 우기다.

통화� �미국달러(USD, $) 1달러 = 1159.70원(2020년 1월 20일 기준).
전화� 미국 국가 번호는 1번, 사이판 지역 번호는 670번이다.
전압� �115~230V, 60Hz. 한국 제품을 이용하려면 어댑터가 필요하다.

마리아나제도 여행 정보

Travel�Information

사이판의 절정은 선상에서 완성된다. 선셋 크루즈
(Sunset Cruise)는 해 질 무렵 선착장을 출발해 
바다 위에서 석양을 감상하며 공연과 뷔페를 즐기
는 크루즈. 선상에서는 누구나 알 법한 팝송과 가
요가 흘러나온다. 밤이 깊어지면 화려한 조명 아
래에서 시끌벅적한 공연이 더해진다. 바비큐로 안
심 스테이크, 생선 또는 닭 가슴살 스테이크가 제
공된다. 추가 비용을 내면 랍스터도 주문할 수 있
다. 보통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마나가하섬 인근
을 도는 코스로 운영된다. 크루즈 너머로 나타나
는 일몰은 판타스틱한 밤을 이끈다. 밤엔 가장 사
이판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시장(Night 
Market)으로 향하자. 서쪽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이어지는 비치로드 중간에 형성돼 있다. 사이판 최
고의 번화가로 매주 목요일 현지인들은 저녁 식사
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다. 오후 6시 무렵이
면 가라판 시내 인근 공터에서 스트리트 마켓이 열
린다. 순식간에 수많은 간이 매장이 들어서면서 거
대한 임시 푸드코트가 형성된다. 각종 꼬치와 딤
섬, 차모로족 전통 요리, 신선한 열대과일 음료까
지 저렴한 먹을거리로 풍족하다. 일대는 맛있는 음
식 냄새로 진동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 음
식을 고르는 사람, 신나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축
제 분위기를 만든다. 야시장이 열리는 동안 뒤편 
무대에서는 사이판 원주민 아이들의 전통춤 공연
이 펼쳐진다. 포장한 음식을 양손에 든 채 입속엔 
음식을 가득 담고 공연을 보는 재미를 누려보자. 
마나가하섬이나 마이크로비치에서 신나는 액티
비티로 하루를 즐겼다면, 이제 물놀이에 지친 체력
을 보충할 차례. 일본인이 원주민 다음으로 많은 
사이판에선 일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이 많다. 일
본 정통 요리를 내놓는 일식당 메이쇼(Meisho)
는 켄싱턴호텔 사이판 내에 있다. 은대구구이, 갈
비찜, 튀김 요리 중 하나를 메인 디시로 정해 점
심 세트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 은대구구이는 여
성의 취향을 저격한 메뉴. 담백한 은대구를 된장

선셋과 미식을  
만끽하는 방법

[ Theme Trip 겨울 휴양지 여행 2 ]

사이판섬

마나가하섬

새섬

에 절인 뒤 익혀 깔끔한 맛을 낸다. 1, 2층으로 나
뉜 복층 구조에서 파우파우비치의 이국적인 풍
경을 어느 자리에서든 감상할 수 있다. 1980년
에 문을 연 일식집 긴파치 레스토랑(Kinpachi 
Restaurant)에는 벤토, 가쓰동, 라멘 등 간단한 
일품요리부터 스시 세트, 닭꼬치, 시푸드 바비큐까
지 메뉴가 다양하다. 근해에서 잡은 싱
싱한 물고기로 만든 초밥은 일본 
현지에서 맛보는 것 같은 느
낌. 베스트 메뉴는 두툼하게 
썬 생참치회로, 사이판 근처
에서 잡히는 작은 참치로 만
든다. 켄싱턴호텔 사이판 내의 �

01.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선셋 크루즈.
02. 생참치회가 유명한 긴파치 레스토랑.
03. 이스트 문의 딤섬.
04. 먹을거리가 풍부한 야시장.
05. 전통 일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 메이쇼.
06. 오후 6시 무렵 열리는 사이판 스트리트 마켓.
07. 긴파치 레스토랑의 외관.

이스트 문(East Moon)에선 중국요리를 즐길 수 
있다. 딤섬을 비롯해 채소와 고기 요리, 누들 등 다
채로운 메뉴를 뷔페로 선보인다. 주문 즉시 소량으
로 만들어내는 짜장과 짬뽕도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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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POTLIGHT

여수  
겨울 바다 여행
丽水冬季海洋之旅
麗水の海をたのしむ冬の旅

남해 바다와 365개의 섬을 껴안은 반도 도시, 
여수.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덕에 전국에서 
모여든 여행자로 사시사철 북적인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며 화려하게 
도약했던 여수는 점점 더 젊고 감각적인 옷을 
갈아입으며 변신하고 있다.
에디터 이미진 사진 김마주

丽水是一座怀抱南海海域与365座岛屿的半
岛城市，依托得天独厚的自然环境，吸引全
国各地的游客络绎不绝地前来。随着“2012
丽水世界博览会”的成功举办，在华丽转身
中腾飞的丽水披上了一件朝气蓬勃、光彩夺
目的外衣，迎来了全新蜕变。
编辑 李美珍 图片 Mazoo Kim

南海と365の島 を々抱いた半島都市、麗水。 
素晴らしい自然があり、どの季節に訪れても、
旅行者であふれている。「2012麗水世界博覧
会」が開催され、注目を浴びた麗水は、ますま
すセンスのある町に変貌している。
構成 イ·ミジン 写真 キム·マジ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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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동도는 한려해
상국립공원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과거 오
동나무가 빼곡했고 섬 모양이 오동잎과 닮아 오
동도라는 이름을 얻었다. 고려 말 공민왕이 오동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라고 명했다는 전설이 있
기도 하다. 이 때문인지, 지금은 오동나무 대신 
동백나무 3000여 그루가 방문객을 반겨준다. 활

올라 화려한 색의 조명으로 빛나는 돌산대교를 
바라보자. 1980년대 여수의 육지와 돌산도를 잇
기 위해 지어진 돌산대교는 여수 여행에서 한 번
은 건널 수밖에 없는 다리. ‘A’자 형태의 주탑은 
밤마다 50가지 컬러의 조명을 입어 멋진 야경을 
선사한다. 돌산대교 준공기념탑 근처에 마련된 
전망대가 포토 포인트다.
오동도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222  
여수해상케이블카 돌산 탑승장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로 3600-1 
자산 탑승장 주소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116(여수시 오동도  
공영주차장 11층에서 이동)  
돌산공원 주소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

梧桐岛是来丽水旅游不可错过的一个地方，
这里也是闲丽海上国立公园的起点。过去
因生长着繁密的梧桐树，岛屿形似梧桐叶，

여수의 바다 풍경을 
즐기는 방법
尽览丽水美丽海景的诀窍
麗水の海景色を楽しむ方法

因而得名梧桐岛。据传说，高丽末年恭愍王
下令将这里的梧桐树全部砍掉。也许正因为
此，如今3000余棵山茶树代替梧桐树生长在
这里，迎接着八方游客的到来。如果想要观
赏娇艳绽放的山茶花，可在山茶花盛开的2
月至4月来此游玩。沿着散步路前行，“暗绿
绣眼鸟梦想中的庭院”悄然跃入眼帘，这里
建有可爱十足的拍照区，可来此拍照留念。
韩国第一座、亚洲第四座跨海缆车也是值
得一去的地方。丽水海上缆车连接着突山公
园和紫山公园，全长约1.5km, 单程约需13分
钟。两端的缆车站周边都分布着众多景点，
大众交通也十分便利，无需搭乘缆车往返。
海上缆车共有35个普通车厢和15个箱底为
透明钢化玻璃的水晶车厢，一直开放至晚上
9~10点，游客也可乘坐缆车观赏丽水美丽的
夜海。
如果想眺望丽水的夜海，不妨前往突山公
园，在此还能欣赏到色彩绚丽的突山大桥。
上世纪80年代，为了将丽水的陆地与突山岛
连接在一起，修建了这座大桥。来到丽水旅
游，一定要走一次突山大桥。桥梁主塔呈“A”
字形，每当夜幕降临，大桥就会穿上由50种

颜色的灯光组成的绚丽外衣，灯光璀璨，夜
景美如画。在突山大桥竣工纪念塔旁边设有
瞭望台，这里也是一大拍照胜地。
梧桐岛 地址 全罗南道丽水市梧桐岛路222  
丽水海上缆车 突山缆车站 地址 全罗南道丽水市突山路3600-1  
丽水海上缆车 紫山缆车站 地址 全南丽水市梧桐岛路116(在丽水
市梧桐岛公营停车场11楼乘坐)  
突山公园 地址 全南丽水市突山邑牛头里山1

麗水の旅の必須コースといえば梧桐島。閑
麗海上国立公園がはじまる地点だ。かつて、
桐が多かったことや、島の形が桐の葉に似て
いることから、梧桐島との名がついた。高麗
末期、恭愍王が桐をすべて切るよう命じたと
の伝説があるが、このためなのか、現在、梧
桐島に桐はなく、かわりに椿が約3000本植
わっている。満開の椿の花を見るなら、2月
から4月ごろに訪れよう。散策路には「メジ
ロが夢見る庭園」と名付けられたすてきな
空間がある。フォトゾーンも設置されている
ので、記念撮影をするのもおすすめ。
韓国初、アジアでは4番目に設立された、海
上ケーブルカーにもぜひ乗ってみたい。石山
公園と紫山公園を結ぶもので、海上を通過

짝 핀 동백꽃을 구경하고 싶다면 동백꽃 개화 시
기인 2월부터 4월 사이에 방문하자. 산책로를 따
라 오르다 보면 ‘동박새 꿈꾸는 정원’이 나오는
데, 귀여운 포토존이 꾸며져 있어 인증샷을 남기
기 좋다.
국내 최초,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설립된 바다 
위를 지나는 케이블카도 놓치지 말자. 여수해상
케이블카는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잇는데, 길
이는 약 1.5km, 편도로 13분 정도 걸린다. 양쪽 
탑승장 근처에 볼거리와 대중교통 수단이 충분
해 꼭 왕복으로 오갈 필요도 없다. 일반 캐빈 35
대와 바닥이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된 크리스탈 캐
빈 15대가 운영된다. 밤 9~10시까지 운영되니 케
이블카를 타고 여수 밤바다를 감상하기도 좋다.
여수의 밤바다를 전망하고 싶다면 돌산공원에 

する。長さは約1.5キロ、片道の所要時間は
13分ほど。一般的なキャビン35台に加え、夜
9～10時までは、底がガラス張りになったク
リスタルキャビン15台も運営され、麗水の夜
の海を鑑賞することができる。ケーブルカー
の乗り場付近は見どころ豊富で、公共の交
通機関も充実しているので、必ずしも復路も
ケーブカーを利用する必要はない。
夜の海を見るなら、華やかにライティングさ
れた突山大橋が一望できる、石山公園を訪
れよう。突山大橋は、1980年代に麗水と突
山島の間に架けられたもの。麗水旅行中、
一度は必ず渡る橋だ。A字の形をした塔は、
夜になると50種類の光を駆使してライトアッ
プされ、素敵な姿になる。フォトポイントは
突山大橋竣工記念塔近くの展望台だ。
梧桐島 住所 全羅南道麗水市梧桐島路222  
麗水海上ケーブルカー石山乗り場  
住所 全羅南道麗水市石山路3600-1  
麗水海上ケーブルカー紫山乗り場 住所 全羅南道麗水市梧桐島路
116(麗水市梧桐島公営駐車場11階から移動)  
石山公園 住所 全羅南道麗水市突山邑右斗里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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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공 번식에 성공했다.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아찔한 인생샷을 남기고 
싶다면, 돌산도에 있는 여수예술랜드로 향하자. 
‘미디어아트 조각공원 풍경’에 인스타그램 명소
가 모여 있다. 거대한 팔 모양의 전망대 ‘마이다
스의 손’과 하늘 위에 떠올라 그네를 타는 ‘익스
트림 공중 그네 스윙’은 스릴 넘치는 포토 스폿. 
공중에 설치된 구름다리를 건너는 스카이워크
도 놓치지 말자. 집라인을 타고 출발 지점으로 되
돌아올 수 있다. 여수예술랜드의 또 다른 공간에
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트릭아트 뮤지엄 ‘AR 3D 트
릭아트 뮤지엄 소설’도 있다.
국내에서 패러글라이딩은 대부분 산악 지대에
서 즐긴다. 산에 올라 들판만 바라보는 게 아닌 
하늘과 산, 바다 전망까지 한꺼번에 만끽하고 싶
다면 여수 유일의 패러글라이딩 업체 ‘여수 국가
대표 패러글라이딩’을 추천한다. 예약은 필수. 패

해양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2012년 개장한 아쿠아플라넷 여수. 카우노즈레
이(가오리), 블랙팁샤크, 물범, 바다사자, 벨루가
(흰고래), 아프리카펭귄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헤엄치는 수중 터널과 수조 전시관에서 멋진 기
념사진을 남겨보자. 메인 수조에서는 ‘아쿠아판
타지쇼’ 공연과 아쿠아리스트가 먹이를 주는 ‘메
인피딩’ 쇼, 생태설명회가 매일 펼쳐진다. 아쿠
아플라넷 여수는 바다거북 종 보전 연구에도 힘
쓰고 있는데, 지난 12월에는 매부리바다거북의  

러글라이딩에 매달려 하
늘을 나는 동안 강사의 안내에 따라 
재미난 포즈를 따라해 보고 사진과 동
영상을 남겨보자.
아쿠아플라넷 여수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61-11  
여수예술랜드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길 142-1  
여수 국가대표 패러글라이딩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225

为了广泛宣传海洋文化的价值，2012年建成
了丽水水上星球。游客可在大西洋牛鼻鲼
(鳐鱼)、黑边鳍真鲨、海豹、海狮、白鲸、非
洲企鹅等各类海洋生物肆意畅游的水下隧
道和水族馆中拍照留念，记录精彩的瞬间。
主水族箱中的“水上奇幻秀”演出、给海洋生
物们喂食的“喂食”秀和生态说明会每天定
期上演。丽水水上星球还致力于开展海龟物
种保护研究。去年12月，通过人工繁殖的方

保全研究にも力を入れており、去る12月に
は、タイマイの2次人工繁殖に成功した。
麗水の海をバックに素敵な写真を撮るな
ら、突山島に位置する麗水芸術ランドがお
すすめ。中でも、大きな手の形をした展望
台「マイダスの手」や、空高くに設置された
「エクストリーム空中ブランコスイング」が
あるメディアアート彫刻公園は、インスタ映
えスポットとして、話題になっている。また、
空中に設置された橋「スカイウォーク」にも
必ず立ち寄りたい。帰りはジップラインに乗
って、出発した地点まで戻ってくることがで
きる。このほか、韓国最大規模のAR 3Dトリ
ックアートミュージアム「小説」もあり、麗
水芸術ランドには、楽しめるスポットが目白
押しだ。
アクティブなレジャーを満喫するなら、パラ
グライダーがおすすめ。通常、パラグライダ
ーが体験できるのは山が多いが、「麗水国
家代表パラグライディング」では、空や山、
海までもが一望できる場所で、パラグライ
ダー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空を飛んでいる
間、インストラクターが写真や動画を撮影し
てくれるのもうれしい。なお、パラグライダ
ー体験は事前予約が必要。
アクアプラネット麗水 住所 全羅南道麗水市梧桐島路61-11  
麗水芸術ランド 住所 全羅南道麗水市突山邑ムスルモッキル142-1  
麗水国家代表パラグライディング 住所 全羅南道麗水市望洋路
225

여수 액티비티 여행
丽水运动休闲游
麗水アクティビティー旅行

式，第二次成功繁育出玳瑁。
如果想在丽水大海的衬托下，留下一张精彩
的人生照片，可前往位于突山岛上的丽水艺
术乐园。“传媒艺术雕刻公园风景”汇聚了众
多备受IG推崇的名胜。形似一只巨大手臂的
瞭望台“点金手”和坐着秋千在空中飞来荡去
的“极限空中秋千”都是惊险刺激的最佳拍照
地。穿越架设在半空中的天桥的天空步道也
非常值得一去，游客还可乘坐高空飞索返回
起点。在丽水艺术乐园的另一区域，建有韩
国规模最大的幻觉艺术博物馆“AR 3D幻觉
艺术博物馆小说”。
在韩国可搭乘滑翔伞的地方大都位于山岳
地带。如果您希望从山上不仅能眺望到田
野，还可欣赏到高山和大海的美景，推荐您
前往丽水独一无二的滑翔伞公司——“丽水
国家代表滑翔伞”。来此需提前预约。游客可

乘坐滑翔伞在空中自由翱翔，随着教练的指
引，摆出各种妙趣横生的姿势，拍下有趣的
照片和视频。
丽水水上星球 地址 全罗南道丽水市梧桐岛路61-11  
丽水艺术乐园 地址 全罗南道丽水市突山邑Musulmok路142-1  
丽水国家代表滑翔伞 地址 全罗南道丽水市望洋路225

海洋文化の価値を多くの人に知らせるため、
2012年に開場したアクアプラネット麗水。ク
ロガネウシバナトビエイ (エイ)、カマストガ
リザメ、アザラシ、アシカ、ベルーガ（シロイ
ルカ)、ケープペンギンなど、さまざまな海洋
生物が泳ぐ水中トンネルや水槽があり、素
敵な写真が撮れる場所としても有名。メイ
ンの水槽では「アクアファンタジーショー」
や、飼育員がエサを与える「メインフィーディ
ングショー」、生態説明会などが、毎日開催
されている。アクアプラネット麗水は、海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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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세련된 여수식 백반을 맛보고 싶다면 ‘길언
니’를 추천한다. 길씨 성의 세 남매가 오손도손 
꾸려가는 곳. 지난 12월 7월에 오픈,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됐지만 벌써 여수 핫플로 떠올랐다. 세 
남매 중 별명이 ‘길언니’인 둘째가 주방을 책임지
고, 젊은 감각을 더한 여수식 백반을 선보인다. 
주메뉴는 새우장과 양념게장, 보쌈. 게장을 못 먹
는 지인과 방문해도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여수 시내에서 멀리 가지 않고 전망이 탁 트인 카
페에 앉아 전시도 감상하고, 전문 DJ가 고른 음
악도 감상하고 싶다면 고소동 천사벽화마을에 
자리한 오션뷰 카페 ‘와이드 커피 스탠드’로 향하

Calm酒店绝对是您最佳的
选择。Sono Calm是由大
明索诺集团创建的高端酒店
品牌，这里交通便利，距KTX丽水
EXPO站仅五分钟车程，步行至梧桐岛入口
和丽水海上缆车的紫山缆车站仅需3分钟。
由于地理位置十分优越，深受商务客人和游
客的青睐。酒店共有311间客房，每间客房都
能观赏到以美丽著称的丽水海景。
吉姐姐 地址 全南丽水市李舜臣广场路189  
WYD COFFEE STAND 地址 全罗南道丽水市姑苏3路64  
丽水Sono Calm 地址 全罗南道丽水市梧桐岛路111

麗水でおしゃれな韓定食を味わいたいなら、
「キルオンニ」へ行こう。「キル」を名字に持
つ３兄妹が、仲良く経営するレストランだ。昨
年12月7月にオープンしたばかりだが、すでに
麗水のホットプレイスになっている。３人のう
ち、「キルオンニ」との愛称で親しまれている
２番目がシェフをつとめ、味も見た目もいい
麗水式韓定食を作っている。メインメニュー
は海老の醤油漬け、蟹の辛ダレ漬け。絶品の
茹で豚もあるので、海鮮が苦手な人とも一緒
に訪れることができる。
麗水市内から近い「姑蘇洞の天使壁画村」
に位置するオーシャンビューカフェ「ワイドコ
ーヒースタンド」では、海を眺めながらコーヒ
ーが飲め、さらには展示を観賞したり、DJに
よる音楽を楽しんだりすることもできる。「ワ
イド（WYD）」とは「What are You Doing?（カ
フェへ行って何する？）」の略。カフェでお茶
を飲む以外にも、さまざまなカルチャーの楽
しみ方を提案している。ここで扱うコーヒー
はすべて、ホンジュラスとブラジルの豆をブレ
ンディングしたもの。香高く、ほんのり酸味
がある深い味わいコーヒーがいただける。
麗水で安らぎのひとときを過ごすなら、ホテ
ルソノカム麗水がおすすめ。ソノカムは、テミ
ョンソノグループのラグジュアリーホテルブラ
ンドで、KTXが停車する麗水EXPO駅から、
車で5分の距離に位置している。梧桐島の入
口や、麗水海上ケーブルカー紫山乗り場から
は、徒歩3分と立地がいいため、ビジネス客、
観光客ともに好まれている。311客室あり、
全客室で美しいとされる麗水の海を見るこ
とができる。

キルオンニ 住所 全羅南道麗水市李舜臣広場路189  
ワイドコーヒースタンド 住所 全羅南道麗水市姑蘇3ギル64  

ソノカム麗水 住所 全羅南道麗水梧桐島路111

자. ‘WYD(와이드)’는 ‘What are You Doing?’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카페 가서 뭐 할래?”라고 
물으며 손님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안하겠
다는 의미. 모든 커피 메뉴에는 온두라스와 브라
질 원두를 블렌딩한 빈을 사용해 묵직한 보디감
과 고소한 풍미, 적당한 산미를 느낄 수 있다.
여수에서 하룻밤, 아니 그 이상을 편안하게 쉬어
갈 호텔을 찾는다면, 단연 소노캄 여수를 추천한
다. 소노캄은 대명소노그룹의 럭셔리 호텔 브랜
드로, KTX가 정차하는 여수EXPO역에서 차로  
5분 거리, 오동도 입구와 여수해상케이블카 자산 
탑승장까지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지리적 이
점으로 비즈니스 고객과 여행객에게 두루 사랑
받는 호텔이다. 총 311개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 객실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여수 바다를 
볼 수 있다. 
길언니 주소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89  
와이드 커피 스탠드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3길 64  
소노캄 여수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111

여수에서 
먹고 마시고 쉬기
吃喝玩乐在丽水
麗水のグルメ、カフェ、ホテル

如果想品尝美味可口的丽水式米饭，推荐您
前往“吉姐姐”饭店。这里由吉姓三兄妹共同
经营。去年12月7日开业，短短一个多月的时
间，就已经在丽水远近闻名。三兄妹中的老
二绰号“吉姐姐”，她负责厨房的工作，这里
推出了融入年轻元素的丽水式米饭。招牌菜
为虾酱、韩式香辣蟹和菜包肉。即使与不能
吃螃蟹的朋友来此，也可愉快地进餐。
在距丽水市内不远的地方，有一家风景绝佳
的咖啡馆，来此可观赏展览，还能聆听到由
专业DJ带来的音乐，这家咖啡馆名为“WYD 
COFFEE STAND”，位于姑苏洞天使壁画村，
是一家海景咖啡馆。“WYD”取自“What are 
You Doing?”的首位字母，带有询问顾客“来
咖啡馆做什么?”并向其推荐各种文化活动之
意。所有咖啡饮品均采用将洪都拉斯和巴西
原豆混合在一起的咖啡豆，口感醇厚，味道
香浓，酸味适中。
如果想要寻找到一家可在丽水度过舒适的
夜晚，尽享惬意休憩时光的酒店，丽水S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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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플레이스 3 
冬季約會熱點 3

투명한 유리 천장으로 햇빛이 쏟아져 내린다. 초록 식물도 행복하다는 듯 봄을 재촉한다. 
움츠러든 어깨가 활짝 펴지고, 꽁꽁 언 마음도 사르르 녹는다.
에디터 심민아 사진 오충근

阳光透过玻璃屋顶温柔地洒进来。葱茏的植物们摇曳着幸福的枝叶呼唤着春天。
让你瑟缩的肩膀豁然舒展，令你冰冷的心渐渐融化。
编辑 沈民儿 摄影 吴忠根

HO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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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비루개길 219-88 전화 031-841-7612 운영시간 13:00~23:00 매주 화‧수요일 휴무(공휴일 제외)

地址 京畿道南杨州市别内面龙岩Birugae街219-88 电话 031-841-7612 开放时间 13:00～23:00 ; 每周二、三休息（节假日除外）비루개

깊은 산속 식물 카페 비루개
기하학적인 유리 구조물로 이루어진 식물 카페 비루개는 추위에 언 몸
을 꼭 안아주듯 따스한 온기로 가득하다. 1층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돌계
단을 따라 온실로 향했다. 층고가 높은 2층 복층 구조로, 온실 안은 이미 
사람 반, 식물 반이다. 봄 소풍을 나온 듯 다들 상기된 분위기. 유리 천장
을 통해 햇살이 구석구석 퍼지는데,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채광이 훌
륭하다. 햇빛이 눈을 찌를 수 있어 천장 곳곳에 흰 천을 드리웠다. 은은한 
자연 조명, 싱그러운 풀잎 향에 기분이 한껏 좋아진다. 좌석은 입식과 좌
식으로 나뉘는데, 어디에 앉아도 힐링되는 기분이다. 통유리 너머로 산
이 병풍처럼 펼쳐져 가슴이 탁 트인다. 가장 인기 있는 자리는그물로 짠 

해먹 좌석. 2명이 누워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하다. 좌석이 2개뿐이라 
예약은 필수,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곳곳에 나무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어디에서든 포토제닉한 사진을 건질 수 있다. 바닥에 깔
린 카펫은 녹색 잔디를 연상케 한다. 의자 모양도 제각각. 동심을 자극하
는 그네 의자부터 천장에 매달린 동그란 투명 의자, 편안한 캠핑 의자, 로
맨틱한 라탄 의자까지 맘에 드는 의자에 앉아 한숨 돌리기 좋다. 온실 안
엔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평상처럼 디자인된 편안한 테이블에서 보드게
임을 하거나 야외에서 대형 체스를 즐겨도 좋다.

深山中的植物咖啡馆 Birugae
几何立体造型的玻璃温室充满温情，轻轻包容着来访者冻僵的
身体。在一层点好咖啡后，顺着石阶前往温室。室内为双层复式
结构，每层的挑高都很高，人与植物交织在一起，大家的脸上都
洋溢着郊游的笑颜。阳光透过玻璃屋顶洒进温室的各个角落，
采光好得完全不需要其他灯光。天花板上还悬挂着雪白的布幔
以防阳光过于刺眼。柔柔的自然光，清新的草木香，心情一下就
好了起来。座位分桌椅与席地两种，不管坐在哪里，都能获得
确确实实的治愈。从通体玻璃窗向外望，绵延的山峦如同屏障，
辽阔的美景令人豁然开朗。最抢手的座位要数网式吊床，结实

得一次躺两个人也不在话下。席地的单间只有两个，必须事先预
约，而且只能占用1个小时。温室内到处都是繁茂的树木与晶莹
的花草，随便一拍就是专业大片。铺在地板上的地毯也如草坪
般翠绿葱茏。椅子的造型五花八门，有充满童心的秋千椅、也有
悬挂在天花板上的透明圆球椅、还有舒适的露营椅和浪漫的草
编椅，尽可根据自己的喜好随意选择。温室内的娱乐项目也不
少，可以在如同平床般的桌子上玩各种桌上游戏，也可以在室外
来一盘大型国际象棋。

[ Birug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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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전화 02-2104-9786 운영시간 12~3월 09:00~17:00(입장 마감 16:00), 4~11월 09:00~18:00(17:00 입장 마감) 월요일 휴관 홈페이지 http://botanicpark.seoul.go.kr

地址 首尔特别市江西区麻谷洞路161 电话 02-2104-9786 开放时间 12～3月09:00～17:00(入场截至16:00) ;  4～11月09:00～18:00(入场截至17:00) ; 周一休息 网址 http://botanicpark.seoul.go.kr서울식물원 [ 首尔植物园 ]

12개 도시 식물을 만나다 서울식물원
교외에서 보던 식물원을 이제 서울 도심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마곡도시개발지구에 있는 서울식물원이 임시 개방한 것. 면적은 50만 
4000㎡로 축구장 70배 크기, 여의도공원 2.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
다. 서울식물원은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 등 4개 구역으로 구분, 주
제원 안에 온실이 있다. 온통 유리로 둘러싸인 오목한 그릇 형태의 온실로 식
물원 입구에서부터 주목을 끈다. 서울식물원의 하이라이트인 온실은 높이 
25m, 직경 100m로, 열대와 지중해 12개 도시에 서식하는 식물을 선보이고 
있다. 천장은 빛 투과율이 높은 신소재 특수 비닐로 돼 있어 햇볕이 그대로 
쏟아진다. 온실에 들어서자마자 안경에 김이 서리고 외투를 벗어야 할 정도
로 따뜻하다. 온실은 지중해관과 열대관으로 나뉘는데, 지중해관에 들어서

자 <어린왕자>에 등장하는 ‘생명의 나무’ 바오밥나무가 손을 들어 인사를 건
넨다. 천장을 오가는 알록달록한 열기구는 동심을 자극하기에 그만. 세계 각
지의 수목으로 우거진 지중해관에선 오솔길을 걸으며 희귀 식물을 알아가
는 재미가 있다. 바르셀로나, 샌프란시스코, 로마, 타슈켄트, 아테네, 퍼스, 이
스탄불, 케이프타운 등 지중해 도시에서 서식하는 식물을 두루 만날 수 있다. 
로마 스타일의 미니 정원에는 ‘정원사의 방’이 마련돼 있다. 아기자기한 가드
닝 소품과 원예 관련 서적, 식물과 곤충의 표본 등이 눈을 즐겁게 한다. 열대
관은 27℃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청아한 새소리와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니 열대우림에 와 있는 기분이다. 열대관의 백미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걸어 다니는 ‘스카이워크’. 다양한 각도에서 식물을 내려다볼 수 있어 인기다. 

邂逅十二座城市之绿 首尔植物园
郊外才有的植物园如今在首尔的市中心也能看到了。建于麻谷
城市开发地区内的首尔植物园于开放。植物园总占地面积50.4
万平方米，相当于70个足球场，是汝矣岛公园的2.2倍，规模相当
可观。园内分为开放林、主题园、湖水园和湿地园等四大区域，
而温室就位于主题园内。玻璃温室仿佛一只圆圆的深碗，从植物
园入口处即可一眼望见。温室高25米，直径达100米，囊括了来
自热带及地中海等世界12座城市的各种植物。温室的顶棚覆盖
着采光率极好的新型覆膜，温暖的阳光无所保留地照射进来。
刚走进温室，就被暖暖的气息所包围，人们忙着擦拭眼镜上的
哈气或是脱掉外套。室内分为地中海馆和热带馆两大部分。地中

海馆里生长着《小王子》 中的“生命之树”即猴面包树。天花板上
悠来悠去的五彩热气球让人们重新回归童年的世界。走在草木
茂盛的小路上，与各种珍稀植物不期而遇，不失为别样的乐趣。
巴塞罗那、圣佛朗西斯科、罗马、塔什干、雅典、珀斯、伊斯坦布
尔、开普敦等地中海城市的植物在这里错综交织，还特别布置了
名为“园丁秘密之家”的罗马风格迷你庭院，小巧玲珑的花园饰
品、园艺书籍和昆虫标本赏心悦目。热带馆保持27℃的常温，清
丽的鸟鸣与畅快的流水声令人如同置身于热带雨林之中。热带
馆还有一大趣事，那就是连接在树木与树木之间的空中栈道，可
以从各个不同的角度全方位欣赏植物的美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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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1942 [ BOAN1942 ]
주소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33 전화 02-720-8409 운영시간 33마켓 수~일요일 12:00~19:00 보안책방 화~금요일 12:00~20:00, 토‧일요일 12:00~19:00 홈페이지 www.boan1942.com

地址 首尔特别市钟路区孝子路33 电话 02-720-840 营业时间 33市场周一～日12:00～19:00 ; 宝安书店周二～五12:00～20:00, 周六、日12:00～19:00 网址 www.boan1942.com

도심 속 쉼터 보안 1942 
1940년대 정취를 그대로 품고 있는 보안여관은 통의동을 대표하는 핫플레이
스다. 시인 서정주와 김동리가 최초의 문학 동인지를 만들고, 화가 이중섭과 시
인 이상이 자주 드나들던 곳이기도 하다. 문학계 거장들의 아지트였던 보안여
관은 2004년에 문을 닫았지만, 2009년 기존 이름을 내걸고 갤러리로 다시 태
어났다. 경복궁역에 내려 담장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주변 분위기와 
이질적인 보안여관의 허름한 건물이 눈에 띈다. 건물 자체가 작품인 듯한 이곳
은 ‘아트 스페이스 보안 1’이라는 이름의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 안으로 들어
서면 옛 여관의 모습을 간직한 풍경이 펼쳐진다. 시즌별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여관 방이던 공간에 작품이 전시된다. 바로 옆에는 기존 건물과 다른 
듯 닮은 새 건물이 아트 스페이스 보안1과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다. 2017년 오
픈한 신관 ‘보안 1942’.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카페와 숍, 
서점, 게스트하우스까지 알차게 들어선 복합문화공간이다. 1층에는 카페와 숍
으로 운영 중인 33마켓이 자리한다. 차분한 감성이 돋보이는 내부도 좋지만 야
외에 마련된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터앉아 보자. 고즈넉하고 단아한 담장길 풍
경을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즐길 수 있다. 2층에 올라가면 보안 책방이 나타난
다. 책이 전시 작품처럼 진열돼 있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闹市中的净土 宝安旅馆 BOAN1942
宝安旅馆仿佛将时光定格在上世纪40年代。这里可谓是首尔通义洞
的热点之地，诗人徐亭柱与金东里创刊的韩国首部文学同仁杂志在
这里诞生，画家李仲燮与诗人李箱也曾经常在这里露面。宝安旅馆曾
经是韩国文学界的秘密基地，虽然在2004年关张停业，但是2009年
又作为艺廊重新敞开大门，而且依旧沿用“宝安”旧名，起名为“艺术空
间宝安1”。在地铁景福宫站下车后，沿着矮墙走不多久，就能看到与
周边环境大相径庭的宝安旅馆老房子。房子本身俨然就是一部艺术
作品，室内则完好保存着旅馆的旧时面貌。艺廊每一季都推出丰富多

彩的艺术作品，陈列在曾经的客房内。老房子旁边是一座新楼，与老
楼之间有天桥相连。新楼是2017年开始营业的“宝安1942”，从地下2
层至地上4层，集咖啡馆、商店、书店和青旅于一体，是一座综合文化
场所。一层的“33市场”将咖啡馆与商店合二为一，沉稳的室内自然惬
意，露天的椅子则更加自在。捧一杯热茶，有一搭无一搭地望着古香
古色矮墙路上的人来人往，别有一番情调。走上2层就进入书店，店中
图书仿佛美术作品般巧妙陈列，逛起来轻松舒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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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Selection <AB-ROAD>가 추천하는 고품격 호텔 & 리조트

2020년 풍성한 ‘흰 쥐띠 해’  
졸업생·입학생은 50% 할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호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와인 
따스하게 즐기는 겨울 호캉스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여가와 문화생활 맘껏 즐기자 
소노캄 고양 ‘30 hours Staycation’
소노캄 고양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호텔이 풍요를 상징하는 ‘흰 쥐띠 해’를 기념
해 풍성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호텔 내 테이블32 레스토랑에서는 2020년
도 졸업생 및 입학생에게 런치 또는 디너 뷔페 이용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
한다. 해당 프로모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졸업생 또는 
입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테이블32에서 런치 
뷔페 또는 디너 뷔페 이용 시 2월 한 달 동안 객실을 파격적인 특가에 제공한
다. 슈페리어 객실 한정으로 가격은 9만 원(세금 10% 별도), 예약은 유선(T. 02-
6905-9500)으로 가능하며, 입실 시 테이블32 뷔페를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해
야 된다. 이 밖에 꽝 없는 럭키 드로우 이벤트가 제공되는 호캉스 패키지 ‘Play 
Roulette, Stay Lucky’도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02-6905-9500 홈페이지 www.marriott.co.kr/selfu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이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추운 겨울을 따
스하게 보낼 수 있는 ‘와인 뷔페 패키지’를 선보인다. 2020년 2월 29일까지 진
행되는 패키지로 프리미어 객실 1박과 호텔 3층에 위치한 ‘비스트로 870’의 디
너 와인 뷔페 2인 이용권이 포함된다. ‘비스트로 870’ 와인 뷔페에서는 레드 와
인, 화이트 와인, 뱅쇼, 맥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안주 겸 식사로 다양한 
음식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패키지 가격은 13만 원(10% 세금 별도)부터. 한편 
국내 최초의 페어필드 브랜드 호텔인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은 도보 10
분 거리에 2개의 지하철이 지나 명동, 이태원 등 번화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문의 02-2108-9000 홈페이지  www.marriott.com/selfi

소노캄 고양이 최장 30시간 동안 호텔에서 지내며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30 hours Staycation(30시간 스테이케이션)’ 패키지를 선보인다. 2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패키지는 투숙 첫날 오후 12시에 체크인해서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30시간 동안 여유롭게 호텔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하며 편
히 쉴 수 있다. 슈페리어 객실 1박과 브런치, 부대시설 이용이 포함된 이번 패키
지의 가장 매력적인 혜택은 와인 뷔페와 럭셔리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베이커리 및 음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커다란 창 너머로 도심 일
몰을 바라보며 여유롭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룸 업
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식당 죽림과 뷔페 레스토랑 셰프스키친 이용 
시에도 10% 할인된다. 가격은 2인 기준 25만 원부터다.
문의 1588-4888 홈페이지 www.sonohotelsresorts.com

히든베이 호텔 여수가 가족과 함께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
는 ‘오마이키즈 패키지(OH MY KIDS PACKAGE)’를 선보인다. 디럭스 더블 
객실(2인 기준) 또는 온돌베드 객실(2인 기준), 디럭스 트윈(3인 기준)에 키즈
세트, 키즈텐트, 미니바(음료 및 스낵류)가 제공된다. 주중(일~목요일) 투숙 
시 레이트 체크아웃 13시까지 추가로 제공된다. 가격은 19만 1000원부터다. 
문의 061-680-3000 홈페이지 www.hiddenbay.co.kr

가족과 함께 여유 만끽 
오마이키즈 패키지
히든베이호텔 여수

호텔 난타는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한라산의 신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
는 4성급 호텔로 한라산 등반에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한다. 모던한 인테리
어와 고급 침구로 여유로운 휴식에 최적화돼 있다. 또한 가족 모임, 고품격 
웨딩, 국제회의 등 대규모 행사에 적합한 연회장과 극장 시설도 갖추고 있다.
문의 064-727-0602 홈페이지 www.hotelnanta.com

한라산 등반에 최적화 
여유로운 휴식이 필요할 때
호텔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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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지루할 틈이 없다! JJ 펀 서비스
제주항공 기내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이벤트! 여행의 즐거움을 200% 높여줄 JJ 펀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2 February
56	 제주항공 뉴스 JEJU air News 

60	 노선도 JEJU air Route Map 

61	 연혁 History of JEJU air 

62	 수하물 규정 Baggage Rules 

64	 라운지 인포메이션 Lounge Information 

65	 스마트 컨슈머 Smart Consumer 	

	 항공기 소개 B737-800NG Information

66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안내 Terminal Guide 

68	 리프레시 포인트 Refresh Point 

69	 	출입국 신고서 Entry · Exit Declaration Form

풍선의 달인 
풍선으로 이걸 만들 수 있다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풍선을 만들어 
드립니다. 

하늘리포터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늘길을 소개해 드립니다. 

헬로재팬
일본어로 진행하는 재미있는 펀 

서비스의 세계. 다 함께 귀를 쫑긋! 

ハロージャパン
日本語で行われる楽しいファ

ンサービスの世界。皆さんご注目を!

니캉내캉
부산 출발 국제선에서 JJ팀의  

펀 서비스를 즐겨보세요. 

딴따라
기내에서 펼쳐지는 음악 콘서트! 
우쿨렐레의 경쾌한 리듬에 취해 

보세요.

루주
기내 메이크업과 피부 톤에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보세요. 

매직유랑단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마술쇼를 

경험해 보세요. 

쇼미더 게임 
다채로운 기내 게임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연애조작단
기내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리마인드 웨딩 이벤트로 사랑을 
나눠요.

운빨로맨스
신비로운 타로점 이벤트로 여행의 

설렘을 느껴보세요. 

일러스타
나와 똑 닮은 캐리커처와 아름다운 

손글씨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JJ펀 서비스 
비행 신청 방법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아래의 

QR 코드 촬영 ⇨ 링크 접속 ⇨  
신청서 작성 ⇨ 완료

※ 팀별 이벤트 노선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분기별 운용).

제주항공스쿨어택 이벤트

매년 수학여행 시즌(4~6월, 
9~11월)에 제주항공을 이용,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추억을 
선사해 드립니다.

기내 펀 서비스 
활동이 궁금하다면, 
공식 인스타그램 
jj_team_crew로 
놀러오세요.

사내 모델 이재인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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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3
일 제주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
사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

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①자금 투입을 통한 이스타항공 재무
구조 개선 ②양사 간 시너지 창출 ③안전운항체
계의 공동 업그레이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금 투입을 통한 
이스타항공 재무구조 개선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률은 47.9% 수준이었으
나, 올해 시장 부진으로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
됐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황
에 대한 조치로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양
해각서 체결 직후 이행보증금 115억원을 이스타
홀딩스에 지급했고, 이스타홀딩스는 이 중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전환사채(CB) 매입에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운영자금으로 수혈했다.
실사를 통해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국토부, 공
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완료돼 주식매매
거래가 종결되면, 곧바로 이스타항공의 부채 비

율을 업계 평균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제주
항공의 지난 3분기 기준 단기 금융자산을 포함
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약 3000억원 이
상으로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다.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제주항공과 이
스타항공 양사 간 시너지 창출이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6개, 국제선 82개로 총 88개의 노선, 이
스타항공은 국내선 5개, 국제선 34개로 총 39
개의 노선을 운영 중이며, 기단은 각각 45대와 
23대로 총 68대가 된다.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지난 3분기를 기준으로 국내선 24.8%, 
국제선 19.5%로 상위 사업자들을 상회하거나 
대등한 수준이 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보유 노선을 활용
해 비인기/중복 노선에 한해 코드셰어 등을 통
한 노선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특화 노선, 인기 노선 공급을 늘릴 계
획이다. 또 동일 노선에 대해서는 공항 지점 및 
인력 운영, 공항 발권 카운터 확대 및 탄력 운
영, 항공기 정비 인력 지원 및 파트 셰어링(Part 
Sharing ) 등으로 규모의 경제 이점을 적극 활

용할 계획이다.
여객탑승률(L/F) 등의 조절을 통한 노선 경쟁력
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 및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마지막은 안전운
항체계의 공동 업그레이드다. 양사는 운항안전 
및 운항기술 등 교육 프로그램과 모의비행장치
(SIM), VR 훈련 등 선진적인 승무원 훈련체계를 
공유하는 등 양사의 안전 관련 훈련 시스템 고
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넓어진 전문 인력 풀을 활용해 운항‧객
실‧정비 등 인력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주
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안전운항체계를 고도화
해 양사가 동시에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
라, 인천공항 라운지, 상용고객우대제도 등 고객 
서비스 측면에 다양한 제도를 공유해 소비자 편
익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항공사업자 간 국내 최초의 기업결
합 형태인 이번 기회를 통해 여객점유율을 확대
하고, LCC 사업모델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제
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양사의 경쟁력 제고에 힘
쓸 계획이다.

국내 최초 
항공사 간 기업결합 
이스타항공과  
시너지 극대화 추구

관광휴양의 메카, 골드코스트

지 난 해  1 2 월
8 일부 터  젯스
타 에 어 웨이 즈 
(JETSTAR Air 
ways‧이하 젯스

타)와 공동운항(Code Share)으로 인천~호주 
골드코스트 노선의 비행편 운항을 시작했다. 
인천~골드코스트 노선은 주 3회(수‧금‧일요
일) 일정으로 오후 22시 15분(이하 현지시각) 인
천을 출발해 골드코스트에 오전 8시 30분에 도
착하고, 골드코스트에서는 오전 11시 35분에 
출발해 인천에 오후 8시 15분에 도착한다. 이 노
선에는 젯스타의 335석 규모 보잉 787-8 드림라
이너 항공기가 투입된다. 
이번 공동운항을 통해 제주항공은 중단거리 노선 
전략을 펼치는 고유의 사업 모델을 유지하고 장거
리 노선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며 사업 영
역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골드코스트는 아름다운 해변과 빼어난 자연환
경으로 이름이 알려진 휴양지로 서퍼스파라다이
스, 스카이포인트 등 관광 명소로 유명해 전 세계
인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 중 한 곳이다.

Jeju Air Operates Flight 
From Incheon-Gold Coast 

Jeju Air and Australia-based Jetstar 
Airways signed a code share agreement 
for flights from Incheon to Gold Coast, 
Australia, operating three days a week, 
from December 8, 2019.
A  c o d e - s h a r e  a g r e e m e n t  i s  a n 
arrangement where an airliner purchases 
seats from another airliner, and operates 
a flight under a different flight number 
or code in an attempt to expand routes 
and flights. Under the agreement, Jeju Air 
uses a flight code 7C7002, but the flight is 
actually operated by Jetstar. The code-
share flight operation is meaningful in 
that Jeju Air maintains its unique business 
model that offers short to medium-haul 
flights while at the same time makes a 
new attempt to offer long-haul flights, 
embarking on a new expansion of its field 
of business operations. 

Prior to the recent code-share agreement, 
Jeju Air and Jetstar signed an air 
transportation agreement on code-share 
flight operations on May 3, 2019 in Seoul. 
The Incheon-Gold Coast (Australia) 
route operates on three days a week 
(Wednesday, Friday, Sunday), taking off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t 22:15 
(local time, hereinafter the same) and 
landing at Gold Coast Airport at 8:30. The 
flight bound for Incheon takes off at 11:35 
in Gold Coast and arrives in Incheon at 
20:15. Jetstar’s Boeing 787-8 Dreamliner 
which can accommodate 335 passengers 
will be deployed. 
Gold Coast is a beautiful recreational 
spot, widely known for its gorgeous 
coastline and natural landscapes. 
It is one of the most desired travel 
destinations with world-renowned 
tourist attractions including Surfers 
Paradise and SkyPoint. 

젯스타와  
인천~호주 골드코스트 
공동운항 시작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진 골드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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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성수기를 맞아 직원들의 따뜻
한 겨울나기를 위해 정비 본부, 객실 
라운지, 공항 현장 등 곳곳에 호빵 
기계, 전자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호
빵, 구운계란, 어묵 등 다양한 겨울 
간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항공은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과 행복한 여
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미션을 설정
하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며 이용
자들과 행복한 경험을 나누는 조직 
풍토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과 
‘겨울간식’ 나눈다

제주항공이 1월
15일부터 인천
과 김포, 대구, 
무안에서 출발
하는 국제선의 

사전 주문 기내식 메뉴로 ‘풍’s JJ샌드위치’를 
새롭게 선보였다.
풍’s JJ샌드위치는 웹툰 작가이자 요리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풍 작가
가 제주항공과 기내식 메뉴를 개발하기로 한 
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메뉴다.
치아바타빵 사이에 고기와 채소 등 풍성한 
내용물과 상큼한 유자마요 소스를 넣어 김
풍 작가만의 독특한 감성을 듬뿍 담아낸 ‘풍’
s JJ샌드위치’는 풍성한 내용물로 고객의 옷 
손상을 방지하도록 1회용 앞치마도 함께 제
공한다.
풍’s JJ샌드위치는 후쿠오카ᆞ칭다오 등 1시
간 내외의 초단거리 국제선과 괌/사이판, 중
국 출발 한국행 노선 등 일부 노선을 제외한 
국제선에서 사전주문 기내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탑승일 3일 전까지 제주항공 홈페이
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9월 김풍 작가와 기내

김풍 콜라보  
‘풍’s JJ샌드위치’ 
출시

식 메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을 맺었으며 첫 번째 메뉴로 
지난해 10월 대패 삼겹살과 
청경채 등을 활용한 기내식 
‘풍밥’(1만5000원)을 론칭해 기
내식 메뉴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9
일 오전 김포국
제공항에서 상
업 비행을 시작
한  지  2 0 년이 

다 돼가는 항공기(등록부호 HL7780)를 퇴역
시켰다. 이 항공기는 제주항공이 2008년 7월 
두번째로 도입한 보잉 737-800 기종으로 우
리나라 저비용항공 시대의 개막을 본격적으
로 알렸다. 11년여에 걸쳐 제주항공에서 활
약한 이 항공기는 임무 수행을 마무리하고 
임대사 반납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그린우드공항으로 향했다.
항공기의 경우 인가된 안전 기준에 따라 정
해진 기간에 맞춰 정비 작업을 진행하기 때
문에 기령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안전한 임
무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운항체계를 정착시키기 위
해 해당 항공기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B737-800NG 기종 45대를 

기령 20년 임박 
항공기 반납. 
평균 기령 11.1년

제주항공의 ‘고
객지향적 혁신’
을 위한 새로운 
시도 가운데 하
나인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인 ‘뉴 클래스(New Class)’ 
운영 노선을 부산~괌 노선에도 도입했다. 기
존에 이코노미 좌석만 공급되던 해당 노선
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도입해 소비
자의 여정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이로 인해 제주항공은 부산 기점 김포, 일
본(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싱가포르,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다낭), 대양주(괌) 등 8
개 노선에서 뉴 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뉴 클래스’는 기존 189석의 좌석 배치를 
174석으로 줄여 좌석 간격을 늘린 새로운 
형태의 좌석 12석과 기존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162석으로 구성됐다. 12석의 새로운 
좌석은 단순하게 앞뒤 좌석 간격만을 넓히
는 형태가 아니라 복도를 사이에 두고 기존 
‘3-3’ 형태로 배열했던 좌석을 ‘2-2’ 형태로 

부산 기점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대양주로   
뉴 클래스 서비스 확대

바꾸고, 좌석 간격도 현재 30~31인치보다 
넓은 41인치로 늘렸다. 뉴 클래스 좌석을 구
매한 승객에게는 ▲무료수하물 추가(노선
별로 상이) ▲기내식 제공 ▲사전 좌석 지

정 ▲리프레시 포인트 추가 적립 ▲우선 수
속과 탑승 ▲스트리밍 방식 기내 엔터테인
먼트 제공 ▲생활 편의용품 제공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운용하게 됐으며 운용 항공기의 평균 기령은 
11.1년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경년 

항공기’로 분류한 기령 20년 이상의 항공기
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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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Bangkok

싱가포르
Singapore

오사카 Osaka
마쓰야마 Matsuyama

나고야 Nagoya
시즈오카 Shizuoka

도쿄
Tokyo

삿포로
Sapporo

자무쓰
Jiamusi

하얼빈
Harbin

장자제
Zhangjiajie

푸꾸옥
Phu Quoc

옌지
Yanji

난퉁
Nantong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마닐라 
Manila

클락 
Clark

세부 Cebu
보홀 Bohol

후쿠오카
Fukuoka

가고시마
Kagoshima

호찌민
Ho Chi Minh

괌
Guam

하노이
Hanoi

비엔티안
Vientiane

싼야
Sanya

하이커우
Haikou

마카오
Macao

다낭
Da Nang

나트랑(냐짱)
Nha Trang 사이판

Saipan

코타키나발루
Kota Kinabalu

골드코스트
Gold Coast

홍콩
Hong Kong

웨이하이
Weihai

서울(김포)
Seoul(Gimpo)

부산 Busan
대구 Daegu

인천
Incheon옌타이

Yantai
스자좡
Shijiazhuang

베이징
Beijing

치앙마이
Chiang Mai

가오슝
Kaohsiung

타이베이
Taipei

오키나와
Okinawa

제주
Jeju

광주 Gwangju

무안 Muan

청주 Cheongju
칭다오

Qingdao

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JAPAN

CHINA

러시아
RUSSIA

MALAYSI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태국
THAILAND

라오스
LAOS

베트남

말레이시아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VIETNAM

한국
KOREA

PHILIPPINES

제주항공 노선도 ┃ JEJU air Route Map 
50개 도시 88개 노선

New Standard JEJU air History

2005
1월25일 제주항공 창립

8월 정기운송사업 면허 취득(국내선, 국제선) 

2018
9월 제주항공 첫 호텔,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 오픈

11월 B737-800 첫 구매 항공기 도입  
12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운송표준평가제도 

 IOSA 11th Edition 인증  

2020
1월 제주항공 창립 15주년

2019
6월 �인천국제공항 JJ 라운지 오픈
7월 �B737-800 45호기 도입
11월 �인천~푸꾸옥, 인천~보홀 정기노선 취항

M
ap                         History 

2015
11월 코스피(KOSPI) 상장 

2009
3월 국제선 정기노선 취항 (인천-오사카)  

2006
6월 국내선 정기노선 취항 (서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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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무료 휴대 수하물은 1개 
Passengers are allowed to carry one piece of 
hand baggage on board for free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은 1개, 총 중량은 10kg을 넘지 않아야 합
니다. 규격은 가로, 세로, 폭이 55×40×20(cm), 또는 3면의 합 
115(cm) 이하여야 합니다. 1개의 무료 휴대 수하물 외에 추가 수하
물 소지 시엔 반드시 위탁해야 합니다. 탑승구에서 위탁할 경우 별
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Passengers can carry one cabin bag on board. Hand 
baggage can weigh up to 10kg in total, and must not 
exceed 55×40×20 (cm) or a total of 115 linear centimeters. 
Additional carry-on bags must 
be checked. The checked carry-
ons at the boarding gate will 
charge an additional fee. 

Baggage Rules

무료 수하물�Free  Baggage Allowances

항공권 운임 유형�
Air�Fares�Type Fly�Bag+ Fly�Bag Fly Infant�(유아)

국내선
Domestic�Flight

・무게: 20kg 이내
・크기: 3면의 합 203cm 이내
・Weight: up to 20kg
・ Size: up to 203cm (width + height 

+ depth)

・무게 : 15kg 이내
・크기 : 3면의 합 203cm 이내
・Weight: up to 15kg
・ Size: up to 203cm (width + height 

+ depth)

・수하물 없음
・No baggage

・수하물 없음
・No baggage

국제선(괌,�사이판 노선 제외)
International�Flight(except�for�

the�routes�to/from�Guam,�
Saipan)

・무게: 20kg 이내
・크기: 3면의 합 203cm 이내
・Weight: up to 20kg
・ Size: up to 203cm (width + height 

+ depth)

・무게 : 15kg 이내
・크기 : 3면의 합 203cm 이내
・Weight: up to 15kg
・ Size: up to 203cm (width + height 

+ depth)

・수하물 없음
・No baggage

・무게 : 10kg 이내
・크기 : 3면의 합 203cm 이내
      ※ FLY 운임 제외
・Weight: up to 10kg
・ Size: up to 203cm (width + height 

+ depth)
      ※ Except Fly Air Fares

괌,�사이판 노선
Routes�to/from�Guam,�Saipan

・무게 : 각 23kg 이내
・ 크기 : 2개 짐을 합한 3면의 합(가로/

세로/높이 273 cm 이하)
・허용개수 : 2개
・Weight: up to 23kg
・ Size: up to 273 cm(width + height 

+ depth)
・Allowable number of pieces: 2

・무게 : 23kg 이내
・크기 : 3면의 합 203cm 이내
・허용개수 : 1개
・Weight: up to 23kg
・ Size: up to 273 cm(width + height 

+ depth)
・Allowable number of pieces: 1

・수하물 없음
・No baggage

・무게 : 10kg 이내
・크기 : 3면의 합 203cm 이내
・허용개수 : 1개
      ※ FLY 운임 제외
・Weight: up to 10kg
・ Size: up to 203cm (width + height 

+ depth)
・Allowable number of pieces: 1
      ※ Except Fly Air Fares

수하물 규정

Baggage Rules

국내선 수하물 무게 �
초과 시 2,000 원/kg
Overweight baggage 

on domestic flight is charged 2000 won per kilogram
국내선 이용 시, 짐으로 부치는 수하물이 무료 규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1kg 당 2,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Domestic flight passengers will have to pay excess baggage 
fees of 2000KRW per kilogram for the overweight checked 
baggage.

미주 노선(괌, 사이판) 수하물 24~32kg 초과 시 
50USD/50,000KRW
Overweight extra baggage weighing 

more than 24kg and less than 32kg on flights 
to the Americas (Guam, Saipan) is charged at 
50USD/50,000KRW
미주 노선(괌, 사이판) 이용 시, 짐으로 부치
는 수하물이 무료 규정 범위를 24~32kg 초
과할 경우, 50미국달러 또는 한화 5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Passengers with overweight checked-
in baggage heavier than free checked 
baggage allowance of 24~32kg on flights to the Americas 
(Guam, Saipan) will have to pay 50USD/50,000KRW.

100ml(cc) 초과 액체성 물품 기내 반입 금지
Liquids in hand luggage must not exceed 
100ml(cc)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100ml(cc)를 초과하는 용기에 들어 있는 치약, 로션, 헤어젤, 스프
레이 등 액체성 물품을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100ml(cc) 이하 용
기에 들어 있는 치약, 로션, 헤어젤, 스프레이와 같은 액체성 물품

은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단, 투명한 비닐봉
투(크기 20×20(cm) 이하, 용량 1L 이하)에 
넣어 보안검색 요원에게 보여준 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는 1개만 
허용됩니다.
All international air passengers 
departing from the Republic of 

Korea cannot carry liquids in containers of more than 
100ml capacity on a flight, including toothpaste, lotions, 
hair gels, and sprays. Passengers are allowed to carry 
liquids in containers of 100ml or less on board, placed in a 
transparent 1-liter plastic bag measuring around 20×20(cm) 
after showing it to the check-in agent. Passengers can carry 
only one such plastic bag per person on board. 

1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휠체어 등 추가 반입 허용
Portable strollers, baby walkers, wheelchairs 
are allowed on a plane

휴대용 유모차나 휠체어 보행기, 카시트, 이동 아기침대 등은 기내 
반입이가능합니다. 전동 휠체어는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A collapsible stroller, wheelchairs, baby walker, car seat, and 
baby bassinet can be carried on board. 
Electric wheelchairs are not allowed on 
a plane.

3

5

보조 배터리나 전자 담배, 
라이터 등 적발 시 폐기
Portable chargers, 

electronic cigarettes, and lighters will be discarded 
when found
보조 배터리나 전자 담배, 라이터 등은 위탁이 불가하며 기내로 가
져가실 수 있습니다.
Portable chargers, electronic cigarettes, and lighters are not 
consigned and can be carried on board.

7

리튬 배터리 사용 스마트 가방, 수하물 운송 금지 
Smart luggage with lithium batteries not 
allowed to be checked in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일부 스마트 가방의 
경우,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Some smart luggage powered by lithium 
batteries is forbidden to be checked in.  

8

2

10kg 

100ml
(cc)  

4
2,000 원/kg

24~32kg 초과 시 
50USD

위험물 휴대 및 위탁 수하물 운송 금지 
Dangerous items are not permitted to be 
checked in or carried on board

폭발물, 압축 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
을 가져올 수 있는 항공 위험물은 휴대 및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Forbidden substances include explosives, compressed 
gas, flammable materials, corrosives, reactive substances, 
magnetic and radioactive materials, and any other 

hazardous substances that 
might damage the property of 
airplane and an individual, or 
others.

6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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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 2 STEP 3 STEP 4

온라인/모바일 
탑승권 발급

공항 도착 보안 검색 항공기 탑승

탑승권 발급공항 도착 후 
셀프 체크인

보안 검색

JJ�라운지

유료 멤버십�J�Pass

온라인�·�모바일 탑승권
여행의 즐거운 경험을 더해줄 ‘JJ 라운지’는 제주항공 취항지와 관련한 책과 영상, 드로잉 작품을 전시한 복합문화공간이자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여행을 준비하는 쉼터입니다.

J Pass는 수하물 우선 처리, 우선 수속, 우선 탑승 등 여행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제주항공의 유료 회원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 모바일(Web, App) 탑승권을 발급하시면 공항에서 카운터 수속 없이 바로 기내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미리 탑승 수속을 하시고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절약하세요. 

키오스크�·�셀프 백드롭
공항 도착 후 셀프 체크인(Self Check-In)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수속 카운터 대기 없이 빠른 탑승 수속이 가능합니다. 
수하물의 셀프 백드롭(Self Bag Drop)은 카운터 혹은 수하물 전용 카운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Smart ConsumerLounge Information

※�공항 사정, 항공기 교체 등의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예약하신 좌석 및 탑승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및 시스템 등 기술적인 문제로 온라인/모바일 탑승권 전송이 안 될 경우, 공항 카운터 수속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Save Time

우선 수속
(인천공항지점 한정)

현장 좌석 지정�
(A구역)

수하물 우선 처리
(1개 수하물, 15kg 이내) 우선 탑승

(동반 1인 포함)

Lounge Inform
ation 

Sm
art Consum

er

제공 서비스 파우더룸, 취항지 정보 제공, 포토존, 가족석, 음료 및 식사, 게스트룸
위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 4층 면세지역 28번 게이트 부근
운영시간 06:00 ~ 22:00(연중무휴)
연락처 1599-1500

혜택 1 웰컴 쿠폰 국제선 왕복 최대 3만원 할인쿠폰(성수기 /특가 제외)

혜택 2 웰컴 포인트 리프레시 포인트 3만P

혜택 3 찜특가 사전 구매 기회 최대 2회

혜택 4 인천공항 라운지 3회 J Pass+ 멤버십 해당

혜택 5 �J Pass 연회비 : 160,000원 → 온라인 할인가 : 89,000 원 

(유효기간 : 구매 다음 날부터 1년) 

제주항공은 공항에서의 혼잡도를 줄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이나 무인 발권기를 통한 탑승 수속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주력 기종인 보잉 737-800NG(New Generation) 기종을 소개
합니다. B737-800NG는 구모델인 126인승 B737-400에 186~189개의 좌석
을 확장하고 각종 기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최첨단 디지털 제트 여객기입
니다. 보잉사의 차세대 737 시리즈(B737-600‧700‧800‧900ER) 중 하나인 
B737-800NG는 명성과 신뢰가 높아 100~200인승 제트기 중 가장 인기 있는 
기종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2000여 대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1994년 개발을 완료해 1998년 독일 항공사 하파그-로이드(Hapag-Lloyd)에 
첫 인도된 보잉 737-800NG는 전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이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한 베스트셀러 항공기입니다. B737-800NG의 가장 큰 장점은 B737 시
리즈가 처음 개발된 이래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량돼 모든 시스템이 안
정화됐다는 것입니다. 부품의 내구
성과 신뢰도가 높아 고장 발생률이 
낮으며 통계상으로 1000번 비행에 
1~2회의 에러가 발생할 정도입니
다. 그것도 조종사 자기 진단 시스템
이 미리 주의, 경고를 해줘 안전성

이 확보된 항공기입니다. B737-800NG에는 새로운 형태의 좌석, ‘뉴클래스
(New Class)’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189석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부 항공기
의 좌석을 174석으로 재조정, 앞뒤 좌우 좌석 간격을 넓혔습니다. 현재 뉴클
래스 12석과 기존 일반석 162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뉴클래스 12석은 
단순히 앞뒤 간격만 넓힌  형태가 아니라 복도를 사이에 두고 기존 3-3 형태
가 아닌 2-2 형태로 변경, 좌석 간격을 넓혔습니다. 

기체 크기 Fuselage Size

길이 Length 전폭 Wing Span 동체 폭 Outside Fuselage Width 높이�Height

39.5m             35.7m 3.76m         12.5m

기체 성능 Fuselage Performance
항속거리�Cruising Distance 순항속도�Cruising Speed 운항고도�Cruising Altitude

5,176km 881.4km/h 41,000ft

기체 중량 Fuselage Weight

이륙중량�Takeoff  Weight 최저무게�Minimum Weight

79,010kg 41,413kg

B737-800NG Information

항공기 시장의 베스트셀러 안전한 시스템의 차세대 항공기�B737-800NG

항공기 탑승

B737-800 Inform
ation

STEP 1 STEP 2 STEP 3 STEP 4



66  Join enJoy 2020 February  67

Terminal Guide 

인천공항

서울역서울역

삼성역삼성역

광명역광명역

서울역�·�삼성역�·�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제주항공의 당일 탑승 승객은 서울역 · 삼성역 ·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공항 도착 후 전용 게이트를 통해 빠르고 편하게 제주항공 탑승이 가능합니다. 

제한 사항 Restriction 留意事項 
1. 서울역 · 삼성역 · 광명역 도심공항은 제주항공 당일 탑승 
고객 중 예약이 확약된 승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Passengers who hold confirmed reservation ticket 
departing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予約確定済みのチェジュ航空当日搭乗券をお持ちの乗客

2. 탑승권 예약 및 발권, 여정 변경과 FFP 가입 및 적립은 
불가합니다. 
Purchasing, Reservation, Changing flight ticket not 
available. 
搭乗券の予約と発券、旅程の変更、FFP加入、積み立ては 不
可

3. 도움이 필요한 승객(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휠체어 승객),
개인 신분 할인 대상자, 항공권과 여권의 철자가 상이한 
승객은 수속이 불가합니다. 단, 임산부는 가능합니다. 
Passengers who need special care (Child travelling 
alone, Passenger in Wheel-Chair), ID discount and 

passengers whose Name is not identical in passport 
and boarding pass are not available.
お手伝いが必要なお客様(一人旅のお子様、車椅子のお客 
様)、個人身分割引対象者、航空券やパスポートの手続きが 
必要な乗客のご利用は不可(但し、妊婦さんは可能)

4. 부가 서비스 및 초과 수하물 요금은 인천공항에서 
지불하세요. 
Ancillary Service and Excess baggage charge are pai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付加サービスおよび手荷物超過料金のお支払いは仁川空港 
にて可能

5. CBBG(별도의 좌석을 구매, 항공기에 휴대하여 
탑승하는 짐)과 오버 사이즈 물품은 수속이 불가합니다. 
단, 골프 백은 가능합니다. 
CBBG and Oversized Baggage are not available (Golf 
Bag is allowed)
CBBG/ Oversized荷物の手続き不可(但しGolf Bagは可能)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역 15번 출구 부근, 지하 2층에 자리한 도심공항터미널
을 이용하면 탑승 수속과 출국 심사를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까지 43분 만에 도착합니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
널은 서울역-인천공항 직통 열차표 구매 승객만 수속이 가능
합니다.
Seoul Station City Airport
Through the city airport located on the B2 level 
nearby exit no.15 of Seoul Station, the whole process 
of checking in, going through immigration and 
arriving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1 

will take no more than 43 minutes.In-Town Check-In Service in Seoul Station is only for the passengers purchased 
Express Train Ticket Seoul Station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ソウル駅都心空港ターミナル
ソウル駅15番出口すぐの地下2階に位置する都心空港ターミナルでは、搭乗手続きと出国審査が受けられるほか、仁川国際空港
第1ターミナルまで、43分で行くことができる。

도심공항타워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사이에 자리한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
용하면 탑승 수속과 출국 심사를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까지 1시간 5분 만에 
도착합니다. 
Samsung Station City Airport
Through the Samsung Station city airport situated in between the City 
Airport Tower and Hyundai Department Store Trade Center branch, you 
can complete check-in and immigration and arriv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1 in just 1 hour and 5 minutes.
三成駅都心空港ターミナル
都心空港タワーと現代百貨店貿易センター店の間に位置する三成駅都心空港ターミ
ナルを利用すると、搭乗手続きと出国審査が受けられるほか、1時間5分で仁川国際
空港第1ターミナルに行くことができる。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파주고속도로 사이에 자리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
하면 탑승 수속과 출국 심사를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까지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한다.
Gwangmyeong Station City Airport
Through the Gwangmyeong Station City Airport located in between the 
Seohaean Expressway and Pyeongtaek-Paju Expressway, you will be able to 
finish check-in and immigration and reach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1 in 1 hour and 10 minutes.
光明駅都心空港ターミナル  
西海岸高速道路と平澤・坡州高速道路の間に位置する光明駅都心空港ターミナルを
利用すると、搭乗手続きと出国審査が受けられるほか、1時間10分で仁川国際空港第
1ターミナルまで行くことができる。

탑승 수속 :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항공권을 받고, 
짐을 부친다. 

Check-In : Receive your ticket at the Jeju Air 
counter and drop your baggage. 
搭乗手続き: チェジュ航空のカウンターで航空チケッ
トを受け取り、荷物を預ける。

1

출국 심사 : 여권과 항공권을 지참, 출국 심사를 
받는다. 

Departure Immigration : Pass through 
immigration for departure with your passport 
and plane ticket. 
出国審査 : パスポートと航空チケットを持参し、出国 
審査を受ける。

2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 3층 출국장으로 향한다. 

Arrival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1 : Once you arrive at Terminal 1, head 
to the departure level on the 3rd floor. 
仁川国際空港第1ターミナル到着 : 仁川国際空港 
第1ターミナルに到着したら、3階の出国フロアへ。

4 전용 출입구 :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전용 
출입구를 통해 빠르게 안으로 들어간다.

Boarding via Designated Entrance : Swiftly 
find your way in through the designated 
entrance for city airport users.
専用ゲート: 都心空港ターミナル利用客専用ゲート 
を通って、スムーズに中へ。

5

리무진 또는 열차 탑승 : 서울역은 직통 열차, 
삼성역과 광명역은 리무진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다.
Boarding the Express Train or limousine 
bus : Go to the stop, and board the express train 
or limousine bus. 
直行列車または リムジンバス乗車 : 直行列車または 
リムジンバスに乗って仁川国際空港に行く。

3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2, 한국도심공항
수속 가능 시간 05:20~18:30
공항까지 소요시간 65분(배차간격 15~20분)
카운터 마감시간 인천공항발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법무부 이용시간 05:30~18:30
Location CALT, 87 Gil 22, Teheran-Ro, Gangnam-
gu, Seoul
Check-In Counter 05:10~18:30
Duration to Airport 65min. (Every 15~20min.)
Counter closing time 3 hours and 20 minutes 

before flight
departure time at Incheon
Immigration 05:30~18:30
場所 ソウル市江南区テヘラン路87ギル22、韓国都心空港
手続き可能時間 05:10~18:30
空港までの所要時間 65分(15～20分間隔)
チェックインの締切時間 
仁川空港発飛行機の出発3時間20分前
法務部利用時間 05:30~18:30

위치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21 지하1층 
도심공항터미널
수속 가능 시간 06:30~19:00
공항까지 소요시간 70분(배차간격 20~30분)
카운터 마감시간 인천공항발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법무부 이용시간 07:00~19:00 
Location Gwangmyeong KTX Station B2, 
Gwangmyeong 21,Gwangmyeong-si
Check-In Counter 06:30~19:00
Duration to Airport 70min. (Every 20~30min.)

Counter closing time 3 hours before flight 
departure tim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mmigration 07:00~19:00
場所 京畿道光明市光明駅路21 地 
下1階　都心空港ターミナル 
手続き可能時間 06:30~19:00
空港までの所要時間 70分(20～30分間隔) 
チェックインの締切時間 
仁川空港発飛行機の出発3時間前
法務部利用時間 07:00~19:00

information information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위치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2층
수속 가능 시간 05:20 ~ 19:00
공항까지 소요시간 43분(배차 간격 30~40분)
카운터 마감시간 인천공항발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법무부 이용시간 07:00~19:00
Location Seoul Station(AREX Seoul Station B2)
Check-In Counter 05:20~19:00
Duration to Airport 43min. (Every 30~40min.)
Counter closing time 3 hours before flight 
departure tim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mmigration 07:00~19:00
場所 ソウル駅都心空港ターミナル地下2階
手続き可能時間 05:20 ~ 19:00
空港までの所要時間 43分(30～40分間隔)
チェックインの締切時間 
仁川空港発飛行機の出発3時間前
法務部利用時間 07:00~19:00

information

Term
inal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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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시 포인트�
항공권 구매 금액의 5%가 적립되는 리프레시 포인트를 알고 계세요? 리프레시 포인트는 가족과 친구에게 포인트를 양도하거나 
합산,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제주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입니다. 리프레시 포인트를 이용해 즐거운 여행 하세요 

Refresh Point Entry·Exit Declaration Form

● 리프레시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나요?  
연간 최대 300,000P까지 조건 없이 포인트 양도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니
더라도 최다 4명까지 양도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제주항공 홈페이
지 > 양도 회원 관리 > 등록)

● 회원 가입의 자격과 규정이 있나요?   
만 2세 이상~14세 미만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어린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을 시에는 I-PIN 발급 후 회원 가입이 가능
합니다. 만 14세 이상 회원의 경우 역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을 시에는 
I-PIN 발급 후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영문명은 본인의 여권 영문
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리프레시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기간에 제한 없이 예약 발권 시 포인트로 항공권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
만 포인트 사용 고객이 동반 예약 시에만 예약할 수 있으며, 특가 운임은 제외
됩니다.

SILVER 회원가입을 완료한 모든 고객 리프레시 포인트 5% 적립

SILVER+ 리프레시 포인트 50,000P 적립 or 
10회 탑승횟수 누적

리프레시 포인트 5.5% 적립 /
우선탑승

GOLD 리프레시 포인트 100,000P 적립 or 
20회 탑승횟수 누적

리프레시 포인트 6% 적립 /
추가수하물 15kg 무료(대양주 1개, 23kg)

 / 수하물 우선처리

VIP 리프레시 포인트 250,000P 적립 or 
50회 탑승횟수 누적

리프레시 포인트 10% 적립 추가수하물 
30kg 무료(대양주 1개, 30kg) / 
수하물 우선처리 / 우선 탑승 / 

사전 좌석 지정

등급별 회원 혜택

● 포인트 적립은 어떻게 하나요? 
제주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앱으로 가입하고 항공권을 구매하면 항공
권 운임의 5%가 자동 적립됩니다. 여행사 등 다른 구매처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해 누락된 포인트 역시 적립이 가능합니다.

모든 항공권 적립
항공권의 제한 없이 

제주항공에서 구매하신 
항공권은 모두 적립

포인트 항공권 예매
국내, 국제 전 노선  

사용 가능하나,  
일부 제한

누락포인트 적립
이미 탑승한 항공권도

1년 이내 적립

사전 좌석 선택
탑승 좌석 선택 후  

포인트로 결제

회원 가입 시 적립
탑승 후 회원가입을
한 비회원도 적립

사전 수하물 구매
위탁 수하물 요금을  
포인트로 사전 결제

사전 기내식 주문
맛있는 기내식을  

포인트로 예약주문

● 리프레시 포인트를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나요?
최소 1,000P 이상, 최대 4,000,000P까지(1P = 1원) 부족한 포인트만큼 구매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제주항공 회원이라면 포인트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구매 적립
부족한 포인트를

구매해 빠르게 적립

포인트 선물 적립
가족, 연인, 친구에게

선물 받은 포인트 적립

포인트 양도 적립
대상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양도받은 
포인트 적립

조건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제주항공 회원이면  
양도 가능.(사전등록 연간 최다 4명)

최대 300,000P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연간 최대 300,000P까지  

양도, 양수 가능

부모 동의 아이핀 아이핀 휴대폰 인증 휴대폰 인증

만 2세 이상 ~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Refresh Point        
Entry·Exit Declaration Form

1   Family Name / 姓 / 氏
2   Given Name / 名字 / 名
3   Gender / 性别 / 性别
4   Nationality / 国籍 / 国籍
5   Date of Birth(YYYY/MM/DD) / 出生日期(年/月/日) / 生年月日(年/月/日)
6   Occupation / 职业 / 職業
7   Address in Korea / 韩国居留地址 / 韓国滞在中の住所
8   Purpose of Visit / 访问目的 / 渡航目的
9   Signature / 签名 / 署名

대한민국 입국 신고서ㆍ大韓民国入国カード�
DISEMBARKATION�FOR�KOREAㆍ大韩民国入境申报表

19800101

Hong Gil-Dong

Teacher

China

Toegye-ro, Jung-gu, Seoul, Korea

290003597

4

27C8402

1

02-773- 6000 

Hong Gil-Dong

Klar David

THAILAND 1  9 8  0 0  1 0  1

Central Hotel, Seoul

BUSINESS MAN

KLAR DAVID 1

4

7

8
9

5 6

2

3

1   성
2   이름
3   생년월일(년/월/일)

4  성별
5  국적
7  출생지

8   여권 번호
9   여권 발행일(일/월/년)
10  여권 발행지

11   현주소
12   항공기 편명
13   출발지

15   직업
17   체재 기간 중 전화번호
18   체재 기간 중 주소

19   방문 목적
20   체재 예정 기간
21   서명 

중국 입국 신고서중국 출국 신고서

※ 중국 단체비자 소지승객은 중국 입/출국 신고서 작성 불필요

Hong

HONG

KOREA

JR123456 

7C123

GIL DONG 

1  9 8  0 0  1 0  1

1

2

8

12 5

21

4
3

HONG

KOREA

JIN HANGXIAN HOTEL, BEIJING

JR123456 

7C123

GIL DONG 

1  9 8  0 0  1 0  1

2900003597

SEOUL

Hong

1

5

18

22

10

12

3 19

8

4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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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2   이름
3   생년월일(년/월/일)
4  성별
5  국적
7  출생지
8   여권 번호
9   여권 발행일(일/월/년)
10  여권 발행지
11   현주소
12   항공기 편명
13   출발지
15   직업
16   비자 번호
17   체재 기간 중 전화번호
18   체재 기간 중 주소
19   방문 목적
20   체재 예정 기간
21   서명 

Entry·Exit Declaration Form

일본 입국 신고서

HONG

1370 GONGHANG-DONG, GANGSEO-GU, SEOUL 

CENTRAL HOTEL, OSAKA 1234-5678

123

7Days

GIL DONG 

0  1 0  1 8  0

Hong

1

3

19

18

21

11

12

20

17

2

대만 입국 신고서

HONG

GIL DONG

2900003597

1370 GONGHANG-DONG, GANGSEO-GU, SEOUL

FULLON HOTEL

1 9 8 0 0 1 0 2

M123456

KOREA

7C123 BUSINESS MAN

Hong

1 8

5

2

3

4

16

11

18

21

19

12 15

Entry·Exit Declaration Form

1   성
2   이름
3   생년월일(일/월/년)
4  성별
5  국적
7  출생지
8   여권 번호
9   여권 발행일(일/월/년)
10  여권 발행지
11   현주소
12   항공기 편명
13   출발지
14  출국 후 도착지
15   직업
17   체재 기간 중 전화번호
18   체재 기간 중 주소
19   체재 기간 중 우편번호
20   체재 예정 기간
21   서명 

홍콩 입국 신고서

싱가포르 입국 신고서

HONG M

Hong

KOREA

KOREA

JR123456

COURTYARD MARRIOTT  
SHA TIN HOTEL

01     01     1980

GIL DONG 

1370 GONGHANG-DONG, GANGSEO-GU, SEOUL 

7C123 INCHEON

SEOUL, 01/01/2005

1 4

10

3

18

13

9

2

8

5

7

11

12

21

1

8

11

12

18

19 21

14

13

5

7

20
1

5

2

3
4

17

2

Hong

HONG GIL DONG

JR123456

SEOUL

KOREA

KOREA

INCHEON

INCHEON

0 1  0 1  1 9 8 0 0 7
HONG GIL DONG

KOREA

7C123

MARINA BAY SANDS 
HOTEL

821012341234
01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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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Exit Declaration Form

괌ㆍ사이판�CNMI�비자 면제 신청서

HONG
GILDONG 

01/01/1980

SEOUL, KOREA

JR123456

01/01/2005

Hong 01/27/2016

무비자로 입국하는 승객
괌ㆍ사이판 CNMI 비자면제 신청서,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괌･사이판 세관 
신고서

미국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서(ESTA)로 
입국하는 승객
괌ㆍ사이판 세관 신고서

CNMI�비자면제 신청서·미국�
출입국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모든 승객은 1인당 1부씩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한국어 서류라도 반드시 영어 
대문자로 작성해 주세요.
3. 도시명, 공항명 등은 정확한 영문 
명칭으로 작성해 주세요. ex)ICN(X) → 
INCHEON(O)
4. 날짜는 일/월/년 순서로 작성해 
주세요. 
ex)2012년 9월 27일 → 27/09/12
5. 흑색 또는 청색 펜을 사용해 주세요.
6.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괌ㆍ사이판 비자소지 여부에 따른��
입국서류 작성내용

8.  미국비자가 있음에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칸에 체크 후,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빈칸으로 남겨도 됨
사실에 근거하여

반드시 체크

Entry·Exit Declaration Form

무비자로 입국하는 승객
괌ㆍ사이판 CNMI 비자면제 신청서,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괌･사이판 세관 신고서

미국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서(ESTA)로 입국하는 승객
괌ㆍ사이판 세관 신고서

미국 출입국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모든 승객은 1인당 1부씩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한국어 서류라도 반드시 영어 대문자로 작성해 주세요.
3.  도시명, 공항명 등은 정확한 영문 명칭으로 작성해 주세요.  
ex)ICN(X) → INCHEON(O)
4. 날짜는 일/월/년 순서로 작성해 주세요. 
ex)2012년 9월 27일 → 27/09/12
5. 흑색 또는 청색 펜을 사용해 주세요.
6.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괌 세관 신고서

16

07 07

11 2017

1977

7C3102
HONG GILDONG

INCHEON

PACIFIC STAR, GUAM
REPUBLIC OF KOREA M12345678

$ 0

영문이름(대문자)괌 입국 날짜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호텔명만 기입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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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16 7C34027C Incheon(Korea)

HONG GILDONG AB1234567 Korea seoul 04/10/84 M
FKim mina cd8258468 Korea seoul 05/20/87

Hong 01/27/16

Entry·Exit Declaration Form

사이판 세관 신고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반드시 체크

Entry·Exit Declar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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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신고서

1   여권번호
2  성
3  이름
4  생년월일(월/일/년)
5  국적
6  성별
7  현주소
8  체재 기간 중 주소
9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10  직업
11  주민번호
12  항공기 편명
13  출구
14  방문 목적
15  서명
16  도착일
17  여권 발행일(월/일/년)
18  여권 발행지
19  출발지

JR123456

HONG

GIL DONG

01/01/1980

1370, GONGHANG-DONG, GANGSEO-GU, SEOUL

MANILA HOTEL, MANILA

821012341234

BUSINESS MAN

7C123 MANILA

01/27/2016

800101-1234567

KOREA

필리핀 입국 신고서

20  출생지
21  세관 신고서 작성일
22  동반 가족 인원수
23  가방 또는 캐리어 수
24  면세 구매 총액
25  오만 페소 이상 소지 여부
26  일만 달러 이상 소지 여부
27  주류 또는 담배 소지 여부
28  무기류 소지 여부
29  도박 용품 소지 여부
30  마약 소지 여부
31  필리핀 정부에 반하는 물품 소지 여부
32  낙태 기구 소지 여부
33  고가의 보석 소지 여부
34  동식물 동행 여부
35  불법약물, 불량식품 등 소지 여부
36  위조 물품 소지 여부
37  그 외 신고 물품 소지 여부
38  상업적 물품 소지 여부

Entry·Exit Declaration Form

Hong

1  성     2  이름     3  생년월일(일/월/년)     4  여권번호     5  국적     6  항공기 편명     7  서명     8  성별     9  직업     10  출발지     11  방문 목적     12  체류기간     13  현주소     14 현 거주 국가

1

2

3

4

7

8

9

10

12

14

15

16

13

11

5 6

태국 입국 신고서

GIL DONG 

GIL DONG 

0 1  0  1  1 9 8 0 0 1 0 1 1 9 8 0
BUSINESSMAN

SIGHTSEEINGKOREA

KOREA

KOREA

7C2205

7C2205

5 DAYS

Novotel Hotel, BANGKOK

HONG HONG1 1

8

3

9

16 17

7

11

13 14

12

10

6

15

2

52

3

4

5

6

7

JR123456

Hong

Hong

Entry·Exit Declaration Form

19 11

23

20

21

22

15  체재 기간 중 숙소     16  전화번호     17  이메일 주소     18  비자번호     19  항공기 유형     20  태국 방문 경험     21  단체 여행 여부     22  숙박 장소     23  연봉 

HONG

GIL DONG

MANILA HOTEL, MANILA

JR123456

KOREA

7C123

KOREA

821012341234

MALE

01 01 1980

01 27 2016

01 01 2005

SEOUL, KOREA

2

3

8

1

20

12

22

23

14

15

21

18 17

16

9

6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5

21

4

5

Hong Hong

2

01 27 2016
01 27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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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2  이름
3  성별
4  국적
5  출생지
6  여권 발행지

7  여권 발행일(일/월/년)

7-1  여권 발행일(년/월/일)

8-1  생년월일(일/월/년)

8-2  생년월일(년/월/일)
9  체재 기간 중 주소
10  현주소

11  항공기 편명
12  출발지
13  서명
14  여권 번호
15  비자 번호
16  직업

17  비자 유형
18  방문 목적
19  항공기 유형
20  방문 경험
21  단체 여행 여부
22  숙박 장소

23  연봉
24  목적지

라오스  출입국 신고서

HONG

1977.07.07

GIL DONG 

JEJU

REPUBLIC OF KOREA BUSINESS MAN

Seoul

CROWNE PLAZA

M12345678 2015.01.25

Vientiane

출국일

HONG

1977.07.07

GIL DONG 

Seoul REPUBLIC OF KOREA BUSINESS MAN

Seoul

Seoul Crowne Plaza 
Hotel

M12345678 2025.01.25

7C4303

2015.01.25

Vientiane

연락처

입국 날짜

Entry·Exit Declaration Form

1

1 2

58-2

3 4

7-114

9

16

6 13

8-2 5 4 16

6

912

21

11

13

14

18

2 3

Hong

Hong

Entry·Exit Declaration Form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보험 판매 
현대해상과 제휴를 통해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상품을 국
내 항공사 최초로 판매합니다.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상품
은 본인 외 여행 동반자의 사고로 여행이 불가한 경우나 예기치 못
한 가족의 입원 등으로 항공권을 취소할 시 발생하는 위약금(취소 
수수료)를 보장합니다. 이 상품은 항공사에서 취소수수료를 면제
해 주는 사유보다 면제 범위가 넓습니다. 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내
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스톱 공항 보관‧대여 서비스 
겨울철 두꺼운 외투로 비좁은 캐리어가 고민인 여행객들을 위해 외
투 보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스터코트룸 사이트에 접속해 
할인코드 ‘JEJUAIREVENT’를 입력하면 할인가 9000원(정상가 1만
4000원)에 외투 보관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용 옷 대여 서비스인 포틴데이즈에서는 휴양지 바캉스 룩을 대
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 할인코드 ‘JEJUAIR’를 입력하면 되고 세 
벌 이상 결제 시에는 자택 배송이 무료입니다. 공항에서 의류 픽업
을 희망할 경우 최소 2일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김풍 콜라보 ‘풍’s JJ샌드위치’ 
인천과 김포, 대구, 무안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사전 주문 기내식 
메뉴로 ‘풍’s JJ샌드위치(1만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풍’s JJ샌
드위치’는 치아바타빵 사이에 고기와 채소 등 풍성한 내용물과 상
큼한 유자마요 소스를 듬뿍 담아냈으며 풍성한 내용물로 고객의 
옷 손상을 방지하도록 1회용 앞치마도 함께 제공합니다.
풍’s JJ샌드위치 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1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CU기프티콘과 김풍 캐릭터 스티커를 제공하며 스티커를 지참하고 
김풍이 운영하는 상수동 ‘옾카페’를 방문하면 아메리카노 1잔을 무
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좌석 등받
이에 비치된 에어카페 메뉴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P R O M O T I O N

2월 에어카페 프로모션 
기내 에어카페 전 노선에서는 2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 커
피 세트(5000원)를 판매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SNS 계정에 에어카
페 제품 구매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총 2명을 선정해 제주항공의 
호텔 홀리데이인익스프레스 서울홍대 숙박권(각 1매)을 증정합니
다. 국제선 에어카페에서 경자년 쥐의 해를 맞아 세트 상품을 두 번 
할인해 주는 ‘찍찍 더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치맥세트
(9000원), △제육세트(1만 3000원), △와인나초세트(1만 1000원), 
△맘든든세트(1만 1000원) 등 입니다. 에어카페의 모든 품목은 판
매 수량이 한정돼 있어 재고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
한 내용은 앞좌석 등받이에 비치된 에어카페 메뉴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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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제주_010-015_ 스탠다ᄃ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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