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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잔디, 둥글게 솟아오른 오름까지, 
어느 곳을 둘러봐도 제주의 환상적인 전경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시원하게 날리는 샷의 짜릿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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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고의 K-POP 그룹 동방신기가 제주항공의 모델이다.

The model of JEJU air is ‘TVXQ!’  
which is the most famous K-POP group in the Asia.

アジア最高のK-POPグループ‘TVXQ!’がチェジュ航空のモデル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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庆州是一座历史与文化名城。整座城市就像一座露天博物馆
散发出独特的魅力。融入了时尚元素的热门地点，让这座城市
绽放出更多精彩。让我们共同走进庆州的昨天与今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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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느긋한 리듬 타고, 해방촌 
时间仿佛在解放村放缓了脚步。被时间画上一道道岁月痕迹
的建筑给人一种温暖的感觉。温馨的地方通常都时刻欢迎人
们的到来，解放村就是一个随时向游人敞开怀抱的地方。无论
来多少次，解放村都会带给人不同的灵感与体验，也因此吸引
游客络绎不绝地前来。

HO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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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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개 도시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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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regular routes across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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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个城市的8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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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カ市8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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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일본 리크루트사의 등록상표입니다. 
 는 (주)로드에이비씨미디어가 일본 리크루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발행하는 여행 전문 정보지로,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에 실린 글·그림·사진 등 모든 자료는 (주)로드에이비씨미디어와 일본 
리크루트사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서면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사용을 금합니다. 

ABROADは日本リクルート社の登録商標です。(株）ロードエイビーシーメディアと日本リク

ルート社がライセンス契約を締結し発行している旅行専門情報誌ABROADは、韓国刊行物

倫理委員会が定める倫理要綱および実践要綱を遵守します。本誌に掲載されている記事、

写真、イラストなどの著作権は、(株）ロードエイビーシーメディアと日本リクルート社に帰属

しており、書面による同意なく、これらのコンテンツを使用することは固く禁じ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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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한 권의 가치, 그리고 여유  
경의선 책거리

홍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시작해 
신촌 와우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더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길을 
따라 걸으며 책을 테마로 한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길거리에 있는 작은 책방에서 책을 
구입하거나 야외에서 독서할 수 
있고, 거리에 전시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크다. 때때로 
전시와 축제 등 행사가 열리니 
놓치지 말 것. 책거리를 따라 개성 
넘치는 숍과 카페, 술집이 늘어서 
있어 분위기도 뜨겁다. 

경의선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앞  
길이 370m.

▲ 빌딩 숲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서울로7017

서울역 서부 청파동부터 
남대문까지 이어지는 
서울로7017. 원래는 차가  
다니던 고가도로였는데  
2017년 시민을 위한 보행길로 
새롭게 조성됐다. 다리에는  
꽃과 나무가 심어지고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돼 
가볍게 산책하기 좋다. 은은한 
조명 아래 즉석에서 피아노 
공연이 열리는가 하면, 이따금 
플리마켓이 진행되기도 한다.  

서울역 서부 방면 출구에서  
도보 3분 길이 1km.

▲ 운동하며 즐기는 강남의 야경  
우면산 소망탑

가벼운 등산 코스를 원한다면 
우면산이 제격. 높이 293m로 
힘들이지 않고 적당히 운동하듯 
오를 수 있는 곳이다. 비교적 낮은 
높이에 비해 전망은 놀랄 만큼 
환상적이다. 해가 지기 전 정상에 
있는 소망탑까지 미리 오르는 
것을 추천한다. 노을에 물든 서울 
풍경과 수많은 불빛이 반짝거리는 
강남의 야경을 한번에 감상할 
수 있다. 단, 코스 중간에 위치한 
태극쉼터까지만 가로등이 있고, 
소망탑부터는 가로등이 없다. 

예술의전당에서 도보로 40분  
길이 3km.

▲ 하늘과 맞닿은 억새밭  
상암 하늘공원

노을과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하늘공원. 높이 98m에 
위치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  
탁 트인 풍경이 압권이다.  
드넓게 펼쳐진 억새밭으로 
황금빛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면 약 30분간의 환상적인 
쇼타임이 시작된다. 산책로와 
조명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야간에도 산책하기 좋다.  
바람에 휘날리는 억새  
사이를 걸으며 밤의 낭만을 
즐겨보자.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에서  
도보 25분.

서울의 밤
가볍게 나서기 좋은 야경 스폿.
에디터 민다엽

AROUNDstandard

◀ 가장 한국적인 서울의 밤  
낙산공원

혜화역에서 마로니에공원을 지나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낙산공원이 
나타난다. 노오란 불빛을 머금은 
오래된 성벽과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어우러져 로맨틱한 
분위기다.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서울스러운 도시 풍경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서울 
최고의 야경 명소. 성벽을 따라 
산책하는 커플과 인증샷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낙산공원 주변으로 전망 좋은 
테라스 카페와 펍도 많아 데이트 
코스로 제격.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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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standard

슬로우포크 6-패널 캡
흡습‧속건 기능이 우수한 나일론 소재의 
베이스볼 캡. 쨍한 블루 컬러와 녹색의 
오리지널 와펜의 조합이 포인트다. 
www.slowpoke.co.kr

브레스  날진 서프걸
트라이탄 워터보틀
기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브랜드 브레스와 아웃도어용 
용기 제작 브랜드 
날진의 협업 제품.  
밀폐성과 
내구성을 
두루 갖췄다. 
사이즈는  
1L와 0.5L  
두 가지. 
smartstore.naver.
com/breathbaselayer

클라우프 데이 트립퍼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한 코듀라 
원단의 30L 데이백. 당일치기 
산행이나 가벼운 여행에 들고 다니기 
편하다. 각진 배낭 모양은 클라우프의 
시그너처다. 
www.clouff.com

파타고니아 맨즈 후디니 스냅티 풀오버
100% 재활용된 나일론 립스톱 원단으로 
내구성 발수 처리를 한 풀오버. 가볍고 
콤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어 강수 확률이 
높은 계절 산행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www.patagonia.co.kr

대너 트레일 2650gtx
거친 아웃도어 환경에 특화된 메시 
소재의 트레킹 스니커즈. 비브람과 
듀얼 그립을 아웃솔에 적용해 미끄러운 
지면에서도 안정적인 산행이 가능하다. 
www.dannerkorea.co.kr

산행과  
산책 사이
늦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지만 
서서히 가을로 물들어가는 
녹음 속을 천천히 걸어보자.
에디터 박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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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RIP

거제, 달리다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을 타고 부산에 내렸다. 오늘의 목적지는 거제도. 
바다와 섬, 능선을 두루 갖추고 있는 거제는 매혹적인 드라이브 코스다. 
렌터카를 타고 거제로 향한다. 김포공항에서 여수에 내려 거제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다. 여수에서 차로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남해, 하동, 통영을 돌아보고 거제로 향한다면 금상첨화. 
에디터 박진명 사진 손동주(스튜디오103)



16  Join enJoy 2020 September  17

거제의 북동쪽 해안을 달리는 외포항-구조라 해
수욕장 코스는 총 26km의 길이로 쉬지 않고 달
리면 구조라 해수욕장까지 30분 정도 소요된다. 
외포항에서 10분 정도 위로 올라가면 나타나는 
매미성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뎠다. 지금은 인스
타그래머블한 장소로 젊은 층의 방문율이 높은 
편이지만 마냥 즐겁게 구경할 만한 곳은 아니다. 
2003년 9월, 부산부터 이곳 거제까지 꽤나 넓은 
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약 1984m2의 농작
물이 쓸려 내려가고 토사가 무너져버렸다. 그때 
피해를 본 텃밭의 농부는 또 태풍이 올 것을 염
려해 무너진 토사 경계 면에 무려 16년 6개월 동
안 제방을 쌓아 올렸다. 처음엔 그저 제방의 용
도로 시멘트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단단하게 쌓
았으나 점차 미관을 고려해 화강암으로 바꿨다
고 전해진다. 마치 바닷가에 있는 작은 성 같기
도 하고 망루에서 바라보는 작은 몽돌 해변과 
마을 풍경이 이국적이라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자리 잡았다.
외포항을 지나 굽이굽이 해안도로를 따라 구조
라 해수욕장까지 내려왔다. 구조라 해수욕장을 
등진 한적한 마을의 샛바람소리길을 오르기 위
해서다. 샛바람은 ‘봄에 부는 바람’이라는 뜻을 
지닌 뱃사람의 은어다. 신우대(볏과에 속한 여러

해살이 식물)가 높이 솟다 서로 뒤엉켜 길을 만
들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거진 신우대가 스치
는 소리가 ‘솨아아’ 하고 들렸다. 사람 키의 두 배
는 족히 넘는 신우대가 만든 소리길을 마치 비밀
의 숲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레 걸었다. 샛바람소
리길은 구릉의 밭과 밭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기
도 하고 샛바람을 막는 방풍벽 역할도 한다. 
샛바람소리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제의 비
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구조라성에 다다른
다. 구조라성은 조선 시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
해 축조된 산성이다. 왜적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
았다. 그때 그 시절, 다급했던 전쟁 상황을 떠올
릴 수 없을 만큼 지금은 평화만이 가득하다. 
샛바람소리길에서 마을을 향해 조금 내려오면 
바람곶우체국이 있다. 이곳에서 부치는 엽서는 �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느린 우체통이자 여행
자들이 무거운 어깨를 잠시 덜 수 있는 짐 보관소
이기도 하며, 떡볶이와 거제산 해산물로 만든 튀
김 등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당이기도 하다. �
1층에는 빈티지한 소품들과 함께 엽서를 보내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놓았고, 
테라스로 이어지는 좌석에서는 구조라 마을과 
바다를 바라볼 수 있어 두 눈이 트인다. 

01. �매미성은 망루에서 바라보는 해변과 �
마을 풍경이 이국적이라 촬영 스폿으로 �
각광받고 있다.

02. ��샛바람소리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제의 �
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구조라성이 있다.

03. �구조라 해수욕장을 등진 한적한 마을에 �
있는 샛바람소리길은 바람 불 때 들려오는 
신우대가 서로 스치는 소리가 압권이다.

04. �바람곶우체국에서 부치는 엽서는 �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느린 우편물로, �
그 자체로 매력적이다.

추천코스1    외포항-구조라 해수욕장

travel tip 어디서 머물까?
바다 품은 소노캄 거제

소노캄 거제는 오션뷰 특화 객실인 비스타 스위트를 
22~28층까지 총 41개 운영하고 있다. 거실에 앉아 남
해 바다를 감상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된
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서비스는 인룸다이닝(In Room 
Dining)으로 오션뷰 다이닝에 프라이빗을 더했다. 언택
트 시대에 안성맞춤 서비스로 바다를 바라보며 한적하
고 여유롭게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익스프레스 체크 
인 데스크(Express Check-in Desk)를 별도로 운영해 빠
르게 입실이 가능하며 체크아웃 시간을 오후 2시로 3시
간 연장해 여유롭게 머물 수 있다. 또한 직영 식음업장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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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홍포해안도로는 해안 중턱부터 거제의 남쪽 
끝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이곳을 달리다 보면 거
제의 풍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많아 다
양한 각도에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일운면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거제의 남쪽 끝으
로 내려왔다.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해안도로
를 떠올리면 오산. 거제는 산이 많아 산길을 굽이
굽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한다. 비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은 산기슭 사이로 제1의 관광 명소인 바람
의 언덕을 향해 달렸다. 바람의 언덕은 빨간 풍차
와 푸른 언덕, 그리고 파란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목가적인 풍경을 이룬다. 이곳에서 일상을 영위
하는 현지인들은 언덕에 풍차 하나 세워두고 인
위적으로 조성한 곳이 뭐 대단하냐며 물음표를 
찍지만, 이마저도 여행객들에게는 매력적인 장소
가 된다. 특히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오랜 세월 
부딪혀 생긴 기암괴석은 거제 남부 해안 절벽에서

01. �바람의 언덕은 빨간 풍차와 푸른 언덕, 그리고 파란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목가적인 풍경을 이룬다. 

02. �여차홍포해안도로를 달린다면 여차홍포전망대에서 �
거제도의 바다를 감상하는 것은 필수.

03. �바람의 언덕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해금강신선대전망대가 
나온다. 해금강은 돌섬으로, 작은 배로도 왕래가 가능하다.

03

추천코스2    여차홍포해안도로

travel tip 어디서 쉴까?
멸치와 카페의 만남, 카페 외포
거제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단연 멸치다. 멸치와 트렌디한 카
페가 어우러진 ‘카페 외포’는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품으며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공간. 이곳은 사실 3대째 멸치 가공업을 
하고 있는 멸치 공장이었다. 정재헌 대표는 신선하고 청정한 
거제의 멸치를 보다 효율적이고 감각적으로 알리기 위해 팀
을 꾸렸다. 장장 1년 동안 공간과 멸치 제품 패키징을 위한 브
랜딩 과정을 거쳐 완성한 카페 외포를 론칭했다. 본래 이 공간은 멸치 선별 작업을 하고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했으나 거제 
시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좋은 공간이 될 성싶어 카페로 만들었다. 3층 테라스까지 완비된 카페 
외포는 거제 멸치로 만든 아이스크림 튀김이 별미다.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고소한 멸치 튀김을 입혀 만들었다. 

01

만 찾아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이다. 바람의 언덕
은 평일 궂은 날씨에도 주차장에 자리를 찾기 힘
들 정도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이다.
거제의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강인지 바다인지 구
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빛깔이 곱고 잔잔하다. 바람
의 언덕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해금강신선대전 
망대가 나온다. 해금강은 돌섬으로, 작은 배로도 
왕래가 가능하다. 한 덩어리의 바위처럼 보이지만 
바닷속에서 넷으로 갈라져 4개의 절벽 사이로 수
로가 나 있다. 십자형 수로를 통해 배가 드나들기
도 한다고. 작은 고깃배를 타고 가면 해금강을 한
층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유람선에서는 육안
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거제팔경 중 하나인 신선대
는 이러한 해금강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는곳으로, 
옛날 신선이 놀던 자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망대에 오르면 올망졸망 모여 있는 작은 섬과 바
닷가 마을의 소박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여차홍포해안도로를 달린다면 여차홍포전망대
에서 거제도의 바다를 감상하는 것은 필수. 특히 
이곳은 일몰이 아름다워 해 질 녘 방문하면 좋다. 
일몰을 기대하고 왼쪽에는 해안도로를, 오른쪽에

는 숲을 끼고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갔다. 하지만 
올라가는 동안 더욱 더 짙어지는 비구름과 매서
운 비바람 때문에 일몰은커녕 앞이 바다인지 하
늘인지 구별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여차홍포전
망대를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건 최
근 구조물을 다시 세웠기 때문. 묵직한 색의 나무
로 잘 만든 구조물은 아무래도 철재로 된 울타리
보다 단단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천혜
의 거제 자연환경을 더욱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거제에서 관광 명소들을 잘 관리하고 있

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전망대에서는 5개 섬을 
조망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자태를 뽐내는 바위섬
이 모여 아름다운 풍경을 이뤄낸다. 자연이란 얼
마나 아름다운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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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의 내륙은 대부분 산지로 이어져 있어 산길
을 드라이브하는 코스 또한 매우 훌륭하다. 이번
엔 푸른 바다를 등지고 녹음이 우거진 숲길로 들
어가 보기로 했다. 시작은 구천 저수지. 구천 저수
지는 거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조선소 확장 계획
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생활·공업용수와 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7년에 완
공된 이 댐은 구천골 북병산 자락을 흐르는 구룡
천에 축조됐다. 현재 깨끗한 수돗물을 1일 약 2만
2000t 생산하고 있다. 산간 지역의 짙은 녹색 물
빛과 원시림처럼 우거진 수림이 어우러져 그림 같
은 정경을 그려내 사진 스폿으로도 유명하다. 구
천 저수지의 사진 스폿으로 가기 위해선 ‘거제시 
삼거동 산 90-1’을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가야 
한다. ‘상습 결빙 구간’ 표지판이 있는 갓길에 주차
하고 전봇대가 있는 입구를 찾으면 된다. 10분 정
도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사진 속 바로 그곳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부면을 가로질러 혜양사로 향했다. 혜양사는 
노자산 산행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산의 정기를 
받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영장이 있기도 
해 등산이나 캠핑을 즐기는 방문객들이 찾곤 한
다. 특히 노자산은 11대 명산 중 하나로 북쪽으로
는 가라산이 연결돼 있어 두 개의 산을 한 번에 오
를 수 있다. 혜양사는 부처를 모시는 무량수전과 
불자의 쉼터인 애경당으로 구성돼 있다. 음수대
와 화장실이 완비된 야영장은 여행객들보다 현지 
주민들이 캠핑을 즐기러 오는 듯하다. 뒤쪽으로
는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자연의 소리만 들려오는 
무욕의 땅에서 여유를 찾아보는 것도 거제를 즐
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혜양사에서 구조라 해수욕장 방향으로 쭉 미끄
러져 나오는 도로가 바로 북병산로다. 북병산을 
품고 있는 이 길에는 청마 유치환 시인의 고향임
을 자랑하듯 곳곳에 시가 적혀 있는 비석 공원이 
있다. 누가 들렀다 갈까 싶은 곳에 ‘시인의 공원’이
라는 이름으로 조성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정자에 앉아 산등성이를 
지긋이 내려다보았다. 비구름이 자욱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겐 상상하는 능력
이 존재한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엔 수국이 
가득하고, 가을엔 단풍으로 물드는 산로를 계절
마다 와보고 싶다. 때론 아쉬움이 여행의 완성이
기도 하니까.

추천코스3    구천 저수지-북병산로

01. �구천 저수지는 산간 지역의 짙은 녹색 물빛과 
원시림처럼 우거진 수림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정경을 
그려내 사진 스폿으로 유명하다.

02. �혜양사는 노자산 산행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산의 
정기를 받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영장이 
있기도 해 등산이나 캠핑을 즐기기 좋다.

03. �혜양사에서 구조라 해수욕장 방향으로 쭉 미끄러져 
나오는 도로가 바로 북병산로다.

03

travel tip 무엇을 맛볼까?
해산물 라면이 전하는 감동, 바릇
북병산로를 따라 쭉 나오면 다시 구조라마을이다. 드라
이브를 끝내고 꼭 먹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바로 해변
가에 자리한 ‘바릇’의 라면 한 그릇. 일단 커다란 게와 홍
합, 조개, 새우 등 각종 해물이 올라 있는 비주얼에 침이 
고였다. 그리고 해산물 유통 전문가인 주인장의 자랑인 
딱새우찜도 먹어봐야 했다. 일반 라면 육수보다 눅진한 
바릇의 육수는 해산물로만 우려냈다. 바다의 비릿함과 
해산물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면과 해산물, 육수의 삼위
일체가 인상 깊다. 딱새우 역시 일반 새우보다 까 먹기
도 편하고 망치
로 팡팡 내려치
는 시원함도 있
어 재미있게 먹
을 수 있다. ‘가
심비’ 좋은 바릇
이 건네는 라면 
한 그릇의 위로
를 받아보시길.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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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도시로 대변되는 싱가포르의 숨은 매력은  
도심을 뒤덮은 푸르른 녹음이다. 도시의 공기마저 신선하게  
바꾸어놓는 싱가포르의 반전 매력을 만나보자. 
에디터 임경아 글 고아라 사진 오충근 

SINGAPORE

싱가포르 산책

자연도시 1

THEME
TRIP

서울 크기만 한 도시국가, 싱가포르. 말끔한 거
리를 산책하듯 걷다 보면 세계를 여행하는 기
분이 든다. 유럽 건물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
아내다 어느새 홍등이 걸린 차이나타운이 나타
나고, 문득 방향을 튼 골목에선 화려한 색감으
로 물든 아랍 거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리
가 뻐근해질 때쯤엔 불이 켜진 옥상에 올라가
보자. 황홀한 싱가포르의 야경과 한결 시원해
진 바람이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한다.
싱가포르는 번잡한 도심,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해변, 녹음이 어우러진 힐링 스폿 등 다채
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다. 바다
와 도시를 두루 살펴보는 편안한 방법으로 수
륙양용차를 개조한 배나 럭셔리한 크루즈를 이
용하거나, 싱가포르 주요 관광지를 촘촘하게 도
는 2층버스를 타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싱가포르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덕투어(Ducktours)는 물 위와 육지를 동시
에 달리는 자동차를 말한다. 베트남전쟁 때 사
용한 수륙양용차를 개조해 투어 상품으로 탄생
시켰다. 강을 중심으로 관광지가 발달한 싱가포
르를 여행하기에 제격. 선텍시티의 덕투어 부스 
앞에서 출발, 파당 지역과 마리나파크, 마리나
베이, 멀라이언파크, 에스플러네이드를 지나 다
시 선텍시티로 돌아오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 도는 데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리버 크루즈(River Cruise)는 크루즈를 타
고 싱가포르강변을 따라 마리나베이샌즈부
터 멀라이언파크, 보트키, 클락키, 로버슨키까
지 관광 명소를 한 번에 둘러보는 투어를 말한
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마리나베이의 야
경도 아름답지만, 강물을 따라 명소 곳곳을 가
까이서 보는 것도 흥미롭다. 모두 도는 데 40
분 정도 소요되며 다른 투어에 비해 가격이 저
렴해 인기가 많다. 따로 예약할 필요 없이 선
착장에서 티켓을 구입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
다. 하이라이트는 풀러턴 호텔을 지나 고층 빌
딩 숲을 뒤로하고 멀라이언상과 에스플러네이
드가 양쪽에 보이는 구간. 낮과 밤 모두 멋있
지만 해 질 무렵에 가면 화려한 색으로 물드는 
하늘과 강을 볼 수 있다. 명소마다 선착장이 
있고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어 교통수

싱가포르를 만나는  
3가지 방법

단으로 이용하는 여행자도 많다.
히포투어(Hippotours)는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지를 구석구석 다니는 2층 버스를 이용하
는 것이다. 2층이 오픈돼 있어 편하게 앉아 시
내를 구경할 수 있다. 총 34개 정류장에서 자유
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것도 장점. 시티 투어와 
헤리티지 투어, 2가지로 운영한다. 시티 투어를 
이용하면 오차드로드와 에스플러네이드, 래플
스 상륙 기념지 등을 돌아볼 수 있고, 헤리티지 
투어를 이용하면 차이나타운과 리틀 인디아 등 
역사가 깊은 동네를 둘러볼 수 있다. 선텍시티 
쇼핑몰 1층 티켓 부스 앞에서 출발하며 30분~1
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01. �리버 크루즈를 이용하면 싱가포르강변을 따라 마리나베이 
샌즈부터 멀라이언파크, 보트키, 클락키, 로버슨키까지 관광 
명소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다. 

02. �덕투어는 베트남전쟁 때 사용한 수륙양용차를 개조해 투어 
상품으로 탄생시킨 것으로 물 위와 육지를 오갈 수 있다.

03. �히포투어는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지를 구석구석 다니는 2층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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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 Trip 자연도시 1 ]

01,  02. 역사의 흔적이 가득한 
공원 포트 캐닝 파크는 
싱가포르 남동부, 작은 언덕에 
조성된 공원이다. 

03. �도심 속 공원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2012년 6월에 
오픈한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공원이다. 

04,  05, 06. 보태닉 가든은 �
광대한 녹지와 수만 그루의 
울창한 수목, 거대한 호수와 
잘 정비된 산책로까지 갖춰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싱가포르 여행은 마리나베이에서 시작된다. 싱
가포르의 상징물인 멀라이언상이 있는 멀라
이언파크(Merlion Park)를 비롯해 강변을 따
라 레스토랑, 클럽, 카페 등이 밀집된 클라키
(Clarke Quay), 싱가포르의 오페라하우스로 불
리는 에스플러네이드(esplanade) 등 볼거리와 
놀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도심의 화려하고 복잡한 모습 이면에는 자
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스폿도 많다. 역사
의 흔적이 가득한 공원 포트 캐닝 파크(Fort 
Canning Park)는 싱가포르 남동부, 작은 언
덕에 조성된 공원이다.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센트럴파크라고도 불린다. 약 40만 km2의 면
적에 나무와 꽃 등 각종 열대식물과 산책로가 
잘 가꿔져 있어 현지인들이 산림욕이나 조깅을 
하러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산이 
없는 싱가포르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세 시대 말레이왕이 요새를 쌓았으며, 
1822년에는 래플스 경(Sir Stamford Raffles)
이 주거지로 삼으면서 행정상의 중심지가 되기
도 했다. 군사 건물의 흔적과 요새의 잔해인 포
트 게이트(Fort Gate)가 곳곳에 남아 있어 역사
적 가치도 높다. 공원 한쪽에는 작은 무역항이
던 싱가포르가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포트캐닝 해양 코너
(Maritime Corner@ Fort Canning)와 식물도
감 역할을 하는 스파이스 가든(Spice Garden)
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하다. 언덕을 내려가면 
싱가포르 쇼핑의 메카인 오차드로드(Orchard 
Road)가 나오고, 뒤편에 마련된 에스컬레이터
로 이동하면 싱가포르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Singapore)이 나온다.
도심 속 공원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는 2012년 6월에 오픈한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공원이다. 독특하고 웅장한 건물이 
모여 있는 마리나베이 한가운데 자리해 푸른 녹
지가 더욱 눈에 띈다. 안으로 들어서면 아바타
들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은 풍경에 눈

이 휘둥그레질 것. 정원 속 하늘 높이 솟아오른 
‘슈퍼트리(Super Tree)’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탄성을 자아낸다. 빗물을 수집하고 태양열을 발
생시키는 등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 더욱 감동적. 슈퍼트리와 슈퍼트리 사이
에는 128m 길이의 OCBC 스카이웨이가 설치
돼 있는데, 아찔한 재미는 물론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환상적인 뷰를 선
사한다. 매일 저녁 7시 45분에는 라이트&사운
드 쇼가 펼쳐지는데, 슈퍼트리를 비롯한 공원 전
체에 아름다운 조명이 켜져 로맨틱한 풍경을 선
물한다. 공원 안쪽으로 걸어가면 돔 형식의 건
물 2개가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플
라워 돔(Flower Dome)’과 ‘클라우드 포레스트
(Cloud Forest)’가 바로 그것. 세계에서 가장 큰, 
기둥 없는 온실로 탁 트인 공간이 압도적이다. 
플라워 돔에는 난초와 양치식물, 아나나스 등 3
만 2000본이 넘는 식물이 모여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폭포가 흘러내린다. 안개가 자욱한 
클라우드 포레스트 돔에는 35m 높이의 클라우
드 마운틴(Cloud Mountain)이 독특한 볼거리
를 제공한다.
트렌드세터들이 모이는 싱가포르의 가장 세
련된 지역 오차드로드에도 힐링 스폿은 있
다. ‘싱가포르의 허파’로 불리는 보태닉 가든
(Botanic Gardens)은 싱가포르 건국의 아
버지이자 자연주의자였던 스탬퍼드 래플스 경
(Sir Thomas Stamford Bingley Raffles)이 
1822년에 조성한 식물원이다. 래플스 경의 사
망 후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지만 1859년 지금
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시
작했다. 이후 화훼 산업과 하이브리드종 개발 
연구, 정원 조성에 힘쓴 결과 국제적인 수준의 
열대식물 전문 기관으로 발전했다. 광대한 녹지
와 수만 그루의 울창한 수목을 품고 거대한 호
수와 잘 정비된 산책로까지 갖춰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식물원 중앙에 펼쳐진 내셔
널 오키드 가든(National Orchid Garden). 싱
가포르에서 가장 큰 난초 정원으로 약 2000종, 
6만 포기에 이르는 난초를 보유하고 있다. 싱가
포르 보태닉 가든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지만 
내셔널 오키드 가든은 별도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차를 마시거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 겸 레스토랑, 식물에 관한 책과 각종 기념
품을 판매하는 상점 등 편의 시설도 잘 마련돼 
있다.

자연에서 놀자,  
도심 속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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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이 필요하다.�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비자는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시차�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다.
기후� �열대기후로 한국의 여름보다 덥고 습하다. 연중 가장 더운 

시기는 5~8월. 10월 말부터 3월까지는 우기로 소나기가 
자주 내린다.

언어� 영어, 말레이시아어, 만다린어, 타밀어
통화� 1싱가포르달러 = 865.22원(2020년 8월 10일 기준)
전화� 싱가포르 국가 번호는 65, 지역 번호는 따로 없다.
전압� �110V~120V, 60Hz. 한국 제품을 사용하려면 220V용 

플러그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여행 정보

Travel�Information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해협

[ Theme Trip 자연도시 1 ]

리틀 인디아는 싱가포르 내 인도계 사람들의 삶
의 터전이다. 거리를 걷는 내내 향신료 내음이 물
씬 나고, 힌두사원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로 붐
빈다. 리틀 인디아 지역의 메인 거리인 세랑군로
드(Serangoon Road)는 인도를 고스란히 옮
겨온 듯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 여행자들
이 많이 찾는다. 리틀 인디아 대표 쇼핑 명소인 
테카 센터와 리틀 인디아 아케이드도 모두 이곳
에 있고, 실크 제품과 머리 장식용 재스민 화환, 
인도 음악 CD, 커리 가루를 파는 상점이 오밀조
밀 몰려 있어 이색적인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불교 사원인 
사키아 무니 부다 가야 사원(Sakya Muni 
Buddha Gaya Temple)은 1927년 싱가포르
를 방문한 태국 승려인 ‘부치사라’에 의해 세워
졌다. 태국 건축양식의 색깔이 강하게 남아 있어 
중국 불교 사원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사원 
안으로 들어서면 높이 15m, 무게 3000t의 거대
한 불상과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벽화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불상 주변에 코끼리 모양의 힌두신 
상이 함께 있는 것도 특이하다. 내부에 1000여 
개의 법등이 달려 있어 ‘천등사’라고도 불린다. 
밤이면 등불을 밝혀 장관을 이룬다. 무료로 입
장할 수 있으며 내부로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
야 한다. 
배낭여행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아랍스트리
트는 이국적인 색채와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
로 섞여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아
랍스트리트의 랜드마크 술탄 모스크(Sultan 
Mosque)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
슬람 사원으로 1825년에 처음 지어졌다. 100여 
년이 흐른 후 건물이 불안정해지자 싱가포르에
서 가장 오래된 건축 회사, 스완 앤드 매클라렌
(Swan and Maclaren)의 데니스 샌트리(Denis 
Santry)가 1932년 재건축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
다. 1975년에는 국립 기념물로 지정되며 현재까
지 무슬림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웅장
한 황금색 돔 지붕과 이슬람교도들이 모여 기도

세계의 축소판,  
다양한 문화 속으로 

하는 대규모 기도실로 유명한 곳. 특히 돔의 바닥
이 유리병 조각으로 장식된 점이 독특한데, 이는 
가난한 무슬림들이 기부한 것이다. 부자에만 국
한되지 않고 모든 무슬림이 모스크 건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 것. 민소매나 반바지 차림으로는 
입장할 수 없는데, 사원 입구에서 가운을 무료로 
빌려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술탄 모스크의 역사
와 가치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이드 투어를 신
청할 것. 
차이나타운은 붉은 등과 불교 사원이 촘촘한 중
국 전통 거리로 유명하다. 가장 차이나타운스

러운 거리로 꼽히는 파고다스트리트(Pagoda 
Street)는 MRT 차이나타운 역에 내려 출구를 
따라 나오면 곧바로 만날 수 있다. 옛 싱가포르 
전통 가옥인 숍하우스(Shophouse)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 
여행자를 위한 기념품 가게와 중국 스타일의 가
구점, 옷 가게 등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 구경하
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기념품 가게에서는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이 새겨진 티셔츠와 
열쇠고리‧마그넷‧병따개‧과자 등 다양한 제품을 
팔고, 골목 깊숙이 들어가면 노점상과 좌판을 놓
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아 시장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곳곳에 딤섬 전문 레스토랑을 비롯한 중
국요리를 선보이는 맛집도 많다. 
차이나타운 콤플렉스(Chinatown Complex)
부터 차이나타운 플라자(China Town Plaza)
로 이어지는 골목길 케옹색로드(Keong Saik 
Road)에는 파스텔 톤의 2층 건물이 줄지어 있
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언뜻 보면 옛 싱가
포르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시간 여행
을 하는 기분이 들지만 거리 양쪽으로 세련된 숍
들이 빼곡히 자리해 트렌디한 분위기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림을 파는 작은 갤러리와 유니크
한 소품을 파는 디자이너 숍 등 소규모 상점이 모
여 있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 아시아 베스트 
바에 이름을 올린 바 등 세계적인 가게들이 곳곳
에 숨어 있다.

01. �리틀 인디아 지역의 메인 거리인 세랑군로드는 인도를 
고스란히 옮겨온 듯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02,  03. 사키아 무니 부다 가야는 싱가포르에서 �
규모가 가장 큰 불교 사원이다. 

04. �아랍 스트리트의 랜드마크 술탄 모스크는 싱가포르에서 �
가장 크고 오래된 이슬람 사원이다.

05. �파고다 스트리트는 가장 차이나타운스러운 거리로 꼽힌다.
06. �케옹색로드에는 파스텔 톤의 2층 건물이 줄지어 있어 �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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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하면 화려한 도시 풍경이 먼저 떠오르지만 
홍콩은 면적의 40% 이상을 공원 또는 자연 보
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도한 지역 개발보다 있
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 자
연친화적인 도시다. 하늘을 향해 치솟은 건물들 
뒤로 푸른 녹음이 우거진 산 능선은 홍콩을 즐
기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다. 이곳에서는 트레킹
과 사이클링 등 다채로운 액티비티가 가능한데, 
산과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인기다. 
홍콩섬 동쪽 해안의 섹오비치를 내려다보며 걸
을 수 있는 드래곤스백 트레킹 로드는 손꼽히
는 트레일이다. 총 길이 8.5km에 달하는 이 코
스에서 완찬산(Wan Chan Shan)부터 섹오피크
(Shek O Peak)에 이르는 이른바 ‘용의 허리’ 구
간이 하이라이트. 굽이굽이 산길이 마치 용의 등
과 같다고 해서 ‘드래곤스백’이라는 이름이 붙었
다.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킹 코스인 드래
곤스백은 2019년 CNN이 선정한 세계 23대 트

자연 속으로,  
트레킹 & 사이클링

레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초보자에게는 다소 
힘든 구간도 나오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해
안의 아름다운 절경이 수고로움을 보상하고도 
남는다. 도심의 이미지가 강한 홍콩의 자연이 뿜
어내는 산세의 험준함에 당황할지도 모르나 울
창하게 우거진 수풀과 탁 트인 풍경이 충분히 유
혹적이다. 
홍콩 트레일의 마지막 여정임에도 많은 사람
이 찾는 코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홍콩섬에 위
치한 탁월한 접근성, 뛰어난 경치, 적절한 경
사, 해변의 물놀이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매력적
인 코스 구성 등 다채로운 장점 때문이다. 코
스는 섹오로드(Shek O Road)를 출발해 섹오
피크(Shek O Peak), 섹오컨트리파크(Shek O 

01

01.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킹 코스인 드래곤스백은 2019년 
CNN이 선정한 세계 23대 트레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02. �타이오(Tai O)는 란타우섬의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홍콩에 �
몇 남지 않은 현존하는 어촌이다. 

country park), 타이룽완(Tai Long Wan)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약 6시간 소요된다. MTR 사
우케이완(Shau Kei Wan) 역 A3 출구로 나와 
사우케이완 버스터미널에서 9번 버스를 타고 
토테이완(To Tei Wan)에서 하차하면 섹오로
드가 시작된다. 섹오피크는 284m 높이로 정상 
전망대에 서면 섹오(Shek O)와 타이룽완(Tai 
Long Wan), 퉁청(Tung Chung) 섬의 뷰를 파
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어 드래곤스백 코스의 
최고 백미라 할 수 있다. 
드래곤스백 트레일의 끝은 홍콩 서핑의 발상지
인 빅웨이브베이(Big Wave Bay)로 이어진다. 이
곳 바닷가에 발을 담그거나 또는 서핑과 맥주로 
휴식을 취하며 바다를 즐기는 맛은 최고. 서핑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빅웨이브베이비치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물할 것이다. 
란타우섬 동쪽 퉁청에서 시작해 해안선을 따라 
맹그로브 숲과 연안을 지나 타이오로 이어지는 
트레일도 이색적인 풍광과 어촌의 한산함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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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시 2

홍콩 
자연탐험

홍콩은 도시 면적의 70% 이상 녹지로 구성된 에코시티다. 
화려한 마천루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녹음이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 준다. 복잡한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산과 해변에 닿을 수 있다. 

에디터 임경아 사진 <AB-ROAD> 자료실,  
홍콩관광청 www.discoverhongkong.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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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홍콩은 도시 면적의 70% 이상 녹지로 구성된 에코시티다.  
02, �03. 화려한 마천루를 발밑에 두고 도시를 보며 트레킹을 �

하고 싶다면 빅토리아피크가 최고다. 
04. �빅토리아 하버를 따라 펼쳐진 수변 산책로는 침사추이까지 이어지는데 �

이곳에서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홍콩인을 많이 볼 수 있다.
05. �란타우(Lantau)는 260여 개의 홍콩섬 중 가장 큰 섬으로 �

면적의 50% 이상이 국립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 있는 매력적인 트레킹 코스다. 타이오(Tai O)
는 란타우섬의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홍콩에 몇 
남지 않은 현존하는 어촌이다. 물길 위에 세워진 
대나무로 만든 수상가옥들과 새우 페이스트를 만
들기 위한 갑각류통이 줄지어 있는 거리는 익숙
한 듯 이색적인 풍경으로 다가온다.
마을 한편에는 유서 깊은 역사적 건물 2급인 옛 
타이오 경찰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 현재는 호텔
로 개조해 운영 중이다. 1902년에 지어진 건물 
본연의 모습을 보존한 부티크 호텔에서 울창한 
숲과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칵테일을 즐
길 수 있다. 타이오 어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액티비티가 있다면 홍콩 해역에 서식하는 ‘핑크 
돌고래’로도 알려진 중국 흰 돌고래를 볼 수 있
는 보트 여행다. 
화려한 마천루를 발밑에 두고 도시를 보며 트레
킹하고 싶다면 빅토리아피크가 최고다. 홍콩섬
에서 가장 높은 산허리에 위치한 빅토리아피크
는 홍콩의 황홀한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스폿이다. 홍콩섬 최고 고도인 
약 552m의 타이펑산에 위치해 숲과 바다 그리
고 고층 빌딩이 한눈에 들어온다. 1888년 개통
된 산악 기차 피크트램은 45도가 넘는 급경사로
를 오르는 홍콩의 명물로 정상에 도달하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빠르게 올랐다면 홍
콩 주민들의 산책과 조깅 코스로 사랑받는 피클
서클워크로 느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다. 피크에
서와는 다른 각도의 빅토리아 하버와 홍콩섬 남
부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내려오는 7km 남짓
의 도심 속 공중 정원 산책은 새로운 홍콩의 모
습을 찾아가는 시작점이다.
홍콩은 자전거와 친숙한 도시다. 도심의 대표 이
미지로 이층 버스와 트램이 떠오르지만 홍콩인
들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은 자전거다. 수십만 명
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시를 누빈다. 또
한 국제 사이클 선수권 해머 시리즈(Hammer 
Series)의 피날레를 주최하는 아시아 유일 도시
이자, 2015년부터 전 세계 아마추어 사이클리
스트들이 모여 홍콩 사이클로톤(Hong Kong 
Cyclothon)을 즐기고 있다. 
이런 홍콩에서 사이클링은 색다른 경험이 된다. 
란타우(Lantau)는 260여 개의 홍콩섬 중 가
장 큰 섬으로 면적의 50% 이상이 국립공원으

[ Theme Trip 자연도시 2 ]

로 이루어져 있다. 북부를 개발하고 남부를 보
존한다는 원칙 아래, 북부에 홍콩 국제공항, 홍
콩 디즈니랜드, 옹핑 360 등이 있고, 남부에는 
홍콩에서 가장 큰 란타우 사우스 컨트리 파크
(Lantau South Country Park)가 위치한다. 이 
공원을 따라 카우링청 캠핑장(Kau Ling Chung 
Campsite)에서 시작, 섬의 동쪽 해안을 지나 무
이우(Mui Wo)까지 21km에 달하는 자전거 코스
가 완비돼 있다. 깎아지른 듯한 산비탈과 둑을 따
라 바위가 있는 독특한 풍경의 세크픽(Shek Pik) 
저수지와 작은 어촌들을 지나는 시골길을 달리
다 보면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만나기도 한다. 
타이포(Tai Po)는 매년 박진감 넘치는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이 열리는 싱문강(Shing Mun 
River)에서 시작해 톨로 하버(Tolo Harbour)
를 감싼 수변 산책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간
다. 시골 어촌이지만 스페인식 가옥들이 생경
한 느낌을 주는 마을을 지나면 타이메이 툭(Tai 
Mei Tuk)의 거대한 플로버 코브 저수지(Plover 
Cove Reservoir)가 눈앞에 펼쳐진다. 홍콩에서 
면적과 규모 면에서 1, 2위를 다투는 규모의 세
계 최초 민물 해안 호수로, 동남쪽으로 쭉 뻗은 
2km 길이의 도로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에메
랄드빛 물이, 다른 한편에는 푸른 바닷물이 유
유히 흐른다. 근처 플로버 코브 컨트리 파크를 
거닐다 400년 이상 된 하카족(Hakka) 양식의 
기와지붕 집 마을, 우카우탕(Wu Kau Tang)과 
울창한 숲 안쪽 비밀 폭포를 만날 수 있다.
서구룡 문화지구(The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는 구룡반도의 서쪽 바닷가 
약 12만 평의 면적에 조성된 새로운 개념의 문
화예술 지구다. 2019년 1월 개관한 시취 센터
(Xiqu Centre)를 필두로 총 10개의 문화예술 시
설이 차례로 들어서고 있다. 서구룡 문화지구 서
쪽 끝에 위치한 서구룡 예술 공원은 나무와 넓
은 초록 잔디밭이 조성돼 있으며 빅토리아 하버
를 따라 평평한 수변 산책로가 뻗어있다. 침사추
이까지 이어지는 이 해안 산책로에서 조깅을 하
거나, 자전거를 타는 홍콩인들을 많이 볼 수 있
다. 일출과 일몰, 해의 높이에 따라 다양한 모습
을 보여주는 빅토리아 하버와 바다 건너편 홍콩
섬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워 베스트 포토 스폿
으로도 유명하다.

03

02

01

05

04



32  Join enJoy 2020 September  33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로 손꼽히는 홍콩에도 
느긋함은 있다. 높은 건물이 즐비한 도심에서 접
하는 해변은 사막 속 오아시스처럼 더 달콤하고 
여유롭다. 센트럴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홍콩섬 남쪽에 있는 리펄스베이(Repulse 
bay)에 도착한다. 절벽 아래 거대한 성처럼 우
뚝 솟은 고급 맨션과 짙푸른 바다의 이국적인 
풍광이 어우러진 리펄스베이는 ‘동양의 몬테카
를로’로 불린다. 시원한 스케일과 아름다운 풍
경, 주변 즐길 거리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찾은 이들은 언제나 행복해 
보인다. 폭 80m, 길이 500m로 쭉 뻗은 백사장
은 청정하고 평화로운 느낌. 초록빛 싱그러운 야
자수와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푸른 바다, 저 멀
리 보이는 타이토우섬의 풍광까지 눈에 닿는 모
든 것이 아름답다. 리펄스베이 안쪽 끝에 자리
한, 바다의 여신 ‘틴하우’를 모시는 도교 사원도 
둘러볼 만하다. 어부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틴하우’를 모시는 사원은 홍콩 전역에 70여 
개가 있고, 음력 3월 23일 탄신일 무렵이면 화려
한 축제가 펼쳐진다.
해변에서 망중한을 즐기다 허기진다면 더 펄스
몰로 향할 것. 미슐랭 1 스타 셰프 올리비에 벨린
이 총괄하는 프렌치 다이닝 오션(ocean), 알프
레스코 레스토랑 클래시파이드(classified), 홍
콩 로스터리 커피 신의 선두주자 커피 아카데믹
스(coffee academics), 홍콩 음식을 정갈하게 
내는 민 앤드 라이스(meen & rice)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레스토랑이 모여 있다. 리펄스베이
를 조금 더 호화롭게 즐기고 싶다면 바 카바나
(cavana)를 추천한다. 입장료로 320홍콩달러
를 내면 펄스 몰 2층에 마련된 덱과 카바나, 자
쿠지에서 칵테일이나 와인을 마시며 조금 더 프
라이빗하게 해변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다.
홍콩섬 왼편에 자리한 란타우섬의 디스커버리
베이(Discovery Bay)는 스페인풍으로 포장된 
길과 오렌지색 지붕의 건물들, 선선하게 불어오
는 바람에 파도처럼 물결치는 고운 백사장, 그리

해변에서 즐기는  
힐링 타임

비자�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시차�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다.
기후� �홍콩의 1월은 평균 최저기온이 15.9℃, 평균 최고기온이 

20.2℃로 우리나라의 가을과 비슷하다. 평균적으로 
4.3℃의 작은 일교차를 보이며, 평균 강수량은 26.8mm, 
평균 강수일수는 4.5일로 비가 자주 내리지도 않고 
강수량도 적은 편이다.

언어� �공식 언어는 중국어와 영어를 사용한다.
통화� �홍콩달러 1홍콩달러=153.09원 (2020년 8월 10일 기준)
전압� �220V, 50Hz 변압기는 필요 없지만 코드 모양을 바꿔주는 

어댑터가 필요하다.

홍콩 여행정보

Travel�Information

고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알프레스코 스타일
의 레스토랑까지 도심의 고층 건물과 좁은 길에
서 잠시 벗어나 휴양지 기분을 낼 수 있다.
배에서 내려 선착장을 벗어나면 홍콩 도심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중 가장 먼저 보
이는 해변인 타이팍비치(Tai Pak Beach)는 시
선을 빼앗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녔다. 바다는 무
더운 여름에 가야 제격이라 생각한다면 오산. 푸
른 바다가 맞닿은 하얀 모래 위를 산책하듯 걸
으며 홍콩 겨울의 시원하고도 아늑한 바람을 맞
다 보면 절로 힐링이 된다. 해변 주위로는 고층 
건물 대신 낮고 하얀 고급 빌라들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뤄 이국적인 매력을 자아낸다. 실제 
홍콩의 서양인 대부분이 이곳에 살고 있다. 타이
팍비치는 선착장에서 가까운 것은 물론 어린이
를 위한 놀이터나 샤워시설, 탈의실 등 편의시설
도 잘 갖춰져 있어 관광객과 거주민 모두에게 보
물 같은 곳이다. 타이팍비치의 넓은 해변에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결혼식이나 파티, 프러포즈 같
은 이벤트를 열 수도 있다.

01,  02. 리펄스베이는 절벽 아래 거대한 성처럼 �
우뚝 솟은 고급 맨션과 짙푸른 바다의 이국적인 
풍광이 어우러져 ‘동양의 몬테카를로’로 불린다.

03.  홍콩섬 왼편에 자리한 란타우섬의 디스커버리베이는 
스페인풍으로 포장된 길과 오렌지색 지붕의 
건물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04, 05. 타이팍비치는 홍콩 도심과는 전혀 다른 풍광으로 
한적함을 누릴 수 있는 힐링 스폿으로 인기다.

[ Theme Trip 자연도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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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POTLIGHT

경주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특별한 곳이다. 여기에 트렌디함으로 무장한 
핫플레이스들이 뒤섞이며 경주의 매력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어제의 경주, 그리고 
오늘의 경주를 만난다. 
에디터 민다엽 사진 강정규(윤슬) 

경주 시간여행
庆州时间之旅
慶州時間旅行

庆州是一座历史与文化名城。整座城市就像
一座露天博物馆散发出独特的魅力。
融入了时尚元素的热门地点，让这座城市绽
放出更多精彩。让我们共同走进庆州的昨天
与今天。
编辑 闵多烨 图片 姜正圭(Yoonseul) 

歴史と文化の都市、慶州は、街全体が博物
館だ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特別なところ
だ。今どきのおしゃれなスポットもある、多
彩な魅力を放つ慶州。そんな慶州の新旧に
触れる旅に出た。 
構成 ミン·ダヒョプ 写真 カン·ジョンギュ(ユンス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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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들어서면 곳곳에 솟은 거대한 고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그중 대릉원은 경주에서 
가장 큰 고분 단지로 23개의 능이 모여 있다. 크
고 작은 고분 사이를 한가롭게 산책하며 인증
샷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대
릉원에는 유일하게 고분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천마총이 있다.
경주의 야경을 즐기려면 월정교와 동궁과 월지
가 최고다. 월정교는 기둥만 남아 볼품없던 시
절, 보통 교촌마을에 왔다가 잠시 들렀다 가는 
코스였지만, 2018년 4월 다리 위 누각까지 완
전히 복원되면서 낮에도 밤에도 많은 여행객이 
찾고 있다. 문루(門樓) 2층에는 이곳에서 출토
된 유물과 다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디지털 전
시관이 마련돼 있다. 동궁과 월지는 해가 지면 
꼭 방문해야 할 경주 최고의 야경 명소다. 유려
한 곡선을 가진 누각과 연못 위로 비치는 반영, 

경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단연 
첨성대.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국보 제31호’
로 지정돼 있다. 후대의 재건이나 복원 없이 원
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 낮보다
는 해 질 녘이 더욱 아름답다. 저 멀리 기와집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과 첨성대와 주변 산책
로를 밝혀주는 노오란 조명이 꽤나 낭만적이다. 

타임머신 타고 
역사 속으로
乘坐时间机，畅游历史长河
タイムマシーンに乗って歴史の
中へ

一个古墓区，这里共汇聚着23座古墓。悠
闲漫步在大小不一的古墓间，留下一张值
得珍藏的照片，让人觉得不虚此行。天马
冢是大陵苑内唯一对外开放，供游客参观
的古墓。
想要欣赏最美丽的庆州夜景，月净桥和东
宫与月池绝对是您最佳的选择。月净桥原
本仅剩桥柱，毫无吸引力可言，通常游客
都是在前往校村的途中，才会来此稍作参
观。但是自2018年4月桥上的阁楼被全面
修复后，无论白天还是夜晚，都会有大批
游人来此游览。在门楼2层，建有一座数
字展厅，展出着这里出土的文物和古桥的
历史。东宫与月池是夜幕降临后的必去之
地，来此能够欣赏到庆州最美的夜景。轮
廓流畅优美的阁楼、倒映在荷花池中的影
子与步道两旁朦朦胧胧的灯光相映成趣，
为这里更增添一分独特的韵味。虽然规模
不大，却是最具庆州特色的地方，给人留
下深刻的印象。每个小时，文化旅游讲解
员都会为大家讲述有关新罗生动有趣的故
事，一定不要错过。

慶州を訪れた人が必ず足を運ぶ観光名所、
瞻星台。新羅善徳女王の時に造成された東
洋最古の天文台で、国宝第31号に指定され
ている。再建や復元することなく、当時のま

まの円形を維持しているのが特徴。昼間に
見学するのもいいが、家々の瓦屋根の向こ
うに広がる赤い夕焼けと瞻星台、散策路を
照らすライティングが折り重なった夕方の
風景はより一層美しく、ロマンチックな雰
囲気が楽しめる。
慶州といえば、あちこちに古墳がある町とし
ても知られる。中でも大陵苑は、慶州最大の
古墳公園で大小23基の陵が集まっており、散
歩や撮影ができる魅力的なスポットだ。苑内
の天馬塚は、古墳内の見学もできる。
慶州の夜景を楽しみたいなら、月精橋、
東宮、月池を訪れるのがおすすめ。月精橋
は、もともと橋の礎石が残るのみで、慶州
校村しか見どころがなかったが、2018年4
月に橋と楼閣が復元され、昼夜問わず多
くの観光客が訪れる人気のスポットになっ
た。門楼の2階には、この付近で出土された
遺物や橋の歴史に関するデジタル展示館
が完備されている。東宮と月池も、日が暮
れた後に訪れたい慶州の夜景スポットだ。
流麗な曲線を描いた楼閣、池の上に映る夜
景、ライティングされた散策路などは趣た
っぷり。規模はさほど大きくないが、慶州ら
しい雰囲気が満喫できる。１時間ごとに文
化観光案内士による新羅の解説も行われ
ている。 

산책로를 따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운치를 
더한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가장 경주다운 분
위기를 자아내는 곳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매 시간 문화관광해설사의 재미난 신라 이야기
도 들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 것. 

庆州最受欢迎的地方当属瞻星台。瞻星台
建于新罗善德女王时期，是东方现存最古
老的天文台，已被指定为“第31号国宝”。瞻
星台最大的特点是完美保留了原貌，未经
过后代任何的重建或修复。沐浴在落日余
晖中的瞻星台更是美丽无比。远处屋顶的
另一端被夕阳染红的晚霞，以及将瞻星台
和周边步道照亮的黄色灯光，都散发出一
种浪漫的气息。
来到庆州，首先映入眼帘的就是随处可见
的大型古墓。其中，大陵苑是庆州最大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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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공원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
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Gyeongju Culture 
EXPO)가 매년 열리는 경주 최대의 테마파크다. 
경주엑스포공원의 랜드마크인 경주타워는 독
특하면서도 어마어마한 크기로 멀리서도 한눈
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높이 82m의 경주타워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디자인한 것이 특
징. 꼭대기 전망대에서는 경주 시내가 한눈에 내
려다보인다. 경주엑스포공원은 경주타워를 중
심으로 총 20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볼거리가 
많다. 천마총금관, 석굴암, 성덕대왕신종 등 경
주의 세계문화유산을 빛으로 표현한 천마의 궁

庆州世博园是庆州最大的主题公园，每年
举办可体验世界各国文化的庆州世界文化
博览会(Gyeongju Culture EXPO)。庆州
塔是庆州世博园的地标，不仅造型独特，
而且规模庞大，站在远处也能一眼望见。
庆州塔高82m，塔身运用了阴刻技术，其
独特的创意源自皇龙寺9层木塔。从塔顶
的瞭望台可将庆州市内风景尽收眼底。
庆州世界文化博览会以庆州塔为中心，共
建有20个设施，游客来此必能大饱眼福。
以灯光展现了天马冢金冠、石窟庵、圣德
大王神钟等庆州世界文化遗产的天马宫
殿，采用了3D影像和全息图等尖端技术
的舞台演出，以及通过浪漫的歌声展现新
罗月夜的音乐剧表演等丰富多彩的活动，
让人忘却了时间的流逝。
大陵苑西侧石墙通往皇南小学的小巷被
称为皇理团路，如今已是远近闻名的热门
地点。这里聚集了大批充满“现代气息”的
韩屋风格咖啡厅和餐馆以及各种新奇有

현대 감각으로 
재해석된 뉴경주
以现代视角重新演绎的新庆州
今どきの慶州が楽しめるスポット

趣的元素，漫步于此可为您的旅程增添一
丝乐趣。阳地茶馆是一座散发出浓郁复
古风的咖啡馆，从室内装潢到音乐盒中流
淌出的老歌，都完美再现了70、80年代的
风采。这里的招牌饮品是加入了蛋黄的双
和汤，热门甜点是草莓舒芙蕾。如果想要
品尝美味的甜点，推荐您前往加峰盘果。
在这里可品尝到手工制作的和果子，以及
采用桃、李子和无花果等时令水果制成的
甜点。这里还销售添加了以不去内皮的板
栗、桃子、柚子、黑芝麻和抹茶等各类食
材制成的果馅的和果子。

慶州エキスポ公園は、慶州最大のテーマパ
ーク。世界各国の文化が体験できる慶州世
界文化エキスポ(Gyeongju Culture EXPO)
が、毎年開かれる場所だ。慶州エキスポ公園
のランドマークといえば、慶州タワー。遠く
からでも目にとまるインパクトある建物は、
高さ82メートルで、皇龍寺九層木塔のデザイ
ンが施されているのが特徴。最上階は展望
台になっており、慶州市内が一望できる。慶
州タワーを中心に、天馬塚金冠、石窟庵、聖
徳大王神鐘など、慶州の世界文化遺産を光

で表現した天馬宮殿をはじめとする20の施
設があり、見どころが多い。3D映像、ホログ
ラムなどの先端技術を駆使したパフォーマン
ス、新羅の月夜をテーマにしたミュージカル
など，様々な公演も開催される。
大陵苑の西側の石垣から皇南小学校まで続
く皇理団通りも人気のストリートだ。韓国伝
統家屋カフェやレストランをはじめ、おしゃ
れな店が多く、そぞろ歩きするだけで旅気分
を味わえる。人気の「ヤンジ茶房」は、イン
テリアやジュークボックスから流れる音楽

전과 3D 영상과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로 재현한 
퍼포먼스 공연, 신라의 달밤을 낭만적으로 노래
한 뮤지컬 공연 등 전부 둘러보려면 시간이 부족
할 정도다.
대릉원 서편 돌담에서부터 황남초등학교까지 
이어진 골목길이 황리단길이란 이름으로 핫하
게 변했다. ‘요즘 감성’ 물씬 풍기는 한옥 스타일
의 카페와 식당, 각종 놀거리가 가득해 걷는 것
만으로도 여행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느낌 있는 카페, 양지다방은 
인테리어부터 뮤직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옛 음
악까지 완벽하게 7080 감성을 재현했다. 이곳의 
시그너처 메뉴는 노른자가 들어간 쌍화탕이고, 
인기 메뉴는 딸기 수플레다. 맛있는 디저트를 맛
보고 싶다며 가봉반과를 추천한다. 직접 만든 
화과자와 복숭아, 자두, 무화과 등 제철 과일을 
이용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속껍질을 벗기지 
않고 졸인 밤과 복숭아, 유자, 흑임자, 말차(末
茶)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앙금이 들어간 화과
자를 판매한다.

まで、70年
代、80年代の
雰囲気を再現した
レトロカフェ。ここのシグネチャーメニュー
は、卵の黄身が入った双和湯（漢方茶）。イ
チゴスフレも美味。スイーツを楽しみたいな
ら、カフェ「カボンバンガ」がおすすめ。桃、
プラム、イチジクなど、旬のフルーツを使っ
た自家製スイーツを味わうことができる。中
でも、栗の渋皮煮や、桃、柚子、黒ゴマ、抹
茶のあんこが入った和菓子が人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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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의 언덕은 JTBC 예능 프로그램 <캠핑클럽>
에서 가수 이효리가 캠핑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
면서 입소문 나기 시작했다. 이곳의 베스트 포토
존은 아찔한 절벽 위에 걸려 있는 명상 바위로 발
아래 펼쳐지는 시골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안전
상 이유로 바위 뒤에는 인증샷을 찍기 위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니, 미리 포즈를 생각해 놓
고 사진을 찍는 것이 매너. 규모는 작지만 1500
여 년의 역사를 가진 분황사는 유서 깊은 사찰로 
유명하지만 바로 앞에 펼쳐진 드넓은 청보리밭
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매년 봄부
터 초여름까지 싱그러운 초록색 물결이 넘실대
고 가을이면 메밀꽃이 만발해 하얀 물결이 장관

을 이룬다. 사각사각 바람에 나부끼는 청보리의 
싱그러움을 느끼며 여유롭게 산책하며 인생샷
도 건져보자. 
금장대는 오직 나룻배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엽서에나 나올 법
한 완벽한 구도와 분위기로 SNS에서는 경주 최
고의 인생샷 맛집으로 통한다. 명성답게 사진을 
찍기 위해선 꽤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린 보람은 충분하다. 푸른 하늘과 풀과 나무, 
감각적인 나룻배가 어우러져 누구나 막 찍어도 
그야말로 화보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장소다. 경
주 시내에서 서쪽으로 40분 남짓 떨어진 천촌리
에 위치한 오봉산은 산 꼭대기에는 천년고찰 주
사암과 MBC 드라마 <선덕여왕>의 마지막 회 촬
영지인 마당바위 절벽이 자리 잡고 있다.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작은 암자를 지나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아찔한 
절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산세가 험하고 주변에 
거칠 것이 없어 풍경이 압도적이다.

인생샷 맛집, 경주
最佳拍照地，庆州
映え写真が撮れる場所、慶州

花 郎之 丘曾 在 J T B C 播 出 的 综 艺 节目
《Camping Club》中作为露营地登场，歌星李
孝利的造访让这里声名大噪。花郎之丘的
最佳摄影区是悬挂在悬崖上的冥想石，放
眼眺望，脚下的田园风景美不胜收。岩石
后面等待拍照的游客排着长长的队伍，出
于安全考虑，最好提前想好拍照姿势。有着
1500多年历史的芬皇寺尽管规模较小，却
因悠久的历史享誉全国。寺庙正前方一望
无际的青麦田在SNS上也非常有名。每年春
季至初夏时节，连绵不断的麦田看上去就
像那碧波荡漾的海洋。到了秋季，荞麦花竞
相绽放，犹如滚滚翻腾的白色浪花，蔚为壮
观。闻着迎面飘来的清新麦香，悠然漫步在
麦田间，留下一张精彩的照片也是不错的
选择。 
很多人来到金藏台，都是专程为了拍摄渡
轮照片。这里有着犹如明信片般完美的构
图和气氛，在SNS上被誉为庆州最佳拍照

地。尽管为了拍照，需要等待很长一段时
间，但是这种等待是非常值得的。蔚蓝的天
空、青草、绿树以及感性十足的渡轮，完美
融合在一起，任何人来此仿佛都能化身为
画报摄影师。从庆州市内向西行驶约40分
钟，即可抵达位于泉村里的五峰山。山顶不
仅建有千年古刹—朱砂庵，也是MBC电视
剧《善德女王》大结局的拍摄地—庭岩峭
壁的所在地。穿过景色优美的小寺庵，继
续向深处走去，一座仿佛从电视剧(?)中走
出的陡峭悬崖豁然映入眼帘。这里山势险
峻，壁立千仞，石壁光滑，风景优美，带着
无尽的气势与威严。

テレビ番組<キャンピングクラブ>で、歌手
イ·ヒョリがキャンプを楽しんだことから、注
目を集めた場所、花郎の丘。この丘きって
フォトスポットは、絶壁の上に横たわる瞑
想岩。ここから見える農村風景はとても美
しいので、ぜひ写真におさめよう。ただし、
記念撮影する人が長い列を作っているの
で、順番を待つ間に、あらかじめポーズを
考えておき、撮影は手早く行うのがマナー。
1500年余りの歴史を持つ名刹、芬皇寺の前
に広がる麦畑もSNS映えスポットとして知

られている。毎年、春から初夏にかけては、
青 と々した麦の絨毯が、秋にはソバの花の
真っ白な絨毯が果てしなく広がる。のんび
り散策しながら、風に揺れる麦をバックに
素敵な写真を撮ろう。
金蔵台も映えスポットとして有名。緑豊か
な場所に木船が横たわっており、まるで絵
ハガキのような素敵な写真が撮れるのだ。
慶州きってのフォトスポットとあって、多くの

人が訪れる。撮影するまでにかなりの順番
を待たなければならないが、青い空の下に
広がる草木に木船が横たわっているため、
最高の一枚が撮れること間違いなし。最後
に紹介するのは、慶州市内から西方約40分
の泉村理に位置する五峰山の頂上。ここか
らの風景は絶景中の絶景。なお、周辺には
千年古刹朱砂庵や、MBCドラマ<善徳女王>
の最終回に登場したマダン岩など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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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CE

느긋한 리듬 타고
해방촌 

踩着缓慢的节奏, 解放村 

해방촌의 시간은 느긋하다. 세월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인 
건물에는 온기가 느껴지고, 따뜻함이 있는 공간은 대체로  
문턱이 낮다. 언제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해방촌은 몇 번을 방문해도 매번 다른 영감과  
경험을 선사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하다. 
에디터 박진명 사진 손동주(스튜디오103) 

时间仿佛在解放村放缓了脚步。被时间画上一道道岁月
痕迹的建筑给人一种温暖的感觉。温馨的地方通常都时
刻欢迎人们的到来，解放村就是一个随时向游人敞开怀
抱的地方。无论来多少次，解放村都会带给人不同的灵
感与体验，也因此吸引游客络绎不绝地前来。
编辑 朴镇明 图片 孙东周(103工作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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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오랑 [ OrangOrang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20길 26-14 전화 02-3789-7007 운영시간 매일 11:30~22:00 

地址 首尔市龙山区素月路20街26-14 电话 02-3789-7007 营业时间 每天11:30~22:00 

신흥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은 오랑오랑
오랑오랑은 해방촌 신흥시장 안에 자리 잡은 카페다. 2015년, 오랑오랑이 
처음 문을 열 때만 해도 신흥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외로운 곳이었
다. 이곳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각오로 ‘사람들’이라는 뜻의 인도네시아
어인 ‘오랑오랑’을 상호로 택했고, 영업 시간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꿋
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시장 안에서 노란 불빛을 이어나가고 있다. 카페 문
을 열자마자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바와 기존 공간에 남겨져 있던 자재를 

활용한 가구들이 인상적인데, 이는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
다. 3층 루프톱까지 이어지는 공간 역시 기존 골조를 최대한 살려 크게 숨 
한 번 고르고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들었다. 특히 오랑오랑은 경기도 파
주에 로스터리 공장을 두고 직접 원두를 공급하고 있어 커피에 대한 자부
심도 있다. 싱글빈 핸드드립과 다크 로스팅된 빈과 우유의 조합이 잘 어울
리는 화이트 커피, 그리고 티라미수가 오픈 때부터 가장 인기 많은 메뉴다.

为新兴市场注入活力 OrangOrang
OrangOrang是位于解放村新兴市场内的咖啡馆。2015年，
OrangOrang刚建成时，新兴市场还是一个丧失了市场功能的孤独
地带。店长抱着给这里注入活力的决心，选择带有“人们”之意的印
尼语“OrangOrang”作为店名。店内严格遵守营业时间，从未迟到或
早退，在市场内始终坚守着自己的位置，一直延续至今。打开咖啡
馆大门，宽敞明亮的空间和利用原有材料制成的家具都给人留下

深刻印象，其中蕴含着对人与自然的爱护之情。一直延续至3层顶
部的空间也最大限度保留了原有的架构，带给人舒适、温馨之感。
OrangOrang在京畿道坡州建有烘焙工坊，为店内直接供应咖啡豆，
因此这里的咖啡堪称一绝。单品咖啡豆手萃咖啡、深度烘焙的咖啡
豆和牛奶完美融合在一起的白咖啡以及提拉米苏从开业之初起就是
最受欢迎的饮品和甜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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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용산구 신흥로12길 4 전화 010-9244-4890 운영시간 평일 18:30~1:00, 화요일 휴무

地址 首尔龙山区新兴路12街4 电话 010-9244-4890 营业时间 平时 18:30~1:00，周二闭店오리

손님과 주인의 경계가 없는 곳 오리
최초의 생각을 실현한 공간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곳의 분위기를 한
층 더 오묘하게 만드는 투박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고정관념을 흐려놓
은 주방이다. 테이블과 의자는 기존의 공간감과 잘 어울리도록 직접 깎아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모두 다 다른 모양이다. 또 와인과 식재료를 보관하
는 지하 창고를 중심으로 공간이 배치돼 있는데 주방의 동선이 가운데로 
몰려 있다. 오리의 메뉴는 주로 와인과 잘 어울리는 숯불 요리라 화구를 주

로 이용한다. 화구는 자칫 위험할 수 있기에 옆으로 빼놓았다. 손님들도 주
방을 자유롭게 지나다니다 요리하는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스태프들은 관심을 보이는 손님에게 맛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표 메뉴는 
닭의 부위를 섞어 채소와 함께 갈아 동그랗게 빚은 오리볼 완자, 치즈와 허
브로 속을 채운 서양식 순대, 그리고 닭간과 크림치즈, 블랙 올리브 페스
토, 엔초비와 버터 등을 얹은 네 가지의 부르스게타 등이 있다.

没有主客之分 ORI
这里是实现最初设想的空间。最引人注目的是让店内气氛更加奇妙
的粗糙的桌子和椅子，以及模糊了传统观念的厨房。桌子和椅子为手
工削制而成，外形与现有的空间感相得益彰，每张桌椅都呈现出不
同的形状。此外，整个空间布局都以保管葡萄酒和食材的地下仓库
为中心，厨房的动线被移向中间。ORI的菜品都是与红酒十分搭配的
炭烤料理，因此主要使用炭火工具，而这些工具都有一定的危险性，

所以被放置在一旁。客人们也能自由出入厨房，不仅可和做菜的员工
们聊天，员工们还会让感兴趣的客人尝味道。这里的招牌菜是将鸡
肉和蔬菜研磨制成的圆形ORI丸子、灌入奶酪和香草制成的西式米
肠，以及鸡肝和奶油奶酪、黑橄榄酱、鳀鱼和黄油等四种口味的意式
烤面包等。

[ O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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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12길 4 전화 070-7622-6942 운영시간 평일 18:00~00:00, 금‧토요일 18:00~01:00, 일요일 18:00~00:00, 월요일 휴무 

地址 首尔市龙山区新兴路12街4 电话 070-7622-6942 营业时间 平时 18:00~00:00, 周五‧周六 18:00~01:00, 周日 18:00~00:00，周一闭店야채가게 [ 蔬菜店 ]

간판 없는 캐주얼 와인 바 야채가게 
간판이 없어 그 앞을 몇 번이나 서성였는지 모른다. 알아보고 오면 더 찾
기 힘든 야채가게는 간판을 달지 않는다는 콘셉트로 5년째 해방촌을 지
키고 있는 캐주얼 와인 바다. 간판이 없는 것은 누구나 지나가다 편하게 
들를 수 있는 술집을 추구하기 때문. 야채가게는 앞문 전체를 터 입구랄 
것이 없는데,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주방과의 경계다. 옛날 건물의 
구조물을 고스란히 살리기 위해 주방과 손님들이 앉는 공간을 하나의 큰 
테이블로 이어 누가 직원이고 손님인지 모를 만큼 주방의 경계를 없앴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때문인지 야채가게에는 단골 손님이 많다. 대표적
인 메뉴는 우니와 낫토, 마 등이 들어간 우니 우동과 매생이와 해조류를 
갈아 직접 만든 간장 베이스 소스를 섞어 먹는 우니 크림파스타가 있다. 
얼핏 보면 일본식 요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건 또 아니다. 야채가게
의 메뉴는 그저 해산물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여행하다 우연히 맛보았
거나 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다. 음식의 국적은 아무렴 상
관없다.

没有招牌的休闲红酒吧 蔬菜店 
因为没有招牌，不知道在店门前徘徊了多久。蔬菜店在解放村已经
经营了5年之久，是一家十分罕见的休闲红酒吧，店内的一大特点就
是没有招牌。之所以不挂招牌，是为了打造一个所有人路过门前时，
都可放心走进店内的酒家。蔬菜店的整个前门没有另设入口，此外
也取消了与厨房间的硬质分隔。为了完美保留老建筑的结构，将厨房
与客人们坐着的空间用一张大桌子连在一起，消除了与厨房之间的
分界线，甚至让人分不清谁是客人，谁是员工。也许正是因为这样一

种舒适的氛围，店内常客很多。代表美食有添加了海胆、纳豆和山药
等的海胆乌冬面以及加入了将海苔和海藻等进行研磨制成的酱油母
酱汁后品尝的海胆奶油意大利面。乍一看，似乎主推日式美食，但是
其实不然。蔬菜店的菜品主要以海鲜为主，有的菜品是店长在旅行
途中偶然品尝到的，也有的是员工们集思广益，打造出的创意美食。
美食不分国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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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 속 휴식 같은 라운딩
148만 5000m2(45만여 평) 대지에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골프코스와 유
럽형 골프텔을 갖춘 라헨느 골프 & 리조트. 라헨느(La Reine)는 프랑스어로 
‘여왕’을 의미한다. 이름 그대로 여왕의 아름다움과 기품을 담아낸 고품격 가
족형 골프 리조트인 것.
제주 특유의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골프 코스는 라헨느 골프 & 리조트의 
자랑이다. 군데군데 봉긋하게 솟은 오름과 다양한 형태의 호수, 폭포가 만들
어낸 이국적인 풍광이 골퍼의 심신을 어루만진다. 한라산 자락 해발 380m
에 위치, 눈과 안개가 거의 없고 한라산 주변을 에워싼 쌍둥이오름이 바람을 
막아줘 사계절 라운드가 가능한 것도 특징. 페어웨이와 그린에는 벤트그라
스를 심어 사계절 푸른 코스를 감상할 수 있다.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은 여왕
의 화려한 기품을 입었다. 
프랑스풍 건물들은 고풍스러움 그 자체, 5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인테리어도 
돋보인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불과 15분 정도 거리에 있어 여유롭게 라운드
를 즐길 수 있다. 4‧3 평화공원, 절물 자연휴양림, 공원 산책로 등 주변에 볼
거리가 많아 휴양을 겸한 가족 여행지로도 제격이다.

클럽명 라헨느 골프 & 리조트 업체명 라헨느리조트(주) 개장일 2006년 11월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374(봉개동) 전화 064-754-9000 코스규모 오션 코스 9홀, 레이크 코스 9홀 총 18홀  
코스 전장 7113 Yard 부대시설 리조트(37평, 50평 총 51실),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연회장, 라커룸, 
티하우스, 프로숍 그린피(18홀 기준) 비회원 주중 150,000원, 주말 200,000원(개별소비세 별도)  
홈페이지 www.lareine.co.kr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잔디, 둥글게 솟아오른 오름까지, 제주  
어느 곳을 둘러봐도 환상적인 전경이 펼쳐진다. 유럽 황실을 연상케 하는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는 골퍼들의 품격 있는 휴식을 책임진다. 
에디터 고아라 자료제공 라헨느 골프& 리조트 www.lareine.co.kr

제주를 품다

라헨느 골프 & 리조트 
La Reine Golf & Resort

세화조천

성산

중문대정

한림
애월

서귀포시

제주시

일주도로
한라산

평화
로

제주공항

라헨느
골프&리조트

GOLF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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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욕구 자극하는 레이크 코스 3번 홀 
티잉 그라운드에 서면 억새에 가려 그린이 잘 보이지 않는다.  
2개의 독립적인 페어웨이를 갖고 있는데, 페어웨이 중간이 완
전히 끊겨 있어 결코 만만하게 보아선 안 되는 홀. 장타자라면 
투온을 시도해 버디를 노려볼 만하지만, 그린 주변의 벙커와 그
린 뒤로 내리막 경사가 있어 무리한 도전보다 전략적으로 버디
를 노리는 편이 좋다.

거대한 호수 너머로 샷! 레이크 코스 4번 홀 
티잉 그라운드부터 그린까지 좌측으로 푸른 연못과 새하얀 벙
커가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의 홀. 처음 샷을 그린 위에 올리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다. 넓은 호수 탓에 부담을 느끼기 쉽지만, 
잘만 극복하면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멋진 샷을 연출할 수 
있다.

라헨느의 시그너처 홀 오션 코스 6번 홀 
해저드 위에 솟은 아일랜드 홀로 ‘백록담 홀’이라고도 불린다. 아
일랜드로 이어지는 다리 주변을 수생 식물과 화려한 꽃으로 꾸
며 풍경도 아름답다. 해저드 건너 그린 위로 볼을 올리기 위해 정
교한 샷이 요구되는 코스.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홀에서 이탈하려는 볼을 잡아주는 구제 벙커도 자리하고 있다.

레이크 코스

이국적인 풍광 속 레이크 코스 
큰 호수가 입을 벌리고 골퍼를 맞아
들이는 듯한 장쾌한 풍경을 지닌 코
스. 9개 홀 가운데 단 2개 홀을 제외
하고 모두 다른 형태의 호수를 품고 
있다. 제주의 지형을 그대로 살린 섬
세한 코스 설계로 남다른 감동을 경
험할 수 있다. 레이크 코스

오션 코스

유럽풍 휴식 공간 골프텔 Golftel

유러피언, 지중해 두 가지 스타일로 꾸민 골프텔은 고급
스럽고 안락한 분위기. 유럽의 어느 휴양지에 온 듯한 낭
만을 느낄 수 있다. 골프장 바로 옆에 자리한 2층 규모 건
물로, 전 객실에서 푸른 바다와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
다. 122.1m2(37평), 165m2(50평) 규모의 객실은 두 가족
이 함께 이용해도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을 만큼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잔디공원, 야생초 화원, 실내외 수
영장,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테라피실, 세미나실 등 부대
시설도 마련돼 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오션 코스
탁 트인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전략을 요구하는 고난도 홀들을 만날 수 있다. 
탄성을 자아내는 풍경을 음미하며 라운드를 즐겨보자.

객실 전경

객실 전경

클럽하우스 연회장클럽하우스 레스토랑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 클럽하우스 Club House

필드의 감동을 그대로 옮겨온 만남의 장이자 라운드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공간. 높은 구릉에 위치한 지형을 최대한 살려 설
계했다. 커다란 창이 한쪽 벽면을 차지한 로비에선 제주시와 푸른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레스토랑과 사우나 등의 부대시설은 화이트 톤으로 깔
끔하게 인테리어해 모던한 느낌을 준다. 연회장은 지중해, 유러피언 2가지 스
타일로 선보여 선택의 폭이 넓다.

Point Hole 

골프텔 전경

Holes in the
Courses

제주의 독특한 지형을 살려 만든 다양한 난이도의 골프 코스는 하나씩 공략해 나가는 즐거움이 
있다. 코스 곳곳에 워터 해저드와 벙커를 전략적으로 배치, 긴장감을 높이고 도전 의식을 불러일
으킨다. 오션 코스 9홀, 레이크 코스 9홀, 총 18홀 코스로 구성돼 있다.

Facilities in 
La Reine Golf & Resort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등 골퍼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돋보인다. 프랑스풍의 건물로 5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인테리어가 호
화로움 그 자체. 쉬는 동안에도 골퍼의 품격이 빛난다.

골프텔 퍼팅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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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Selection <AB-ROAD>가 추천하는 고품격 호텔 & 리조트

그랜드 워커힐에서 오는 10월 11일까지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 영
감을 얻은 ‘잇, 스테이, 레스트(Eat Stay Rest)’ 패키지를 선보인다. 발리 현지 느낌
의 열대식물과 따뜻한 라탄 소재의 가구 및 어메니티로 꾸며진 객실은 마치 발
리의 리조트에 머무는 듯한 기분을 내기에 충분하다. 발리룸 투숙객에게는 그랜
드 딜럭스 객실 1박과 더 뷔페 조식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충분한 휴식과 힐링을 
돕는 나잇 스위밍의 입욕제 ‘거제를 품은 바다밤’이 제공된다.(선착순 30명) 
www.walkerhill.com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가 다가오는 추석, 가을 여유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인조이 유어 파라다이스(Enjoy Your Paradise)’ 패키지를  10월 31일까지 선보
인다. 해외 못지않은 이국적인 리조트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번 패키지에는 따
뜻한 온수풀에서 영종도의 아름다운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시그니처 스팟 수영장 
무제한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플레이스테이션 체험존 및 키즈존, 예술 전시 공간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성인 2인, 어린이 2인 기준)
www.p-city.com

파라다이스시티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가 선선해지는 초가을, 도심 속에서 향긋한 휴
식을 즐길 수 있는 ‘SOAK IN LUSH’ 패키지를 선보인다.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가을 패키지에는 객실 1박과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 러쉬 입욕제, 플
라밍고 홀더에 제공되는 캔맥주 2개와 테이블32 조식 뷔페 50% 할인권이 포함
된다. 또한 객실 내 설치된 55인치 LED 스마트 TV로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스트
리밍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 번뿐인 아름다운 웨딩을 계획하는 
신랑 신부라면 ‘로맨틱 하우스 웨딩’ 패키지도 눈여겨볼 것. 통유리창으로 인테리
어된 테이블 32 레스토랑에서 기분 좋은 햇살을 만끽하며 럭셔리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웨딩 패키지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테이블 32 뷔페와 1시간 동안 
제공되는 무제한 생맥주, 웰컴 드링크 등이 포함돼 있다. 
문의 02-6905-9500  홈페이지 www.marriott.co.kr/selfu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초가을, 도심 속 향긋한 휴식 
‘SOAK IN LUSH’ 패키지

부산역에서 도보 1분, 아스티호텔 부산이 기차 탑승객을 포함, 부산을 여행하
는 이들을 위한 ‘역 바로 옆’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에는 낭만적인 부산의 항
구(port)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스탠더드 오션뷰 객실 또는 3인 이상 투숙이 가
능한 마루 스위트 객실이 포함된다. 여기에 여행용 세면도구 어메니티와 오후 3
시까지 머무를 수 있는 무료 레이트 체크아웃 서비스도 제공된다. 2018년에 오
픈한 아스티호텔 부산은 총 360개 객실을 보유한 4성급 호텔로 부산역 바로 옆
에 자리하고 있다. 항구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탁 트인 뷰와 편
리한 교통으로 원도심 관광이나 비즈니스 방문객이 선호할 만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아스티멤버십 프로그램(무료)에 가입하면 객실 무료 업그레
이드와 웰컴 드링크, 기념일 투숙 시에는 아스티 와인 1병이 제공된다.
문의 051-409-8888 홈페이지 www.astihotel.co.kr

아스티호텔 부산

부산역에서 걸어서 1분
‘역 바로 옆’ 패키지

발리 느낌 나는 힐링 호캉스
‘Eat Stay Rest’

럭셔리 호텔에서 만끽하는 
가을의 낭만

호텔 서울드래곤시티

서울드래곤시티가 프라이빗한 소규모 모임을 즐기는 고객들을 위해 매그넘 사
이즈 주류가 제공되는 ‘메가 투게더(Mega Together)’ 패키지를 선보인다. ‘메
가 투게더’는 모던한 분위기의 럭셔리 프라이빗룸에서 진행되며 최다 6인까지 
입실이 가능해 소규모 모임, 브라이덜 샤워, 생일 파티 등에 제격이다. 대용량 
사이즈의 주류에 곁들이면 좋을 스페셜 메뉴, 사이드 드링크가 함께 제공된다. 
1865 카베르네 소비뇽 레드 와인 매그넘 사이즈(1.5L)나 조니워커 블랙 1L, 웰
컴 디시 3종과 론 프로슈토와 수박 & 랍스터 메달리온, 메인 메뉴로는 등심 큐
브 스테이크 및 닭날개 플래터가 제공된다. 여기에 치즈 3종 및 계절 과일 플
래터 등 스페셜 메뉴와 사이드 드링크(탄산 또는 주스 중 선택)가 더해져 알차
게 즐길 수 있다. 가격은 35만 원(부가세 포함)이며, 12만 원을 추가하면 매그넘 
사이즈의 뵈브 클리코(Veuve Clicquot) 샴페인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문의 메가바이트 02-2223-7300 홈페이지 www.SeoulDragonCity.com

통 크게 즐기는 프라이빗 소모임 
‘메가 투게더’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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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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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September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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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풍선의 달인 
풍선으로 이걸 만들 수 있다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풍선을 만들어 
드립니다. 

JJ하늘리포터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늘길을 소개해 드립니다. 

JJ헬로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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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올댓부산
부산 출발 국제선에서 JJ팀의  

펀 서비스를 즐겨보세요. 

JJ팔레트
기내 메이크업과 피부 톤에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보세요. 

JJ매직유랑단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마술쇼를 

경험해 보세요. 

JJ게임의 민족
다채로운 기내 게임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JJ연애조작단
기내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리마인드 웨딩 이벤트로 사랑을 
나눠요.

JJ운빨로맨스
신비로운 타로점 이벤트로 여행의 

설렘을 느껴보세요. 

JJ일러스타
나와 똑 닮은 캐리커처와 아름다운 

손글씨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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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펀 서비스 비행 신청 방법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아래의 QR 코드 촬영 ⇨ 
링크 접속 ⇨ 신청서 작성 ⇨ 완료

사내 모델 김태근, 심수빈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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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객실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에 대해 
‘S.A.F.E’(Sanitary‧  
위생적인 서비스, 

 Avoided‧거리두기 서비스, Friendly‧친근
한 서비스, Emotional‧감성 서비스)를 새로
운 기준으로 삼아 승객의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친근하고 감성적
인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지난 7월부터는 모든 노선에서 운
항 중 사물소독 스프레이를 이용해 기내 화장
실 내부 및 화장실 손잡이 소독을 실시하고, 
기내 접촉을 최소화하는 서비스로 운영 방식
을 바꾼다. 기내 에어카페 상품 판매 시 기존
에는 카트에 상품을 비치해 판매하던 것을 구
매를 원하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개별 판매로 전환한다. 아울러 상품 
구매 시 승객이 직접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 
결제하도록 하여 접촉 가능성을 더욱 줄이도

록 했다. 또 객실 승무원들의 근무 영역도 기
내 앞쪽과 뒤쪽으로 분리해 해당 영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기내에서 구역별 
접촉 빈도를 줄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제주항공은 고객의 안전한 항공여
행을 위해, 여행 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탑승객의 셀프 바코드 인식 및 좌석 
위치별 순차 탑승 방식을 도입했으며 국내선 
발권 카운터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 ‘안심 
체크인’ 카운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기내 서비스 시  
접촉 최소화 방식 전환

제주항공이 회
원을 대상으로 
국내선 10번 탑
승하면 7만 포
인트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국내선 스탬프 랠리’ 프로모션
을 진행한다.
‘국내선 스탬프랠리’ 기간은 10월31일까지
이며, 대상은 국내선 전 노선이다. 이 기간 중 
왕복 5회(편도 10회) 탑승하고 미션을 완료
하면 기존에 유류할증료나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제외한 항공운임 기준 최소 5%를 리프
레시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에 추가로 7만
원 상당의 7만 포인트를 더 제공한다.

제주항공이 아
시아 최대 온라
인 여행사인 트
립닷컴과 함께 
제휴를 맺고 여

행상품 예약 시 추가로 리프레시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이용자는 제주항공 홈
페이지 및 모바일 앱, 웹 채널을 통해 트립
닷컴에서 제공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하면 
구매금액 1000원당 리프레시포인트 60p
를 적립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의 리프레시포인트는 기존 항공
사의 ‘보너스항공권’ 개념에서 벗어나 적립
한 만큼 자유롭게 쓰고, 포인트가 모자라
면 필요한 만큼 구매해서 쓸 수 있으며, 가
족이나 친구에게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는 

미션을 완료하려면 왕복 5회(편도 10회) 중 
플라이백 플러스(FLYBAG+)운임 항공권을 
왕복 4회(편도 8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플
라이백 플러스 운임은 제주항공의 페어패밀
리 운임제도 중 하나로 제주항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웹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
기내 수하물 10kg ▲위탁 수하물 20kg ▲
우선탑승 제공 ▲여정 변경 수수료 1회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운임이다.
국내선 스탬프 랠리 프로모션은 제주항공 홈
페이지와 모바일 앱, 웹을 통해 항공권을 예
매한 후 여정을 마치면 자동으로 스탬프가 
발급되며 여행사에서 예매했거나 회원이 아
니었다면 해당 기간에 탑승한 정보를 홈페이

멤버십 프로그램으
로 1포인트는 1원
에 해당한다.
제주항공의 리프레
시포인트 회원등급
은 VIP, 골드, 실버
플러스, 실버 등급
이 있으며, 등급별
로 ▲우선탑승 ▲
위탁수하물 추가 허
용  ▲ 위 탁 수 하 물 
우선처리 ▲사전좌
석 지정 등 항공기 
탑승 시 제공되는 
차별화된 혜택은 물
론 할인쿠폰 제공, 회원만을 위한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 진행, 찜특가 프로모션 진행 

국내여행 5번 하면 
리프레시포인트  
7만P 추가 적립

트립닷컴과  
여행상품  
예약 서비스 제휴

제주항공이 지
난 7월 친환경 
홍보 모델로 활
동 중인 ‘펭수’ 
를 활용한 모형
비행기와 기획

상품(굿즈, goods)을 출시하며 큰 화제가 되
었다.
운항승무원 버전의 ‘펭기장’과 객실승무원 
버전의 ‘펭무원’ 이미지를 넣은 펭수 모형비
행기와 펭수 포토카드, 볼펜, 핀버튼, 스티커 
등이 포함된 기획상품을 제작해 제주항공 기
내에서 판매한다. 기획상품 가격은 정가 기준
으로 ▲펭수 모형비행기 3만5000원 ▲펭수 
모형비행기와 기획상품 4종세트(포토카드+
볼펜+핀버튼+스티커)를 포함한 세트는 3만
8000원이다.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15일 동안 AK몰을 통
해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 펭수 모형비행기
와 모형비행기 기획상품세트는 단 20분 만
에 매진되어 기존 1차 예약판매만 진행하려
던 계획에서 2차 예약판매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펭수 모형비행기는 고객대상 SNS 설문
조사에서 1위로 선정된 아이템으로 펭기장, 

펭무원 디자인 역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추
천한 디자인을 반영해 제작했다. 친환경 홍
보담당 모델인 펭수를 주제로 한 만큼 모형
비행기 포장 시 내부 고정용 박스를 플라스
틱이나 스티로폼이 아닌 종이로 제작했으며, 
모형비행기 박스 인쇄 또한 친환경 콩기름을 
사용해 환경보호에 동참했다. 또 ‘제주항공
×펭수’ 굿즈 판매금액의 일부는 ‘제주도 자

연환경보호’를 위해 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2020년 대한민국 친환경상
품 ‘그린스타(GREEN-STAR)’ 저비용항공 부
문 1위로 선정됐으며, 환경을 보호하며 여행
의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친환경 여행
법을 친환경 여행 홍보 모델 펭수와 함께 자
사 SNS 채널을 통해 다양하게 알리고 있다.

제주항공의 친환경 
홍보 담당 ‘펭수’ 
기획상품 판매 

지에서 입력하고, 리프레시포인트 적립 신청
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프
리패스 항공권 구매 고객은 스탬프 적립에서 
제외되며 추가로 적립된 리프레시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고 양
도나 선물은 불가능하다.

시 우선예매 권한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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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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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앙마이
Chiang Mai

가오슝
Kaohsiung

타이베이
Taipei

오키나와
Okinawa

제주
Jeju

광주 Gwangju

무안 Muan
여수 Ye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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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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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김포~여수, 여수~제주 노선 취항

2019
6월 �인천국제공항 JJ 라운지 오픈
7월 �B737-800 45호기 도입

M
ap                         History 

2015
11월 코스피(KOSPI) 상장 

2009
3월 국제선 정기노선 취항 (인천-오사카)  

2006
6월 국내선 정기노선 취항 (서울-제주) 

48개 도시 82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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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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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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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관리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관리지역
2020년 7월 1일 기준

아
시
아
ㆍ
중
동

17
개
국

전

세
계

아
메
리
카

14
개
국

국가 콜레라
(18)

페스트
(1)

황열
(42)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

중동
호흡기증후군

(11)

에볼라
바이러스병

(1)

폴리오
(8)

코로나구분

파키스탄

중국(2개 성)*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방글라데시

예멘

필리핀

인도

카타르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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