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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 언어
마카오 주민은 약 658,900명이며, 중국어와 포르투갈어를 공용어 
로 쓰고 있으나, 광둥어(Cantonese)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 
다. 이 두가지 공용어는 모든 공식 문서와 통신문을 통해 정부 부처 
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는 주로 무역, 관광 및 상업 등의 목
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마카오의 총면적은 30.8㎢이며, 마카오 반도(약 9.3㎢), 타이파 섬
(약 7.9㎢)과 콜로안 섬(약 7.6㎢), 간척지 코타이(약 6.0㎢)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화폐
마카오 공식 화폐는 파타카(MOP)이며, 지폐와 동전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며, 1파타카(MOP)는 100아보스(avos)입니다. 홍콩
달러(HK$) 역시 마카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환율은 MOP$103 대비 HK$100입니다. 대략 8파타카(MOP$8)는 1달러
(US$1)에 해당합니다.     

기후 & 의복 
기후는 꽤 온화한 열대성 기후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약 23°C(73°F)이며, 20°C(68°F) ~ 26°C(79°F)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습
도는 높은 편이며, 평균적으로 79%입니다. 연강수량은 2,058mm이며,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을(10월~12월)은 
가장 상쾌한 계절입니다. 가을은 화창하고 따뜻하며 습도는 낮은 편입니다. 겨울(1월~3월)은 쌀쌀하지만 화창합니다. 4월에 습
도가 올라가고, 5월~9월 사이에 기후가 덮고 습하며, 간헐적인 열대성 폭풍우(태풍)와 더불어 우기에 접어 듭니다.

역사의 중심, 마카오
2005년 7월 15일, ‘역사의 중심, 마카오’는 중국에서 31번째로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한 곳이 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
유산 위원회에 의해 지정되며,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준하는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보호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 마카오”에는 많은 건축 유산들이 있으며, 주요 도심광장 및 거리에는 20곳 이상의 기념비적 건축
물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ulturalheritage.mo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 로 표시된 것은 건축물은 종교적 장소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사원은 마카오라는 도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사원에는 ‘신산제일전(神山第一展), 홍인전(弘仁展), 관음각(觀音閣)과 
불상 등이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신전이 있는 아마사원은 각각 유교, 도교, 불교뿐 아니라 다수의 토착 신앙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아마사원

이 사원은 성 도밍고스 시장(St. Dominic’s Market)으로 불리는 오래된 중국식 시장 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양풍의 건축물로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는 중심에 가장 중국적인 사원이 오랜 시간 동안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 문화의 공존과 번영이 낳은 마카오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마카오 시내에 있는 중국 상공회의소의 기원이 되었던 중국 비즈니스 조합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 삼거리회관 (콴타이사원)

자선 사업을 위해 지어진 이곳은 1569년 마카오의 첫 주교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유명한 자선 단체를 모델로 만든 이곳은 마카오의 첫 서양식 
병원으로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여러 사회 복지에 대한 기초를 만든 곳입니다. 신 고전주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마니에리슴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비의 성채

이곳이 언제 처음 건립되었는 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견고한 벽돌로 만들어진 것은 1622년 때였으며, 1743년에 재보수 되었습니다. 1780년 
보수기간 동안에는 이 곳 대성당에서 행해진 종교적 행사들이 자비의 성채 옛 예배당으로 옮겨져 행해졌습니다. 같은 모양의 종탑이 벽 기둥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외벽은 상하이(Shanghai) 석고로 회벽을 둘러 차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1889년에 지어졌으며, 중국의 부유한 사업가 ‘로우카우’의 가족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세나도 광장과 대성당 광장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이곳은 
중국 스타일의 청회색 벽돌로 만들어진 집으로 후기 청 왕조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인 ‘시관’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래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건너온 3명의 스페인계 도미니카 사제들에 의해 1587년에 건축되었으며, 성 녀 로자리의 
형재애(Brotherhood of Our Lady of the Rosary)라는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간된 첫 포르투갈 신문(1822
년 9월 12일자 “The China Bee”)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편의 종탑은 작은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약 300점의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성 바울 성당의 유적은 1602년부터 1640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1835년 화재로 훼손된 마터 데이(Mater Dei) 성당의 정면과 
성당 옆에 위치해 있던 성 바울 대학의 잔해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구 마터 데이(Mater Dei) 성당, 성 바울 대학 및 몬테 요새
(Mount Fortress)는 모두 예수회 건물이며, 이것들은 마카오의 “아크로폴리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 바울 성당에 남아 
있는 고고학적 유적을 통해 동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서구식 대학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 바울 성당의 
유적은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유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카오만의 매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888년에 지어진 이 사원은 나차(Na Tcha) 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작은 중국 전통 사원은 성 바울 성당 유적 근처에 있어, 서양과 중국 
문화의 절묘한 조화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카오의 다문화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69년 초에 축조된 마카오 시 방어진지 중 하나로, 포르투갈 전통의 방어벽 축조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축조 방식은 아프리카와 인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은 마카오 현지 건축술과 자재, 특히 점토, 토양, 볏짚, 분쇄된 돌 및 굴 껍질이 혼합된 혼합물 춘암보(chunambo)를 주재
료로 축조되었습니다.

1617년~1626년 사이에 건축된 몬테 요새는 마카오 방어를 위한 중심 요새였습니다. 이 요새에는 대포, 군 막사, 우물 및 2년간 포위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탄약 및 군수품을 저장할 수 있는 탄약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름모꼴 모양으로 약 10,000㎡ 대지에 축성되었으며, 요새 네 곳의 모퉁이는 
보루를 형성하기 위해 돌출되어 있습니다.

1560년 이전에 대나무와 목재로 많든 성당으로 마카오 시내의 가장 유서 깊은 성당 가운데 하나이며, 예수회가 마카오에 가장 처음으로 본부를 설치한 곳
이기도 합니다. 이 성당은 몇차례에 걸쳐 석재로 복원되었고, 지금의 모습은 1930년에 완성된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포르투갈 인들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이곳을 화왕당(花王堂, 꽃들의 성당)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1770년에 지어진 이 저택은 포르투갈 상인이었던 마뉴엘 페레이라(Manuel Pereira)의 별장이었으며, 후에 영국 동인도 회사에 임대되었습니다. 현재는 동방
기금재단(Oriental Foundation) 본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묘지는 마카오의 다양한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까사 가든에 인접한 이곳은 마카오 초기 신교도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1821년에 
건립된 예배당은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년~1834년)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리슨 예배당(the Morrison Chapel)”이라 불
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영국의 유명한 예술가 조지 쉬너리(George Chinnery, 1774-1852)와 동인도 회사 일부 임원, 미국 및 영국 출신의 신교도
인을 포함한 당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622년~1638년 사이에 축성되었고 요새 안쪽에는 기아 예배당(Guia Chapel)이 있는데, 이 예배당은 원래 성 클레어 수녀원(Convent of St. Clare)을 건립
하기 전에 그 부지에 거주하였던 클라리스트 수녀들(Clarist nuns)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의 정교한 프레스코 벽화는 마카오에 융화된 다문화 
종교를 신화적 영감을 주제로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서양은 물론 중국적 요소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아 등대는 1865년 중국 해안에 만들어진 
최초에 현대식 등대이며, 기아 요새, 예배당과 더불어 마카오의 해운, 군사, 선교의 역사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대성당

로우카우 맨션

* 성 도밍고스 성당

* 성 바울 성당의 유적

* 나차 사원

구시가지 성벽

몬테 요새

* 성 안토니오 성당

까사 가든

* 신교도 묘지

기아 요새

마카오 소개

마카오 세계문화유산 

쇼핑호텔 카지노 호텔 카지노

호텔 밖에 위치한 추가된 카지노: Casino Oceanus no Pelota Basca, Casino Kam Pek and Casino Babylon

마카오

타이파

1874년에 축조된 이 건물은 마카오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인도 고아(Goa)로부터 파견된 용병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카오의 해상 
행정국의 본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의 모습에서 무굴제국의 요소가 가미된 신 고전주의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어리시 배럭

릴라우(Lilau)의 지표에서 나는 물은 예전 마카오의 주요 수원이었습니다. 유명한 포르투갈의 속담 중에 ‘릴라우의 물을 마셔본 사람은 결코 마카오를 잊
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 대한 마카오인의 애정은 각별합니다. 이 지역은 처음 포르투갈 인들이 마카오에서 거주했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릴라우 광장

1869년 전에 건축되었고,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정관응(鄭觀應)의 고택이었으며 여러 가지 모양의 창과 지붕, 집의 상부구조, 건축 재료 등은 주로 중국 
전통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색 벽돌을 사용한 인도 스타일의 천정, 문틀, 창문 개폐방식 등 다양한 이국적인 양식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만다린 하우스

마카오의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인 성 로렌스 성당은 원래 16세기 중반에 예수회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현존하는 모습은 1846년에 재건된 것입니다. 
해안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마카오 반도 남쪽 해안에 자리잡은 이곳은 포르투갈 선원들의 가족들이 선원들의 안전 귀환을 기원하며 기도를 드리던 곳
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펑순탕(Feng Shun Tang) - 바람을 잠재우는 곳 - 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성당의 주변 지역은 부촌으로 유명한
데 이를 두고 성당의 영광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성당 외부 장식은 바로크의 영향을 받은 신 고전주의 스타일로 설계되었습니다.

* 성 로렌스 성당

성당:                  (루아 도 세미나리오 근처), 신학교: 일반인 관람 불가

이후 입장 불가(매주 수요일 휴관, 공휴일 개방)

(베란다) 

(자애당 박물관)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관) 

성 조세 신학교는 1728년에 성 바울 대학과 함께 건축되어 중국과 동남아 각지에 다수의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대학과 동일
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양성했으며, 1800년대 포르투갈의 여왕인 마리아 1세로부터 ‘사명감으로 뭉친 집’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옆에 있
는 성 조세 성당은 1758년에 건축되었으며, 중국에서의 바로크 양식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2001년도 
알틀라스 먼디알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 성 조세 신학교와 성당

성 아우구스티노 광장에는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St. Augustine’s Church), 돔 페드로 5세 극장(Dom Pedro V Theatre), 성 요셉 신학교(St. Joseph’s Seminary) 
및 로버트 호 퉁 경의 도서관(Sir Robert Ho Tung Library)과 같은 주목할 만한 유적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한, 조약돌로 된 포장 도로는 전통적인 포
르투갈 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광장

300석 규모의 이 극장은 1860년에 세워진 중국 내 최초의 서구식 극장으로서 오랜 기간 마카오인의 문화적 상징물로서 각광을 받아왔으며 현재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돔 페드로 5세 극장

이 건물은 1894년 이전에 지어졌으며, 원래 도나 캐롤리나 쿤하(Dona Carolina Cunha)의 거주지였습니다. 1918년에 홍콩 사업가 로버트 호 퉁 경(Sir 
Robert Ho Tun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의 휴식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1958년에 별세하였을 때, 그의 유언에 따라 공공도서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카오 정부에 기부되었습니다.

로버트 호 퉁 경의 도서관

이 성당은 1591년에 스페인 아우구스틴 사제단에 의해 최초로 건립되었으며, 수천 명의 신도들이 가두 행진을 벌이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매년 준비하는 곳 
이기도 합니다. 과거 사제들은 비가 올 때면 지붕을 중국 야자나무로 덮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야자나무 잎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용의 수염처럼 생 
겼다 하여 이 성당을 롱송뮤(Long Song Miu, 긴 콧수염 달린 용의 사원)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

1784년에 세워진 레알 세나두 빌딩은 마카오 최초의 시 의사당이자 지금도 그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알 세나두(Loyal Senate)’라는 이름은 1654년 
포르투갈 왕 돔 존 4세가 수여한 ‘신의 도시 마카오, 이보다 위대한 것은 없으니’라는 제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레알 세나두 빌딩’은 신 고전주의 디자인의 
장식과 원본 그대로의 벽과 뼈대, 뒤뜰의 정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1층에는 포르투갈 스타일의 작은 도서관과 작은 예배당이 자리잡고 있
으며, 의전을 진행하던 회의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레알 세나두 빌딩

세나두 광장은 초창기부터 이어온 마카오의 중심지로서, 현재에도 많은 공식적인 행사와 축제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
니다. 광장 양 쪽에는 파스텔 빛의 신 고전주의 양식에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중세 유럽의 우아한 모습을 그대
로 유지하고 있어 관광객은 물론 현지 시민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나두 광장

월요일-토요일: 10:00-19:00, 일요일: 11:00-19:00

자애당박물관: 09:00-18:00, 17:30이후 입장 불가(매주 화요일 14:00 이후 휴관, 공휴일 개방)

이후 입장 불가 (매주 월요일 휴관, 공휴일 개방)

요새와 정원: 07:00-19:00, 마카오 박물관: 10:00-18:00, 17:30(티켓부스 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공휴일 개방)

갤러리: 09:30-18:00(매주 토, 일, 공휴일 휴관), 정원: 09:30-18:00

요새: 09:00-18:00, 예배당*: 10:00-18:00, 17:30이후 입장불가(사진촬영 금지), 등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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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화요일 휴관, 공휴일 개방)



중국 국경은 오전 6:00부터 새벽 1:00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이파섬-콜로안섬 간 간척지에 위치한 코타이(COTAI) 국경초
소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늘길
마카오국제공항
타이파섬에 자리하고 있으며, 마카오 시내까지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비행기 스케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853) 
2886 1111으로 전화하시거나, www.macau-airport.com 사이트
를 방문해 주십시오. 

스카이 셔틀 헬리콥터 유한회사(Sky Shuttle Helicopters Lim-
ited)는 마카오, 홍콩, 심천간 헬리콥터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문의 직통전화: 마카오 (853) 2872 7288, 홍콩 (852) 2108 9898, 
심천 (86) 755 2345 8740 혹은 웹사이트 www.skyshuttlehk.com 

바다길
터보젯(TurboJET) 
홍콩 (852) 2859 3333
마카오 (853) 2855 5025 
웹사이트: www.tourbojet.com.hk 

코타이 워터젯(Cotai Water Jet) 
홍콩 (852) 2359 9990, 마카오 (853) 2885 0595, 
웹사이트: https://hk.cotaiwaterjet.com 

육로
버스
방문객들은 시내와 섬 지역까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요금은 MOP6 입니다.

택시
최초 1,600m 구간 기본 요금은 MOP19 이며, 이후 매 240m마
다 MOP2가 추가 부과됩니다. 대기 시에는 1분당 MOP2가 부과
되며, 트렁크에 싣는 수하물 한 개당 MOP3이 추가로 부과됩니
다. 타이파섬-콜로안섬 간 이동에는 MOP2, 그리고 마카오-콜
로안섬 간 이동에는 MOP5 금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공항, 타
이파 페리 터미널, 마카오 대학에서 이용할 때에는 MOP5 금액
이 추가 부과됩니다.

렌터카
자동차 여행을 원하는 관광객은 차를 렌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Vacations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Macau) Limited 
Tel : (853) 2833-6789 
Burgeon Rent A Car Limited 
Tel : (853) 2828-3399 
Vang lek Rent-a-Car Service Company Limited 
Tel : (853) 2899-1199

마카오 미식가 천국(Macao Gourmet Paradise)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의 새로운 마스코트 막막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미식의 

도시 마카오, 오감만족 마카오를 경험해보세요!

마카오의 다양하고 독특한 요리법은 마카오를 미식가들의 천국으로 만들었
고,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레스토랑들은 모든 미식가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와인과 미식가는 마치 버터와 빵과도 같습니다. 레스토랑에는 다양한 종류
의 포르투갈 와인이 준비되어 있으며, 와인은 마카오 시내에서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쿤 람(Kun lam) 동상과 닥터 순얏센 도로(Avenida dr. Sun Yat Sen) 부근에는 
다양한 바와 선술집, 레스토랑들이 있어 마카오의 고급음식은 물론 환상적인 
야경을 즐기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많은 음식은 마카오 현지인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하며 각
자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

총사이 약국  
Rua das Estalagens의 80번지에 있는 건물인 총사이 약국은 1982년 이전에 순얏센(Sun Yat-Sen)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1893
년 7월부터 1894년 초까지 중국의사가 운영하는 서양 의학 서비스로 마카오의 역사에서 기록된 최초의 약국 및 진료소 중 하나였습
니다. 그 후, 건물이 임대되기 시작하며 수 년간 수 차례에 걸쳐 팔려 나갔고 심지어 도교관으로, 나중에는 섬유사업에 사용되기도 했
습니다. 마카오 정부는 2011년에 이 집을 인수하여 복원 작업을 수행했고, 2016년에 보전이 완료되어 일반인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현재 순얏센 박사 탄생 150주년 기념과 80호 보존에 관한 전시회가 진행 중이며 이 전시회는 고고학적 유물과 
흔적, 건물의 혁신기법 및 특징 뿐 아니라 순얏센 박사와 마카오에 특별히 헌정된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은 순얏센 박사와 마카오의 관계와 전통적인 상점가의 특성 및 건축적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카오 타워
도심에 338m 높이로 솟아 있는 마카오 타워에 올라가면 마카오 도시경관은 물론 중국, 주장강(Pearl River)을 볼 수 있으며, 맑은 날
에는 홍콩의 일부 섬까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최고 높이의 번지점프, 스카이 점프, 스카이 워크 X, 첨탑 오르기
(Mast Climb)와 같은 모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macautower.com.mo

페냐 (Penha) 성당
1622년 네덜란드 선박에 의해 가까스로 피랍을 모면한 선박의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으며, 위험한 항해에 나서는 
뱃사람들을 위한 기도 장소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곳에 가면 마카오, 프라이아 그란데만 그리고 타이파섬의 훌륭한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이파 & 콜로안 빌리지
타이파는 골목마다 기념품 가게, 과자 전문점과 레스토랑, 카페, 디저트 샵으로 가득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콜
로안은 드나드는 사람이 많지 않고 무르익은 녹음을 볼 수 있는 바닷가 마을인데, 이 곳의 많은 식물들은 1세기도 전에 심어진 것으
로 자연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 호젓한 어촌마을에선 마카오 자이언트 판다 파빌리온, 희귀 동물 전시관, 학사 비치, 
쪽완 해변, 카트 트랙 등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카오정부관광청
관광안내센터

마 카 오 정 부 관 광 청

비    매    품

마카오

마카오 국제공항 도착홀

Tel: (853) 28861436

마카오 비즈니스 투어리즘센터

Tel: (853) 83971120

마카오 - 중국 국경 

Tel: (853) 28439310

마카오 페리터미널

Tel: (853) 28726416

타이파 페리터미널

Tel: (853) 28850438

홍콩
홍콩 국제 공항
Service Counter A06, Arrival Hall,
Level 5 Arrivals, Terminal 1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Lantau, Hong Kong 
Tel: (852) 2769-7970
Fax: (852) 2261-2971

홍콩-마카오 페리터미널
336-337 Shun Tak Center
200 Connaught Road, Central, Hong Kong
Tel: (852) 2857-2287
Fax: (852) 2559-0698 

마카오에서의 나이트 라이프(Nihgtlife)는 그 다양함과 빠르고 지속적인 변화로 유명합니다. 특히 쿤 람(Kun Lam) 동상 인근의 아
베니다 순얏센(Avenida Sun Yat Sen) 거리에서는 영원히 잠들지 않는 도시 마카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심의 최신식 라운지
와 클럽은 AIA 타워 및 마카오 피셔맨즈 워프(Macau Fisherman’s Wharf)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에펠탑과 라이트쇼
파리지앵 마카오의 시그너처인 에펠탑은 높이 324m로 약 38층 높이를 자랑합니다. 파리 에펠탑의 절반 크기로 만들어졌으며, 
전세계 에펠탑 모형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7층과 37층에는 코타이 스트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으며, 매일저녁 
15분 간격으로 6,600개의 전구가 형형색색 불을 밝히는 환상적인 라이트쇼가 펼쳐집니다.  문의: https://www.parisianmacao.com 

몽키킹
몽키킹은 중국 문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이며 세계 문학에서 가장 역동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중국 최
대의 쇼 몽키킹은 고전 이야기를 재해석하여 현대 관객들에 선보이는 새 장을 열었습니다. 관중들은 춤, 아크로바틱, 연극, 무술, 
마술 및 기타 다른 전율을 일으키는 중국 요소들에 매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몽키킹 쇼는 독창적인 조명 효과, 안
무, 음악 및 화려한 의상과 함께 진보적인 3D 효과, LED 스크린 투영, 비디오 매핑 기술 및 전체 서라운드 사운드를 선보입니다.
문의: http://www.monkeyking.cn

남완호수 문화여가시설 (Anim’ Arte NAM VAN)
마카오문화부, 체육부, 마카오정부관광청, 관광학교의 협력아래 “아님아르떼 남완(Anim’ Arte NAM VAN)”이라는 이름으로 레저, 
식사, 공연 등 문화가 어우러진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색공간으로 남완 레이크사이드 플라자가 탈바꿈합니다. 이 프로젝트
는 여행객들 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마카오의 문화관광상품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문의: www.macaotourism.gov.mo 

브로드웨이 푸드 스트리트
정통 현지 요리부터 유명 맛집, 미슐랭 추천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아시안이 사랑하는 인기 요리까지 40 종류가 넘는 다양한 음
식들을 제공하는 마카오 도심에 최초로 만들어진 노천 푸드코트입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수시로 축제 공연을 즐기면서 다양
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문의: www.broadwaymacau.com.mo

플래닛 J
샌즈 코타이 3층 푸드 코트 옆에 위치한 플래닛 J 테마파크는 약 9,300 평방 미터의 실사 롤 플레잉 테마파크입니다. 플래닛 J는 
AR & VR 게임을 비롯하여 200가지 이상의 게임으로 9개의 게임 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문의: www.planetj.com

마카오 가는 방법

요리 & 식사

마카오 여행 정보

엔터테인먼트

호텔 카지노

박물관

개관시간: 10:00 ~ 18:00 (17:30까지 티켓판매)
매주 목요일 및 12월 31일 휴관, 공휴일 개방

개관시간: 10:00 ~ 18:00 (17:30까지 티켓판매)
매주 월요일 휴관, 공휴일 개방

개관시간: 10:00 ~ 18:00 (17:30까지 입장가능)
매주 화요일 휴관

개관시간: 9:00 ~ 18:00 (17:30까지 입장가능)
매주 화요일은 오후 2시 이후 폐장, 공휴일 개방

개관시간: 10:00 ~ 17:00
매주 화요일 휴관

개관시간: 9:00 ~ 17:00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개관시간: 10:00 ~ 18:00
공휴일 개방

개관시간: 10:00 ~ 13:00, 14:30 ~ 17:30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개관시간: 10:00 ~ 19:00 (18:30까지 입장가능)
매주 월요일 휴관

개관시간: 10:00 ~ 17:00
매주 월요일 휴관, 공휴일 개방

개관시간: 9:00 ~ 17:30
공휴일 휴관

개관시간: 10:00 ~ 19:00 (18:30까지 입장 가능)
매주 월요일 휴관

개관시간: 9:00 ~ 19:00
매주 월요일 휴관

개관시간: 10:00 ~ 18:00 (17:30까지 입장가능)
매주 월요일 휴관

개관시간: 10:30 ~ 19:00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관

평일: 9:00 ~ 17:45
주말·공휴일: 9:00 ~ 17:00

개관시간: 10:00 ~ 18:00 (17:30까지 입장가능)
매주 월요일 휴관, 공휴일 개방

개관시간: 10:00 ~ 18:00
매주 화요일 휴관, 공휴일 개방

사전 예약 필수, 매주 토·일요일 휴관

개관시간: 10:00 ~ 18:00

마카오 과학센터

마카오 박물관

해사 박물관

개관시간: 10:00 ~ 19:00 (18:30까지 입장가능)
매주 월요일 휴관

박물관

도서관

마카오 예술박물관

종교 예술박물관

천주교 예술박물관 및 묘실

순얏센 선생 기념관

린제수 기념박물관

소방 박물관

자비의 성채 박물관

타이파 주택 박물관

자연 & 농업 박물관

커뮤니케이션 박물관

마카오 반환기념품 박물관

마카오 차문화 박물관

타이파 & 콜로안 역사박물관

음향기계 박물관

전당포 박물관

마카오 경찰박물관

자오청이 아카데미

총사이 약국

관광안내전화 (24시간)

외국인 관광객 핫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