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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어도
좋은 도시를 걷기 전에
‘동양 속 작은 유럽’ 마카오는 골목골목에 형형한 풍경과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탐험 욕구를 자극하는 여행자들의 도시다.
여유롭게 걷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걷는 길 위에서 우리는 생기
넘치는 도시의 표정을 마주하게 된다.
동서양 역사의 교차와 공존의 흔적이 머무는 마카오 반도,
이방인들의 오랜 안식처인 타이파, 마카오의 현재와 첨단의
집합체 코타이, 고즈넉한 자연이 숨 쉬는 콜로안 등 북쪽에서
남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마카오 전역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 문화, 건축, 신앙, 예술, 그리고 미식까지 마카오의 생기
넘치는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색 고운 건축물 사이를 걷다가 접어든 외딴 골목길 혹은 수많은
사람들 틈새를 벗어나 마주친 낯선 거리. 이런 뜻밖의 우연이
마카오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지도 모른다.
길을 잃었을 때 오히려 날것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곳,
지금 마카오의 길로 나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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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년 이래 ‘마카오’라는 지명은 약 300년 동안
마카오 반도를 가리켰다. 포르투갈은 바위로 둘러싸인
이 작은 반도를 동방 선교의 전초기지이자 아시아
공략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후 미색의 성당, 빛나는
타일, 물결문양이 굽이치는 광장. ‘동방의 리스본’ 지금의
마카오가 탄생했다. 동양과 서양이 동거하는 그 기묘한
풍경 속으로 들어가본다.

tip
지도는 거들뿐!
난해하고 복잡한 마카
오 도로 체계를 이해하
는 꿀팁!
Av.
Estr.
R.
Calçada
Tv.
Patio

대로
도로
거리
인도
골목
안뜰

길 위의 특별함

COURSE

1

마카오 반도 최북단인 이곳에선 중국과의 경계라는 묘한 분위기와 구시가지

파티마 성모 성당구

의 골목길 틈새로 현지 사람들의 분주한 일상이 어우러져 풍경을 만든다. 거리
곳곳에서 마주치는 낯섦과 활기가 여행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국경관문 Portas do Cerco 關閘拱門
Istmo de Ferreira do Amaral
국경 운영 06:00~01:00, 국
경관문 유적 24시간
출입국 안내 www.fsm.gov.mo, 국경관문
유적 www.culturalheritage.mo

마카오 최북단을 지키는 유럽풍 석물 관문이다. 문에는
포르투갈 시인 까모에스의 ‘너를 지켜보는 조국에 경의
를 표하라’는 시구가 적혀 있다. ‘1574’가 새겨져 있는데,
중국이 국경문을 처음 세운 해를 의미한다. 국경관문은
포르투갈에 의해 1870년에 세워졌으며, 당시 중국과의
경계선 기능을 했다. 이제는 마카오 사람들의 공원이자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현재 실질적인 국경선 역할을
하는 곳은 국경관문 바로 뒤에 있다.

린퐁 사원 Templo de Lin Fong 蓮峯廟
Av. do Almirante Lacerda

07:00~17:00

아마 사원, 꾼얌 사원과 함께 마카오의 3대 사원이다. 커
다란 정문을 지나 사원으로 들어서면 3개로 공간이 나
뉘는데 각 공간마다 다른 신을 모신다. 본관은 꾼얌을 숭
배하는 곳으로 제단 가운데 신상이 모셔져 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수세기 동안 광둥 출신의 중국 관료들이 마
카오에 왔을 때 머문 곳으로 유명하다. 그 명단 가운데에
는 1839년 아편 무역의 종식을 위해 힘썼던 린제수도
있다. 린퐁 사원 옆에는 그의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다.

이아혼 시장/공원

Mercado de Iao Hon/Jardim 祐漢街市/公園

R. do Mercado de Iao Hon  

시장 07:00~21:00, 공원 24시간

마카오의 ‘까이시(시장) 문화’를 몸소 체험하기에 이만
한 곳도 없다. 매해 마카오 음력 설 퍼레이드의 둘째 날
종착점이며 1층 의류 매장, 2~3층 푸드코트, 4층 체육
시설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튀김만두, 누들 등
다채로운 메뉴의 매캐니즈 요리를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어떤 메뉴를 먹을지 고민이라면 푸드코트를 한 바퀴 둘
러본 후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을 좇아 사 먹는 것도
방법.

린제수 기념관
Museu Memorial Lin Zexu 林則徐紀念館
Av. Almirante Lacerda
09:00~ 17:00(월 휴무)
MOP5,
8세 미만 및 65세 이상 MOP3 www.macaumuseum.gov.mo

다오광 황제 재임 시절인 1839년, 황실 장관 린제수(임
칙서, Lin Zexu)는 아편 무역을 종식시키기 위해 활약한
인물로 그의 마카오 방문을 기념해 지어졌다. 6피트(약
2m) 높이의 린제수 조각상을 비롯해 그가 쓴 글과 그의
사진 및 영상, 포르투갈 관료들과의 회담 상황을 묘사한
피규어 등을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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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마 성모 성당
IGREJA DE NOSSA SENHORA DE FÁTIMA 花地瑪聖母堂
평일미사 07:10(광둥어), 특전미
R. de Lei Pou Ch’ôn, 23
사 20:00(광둥어), 주일미사 07:00, 09:00(광둥어), 12:00(영어),
16:30(베트남어)

1967년에 재건축되었는데, 마카오 반도 북쪽에 있는 마
이로 타마그니니 바르보사 공단 사람들을 위해 지어졌
다. 볕이 잘 드는 너른 마당에는 2개의 종과 벤치가 있어
운치를 더한다. 널찍한 계단을 올라 실내로 들어가면 양
쪽 벽의 스테인드글라스, 붉은 벽돌로 장식된 중앙 벽면
에 걸린 나무십자가 등이 차례로 눈에 담긴다. 중국어(광
둥어)와 영어 미사를 쉬지 않는, 마카오 사람들의 절실한
기도의 공간이다.

몽하 요새 Forte de Mong Há 望廈砲台
Mong-Ha Fort

국경선에 인접해 있어 아편전쟁 이후 중국 침략에 대비
한 중요 방어기지였다. 1866년 완공 이후부터 1960년
대까지 요새로 쓰이다가 시립공원으로 변신해 마카오
사람들의 산책로이자 휴식처가 되었다. 울창한 산책로
를 지나 성벽에 둘러싸인 요새 정상에 이르면 마카오 북
부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마카오의 화려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한결같음을 지키고 있는 옛 모습도 함께 둘러보
기에 좋은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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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창고 Ox Warehouse 牛房倉庫
Av. do Cel. Mesquita, Santo Antonio 87-97
12:00
~19:00(화, 공휴일 휴무)
무료
www.oxwarehouse.
blogspot.com

일명 ‘할머니들의 예술 공간’. 마카오를 기반으로 활동하
는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활동을 살펴볼 수 있
는 곳이다. 2003년 설립 이후 회화, 조각, 디자인, 설치
등 여러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그림과 음악, 기
타 현대예술에 대한 워크숍도 꾸준히 개최한다. 독창적
이고 인상적인 작품이 많아 공간에 들어선 이상 쉽게 발
걸음을 옮길 수 없다.

레드마켓 Mercado Vermelho 紅街市
Av. do Almirante Lacerda

07:30~19:30

건물 안에 조성된 재래시장으로, 마카오 사람들은 ‘홍
까이시’라고 부른다. 1936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육
류, 과일, 해산물 시장이 층별로 나뉜다. 육류 시장은 직
접 도살을 하기도 하니 비위가 약하다면 주의하자. 시
장 구경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레드마켓 남쪽의 마카
오 내 가장 활기찬 재래시장 쌈장닥(三盞燈)에도 들어
가보기를.

EAT & DRINK & SHOP
EAT

EAT

룽와 티하우스 LONG WA Tea House 龍華茶樓

IFT 레스토랑
IFT Educational Restaurant 教學餐廳
Colina de Mong-Ha
+853-8598-3076~7
12:30~15:00, 저녁 19:00~22:30
$$$

월~금 점심

마카오관광학교(IFT)에서 운영하는 학생 실습 레스토랑.
맛은 물론이고 융숭한 서비스로 여행자와 현지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매캐니즈 음식부터 포르투갈 요리까지
저렴하게 맛볼 수 있고 가성비 좋은 포르투갈 와인도 두
루 갖췄다.

R. Norte do Mercado Alm. Lacerda 3
07:00~14:00
$$

클래식한 딤섬과 차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곳. 레드마켓
바로 앞에 위치하는데, 소란한 시장 길을 지나 이곳 입구
에 들어서고 계단을 올라 실내에 들어가면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의 고즈넉한 찻집이 펼쳐진다. 이른 아침에 간
다면 마카오 현지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
이서 엿볼 수 있는 좋은 장소다. 벽에 그림이 여러 점 걸
려 있어 호젓한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그림 애호가인 주
인장이 갤러리처럼 전시와 판매를 겸하고 있다고.

s ho p

쟈우드 ZAWOOD 宅木
Av. do Coronel Mesquita No.16 R/C Mei Fu Sun Chuen
+853-2851-9394
11:00~13:00, 14:30~19:30(화 휴무)
$$~$$$

2012년에 설립된 우드 스튜디오. 미니멀리즘을 기본으
로 목조 건축과 가구, 소품 등을 제작하고 있다. 1층은
의자, 테이블, 조명 등 가구와 리빙 소품 등이 진열돼 있
고 2층은 이곳을 운영하는 이들의 작업실 겸 클래스 공
간이다. 쟈우드의 운영자 데이브 완은 마카오의 로컬 아
티스트들과 함께 이곳에서 때때로 목공예 클래스, 전시,
DJ파티 등의 이벤트를 갖는다.

+853-2857-4456

s ho p

마카오디자인센터
Macau Design Centre 澳門設計中心
Tv. da Fabrica 5
+853-2852-0335
11:00~19:00(월 휴무)
$$

편집숍, 카페, 공연장, 전시장, 스튜디오, 컨퍼런스룸 등
을 한데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1층에는 마카오의 로컬
디자이너와 홍콩, 덴마크, 한국 등 해외 브랜드 상품을
한데 모은 편집숍과 카페, 공연장이 있다. 나선형 계단
을 따라 올라간 2층에는 북카페 분위기가 물씬한 널찍
한 소파와 테이블, 소규모 미팅룸이 있다. 편집숍에선 의
류, 화장품, 리빙소품, 문구, 기념품 등을 판매한다. 옥상
에 루프탑 가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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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마카오의 요일,
숫자로 말해요
마카오에서는 요일을
‘月, 火, 水…’ 대신 숫자
‘一, 二, 三…’으로 쓴다.
만약 상점에서 ‘원, 투,
쓰리’로 이야기한다면
이는 대개 요일을 가리
킨다.

요즘 대세는 여기

COURSE

2

성 라자루 성당과 탑섹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일대는 마카오 카페 문화의 시
작점일뿐 아니라 여전히 최신 트렌드를 주도해가고 있다. 지금도 골목길 사이

라자루 성당구

로 감각으로 똘똘 뭉친 새로운 카페와 소규모 상점들이 속속 들어서는 중이다.

꾼얌 사원(관음당)
KUN IAM TONG 普濟禪院(觀音堂)
Av. do Coronel Mesquita 2

07:30~17:00

‘꾼얌통’이라고 불리는 마카오의 대표적인 불교 사원이
다. 입구에서부터 짙은 향이 풍기고 사원 곳곳에 매달린
원뿔 모양의 만수향이 눈길을 끈다. 본당인 대웅보전의
미로처럼 이어지는 내부, 화려하게 장식한 관음불 여신
상에도 거푸 입이 쩍 벌어진다. 지붕 위쪽과 처마 아래
는 수공예 도기로 만든 장식이 정교하게 꾸며져 있는데,
이 또한 장관이다. 1844년 이곳에서 중국과 미국의 첫
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쓰던 테이블이 지금도 남아 있다.

통신박물관 Museu das Comunicações 通訊博物館
09:00~17:30(공휴일 휴무)
Estr. D. Maria II 7
MOP10, 18세 이하 MOP5, 10명 이상 단체 1인당 MOP7
macao.communications.museum

마카오의 우편과 통신에 관한 전반적인 전시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찾아가기에 쉽지 않지만 방대
하고 재미있는 전시 내용은 물론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
램도 있어 의외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변에 관
음당이 있으니 함께 둘러보자.

꽃의 정원 Jardim da Flora 二龍喉公園
06:00~ 20:30, 케이블카 08:00~18:00
Tv. do Tunel
케이블카 편도 MOP2, 왕복 MOP3, 2~18세 및 65세 이상 왕복
MOP2

아기자기한 공원이나 동물원과 놀이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아 언덕까지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계단 산책로
도 운치 있다. 정원 입구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기아 요
새까지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케이블카는 승
하차 시간을 포함해 3분여가 소요되는데, 눈 아래로 공
원의 잘 가꿔놓은 화단, 새장, 작은 동물원 등의 풍경이
그림처럼 지나간다. 꽃의 정원, 기아 요새, 마카오 시내
전경을 한눈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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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요새 | 등대 | 성당
FORTE | FAROL | CAPELA DA GUIA

東望洋炮台 | 聖母雪地殿燈塔 | 聖堂
기아 요새 09:00~18:00, 기아 성당
Colina da Guia
10:00~17:00 / 방공호 10:00~17:00(월 휴무)
무료

마카오 최고의 자연 전망대. 높이 94m의 요새
에 오르면 마카오 시내가 사방으로 펼쳐진다.
1622~1638년에 지어졌고 성당과 등대도 있다.
성당 복원 도중 프레스코 벽화가 발견됐는데, 서양
천사와 중국 전통 복장의 천사가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이다. 1865년에 건설된 기아 등대는 중국 해
안에 세워진 최초의 현대식 등대로, 지금도 등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 탑섹
광장에서 로얄호텔을 거쳐 걸어 오르거나 꽃의 정
원에서 테이블카로 오르면 된다. 이 부근에 2곳의
기아산 방공호 전시관도 있다. 1930년대 포르투갈
군용터널로 조성되었다가 얼마 전부터 민간에 공
개됐고 점차 구간을 늘려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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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얏센 기념관
Casa Memorial do Dr. Sun Yat Sen 國父紀念館
10:00~17:00(화 휴무)
Av. Sidónio Pais
www.macaumuseum.gov.mo

무료

2,000년간 유지되던 봉건제 하의 중국은 1911년 순얏센(손문)의 주도로 일
어난 신해혁명의 결과 공화정시대를 맞는다. 순얏센은 홍콩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후 마카오에서 의사로 활동하다가 1925년 별세하기 전까지 이곳에 머
물렀다. 1930년 폭파 사건으로 당시의 집이 무너졌고 그의 아들이 선친을
기리며 기념관을 지었다. 1952년까지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기도 했다. 순얏
센의 동상을 비롯해 생애와 업적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한 각종 문헌과 사진
자료가 전시돼 있다.

로우림옥 공원과 마카오 차 문화관
JARDIm LOU LiM IEOC | CASA CULTURAL DE CHÁ

盧廉若公園 | 茶文化館

로우림옥 공원 Estr. de Adolfo Loureiro 10, 차 문화관
Av. do Conselheiro Ferreira de Almeida
로우림옥 공원
06:00~21:00, 차 문화관 09:00~19:00(월 휴무)
무료

마카오의 대표적인 중국식 정원. 1906년 건립 당시 이
름은 예원(豫園)으로, 상하이의 예원과 이름이 같은 데
서 짐작하듯 중국 정원에 통용되는 ‘인공적 자연미’ 공식
을 따랐다. 공원 입구 좌측에 있는 마카오 차 문화관은
2005년 공원의 부속 건물을 개조한 것으로 전형적인
포르투갈 건축물이다. 1층은 중국 고유의 다구(茶具)를
전시하고 2층은 다관(茶館)이다. 차를 시음하거나 구입
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시음회나 다도 강좌가 열린다.

탑섹 광장과 탑섹 미술관
PRAÇA | GALERIA DO TAP SEAC 塔石廣場 | 塔石藝文館
Av. Conselheiro Ferreira de Almeida
www.macauart.net/TS

광장 24시간, 미술관 10:00~21:00

무료

마카오문화부와 중앙도서관, 보건센터, 미술관 등을 끼고 있는 시민들의 휴
식처로 2007년 개장했다. 부지 면적은 약 13,000㎡, 마카오 태생의 건축가
카를로스 메레이로스가 설계했다. 크고 작은 행사와 공연, 전시가 열리는 광
장은 매년 12월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일을 기념해 열리는 라틴 시티 퍼레
이드의 종착지다. 1920년경에 지어져 2003년 탑섹 역사 지구 조성과 함께
등장한 탑섹 미술관도 볼거리. 황토색과 검붉은색 외벽, 나무 창살, 아치형 문
이 어우러진 유럽의 고풍스러운 대저택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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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미구엘 공동묘지와 성당
Cemitério e Capela de SÃO Miguel Arcanjo
聖味基墳場 | 聖彌額爾小堂
Estr. do Cemitério

08:00~18:00

1854년에 건립된 공동묘지. 일반적으로 로만 가톨릭 신자들의 무덤으로 알
려져 있다. 요즘에도 가톨릭교회에서 위령의 날(All Soul’s Day)로 정한 매년
11월 2일에 마카오 정부 주관으로 기념 미사를 갖는다. 특히 이곳에는 역대
고위 관료와 유명인사가 많이 잠들어 있어서 우리나라 현충원을 방불케 하
는 엄숙함마저 느껴진다. 관광지는 아니지만 각양각색으로 꾸며놓은 비석과
무덤 조각,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와 무덤 앞에 꽃을 꽂는 유족들의 정성과 같
은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을 통해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성 라자루 성당 Igreja de São Lázaro 望德聖母堂
평일미사 07:30, 18:15(광둥어), 특전미사 19:00(광둥어),
Adro de S. Lázaro 11
주일미사 07:30, 09:30(광둥어), 11:00(영어), 18:00(포르투갈어)

세나두 광장, 성 바울 성당의 유적을 지나 10분쯤 더 걸어가면 성 라자루 성
당이 나온다. 성 미구엘 공동묘지 맞은편에 있으며, 1570년에 설립된 마카
오에서 유서깊은 성당이다. 주교 카루네이로에 의해 한센병 환자를 위한 구호
공간으로 지어졌다. 성당의 이름은 죽었다가 예수에 의해 되살아난 인물 ‘라
자루’에서 따온 것으로 ‘성모 희망의 은신처’라는 별칭도 있다.

성 라자루 성당구
BAIRRO DE SÃO LÃZARO 望德聖母堂區
Calçada da Igreja de S. Lázaro  

매장별 상이

최근 이 일대를 문화예술 지역으로 개발하면서 텐 판타지아, 아우베르기
SCM, 타이 펑 통 예술관, 마카오 스토리 하우스 등의 갤러리와 전시장이 속
속 들어서고 있다. 사거리의 중심에 서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을 향하더라도
물결무늬 타일 깔사다가 일품인 길이 죽 뻗어 있고 파스텔톤 건물이 도열해
있어 이국정인 정취가 물씬하다. 여행자뿐만 아니라 마카오 사람들에게도
인기 좋은 포토스폿이다. 골목길마다 크고 작은 카페, 식당, 숍 등이 들어서
있는 덕분에 여행자의 발길은 이곳에서 한층 느긋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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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 DRINK & SHOP
EAT

EAT

아우베르기
1601
Albergue 1601
Calçada da Igreja de
S. Lazaro 8
+853-2836-1601
점심 12:00~15:00
저녁 18:00~22:30
$$$

아우베르기 SCM은 과거 전쟁미망인들의 거주지이자 마
카오 예술가들의 작업실 겸 전시 공간으로 활용됐다. 아
우베르기 1601은 아우베르기 SCM 안에 자리한 포르투
갈 레스토랑으로, 인기가 좋은 식당인 만큼 넉넉하게 일
주일, 늦어도 2~3일 전에는 예약하는 편이 좋다. 실내도
좋지만 정원에서 싱그러운 식사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
다. 인기 메뉴는 해물밥과 디저트플래터 등.

EAT

Av. do Ouvidor Arriaga 85C
07:00~17:15
$

+853-2884-1029

커리누들이 대표 메뉴인 내공 있는 국숫집. 면은 가는 것
과 납작한 쌀면, 납작한 에그누들, 이렇게 3가지다. 여기
에 건더기로 닭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중 하나를 골라
면과 조합해 먹는다. 완자를 추가해 먹기도 한다. 참고로
가장 많이 먹는 건 닭고기다. 고명처럼 올라간 고추 양념
은 먹을수록 자꾸만 당기는 마성의 맛이다. 타이파에도
매장이 있다.
s ho p

라이케이

메르세아리아 포르투기사

Mercearia Portuguesa 葡國天地百貨

Lai Kei Sorvetes 禮記雪糕
Av. do Conselheiro Ferreira de Almeida 12
5781
12:00~19:00
$

깜레이 Kam Lei 金利食店

+853-2837-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인 이곳의 아이스크림은 젤라토의
쫀득함 대신 1980년대 ‘아이스케키’ 맛으로 사로잡는
다. 패키지마저 고전미가 넘치는데, 탈지분유의 달달한
맛을 머금은 추억의 맛과도 잘 어울린다. 매력적인 디저
트 가운데 발군은 바로 아이스크림 냉국수. 아이스크림
에 얇게 채친 일종의 ‘묵’을 넣고 비벼 먹는데, 이색적인
식감과 맛이다.

Calçada da Igreja de S. Lazaro 8
+853-2856-2708
월~금 13:00~21:00, 토~일 12:00~21:00 $$

포르투갈산 비누부터 와인, 잼 등 식재료와 자수 패브
릭, 핸드메이드 타일, 문구류까지 갖은 생활용품을 파는
아담한 코너숍. 아우베르기 SCM 내에, 식당 아우베르기
1601 맞은편에 위치한다. 특히 향과 종류가 다채로운
포르투갈 천연 비누는 기념품이나 지인 선물용으로도 그
만이다.

015

COURSE

3

낯설고도 익숙한

안토니오 성당구
마카오에 뿌리내린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코스. 낯선 어느 곳에선 한국
의 자취도 스며들어 있다.

tip
미션! 스탬프 투어
성 바울 성당의 유적, 나차 박물
관 등 여러 곳에 스탬프 코너가
있으니 여행수첩이나 메모지에
여행의 자취를 ‘꾹’ 남겨볼 것.

까를로스 다 마이아 광장 Rotunda de Carlos da Maia 三盞燈
Rotunda de Carlos da Maia

매장별 상이

$~$$$

유럽의 정원을 압축해놓은 듯한 고풍스러운 광장. 방
사형 구조에, 105번째 마카오 총독인 호세 까를로스
다 마이아의 이름을 가져왔다. ‘쌈장닥’이라는 이름으
로 더욱 많이 불린다. 주변에 커다란 시장과 상점, 레스
토랑이 즐비한데 그중에는 한국에서 들여온 여성의류
를 전문으로 파는 옷가게도 있다. 미얀마, 태국, 인도네
시아 등지에서 건너온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더러 있어서 다국적 음식을 즐기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잦다.

알레그리아 극장
THEATRE ALEGRIA 永樂戲院
Estr. do Repouso 85
14:00~23:45
공연별 상이
http://content.macaotourism.gov.mo/uploads/mgto_shows_
entertainment/Yueju.pdf

베이징에 경극이 있다면 광둥 지역에는 월극(Yueju)이
있다. 2009년 9월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
작’으로 선정된 월극을 감상하는 전용 극장으로, 1952
년 다큐멘터리 영화 <The Liberated China>를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지의 영화도 상영해온 유서 깊은
곳이다. 2005년 지금의 모습으로 리뉴얼해 월극 공연장
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연 일정은 마카오정부관광청 웹
사이트를 참고할 것.

싼키우
Moradores do Bairro San Kio 新橋花園
Estr. do Repouso

+853-2883-5731

무료

알레그리아 극장 바로 옆에 자리한 싼키우는 1986년에
지어진 차찬탱(홍콩식 카페를 뜻하며 식사 가능한 곳)이
다. 뒤편에 커다란 운동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젊은이들
은 농구를 하고 어르신들은 태극권을 하는 마카오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싼키우에선 정자를 비롯해 분재 등 중
국 전통의 디자인 요소를 살필 수 있을뿐더러 애완용 새
를 데리고 나와 여유를 즐기는 현지 사람들의 생생한 모
습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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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카이 사원 Templo de Lin Kai 蓮溪廟
Tv. da Corda 21-35

07:30~15:00

마카오에 있는 사원 가운데 가장 많은 신을 모시고 있는
사원이다. 린카이 산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1830년 청
나라 도광제 10년에 건립해 광서제 통치 기간 동안 3개
사원이 연결된 형태로 개조·확장했다. 각각의 전은 관음,
태세, 관우, 화랑제, 18나한, 아라한 등 여러 신을 모시고
있어서 늘 참배객으로 붐빈다. 사원 앞에서는 매일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장이 열리는데, 기상천외한 물
건들이 여행자의 발길을 붙든다.

소방 박물관 Museu dos Bombeiros 消防博物館
Estr. Coelho do Amaral, 2 a 6
www.museums.gov.mo

10:00~18:00

무료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의 소방 박물관에서는 마카
오 소방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999
년 12월 11일 마카오소방서비스협회에 의해 처음 문을
열었으며, 방패, 깃발, 졸업증서, 메달과 배지 등 소방에
대한 다양한 장비와 기념물을 전시하고 있다. 1920년에
지어진 박물관 건물은 마카오 정부가 지정한 중요 건축
물 중 하나다.

파테니 도서관
Biblioteca do Patane

沙梨頭圖書館

R. da Ribeira do Patane 81
월
14:00~20:30, 화~일 09:30~20:30
무료 www.library.gov.mo

2016년 12월 개관한 파테니 도서관은 80년이 넘은 오랜 건물의 실내 일곱
군데를 리뉴얼했다. 알록달록한 색감의 귀여운 외관을 보고 실내를 짐작했다
면 그 모던함이 주는 반전미에 깜짝 놀라게 된다. 150여 개의 열람석과 멀티
미디어 공간, 콘서트홀 등을 갖추었으며, 2만여 권의 책과 7,000여 종의 시
청각 자료 외에 다양한 신문, 잡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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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모에스 공원
Jardim da Gruta de Camões
白鴿巢公園

Praça de Luís de Camões
무료

06:00~22:00

푸르름으로 우거진 숲, 기묘한 바위와 폭
포, 잘 단장한 정원 이곳저곳을 거닐다
보면 마작을 하거나 기체조, 낮잠을 즐기
는 마카오 시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
다. 포르투갈 태생의 시인 루이스 데 까
모에스의 흉상을 비롯해 우리나라 김대
건 안드레아 신부의 조각상도 있다.

김대건 신부
in

마카오

T I

P
한국의 천
주교 최초
의 신부이
대건 신부는
자 순교자
인김
마카오 성
바울 성당에
하였다. 그
서 수학
리고 그의
동상은 까모
에, 목상은
에스 공원
도밍고스
성당에, 초
프란시스코
상화는 성
사비에르 성
당에 남아
있다.

성 안토니오 성당
Igreja de Santo António 聖安多尼教堂
평일미사 07:30(광둥어), 17:30(포르투갈어, 화요일),
Largo de S. António
특전미사 16:00(한국어), 주일미사 07:30, 09:00(광둥어), 11:00(포르투갈어)

처음 마카오에 성당이 들어선 것은 1560년 이전으로, 주로 대나무 등 목재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예수회에서 그 건물을 본부로 쓰게 되었고, 이후 여러 번의
재건 과정을 거쳐 1930년 성 안토니오 성당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오래도록 마카오 사람들의 예식 장소로도 사랑받았다. 더불어 한국 최초의 가
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유학한 곳이며, 그의 유해 중 발등뼛조각과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

트라베사 다 파이샹 TRAVESSA da Paixão 戀愛巷
Tv. da Paixão

24시간

이보다 낭만적일 수 없는 ‘연애골목’이다. 이곳을 배경으
로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은 여행자부터 사랑에 빠진 마
카오의 청춘들까지 연일 사람들로 북적인다. 최근에는
이곳의 빈 건물들이 부티크 호텔이나 영화관으로 탈바
꿈하고 있어 내부를 구경할 수도 있다. 드라마 등의 인기
촬영지이자 웨딩 촬영 스폿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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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차 사원과 전시관

구시가지 성벽

TEMPLO DE NA TCHA e SALA DE EXPOSIÇÕES

哪吒廟 | 哪吒展館

Calçada de S. Paulo 6
10:00~18:00

Calçada de S. Paulo 6
나차 사원 08:00~17:00, 나차 전시관

1888년 전염병이 창궐하자 뒤숭숭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귀신을 쫓는 도교의 신 ‘나차’를 모시는 사원을 지
었다. 전각 한 채 규모로 아담한데, 1901년 개보수를 마
쳐 오늘에 이르렀다. 나차 전시관도 사원에 버금가리만
큼 소박하다. 나차 신과 종교 문화에 대한 볼거리를 전시
한다. 전시 내용 또한 규모에 비해 알차게 꾸려져 있다.
매년 음력 5월 18일에 열리는 ‘나차 왕자의 행진 축제’에
대한 동영상과 제사용품, 가마, 그림 등이다. 전시관 바
깥에 있는 벤치 벽면에는 나차 신 탄생 설화가 적혀 있으
니 눈여겨보자.

몬테 요새 Fortaleza do Monte 大炮台
R. do Monte

Troço das Antigas Muralhas de Defesa 舊城牆遺址

07:00~19:00

무료

1617~1626년에 지어졌다. 원래는 제단이었다가 시설
을 정비해 포르투갈인들의 요새가 되었다. 그 후 총독 관
저, 육군 막사, 감옥, 기상관측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되어 왔다. 이 밖에 가을에 열리는 ‘마카오국제음악축제’
의 무대로 쓰이는 등 마카오 박물관과 더불어 문화와 예
술의 기지로 거듭났다.

24시간

1569년 마카오 땅을 밟은 포르투갈 사람들은 방어용
성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당시 지도를 보면 서쪽 내항부
터 시작해서 도시 전체를 성벽이 둘러싸고 있다. 성문을
통과하면 가톨릭 신자들의 거주지였던 동네 파치우 두
에스피노로 이어진다. 그리고 구시가지 성벽을 가로지
르는 길을 따라가면 안토니오 성당과 까모에스 공원에
이른다. 성벽은 바닷가에서 채취한 진흙과 조개껍데기
등을 반죽해 쌓았으며, 포탄이 흡수될 수 있게 차지고 무
르게 만들었다. 이는 도시 방벽에 유용한 형태였다고도
한다.

마카오 박물관 Museu de Macau 澳門博物館
Praceta do Museu de Macau
MOP15(매월 15일 무료 입장)

10:00~18:00(월 휴무)
www.macaumuseum.gov.mo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미니어처가 전시되
어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실제로 지어놓은 마카오
가옥과 가게 등 이곳 사람들의 의식주를 이해하기 쉽
게 전시해놓았다. 일반적인 박물관과 달리 테마파크에
놀러온 듯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찾
아도 교육적으로 가치 있을 만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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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바울 성당의 유적 Ruínas de São Paulo 大三巴牌坊
성 바울 성당의 유적 24시간, 천주교 예술박물관 및
R. de S. Paulo
묘실 09:00~18:00(화 14:00까지)
무료

세나두 광장의 명성에 버금가는 마카오의 랜드마크. 성당이 불
에 타는 바람에 마치 세트장처럼 건물 정면의 외벽 뒤로는 아
무것도 없다. 1580년에 처음 지어졌고 1595년과 1601년에
화재가 일어났다. 그리고 1602년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들
에 의해 재건됐다. 포르투갈이 성당의 국유화를 선언한 1835
년 다시 화마에 휩싸였다. 이때 성당 안에 있던 단 한 점의 천사
장 그림만이 아무런 그을음도 남지 않은 채 발견되었는데, 성
당 뒤편으로 지하와 연결된 천주교 예술박물관 및 묘실에 남아
있는 천사장 미구엘 그림이 바로 그것이다.

022

EAT & DRINK & SHOP
EAT

EAT

다이통록얌 TAI DONG LOK YAM 大東綠蔭咖啡室
R. de Marques de Oliveira 27
07:00~19:00
$

+853-2835-8740

분식집에서 먹던 고전적인 스타일의 돈가스가 시그너처
인 로컬 식당. 갓 튀긴 돈가스를 내주면 마요네즈로 고기
위에 글자나 그림을 그려서 먹을 수 있다. 특히 현지 젊
은이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이곳저곳에서 사진 찍기에
한창이다. 얇게 튀긴 돈가스에 마요네즈의 고소함을 더
해 느끼하기는커녕 고소함이 배가 된다. 스파게티, 볶음
면, 볶음밥 등과 골고루 시켜 먹으면 더 좋다.

룩케이 Luk Kei 六記粥麵
Tv. da Saudade 1D
24:00
$$

29호 부두 맞은편에 있는 완탕면과 죽 전문점.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문을 여는 노포이자 심야식당이다. 미
슐랭 가이드북에 소개되었음에도 외진 곳에 있어 여행
자보다는 현지인의 발길이 압도적이다. 게 한 마리가 올라

앉은 쏘이하이죽(水蟹粥)이 추천 메뉴. 새우알을 얹어
새우향이 나는 가는면볶음 요리도 훌륭하다. 식후에는
맞은편 블럭에 있는 ‘골든믹스디저트(楊枝金撈甜品)’
에서 망고 디저트로 입가심하면 금상첨화.

d ri n k

s ho p

틸로소피 티 바 Tealosophy Tea Bar 汴京茶寮
Rotunda de Carlos da Maia 3
11:00~23:00
$$

월~토 18:30~02:30, 일 18:30~

+853-2821-1271

까를로스 다 마이아 광장 앞에 있는 모던한 분위기의 찻
집. 일본 전통차, 블렌딩 차, 허브티, 프루츠티 외에 쿠키
도 있다. 우롱차를 베이스로 말린 장미꽃을 가미한 ‘장미
우롱차’, 벚꽃을 넣은 ‘앵화백차’ 등 SNS상에서 핫한 음료
가 많다. 차는 타이머를 맞춰 물 붓는 양, 우리는 시간을
지켜 일정한 차맛을 유지한다. 시간을 두고 정성들여 차
를 내는 곳이니 차분하게 차를 우리는 과정도 즐겨보자.

산키우 옆 골동품시장
Estr. do Repouso 85

07:00~11:30

$$~$$$$

날이면 날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이다. 알레그리아 극장
과 산키우, 린카이 사원 등지를 찾아갈 때 시간 맞춰 들
러볼 만하다. 황학동 풍물시장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인
데 물품은 옥반지에서부터 접시, 촛대 등 하나같이 마카
오 서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것들인 데다가 꼭 물건을 사
지 않더라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반기는 상인들의 모
습이 정겹다. 살펴보면 독특한 물건도 꽤 있지만, 가격
흥정 또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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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4

클래식과 모던의 공존

대성당구
마카오 1번가이자 최대 번화
가. 랜드마크인 세나두 광장
을 중심으로 하는 시티투어
는 마카오 초행자에게 딱 맞
는 코스다.

tip
갈색 기둥을 찾아라
시내를 걷다 보면 갈색 철제 기
둥이 나오는데, 이는 세계문화
유산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설
명은 영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
고 도면이 포함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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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박물관
TAK SENG ON

典當業展示館

피어 16 마카오 3D월드
Pier 16 MACAU 3D World 十六浦3D奇幻世界
R. do Visconde Paco de Arcos, Entre Pontes 12A a 20
10:00~20:00
MOP88(3세 이하 무료)
3dworld.
ponte16.com.mo

마카오 최초의 3D 아트체험관으로, 폰테 16 리조트 호
텔 안에 자리한다. 마이클 잭슨 전시를 비롯해 선사시대
갤러리, 프랑스와 중국 및 마카오존 등 6가지 인터랙티
브 공간이 펼쳐지는데, 약 18,000평방피트 규모에 걸쳐
100여 개의 포토스폿이 있다. 이용자는 조명부터 음향,
소품까지 일일이 선택하고 지정해 특별한 나만의 사진
을 완성한다.

동선당역사기록전시관
Tung Sin Tong

同善堂歷史檔案陳列館
R. Camilo Pessanha 55 09:30~17:30(화, 공휴일 휴무)
무료 www.macaumuseum.gov.mo

동선당은 마카오 최대 규모의 중국계 자선 단체로
1892년 활동을 시작했다. 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이 전
무하던 당시 동선당은 마카오 최초의 무료 진료실로써
빈민층에게 식료품, 의료품 등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동
선당의 무료 진료 기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동선당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선당역사기록전시관에서
는 마카오의 시대별 생활상을 덤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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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Almeida Ribeiro 396
10:30~19:00(매월 첫째
주 월 휴무)
무료
www.
macaumuseum.gov.mo

1917년에 설립된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전당포 중
하나다. 당시 전당포 재벌로 이름 높았던 카오 호 넹의
건물을 2003년 마카오 정부가 투자해 과거를 고스란히
재현한 박물관으로 변신시켰다. 2004년 유네스코 아시
아 태평양 문화유산보존상을 수상했다. 근대 유적에 관
심이 있다면 방문해볼 만하다.

노반선사목공예진열관
SALA DE EXPOSIÇÃO DOS CARPINTARIA DO MESTRE LU BAN

魯班先師木工藝陳列館

10:00~18:00(수 휴무)
R. de Camilo Pessanha 39-41
무료 www.culturalheritage.mo

1840년, 3대 건설업종인 목공, 발판설치, 석공 분야의
노동자들이 모여 마카오 최초의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목공의 주도로 만들어졌고 이후 도색공들이 합류했다.
이곳은 당시 조합사무실로 쓰이던 건물로, 현재 다른 노
동조합은 떠나고 목공조합만이 남아 있다. 내부에 전시
장을 마련해 과거의 주택 건축 양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세나두 광장 Largo do Senado 議事亭前地
Largo do Senado

마카오 제일의 랜드마크로 주요 행사와 축제의 무대로
애용된다. 사람들은 검은색과 하얀색이 교차하며 물결
무늬로 일렁이는 광장의 모자이크타일 바닥이나 분수
대에 걸터앉아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다. 분수대
를 중심으로 민정청사, 중앙우체국, 자비의 성채 등 신고
전주의 양식의 건축물이 파노라마처럼 빙 둘러싼다.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시아라기보다는 유럽의 어
떤 장소에 온 듯한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힌다. 로맨틱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세나두 광장의 야경을 차치하고서
라도 기본적으로 이곳은 마카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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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회관(콴타이 사원)

Sam Kai Vui Kun (Templo de Kuan Tai) 三街會館(關帝廟)
R. Sul do Mercado de S. Domingos

09:00~18:00

Santa Casa da Misericórdia 仁慈堂大樓
Largo do Senado
휴무)
MOP5

10:00~13:00, 14:30~17:30(월, 공휴일

불과 한 블록을 지났을 뿐인데, 포르투갈의 고유한 느낌
은 순식간에 중국 중세의 장중함으로 거듭난다. 이 일대,
즉 세나두 광장의 서쪽 길은 과거에 삼카이(三街)로 불
리며 중국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번화가였다. 삼거리
회관은 이 거리 중국 상인들을 위한 일종의 ‘길드’격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후 길드는 다른 곳으로 이전했고 현
재는 관우 신을 모시는 관우사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
다. 삼국지의 관우가 왜 모셔져 있는지 의아할 수 있는
데, 중국 사람들은 관우를 재물의 신이라고 믿는다.

1569년 마카오의 첫 주교인 돈 벨키오르 까네이로가
자선 사업을 위해 설립한 곳. 세나두 광장에 있는 건물로
네오클래식 양식의 외관이 유난히 눈에 띈다. 옆문을 통
해 안으로 들어가면 박물관이 나오는데 선교와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 인자당에서의 자선 사업
과 선교 활동은 가톨릭이 마카오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성 도밍고스 성당

로우카우 맨션 Casa de Lou Kau 盧家大屋

Igreja de SÃO DOMINGOS 玫瑰堂
Largo de S. Domingos

특전미사 17:00(포르투갈어)

1587년에 세워진 성당. 건립한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웅장한 모습이 아닌 작은 목조 예배당이었다. 지금과 같
은 밝은 미색의 화려한 바로크풍 건물로 거듭난 시기는
17세기 초이다. 성당 내부에서 으뜸가는 볼거리는 중앙
의 대좌. 옥좌에 앉은 성모상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상, 포르투갈 왕가 문장으로 장식된 천장을 눈여겨보자.
성당 옆에 자리한 박물관에선 가톨릭 공예품을 전시하
고 있다. 매년 5월 13일 저녁이면 이곳을 출발해 페냐
성당에서 마무리하는 성녀 파티마의 행진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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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성채(인자당)

Tv. da Sé 9

10:00~18:00(월 휴관)

무료

1889년에 완공된 건물이자 당대 최고의 부호인 카우의
저택이다. 전형적인 광둥식 벽돌 건물로 청나라 말기에
유행하던 ‘시관’ 스타일로 지어졌다. 한가운데 중정을 배
치한 ‘ㅁ’자 건물인데,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몇몇 장식에
서양식 기법을 가미했다. 동서양이 기묘하게 혼재된 마
카오 특유의 건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2코스의 로우
림옥 정원(13p) 역시 이들 일가의 소유로, 당시 이들의
재산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다.

대성당 | 광장 IGREJA DA SÉ | LARGO DA SÉ
大堂 (主教座堂) | 大堂前地

평일미사 07:45, 18:45(광둥어), 18:00(포
Largo da Sé
르투갈어), 주일미사 07:45, 09:30(광둥어), 11:00(포르투갈어),
17:00, 18:30(영어)

1622년에 지어진 마카오에서 가장 중요한 성당 중 하
나. 포르투갈이 아시아 전역을 선교 목표로 삼던 당시 이
곳은 조선, 일본, 중국을 포괄하는 마카오 대교구의 본당
이었다. 1650년 태풍에 의해 반파되었는데, 이후 복잡
했던 포르투갈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오늘과 같은 모습
을 갖춘 것은 1937년의 일이다. 성당 앞의 골목길 2개
는 카페와 식당, 늦게까지 영업하는 어묵 가게 등으로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

중앙우체국 Edifício dos Correios 郵政局大樓
Largo do Senado
무료

09:00~18:00, 토 09:00~13:00(일 휴무)

아르 데코 양식이 눈길을 끄는 세나두 광장의 아이콘과
도 같은 건축물. 중국계 건축가 호세 챈의 설계로 1929
년 지어졌다. 마카오에서는 1884년 최초로 우체국 서비
스를 시작되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891년 우체
국 건물을 지었다. 우체국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는 아
시아에서 선두 격으로, 당시에는 우편과 함께 전신 업무
를 겸했을 뿐더러 1962년 이후부터는 방송국의 기능도
수행했다. 우표수집가라면 마카오에서 발행되는 예쁘장
한 우표를 구경해보자.

성 프란시스코 공원
Jardim de São Francisco 加思欄公園
Ave. da Praia Grande 858

24시간

무료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으로 1580년 프란치스코
회 수도사들에 의해 건설됐다. 밀리터리 클럽부터 공원
위의 마카오 보안부대 사령부 건물까지의 고지대는 초
창기 포르투갈 사람들이 머물던 구역인데, 이 일대를 최
초의 마카오 탄생지라고 볼 수 있다. 공원 끝자락의 위
치한 도서관 건물로 마카오에서 가장 붐비는 도서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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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MACAO

마카오 스트리트

OLD & NEW
어느 길이나 걷는 재미가 있지만 여기 소개된 거리는 마카오의
올드 앤 뉴, 전통과 개성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거리다.

싱코 드 오투부르 거리, 페드로 놀라스코 다 시우바 거리

Rua de CIinco de Outubro 十月初五日街
예로부터 유명한 이 거리에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과 식음료품점, 잡화용품점이 늘어서
있다. 최근에는 오문(O-Moon)처럼 여행객의 취
향을 저격하는 기념품숍도 속속 생기고 있다.
오문 O-Moon 十月初五的
124A
+853-6351-3490

R. de Cinco de Outubro

펠리시다데 거리

Rua da Felicidades 福隆新街
한때 홍등가로 번성했던 이곳은 이제
독특한 풍경을 곁들인 마카오의 미식
거리로 거듭났다. 100년도 더 된 디
저트숍 항헝운부터 최근에 문을 연
말레이시아 요리 전문점 너티 루니스
까지, 여기선 씹고 뜯고 맛보며 걷자.

페드로 놀라스코 다 시우바 거리

Rua de Pedro Nolasco da Silva 伯多祿局長街
포르투갈의 책과 각종 소품 등을 구비한 서점
리브라리아 포르투기사에서 시작되는 이 거리
는 골목마다 아울렛이나 브랜드숍이 있다. 쇼핑
몰로 보이지 않는 빌딩에도 상점들이 있다.
리브라리아 포르투기사 IPOR Livraria Portuguesa e
Galeria de Arte
R. de S. Domingos 16-18
+853-285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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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포 거리 Rua do Campo 水坑尾街
성 프란시스코 공원과 탑섹 광장 사이를 연결하는 큰
도로. 성 프란시스코 공원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화장
품이나 스포츠웨어 등을 파는 멀티숍이 많고, 탑섹 광
장 방향으로 갈수록 소규모 핸드메이드숍과 편집숍이
많다. 큰길에서 한 블록 안으로 들어가면 중앙시장인
메르카도 뮤니시팔 1939(Mercado Municipal 1939
Horta da Mitra)를 중심으로 저렴한 로컬 맛집이 즐비
하다.

상파울루 거리

Calçada de São Paulo 大三巴斜巷
한국인 여행객들 사이에 ‘육포거리’로
통한다. 좁고 짧은 골목을 지나는 동안
시식을 권하는 육포나 아몬드 쿠키로
배가 부를 지경.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
면 깜찍한 액세서리 가게나 흥미를 당
기는 골동품점도 눈에 들어올 것이다.
쎄 & 도밍고스 거리

Travessa Sé | Travessa São Domingos
大堂巷 | 板樟堂巷

세나두 광장에서 성 바울 성당의 유
적, 로우카우 맨션으로 향하는 좁은
길. 맛집들이 숨어 있는 보석 같은 골
목길로 마카오 일등 간식인 어묵꼬
치, 주빠빠오부터 제법 근사한 카페
와 에그타르트숍이 모여 있다.

초우산 거리

PÁTIO DA CHOU SAN 俊秀圍
트라베사 다 파이샹 맞은편 계단
아래로 내려오면 막다른 골목이 나
오는데, 짧은 구간이지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만큼 재미난 가게가
가득하다. 이곳이 부상하면서 여기
연결된 상파울루 거리에도 개성 만
점의 상점들이 입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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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5

느긋해도 괜찮아

로렌소 성당구
레알 세나두 뒤쪽으로 펼쳐
지는 이 지역에는 세나두 광
장의 화려한 스케일과 상반
되는 느긋함과 여유로움이
유유히 흐른다. 휴식 같은 산
책을 즐겨보자.

tip
마감 30분 전, 시간 엄수
박물관 등 대부분의 어트랙션
은 마감 시간 30분 전까지 입
장할 수 있다. 또한 지정 휴무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
쉬기도 하니 미리 확인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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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세나두
Edifício do Leal Senado 民政總署大樓
Av. Almieda Ribeiro 163

09:00~21:00(월 휴무)

무료

식민 정부 의회였던 이곳은 1784년 건설 당시 마카오
행정부 역할을 겸했다. 이제는 세나두 광장이 더 유명하
지만 세나두 광장은 레알 세나두에 딸린 광장, 즉 서울
시청과 시청광장 정도의 관계였다. 현재 건물은 1940
년에 재건한 것으로 2층의 정원과 3층의 의회구역은 예
스러운 분위기가 남아 있다. 의회 구역과 이어진 도서관
은 중국 최초 포르투갈어 복사본인 <아 아벨랴 다 차이
나(A Abelha da China)>를 소장하고 있다.

로버트 호 퉁 경의 도서관
Biblioteca Sir Robert Ho Tung 何東圖書館大樓
Largo de S. Agostinho
10:00~19:00, 일 11:00~19:00
무료 www.library.gov.mo

19세기 말 마카오 대부호 도나 캐롤리나 쿠냐의 저택
이다. 1918년 홍콩 사업가이자 자선가인 로버트 호 퉁
이 매입해 별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던 중 1943년 일본
이 홍콩을 점령하자 로버트 호 퉁은 팔십의 노구를 이
끌고 마카오로 이주했다. 그는 사후 이곳을 마카오정부
에 기증했고 정부는 공공도서관으로 탈바꿈해 개방했
다. 명실상부 마카오의 대표 공공도서관이다.

돔 페드로 5세 극장 TEATRO DOM PEDRO V 崗頂劇院
Largo de S. Agostinho 7
www.culturalheritage.mo

10:00~18:00(화 휴무)

무료

1860년에 지어져 1873년 지금 모습으로 완공된 아시아 최초의 서양식
극장. 건설 직후인 1861년 페드로 5세가 장티푸스로 숨지자 그를 기리기
위해 페드로 5세 극장이라고 명명했다. 웅장한 이오니아식 기둥이 마치 그
리스 시대 사원을 방불케 한다. 극장 내부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무척 아름
답다. 축제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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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아우구스티노 성당 | 광장
IGREJA DE SANTO AGOSTINHO | LARGO DE SANTO AGOSTINHO

聖奧斯定教堂 | 崗頂前地
Largo de S. Agostinho

10:00~18:00

마카오의 성당들은 저마다 특색에 찬 건축 기법을 포함
하고 있는데,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은 성당 중앙의 대좌
가 중국 신주 모양이다. 이곳 예수상이 스스로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켰던 일을 기리며 매년 3월 성대하게 치러지
는 카톨릭 행사 ‘파소스 성채의 행진’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성 조세 신학교와 성당
IGREJA E SEMINÁRIO DE SÃO JOSÉ 聖若瑟修院及聖堂
성당 10:00~18:00 박물관 10:00~17:00 (수요일 휴관)
R. do Seminario
무료(신학교는 일반인 입장 불가)

예수교 소속 성당으로 1728년 건립되었다. 조세 신학교는 아시아로 파송
되는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을 위한 일종의 교육 기지였다. 특히 중국과 일
본 등지로 파견된 18세기의 가톨릭 선교사 대부분은 이곳 출신이다. 신학교
는 공개되지 않지만 광장 반대편의 성당은 입장할 수 있다. 높이 19m, 지름
12.5m의 돔을 중심으로 펼쳐진 16개의 창으로 햇살이 실내를 비춘다. 정교
하면서 웅장한 분위기가 압권. 동방선교의 신으로 불리는 프란시스코 사비
에르의 팔뼈가 봉안되어 있으며 2016년에 개관한 별도의 성물 박물관도 천
주교 관련 유물이 많다.

성 로렌소 성당
Igreja de São Lourenço 聖老楞佐堂
평일미사 07:30, 20:00(광둥어),
R. de São Lourenço
특전미사 08:00(영어), 주일미사 07:30, 09:00(광둥어),
16:00(중국어)

16세기 중반에 지어진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 마카
오에 들어온 초기 포르투갈 선원들과 가족을 위해 지어
졌는데, 건축 당시 포르투갈 부유층의 헌납 덕분에 장식
요소가 많고 화려한 예배당이 되었다. 마카오 남쪽 바다
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는데, 식민시절 포르
투갈 사람들은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는 가족의 안녕을
빌었다.
035

릴라우 광장 Largo do Lilau 亞婆井前地
Largo do Lilau  

10:00~18:00(수 휴무)

포르투갈 동요에 나오는 ‘릴라우의 물을 마신 사람이라
면 절대 마카오를 잊지 못할 거야’라는 노랫말의 배경이
다. 이 지역은 마카오를 점령한 포르투갈 사람들의 주요
거주지였으며, 여전히 광장과 주변의 야트막한 오르막
에는 포르투갈풍 저택이 즐비하다. 실제로 ‘릴라우’는 포
르투갈어로 산에서 솟는 샘물을 뜻한다. 뒤로 이어진 길
을 따라 페냐 성당까지 올라갈 수 있다.

로우카우 맨션과 함께 손에 꼽는 중국풍 저택이다. 12
동, 60여 개의 방으로 이뤄져 있고 광둥 저택의 교본이
라 할 정도로 전통 건축 양식에 충실하다. 외벽 미장 등
몇몇 부분은 서양 건축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 사상가이
자 교육가, 작가인 정관잉이 살던 곳으로 당시 유명인사
들의 살롱이었다. 박물관을 겸하고 있으며, 종종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연다.

무어리시 배럭 Quartel dos Mouros 港務局大樓

해사 박물관 Museu Marítimo 海事博物館

Calçada da Barra

테라스 09:00~18:00

무료

마카오 사람들에게는 해사사무국 또는 항무국으로 유
명한 곳이며, 이탈리아 건축가 카슈토의 1874년 작품
이다. 마카오에 거주하는 포르투갈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파병된 인도 고아 지방의 용병을
수용하기 위해 지었다. 당시에는 마라병영이라고 불렀
다. 현재는 공공기관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행자는 내부
로 들어갈 수 없고 테라스까지는 입장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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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하우스 Casa do Mandarim 鄭家大屋
Tv. de Antonio da Silva 10

24시간

10:00~18:00(화 휴무)
Largo do Pagode da Barra
10~17세 MOP5(일 MOP3), 18~64세 MOP10(일 MOP5)
www.macaumuseum.gov.mo

바다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다. 배 모형을 형상화한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 항해 시 필요한 물품, 중국과 포르투갈
해양전과 해양 무역사, 마카오 어부의 삶 등 다양한 볼
거리를 전시한다. 포르투갈 해양 개척사를 중심으로 중
국의 해외 탐험 과정을 다루는 전시장도 인상적이다. 대
양을 누비던 모형 선박이 장관. 해설은 영어, 포르투갈
어, 광둥어 등으로 제공된다.

아마 사원 Templo de A-Má 媽閣廟
Largo do Pagode da Barra  

07:00~18:00

마카오 최대 규모의 도교 사원이자 마카오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
이다. 마카오 현지인들이 ‘마꼭’으로 발음하는 ‘아마’ 사원을, 포르투갈 사람
들이 아마의 만을 뜻하는 ‘a-ma-gao’ 라고 부른 데에서 ‘마카오’의 이름이 유
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산을 깎아 만들어 계단 구간도 제법 많다. 홍인전, 관
음각 등도 볼거리. 관음각에는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중화권에서 도교
와 불교의 동거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마는 풍랑으로부터 어민들을
보호하는 여신이었지만 이제는 인간사의 모든 길흉화복을 점지하는 대상으
로 격상되었다.

EAT & DRINK & SHOP
EAT

d ri n k

테라
Terra Coffee House
R. Central 20
12:00~24:00

+853-2893-7943
$$

카페 겸 레스토랑으로 커피와 차 외
에 빵, 샐러드, 피자 등 메뉴가 알차
다. 로스터리 카페로 이름이 난 까닭
인지 마카오의 젊은 사람들로 실내
는 대개 가득 차 있다. 카페에 울리
는 근사한 재즈음악을 즐기며 기분
내기에 그만인 곳.

총틴 Chong Tin 中天咖啡麵食
R. Central 38
08:00~17:00

+853-2897-5059
$

고명을 고른 다음 면발을 선택해 주
문하는데, 면발의 종류가 무려 6가
지나 된다. 粉=쌀면, 麵=밀면이라는
정도는 미리 확인해두자. 단순하고
깔끔한 맛의 굴소스 표고버섯면(蠔
油冬菇麵), 매콤하고 고소한 맛의
소고기 카레 쌀국수(咖喱肥牛米線)
가 있다. MOP5를 더 내면 채소나
어묵 등을 고명으로 얹을 수 있다.

EAT

까사 도 포르코 프레토
Casa do Porco Preto 黑猪屋
R. do Almirante Sergio 310
+853-2896-6313
12:00~16:00,
18:00~22:30
$$

포르투갈 가정식을 차리는 집. 유럽
과 지중해를 넘나드는 다국적인 요
리도 있다. 하얀 바탕에 흑돼지모양
간판을 달고 있어 거리에서 단연 눈
에 띈다. 출출한 여행자를 위한 런
치 메뉴는 메인 요리 한 가지에 수
프, 음료수, 디저트가 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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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6

다 같이 돌자 호수 한 바퀴

남완호수 & 사이완호수
매립으로 생긴 두 개의 인공호
수. 인접해 있지만 그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고즈넉한 사이완
호수와 흥미로움으로 가득한 남
완호수, 두 호수의 매력 속으로.

tip
길을 건널 땐 오른쪽부터!
마카오의 교통체계는 우리나라와
반대다. 따라서 길을 건널 땐 오른
쪽부터 먼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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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타워 Macau Tower 澳門旅遊塔
Largo do Torre de Macau
전망대 월~금 10:00~21:00, 토~일
09:00~21:00, 액티비티 월~금 10:00~18:30, 금 10:00~21:00, 토
~일 10:00~22:00
전망대 MOP135, MOP70(3~11세), 번지점프
MOP3,488~, 스카이점프 MOP2,588~, 타워클라임 MOP2,288~, 스카
이워크 MOP788~
www.macautower.com.mo

2001년 문을 연 21세기 마카오의 랜드마크. 여행자들에게
는 전망대뿐만 아니라 스릴 만점의 액티비티를 즐기는 곳으
로 더욱 이름났다. 233m 지점에 설치된 번지점프대는 세계
에서 손에 꼽히는 높은 번지점프 중 하나다. 이 외에도 색다
른 번지점프인 스카이점프, 마카오 타워의 유리 데크를 걷는
아찔한 스카이워크, 높이 338m의 타워 최상부층에 오르는
마스트클라임이 있다. 타워 저층에는 쇼핑센터와 레스토랑
이 자리해 있다. 지하 영화관은 마카오 청춘들의 필수 데이
트 코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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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완호수 LAGO SAI VAN 西灣湖
Lago Sai Van

페냐 성당 ERMIDA DE NOSSA SENHORA DA PENHA
Colina da Penha

主敎山小堂

09:00~19:30

마카오의 손에 꼽는 부촌이 이곳 사이완호수를 중심으
로 자리한다. 호수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산책로는 이
따금씩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변신하는데, 마카오타워
광장에서 불꽃놀이대회가 열리는 9~10월과 음식축제
가 펼쳐지는 11월 또한 그렇다. 호반 산책로를 따라 오
래도록 사랑받는 현지인들의 맛집들이 즐비하다.

페냐 언덕에 우뚝 선 아름다운 성당으로 1622년 지어
졌다. 로만 가톨릭의 ‘아마 사원’과도 같은 곳이다. 먼 바
다로 나가야만 하는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건축
했다. 전망으로만 따진다면 기아 요새보다 페냐 성당이
한 수 위다. 매년 5월,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의
성모 출현을 기리며 성 도밍고스 성당부터 페냐 성당까
지 이어지는 ‘파티마 성모의 행진’이 열린다. 참고로 이
일대는 마카오의 비버리힐스 같은 최고의 부촌이기도
하다. 아마 사원에서 도보로 15~20분 소요.

마카오 행정관저

원 센트럴 One Central 壹號湖畔

SEDE DO GOVERNO DA REGIÃO ADMINISTRATIVA ESPECIAL DE MACAU

Av. De Sagres
일~목 10:30~22:30, 금~토 10:30~23:00
$$$$ www.onecentral.com.mo

1년 중 10월 1회 일반 공개(왓츠온
Av. Da Praia Grande 131
whatson.macaotourism.gov.mo 참조) 일반 공개 기간 중 무료

마카오 반도에서 최고의 명품 쇼핑지라면 단연 원 센트
럴이다. 만다린 오리엔탈 마카오와 MGM 마카오가 연결
되어 있으며, 핫한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한데
모여 있다. 주변에 있는 윈 마카오의 ‘윈 에스플라나드’
역시 럭셔리 컬렉션과 화려한 쇼핑 공간으로 쇼퍼들을
매혹한다. 꼭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감각적인 숍들을 둘
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호수에 닿아 있는 산책로에서
는 종종 전시와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린다.

澳門特別行政區政府總部

1849년 총독 관저로 지어진 건물로 1999년 중국 반환
과 함께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자치권을 수행하는 행정
장관의 집무실로 쓰이고 있다. 건물의 다홍색은 포르투
갈 치하 당시 국가기관임을 상징한다. 매년 10월 중순경
내부를 일반에 공개하는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투어 중에는 음악 공연을 비롯해 마카오 역사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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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아르떼 남완
Anim’Arte NAM VAN 南灣‧雅文湖畔
Av. Panoramica do Lago Nam Van 748
상점 11:00~
22:00, 주말플리마켓 14:00~21:00, 남완호수 분수쇼 토~일
21:00~21:30, 22:00~22:30, 페달보트 11:00~18:00(6~9
월 11:00~19:00)
페달보트(30분) 2인용 MOP20, 4인용
MOP40(5세 이하 탑승 금지, 5~12세 아동 보호자 동반 시 탑승 가능)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레저 시설을 비롯해 카페, 핸드
메이드 공방과 편집숍 공간을 갖추고 있다. 페달보트는
기본이고 공예품 시장과 분수쇼는 매주말 이곳 마당에
서 열린다. 평일에는 서점, 공예품 숍, IFT 노천카페를 이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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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 DRINK & SHOP
EAT

EAT

사이완온케이
SAI VAN ON KEI

西灣安記

R. do Chunambeiro 30
+853-2856-7385
06:00~21:00
$

IFT 카페 IFT CAFE 旅遊學院咖啡廊
Av. Panoramica do Lago Nam Van 748
$$

11:00~22:00

호수를 마주보고 행정관저 옆에 나란히 자리한 차찬탱.
구수한 돼지고기를 넣은 주빠빠오와 스파게티, 볶음면
등이 대표 메뉴다. 1954년에 문을 열었으며, 도밍고스
거리에서 로우카우 맨션 맞은편에 매장이 한 곳 더 있다.

마카오관광학교(IFT)에서 운영하는 노천카페. 예술과 미
식을 한데 결합하겠다는 모토 아래 만들어졌으며, 수변
에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샌드위치부터 애프터눈 티, 디
저트까지 다양한 품목의 먹음직스러운 메뉴를 제공한
다. 이미 마카오의 청춘들에게 인기 좋은 아지트로 자리
매김했다. 때로 로컬 아티스트들의 전시가 열린다.

d ri n k

s ho p

뉴야오한 백화점
New Yaohan 新八佰伴

AIA 타워 AIA Tower
Av. Comercial de Macau 309

90
매장별 상이

호숫가와 야경을 배경삼아 즐기는 여유로운 휴식, AIA
타워에는 로컬들이 찾는 맛집이 층층이 들어서 있다. 또
한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King)에 선정될 만큼의 수준
을 자랑한다. 특히 21층 SKY21은 식사와 술을 함께 즐
길 수 있는 바(bar) 겸 레스토랑. 간혹 와인과 맥주를 이
용한 이벤트를 갖는데,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를 확인할 수도 있다.

Av. Doutor Mário Soares
+853-2872-5338
10:30~22:00
매장별 상이

농업지대나 제조공장이 따로 없는 마카오에선 사고파
는 상품의 대부분은 곧 수입품이다. 그 단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야오한 백화점 식품관. 8층 식품관
에는 세계 각지에서 건너온 분유, 이유식, 쿠키 등 식품
을 비롯해 칫솔, 클렌저 등 유아용 생활용품이 즐비하다.
스토케, 무스텔라, 하인즈 등 인기 높은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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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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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오피스타운

N.A.P.E
페리터미널에 인접한 이 구
역은 매립지로 계획도시답게
구시가지에선 볼 수 없는 네
모반듯한 도로와 시크한 마
천루가 인상적이다. 여행 명
소도 많지만, 대표 오피스타
운답게 현지의 젊은 직장인
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맛집
이 골목골목에 숨어 있다.

tip
마카오에서 가장 높은 이정표
마카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그랜드 리스보아다. 마카오 반
도 어디서든 그랜드 리스보아
가 보인다는 사실. 방향을 가
늠할 수 없을 땐 그랜드 리스
보아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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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상 ESTÁTUA KUN IAM 觀音蓮花苑
Av. Dr. Sun Yat-Sen 1101
관음상 24시간, 박물관 10:00~18:00(금 휴무)

무료

마카오의 중국 반환을 기념해 세워진 높이 20m의 청
동상과, 하부의 연꽃을 형상화한 돔 형태의 작은 박물
관으로 구성된다. 작가 크리스티나 로사 레이리아가 설
계했는데, 포르투갈 출신인 그의 영향으로 성모마리아
가 겹쳐지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관음보살이
탄생했다. 박물관 내부는 관음세계종교센터로 운영된
다. 이곳에서는 관음상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더불어
유교, 불교, 도교에 관한 자료를 전시한다.

과학센터 CENTRO DE CIÊNCIA 澳門科學館
10:00~18:00(목 휴무, 음력 12월 31일 휴무)
Av. Dr. Sun Yat Sen
MOP80 www.macaumuseum.gov.mo

전시센터 MOP25, 2D 폴라네타리움 MOP60, 3D 폴라네타리움

모더니즘의 마지막 건축가로 손꼽히는 이오 밍 페이가 설계했고 전시센터, 천문관, 컨벤션센터로 나뉜다. 차세대 랜드
마크로 떠오른 시닉 파빌리온에서 전시센터가 시작되며, 나선형으로 내려오면서 14개의 전시실을 관람하는 구조다.
12곳의 상설 전시관에선 우주, 로봇, 지구, 환경, 음식, 스포츠 등의 주제로 전시가 열린다. 지름 15.24m의 돔을 갖춘
천문관은 해상도가 가장 높은 3D 영화관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매년 1월 불꽃놀이와 화려한 공연이 어우러진
음력 설 퍼레이드의 오프닝 세레머니가 이곳에서 펼쳐지며, 마카오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유수의 행사 무대로도 쓰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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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예술 박물관
MUSEU DE ARTE 澳門藝術博物館
10:00~19:00(월 휴무)
Av. Xian Xing Hai
www.macaumuseum.gov.mo

무료

마카오 유일의 예술 전문 박물관이자 마카오 문화센터
의 부속 건물이다. 1999년 개관했으며, 3곳의 상설 전
시실과 2곳의 특별 전시실을 비롯해 5층에 걸쳐 8개의
전시실을 두었다. 사진, 서예, 도자기, 회화, 비디오아트
등 다채로운 장르의 전시가 열린다. 특히 4층의 서예관
과 도자관에서는 중국 문화의 짙은 향기를 경험할 수 있
다. 현대미술을 주제로 한 전시는 대개 특별 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마카오 문화센터
CENTRO CULTURAL 澳門文化中心
웹사이트 참조
Av. Xian Xing Hai
www.macaumuseum.gov.mo

공연별 상이

마카오에서 가장 큰 공연장으로 매일같이 뮤지컬, 콘서
트, 연극, 어린이 공연 등이 무대에 오른다. 마카오 반환
이 이루어진 1999년 개관했다. 총면적 45,000㎡, 5개
층으로 대공연장을 비롯해 아트플라자, 컨퍼런스룸, 댄
스 스튜디오를 갖추었다. 웹사이트를 통해 공연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고, 지나가다 잠시 들러 쉬어갈 만
한 휴식처다.

반환기념 박물관 MUSEU DAS OFERTAS SOBRE A
TRANSFERÊNCIA DE SOBERANIA 澳門回歸博物館
10:00~19:00(월 휴무)
Av. Xian Xing Hai
www.macaumuseum.gov.mo

무료

마카오가 포르투갈로부터 중국으로 마카오가 반환된 날
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 각 성에서 보내온 선물을 모아놓
은 공간이다. 중국 특유의 거대하고 화려한 작품을 통해
각지의 특징과 개성을 파악해볼 수 있다. 마카오 문화 센
터 옆에 있으니 함께 둘러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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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맨즈 워프
FISHERMAN’S WHARF 漁人碼頭
상점가 11:00~20:00, 식당가 11:00~23:00
Av. da Amizade
무료 www.fishermanswharf.com.mo

마카오 최초의 테마파크. 세계 각국의 다양한 풍경을 옮
겨놓은 까닭에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다. 현재 리조트와
컨벤션, 쇼핑센터로 업그레이드를 거듭하고 있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 당황할 수 있지만 호텔 완공 등 하루
가 다르게 모습을 바꾸고 있다.

까를로스 다쑵성 박사 공원
Jardim Dr. Carlos d'Assumpção

宋玉生公園

Alameda Dr. Carlos D’Assumpção
06:00~23:00
무료

N.A.P.E 지구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공원으로 빌딩숲 사이에서 청쾌하
면서도 운치 있는 풍경을 담당하는
근사한 장소다. 공원 끝으로 걸어가
면 관음당이 나온다. 공원 내부는 키
큰 야자수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그 아래로 음악 분수, 연못과
다리, 그리고 오리와 잉어가 있으니
구석구석 걷는 맛이 좋다. 가을날이
면 로맨틱하게도 야외음악회가 열
린다고.

투어리즘 액티비티센터
CENTRO DE ACTIVIDADES TURISTICAS

旅遊活動中心

R. de Luis Gonzaga Gomes 431

10:00~18:00(화 휴무)

무료

세미나룸, 로컬 디자인상품 쇼룸 등과 함께 마카오 그랑프리 박물관, 와인 박
물관이 들어서 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이곳은 마카오 그랑프리 박물관
으로 탈바꿈하는 공사 중이다. 와인 박물관은 콜로안의 선착장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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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 DRINK & SHOP
EAT

EAT

로부숑 오 돔 Robuchon au DÔME 天巢法國餐廳
Grand Lisboa Hotel
+853-8803-7878
12:00~14:30, 18:30~22:30
$$$$$

펑웨이주 Feng Wei Ju 風味居
Star World Hotel
$$$

+853-8290-8668

11:00~23:00

자타공인 마카오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이자 미슐랭 3
스타 식당이다.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의 최상층 돔에 자
리한 이곳은 하루 75명만 입장할 수 있다. 미슐랭이 극
찬한 메뉴는 Menu Dégustation 2012로, 무려 12가지
코스에, 1인당 MOP2,388을 호가한다. 런치 메뉴는 2코
스와 3코스가 각각 MOP458, 558. 8,000종의 와인을
보유했으며, 최상품 샤또 마고와 라피드 롯쉴드도 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으로 쓰촨과 후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셰프 찬 차크 컹은 중국의 지역특산물을 다루는
요리에 능한데, 돼지고기부터 채소까지 산지에서 공수
한 것만을 쓴다. 딤섬은 그의 내공을 제대로 맛볼 수 있
는 음식이다. 가성비가 훌륭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 대체
적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다. 그러나 칼칼한 요리
가 주를 이루는 곳이라 매운 요리를 즐기지 못하는 이라
면 아쉬울 수도 있다.

EAT

EAT

오보자르 Au Beaux Art 寶雅座

카페 벨라비스타
Cafe Bela Vista 薈景閣咖啡室
Grand Lapa Hotel
$$$

+853-2856-7888

06:30~22:00

뷔페와 정통 포르투갈 요리를 동시에 선보인다. 이제는
고급 포르투갈 음식점이 많아졌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마카오에서 정통 포르투갈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집
은 이곳 말고는 없었다. 마카오식 아이스크림인 세라두
라 또한 이곳 최고의 맛 중 하나. 콜로니얼 스타일의 우
아하고 차분한 실내 분위기가 도심과는 전혀 다른 운치
를 자아낸다.

MGM Macau Hotel
+853-8802-2319
토~일 브런치
11:00~15:00, 토~일 하이티 14:00~18:00, 디너 18:00~24:00
$$$$

로브스터와 굴 등 해산물 요리로 알아주는 곳이다. 브런
치와 디너 메뉴 외에 주말(토~일)마다 애프터눈 티인 하
이티(High Tea)를 운영한다. 유럽의 정원에서 즐기는 프
렌치 요리, 좋은 자리라면 와인 한 잔은 필수다. 상시적
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와
인이나 계절 식재료를 사용한 특선 요리 등을 맛볼 수 있
다는 점도 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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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특별과외 Ⅰ
마카오의 길을 나서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마카오 이야기.

포르투갈 그리고 마카오
1500년경 시작된 포르투갈과 마카오의 인연은 세계 최초의 동서양의 퓨
전 문화로 일컬어지는 매캐니즈를 태동시켰다. 마카오 사람들에게는 차
(tea) 못지않게 와인도 중요하고, 교모 있는 사원 행사나 가톨릭 행사가
빈번히 치러진다. 포르투갈 전통 무늬인 아줄레주나 깔사다, 행운을 상징
하는 수탉 등 동서양이 뒤섞인 그대로 마카오 사람들의 집안 곳곳에 장식
되어 있다. 마카오에 살고 있는 수많은 매캐니즈들은 포르투갈과 마카오
의 혼혈인으로 지금도 루소포니아 축제나 라틴시티 퍼레이드 등 마카오
의 라틴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그리고 마카오
마카오 반도와 타이파 섬, 콜로안 섬에 살던 광둥성 주민들은 바다에서
낚시를 해 생활했다. 사람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아마 여신을 숭상했고, 최
초로 마카오를 찾은 포르투갈인에 의해 신의 이름을 딴 지명을 갖게 되었
다. 1999년 중국 반환 이후 마카오는 일국양제 하에 관광 산업에 대한 과
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마카오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일 외에 광둥성의 언어와 문화, 마
카오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마카오는 매립지다?
본래의 마카오 반도는 지금의 마카오 지도에서 70~80% 가량을 지우면
된다. 아마 사원 앞이나 몬테 요새 앞, 마카오 반도 중심가인 N.A.P.E 지역
을 비롯해 타이파 섬과 콜로안 섬 사이의 코타이 지구 등은 모두 바다를
메워서 만든 육지다. 마카오 매립지는 주강(珠江)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이
쉽게 쌓일뿐더러 수심이 얕아 만들기가 수월했다고. 마카오 매립지 조성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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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특별과외 Ⅱ
가성비 훌륭한 마카오 기념품 4.

포르투갈 와인
포르투갈 와인은 유럽 3대 와인 가운데 하나지만 생산량의
대부분이 유럽 내에서 소진되는 까닭에 한국에서 맛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마카오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포르투갈
와인은 최고의 선물 아이템. 특히 디저트 와인으로 유명한
브랜디를 첨가하여 단맛을 강화시킨 포트와인(Port Wine)이
가장 유명하다. 가격대도 다양하다.

MOP80
부터

로얄, 산미우 슈퍼마켓, 뉴 야오한 백화점 등

MOP40
부터

아몬드 쿠키 한 박스
아몬드가 들어 있어서 몸에도 좋고 맛도 고소한
마카오 최고의 명물. 커피나 따뜻한 차 한 잔에
곁들이면 잘 어울린다.
코이케이, 초이헝윤, 영키 등

MOP30
부터

수탉 장식품
포르투갈에서 수탉은
‘정의’를 상징한다.
화려한 수탉 모양을 한 포르투갈풍 장식품이라면
친구에게나 가족에게나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성 바울 성당의 유적으로 올라가는 R. de S. Paulo 거리의 기념
품숍

MOP15
부터

메이드 바이 마카오 크리에이션스
마카오에서 활동 중인 디자이너들이 현지 역사와 문화
등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디자인 상품들을 선보인다.
감각적일 뿐만 아니라 가격도 합리적이다. 마카오타워,
마카오국제공항 면세점, 타이파 빌리지 쿠냐 거리
등에서 매장을 만날 수 있다.
www.macaucrea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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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색창연한 거리에서

타이파
마카오의 과거와 현재를 가
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곳
은 골목마다 찬란한 볼거리
와 매캐니즈·포르투갈 맛집
을 품고 있다.

tip
‘먹방’투어에도 때가 있는 법
타이파의 식당은 오후 2시가
되어도 문을 열지 않는가 하면
저녁이 되기도 전에 재료가 동
나는 일이 다반사다. 먹자골목
‘쿠냐 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당은 오후 3~5시 무렵에 브
레이크 타임을 갖고, 보통 수
요일은 쉰다.
055

옛항구
R. do Pai Kok 30 Taipa

갤럭시 마카오 건너편에 위치한 이곳은 타이파가 섬이었던 시절, 타이파의 경계이자
콜로안 섬으로 가는 배를 타던 항구였다. 지금은 암반 위를 유리로 덮은 표시를 통해
지난 흔적을 되짚어볼 수 있다. 이제는 마카오 주민들에게도 낯선 공간이 되었지만, 느
긋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타이파 빌리지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틴하우 사원 Templo de Tin Hau 天后宮
R. Gov. Tamagmin Barbosa, Taipa  

08:30~17:30

타이파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사원의 종에 새
겨진 건륭황제 집권 50년에 지어졌다는 글귀를 통해 1785년 이전에 지어졌을 것으로
짐작한다. ‘아마’로 불리는 어부들의 수호신이자 바다의 신 ‘틴하우(천후)’를 모시고 있
으며, 귀중한 유물이 많았으나 현재는 틴하우를 모신 본전만이 남아 있다.

타이파·콜로안 역사박물관
MUSEU DA HISTÓIRIA DA TAIPA E COLOANE 路氹歷史館
R. Correia da Silva, Taipa +853-2882-5631
www.macaumuseum.gov.mo

10:00~18:00(월 휴무)

무료

19세기 타이파와 콜로안 행정구청으로 지은 건물로 2006년 두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
화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행정구청이 생기기 이전, 폭죽 공장이던 부지를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폭죽에 대한 콘텐츠를 발굴해 독립적인 볼거리로 소개하고 있다.

팍타이 사원 TEMPLO DE PAK TAI
Largo Camóes, Taipa  

氹仔北帝廟

08:30~17:30

타이파 빌리지에 있는 가장 큰 사원으로 160여 년의 역사를 지녔다. 방문자가 많은 사
원이라 천장에는 언제나 수많은 만수향이 타고 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재를 맞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원 앞에는 평온한 느낌의 자그마한 광장이
있다. 매년 음력 3월 3일, 여기서 전통 경극을 볼 수 있는 ‘팍타이 축제’가 열린다.

코헤이야 다 시우바 거리 Rua Correia da Silva 告利雅施利華街
R. Correia da Silva, Taipa

쿠냐 거리 끝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점은 전체의 1/3 정도의 지점. 쿠냐 거리를 등지고
오른편으로는 타이파·콜로안 역사박물관까지 이어지며, 왼편으로는 카페와 식당, 사원
등을 거쳐 타이파 아파트촌까지 연결된다. 낭만이 넘쳐 흐르는 거리지만, 도로 폭이 좁
고 차들이 의외로 속력을 내는 곳이므로 주의하면서 걷도록 하자.
056

레제도르 거리 Rua do Regedor 地堡街

쿠냐 거리 Rua do Cunha 官也街

R. do Regedor, Taipa

R. do Cunha, Taipa

타이파 빌리지 위쪽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 양옆으로 마
카오에서 제법 이름을 떨치는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자
리해 있다. 새하얗고 낮은 담장을 가지런히 정비해놓은
거리 풍경이 무척 인상적인 곳으로 그 덕분에 이 길 특유
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고조된다.

100m 남짓 되는 짧은 골목은 맛집 투어에 나선 식객들
의 최종 목적지이다. 1983년 마카오에서 처음으로 보행
자존으로 바뀐 거리이기도 하다. 흔히 육포거리로 알려
져 있지만 육포뿐인 골목은 이제 옛말. 예쁘게 치장한 플
래그십 베이커리와 커피숍, 그리고 로컬 디저트 숍, 매캐
니즈 레스토랑 등이 가득한 트렌디한 거리다. 일요일에
쿠냐 거리 초입의 광장에서 플리마켓이 열린다.

타이파 빌리지 아트 스페이스

봄베이로스 광장

Taipa Village Art Space 氹仔舊城區

12:00~20:00(월 휴무)
R. dos Clerigos 10, Taipa
www.taipavillagemacau.com

LARGO DOS BOMBEIROS 淌防局前地

무료

마카오에서 활동하는 로컬 아티스트와 해외 작가들의
전시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 참고로 타이파는 마카오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그러한 특성을 살려 타이파
의 지역적 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다양한 이
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타이파의 유서 깊은 맛집인 안토
니오 레스토랑 맞은편이라 찾아가기도 수월한 편.

Largo dos Bombeiros, Taipa  
11:00~20:00

광장 24시간, 플리마켓 일

레제도르 거리에서 쿠냐 거리로 이어지는 곳에 자리한
아담한 규모의 광장. 주말이면 버스킹 공연이나 플리마
켓이 열려 한층 활기를 띤다. 마카오 사람들은 마카오의
대표 플리마켓이라면 성 바울 성당의 유적 일대에서 열
리는 앤티크 마켓과 이곳 봄베이로스 광장의 플리마켓을
꼽는다. 정성이 듬뿍 담긴 수공예품 외에 춤, 음악 공연
등 마카오 사람들의 예술적 감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057

타이파 주택 박물관
CASA-MUSEU DA TAIPA 龍環葡韻
Av. da Praia, Taipa
+853-28827103
10:00~19:00(월 휴무)
무료
www.macaumuseum.gov.mo

1921년에 지어진 포르투갈풍 저
택. 타이파와 콜로 안에 있는 5개 동
의 건물을 각각의 주제를 가진 전시
관으로 탈바꿈해 개방했다. 유러피
언 감성이 실내를 에워싼 가운데 드
문드문 중국풍 소품들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박물관 부지에서 오
른편으로 연결된 공원을 거쳐 무빙
워크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손쉽
게 베네시안 마카오까지 연결되어
더욱 오가기가 쉬워졌다.

까르모 성당 IGREJA DE SrA DO CARMO 嘉模聖母堂
Largo do Carmo, Taipa
+853-2882-7566
평일미사
07:30(광둥어), 특전미사 18:30(영어 수~월), 주일미사 08:45
(광둥어), 10:00(영어), 11:15(포르투갈어)

마카오 주택 박물관을 굽어보고 있는 성당으로 타이파
교구의 본당 격이다. 1885년 완공 당시 타이파 빌리지
에서 유일한 가톨릭 성당이었다. 지금이야 매립·간척 작
업으로 인해 타이파가 섬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득한 옛
일처럼 느껴지지만, 20세기 초 만해도 성당 앞, 그러니
까 베네시안이 있던 자리는 파도가 출렁거리는 바다였
다. 성당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결혼식장으로 대관해
주며, 미사가 없을 때는 문이 닫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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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렝 사원 TEMPLO DO I LENG 醫靈廟
R. Direita Carlos Eugénio, Taipa

08:30~17:30

사원의 매캐한 향내를 맡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칠 지도
모른다. 평범한 건물 틈에 서 있는 이곳은 1900년 광쉬
황제 26년에 지어졌다. 사원에서 모시는 이렝은 의학박
사의 신으로 고대 저명한 의사나 약사뿐만 아니라 종교
적으로 인정받는 의학박사도 숭배한다고. 목재로 된 미
닫이 대문은 오랜 세월을 대변하듯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다. 신성시되는 것이니 함부로 밀고 닫지 말자.

s ho p

EAT & DRINK & SHOP

마카오 아몬드 쿠키 3대장
마카오의 대표 간식은 아몬드 쿠키와 육포다. ‘병가(餠家)’라고 써붙인 간식 전문점들이
대를 이어 성업 중이며, 대부분 아몬드 쿠키와 육포를 함께 판매한다. 명성 있는
과자점들은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통해 먹는 기쁨에 쇼핑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코이케이

초이헝윤

PASTELARIA KOI KEI 鉅記餠家
R. do Cunha 46-50, Taipa
2882-7839
09:00~22:30

영키
PASTELARIA YENG KEE 英記餠家

PASTELARIA CHOI HEONG YUEN

+853$~$$

푸근한 인상의 주인장 사진과 더불
어 유명한 마카오의 아몬드 쿠키
전문점 중 하나. 맛과 오리지널리
티에 충실한 콘셉트를 유지해오고
있다. 쿠키나 육포 외에 생강절편
도 있다. 맵싸한 맛이 일품인 기본
맛 외에 달콤한 코코넛가루를 뿌린
맛도 있다. 아몬드 쿠키 특유의 향
이 부담스럽다면 달걀반죽을 구워
만든 과자도 괜찮다.

咀香園餠家

R. do Cunha 33-35, Taipa
2882-7989
09:30~22:00

+853$~$$

코이케이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브
랜드. 일찍이 패키징의 중요성을 알
고 마카오 크리에이션스와 협업해
타이파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
다. 로컬 디자이너들의 손맛을 가미
한 패키지를 선보일 뿐 아니라 다양
한 디자인 상품도 판매한다. 또다른
히트 아이템으로는 블루베리, 땅콩,
아몬드, 원두 등을 넣어 만든 누가가
있다.

R. Correia da Silva 51, Taipa
+853-2882-5261
09:30~22:00
$~$$

2015년 무렵부터 커다란 주목을 받
았으나 사실은 1928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서 깊은 가게다. 다만 브랜
딩과 프랜차이즈를 다른 곳에 비해
늦게 시작했을 뿐. 후발주자답게 인
기 작품 <피너츠>의 스누피 등 친숙
한 캐릭터들과 컬래버레이션을 도모
했으며,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적극
적이다.

059

COURSE

9

반짝반짝 눈이 부셔

코타이
2007년 베네시안을 시작으
로 새로운 리조트와 호텔컴
플렉스 등이 최첨단 엔터테
인먼트 콘텐츠와 결합해 입
성 중인, 명실공히 세계 최고
의 관광&레저 중심지.

tip
골라 걷는 재미
코타이의 멀티플렉스와 호텔,
리조트는 다채로운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로 가득하며, 각
공간은 콘셉트에 따라 내용과
분위기가 천차만별이다.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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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COMPLEX

갤럭시
Cotai

Galaxy 澳門銀河
24시간 ☆ 5 Stars

www.galaxymacau.com

갤럭시 마카오는 도심형 리조트를 지향한다. ‘갤럭시’ ‘오
쿠라’ ‘반얀트리’ ‘JW메리어트’ ‘리츠칼튼’ 등 5개의 호텔,
3개의 타워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호텔에 투숙하더라
도 세계 최대의 인공풀장 ‘그랜드 리조트 데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또한 5성급 호텔과 콘서트홀,
마카오 유명 노포들과 인기 프랜차이즈 식당을 총망라
해 놓은 ‘브로드웨이’와 연결되어 있다.

파리지앵 The Parisian Macao 澳門巴黎人
Cotai

24시간 ☆ 3 Stars

www.parisianmacao.com

호텔과 쇼핑몰, 워터파크, 공연장, 스파 등을 아우르며
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의 여행자를 매혹시키는 엔터테
인먼트의 성지. 파리지앵 호텔 앞 찬란하게 반짝이는 에
펠탑은 실물의 1/2 크기로 압축시켜 만든 것으로 호텔
을 비롯한 코타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매일 밤 코타이 상공을 수놓는 화려한 불빛쇼 역시
하이라이트. 파리지앵의 형제 호텔 격인 베네시안을 비
롯해 샌즈코타이센트럴의 호텔 모두 쇼핑몰 구역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

062

베네시안
The Venetian Macao Resort Hotel 澳門威尼斯人
Cotai

24시간 ☆ 5 Stars

www.venetianmacao.com

2007년 개장한 베네시안은 본격적인 코타이 스트립 시
대를 연 최초의 복합 리조트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한 쇼핑몰로, 곤돌리에
의 세레나데가 울려 퍼지는 운하부터 하늘에 이르기까
지 모든 것을 중세 유럽의 모습 그대로 재현해놓았다.
3,000여 숍이 입점해 있는 그랜드 캐널 숍스는 쇼핑하
기에 제격.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눈길을 사로잡는 요소다.

스튜디오 시티
Cotai

Studio City Macau 新濠影滙

24시간 ☆ 4 Stars

www.studiocity-macau.com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환상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셀러브리티 타워와 스타 타워라는 2개
의 숙박동은 1,600여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텔에
는 명품 컬렉션, 푸드코트와 쇼핑몰이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인데, 4D 어트랙션
‘배트맨 다크 플라이트’, 8자 형태의 대관람차 ‘골든릴’,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 테마파크 ‘워너브라더스 펀 존’ 등
이다. 화려한 나이트라이프로 유명한 이비자에서도 가
장 유명한 클럽 ‘파차’ 역시 이곳에 상륙해 있다.

샌즈 코타이 센트럴
Sands Cotai Central 金沙城中心
24시간 ☆ 4~5 Stars
Cotai
www.sandscotaicentral.com

샌즈 코타이 센트럴에는 마카오에서는 단일 호텔로는
최다인 3,896개의 객실을 보유한 쉐라톤 그랜드와 홀
리데이인 SCC, 콘래드, 세인트 레지스가 자리 잡고 있다.
가족친화적인 호텔로 초대형 아동용품점 ‘키즈카번’을
비롯, 200여개의 AR과 VR 게임을 갖춘 롤플레잉 테마
파크 ‘플래닛 제이’ 우리에게도 친근한 서유기를 환상적
인 연출로 표현한 상설 공연 ‘몽키킹’을 체험할 수 있다.

윈 팰리스 Wynn Palace 永利澳門
24시간 ☆ 5 Stars Deluxe  
Cotai
www.wynnpalace.com

라스베이거스 못지않은 분수쇼를 자랑하는 윈 팰리스.
객실은 팰리스룸부터 가든빌라까지 7등급으로 나뉜다.
호텔 투숙객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 중 ‘스카이캡’은 케이
블카로 호텔 주변을 둘러보는 프로그램. 호텔과 수영장
등을 보고 나면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압도된 자신을 발
견하게 된다.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의 작품을 비롯해 세
계에 단 하나뿐인 버클루치 도자기 등 실내의 볼거리도
감탄을 자아낸다.

시티 오브 드림즈

City of Dreams 新濠天地

24시간 ☆ 4 Stars~5 Stars Deluxe
Cotai
www.cityofdreamsmacau.com

영화 <도둑들>의 무대로 알려진 시티 오브 드림즈는 마
카오 최고의 쇼인 ‘더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를 볼 수 있
는 곳. 육해공을 넘나드는 환상적인 공연은 국적불문 남
녀노소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다. 클럽 ‘큐빅’에서는 유수
의 디제이들이 초청되어 깜짝 공연이 자주 벌어진다.
시티 오브 드림즈는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들
러봐야 할 곳으로 꼽힌다. 2018년 6월 개장한 ‘모르페
우스’ 호텔은 한국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건축
한 자하 하디드의 작품으로 타임 매거진 선정 ‘2018년
세계 최고의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MGM 코타이 MGM COTAI 美獅美高梅
Cotai

24시간 ☆ 5 Stars    www.mgm.mo

예술적인 감수성을 고취시키는 인테리어와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정평이 난 MGM이 코타이에 상륙했다. 보석상
자를 모티브로 한 외관의 직선적인 디자인과 대조적으
로 실내 공간은 자연광을 그대로 들이는 곡선 유리돔으
로 이루어졌다. 다이닝 부분에서도 마카오에서는 최초
로 니케이(Nikkei, 페루와 일본 퓨전 요리) 요리를 선보이
는 ‘아히(Aji)’ 와 아시아 최고의 패스트리로 손꼽히는 재
니스 웡(Janice Wong) 첫 단독 매장 등을 선보이는 등
개성을 더했다. 2018년부터 마카오의 명물이 된 ‘옥토
버페스트’도 이 곳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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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갤럭시 시네마
Galaxy

웹사이트 참조

UA GALAXY CINEMA
조조 MOP90, 일반 MOP110

www.galaxymacau.com

갤럭시 마카오에 자리한 영화관으로 아시아 최대의 3D 상영관을 포함해 9개의 상영관
을 갖추었으며, 할리우드 대작을 비롯해 홍콩과 세계 곳곳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마
카오 반도에 위치한 시네마테크 패션이 로컬 및 예술 영화에 집중하고 마카오 타워 및
도심의 소규모 극장들도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카오의 유일한 멀티
플렉스라고 할 수 있다.

그랜드 리조트 데크
Galaxy  

09:00~18:00

Grand Resort Deck
MOP468

www.galaxymacau.com

방대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곳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호텔에 머무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파도 풀장에 등극한 그랜드
리조트 데크는 유수풀과 파도풀은 기본 실제 모래사장과 짜릿한 워터 슬라이드까지 없
는 것 없이 모두 갖추고 있다.

코타이 아레나 Cotai Arena
The Venetian Macao Resort Hotel
www.venetianmacao.com

웹사이트 참조

공연별 상이

공연과 전시가 가장 크게 열리는 실내 경기장으로, 2007년 개장했다. 전체 좌석수가
무려 1만 5천석에 달하는 초대형 경기장이자 공연장이다. 베네시안 호텔 안에 조성되
어 있어 한때 베네시안 아레나로 불리기도 했다. 유명 아티스트의 콘서트 외에 농구, 복
싱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와 각종 어워드 등이 개최된다.

곤돌라 Gondola
11:00, 22:00
The Venetian Macao Resort Hotel
MOP512 www.venetianmacao.com

어른 MOP128, 학생 MOP98, 단독탑승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핵심만을 압축해놓은 운하에서 즐기는 곤돌라. 이탈리아를 비롯
한 세계의 예능인들은 이곳에서 곤돌리에가 되어 승객들을 위해 세레나데를 들려준다.
가곡 <오 솔레미오>부터 싸이의 <강남스타일>까지 레퍼토리가 무궁무진하니 한번쯤
신청곡을 주문해보자. 곤돌라에서 찍힌 사진은 기념품숍에서 구입할 수 있다.

퍼포먼스 레이크 & 스카이캡 Performance Lake&Sky Cap Lake
퍼포먼스 레이크 12:00~24:00, 스카이캡 10:00~24:00
Wynn Palace
스카이캡 MOP100(1바퀴, 호텔 밖에서 안 또는 안에서 밖 정류장으로 반바퀴 이용 시 무료)
www.wynnpalace.com

윈 팰리스의 퍼포먼스 레이크는 물, 불, 빛이 어우러져 발레와 같은 우아하고 화려한 쇼
를 펼친다. 300개 이상의 노즐과 분사기, 300만 리터의 물이 사용해 리듬과 곡조에 맞
춰 여러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분수는 순간순간이 장관이다. 마카오 상공을 가르
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캡’은 호텔의 인기 어트랙션. 최대 6명이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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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 Eiffel Tower
11:00-23:00, 에펠탑 불빛쇼 18:15~24:00 매일 15분씩(매월 첫째 주 화
The Parisian Macao
요일 20:30부터 1시간 동안 ‘지구의 시간(Earth Hour)’을 위한 소등 시행)
어른 MOP100, 12세 이
하 MOP80
www.parisianmacao.com

파리지앵 마카오의 시그너처인 에펠탑은 높이 324m로 약 38층 높이다. 파리 에펠탑
의 절반 크기로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 에펠탑 모형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7층과
37층에는 코타이 스트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매일 저녁 15분 간
격으로 6,600개의 전구가 형형색색 불을 밝히는 환상적인 라이트쇼가 펼쳐진다.

골든릴 Golden Reel
월~금 12:00~20:00, 토, 일, 공휴일 11:00~21:00
Studio City Macau
이하 MOP80, 65세이상 MOP85 www.studiocity-macau.com

어른 MOP100, 12세

마카오는 세계 최대, 최초라는 타이틀을 사랑한다. 스튜디오 시티 호텔의 마스코트인
골든릴도 그렇다. 아시아 최고 높이인 130m에 조성된 대관람차는 중국인들이 사랑하
는 숫자 8을 형상화했다. 18분여의 공중곡예를 몸소 체험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아름
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길 수도 있다.

배트맨 다크 플라이트 Batman Dark Flight
12:00~20:00, 주말과 공휴일 11:00~21:00
Studio City Macau
하 어린이 MOP120 www.studiocity-macau.com

어른 MOP150, 만 12세 이

세계 최초로 배트맨 콘텐츠를 활용한 공중 시뮬레이션 놀이기구로 워너브라더스와 DC
엔터테인먼트의 합작품이다. 4D 기술을 활용한 ‘플라잉 시어터’에 탑승하면 누구든 고
담 시티를 활강하는 듯한 짜릿함을 만끽하게 된다.

워너브라더스 펀 존 Warner Bros. Fun Zone
10:00~19:00
MOP200(2시간, 8세 이하는 보호자 동반 입장, 8세 이상
Studio City Macau
16세 이하 입장 및 퇴장 시 보호자 동행 필수) studiocity-macau.com

벅스바니, 트위티, 실베스터까지, 워너브라더스의 캐릭터가 한데 모였다. 아이들은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들과 자동차 경주를 하거나, 톰과 제리와 함께 놀이터에서 피크닉
을 즐기며 원 없이 뛰논다.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레스토랑 클럽하우
스 다이너와 2개의 파티 공간도 있다.

플래닛 J Planet J
Sands Cotai Central 월~금 10:00~19:00, 주말 및 공휴일 10:00~20:00 (마감 한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입장료 MOP220(1일, 매직 스크롤 한 시간 무료 이용), 매직스크롤 시간 연장 MOP60(30
분), 3세 이하 무료(8세 이하 보호자 동반 필수)

플레이어가 직접 퀘스트를 통과하는 형식의 신개념 어드벤처 게임. 미국 디즈니랜드와
할리우드 디자인팀이 참여해 설계한 캐릭터와 200여 가지 이상의 게임은 어린이의 마
음을 사로잡고도 남는다. 관람객은 위험에 빠진 왕국을 구해야 하는 주인공이 되어 지
능과 체력을 함께 써서 퀴즈를 풀고 보물상자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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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킹 MONKEY KING
Sands Cotai Central  

MOP420~1,580(2~12세 및 65세 이상 30% 할인)

20:00(70분간, 목 휴무)

sandscotaicentral.com

한 단계 진일보한 중국 전통 서커스 공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 그리고 삼장법사의
여행을 테마로 하는 <서유기>에 서커스를 접목했다. 중국어로 진행되나 화려한 무술과 안무, 아크로바틱이 어우러져
극을 이해하고 즐기기에 충분하다.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 THE House of Dancing Water
City of Dreams   목~월 17:00, 20:00(특별공연 관계로 비정기 휴무 있음)
www.thehouseofdancingwater.com

MOP522~1,480(12세 이하 보호자 동반 필수)

80여 명의 아티스트와 160여 명의 기술자가 의기투합한 역작이자 <퀴담>의 스타 제작자 프랑코 드라고네의 작품이
다. 쇼의 주인공은 바로 ‘물’.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 전용극장에는 지름 49m, 깊이 8m 규모의 대형풀이 조성돼 있
다. 콜로안에 살던 한 어부가 위험에 처한 공주를 구해내는 영웅담이 줄거리로, 다이버들은 1400만 리터의 물속에서
상상 이상의 기예와 물을 이용한 아찔한 퍼포먼스를 쉴 새 없이 펼쳐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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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웨이 푸드 스트리트 Broadway Food Street
Broadway Macau

매장별 상이

$$

www.broadwaymacau.com.mo

마카오 도심에 최초로 만들어진 노천 푸드코트. 맛 좋기로 유명한 노포들을 한데 모아
마카오의 참맛을 구현해내는 것이 최종목표다. 전통 디저트 가게 항헝운, 펠리시다데
거리의 바칼랴우 맛집 드래곤 포르투기스 퀴진, 미슐랭 가이드의 별점을 받은 게죽집
왕쿤쇼쿵, 유명 차찬탱 취와 레스토랑 등의 분점을 만날 수 있다.

테이스트 오브 아시아 TASTES of Asia
Galaxy

일~목 09:00~24:00, 금~토 및 공휴일 08:30~02:00

$$

www.galaxymacau.com

갤럭시 마카오에 위치했으며, 광둥요리를 비롯해 한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요릿
집이 모여 있다. 한식당 서라벌, 돈가스 전문점 사보텐, 패스트푸드점 뉴욕 프라이즈 외
에 가성비 좋은 철판 스테이크 전문점 페퍼런치 익스프레스의 인기가 좋다. 푸드코트
를 이용할 때는 카운터에서 충전식 카드를 구매해야 한다.

코스모스 푸드 스테이션 Cosmos Food Station
Studio City Macau
macau.com

월~목 11:00~21:00, 금~토 11:00~22:00

$$~$$$

www.studiocity-

스튜디오 시티의 푸드코트. 스테이크와 카레, 비빔밥, 치킨, 쌀국수, 파스타까지 메뉴 선
택의 폭이 넓다. 영문·한문 메뉴판을 제공하며, 음식 모형을 보고 선택할 수도 있다. 1층
코스모스 푸드 스테이션 외에 2층에는 펠리시다데 거리를 본따 조성한 마카오 고메
워크도 있다.

숍스 앳 파리지앵 푸드코트 SHOPPES AT PARISIAN FOOD COURT
The Parisian Macao

매장별 상이

$$~$$$$$

www.parisianmacao.com

철판요리 전문점 페퍼런치(Pepper Lunch), 라멘요릿집 도에이 딜라이트(Toei
Delights), 싱가포르 정통 커피인 난양커피 전문점 1983(1983 A Taste of Nanyang),
광둥식 죽 전문점 해황죽점(海皇粥店), 대만음식점 등 아시아의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
을 한데 모았다. 푸드코트 외에 프렌치, 중국식당 등 9곳의 레스토랑이 더 있다.

베네시안 푸드코트 VENETIAN FOOD COURT
The Venetian Macao Resort Hotel

매장별 상이

$$-$$$

www.venetianmacao.com

명실상부한 코타이 쇼핑 핫플레이스 베네시안 그랜드 캐널 숍스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워낙 사람이 많은 곳이라 맛은 어떨지 싶지만 역시 오랫동안 운영된 푸드코트 답
게 현재는 내공이 있는 가게들이 주로 자리하고 있어 어떤 메뉴를 골라도 크게 실망하
지는 않는다는 평. 특히 로컬 맛집은 로드스토우즈베이커리 매장과 타이레이로이케이
매장이 위치하고 있어 인기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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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프로메나드
Promenade
매장별 상이
Galaxy
$$~$$$$$
www.galaxymacau.com

갤럭시에 위치한 초대형 쇼
핑몰로 200여 개의 매장이
들어서 있다. 마카오 최초의 공식 애플(Apple) 매장을
비롯해 다양한 패션 브랜드숍이 눈길을 끈다. 특히 방대
한 유아용품이 있는 약국 왓슨스베이비(Watsons Baby)
또한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 난 곳이다. 또한 쇼핑몰과
F&B 매장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어 쉬엄쉬엄 느긋하
게 쇼핑을 즐기기에 좋다는 평도 있다.

숍스 앳 파리지앵
Shoppes at Parisian
The Parisian Macao
매장별 상이 $$~$$$$$
www.parisianmacao.com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떠올
리게 하는 이곳은 3~5층에
걸쳐 150여 매장이 모여 있다. 엄선된 하이패션 브랜드
매장과 최신 패션 흐름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훌쩍 지난다. 거리 곳곳에서 예술가와 마술사가 다채롭
고 흥미진진한 공연을 펼치며 쇼퍼들의 눈과 귀를 더욱
즐겁게 한다.

불르바드 앳
스튜디오 시티
BOULEVARD AT STUDIO CITY
Studio City Macau
매장별 상이
$$~$$$$$
www.studiocity-macau.com

면적 35,000㎡에 달하는 스
튜디오 시티는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실내 공간에
패션에 중점을 둔 올스타 브랜드숍이 어우러지며 색다
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선사한
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매장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것 또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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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널 숍스
Grand Canal Shoppes
The Venetian Macao Resort Hotel
매장별 상이 $$~$$$$$
www.venetianmacao.com

베네시안 마카오의 그랜드 캐
널 숍스는 중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점포를
거느리고 있는 쇼핑몰. 하늘과 바다, 그 사이를 가르는 곤
돌라까지 동화에 나올법한 분위기에 입이 떡 벌어진다.
워낙 넓은 곳이라 길을 잃을 수 있는데, 웨스트로비는 갤
럭시 방면의 셔틀버스 승하차장, 메인로비는 시티 오브
드림즈 방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방향을 가
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숍스 앳
샌즈 코타이 센트럴
SHOPPES AT
SANDS COTAI CENTRAL
Sands Cotai Central
일~목 10:00~23:00 금~토 10:00~24:00
$$~$$$$$
www.sandscotaicentral.com

베네시안 호텔과 연결된 샌즈 코타이 센트럴은 울창한
밀림과 같이 꾸며진 실내가 포인트다. 의류와 패션 잡화
매장은 1~2층에, 푸드코트는 3층에 위치한다. 100여
개의 매장 사이로 천장에 닿을 듯이 나무가 여기저기 불
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벤치도 마련돼 있어 쇼핑 중간중
간 쉬어가기에 좋다.

불르바드 앳
시티 오브 드림즈
BOULEVARD AT
CITY OF DREAMS
City of Dreams
매장별 상이
$$~$$$$$
www.cityofdreamsmacau.com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채광이
나 동선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특히 매장을 브랜드
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성잡화, 남성잡화 등 테마에 따
라 공간을 꾸민 점도 눈길을 끈다.

MEMBERSHIP & SHUTTLE BUS

멤버십과 셔틀버스
코타이에 자리한 여러 호텔 콤플렉스에서는 다양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로
는 멤버십과 셔틀버스가 있다. 멤버십 카드는 가입이 손쉬울 뿐만 아니라 가입과 동시에 대부분의 매장에서 5~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셔틀버스는 10~20분의 배차 간격을 두고 운영되는데, 주로 마카오공항과 페리터미
널, 국경은 물론 계열사 호텔과 각 지역 중심지까지 확대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멤버십 혜택을 비롯한 셔틀버스 일정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샌즈

스타월드

그랜드
엠퍼러

마카오
타워

윈 마카오

시티 오브
드림즈
파리지앵

마카오반도

갤럭시
타이파
코타이 익스프레스

베네시안

윈 팰리스

코타이 커넥션

타이파

스튜디오
시티

샌즈 코타이
센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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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버스 타고 섬 한 바퀴
마카오에서 인적이 드문 편인
콜로안에선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 콜로안을 순회하는 버스
는 15번버스 1~2대가 전부라
배차시간 확인 또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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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의 평화로운 어촌 마을

콜로안

COURSE

10

달콤한 에그타르트 냄새가 넘실대는 콜로안. 호젓한 어촌마을에선 하이킹과
트레일을 즐길 수 있고 귀여운 판다도 만날 수 있다.

이아네스 대통령 광장 LARGO DO PRESIDENTE EANES 恩尼斯花園
Largo do Presidente Eanes, Coloane

포르투갈 대통령 방문을 기념해 그의 이름을 붙인 이아네스 광장. 50걸음으
로 광장을 한 바퀴 다 돌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아기천사상을 중심으로 녹음
이 우거져 있고 콜로안의 유명 거리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도보여행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지표는 없을 터. 광장 건너편에 콜로안 마켓이 있는데, 1892
년부터 콜로안 주민들이 애용하는 시장으로 과일, 해산물 등을 판매한다.

나베간치스 거리 Rua dos Navegantes 船人街
R. dos Navegantes, Coloane

나베간치스 거리는 콜로안에서도 서민적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다. 길을 걷다 보면 가로수 아래 모셔둔 조그
마한 사당들도 볼 수 있다. 선착장 주변으로 건어물 가게
들이 성업 중이라 어촌 마을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싱코 드 오투부르 대로
Avenida de Cinco de Outubro 十月初五馬路
Av. de Cinco de Outubro, Coloane

콜로안의 해안도로. 방파제 위로 포르투갈풍 타일이 깔
린 산책로가 나 있고 그 옆으로 가로수가 도열해 있는 멋
스러운 길이다. 마카오의 풍광을 담아낸 드라마 <궁>의
주요 무대이기도 하다. 벤치가 서향이라 저 멀리 중국 주
하이로 떨어지는 낙조를 감상하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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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성당
CAPELA DE SÃO FRANCISCO XAVIER 路環聖方濟名聖堂
Largo Eduardo Marques, Coloane
주일미사 10:00(광둥어)

아시아 선교에 일생을 바친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를 기
념하는 성당으로 콜로안 빌리지 한가운데에 있다. 성당
앞에는 작은 광장과 노천 식당이 자리 잡고 있어 랜드마
크 역할을 톡톡히 한다. 예배당 옆 별실에는 종교화가 두
점이 걸려 있는데, 그중 하나는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다.
이 외에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데, 드라마 <궁>의 결혼식
장면을 비롯해 영화 <도둑들>에서 김혜수가 목걸이를
맡겼던 성당 옆 카페 아팀 덕분에 더욱 친근해졌다.

콜로안 도서관
BIBLIOTECA COLOANE 路環圖書館
Av. de Cinco de Outubro 5 Coloane
13:00~19:00(공휴
일 휴무)
무료 wwww.library.gov.mo

1911년 지어진 콜로안의 사립학교 건물. 그러나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도서관으로 거듭났다. 1층 건
물이지만 마카오 관련 서적부터 영어판 도서까지 다양
하게 비치되어 있다. 마카오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
지 등을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할뿐더러 실제로 콜로안 주
민들이 즐겨 찾는 도서관이다. 무료 인터넷,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이 깨끗해 여행자가 잠시 들렀다
가기에 좋다.

탐꿍 사원 TEMPLO TAM KONG 譚公廟
Largo Tam Kong Miu, Coloane

08:30~17:30

선홍색 외관에 도자기병 모양의 지붕 장식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다. ‘탐꿍’은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구할 때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특히 항해 중인 선원을 지켜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사원 안에 들어서면 청
동 세숫대야 뒤로 사람들이 줄을 선 진풍경이 펼쳐진다. 대야 손잡이를 손바
닥으로 문질러 대야의 물에 파장이 일면 건강과 행운도 그만큼 커진단다. 선
원을 가득 태운 용선, 호랑이 벽화 등 탐꿍의 용맹함을 표현한 조형물도 볼거
리. 그의 탄생일인 음력 4월 8일에 경극 공연 행진, 용춤 등 이벤트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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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안 카팅 트랙
COLOANE KARTING TRACK
路環小型賽車場

Estr. de Seac Pai Van, Coloane
화,
목 13:00~19:00, 수, 금 14: 00~18:00,
토 13:00~19:00, 일 11:00~19:00(월 휴
무)
MOP180/15분(티켓 현장판매, 폐
장 30분 전까지 구입 가능)
www.sport.gov.mo

아시아 최대의 고난도 트랙이자 길
이 1.2km의 대형 카트 레이스 트랙
이 조성되어 있다. 마카오와 홍콩을
통틀어 유일하게 존재하는 영구 트
랙이기도 하다. 카트와 헬멧, 레이싱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B등급 안전
시설 자격으로 정기적인 국제대회
를 갖는다.

마카오 자이언트 판다 파빌리온 MACAO GIANT PANDA PAVILION 澳門大熊貓館
Estr. de Seac Pai Van, Coloane
www.macaupanda.org.mo

10:00~13:00, 14:00~17:00(월 휴무)

MOP10(12세 이하, 65세 이상 무료)

콜로안에 자리한 식 파이 반 파크(Seac Pai Van Park) 내 자이언트 판다 파빌리온에 가면 중국에서 마카오로 보낸 귀
여운 판다를 만날 수 있다. 멸종 위기종인 판다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동물로, 실제 보면 극명한 흑백의 색채 대비가 매
력적이다. 워낙 게을러서 움직임이 많지 않지만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존재만으로 귀여움을 발산하는 판다의
진면목을 눈에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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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문화촌
ALDEIA CULTURAL DE A-MÁ 媽祖文化村
Estr. do Alto de Coloane
08:00~18:00
식 파이 반 주
차장에서 틴하우 궁전까지 30분마다 무료 셔틀버스 운행

아마문화마을은 항해의 여신 ‘아마’를 기리는 마을로 산
정상의 아마(틴하우) 여신상 또한 주요 볼거리다. 마을은
파빌리온 스타일의 정문과 대리석으로 조각한 제단, 틴
하우 궁 등으로 구성되며, 신자는 물론 여행자에게도 다
채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 거
대한 아마조각상 둘러보고 내려오는 하이킹 코스가 매
력적이다.

쪽완 해변
Praia de Cheoc Van 竹灣海灘
Praia de Cheoc Van, Coloane

갯바위와 잔잔한 파도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해변가. 부드럽고 세밀한 모래와 따스한 수온이야말로
이곳의 으뜸가는 장점이며, 수영을 즐기기에도 이상적
이다. 해변 둘레로 호텔과 레스토랑 등이 감싸고 있어 보
다 여유롭게 머물며 풍경 속에 쉬어가기에 좋다.

학사 해변 PRAIA DE HAC-SÁ 黑沙海灘
Praia de Hac-Sá,  Colane

검은 모래인 흑사(黑沙) 해변. 왼쪽으로 그랜드 콜로안
리조트, 오른쪽으로 지역 부호들이 소유한 여름 별장이
들어서 있다. 콜로안 남동쪽 해안의 학사 롱차오콕 패밀
리 트레일은 총길이 2,150m로 약 45분이 소요되며, 바
위 조망 구간(Rock View Path)과 바다 조망 구간(Sea
View Path), 단풍 조망 구간(Red Leaves Path)으로 나뉜
다. 산과 바다를 지근거리에 두고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매력의 하이킹 트레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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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스토우즈 Lord Stow’s
마카오의 명물인 에그타르트의 원조 가게. 에그타르트는 포르투갈의 한 수도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마카오에 정착한 영국인 앤드류 스토우 경은 기존의 에그타르트에 자신만의 레시피를 더해 오늘날 마카오 스타일의
에그타르트를 만들어냈다. 바삭함이 살아 있는 파이지 위에 진한 달걀 커스터드를 살짝 태우듯 구워내 고소하고도
달콤한 에그타르트의 풍미를 완성한다. 현재 콜로안에 4곳의 매장을 두고 있으며, 그중 한 곳인 로드 스토우즈
가든카페는 반려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 외에 타이파, 코타이에서도 성업 중이다.

로드 스토우즈 베이커리
Lord Stow’s Bakery 安德魯餅店
R. do Tassara 1, Coloane
+853-2888-2534
07:00~22:00
$

로드 스토우즈 가든카페
Lord Stow’s Garden Café 安德魯花園咖啡
Largo do Matadouro 21, Coloane
+853-2888-1851
화~일 09:00~22:00(마지막 주문 21:30까지)
월 09:00~17:00(마지막 주문 16:00까지)
$

더 센터 카페(타이파)
THE CENTRE CAFÉ (TAIPA)
中心咖啡店
Av. Padre Tomás Pereira,
S/N, Taipa +853-2886-0027
월~금 08:00-21:00, 토~일,
방학기간 08:30-18:00
$

로드 스토우즈 카페
Lord Stow’s Café 安德魯咖啡店
Largo do Matadouro 9, Coloane
09:00~18:00

+853-2888-2174
$

로드 스토우즈 익스프레스
Lord Stow's Express 安德魯蛋撻外賣專門店
Largo do Matadouro, 17E & 19D, Coloane
2046
10:00~18:00(금 휴무)

+853-2888$

로드 스토우즈
베이커리(타이파)

로드 스토우즈 베이커리
& 카페Ⅰ(코타이)

로드 스토우즈 베이커리
& 카페Ⅱ(코타이)

LORD STOW'S BAKERY (TAIPA)
安德魯餅店(氹仔店)

LORD STOW’S BAKERY & CAFÉ I
安德魯餅店及咖啡店

LORD STOW'S BAKERY & CAFE II
安德魯餅店及咖啡Ⅱ店

R. do Cunha, 9-E, Pak
Hung, G/F, Taipa
+853-2857-6580
10:00~21:00
$

Shop 870, Mask Street,
The Grand Canal Shoppes,
The Venetian Macao Resort
+853-2886-6889
Hotel
일~목 10:00~23:00, 금~토
10:00~24:00
$

K13, Shoppes at Venetian,
The Venetian Macao Resort
Hotel   +853-2886-6889
08:0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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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MACAO

마카오는 언제나 축제 중
1년 365일 언제나 다채롭고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마카오.

마카오 국제 불꽃놀이 대회

마카오 국제 마라톤 대회 & 라틴 시티 퍼레이드

Macao International Fireworks Display Contest

Macao International Marathon •
Parade Through Macao Latin City

9~10월 토요일

매년 가을마다 약 5주간 토요일 밤에 벌어지는 불꽃

12월 첫째 주 일요일

놀이 축제. 아름다운 밤을 즐기는 최고의 명당자리는

세계의 마라토너들이 고대하는 이 대회는 풀/하프/미

마카오타워 전망대와 1층 테라스. 이때에 맞춰 뷔페

니 코스를 제공하며 기량에 맞춰 출전할 수 있다. 해

식당에선 특별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최대 규모는 국

마다 코스를 바꾸는 등 참가자들에게 매년 색다른 즐

경절인 10월 1일 밤으로, 이날은 마카오의 모든 시민

거움을 선사한다. 2011년 시작된 라틴 시티 퍼레이

이 밖으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붐빈다.

드는 마카오 중국반환일인 매년 12월 20일에 열리는
데, 크리스마스 전야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성

마카오 그랑프리

바울 성당 유적지를 출발해 성 안토니오 성당, 성 라

Macau Grand Prix

자루 성당구, 탑섹 광장까지 약 2km 구간을 행진한다.

11월 셋째 주 목~일요일

www.macau.grandprix.gov.mo

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카오 그랑프리. F1보

마카오국제영화제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Awards Macao IFFAM

다 배기량이 적은 F3에 속하는 마카오 그랑프리는 맨
송맨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평가는 전적으로

12월중

www.iffamacao.com

오산. 별도의 경기장이 있는 기존 경주와 달리 마카오

동서양 문화가 혼합된 국제도시 마카오의 지역적 특

그랑프리는 실제 마카오의 도로를 막고 진행된다. 수

징을 살려 중국어권 영화는 물론 동아시아와 서구 영

많은 고가도로, 좁고 구불구불한 길로 유명한 마카오

화까지 그 해의 화제작을 소개하는 영화제 겸 시상식

는 현재 그랑프리 중 가장 난해한 서킷 가운데 하나다.

이다. 마카오관광청(MGTO)과 마카오 필름 & TV프로
덕션, 문화연합회(MFTPA)가 주관하며 2017년 2회

마카오 라이트 페스티벌

영화제를 준비 중이다. 한국영화와 배우들의 활약도

Macao Light Festival

눈여겨보자.

11월

비디오 프로젝션 맵핑을 비롯해 조명과 인터랙티브를
응용한 설치 작품이 마카오 곳곳에서 빛, 음악과 만나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라이트 페스티벌은 남완
호수 중심부와 일대를 포함해 로렌소 성당, 만다린 하
우스, 릴라우 광장, 무어리쉬 배럭, 바라 광장 등으로
매년 주요 명소를 선정해 개최한다. 무료 입장.

마카오의 축제와 이벤트에 관한 최신 정보는 여기서!
왓츠온 매달 발행되는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 체험 프
로그램을 마카오정부관광청 웹사이트와 왓츠온 어플
리케이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whatson.macaotourism.gov.mo

마카오티켓닷컴 마카오에서 열리는 축제, 콘서트, 스포
츠 이벤트, 영화 등 입장권이 필요한 모든 행사의 티켓
을 판매한다.
www.macautick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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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정보

  비자 및 세관

마카오와 홍콩은 페리로 50분이 소요된다. 홍콩을 거

권 소지자는 마카오 입국이 가능하다. 체류할 수 있는

쳐 마카오로 입국하거나 마카오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최대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내 90일까지. 이때 여권

경우도 많다. 마카오에는 마카오 반도와 타이파에 각

유효기간은 120일 이상이어야 한다. 마카오는 출입

각 페리터미널이 있는데, 마카오 반도에 위치한 페리

국카드를 작성하지 않으며 입국 시 세관 검사를 간단

터미널의 운항 빈도가 월등히 높다. 홍콩 셩완, 침사추

히 한다. 담배는 19개비, 시가는 1개비까지 반입 가능

이, 홍콩국제공항, 툰응의 페리터미널과 연결되며, 기

하다. 마카오에는 한국영사관이 없으므로 여권 분실

타 중국 광동성 도시들과도 연결된다. 홍콩국제공항

등의 상황에서는 주홍콩 총영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노선 이용 시 비행기 탑승 전 여유 시간 안배 등 주의

마카오 비자 및 세관 문의 www.customs.gov.mo

해야 할 점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자. 예약 취소, 환

주홍콩 총영사관

불의 방법 또한 다소 까다로운 편이므로 중국 명절과

5-6/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Hong Kong
홍콩MTR 애드미럴티(Admiralty)역 B출구로 나와서 맞
은편 금색빌딩 5층
여권·비자 관련 업무시간 - 접수 09:30~12:00, 수령
13:30~16:30(월~금)
대표전화 +852-2529-4141(*업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
일 긴급 민원 발생 시 대표전화로 연락 가능)
영사·민원 +852-2528-3666

인천국제공항에서 에어마카오·에어서울·제주항공·진
에어·티웨이,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에어부산이 정기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이고 성수기에는 대구·광주·제주
등지에서 부정기 전세기를 운항한다. 마카오까지 총
비행시간은 3시간 30분가량이다. 보딩패스는 마카오
현지에서 할인쿠폰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챙기도록
하자.
에어마카오
에어서울
제주에어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같은 성수기가 아닐 때에는 현장 구매가 가장 간편하다.
www.turbojet.com.hk
www.cotaijet.com.mo
주강여객운송유한회사(CKS) www.cksp.com.hk
터보젯		
코타이젯 		

  국경
중국 주하이시와 마카오는 반도의 국경관문
(06:00~01:00)과 코타이 프론티어 국경(24시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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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

마카오 체류 기간에 더하여 30일 이상 유효한 한국 여

www.airmacau.co.kr
www.airseoul.com
www.jejuair.com
www.jinair.co.kr
www.twayair.com
www.airbusan.com

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한국 여권소지자는 중국 입
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입국 가능하다. 한편 마카
오 국경관문 2층에서 MOP180을 지불하면 3일간 중
국을 여행할 수 있는 비자를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
다. 단, 출입국하는 국경의 장소가 동일해야 한다.
치관 모터 로드
+853-2893-3888
차이나 트래블 서비스 +853-8798-0868

T I P
마카오국제공항에서 출국 시 1리터 이상의 액체류는 반
드시 체크인 수화물에, 배터리 종류는 휴대용 가방에 넣어
기내에 탑승해야 한다. 체크인 수화물에 붙이는 초록색 스
티커는 체크인 완료 시까지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카오 기본 정보

1 시차

한국에 비해 1시간 느리다.

7 치안

약 200m 구간마다 1명꼴로 경찰관이 다닌다. 건물
에는 사설 경비원이 있다. 치안이 매우 안전한 편이나

2 날씨

고온다습한 기후로 3~10월은 더운 편이고 11~2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나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곳을
혼자 다니는 등의 행동은 주의할 것.

은 가을처럼 선선하나 다습해 다소 덥거나 쌀쌀하다
고 느낄 수 있다. 5~9월은 태풍도 간간이 있다. 습기

8 숙소

제거를 위해 실내에선 주로 강력한 냉방을 가동하니

중저가 호텔부터 5성급 디럭스 호텔까지 숙소 선택이

얇은 카디건이나 재킷, 스카프를 챙겨가자.

폭이 넓다. 한편, 민박은 관광객 안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숙소 형태로 불법 단속 대상이다.

3 언어

중국어와 포르투갈어가 공식 언어지만 대부분의 현지
인은 광둥어를 쓴다. 한자도 번자체를 쓴다.
4 통화 및 신용카드

마카오의 화폐단위는 파타카(PATACA)이고, 표기는
MOP다. 환율은 MOP1=150원(KRW) 정도. 중국 인
민폐(RMB)와 홍콩달러(HKD)도 통용된다. 다만 인민
폐와 홍콩달러, 파타카 사이의 미미한 환차는 무시되

중저가 호텔 예약 사이트 www.macau-budgethotels.org
9 공중보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벌
금 MOP600를 부과한다. 미납할 경우 재입국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은 전담 관리인이 있어
청결하고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니 지참할 것. 관리인
에게 10매 패키지(MOP1)를 살 수 있다.
공공장소 흡연 금지 안내 www.ssm.gov.mo/smokefree

고 RMB1=HKD1=MOP1처럼 사용한다. 코타이 외에

10 병원

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식당이나 가게가 많으니 현

마카오에는 3곳의 종합병원이 있다. 시설을 잘 갖추

금을 넉넉히 준비해가자.

고 있고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5 전기

전압은 220V로 한국과 동일하지만 3구 플러그를 쓴
다. 멀티플러그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산 자누아리오 병원 Centro Hospitalar Conde de São
Januãrio 仁伯爵綜合醫院
Estr. do Visconde de S. Januario

+853-2831-3731

키앙우 병원 Kiang Wu Hospital 鏡湖醫院
Estr. Coelho do Amaral, Taipa

+853-2837-1333

6 인터넷 및 통신

마카오 통신환경은 대표 통신업체 CTM 독점 형태이
며, CTM 통신망 사용 시 데이터 전송 속도는 지도를

대학병원 Macau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ospital 科大醫院
Av. Wai Long, Taipa

+853-2882-1838

보거나 SNS 사용에 문제없을 정도다. 시내 주요 명소
에서는 ‘WiFi Go’ 표시에 따라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www.wifi.gov.m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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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로체계

15 페디캡

운전석과 차량 진행 방향은 한국과 반대이며, 일방통
행 도로가 많다. 차선 등 교통 표지가 친숙하지 않으
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페디캡은 1948년 처음 마카오에 등장한 삼륜차로,

12 버스

버스정류장마다 노선도가 있고 버스 정면에 번호와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다. 버스 안에서는 정류장마다
음성과 자막으로 안내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앞문
으로 탑승해 요금을 내고 뒷문으로 하차한다. 리스보
아 호텔 앞에 버스환승센터가 있다.
MOP6, 보호자가 동반한 신장이 1m 미만의 아동의 탑승
요금은 무료
13 마카오패스

마카오에도 한국의 ‘티머니’와 비슷한 교통카드기능
을 갖춘 소액결제 카드인 ‘마카오패스’가 있으며 버스
승차 및 환승 시 할인, 편의점 및 카페 이용 시 결제 기
능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최초 구매 시 MOP30의 보
증금이 있으며 잔액 환불 시 돌려주지 않는다. 환불
시에는 2주미만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MOP10의
수수료를 과금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MOP130(보증금MOP30 포함) 충천금액 MOP50~1,000

마카오패스 환불처 Macau Pass Customer Service Center
Transmac Service Center Av. Da Amizade No.918, World
Trade Centre, 13 andar A-B www.macaupass.com
14 택시

마카오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
부 기사의 탑승 거부, 지나친 우회, 과다 요금 청구 등
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기사 대
부분은 외국어가 능숙하지 못하므로 목적지의 한자
지명을 보여주면 된다.
기본요금 MOP19/1.6km(240m마다 MOP2 추가, 대기요청 시
분당 MOP2 부과) / 할증: 공항 또는 마카오 반도•콜로안 MOP5,
트렁크 사용 시 캐리어당 MOP3, 타이파•콜로안 MOP2
콜택
시+853-2828-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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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00여 개의 정거장을 비롯해 700여 대의 대수
를 운행할 만큼 마카오의 중요 교통수단이었다. 현재
는 마카오 페리 터미널, 호텔 리스보아에서 출발하며,
탑승객은 페디캡 운전자와 상의하여 관광 노선을 선
택할 수도 있다.
시간당 탑승요금 MOP350, 단거리 요금은 MOP100~200정도
로 거리에 따라 결정 마카오정부관광청 웹사이트 – 나만의 여행
일정 만들기 – 여행플래너 – 추천 코스 – 삼륜 자전거 투어
16 오픈탑버스

오픈탑버스의 ‘원데이패스’를 이용하면 마카오의 15
개 여행지를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다.
출발 및 이용권 구매: 마카오 페리터미널 도착홀
매일
09:30~16:15(매시 45분 출발, 1회 약 70분 소요), 야간투어
19:00~(출발 15분 전 도착 필수, 1회 약 45분 소요)
어른
HKD150~, 어린이 HKD100 / 이용방법 Hop on/off
코스: 피
셔맨즈워프, 과학센터, 관음상, 윈 마카오, 호텔 리스보아, 뉴야오한
백화점, 마카오타워, 아마 사원, 폰테16 소피텔, 타이파 베스트웨스
턴 호텔, 쿠냐 거리, 시티 오브 드림즈, 샌즈 코타이 센트럴, 베네시
안, 갤럭시
www.goldspark.com.mo / 마카오정부관광청 웹사
이트 – 나만의 여행일정 만들기 – 여행플래너 – 추천코스
17 관광안내소

마카오국제공항, 페리터미널, 세나두 광장, 기아 요
새 등에 관광안내소가 있다.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위
급상황 발생 시 신고가 가능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
다. 특히 세나두 광장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에서는 보
증금(MOP200)을 내면 오디오 가이드 기기를 대여할
수 있고 마카오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한국어 안내와
함께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다. 보증금은 기기 반납
시 돌려받는다.
관광안내센터 운영시간 09:00~17:00
24시간 긴급 핫라인
+853-110, +853-112 / 경찰 긴급신고 +853-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