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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BEST FAMILY VACATION in

Macao
마카오, 가족여행자를 위한 최고의 베이스캠프
여행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롯이 마주할 때다.
마카오에서 보낸 소다네의 단란한 여정과 가족여행자를 위한 리스트를 함께 소개한다.

가족여행의 미덕이란 오롯한 휴식을 보장하고, 구성원들의 취향을 고루 만족시키는 데 있다. 잘 먹고, 푹 쉬고, 신나게 노는 것으로 이뤄진 단란한
여정을 도모한다면,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인천으로부터 3시간 30분 거리에 자리한 가족여행자의 천국, 마카오다. 미끈한 기둥과 반짝이는 샹들리
에를 가진 호텔에서 매일 밤 잠을 청하고, 드넓은 수영장에서 종일 지칠 때까지 물놀이를 즐기다가, 테마파크보다 휘황한 상점가에서 뛰놀 듯 쇼
핑하는 일과가 종일 이어지는 여행. 마카오에서는 도무지 지루할 틈이 없다. 훌륭한 시설과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는 호텔과 리조트는 숙박시설
을 넘어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한다. 파인 다이닝에서부터 현지의 유명 노포까지 온갖 맛집을 줄세우고, 세계 각지의 럭셔리 브랜드 매장을 집대
성해 거대한 몰링 스페이스를 구축했다. 이뿐인가, 북미나 유럽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와 화려한 곡예 쇼까지 한자리
에서 볼 수 있을 뿐더러, 최근엔 아이들의 흥을 돋울 만한 수영장과 놀이 시설이 속속 들어섰다. 그리하여 마카오는 우리가 여행으로부터 기대하

에디터 서다희, 강은주 포토그래퍼 전재호, 강신환 취재 협조 마카오정부관광청 kr.macaotourism.gov.mo

는 모든 것을 집약한 최종 목적지로 진화했다. 마카오의 오늘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펼쳐 당신의 다음 휴가 일정을 그려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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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aO

마카오 여행법

마카오 가족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GETTING THERE
인천과 마카오 직항편을 이용한다.

마카오의 지도는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뉜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마카오 반도,
타이파, 코타이, 그리고 콜로안의 모습을 훑어보고 기본 여행 정보를 알아본다.

에어마카오는 하루 2회,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주중 5회 운항한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경우 주 3회 직항편을 운항하는
에어부산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마카오

마카오 반도

타이파

시내 관광지 중에서는 입국 시의 항공권을

16세기만 해도 마카오 반도는 오늘날처럼

온갖 신소재로 무장한 건물들이 코타이에

제시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니

반도 지형이 아니었다. 지협으로 연결되어

올라설 때, 그걸 조용히 내려다보는 동네가

있던 것이 오랜 퇴적 작용을 통해

바로 타이파다. 이곳은 한때 섬이었으나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3개의 거대한 다리가 놓이면서 마카오 반도와

배를 탄다. 배선 간격도 15~30분으로 꽤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곳에서 식민 통치를

이어졌고, 간척지인 코타이의 건설을 통해

잦은 편. 이동 시간은 50분 정도 걸린다.

시작했다. 마카오란 이름도 이때 기원한다.

콜로안과도 자연스레 연결됐다. 이곳에도

현지인들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아마

역시 포르투갈 특유의 주거 양식이 남아

사원(현지어로 ‘아마카오’라 발음한다)”이라

있지만 마카오 반도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답한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편안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WEB 에어마카오
www.airmacau.com.mo
터보젯 www.turbojet.com.hk
코타이젯 www.cotaijet.com.mo

아름다운 포르투갈 건축 양식의 건물들도

그들이 여름 별장지로 삼았던 건축물들은

PUBLIC TRANSPORTATION
공항에서 호텔이 있는 시내까지 가려면

대부분 이곳에 몰려 있어, 고즈넉한 ‘과거의

오늘날 박물관으로 단장해 온몸으로 역사를

10~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동 수단은

마카오’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이다.

들려준다.

택시와 버스가 있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미리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홍콩을 통해 들어간다면 페리
터미널에서 마카오 페리 터미널까지 닿는

1.6킬로미터 기준 17MOP이고,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20~40MOP 정도가 산정된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마카오
패스Macaopass를 구매하면 잔돈 계산
없이 손쉽게 타고 내릴 수 있다.
WEB 마카오 패스
www.macaupass.com.mo
CLIMATE
9월 말부터 2월까지는 방문 최적기로
비교적 날씨가 화창하고 습도도 낮은
편이다. 호텔과 쇼핑몰에 오래 머무는 경우

일러스트레이터 조성흠

강한 냉방에 유의해 얇은 겉옷을 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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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다.

코타이

콜로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신도시 중 가장 인상적인

마카오의 남쪽 끝 어촌 마을로 오늘날까지도

곳. 코타이는 타이파와 콜로안의 간척지로

건어물을 파는 가게가 드문드문 남아 있다.

2007년 더 베네시안 마카오 리조트 호텔이

이곳에서 여행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크게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2가지다. 하나는 드라마 속에 등장했던 노란

이후 샌즈 코타이 센트럴, 갤럭시 마카오를

벽의 예배당인 성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성당

다만 거스름돈은 파타카로 주는 경우가

비롯해 거의 매년 수 채의 호텔이 올라가고

앞에서 사진 찍기, 다른 하나는 마카오에서

많으니 유의할 것.

있는 실정이다. 올가을 파리지앵 마카오까지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첫손에 꼽히는

가세할 예정이니 코타이 스트립에서 열대의

로드 스토우즈 베이커리의 에그타르트

MORE INFO
마카오 방문을 위한 기본 여행 정보와

파리를 만날 날이 머지않았다. 어둠이 내리면

베어 물기다. 어귀에서 끝까지 둘러보는

온갖 빛깔의 조명으로 물드는데, 은하수가

데 1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아담한

따로 없다. 이 별세계에 들어오면 일상의 온갖

동네라 느긋하게 산책하며 마카오 여행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듯하다.

버킷리스트를 실천할 수 있다.

CURRENCY
화폐 단위는 파타카pataca로, 표기는
‘MOP’로 한다. 1MOP은 우리 돈
138.12원(2016년 8월 13일 기준)이다.
흥미로운 것은 마카오에서 홍콩 달러
HKD를 1:1의 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
WEB 마카오정부관광청
kjr.mcaotourism.gov.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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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리조트, 7가지 휴가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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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발랄, 캐릭터와 만나기
귀여운 캐릭터 친구들이 앞다퉈

튀어나오는 애니메이션이야말로 아이들
의 꿈과 희망일 터. 마카오 호텔 곳곳에서

마카오의 호텔과 리조트는 휴식과 놀이, 쇼핑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초대형
복합문화시설이다. 가족여행자가 호텔 & 리조트를 즐기는 7가지.

는 아이들의 행복한 상상을 실현하는 캐
릭터 이벤트가 시시각각 열린다. 캐릭터
들의 공연을 보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퍼레이드, 캐릭터의 얼굴이 그려진
딤섬을 맛보며 아침 식사를 즐기는 프로
그램은 물론이고 2D 캐릭터를 3D 또는
4D로 생생하게 느껴볼 수도 있으니 아이
들에게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
check 샌즈 코타이 센트럴에서는 매일
아침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2

첨벙첨벙, 널찍한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기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아침 식사 프로그램

코타이 스트립의 호텔 단지엔 커다란 야자수를 심고 흰 모래사장을 만들어 이국의 프

‘쿵푸팬더피스트’를 진행한다. 이뿐 아니라

라이빗 비치처럼 꾸민 훌륭한 야외 수영장들이 넘쳐나니 그저 입맛대로 골라 즐기면 된다. 수
영장 내에는 각기 다른 규모와 형태를 갖춘 워터 슬라이드는 물론이고 다양한 놀이 시설들이
자리하기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뛰어놀기 좋다. 안전 장비들 또한 완벽하게 갖춰놓았으
므로 아이들은 수영장에 내맡기고 느긋하게 태닝을 즐기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

<쿵푸팬더> 속 캐릭터가 되어 미션을 완수하는
체험형 놀이터 ‘쿵푸팬더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한다.
WEB en.sandsresortsmacao.com/dreamworksexperience.html

check 호텔 단지 갤럭시 마카오에는 최대 규모의 인공 파도 풀과 ‘그랜드 리조트 데크’가 자리한다.
이곳에 투숙하는 이들은 모두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WEB www.galaxymacau.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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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 남매가
캐릭터 친구들과
만난 날. 소을이는
쿵푸팬더가 좋아!”

여유만만, 객실에서 궁극의 휴식 만끽하기
마카오의 호텔과 리조트는 여행자들이 궁극의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

는다. 특히 아이들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예약 시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따로 주문하는 경우, 귀여운 캐릭터가 그
려진 초콜릿과 캔디로 웰컴 스위츠를 놓아두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몸에 꼭 맞게 제작된 미니 사이즈의 가운과 슬리퍼, 무자극 성분으로 제
조한 키즈 배스 용품까지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 베이비 침대 가드와 욕조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객실 옵션
중에 ‘풀사이드’ 항목을 넣은 호텔도 존재한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리조트들의 조명 쇼는 덤이다.
check 코타이 스트립의 호텔 단지는 크게 더 베네시안 마카오(이하 ‘베네시안’), 시티 오브 드림즈, 스튜디오시티, 갤럭시 마카오, 샌즈 코타이 센트럴, 그리고

3

들썩들썩, 키즈 클럽에서 신나게 뛰어놀기
각 호텔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키즈 클럽을 만들었다. 미끄럼틀,

해먹 그네, 볼풀장, 방방같이 단순한 놀이기구부터 클라이밍, 범퍼카 등의 다소 난도 높은 시
설까지 갖춘 곳들도 있다. 아이의 연령대와 취향에 맞는 공간을 고를 수 있을 만큼 선택지도
다양한 편이다. 안전과 교육을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상주한다.

브로드웨이 등으로 나뉜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호텔의 최대 장점이다. 이 호텔 단지는 비단 숙박 시설일 뿐 아니라

check 마카오 최대 규모의 키즈 클럽이 JW 메리어트 호텔 마카오에 있다.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거대한 쇼핑몰과 오락 시설이 한데 들어선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시도했으며 헤어살롱, 오락실 같은 부대시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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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 봐봐.
엄마, 아빠도
오붓하게 한컷!”

6

매콤달콤, 마카오의 만찬 맛보기
마카오의 식문화는 어느 곳보다도 화려하다. 지리적으로 중국 남부에 속하고 문화적

코타이 스트립 호텔 단지

으로는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오랜 세월을 보냈기에 동서양이 뒤섞였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
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셰프들이 매캐니즈부터 광둥식 요리까지 다양한 다이닝 옵션을 제공
한다. 딤섬부터 매캐니즈식으로 해석한 대구크로켓까지, 먹음직한 메뉴로 가득하다.
check JW 메리어트 호텔 마카오의 중식당 만호Manho에서는 풍성한 광둥식 연회 요리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돼지고기 요리가 다채롭다. 겉면을 익히고 훈연해 썰어내는 애피타이저, 배와 함께 푹
삶아내는 건강 수프, 살코기만 발라 요리한 필레 등이 그것이다. 딤섬과 가자미구이 또한 별미.
WEB www.marriott.com/hotels/travel/mfmjw-jw-marriott-hotel-macau

개요

갤럭시 마카오

더 베네시안 마카오

도심형 리조트. 거대한

마카오에 리조트 붐을

유수 풀과 풀 빌라를

일으킨 개척자로

비롯해 휴양 시설을 잘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갖췄다. 5개의 호텔,

건축물에서 영감을

3개의 타워로 이뤄진다.

얻어 만들어진

맞은편 브로드웨이

복합문화시설이다.

마카오와 옥외 다리로

건물 한가운데 운하가

연결된다.

흐르는 것이 특징.

갤럭시, 반얀트리,
소속 호텔

오쿠라, JW 메리어트,
리츠칼튼

대표
엔터테인먼트

5

알콩달콩, 부부만의
로맨틱한 시간 즐기기

아이들만큼이나 어른들에게도 휴식과 유
희의 시간은 중요하다. 고풍스러운 가구
와 그림이 놓인 호텔 라운지에서 칵테일
을 홀짝이며 마카오의 도심 야경을 감상
하거나, 향긋한 아로마 테라피로 몸을 풀
수 있는 스파를 찾아 부부만의 오붓한 시
간을 즐기는 것은 지극히 어른스러운 행
복을 만끽하는 일.
check 리츠칼튼 마카오에는 다양한 투숙
객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옵션이 마련돼 있다.
51층 라운지에서는 진 베이스의 칵테일만을 선

쇼핑몰

7

아시아 최대 파도 풀 &
유수 풀을 거느린
그랜드 리조트 데크.

더 프로미나드 숍스

휘황찬란, 호텔 단지의 상점가에서 몰링 즐기기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한
샌즈 코타이 센트럴은
베네시안의 이웃으로
3개의 상점가를 통해
연결된다. 드림웍스와의
계약으로 다양한 캐릭터
쇼를 열어 인기가 높다.

된다. 베네시안의 경우 그랜드 캐널 숍스, 더 숍스 앳 포시즌스, 숍스 앳 샌즈 코타이 센트럴이

워터>를 도입했다.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의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곳.

유작을 건축 중이며

‘8’ 모양의 관람차 골든

스튜디오시티와는

릴은 순식간에 코타이

한 가족이다. 영화

스트립의 마스코트가

<도둑들>의 주무대.

됐다.

쉐라톤, 홀리데이 인,

하드록, 크라운 타워즈,
그랜드 하얏트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인
드림웍스 체험 프로그램

내한하는 코타이 아레나.

및 실내 테마파크
플래닛 J.

그랜드 캐널 숍스

숍스 앳 샌즈 코타이
센트럴

멤버십 카드*

엔터테인먼트를

샌즈 리워드 클럽-베네시안과 샌즈 코타이

이용하는 경우 포인트

센트럴의 모든 쇼핑몰, 다이닝,

적립 및 할인 혜택.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시 마카오의 더 프로미나드 숍스에는 애플 스토어와 자국 최대 SPA 브랜드 매장, 베이비 전

다이아몬드의 4단계.

용 드러그스토어 등이 자리한다. 스튜디오시티에는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를 재현해 인테리어

공연장, 캐릭터 부티크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닿는다. 걷다 지친 이들을 위한 푸드 코트도

할리우드의 영화
스튜디오 속에 들어와

콘래드, 세인트 레지스

골드, 플래티넘, 블랙,

check 호텔 단지는 모두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쇼핑몰을 따라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극장,

마카오 최대 쇼인

리조트 호텔

할리우드 팝스타들이

스튜디오시티

<하우스 오브 댄싱

더 베네시안 마카오

한 바퀴 돌고 나면 베네시안의 물길부터 분수까지 이색적인 공간들을 다 만나볼 수 있다. 갤럭

를 꾸민 상점가가 눈길을 끈다.

시티 오브 드림즈

인간 한계의 끝을
보여주는 쇼,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

스튜디오시티

마술사 프란츠 하라리의
<더 하우스 오브 매직>.

더 숍스 앳 블러바드

GEG-다이닝, 쇼핑,

코타이 스트립을 제대로 둘러보기 위해서는 호텔 단지의 상점가를 따라 걸어 나가면

그대로 연결되는데 여기엔 글로벌 럭셔리 매장부터 로컬 브랜드 숍까지 한데 모여 있다.

샌즈 코타이 센트럴

시티클럽-블루, 골드, 클럽 레드, 클럽 그린의
4단계가 있고 무료 다이닝, 쇼 이용권, 숙박 예약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항 및 국경,
셔틀버스
행선지**

페리터미널 및 코타이

공항 및 국경, 페리터미널 및 코타이

공항 및 국경, 페리터미널 및 코타이

주요 호텔 단지,

주요 호텔 단지, 샌즈 카지노 호텔

주요 호텔 단지, 신트라 호텔, 마카오 타워

스타월드 호텔, 산마로

적재적소에 자리해 편안하게 몰링을 즐길 수 있다.

보이는 ‘진 트롤리’를 운영하며 화려한 바텐딩
을 펼친다. 지하의 리츠칼튼 카페에서는 애프터

*멤버십 카드 쇼핑몰이나 카지노에서 별도 비용 없이 여권 제시 후 가입. **셔틀버스 행선지 투숙객 포함 누구나 탑승 가능.

눈 티 세트를 비롯해 프랑스 살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메뉴를 제공한다. 시그니처
스파인 ESPA에서는 숙련된 테라피스트가 제
공하는 최상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WEB www.ritzcarlton.com/en/hotels/china/
ma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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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헤이야 다 시우바 거리
part 3

MacAO

타이파 빌리지를 이루는 세로축이 쿠냐 거리라면,

마카오의 아기자기한 마을 산책

가로축은 바로 코헤이야 다 시우바 거리라 할 수 있다. 타이파
콜로안 역사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이 거리에는 로컬 부티크와
아기자기한 레스토랑, 베이커리, 심지어는 작은 점집까지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볼 차례. 마카오의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마을들을 느릿느릿 산책한다.

타이파 사람들의 생활상을 친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들이
속속 들어서 있다.
LOCATION Rua Correia Da Silva, Taipa, Macao

쿠냐 거리

타이파

과거 육포 골목으로 이름을 날렸던 쿠냐 거리는 타이파 빌리지 산책의
시작점이다. 폭 5미터, 길이 115미터 남짓의 비좁고 짤막한 거리지만, 마카오
최초의 ‘보행자 거리’라는 영예를 안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포 상점들이
여럿 분포하며 아몬드 쿠키를 파는 코이케이, 포르투갈 레스토랑 갈로 등이 자리해

포르투갈 지배의 흔적이 남은 거리

여행자들의 발길을 잡아 끈다. 길 끝에는 봄베이로스 광장이 위치하며 노랗게 칠한

마카오 시내에서 포르투갈 지배의 흔적이

벽 위에는 아기자기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포토 월로 활용하기 좋다.

가장 선연하게 남은 지역을 들라면 누구

LOCATION Rua do Cunha, Taipa, Macao

든 타이파를 꼽을 것이다. 타이파 빌리지
는 마카오를 다스리던 포르투갈의 장성들

이렝 사원

이 여름 별장을 짓고 머물던 작은 마을이
다. 상아색 페인트를 칠한 건물들은 포르

자칫 잘못하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허름한

투갈과 마카오 전통 건축 양식이 혼재된

외벽을 가졌다. 잘 들여다보면 고운 향이 피어오르는 제단이

채로 지어졌고 오늘날엔 해풍에 곱게 낡

자리하고 있다. 1900년에 처음 지어진 이 건물은 다름 아닌
사원이다. 이곳은 마카오 사람들이 숭배하는 의학 박사의 신,

아 있다. 거리 곳곳은 그 시절부터 지금까
지 세월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풍경들
로 가득하다.

이렝을 모시고 있다. 이렝 외에도 의사, 약사를 비롯해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존재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 공간을

카르모 성모 성당

통해 일상의 무대에 사원을 두고 생활 속에서 종교

타이파 초입의 언덕배기를 따라 올라가면 홀연히 그림처럼 자리한 성당 하나를 만난다.

HOW TO GET THERE
코타이 스트립에서 출발하는 경우 베네시안과

바로 카르모 성모 성당이다. 타이파 구의 본당인 이곳은 완공 당시인 1885년만 해도 코타이

갤럭시 마카오를 잇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를

간척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 바다를 굽어보는 외로운 성당이었다. 오늘날엔 코타이 스트립의 유려한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닿을 수 있다.

스카이라인이 내려다보인다. LOCATION Avenida de Carlos da Maia, Largo do Camrmo, Taipa, Macao

라운다 메스파티로 박사 공원
현지인들이 마실 나와 걷기를 즐기는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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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실천하는 마카오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
LOCATION I Leng Temple in Taipa, Rua Direita Carlos Eugenio,
Taipa, Macao

포르투갈리아
포르투갈 요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 포르투갈에 본점을 둔
포르투갈리아는 본토의 풍미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으로 이름이 높다. 포트

‘십자공원’이라고도 불린다. 한가운데 호수 너머로

와인과 로컬 맥주도 훌륭하기 때문에 최근 타이파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즐겨

코타이 센트럴의 호텔 단지들이 어른거린다. 무성한

찾는 식당으로도 알려져 있다. ‘빵’이라는 말의 기원이 포르투갈어인 만큼 식전에

수풀과 꽃이 피어난 모습을 바라보며 피로에 찌든

나오는 빵부터 예사롭지 않은데, 향신료 냄새가 부드럽게 퍼지는 해산물 요리부터

눈을 씻기 좋다. 계절 따라 꽃 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버터소스를 두른 포르투갈식 스테이크, 바칼랴우(대구) 어육을 활용한 크로켓과

행사를 개최한다.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판다 동상을

볶음, 생크림과 쿠키가루를 겹겹이 쌓은 디저트 세라두라까지 완벽에 가까운 맛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흥미롭다.

자랑한다. OPEN 낮 12시~오후 10시 LOCATION 5 Rua dos Mercadores & Travessa dos

LOCATION Estrada de Cacilhas, Taipa, Macao

Mercadores, Macao TEL +853-6280-3992 WEB portugalia.co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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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배 & 패들보트
남만 호수에 닿으면 가장 먼저 정박한
오리배들을 만나볼 수 있다. 붉은빛이 드리운

콜로안

호숫가와 마카오의 휘황한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고 싶다면 해 질 무렵 이곳을 찾을 것.

남만 호수

티켓 부스에서 패들보트와 오리배의 탑승권을

유유자적 한갓진 어촌 마을
화려하고 눈부신 코타이 스트립에 마음을

판매한다. 패들보트의 경우 2인용은 30분에

마카오 사람들의 평화로운 산책로

20MOP, 4인용은 30분에 40MOP이니 비교적

마카오 반도의 거대한 인공 호수인 남만

합리적인 가격이다. 배를 타고 마카오의 랜드마크에

빼앗긴 여행자라면 콜로안의 느릿느릿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육지에서는 상상할 수

호수. 멀리 그랜드 리스보아와 만다린 오

풍경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지도 모르

없었던 풍경이 시야에 펼쳐지기도 한다. 여름에는

리엔탈 호텔을 비롯해 마카오 타워, 카르

겠다. 이곳은 마카오 최남단의 황색 바다

이곳에서 용선 축제가 성대하게 열려 많은

발류 총독 대교 같은 마카오 반도의 대표

와 맞닿은 어촌 마을이다. 옅은 분홍색, 민

방문객들을 맞는다.

적인 랜드마크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

LOCATION Ave. Panoramica do Lago Nam Van,
Macao TEL +853-2833-3000

는 곳이다. 최근 이곳엔 아트 파빌리온, 디

트색, 크림색 외벽을 가진 건물들이 성냥
갑처럼 어깨를 맞댄 골목들, 에그타르트
를 쉴 새 없이 구워내는 로컬 베이커리, 자
전거를 탄 소년이 휙 지나가는 해변 산책
로까지 어느 하나 인위적인 구석이 없는,

자인 부티크와 서점 등으로 이뤄진 작은

성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성당

‘레저 랜드’가 형성됐다. 이 남만 호수 레

콜로안 마을의 심장부에 자리한 성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성당은 샛노란 색깔의 외벽과 흰 벽돌

저 랜드는 ‘워터프런트’라 불리는 수변 산

장식, 꽃 문양의 창틀을 단 파사드가 단숨에 눈을 사로잡는다. 아시아 선교에 앞장섰던 프란시스코

책로에 위치한다.

자비에르 성인을 기리고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세운 곳이다.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예배당 옆 별실에서

날것 그대로의 매력을 가진 동네다.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성당 앞 작은 광장의 양 모서리에 늘어선

HOW TO GET THERE
마카오 올림픽 아쿠아틱 센터에서 25번 버스를 타면

노천카페와 레스토랑에 앉아 지친 다리를 쉬어 갈 수도 있다. 한가운데엔 작은 분수가 있는데 국내

콜로안 빌리지 정류장에 닿는다.

OPEN 오전 10시~오후 8시 LOCATION Rua do Caetano, Largo Eduardo Marques, Coloane, Macao

HOW TO GET THERE
마카오-타이파 대교로도 불리는 카르발류 총독
대교를 지나면 바로 남만 호수에 닿는다. 6B, 9, 9A,

드라마와 TV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한 바 있다.

18, 23, 32번 버스가 정차한다.

로드 스토우즈
영국인 앤드루 스토우가
마카오에 처음 문 연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 전문점. 바삭한
페이스트리에 폭신한 달걀 크림을
넣은 것이 맛의 비결이다. 정류장
근처에 자리한 로드 스토우즈

콜로안 도서관
그리스 신전의 미니어처처럼 우아한

로드 스토우즈의 이름을 내건 가게가
3곳 있다.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

올라섰을 땐 도서관이 아니라 사립학교였다.

LOCATION 로드 스토우즈 베이커리 1 Rua
do Tassara, Coloane Town Square,
Macao 로드 스토우즈 카페 Largo do
Matadouro, Coloane, Macao 로드 스토
우즈 가든 카페 G/F C Houston Court
21 Largo do Matadouro, Coloane
Village, Macao WEB lordstow.com

의의를 기리기 위해 공립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현지인들뿐 아니라 여행자들이
더위를 피해 땀을 식히고 마카오 서적들을
감상하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OPEN 오후
1~7시(주말 휴관) LOCATION Rua 5 de Outubro,
Coloane, Macao TEL +853-288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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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관광학교(IFT)에서는 아담한

스토우즈 가든 카페까지 콜로안에는

외관을 자랑하는 작은 도서관. 1911년 처음
그러던 것을 1983년 마카오 정부가 건물의

IFT 카페

베이커리와 카페, 그리고 로드

노천카페를 운영한다. 예술과 미식을 한데

디자이너 숍 & 서점

결합하겠다는 기치 아래 만들어진 공간으로,

마카오의 로컬 디자이너들이 만든 오리지널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물건은 독특한

수변에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샌드위치부터

디자인을 자랑하는 옷에서부터 지갑, 스카프 등 패션 소품, 수첩, 엽서 등의 문구류까지 다양하게

애프터눈 티, 디저트까지 다양한 품목의

진열돼 있다. 바로 옆에는 서점이 이웃한다. 이곳은 책을 돌려 읽는 운동인 ‘북 크로싱’을 적극적으로

먹음직스러운 메뉴를 제공한다. 이미

실천하는 공간으로, 독서를 마친 뒤 소감을 간략하게 남겨두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과 독서 경험을

마카오의 젊은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공유하는 것을 독려한다. 작은 의자와 테이블도 마련돼 있으니 즉석에서 북 크로싱 운동에 참여해봐도

인기를 얻고 있다. 로컬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좋다. 주말이면 이들 상점을 주축으로 공예 플리마켓을 열기도 한다.

전시를 여는 등 다채로운 시도를 펼치고 있다.

LOCATION Ave. Panoramica do Lago Nam Van, Macao
TEL +853-2833-3000

LOCATION Panoramica do Lago Nam Van,
Macao WEB www.ift.edu.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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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자를 위한 4가지 키워드

키즈 캐번
인형, 쌓기 블록, 로봇, 학용품, 그리고

달콤한 캔디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모두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키즈 캐번은
숍스 앳 샌즈 코타이 센트럴에 위치한 키즈 전문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여행 키워드 4가지를 가려 뽑았다. 키즈 클럽 &
키즈 전문 쇼핑센터, 푸드코트, 박물관, 그리고 쇼 & 엔터테인먼트.

상점이다. 디즈니와 레고 등 아이들이 사랑하는
대표 브랜드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았고 나이키와
디젤 등의 키즈 라인을 최대 70퍼센트 인하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수입해온

아이의 행복을 위한 키즈 클럽 & 키즈 쇼핑센터

사탕과 초콜릿은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아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타이완의 오르골 브랜드

키즈 클럽에서 실컷 뛰놀고 원하던 장난감까지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아이에겐 어린이날이 따로 없을 것이다.

‘원더풀라이프’의 제품을 대거 전시하거나 천장에

3

미니 헬기를 띄워놓는 등 볼거리도 쏠쏠하다.

큐브

OPEN 일~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1시, 금, 토요일 오전
10시~밤12시 LOCATION 3001, 3F, Shoppes at Cotai
Central, Estrada da Baia de Nossa Senhora da
Esperanca, Cotai, Macao TEL +853-2885-3300

6미터 높이의 멀티클라이밍

시설과 자유낙하 슬라이드는 키즈 클럽
큐브의 인기 최고 놀이기구다. 키즈 클럽의
시설물이라기엔 난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 싶다가도, 무엇보다 야무지게 안전
헬멧을 착용한 아이들을 보면 이내 마음이
놓인다. 볼풀장, PC와 비디오 게임장, 생일

1

워너브라더스 펀 존
벅스바니, 트위티, 그리고 실베스터까지. 워너브라더스의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스튜디오시티 호텔의 워너브라더스 펀 존에 가면 이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은 DC코믹스의
슈퍼 히어로들과 자동차 경주를 하거나, 톰과 제리와 함께 놀이터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원 없이
뛰논다.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레스토랑 클럽하우스 다이너와 2개의 파티 룸도 있다.
OPEN 오전 10시~오후 7시 AGE 만 16세 이하 LOCATION 3F, Studio City Hotel, Estrada do Istmo, Cotai, Macao
TEL +853-8868-6767 WEB studiocity-macau.com

5

뉴 야오한 백화점

7

마카오 시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키즈 시티
모험, 흥분, 창조, 그리고 꿈의

4가지 테마 존으로 이뤄진다. 다른 키즈
클럽과 달리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자연광을
맞으며 뛰놀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놀이기구뿐 아니라 창작 교구들의 방, 생일
축하 파티룸 등이 함께 마련돼 있어 종일을
보내더라도 지루할 틈이 없다.
OPEN 오전 10시~오후 8시 AGE 만 17세 이하
LOCATION 5F, City of Dreams, Estrada do
Istmo, Cotai, Macao TEL +853-8867-6688
WEB cityofdreamsmaca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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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즌스 호텔의 더 스파는 아이들을

축하 파티 룸이 나란히 붙어 있어 여기저기

기성품은 수입품이며,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볼

위한 30분 짜리 트리트먼트를 운영한다.

옮겨 다니며 놀기 편하다.

수 있는 곳은 뉴 야오한 백화점의 식품관이다.

‘디스커버리 마사지 포 키즈’는 코코넛과

OPEN 오전 9시 30분~오후 9시 30분 AGE 만
17세 이하 LOCATION 큐브1 3F, Grand Canal
Shoppes at San Luca Canal, next to shop
957 큐브2 Shop 2201, 2F, Shoppes at Cotai
Central, Estrada da Baia de Nossa Senhora da
Esperanca, Cotai, Macao TEL+853-8118-8890
WEB 큐브1 www.venetianmacao.com
큐브2 www.sandscotaicentral.com

8층에 위치한 식품관에 입성하면 세계

망고 크림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가라앉히고,

각지에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분유,

‘프루티 페이셜 포 키즈’는 바나나와 무화과 등

이유식, 쿠키 등의 식품류를 비롯해 칫솔,

천연 성분 아로마로 얼굴을 마사지한다. 이마,

클렌저 등 유아용 생활용품들을 만나볼 수

볼, 그리고 어깨를 지긋이 누르며 마무리하는

있다. 스토케, 무스텔라, 하인즈 등 국내에서

테라피로, 지친 아이들의 원기를 북돋는다.

인기 높은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적

OPEN 매일 오전 9시~밤 11시 PRICE 주중 MOP
480, 주말 MOP 520 LOCATION 4F, Four Seasons
Hotel Macao, Estrada da Baia de N. Senhora
da Esperanca, S/N, Taipa, Macao TEL +8532881-8888 WEB www.fourseasons.com/
macau/spa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육아 중인 이들에게
방문 코스로 인기가 높다.
OPEN 오전 10시 30분~오후 10시
LOCATION Avenida Comercial de Macau, Macao
TEL +853-2872-5338

2

포시즌스 더 스파

6

토이저러스
마카오 타워 2층에 위치한

토이저러스는 마카오 시내에서도 손꼽힐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1만
5000제곱피트의 넓이에 수백 종의 장난감이
늘어서 있는데 헬로키티, 마블 피겨, 레고,
공룡 모형 등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눈과
마음까지 사로잡는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다.
OPEN 오전 11시~오후 8시 LOCATION 2F, Macau
Tower Convention & Entertainment Centre TEL
+853-2896-6848 WEB www.macautower.com.
mo/entertainment-shopping/toys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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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맛의 향연, 푸드 코트

1

테이스트 오브 아시아
갤럭시 마카오 내에 위치한 푸드 코트로 광둥 요리를 비롯해

2

브로드웨이 푸드 스트리트
이곳은 마카오 도심에 최초로 만들어진 노천 푸드 코트다. 맛

허기진 아이의 손을 붙들고 끼니를 고민할 필요 없다. 매캐니즈는 물론이고 현지 노포부터 한식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3

마카오 구르메 워크
스튜디오시티에 가면 마카오의 오래된 먹자골목을 그대로

4

코푸
싱가포르의 푸드 코트 체인인 코푸를 샌즈 코타이 센트럴에서도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국가의 요리들을 판매하는 상점이 들어서

좋기로 유명한 노포들을 불러모아 마카오의 진짜배기 맛을 구현하려는

재현해놓은 푸드 코트인 마카오 구르메 워크가 있다. 달콤한 포르투갈식

만날 수 있다. 클래식한 커피숍부터 정갈한 차림새와 맛깔스러운 음식들을

있다. 브랜드로는 한식당 서라벌, 돈가스 전문점 사보텐, 패스트푸드를

것이 이들의 목표다. 마카오의 전통 디저트 가게 행헝언을 비롯해,

에그타르트는 물론이고 홈메이드 아이스크림과 샌드위치, 정통 매캐니즈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는 음식점까지, 이곳은 숍스 앳 샌즈 코타이

판매하는 뉴욕 프라이즈 등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곳은

포르투갈 레스토랑 드래건 포르투기스 퀴진, <쉐린 가이드의 인정을 받은

요리를 만들어내는 상점들이 죽 늘어서 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센트럴에서 쇼핑을 즐기다가 잠시 들러 허기를 달래고 숨을 고르기에

일본식 철판 스테이크 전문점 페퍼런치 익스프레스로, 뜨거운 철판 위에

게죽 가게 왕쿤쇼쿵, 유명 차찬텡(홍콩식 간이 식당)인 취와 레스토랑

것은 빵 사이에 돼지고기를 끼워 먹는 ‘마카오 포크촙 번’. 즉석에서 빵을

알맞은 공간이다. 키즈 전문 상점인 키즈 캐번과 게임 테마파크인 플래닛

스테이크와 밥을 함께 올려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다. 가격도

등이 여행자들의 발길을 잡아 끄는 가게들이다. 먹거리 말고도 둘러볼

굽고 포크촙을 요리하기 때문에 따끈하게 즐길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J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다. 한국 음식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의

합리적이고 우리 입맛에도 맞기 때문에 시도할 만한 선택지다. 이 푸드

것이 많다. 어둠이 내리면 푸드 코트 한편의 특설무대에서 <밴드 온 더

향수를 자극하는 옛날풍의 골목 슈퍼. 아기자기한 주전부리부터 없는 것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특히 정통 타이완식 국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코트를 이용하려면 입구의 카운터에서 충전식 카드를 구매해야 한다.

런>이라는 이름의 라이브 밴드 쇼가 열려 흥을 돋운다.

빼고 다 있으니 간소한 기념품을 구매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타이페이용캉의 인기가 높다.

OPEN 일~목요일 오전 9시~밤 12시, 금, 토요일, 공휴일 오전 8시 30분~새벽 2시
LOCATION G025, G/F, Galaxy Macau, Cotai, Macao TEL +853-8883-2221
WEB www.galaxymacau.com/en

OPEN 상점별로 상이 LOCATION Broadway Macau, Avenida Marginal Flor de
Lotus, Cotai, Macao TEL +853-8883-3338 WEB www.broadwaymacau.com.
mo/en/the-broadway

OPEN 상점별로 상이 LOCATION Shop 2053-2095, Level 2, The Boulevard at
Studio City TEL +853-8865-6669 WEB www.studiocity-macau.com/en/
dining/detail/macau-gourmet-walk

LOCATION 3F, Shoppes at Cotai Central, Estrada da Baia de Nossa Senhora
da Esperanca, Cotai, Macao TEL+853-2885-3336
WEB www.sandscotaicentral.com/restaurants/quick-eats/kouf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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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이 살아 있다
마카오의 박물관에는 아이들과 함께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가득하다.

1

마카오 과학센터
나선형으로 솟아오른 비정형적인 형상의

3

타이파 & 콜로안 역사박물관
타이파와 콜로안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고 그 이야기를 계승하는 박물관. 행정구청으로 사용됐던 건물을 2006년 박물관으로 새 단장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유적이 발굴됐고, 이곳 1층 전시실에는 이를 날것 그대로 내보이는 공간이 널따랗게 자리하고 있다. 그 한편으로는

마카오 과학센터는 외관부터 예사롭지 않다.

스티로폼과 도자 조각, 채굴 도구들을 한데 두어 아이들이 직접 유물 발굴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놨다. 2층으로 올라가면 이 건물 터에서 발견된 유물과 과거

모더니즘 건축가 이오 밍 페이의 작품인 이 건물은

생활사를 보여주는 각종 공예품을 만난다. 1층에서 2층을 잇는 층계에 늘어선 무기류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크게 전시관과 천문대, 컨벤션 센터의 3개 관으로

OPEN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PRICE 성인 5MOP, 학생 2MOP LOCATION Rua Correia da Silva, Taipa, Macao TEL +853-2882-5631

나뉜다. 아이들과 둘러볼 만한 곳은 단연 전시관.
총 14개의 방으로 이뤄진 이 공간은 탑돌이를 하듯
천천히 돌아 올라가면서 산책하듯 관람을 즐길
수 있다. 로봇, 우주, 지학, 물리 등 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체험형 인터랙티브 시설로 꾸며놓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로봇
갤러리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소녀시대의
‘지’에 맞춰 몸을 흔들어대는 로봇 댄서들을 만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겠다.
OPEN 오전 10시~오후 6시(목요일 휴관) PRICE 스탠더드 티켓
25MOP LOCATION Avenida Dr. Sun Yat-Sen, Macao
TEL +853-2888-0822 WEB www.msc.org.mo

2

통신박물관
문화, 과학, 기술적으로 통신의 개념을 분석하고 실험적인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4

타이파 주택박물관
1920년대에 건축한 포르투갈식 주택으로 민트색 페인트를

박물관이다. 지하층에서는 특설 전시를, 1층에서는 마카오 우편의

칠한 외벽과 고풍스러운 장식이 매우 이국적으로 느껴진다. 1980년대

역사를 다루면서 엽서, 우표를 비롯한 각종 우정 관련 전시물들을

마카오정부관광청은 이러한 건축적 의의를 인정하고 주택을 매입해

보여준다. 2층은 원격 통신과 관련한 전시가 열리는 곳으로, 방문객

전시관으로 꾸몄다. 5채의 건물은 의상, 전통문화 등 각기 다른 주제로

스스로가 엽서 속의 주인공이 되어 사진을 촬영하고 우표를 만들 수

전시를 여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당대 포르투갈인들이 직접 사용하던

있는 인터랙티브 시설들이 자리한다.

가구를 그대로 배치해 과거를 재현한 공간이다. 방 안에 만들어둔 작은

OPEN 오전 9시~오후 5시 30분(공휴일 휴관) PRICE 성인 10MOP, 학생 5MOP
LOCATION Estrada de D. Maria 2, No.7, Macao TEL +853-2871-8063
WEB macao.communications.museum

제단이나 패턴이 아름다운 소파와 소박한 원목 가구들을 발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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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흥미진진한 일이다.
OPEN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PRICE 성인 5MOP, 학생 2MOP
LOCATION Avenida da Praia, Taipa, Macao TEL +853-2882-7103
MacaO 1 9

오감만족, 마카오의 쇼 & 엔터테인먼트
곤돌리에서의 낭만적인 세레나데를 감상하거나, 온몸의 감각 세포를 깨우는 마카오 타워의 익스트림 스포츠를 경험하거나.

2

하우스 오브 매직
궁극의 마술 체험을 원한다면 이곳으로. 입장한 관람객은 맛보기 공연인 ‘착시 실험실’에서 기상천외한 시각 마술로 워밍업을 한다. 마술의

세계에 이제 막 발을 빠뜨린 이들은 곧장 그랜드 홀을 따라 세계 최정상의 마술사들이 놀라운 기량을 선보이는 마제스틱 극장과 레어 극장으로 들어간다.
눈앞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을 마주하며 마지막 무대인 메가 매직 극장에 당도한다. 이곳에서 쇼의 최종 보스이자 마스터인 프란츠 하라리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는 일루전 마술의 선구자이자 서사적인 마술 공연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주특기는 카이로의 스핑크스 없애기, 인도의
타지마할과 나사의 스페이스 셔틀 지우기 등이다. PRICE 성인 450MOP, 학생 360MOP LOCATION 1F & 2F, Studio City, Estrada do Istmo, Cotai, Macao
TEL +853-8868-6767 WEB studiocity-macau.com/hehouseofmagic

오브 댄싱 워터
3 하우스
마카오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쇼, 바로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다. 80여 명의 아티스트와
160여 명의 기술자가 의기투합해 만드는 이 쇼는
그 유명한 <퀴담>을 기획한 스타 제작자 프랑코
드라고네의 작품이다. 이 쇼가 흥미로운 이유는
주인공이 물이라는 사실에 있다. 쉴 새 없이 물을
이용한 아찔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데, 그렇기에
이 쇼에서 가장 인상적인 출연자는 단연 다이버다.
시티 오브 드림즈 호텔의 전용극장 내부에는
무려 지름 49미터, 깊이 8미터 규모의 대형 풀이
갖춰져 있고, 다이버들은 1400만 리터의 물 사이를
누비며 상상 이상의 기예를 완성한다. 여기엔
낭만적인 스토리 또한 깃들어 있다. 마카오의

1

곤돌라 라이드
숍스 앳 더 베네시안의 운하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만을 옮겨놓은 미니어처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예능인들은

이곳에서 곤돌리에를 자처하며 곤돌라 탑승객들에게 아름다운 세레나데를 불러준다. 이들의 레퍼토리는 ‘오 솔레미오’ 같은 이탈리아 가곡에서부터 싸이의
‘강남스타일’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러니 원하는 곡이 있으면 당당하게 신청해볼 것. 흘러가는 동안 찍힌 사진을 기념품 숍에서 확인할 수 있다.
OPEN 오전 11시~오후 7시(산 루카), 오후 10시(그랜드 캐널, 마르코 폴로) PRICE 성인 128MOP, 학생 98MOP LOCATION 티켓 부스 Boutique di Gondola No.832, Sands Cotai
Central, Estrada da Baia de Nossa Senhora da Esperanca, Cotai, Macao TEL +853-2882-8888 WEB www.venetianmacao.com/hotel/amenities/gondola-rid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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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마을 콜로안에 살던 한 어부가 위험에 처한
공주를 무사히 구출해내는 영웅담이 주된 내용. 이
대서사시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PRICE A석 기준 성인 980MOP, A석 학생 686MOP
LOCATION Dancing Water Theater at City of Dreams,
Estrada do Istmo, Cotai, Macao TEL +853-88686767 WEB www.thehouseofdancingwater.coom
MacaO 2 1

5

배트맨 다크 플라이트
워너브라더스와 DC 엔터테인먼트의 합작으로 만든 배트맨 다크 플라이트는 세계 최초로

7

마카오 타워
마카오의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트맨 콘텐츠를 활용한 공중 시뮬레이션 놀이기구다. 4D 기술을 활용한 ‘플라잉 시어터’에 탑승하면

바로 장쾌하게 솟아오른 338미터 높이의 마카오 타워다.

누구든 고담 시티를 활강하는 배트맨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배트카에 탄

2001년 문을 연 이래 마카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늘

것처럼, 혹은 웨인의 사무실을 거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곳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머지않아

첫손에 꼽혀왔던 이곳은 도심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액션 히어로물의 주인공에게 깊이 감정이입한 채로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기게 된다.

파노라마 전망대, 공포감의 한계에 도전하는 온갖 형태의

OPEN 주중 낮 12시~오후 8시, 주말,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9시 PRICE 성인 150MOP, 어린이(만 12세 이하) 120MOP
LOCATION 2F, Studio City Hotel, Estrada do Istmo, Cotai, Macao TEL +853-8865-8888

점프, 스카이 워크, 마스트 클라임 등 다채로운 익스트림
액티비티를 제공한다.
PRICE 스탠더드형(자격증, 기념 티셔츠, 멤버십 카드 제공)
3288MOP LOCATION Macau Tower Convention &
Entertainment Centre, Largo do Torre de Macau, Macao
TEL +853-8988-8656 WEB ajhackett.com

마카오 타워의 도전 메뉴

6

플래닛 J
플래닛 J는 전통적인 테마파크와는 달리 플레이어가 직접 퀘스트를 통과하는 형식의 신개념

어드벤처 게임이다. 미국 디즈니랜드와 할리우드 디자인팀이 참여해 설계한 캐릭터와 200여 가지가

4

스튜디오시티 골든 릴
마카오는 세계 최대, 최초라는

타이틀을 사랑한다. 스튜디오시티 호텔의
마스코트인 골든 릴도 그렇다. 아시아 최고
높이에 위치한 이 대관람차는 중국인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숫자 8을 형상화했다. 이런
이유로 완공 직후부터 마카오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떠올랐다. 이 거대한 관람차는
아르데코풍의 화려한 쌍둥이 빌딩으로 이뤄진

넘는 게임들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관람객은 마법 책을 들고 위험에 빠진 왕국을
구해야 하는 주인공이 되어, 신체를 사용하거나 머리를 써서 퀴즈를 풀고 보물 상자를 획득해야 한다.
게임의 주된 여정은 붉은 광석 마을, 밝은 숲, 마법의 광산 등으로 이뤄진 마술적인 공간을 통과한다.
OPEN 주중 낮 12시~오후 9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9시 PRICE 1일 120MOP, 게임기 임대(1시간) 120MOP
LOCATION 3009 & 3010, 3F, Sands Cotai Central, Estrada da Baia de Nossa Senhora da Esperanca, Cotai,
Macao TEL +852-2640-2020 WEB www.planetj.com

스카이 점프
보통의 번지 점프와 다르다. 자유낙하에 가까운 기존의
번지점프와는 달리 영화 속 스턴트맨들이 사용하는
안전장치를 매고 직선으로 강하한다.
탄뎀 점프
2명이 짝을 이뤄 함께 뛰어내리는 점프. 둘의 체중 총합이
안전장치를 포함해 120킬로그램을 넘어서는 안 된다.
둘이 함께 뛴다고 해서 혼자보다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스튜디오시티 호텔의 간극을 잇는다. 탑승을

아니다.

위해선 23층의 플랫폼으로 올라가야 한다.

번지 점프

이곳에서 관람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업 번지 점프 시설”이라는 기네스

이미 압도적인데, 직접 18분여의 공중곡예를

기록을 가진 만큼 아찔함을 보장한다. 다시 없을 자유를

체험할 때면 마카오라는 별세계를 맨몸으로
유영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셀피를 남겨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만끽하려는 도전자들이 많다.
타워 클라임
마스트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파노라마
뷰도 부족한 이들이라면 세상을 정복한 듯한 기분을

있는 여행자들이라면 반드시 가볼 만하다.

느끼게 해줄 타워 클라임이 필요하다.

OPEN 주중 낮 12시~오후 8시, 주말,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9시 PRICE 성인 100MOP, 어린이(만 12세
이하) 80MOP, 노인 & 마카오 거주자 85MOP
LOCATION 3F, Studio City Hotel, Estrada do
Istmo, Cotai, Macao TEL +853-8868-6767
WEB studiocity-macau.com

스카이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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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타워의 61층, 손잡이도 없는 난간을 따라
내달리며 마카오 도심의 황홀한 전망을 감상한다.
안전성이 보장된 프로그램이니 가족과 함께 도전해볼
만한 액티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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