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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관광	분야	국제기구입

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TPO에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77개	도시	정부와	38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

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

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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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타이중, 어디까지 가봤니?
타이베이, 가오슝과 함께 타이완 3대 도시로 꼽히는 타이중은 예술의 도시다. 원우먀오, 

구족 문화촌, 르위에탄 등 관광지가 있는 시 외곽도 여행하기 좋지만, 녹지가 많은 도심도 

매력적이다. 시가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되어 있고, 곳곳에서 공원과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어 걷거나 자전거로 둘러보기에도 좋다. 에디터 <AB-ROAD>	편집부		사진	<AB-ROAD>	자료실

            타이중 여행 정보

						위치	 	타이완	서부	타이중	분지	중앙에	위치

      면적	 2214	km2

      인구	 	271만	9835명(2014년	기준)

      기후	 	북부	지역은	아열대	기후,	남부	지역은	열대	기후로,	

연평균	북부	22℃,	남부	24℃	정도다.	여름인	5~9

월은	매우	덥고	습기가	많으며	겨울인	12~2월은	연

평균	기온이	15℃	내외로	크게	춥지	않고	온화하다.	

1년	내내	따뜻하지만	9~11월이	여행	적기다.

      개요	 	타이완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타이중’이라는	도시

명은	'타이완의	중부	지역'이라는	뜻으로	이전에는	

‘다툰’이라고	불렀다.	타이완	최대	채소	생산지	중	하

나로,	특히	쌀,	사탕수수,	면화,	담배,	파인애플	등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2010년	12월	25일에	타이중	

현과	합병,	하나의	직할시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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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터우 현의 깊은 산중, 해발 870m에 위치한 

르위에탄(日月潭)은 둘레 24km, 수심 30km에 

면적은 900ha에 이르며 타이완에서 가장 큰 

담수호로 유명하다. 이곳이 르위에탄, 즉 해와 

달의 호수라고 불리는 것은 호수의 북쪽은 해 

같은 모양을, 남쪽은 초승달 모양의 지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르위에탄 주변은 일본의 마을을 연상케 하는 좁은 골목길이 

인상적이다. 호숫가에서는 시간별로 운행하는 유람선을 타고 르위에탄을 한 

바퀴 돌 수도 있으며, 도로 또한 르위에탄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유람선을 탈 여력이 안 된다면 시원한 호수 드라이브를 즐겨보자.

역시 타이완 세 번째 도시라 

그런지, 역사의 크기도 이전 두 

개 역보다 훨씬 크다. 고속철도역은 타이베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 교외에 

위치했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외에 위치한 관광지를 둘러보고 시내에 들어가는 일정을 택한다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Special

구석구석
둘러보는 타이중 하루 코스 투어

01.

타이완의
중앙에 도착

02.

해와 달의 모습을
닮은 호수

르위웨탄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멀리서도 보이는 황금빛과 붉은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사원이 보인다. 이곳이 바로 

‘원우마오(文武廟)’로 타이완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절 중 하나. ‘공자’와 ‘관우’를 

모시는 사당으로 1934년 건축하기 시작해 4년 만인 1938년 완공됐다. 정문은 

3개의 문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가운데 문이 산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마운틴 게이트’라고 불린다. 정문을 지나면 한눈에 들어오는 커다란 사자상은 

약 6m의 철근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사원에 새겨진 용의 발을 자세히 보면 

모두 4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타이완에서는 5개의 발을 가진 용은 

오로지 왕을 위해서만 쓰이고, 4개는 종교적으로, 3개는 일반인에게만 

쓰인다고 한다. 사원의 내부는 외부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다.

규모나 넓이만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롯데월드와 비슷한 듯한 

타이중 최고의 테마파크. 입장료를 내고 한참 들어가면 신나는 놀이기구의 

세상이 펼쳐진다.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기본은 다 갖춰놓았다. 

스카이라인(케이블카)을 타고 올라가 문화촌 위쪽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관람하면 된다. 타이완에 현존하는 아미족(雅美族), 아미족(阿美族), 

태아족(泰雅族), 새하족(賽夏族), 추족(鄒族), 포통족(布農族), 비남족(卑南族), 

노개족(魯凱族), 배만족(排灣族)의 모습과 독특한 문물과 민속 공연을 볼 수 

있다. 또 그들의 특산물과 곳곳에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는 실제 원주민들과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칭밍 1가(精明1街)’라는 말만 듣고는 큰 도로를 

생각했다면 오산. 다룽로(大隆路)와 징청로(精誠路) 

사이에 위치한 약 200m  골목이 바로 타이중에서 가장 

분위기 있다는 곳이다.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야외 

테라스가 쭉 놓인 카페 양옆으로 레스토랑, 패션 숍, 앤티크 

가게 등이 늘어서 있다. 특히 비정기적으로 음악회나 예술문화 공연이 열려 금세 근사한 

장소로 탈바꿈한다.

03.

르위웨탄이 한눈에
보이는 사원

04.

아홉 부족의
생생한 모습
구족 문화촌

05.

개성 만점! 젊음이
넘치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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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ionsMust
s e e
타이완 3대 도시로 꼽히는 만큼 

국립타이완미술관과 둥하이국제거리 등 꽤 큰 

규모의 볼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큰길 사이에 있는 

골목길을 누비다 보면 아기자기한 갤러리와 예술촌 

등도 만날 수 있다.

국립타이완미술관 台灣美術館

타이완	대표	작가들의	전시를	만날	수	있는	

국립미술관으로,	명·청	시대의	고미술부터	

근·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타이완의	미술

사를	엿볼	수	있다.	3층	규모의	미술관	1·2층	

전시실에서는	기획전이,	3층에서는	미술관	

컬렉션을	선보이는	상설전이	마련된다.	입장

료는	없으며	영어로	된	오디오가이드를	무료

로	대여해준다.

주소 No. 2, Section 1, Wuquan W Rd, West District, 

Taichung City 전화 +886-4-2372-3552 운영시간 화

~금요일 09:00~17:00, 토·일요일 09:00~18:00, 월요

일 휴관 홈페이지 www.ntmofa.gov.tw

난툰차이홍쥐엔춘 南屯彩虹眷村

‘황용푸(黃永阜)’라는	할아버지가	재개발에	반대해	

2008년부터	자신의	집과	주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

다.	마을	전체가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채워졌고,	무지개

마을이라	불리며	순식간에	유명해졌다.	결국	재개발	계

획이	무산됐고	마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운이	좋

다면	마을	안쪽	기념품	숍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할아

버지를	만날	수도	있다.

주소 Chunan Rd, Nantun District, Taichung City 전화 +886-

4-2375-3250 운영시간 24시간 개방, 연중무휴 홈페이지 www.

facebook.com/rainbow.village

둥하이국제예술거리 東海國際藝術街

다양한	콘셉트의	개인	공방과	개성	가득한	상점,	독특한	

카페가	늘어선	거리.	유행하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생활

용품,	의류와	액세서리를	구입할	수	있고,	앤티크	스타일

의	상점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낮	12시	이후에	문을	

여는	상점이	많으니	둥하이대학을	둘러본	후	오후	늦게	

방문하는	것이	좋다.

주소 Yishu St, Longjing District, Taichung City 전화 +886-

4-2635-2411 운영시간 12:00~21:00(상점마다 다름) 홈페이지 

tunghai-art.com.tw

국립자연과학박물관 國立自然科學博物館

타이완	최초의	과학박물관.	모두	5개관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관에는	과학·역사·

의학·천문	등에	관한	자료가	있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장으로	이용된다.	제일	인기가	

좋은	것은	움직이는	티라노사우루스	모형.	

박물관	외부의	식물원도	인기	전시관	중	하

나다.	타이완에서	가장	큰	31m	높이의	유

리온실에	75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주소 No. 1, Guanqian Rd,  North District, 

Taichung City 전화 +886-4-2322-6940 운영시

간 09:00~17:00, 월요일 휴관 홈페이지 www.nmns.

edu.tw

20호 창고 Stock 20 20號倉庫

타이중의	젊은	예술가들이	기차	물류창고로	쓰이던	곳을	개조해	예술촌으로	만들었다.	선로가	놓였던	폐목을	재활용해	길을	만들

고,	타이중	기차역과의	사이에	가벽을	세워	벽화를	그려	넣었다.	20호	창고는	미술관과	아트숍이고,	21~26호	창고는	작가들의	공

방과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다.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좁은	골목을	누비며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훔쳐보는	재미가	있다.	단,	작가들

의	작업실은	주말을	제외한	시간에는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으며,	작업실마다	앞에	오픈	시간을	적어뒀다.

주소 No. 6-1, Lane 37, Section 4, Fuxing Rd, East District, Taichung City 전화 +886-4-2220-9972 홈페이지 stock20.boch.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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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타이완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만큼 타이중 시내 곳곳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중국 전통 요리부터 파스타, 햄버거 

등의 간판 서양 요리까지, 입맛 당기는 대로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딩왕마라궈 鼎王麻辣鍋

럭셔리한	분위기의	훠궈	전문점.	뷔

페식과	달리	메뉴를	직접	골라야	한

다.	다양하게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매운탕과	담백한	탕을	반반	주문

한	후	완자	모둠,	채소	모둠,	만두	모둠을	주문하자.	돼지고기	육수에	

절인	배추가	든	맑은	탕에는	돼지고기	삼겹살이,	선지와	두부가	든	탕

에는	양고기와	소고기가	잘	어울린다.	타이완	사람들은	맵지	않은	탕

은	국으로	먹고,	매운탕은	샤브샤브로	해	먹는다.

주소 No. 12, Jingcheng Rd, Xitun District, Taichung City 전화 +886-4-2329-

6828 운영시간 11:00~익일 06:00 홈페이지 www.tripodking.com.tw

키키레스토랑 kiki Restaurant 店鋪營業細節

타이베이와	타이중에	매장이	있는	키키레스토랑은	대만	출신	여배우	서기를	비롯해	대만	연

예인들이	합작해	만든	음식점이다.	주로	매콤한	타이완	음식을	선보인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연두부튀김과	매운	고추와	마늘을	넣어	튀긴	닭고기	고추튀김,	돼지고기에	파와	고

추를	넣고	매콤하게	볶아낸	돼지고기	채소볶음이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다.	양이	많지	않으니	다양한	메뉴를	주문해	

여럿이	나누어	먹는	게	좋다.

주소 No. 128, Section 2, Gongyi Rd, Nantun District, Taichung City 

전화 +886-4-2319-6363 운영시간 11:30~15:00, 17:15~22:00 홈페이

지 kiki1991.com

러우단투스 肉蛋吐司 中西式早餐店

국립자연과학박물관	근처의	줄	서서	먹는	조식	레스토랑.	양념해서	구운	두툼한	돼지고기와	

달걀	프라이가	든	토스트	짜우파이가	대표	메뉴다.	통고기를	사용했는데도	질기지	않아	베어	

먹기	좋다.	계란을	넣은	밀가루부침에	옥수수,	햄,	치즈	등을	넣고	돌돌	말아서	내는	중국	스

타일의	오믈렛도	인기가	좋다.	모든	메뉴는	25~40NTD이며	음료는	10~25NTD다.	테이크

아웃	손님이	많다.

주소 No. 1005, Jianxing Rd, West District, Taichung City 전화 +886-4-23271066 운영시간 화~금요일 

04:30~12:00, 토·일요일 04:30~12:30, 월요일 휴무

스토리카페 Story Cafe

둥하이국제예술거리에	위치한	레스토랑	겸	카페.	북극곰이	세계의	핫스폿을	

여행하는	모습이	담긴	엽서가	카페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크림소스	스파게티

에	구운	오리고기가	더해진	크림	파스타가	대표	메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

드러운	오리구이	맛이	일품이다.	각각의	메뉴는	200~300NTD(뉴타이완달

러)	정도인데,	수프와	음료가	포함된	세트	메뉴는	100NTD가	추가된다.

주소 No. 34, Yishu St, Longjing District, Taichung City 전화 +886-4-2631-8726 운영시간 

11:30~21:00

eAteries
G o u r M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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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으로는 활화산 사쿠라지마가 우뚝 서 있고, 남쪽으로는 해수 모래찜질로 유명한 이부스키와 

신비의 섬 야쿠시마가 있으며, 북쪽 내륙에는 명천(名川)이 흘러 특급 료칸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 

이처럼 가고시마는 곳곳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다. 에디터 이수호	사진	오충근

명당의 또 다른 이름
가고시마

1

            가고시마 여행 정보

						위치	 	일본	규슈	가고시마	현에	위치한	항구도시

      면적	 547km2

      인구	 	60만	6528명(2014년	기준)

      기후	 	온난다우한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18.1℃,	연강수량

은	2560mm다.	5월부터	7월까지	비가	가장	많이	내

리고,	연강수량의	3분의	1이	이	시기에	집중된다.

      개요	 	가고시마	만	서쪽	해안에	위치,	온천이	많고	활화산

인	사쿠라지마	섬이	있다.	경치가	뛰어나	‘동양의	나

폴리’라고	불린다.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던	곳

으로,	지금도	곳곳에서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19세

기	유럽의	기계문명을	받아들여	일본	공업	근대화

의	발상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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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지마가 품은 도시

가고시마는 규슈 최남단에 자리한 도시다. 가고시마라는 지명은 기리시마 시에 자리

한 가고시마 신궁(鹿兒島神宮)에서 유래한다. 가고시마는 14세기경에 시작된 작은 성

곽 마을로 메이지 유신 당시의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짐을 막 풀었다면 미술관 관람으로 가고시마 여행을 시작해보자. 시내 중심에 있는 가

고시마 시립미술관에서는 일본의 근대 서양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구로다이세

키, 도고 세이지, 후지시마 다케지 등 가고시마 출신 작가의 작품이 다수 소장되어 있

고, 피카소·세잔·로댕·보나르 등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느긋하게 작품

을 감상한 뒤, 미술관 뒤쪽의 시로 산자락을 따라 천천히 올라보면 시로야마 공원(城山

公園)을 만날 수 있다. 메이지 유신 당시 최후의 격전지로 유명한 곳. 치열했던 세이난 

전쟁(西南戦争)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현재는 600종이 넘는 아열대식물이 가득한 

전망대로 거듭났다. 이곳 전망대에 서면 가고시마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데, 가까이

엔 가고시마 시가지가 조용히 엎드려 있고, 멀게는 가고시마 만과 사쿠라지마 섬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 건너 보이는 사쿠라지마(櫻島)는 가고시마의 상징이다. ‘벚꽃 

섬’이라는 뜻을 지닌 이곳은 본래 섬이었지만, 1914년 화산 폭발로 인해 바다가 메워져 

오른쪽 육지와 연결되었다. 총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나미다케(南岳)는 

여전히 활동 중인 활화산으로 시내 어디서나 연기를 내뿜는 미나미다케를 볼 수 있다. 

가고시마에서 사쿠라지마까지 24시간 운행하는 페리에 올라보는 것도 좋다. 조용한 

만의 안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마치 평화로운 호수 위를 유람하는 듯해 여행자들에게 

호평 일색인 곳이다. 

남규슈에서 찾은 여유

가고시마 북쪽에 자리한 센간엔(仙巖園)은 전형적인 일본식 정원이다. 에도 시대 막대

한 영향력을 행사한 시마즈(島津) 가문의 별장이 있던 자리다. 본래 이소테이엔(磯庭

園)으로 불렸지만, 정원 뒤에 자리한 절벽의 모양새가 중국의 선암과 닮아 지금의 이름

으로 변경됐다. 15세기부터 약 700년 동안 가고시마 일대를 주름잡았던 시마즈 가문. 

그런 그들의 별장은 호화롭기 짝이 없다. 일본식 조경을 바탕으로 중국과 오키나와의 

양식을 혼합한 5만 m2의 거대한 규모는 서양의 호화 정원과 견주어도 손색없다. 게다

가 사쿠라지마 화산의 그림 같은 풍경이 더해져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근사한 저녁을 원한다면 가고시마의 핵심 지역인 덴몬칸(天文館)으로 향하자. 덴몬칸

은 본래 에도 시대 당시 ‘메이지칸’이라고 불린 학문의 전당 가운데 일부였다. 대로를 

중앙에 두고 양옆으로 전통 술집과 음식점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데, 지붕을 씌운 아케

이드형 거리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가고시마 최고의 음식으로 평가받는 흑돼지 샤

브샤브를 비롯해 규슈 명품 와규, 가고시마 특산 해산물 등을 맛볼 수 있다. 따끈한 고

구마 소주와 함께하는 고기 한 점은 혀끝에서 사르르 녹는다.

ciTY iNSiDe

3 

01,02 가고시마 북쪽의 명품 정원, 센간엔.

03 시로야마 언덕에서 바라본 사쿠라지마 화산.

04 시마즈 가문의 흔적이 가득한 센간엔 내부 모습.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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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전통 료칸의 남다른 품격 가조엔 Gajoen

일본 료칸은 130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 료칸에선 몸에 좋은 온천욕은 물론 

전통문화와 일본 고유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다다미가 깔린 방에서 

가이세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료칸에선 일본 특유의 극진한 대접, 즉 오모테나시(Omotanashi)를 온몸으로 느

낄 수 있는데, 이는 가고시마 북쪽에 자리한 명품 료칸 가조엔(Gajoen)도 마찬

가지다. 세계적인 명품 호텔 체인 를레 앤드 샤토(Relais & Chateaux)에도 가입

했을 정도로 최고급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료칸들은 도심에서 멀

리 떨어진 곳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가조엔은 가고시마 

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자리해 이동이 쉽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넉넉잡

아 두 시간 정도면 가조엔에 도착할 수 있다. 

가조엔의 기본 콘셉트는 ‘일본 전통 온천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다미방의 

장식과 가구부터 외부의 섬세함까지 모두 클래식한 점이 큰 특징이다. 

고택을 그대로 옮겨 리노베이션한 곳답게 초가지붕 아래 좁은 통로마다 오래된 

기풍이 느껴진다. 닭들이 뛰노는 정경은 푸근한 시골집에 초대받은 느낌이다. 

묘켄(妙見) 온천의 아모리카와 계곡 물가에 자리한 가조엔에는 10개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다. 이 중 8개의 객실에 노천온천이 포함되어 있고 공용 온천 또한 

일품이다. 아모리카와 계곡 노천탕과 우타세 라무네유 온천탕은 탁 트인 대자연 

속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어 최고의 시간을 약속한다.  

주소 4230 Makizonocho, Shukukubota, Kirishima, Kagoshima 전화 +81-995-77-2114 

홈페이지 www.gajoe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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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를레 앤드 샤토에 가입한 가조엔의 명품 객실.

3 일품 온천과 함께 스파를 즐길 수 있는 마사지 룸.

4 초가지붕이 인상적인 가조엔 외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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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 속 낭만적인 하룻밤 묘켄 이시하라소 Myoken Ishiharaso

묘켄 온천은 가고시마 현의 대표적인 온천지다. 이곳에 자리한 고품격 료칸을 

살펴보면 가조엔과 묘켄 이시하라소가 유독 눈길을 끈다. 그중 묘켄 이시하라소

는 계곡 바로 옆에 자리한 노천 온천으로 유명하다. 

이곳의 자랑은 단연 온천의 수질이다. 묘켄 이시하라소에선 무려 6개의 원천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몸에 좋은 탄산수소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또 위생 

문제 때문에 원천을 꾸준히 흘려보내는 방식을 사용, 언제나 신선한 물로 온천

욕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의 노천 온천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무쓰미노유(睦実の湯)와 나나미노유 

(七実の湯), 공용온천 아모리덴(天降殿), 남녀혼탕 무쿠노키(椋の木)로 구성되

어 있다. 료칸 투숙객이 많지 않아 늘 쾌적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묘켄 이시하라소는 본관의 15개 객실, 노천탕이 딸린 4개의 이시쿠라 객실을 보

유하고 있다. 객실은 화실, 양실, 화양실의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취향

에 맞게 고를 수 있다. 통유리를 통해 계곡의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양실 타입, 

다다미 스타일과 침대가 공존하는 화양실 타입이 큰 인기다. 3개의 다다미방이 

있는 스페셜 룸은 가족 단위 손님이 묵어가기에 제격이다.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고객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 한 템포 빠른 서비스를 

보여주는데, 확실히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절로 든다.  

주소 4376 Kareigawa, Hayatocho, Kirishima, Kagoshima 전화 +81-995-77-2111 

홈페이지 www.m-ishiharaso.com

1 몸에 좋은 탄산수소염 성분이 가득한 노천 온천.

2 묘켄 이시하라소 앞에 흐르는 묘켄 온천 계곡.

3 현대미가 돋보이는 양실 스타일의 침대룸.

4 통유리를 통해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로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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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가 통합된 창원시가 공업 도시라는 차가운 이미지를 벗고 ‘예술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사람들이 떠난 창동의 빈 점포엔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여 예술촌을 

만들었고, 용호동 가로수길 아래엔 개성 있는 공방들이 들어서 예술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다.

에디터	심민아	사진	김재욱(프리랜서)	취재 협조	창원시청	관광과	www.changwon.go.kr

아트시티, 창원

            창원 여행 정보

						위치	 	대한민국	경상남도	중부	남단에	있는	시

      면적	 743.77km2

      인구	 	109만	3329명(2014년	기준)

      기후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온대기후	지역으로,	계절

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연평균	기온	15℃,	

연평균	강수량은	1395mm,	연간	최소	강수량은	

718mm,	최고	강수량은	2046mm이다.

      개요	 	2010년	7월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	지역	

내	총생산이	21조	7637억	원	규모로	늘어나	거대	

기초자치단체가	되었다.	옛	창원	지역의	창원국가

산업단지,	마산	지역의	마산자유무역지역,	진해	지

역의	진해국가산업단지	등이	자리를	잡아	경상남도	

중부	지역	산업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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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예술촌
골목 여행

옛 마산 원도심권이자 과거 조창이 있던 창동 거리가 2012년 ‘창동예술촌’으로 다시 태어났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형성된 이곳은 문신예술골목, 에꼴드창동골목, 마산예술흔적골목, 3개 

테마로 나뉘어 있다. 과거 빈 점포들에 작가 70명의 아틀리에와 체험 공방, 갤러리 등이 들어섰다.

예술이 꽃피는 노화가의 화실 드 세느

50세	늦은	나이에	붓을	잡은	송창수	화백의	아틀리에.	올해	72세인	송	화백의	제자들도	늦깎

이	미술학도가	태반이다.	53세부터	71세까지	연령층이	다양한데,	너나	할	것	없이	밤늦도록	

이젤	앞에	앉아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다.	미술에	대한	열정만은	젊은이	못지않은	것.	자화상	

등	다양한	인물화를	그려온	송창수	화백에게	초상화를	의뢰하는	이들도	많다.	하루	6시간	이상	꾸준히	그림을	

그린	덕에	2012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그의	작품	‘휴식’이	특선작으로	뽑히기도	했다.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64-2 전화 +82-55-606-5412 운영시간 10:00~18:00 수업료 한 달 10만 원

환경을 생각하는 도예 공방 

토인아트

2층	양옥을	개조해	만든	운치	있는	도예	공방.	27년간	도예

가로	살아온	남치성	작가의	작업실이기도	하다.	제22회	동

아공예대전에서	‘공예상’을	수상한	남치성	작가는	현대	도

예와	전통	도예를	접목,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쳐왔다.	소나무재,	참나무재,	감나무재	등	친환경	흙을	사

용하는	것이	그의	철칙.	생활	

도예,	건축	도자,	인테리어	소

품	등	도자를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여

행자를	위한	일일	체험도	가능

하다.	접시나	머그컵,	핸드페

인팅	등	간단한	도예	체험을	진

행,	완성품을	3주	후에	택배로	

보내준다.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

길 16-23 전화 +82-55-584-0023 

운영시간 11:00~20:00, 월요일 휴

무 가격 일일 체험비 1만~2만 5000원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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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유일의 유리공예 공방 물글라스

2012년	5월,	창동예술촌	설립과	함께	문을	연	정혜경	유리

공예가의	공방.	에꼴드	골목	초입,	학문당	서점	후문에	자

리해	찾기	쉽다.	‘물처럼	맑고	투명한	유리’라는	뜻의	‘물글

라스’에선	다양한	유리공예	체험이	진행된다.	목걸이,	반

지,	브로치	등	내	손으로	디자인한	유리	액세서리부터	글

라스	페인팅,	유리	티스틱	등	간단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유리	전용	물감으로	채색한	‘글라스	페인팅’	작품

은	가마에서	구워	집까지	택배로	보내

준다.	정혜경	작가가	직접	만든	유리	

아트	작품은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창동예술촌 에꼴드 13호 전

화 +82-70-4642-6279 운영시간 11:00~19:00, 월요일 휴무 가격 반지 1만 5000원~2만 원, 목

걸이 3만 원대, 유리 공예 체험 1만 5000원부터(20분~1시간, 6세 이상부터 가능) 블로그 blog.naver.

com/moolglass

문턱 낮춘 예술 공간 

창동갤러리

8년간	비어	있던	건물에	갤

러리가	들어섰다.	창동예술

촌	대표이자	사진가인	라

상호	관장이	이끄는	이곳은	

누구나	와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손때	묻

은	사진기와	각종	촬영	장비	

등	48년	동안	사진을	업으

로	삼아온	라	대표의	열정이	

곳곳에	배어	있다.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

서6길 6-41 전화 +82-70-4644-1886 운영시간 10:00~19: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냅킨 아트 공방 오월이네

그래픽아트를	전공한	박해영	대표의	냅킨	아트	공방.	자그

마한	공방이	아기자기한	장식품들로	발	디딜	틈	없다.	‘데

코파주(Decoupage)’로도	불리는	냅킨	아트는	아직	우

리에게	생소하지만,	유럽	왕실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취미

로	즐겨왔다.	예쁜	냅킨	그림을	찢어	붙이고	채색하는	생활	

공예로	오래된	가구나	유리병,	나무,	돌,	패브릭,	종이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정교한	프린트의	수입	냅킨을	사용,	특별

한	손기술	없이도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계절별로	다양한	종류의	일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16-16 전화 +82-10-6219-

1594 운영시간 13:00~19:00, 월요일 휴무 가격 파우치 손거울 2만 5000

원, 냅킨 아트 체험비 1만 원(30분~1시간) 블로그 blog.naver.com/

haeyoung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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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가로수길이 아니다. 창원의 

예술 특구로 주목받는 ‘가로수길’이 

용호동에 있다. 쭉 뻗은 길을 따라 

메타세쿼이아가 늘어서 있고, 

아기자기한 카페와 공방, 갤러리가 

전국의 문화 산책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FOcUS ON

가로수길의 터줏대감 김태홍갤러리

서양화가	김태홍	교수의	작업실	겸	갤러리.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실적인	그림으로	유명한	김	화백은	1973년	서울에서	창원으로	내

려와	20년	넘게	‘잉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가로수길에	가장	먼저	터를	잡은	작가이자,	창원에	미술협회를	발족시킨	주인공이기도	하

다.	반질반질한	파란색	기와지붕과	붉은	벽돌로	지은	갤러리	옆으로	살림집이	붙어	있어,	간판이	없으면	일반	가정집으로	착각하기	

쉽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정원을	지나	갤러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벽면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유채와	수채화	작품이	빼곡하

게	걸려	있고,	전시장과	연결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그만의	아늑한	아틀리에가	나온다.	갤러리	문이	닫혀	있다면,	김태홍	작가가	작

업	중이라는	뜻.	일주일에	한	번	소그룹	단위(4명)로	미술	수업을	진행한다.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외동 반림로 248번길 33 전화 +82-55-284-4257 홈페이지 kimtaehong.com

소녀 감성의 홈 패브릭 공방 리즈의 방

손바느질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의	홈	패브릭	제작소.	자투리	천을	이어	만든	커튼,	기모	체크로	포인트를	

준	북유럽풍	가랜드,	한	땀	한	땀	이어	붙인	퀼트	쿠션	등	공방이	온통	따스한	감성의	핸드메이드	소품으로	둘러싸여	있다.	침구

나	커튼,	쿠션,	방석에서	가방과	의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홈패션	제품을	취급해	누구라도	사고	싶은	충동에	빠져든다.	영국,	리투

아니아,	미국,	일본	등에서	바잉한	수입	패브릭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	리즈	사장의	센스	넘치는	데커레이션	감각과	광범위한	홈	

패브릭	활용	범위에	매료된	단골이	수두룩하다.	창원	인근까지	이미	입소문이	퍼져	카페나	가정집에서	인테리어	상담을	요청하

기도	한다.	원데이	클래스	강좌도	운영	중인데,	파우치,	인형,	쿠션	등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소품을	만들	수	있다.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2-8 1층 전화 +82-55-286-7249 운영시간 10:00~18:00  

가격 조각보 베개 20만 원, 이불 30만~50만 원대, 원데이 수강료 3만~5만 원 블로그 blog.naver.com/lizssi

가로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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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팅은 겨울이 오는 나라에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일 년 내내 무더운 자카르타에서도, 

눈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마닐라에서도 

최신식 시설을 갖춘 실내 아이스링크에서 마음껏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다. 아시아 6개 도시에서 

찾은 최고의 아이스링크를 소개한다. 에디터	안휘승

꼭	가봐야	할
아이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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뽄독 인다 아이스링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카르타의	뽄독	인다	쇼핑몰에	겨울에만	특별	개장하는	실내	아이스링크.	매년	겨울	시즌에	진행하는	‘윈터	원더랜드’	

행사의	일환으로	자카르타	시민들에게	스케이트는	물론	눈싸움,	눈썰매	등	각종	겨울	스포츠를	만끽할	기회를	제공한다.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일반	아이스링크에	비하면	작은	편이지만,	최고급	스케이트와	초보자를	위한	헬멧,	보

호대	등이	마련되어	있고,	인공	얼음판	대신	진짜	얼음을	사용하는	등	실외	아이스링크	부럽지	않은	스케이트	시설을	자

랑한다.	쇼핑몰	내부에서	있는	편의성과	윈터	원더랜드	행사로	선보이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덕분에	매년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윈터	원더랜드	행사	기간엔	아이스링크	옆에	간이	푸드코트를	오픈,	쇼핑몰

내의	모든	음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엘사’나	‘올라프’	등의	디즈니	캐릭터와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과	눈썰

매를	즐길	수	있는	‘스노	플레이그라운드’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제공된다.	

주소 Pondok Indah Mall, Jl. Metro Pondok Indah, Jakarta 전화 +62-021-750-6750 운영시간 10:00~22:00 입장료 월~금요일 8만 루피아, 토·일

요일 10만 루피아 홈페이지 www.pondokindahmall.co.id

선웨이 피라미드 아이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실내	아이스링크.	스핑크스	모양의	초대형	석상으로	유명한	선웨이	쇼핑몰	내부에	자리하고	있

다.	최대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를	자랑하며,	사방이	탁	트인	오픈	구조로	설계돼	알록달록한	숍들이	만드는	

스펙터클한	뷰를	배경으로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매달	1만	5000여	명이	찾는	쿠알라룸푸르의	인기	명소	중	하나로	

선웨이	테마파크,	선웨이	리조트와	함께	선웨이	쇼핑몰	3대	어트랙션으로	꼽힌다.	겨울엔	유명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참가하는	쇼케이스나	각종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아이스	쇼가	열리기도	하며,	12월에	진행하는	‘스노	페스티

벌’	기간에는	얼음	대신	눈밭을	조성,	눈썰매를	즐길	수도	있다.	스케이트	타는	것도	좋지만,	아이스링크	위층에	마련된	카

페에	편안하게	앉아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주소 3 Jalan PJS 11/15, Selangor 전화 +60-3-7492-6800 운영시간 9:00~20:00 입장료 월~금요일 20링깃, 토·일요일 25링깃 홈페이지 www.

sunwaypyramid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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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펄 아이스링크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최대	규모의	쇼핑몰인	로열	시티에	자리한	최신식	아이스링크.	국제	규격인	61x30m의	링크가	마련되어	있어	피

겨스케이트나	아이스하키	등의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탁월하다.	2층엔	초보자를	위한	강습	공간이	따로	조성되어	있어	

전직	러시아	스케이트	선수들이	진행하는	수준	높은	스케이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피겨스케이

트,	아이스하키	등의	겨울	스포츠도	배울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현재	활동하는	선수들의	경기도	종종	열릴	정도로	관리

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인공	얼음을	사용하는	베트남의	다른	아이스링크와는	달리	10cm	두께의	자연	얼음판

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동	냉방	시설을	도입해	얼음	온도를	빙상장	최적의	온도인	0̊ C로	유지한다.	베트남	최고의	럭셔리	

쇼핑몰에	자리한	만큼	장비	또한	수준급이다.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스케이트	500켤레를	갖췄으며,	물개와	펭

귄	모양을	한	얼음	썰매는	영국	제품을	사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스케이트	경험을	선사한다.

주소 Khu do thi Royal City, Thuong Dinh, Thanh Xuan, Hanoi 전화 +84-4-3974-9999 운영시간 9:30~22:00 입장료 월~금요일 17만 베트남동, 

토·일요일 22만 베트남동 홈페이지 www.vinpearlland.com

SM 스케이팅 필리핀,	마닐라

1993년에	설립한	마닐라의	랜드마크	아이스링크로	올해로	22년째를	맞고	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개수공사와	지속

적인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세계	어느	아이스링크에도	뒤지지	않는	최상의	스케이트	경험을	선사한다.	필리핀	최대	규

모의	쇼핑몰	‘SM	아시아	몰’에	위치,	최대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를	자랑하며,	피겨스케이트와	아이스하키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선수들이나	강습생과	부딪칠	일	없이	마음껏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2층엔	아이스링

크장이	들여다보이는	푸드코트가	자리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이탈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마련되어	있다.	

SM	스케이팅은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아이스하키	경기가	펼쳐지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매년	시즌별로	아이스하키	토너

먼트가	열리곤	하는데,	현지	팀뿐만	아니라	호주,	러시아	등	외국의	하키	팀을	초청해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인

상	깊은	경기를	펼친다.	아이스하키	토너먼트	외에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도	열리며,	겨울	시즌엔	아이스	쇼와	크

리스마스	페스티벌	등의	행사도	진행한다.

주소 Main Mall, Ground Level, Ocean Drive Side, SM Mall of Asia, Pasay City 전화 +63-2-556-0469 운영시간 10:00~22:00 입장료 420필리핀

페소 홈페이지 www.smskatingri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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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 시티 아이스링크 대한민국,	부산

해운대	센텀	시티에	자리한	실내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뿐만	아니라	쇼핑,	식사,	스파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	냉방	시스템과	빙질	관리기	등	최신식	시설을	갖

췄으며,	찜질방과	사우나,	게임	룸	등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아이스링크는	

천장이	유리로	된	테라스	구조로	설계,	낮에는	유리를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	속에서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고,	밤에는	화

려한	조명	속에서	환상적인	야간	스케이트를	만끽할	수	있다.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연령대를	위한	다목적	아

이스링크로	가족	단위의	방문객도	많다.	주말엔	평균	300~400명이	방문할	정도로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인기.	2층

엔	패스트푸드	햄버거부터	다양한	지역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푸드코트와	해운대	해변과	실외	수영장이	한눈에	들어오

는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밖에	미니	콘서트	등이	열리는	문화예술회관,	각종	워크숍이	열리는	강좌실이	마련되어	

있다.	겨울엔	피겨스케이팅	경기나	아이스	쇼	등	겨울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전화 +82-1588-1234 운영시간 10:30~20:00 입장료 어른 1만 2000원, 어린이 9000원 홈페이지 www.

shinsegae.com

파피오 아이스아레나 일본,	후쿠오카

후쿠오카에서	유일하게	국제	규격의	빙상장을	갖춘	문화·체육	복합시설.	국제	기준에	맞춘	최상의	빙질과	400명까지	수

용할	수	있는	큰	규모	덕분에	계절과	관계없이	마음껏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2005년	설립	후	지금까지	주말	평균	

300~400명이	다녀갈	정도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아이스하키와	피겨스케이트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각종	대회나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며	후쿠오카	대표	겨울	스포츠	센터로	자리매

김했다.		특히	매년	겨울에	열리는	주니어	아이스하키	리그는	500석의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는	파피오	아이

스아레나의	‘메인	이벤트’.	13~16세로	구성된	후쿠오카	각	지역의	팀들이	트로피를	놓고	펼치는	열띤	경기를	관람할	수	있

다.	3층	구조의	건물엔	아이스링크	외에도	샤워실과	로커룸,	식당,	매점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용

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과	강당이	자리하고	있다.	

주소 1 Chome-15-30 Chiyo, Hakata-ku, Fukuoka-shi, Fukuoka-ken 전화 +81-092-633-2468 운영시간 10:00~19:00 입장료 어른 1200엔, 어

린이 600엔 홈페이지 www.papi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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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 시, 말레이시아의

떠오르는 관광 명소

다토 자므리 빈 만 Dato’ Zamri Bin Man

이포 시장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말레이시아 페락 주의 주도 이포 시를 

찾는다. 킨타 계곡 중심에 자리한 이포 시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품은 도시 중 하나로 깎아지른 듯한 석회암 

언덕으로 이루어진 킨타 계곡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초록빛 열대림을 자랑하며, 그 밖에도 수백 년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문화유산과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포 시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 

등을 만날 수 있다. 다토 자므리 빈 만 시장에게 이포 시의 미래에 대해 

들어본다. 에디터	안휘승	사진 및 자료 제공	이포	시

이포 시는 페락 주의 주도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쪽

으로 205km, 조지타운에서 남쪽으로 170km 지점에 있는 

킨타 계곡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죠. 킨타 강 하류의 비옥한 

토지에 도시를 조성, 쌀이나 밀 등의 곡물 수확이 풍부하고, 킨타 계곡의 석회암 언덕과 

초록빛 열대림이 도시를 감싸고 있어 도시 어디서나 청정 자연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

니다. 이포 시는 말레이시아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전체 면적은 643km²이며, 총 70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편이고 그 밖에도 말레

이, 힌두, 무슬림 등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선 탐분에 자리한 ‘선웨이 로스트 월

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마야 건축양식

으로 꾸민 대규모 테마파크로 인공 정원

과 워터파크, 각종 놀이기구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고, 4억 년이 넘은 석회암 

계곡에 조성, 공원 어디서나 수려한 고대 자연의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6000만 링깃이 

넘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된 만큼 고급스러운 숙박 시설과 최신식 편의 시설이 마련

되어 있어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포 시 여행 중 잠시 도시

를 벗어나 휴식을 취할 장소로도 손색없습니다. 인공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고, 따뜻한 온천에서 지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놀이공원엔 동물원도 마련되

어 있는데, 사자와 표범 등 어린이들에게 인기인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북쪽으로 5km 지점에 자리한 ‘구눙랭’ 공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시 석회암 

계곡에 자리한 자연 공원으로 수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하 동굴과 석회수 호수, 그리고 계

단처럼 층층으로 이루어진 폭포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호수 건너편에는 작은 피크닉 장

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배로만 접근이 가능, 고립된 자연 속에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한

적한 시간을 보내기 더없이 좋습니다. 

이포 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이포 시를 찾은 여행자들이 가볼 만한 

명소는 어디입니까?

많은 도시가 그렇듯 이포 시 역시 관광산

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만 놓고 보면 관광산업은 아직 이

포 시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진 않죠. 지금의 성장률로 봤을 때 조만간 도시 경제의 중요한 수익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언제 도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관광산업처럼 

이포 시를 찾는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되며, 

관광산업이 도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만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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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락 주정부에서 2017

년에 진행할 예정인 

‘페락 방문의 해 2017’

을 기회 삼아 모든 TPO 

멤버 도시를 이포 시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만큼 이

포 시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방법은 없을 테니까요. TPO가 지금까지 

멤버 도시의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시의 경제성장과 관광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포

럼이라고 할 수 있죠. 도시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TPO가 

꾸준히 맡아주고 있습니다. 

이포 시의 해외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TPO 기구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활동을 

기대하십니까?

이포 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략적

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포 시의 아름다운 

이포 시는 아직 진행 단계에 있는 도시입

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 매

년 발전해가는 관광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죠. 특히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고대의 

자연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려한 풍광을 자랑합니다. 시내에선 다양한 종교와 인종

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다문화적 풍경을 볼 수 있고, 도시 중심부에 자리한 수많은 유

적지에선 수백 년 역사의 말레이시아 전통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말레이 문

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포 시만의 독특한 음식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시내엔 호텔, 게스트

하우스, 쇼핑몰, 슈퍼마켓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어 숙소를 잡기에도 적

합하죠. 이처럼 이포 시엔 어떤 취향의 여행자라도 만족할 만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

리, 그리고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요. 관광객은 물론 비즈니스 여행자라도 이포 시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것입니다.

도시
국내 국제 전체

2014 2015 CHANGE	% 2014 2015 CHANGE	% 2014 2015 CHANGE	%

이포 771,210 875,702 13.55 88,678 86,273 (2.71) 859,887 961,975 11.87

팡코르	섬 168,221 161,403 (4.05) 48,560 32,246 (33.59) 216,781 193,649 (10.67)

타이핑 96,862 125,568 29.64 12,156 12,681 4.32 109,018 138,249 26.81

그	외	도시 218,811 179,717 (17.87) 18,454 22,664 22.81 237,265 202,381 (14.70)

합계 1,255,103 1,342,390 6.95 167,848 153,864 (8.33) 1,422,951 1,496,254 5.15

호텔 게스트 <페락>

관광안내소 국제 여행자 방문 수

2015년 1 ~ 6월

(2014년 1~12월)

전체 국제 여행자 방문 수 3762명

관광안내소 국내 여행자 방문 수

(2014년 1~12월)

전체 국내 여행자 방문 수 6676명 296 288 280
344 324

360 349

252
216

448

361

244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포 시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시를 

개방한 후 바뀐 점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장률 높은 수익 수단이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산

업이 창출해내는 일자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도로 공사부터 호텔업까지, 다양한 업종

의 일자리가 관광산업에 의해 매년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연을 세계 주요 도시에 알리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 자

매도시 및 친구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여행자들이 이포

시의 편의 시설과 주요 명소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광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 밖에 TPO나 WCS를 포함한 국

제관광협회와도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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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영시–중국 자오칭 시
TPO 회원도시 간 관광교류협약 체결

TPO	공동회장도시	중	하나인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관광교류단을	결성해	2015년	10월	18일부터	21까지	3일간	중국	광

둥성	자오칭	시를	방문했다.	양	도시	간	관광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통영시	관광홍보(리플릿	배부	및	홍보영상물	상영	등)와	

통영	굴	시식회를	겸한	‘통영	굴	&	자오칭	란다이	맥주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중국	싼야	시에

서	개최된	제7회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에	참석한	김동진	통영시장과	중국	자오칭	시	대표(채대경	부비

서장-부시장급)가	가진	양자회담에서	제안되어	추진되었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	대표들은	양	도시	간	관광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오칭	시에서	생산되는	대표	브랜드	‘란다이	맥주’와	통영시의	대

표	브랜드	청정수산물	‘굴’을	접목해	축제를	함께	개최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게	되었다.	통영시	관광교류	방문단은	자오칭	시

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자오칭	시를	방문,	Lai	Zehua	자오칭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과	간담회(정상회

담)를	진행했다.	20일	저녁엔	6시부터	자오칭	시	주관으로	시내	연회장에서	3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을	초청,	‘통영	굴	&	자

오칭	란다이맥주	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양	도시	간	관광교류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	도시는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	‘통영	굴	&	자오칭	란다이	맥주	축제’를	연례화하고	민간	관광객	상호	

방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Lai	Zehua	자오칭	시장이	“물이	모여	강을	형성하고	강이	흘러	큰	바다를	이루듯	양	도

시가	큰	뜻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하자	김동진	통영시장은	“이번	관광교류단의	행보는	비록	짧았지만,	향후	

양	도시의	미래	상생을	위한	거대한	족적이	될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관광교류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는	관광,	문화예

술,	교역,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며	이	행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매년	교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2016년엔	통영시

에서	자오칭	시와	란다이	맥주	관계자	등을	초청,	‘통영	굴	&	자오칭	란다이	맥주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동행한	TPO	사무국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	77개	도시와	38개	민간단체	회원들에게	양	시의	협력과	우수	관광교류	사례

를	전파해	TPO의	모든	회원도시	간에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이포  
제27회 TPO 운영위원회 개최

제27회	TPO	운영위원회가	2015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

지	말레이시아	이포	시에서	개최됐다.	TPO운영위원회는	기

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해	매년	두세	

차례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광저우,	싼야(중국),	부산·전

주(한국),	후쿠오카(일본),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이포(말

레이시아),	7개	운영위원도시	대표단이	참가했다.	26일	운

영위원회	본회의에선	주환명	사무총장의	2015년	TPO	활

동보고를	시작으로	상정된	4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신규	회원	가입에	대한	심

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와	울주군이	회원도시로	가

입신청서를	제출,	참가운영위원도시들의	만장일치로	TPO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았다.	두	번째로	2014년	결산	및	사

무국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별다

른	이의	없이	승인했다.	이를	위해	11월	초	호찌민	시의	관계

자들이	TPO사무국을	방문,	회계감사를	했다.	또한	2015년	

예산계획	수정안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과	2015년	기구의	사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였

다.	마지막으로	2016년	2월	말로	예정된	주환명	TPO	사무

총장의	임기가	2016년	6월	신규	사무총장을	선임할	때까지	

연기됐다.	이번	운영위원회의에서	전라북도와	울산시	울주

군이	신규	회원으로	승인되면서	TPO는	10개국	77개	회원

도시,	9개국	38개	민간회원으로	구성,	한결	넓은	관광네트

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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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6-2018 한국방문의 해’ 선포

2015년	11월	6일	대한민국	서울	경복궁	흥례

문	광장에서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선

포식이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

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방문위

원회	위원장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	주한	각

국대사,	관광업계	종사자,	외국인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선포식

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가	있었고,	한

류	스타	이민호와	걸	그룹	에이오에이(AOA)

의	설현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대통령을	비

롯해	홍보대사,	승무원·택시기사·관광경찰	

등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미소	국가	대표들이	

참여해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와	범국

민	친절	캠페인	‘K스마일	캠페인’을	알리는	퍼

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나이지리아,	중국,	폴란드,	호주	등	12개국을	대표하는	K팝	페스티벌	참가	팀의	공

연과	함께	‘한국방문의	해	특집,	열린	음악회’가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국	정부는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선포식을	계기로	‘친절한	대한민국’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사업을	전국적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래	관광객	14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이뤄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TPO STEP 사업, Surabaya CLIP-2016 개최

2016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TPO와	수

라바야	시가	공동으로	Surabaya	CLIP-2016(Indonesian	Culture	&	

Language	Immersion	Program)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TPO	학생여

행교환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사회의	관광	리더가	될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저렴한	비용으로	TPO	회원도시의	언어와	관광자원,	문화를	습

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4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K-CLIP	2014는	TPO	회원도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50여	명의	외국인	학생

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2016년	수라바야에서	세	번째로	개최

되는	이번	행사는	‘Let’s	dive	into	Indonesian	Language	and	culture	

together‘를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바탕으로	전통에서	현대까지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인도네시아어	수업뿐	아니라	전

통	다과·요리	교실,	무용·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	수라바야	시

의	유명	관광지	10여	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	증서	및	기

념품이	증정되며	그룹별	프로젝트	베스트	발표상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행사

의	우승자	3인은	다음	CLIP	행사에	장학생	자격으로	무료	참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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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페낭 국제 할랄 엑스포 & 회담 

장소 Spice 공연장

페낭	주정부의	할랄	페낭에서	개최되는	2016

년	페낭	국제	할랄	엑스포	&	회담은	동남아시아,	

서부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전시	업체들과	무

역	의뢰인들이	모여	여러	종류의	할랄	상품과	할

랄이	아닌	상품을	공유하는	자리다.	좋은	품질의	

할랄과	해외	할랄	소모품,	상품,	그리고	서비스

를	판매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으로	개최됐으

며,	연례의	무역	품평회는	할랄	수출업자와	수입

업자들이	북말레이시아와	IMMT-GT	지역의	상

품과	해외	상품을	실속	있고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전시회와	함께	당일	국제	할랄	토

론회가	개최된다.	할랄	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연

구	결과,	그리고	다양한	이슈와	해결책을	유명한	

전문가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

중국, 항저우 시 |  

2016. 1.19~3.31 

2016 항저우 시 차오산 

매화축제 

장소 항주 차오산 관광벨트

예로부터	‘십리매화향설해

(매화	향기가	십리에	뻗쳐	

향과	꽃이	온통	눈처럼	바

다를	이룬다)’라고	불린	차

오산	매화는	5만여	매화	무

리가	앞다퉈	피어	추위가	다가올	때까지	진한	향을	남긴다.	중국엔	‘초,	진,	

수,	당,	송’,	5대	매화가	있는데,	차오산의	매화는	그중	두	가지,	당매와	송매

에	속한다.	차오산엔	유일하게	6잎으로	이루어진	매화가	있는데,	5잎	매화에	

뒤지지	않는다.	이번	축제엔	타이완	스린(士林)	대만	음식	축제,	가극	관람	등	

12가지	행사가	마련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 

| 2016. 1 

수중 랠리 경주 챔피언십 

장소 PrimRing 스포츠 종합

단지, 아르튜므 블라디보스

토크, 러시아

러시아에서	가장	큰	자동

차	산업도시	블라디보스토크의	PrimRing	스포츠	종합단지에선	매년	수중	

랠리	경주	챔피언십이	개최된다.	프리모르스키	지방에서	모인	레이서	150여	

명이	참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얼음과	눈을	치워	경주	트랙을	가지런

히	정리해놓았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사륜차를	타거나	페인트	볼을	즐길	수

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실내	빙상경기장도	있다.

대만, 타이난 시 | 2015. 12.31~2016. 1.1 

2016 타이난 월년 삼부곡 

장소 타이난 시

타이난은	‘월년	삼부곡’	이벤트를	시작,	첫	부곡

은	2015년	12월	31일	16시	30분부터	17시	40

분까지	타이난	시	베이먼	구	‘징즈자오와판얜티

엔(井仔脚瓦盘盐田)’에서	일몰을	기다리는데	예

상	시각은	오후	5시	24분이다.	월년을	위한	2부

곡은	오후	6시	타이난	고속철도역	앞	광장에서,	

3부곡은	2016년	1월	1일	오전	5시	30분부터	7

시까지	신화	후토우피(虎头埤)	관광구	주오쩐	얼

랴오(左镇二寮)	일출정	옆	광장에서	서광을	맞

이하는데,	일출	시각은	대략	오전	6시	40분이다.	

2015년의	마지막	석양은	타이난	칠고석호(七股

潟湖)	및	가오슝(高雄)	시	기진(旗津)	구에서	질	

예정이며,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석양을	보내기

로	결정한	후	다시	타이난	시(정부)의	새해	전야

에	참가해	새해	카운트다운	후	휴식	없이	밤을	

꼬박	새우고,	다시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일출포

인트인	타이난	주오쩐	얼랴오(左镇二寮)로	가서	

2016년	새해	첫	일출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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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산시 해운대구 |  

2016. 1.9~1.10

북극곰 수영대회

장소 해운대해수욕장

북극해에서도	여유롭게	수영하는	북극곰처럼	한

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바닷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참가자에게는	겨울	바다와

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짜릿한	추억을	안겨주고,	

관광객에겐	겨울	바다의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

한다.	국내외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우리나

라	최고의	겨울철	축제로	상상	이상의	감동을	느

낄	수	있다.

일본, 가고시마 시 | 2016. 1.8~1.31 

천문관 밀리어네이션 

장소 천문관 공원

가고시마	중심지	천문관	공원에서	2016년	처음	

열리는	겨울	축제.	100만	개	전구로	장식하는	일

루미네이션	행사로,	길이	80m의	빛	터널과	빛의	

열차	판타지	트레인,	60만	개의	LED	전구로	만

든	환상적인	우주	광장,	무대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대한민국, 안동시 | 2016. 1.9~1.17

안동 암산얼음축제

장소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암산유원지

2014년까지	남후면	주최로	개최,	3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안동	지역

의	겨울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2015년부터	시	단위	행사로	승격시켜	

주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축제엔	빙어	낚시와	민속놀이	체험,	얼

음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고,	얼음	미끄럼틀,	이글루	등	다양한	얼음	조

형물도	볼	수	있다.	로봇바이크	등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기구와	미니	아

이스	컬링도	운영한다.	

01 Jan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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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 시 | 2016. 2.3

절분제

장소 구시다 신사

일본에선	기후가	바뀌는	시기를	‘절분’이라고	한

다.	후쿠오카	시민들에게	친숙한	곳인	구시다	신

사에서	매년	2월	3일	절분날에	건강과	안전을	기

원하는	절분제가	개최된다.	신사	입구에	걸려	있

는	일본	최대	크기의	오타후쿠	가면을	통과하면	

공덕이	쌓인다고	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액운을	쫓는	콩	뿌리기,	가면을	쓰고	참배하는	오

바케	참배가	진행된다.	제비	뽑기는	물론	노점상

도	마련돼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중국, 쑤저우 시 | 

2016. 2.15~2.23

2016 창랑정 

난초 꽃 전시회

장소 창랑정

창랑정은	1996년

부터	난초	꽃	전시

회를	개최,	1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2015년에는	창랑정에서	다시	한	번	막을	올렸

으며	명도당,	문묘향실,	취영롱,	요화경계에서	200여	개의	다양한	중국	난초

를	전시했다.	전시	관계자는	“명도당	북측에	송,	죽,	매	수묵화	‘배경창’을	조

성,	웅대함을	표현했고,	호랑가시나무,	느릅나무,	해당화	등을	배치해	하나의	

자연	산수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중국, 광저우 시 | 2016. 2.5~2.13

2016 꽃 시장 카니발 공예 갤러리 문화유산 

전시회

장소 텐허 스포츠센터 남쪽 광장

‘광저우는	새해가	밝고,	꽃의	도시는	꽃을	맞이

하네’라는	도시	슬로건을	발전시키고,	톈허	스포

츠	센터에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

해	봄맞이	꽃	시장	카니발을	개최한다.	문화유

산	공예	갤러리에선	광저우	자수	및	감람나무	조

각,	광저우	비단	및	법랑,	칠교	공예	등	대가들의	

장기가	현장에서	펼쳐진다.	시민들은	칠교	공예,	

광둥	전지	등	전통	민간	공예	전시를	통해	공예	

제작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베트남, 하노이 시 | 2016. 2.24~2.26

2016년 VIETSHIP 국제 해양 기술 & 운송, 

조선 전시회

장소 Vietnam National Convention Centre 

(NCC)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Vietship은	조선,	수출,	

해양공학	기술을	공개하는	베트남에서	제일	오

래된	전시회.	2002년	처음	개최,	국내외	해양	공

학과	수로	운송	및	서비스,	해양	장비,	조선	수리,	

조선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다.	14년	동안	7번의	성공적인	개최	후	무역	홍

보와	이상적인	기회	창조,	기술	교환,	투자	유치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베트남 | 2016. 2.6~2.12

TET – 베트남 구정

장소 베트남

TET	페스티벌은	베트남	농

부들이	봄이	왔음을	신에게	

감사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

기에	최적의	휴식	기간이다.	가족이	함께	bánh chưng(콩과	돼지고기를	채
워	넣은	찹쌀	사각	케이크),	canh măng(죽순과	돼지고기	튀김	수프),	xôi 
gấc(오렌지	찹쌀)	등	전통	음식을	나눠	먹곤	한다.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 2016. 2.29

제3회 대구 이월드 별빛축제

장소 대구시 달서구 이월드, 83타워 일대

제3회	이월드	별빛축제의	테마는	10만	송이	LED	

장미.	830만	개의	별빛이	수놓은	대한민국	최고

의	명품	별	테마	축제다.	대구를	대표하는	테마파

크	이월드의	30여	가지의	놀이기구와	경북의	랜

드마크	83타워의	아름다운	전망,	야경을	함께	즐

길	수	있다.	화려한	불꽃	쇼와	83가지	별빛	포토

존	및	각종	체험	거리도	마련된다.	

대한민국, 부산시 해운대구 | 2016. 2. 23

달맞이온천축제

장소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	민속	축제로	정월	대보름	하루	전부

터	많은	시민이	달집	속에	소망지와	액운을	없애는	액지를	달아	5층	규모의	

소나무로	만든	달집을	태우며	묵은	해의	액을	모두	털어버리고	새해	소원을	

빈다.	민속경연대회,	먹거리	장터,	민속	체험장,	길놀이,	월령기원제,	강강술

래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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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마모토 시 | 2016. 2.1~3.31

봄의 구마모토 성 축제

장소 구마모토 성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매년	항례의	무대	이벤트에선	전통	예능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전국에서	춤꾼들이	집합,	구마모

토성을	배경으로	에너지	넘치는	춤을	선보이는	

‘히노쿠니(YOSAKOI)’	축제는	꼭	봐야	할	행사	중	

하나다.	3월엔	복원된	망루	히쓰지	사루야구라

(未申櫓)가	대중에게	공개된다.

중국, 상하이 시 | 2016. 3.9~3.12

중국 가전 박람회

장소 상하이 신국제 엑스포 센터 W1-W5, E1-E2

중국	가정용	전기기구협회의	후원으로	14회에	걸쳐	중국	최대	규모로	열린

다.	올해는	전시회	규모를	확충해	‘중국	가전	박람회’라고	정식	명칭을	변경한	

것.	세계	3대	가전	제품	및	소비자	가전	전시회	중	하나로,	전통	가전,	시청각	

기기,	디지털,	통신,	스마트	홈(가구)	등	소비자	가전과	스마트	응용	상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면적은	9만m2,	2015년	대비	40%	증가돼	7개	전시관

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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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톈진 시 | 2016. 3.9~3.12

제 5회 중국(천진)국제 산업 로봇 전시회

장소 톈진 마이강 전시센터

국제	로봇연합회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공장이	사용하는	로봇	

수량은	여느	나라를	능가할	것으로	보여	최고의	로봇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톈진	국제	로봇전은	중국	최대의	로봇	전시회로,	국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공업	발전과	산업	방향을	선도하며,	저명한	다국적	기업

을	이끌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참가	업체로는	FANUC,	야스카와,	ABB,	Kuka	

robotics(发那科,安川, ABB, 库卡)	등	4대	브랜드로,	지난	몇	년간	최신	제

품을	톈진에서	발표해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 | 2016. 3.4~3.6

자카르타 국제 자바 재즈 축제

장소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JlEXPO)

세계적인	록	아티스트부터	K-팝스타까지	세계	

콘서트	투어에	자카르타는	빠지지	않는다.	자카

르타	국제	자바	재즈	축제는	세계	재즈	축제	중에

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며,	남반구에선	가장	크다.	

매년	3월	초	열리는	재즈	축제로	2005년에	처음	

개최,	125그룹,	1405명의	아티스트가	146편의	

공연을	선보였다.

일본, 미야자키 시 | 3월 하순~4월 상순

제9회 아마가성 개문 벚꽃축제

장소 미야자키 시 아마가성 공원 일대

일본	미야자키	시에선	벚꽃이	만개하는	3월	하순

부터	4월	상순까지	‘아마가성	개문	축제’를	개최

한다.	17세기에	축조된	아마가성이	자리한	아마

가성	공원엔	1200그루의	벚꽃과	5만	그루의	철

쭉이	만개해	장관을	연출한다.	야간엔	각종	조명

을	비롯한	스테이지쇼,	민속행사	등	풍성한	볼거

리를	제공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 | 2016. 3.30~4.2

제13회 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쇼 

케이스(MIHAS)

장소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KLCC]

쿠알라룸푸르에서	매년	2분기에	열리는	무역	박

람회.	말레이시아	정부의	후원으로	개최,	MITI(산

업자원부)와	Matrade(말레이시아	대외	무역	개

발	회사)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MIHAS는	

할랄에	초점을	둔	해외	무역	박람회로,	2015년엔	

21개국,	528명이	참가,	2만	3107명의	할랄	무역	

방문객이	다녀갔다.	할랄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

래되며,	제약	및	약초	제품,	화장품,	이슬람	의료	

서비스,	이슬람	관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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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O Members  
77 city members, 38 industry members

JapaN
Fukuoka
Kagoshima
Kitakyushu
Kumamoto
Miyazaki 
Osaka
Shimonoseki
Takeo

KOrea
Andong
Busan
Busan Haeundae-gu
Busan Jung-gu
Buyeo-gun
Changwon
Chuncheon
Daegu
Daejeon
Donghae
Gangneung
Geoje
Gimhae
Goyang 

Gunsan
Gwangju
Gyeongju
Hadong-gun
Iksan
Incheon
Jeonju
Namhae-gun
Pohang
Sokcho
Tongyeong
Ulsan
Yeongju
Jellabuk-do
Ulju-gun

chiNeSe Taipei
Kaohsiung
Taichung
Tainan

philippiNeS
Manila

ThailaND
Bangkok

MalaYSia
Georgetown
Ipoh
Kota Bharu
Kota Kinabalu
Kuala lumpur
Melaka
Taiping

iNDONeSia
Jakarta
Surabaya
Yogyakarta

vieTNaM
Danang
Hai Phong
Hanoi
Ho Chi Minh

rUSSia
Vladivostok
Irkutsk

ciTY MeMberS

chiNa Guangzhou Garden Hotel
 Guangzhou Star Cruises Co., Ltd.
 GZ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Ltd.
 Shandong Channe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China Travel international (Xinjiang) Ltd.
 China Comfort X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Dalian Gul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ITS Guangdong
 China Travel Internantional Sanya Co., Ltd.

JapaN Kagoshim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Fukuok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JTB Corp. Fukuoka Office

KOrea BEXCO
 Busan Tourism Association
 Arum Travel Service Co., Ltd.
 Cheongsong Travel Service Co., Ltd.
 Road ABC Media Co., Ltd.
 TourJapan Co., Ltd.
 Intravel Ltd. 
 Haeundae Centum Hotel
 Daegu Tourism Association
 Lee Convention
 Busan Tourism High School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Solar Travel Agency
 BS FunTour
 Benikea Jeonju Hansung Tourist Hotel
 Sky Tour
 JB Tour 
 PANWORLD Dream
 Tour Fun Co., Ltd.

MalaYSia       Taiping Tourist Association

MONgOlia     Ancient Nomads Tour Agency

rUSSia          Gavan Tour-center Co. Ltd

U.S.a          MCM Group Holdings Ltd.

vieTNaM          Haiphong Vanhoa One Member Limited Corporation
          Haiphong Vocational College of Tourism

KOrea          TourFun Co.,Ltd.

iNDia          Abroader Consultancy India Pvt. Ltd.

Urumqi
Weihai
Yantai
Zhangjiajie
Zhaoqing
Zhengzhou

chiNa
Chengdu
Qingyuan
Dalian
Foshan
Guangzou
Hangzhou
Qingdao
Sanya
Shanghai
Shaoguan
Shenyang
Suzhou
Tianjin

iNDUSTr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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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O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PO Secretariat, No.7 Jonghabundongjang-ro, Yeonje-gu, Busan 47500, Korea
TEL. +82-51-502-2984~7   FAX. +82-51-502-1968
E-mail. secretariat @ aptpo.org
Web Site. http: www.aptp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