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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그리고 천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중국은 매우 웅숭깊은 나라다. 어떤 말로도 형용이 불가하다. 열대부터 냉대에 이르는 기후대를 

아우르는 드넓은 대지, 수천 년간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결실을 본 문화는 짧은 여행과 단견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상하이(上海)와 산시(山西)성. 사실 연관성을 집어내기 힘든 지역이다. 

하지만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하이는 한 세기 전, 산시성은 천 년 전 

중국의 모습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대륙의 어렴풋한 근대와 고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글·사진 박상현 기자 · 협찬 중국국가여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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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상하이는 작은 고장이었다. 13세기에 현(縣)이 설

치돼 수백 년 동안 소읍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당시에는 

쑤저우와 항저우라는 유서 깊은 도시가 중심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1842년 난

징조약을 체결하면서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상하이

는 광저우, 샤먼 등과 함께 개항됐고, 일부 구역은 미국

과 유럽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조차지가 됐다.

상하이의 성장은 중국의 몰락과 궤를 같이했다. 열강의 

요구는 갈수록 거세졌고, 정국은 혼란스러워 각지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상하이는 근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중국에서 서양의 분위기가 가장 

많이 나고 세련된 곳이 됐다. 1986년 상하이에 관한 책을 

펴낸 로즈 머피는 “상하이라는 도시의 변모는 그대로 근

대 중국 역사의 축소판이다”라고 기록했다.

훙커우(虹口) 공원 부근에 위치한 둬룬루(多倫路)는 일

본의 조계지였다. 이곳은 1930년을 전후해 루쉰, 마오

둔, 러우스 같은 중국 최고의 문호가 모여드는 집결지였

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나 책을 읽고 미래를 논했다. 옛날 

건물이 보존된 둬룬루는 ㄱ자로 휘어져 있다. 한쪽에는 

대로를 따라 서점과 상점이 있고, 모서리를 돌면 기다란 

3층짜리 연립주택이 나타난다. 문인의 동상이 곳곳에 서 

있고, 꽃이 많아 화사하다. 둬룬루에서 유독 높고 눈에 

띄는 건축물은 훙더탕(鴻德堂)이다. 1928년 벽돌과 콘

크리트로 지은 문화재로, 상하이에서 유일하게 전통 양

식이 가미된 기독교 교회다. 화려한 외관과는 반대로 내

부는 소박하게 꾸며져 있다.

Modern 
Shanghai

동서의 문화
항도에서 포개지다

19세기 중반부터 상하이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다. 

외국인이 거주하는 조계지가 생겼고, 신식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거리에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이 활보했다. 그때의 정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뗐다.

둬룬루는 결혼을 앞둔 연인에게 인기 있는 

사진 촬영지다. 주말이면 양복과 치파오를 

차려입은 남녀를 쉽게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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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를 품은 화둥(華東) 지방은 물이 흔하다. 동중국

해와 접해 있고, 거대한 창장(長江)이 바다로 흘러든다. 

창장의 지류도 무수하며, 크고 작은 호수가 점재한다. 

삼각형으로 생긴 상하이만 해도 북쪽으로는 강과 바다

가 만나고, 남쪽은 만(灣)에 면한다. 또 도심은 황푸(黃

浦) 강이 관통한다. 푸둥(浦東)과 푸시(浦西)라는 지명 

또한 황푸 강에서 비롯됐다.

치바오 라오제(七寶老街)는 강가에 건물이 늘어선 수향

(水鄕)이다. 물가에 기단을 세우고 그 위에 2층 와가를 

나란히 지었다. 홍예다리 아래로는 뱃사공이 노을 저어 

나아가는 나무배도 오간다. 한눈에도 고풍스러운 느낌

이 전해지는 마을이다. 치바오는 북송 시대에 최초로 조

성돼 1천 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오늘날

의 건물은 대부분 청대 말기에 재건됐다. 명나라와 청나

라의 가옥 형태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질적

으로 아주 오랜 옛것은 아닌 셈이다.

수향의 수려한 풍경을 바라보려면 상점이 즐비한 좁은 

골목을 지나야 한다. 신발, 목도리, 옷 같은 잡화부터 인

형, 완구, 옥제 등 기념품까지 취급 품목이 다양하다. 하

지만 길손의 발길을 붙잡는 점포는 대부분 먹을거리를 

파는 곳이다. 쾨쾨한 냄새가 나는 처우더우푸(臭豆腐), 

콩소가 든 떡, 회오리감자, 작은 새우를 넣은 빵, 양꼬치

와 닭튀김 등 온갖 주전부리가 시각과 후각을 자극한다.

치바오에서는 거리 전체가 식당이다. 간식을 산 사람들

은 손에 봉지나 포장 용기를 들고 입을 오물거린다. 남

녀노소 누구나 경치를 보며 미식을 즐긴다. 음식 쓰레기

가 수시로 길 위에 투하되지만, 환경미화원들이 부지런

히 빗자루를 놀려 생각보다 지저분하지는 않다.

청대에 시간이 멈춘 
간식 천국

상하이와 교외에는 물가에 자리 잡은 

수향이 많다. 치바오는 도심에서 가까워 

나들이를 겸해 다녀오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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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여유국이 제안하는 특별한 여행 테마가 여럿 있다. 예스러운 빌라에서의 정찬, 여러 주제의 

박물관, 근대 인물의 자취를 좇는 여정, 입맛을 다시게 하는 딤섬 등이다. 그중에는 ‘스쿠먼’(石庫

門)이라는 생경한 단어도 있다. 용어 자체는 틀이 돌로 된 문을 의미하는데, 19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상하이에서 유행한 주택을 통칭한다. 겉모습은 테라스가 있는 유럽의 집을 연상시

키지만, 내부는 중국 남부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띤다. 중국 사상을 근간으로 삼되 서양의 문물을 

수입하자는 중체서용(中體西用)이 구현된 산물이다.

상하이 도심 이곳저곳에 빼곡히 건설된 스쿠먼은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단층이 아닌 2층이나 3층으로 설계해 주거 공간을 확보했다. 택지가 부족한데, 길이 넓을 리 없었

다. 차가 다니지 못할 만큼 비좁은 골목으로 사람이 왕래했다. 상하이에서는 이러한 소도를 ‘룽탕’ 

(弄堂)이라고 불렀다. 지도를 그려보면 룽탕이 워낙 촘촘해 거미줄 같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스쿠먼은 점차 감소했다. 한때는 상하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살았지만, 아파트와 

고급 주택에 밀려 허물어졌다. 그나마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이 징안쓰(靜安寺)와 가까운 쓰밍춘(四

明邨), 런민(人民) 광장 인근의 상시안팡(尙賢坊)이다. 하지만 스쿠먼 밀집 지대 중 몇몇 장소는 명

소로 부상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지역이 프랑스 조계지였던 신톈디(新天地)다. 상하이에서 가장 고

급스럽고 번화한 신톈디에는 스쿠먼 박물관도 있다. 다른 한 곳이 바로 톈쯔팡(田子坊)이다. 

‘촌스럽다’는 고정관념을 

톈쯔팡에서는 버려야 한다. 

중국의 경제 거점인 

상하이에서 가장 

아기자기하고 예쁜 장소다.

벽돌 건물 사이의 
소로(小路)를 
거닐다

Once upon a Time in
Shanghai 

톈쯔팡에는 중국의 근대와 현대가 뒤섞여 있다. 상점에서는 중국 제품임이 확연히 

드러나는 물건을 팔지만, 레스토랑의 주메뉴는 대개 외국 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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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한나절이 주어진다면 톈쯔팡으로 가라

톈쯔팡은 가로수가 무성한 타이캉루(泰康路)에 붙어 있는 스쿠먼 단지

다. 타이캉루는 신톈디의 서남쪽, 프랑스 조계지의 언저리에 있다. 톈쯔

팡은 특이하게도 질서와 무질서가 병존한다. 전반적인 구역 자체는 네모

반듯한데, 내부는 뒤죽박죽이다. 1930년대 스쿠먼이 지어졌을 때의 모

습이 잔존한다.

흔히 상하이 톈쯔팡은 서울 인사동에 비견된다. 전통문화가 적당히 배어 

있는 듯하고, 외국인이 쇼핑을 하기 좋다는 점에서는 흡사하다. 또 경관 

정비를 통해 한결 깨끗해진 관광지라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두 장소

는 엄연히 다르다. 인사동은 큰길을 중심으로 고샅이 뻗어 있는 반면, 톈

쯔팡은 고만고만한 소로가 실핏줄처럼 얽혀 있다. 또 인사동의 건물은 

대부분 고유색을 잃었지만, 톈쯔팡은 스쿠먼 덕분에 한 세기 전의 정취

가 여전히 스며 있다.

같은 스쿠먼 지역이지만, 톈쯔팡은 신톈디와도 차이가 있다. 톈쯔팡은 고

개를 들면 허공에 전깃줄이 마구잡이로 걸려 있고, 미관상 좋지 않은 에

어컨의 실외기도 발코니 옆에 설치돼 있다. 너저분하지만 서민적이고 편

안하다. 그에 비해 많은 자본이 투입된 신톈디는 건물의 뼈대만 남겨진 채 

내부와 거리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그래서 말쑥하지만 정감이 가지는 

않는다. 두 곳의 대비는 입구에 선 순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톈쯔팡을 변화시킨 주인공은 예술가들이었다. 상하이 시정부는 고

건물이 집중돼 있는 톈쯔팡을 재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대안은 예술

과 문화의 공간이었다. 1999년 저명한 미술가인 천이페이(陳逸飛)

가 스튜디오를 개장했고, 이후 그림과 조각, 공예를 하는 사람이 하

나둘 모였다. 공장이 떠난 자리에 화랑과 작업실이 문을 열자 톈쯔

팡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었다.

톈쯔팡 여행의 핵심은 골목 탐험이다. 처음에는 갈피를 잡지 못해서 

길을 헤매지만, 30분 남짓 돌아다니면 자연스레 지리에 밝아진다. 

무작정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가게를 기웃거리고, 진열된 상품을 흘

끔거리게 된다. 톈쯔팡에는 상하이 여행의 추억을 되새길 기념품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제품 외에 수작

업으로 제작된 앙증맞은 소품을 살 수 있다. 또 풍경화와 추상화, 

모형 장난감인 ‘피규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도자기도 

판매된다.

쇼핑을 한 뒤에는 식도락을 즐기는 것이 좋다. 톈쯔팡에서는 중국 

음식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가격은 다소 비

싸지만, 한 번쯤은 호사를 누려볼 만하다. 특히 스쿠먼을 보수한 식

당의 2층이나 3층에 올라가면 색다른 정경을 내려다볼 수도 있다. 

어지러운 전깃줄 너머로 물품을 정돈하는 상인과 기념사진을 찍는 

여행자가 보인다.

한편 상하이에서 예술의 향기를 더 느끼고 싶다면 모간산루(莫干山

路) 50호로 향하면 된다. 상하이 기차역에서 멀지 않은 이곳은 공장 

지대를 개조한 미술 특구다. 톈쯔팡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갤러리가 

띄엄띄엄 위치한다. 회화와 사진, 디자인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을 무

료로 감상할 수 있다. 

20세기에 지어진 스쿠먼이라는 독특한 건축물과 
21세기 예술가들의 정신이 결합해 톈쯔팡이 
탄생했다. 톈쯔팡은 상하이의 지난 100년이 응축돼 
있는 공간이다. 하루 동안 위위안(豫園), 톈쯔팡, 
푸둥 지구를 순서대로 돌아보면 상하이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

톈쯔팡은 점심 이후에 

방문해야 한다. 아침에는 문을 

열지 않는 가게가 많고, 행인도 

적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면 

식당과 바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 맥주와 와인, 칵테일은 

물론 향신료를 넣고 데운 와인인 

글뤼바인도 마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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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숲 사이에 건설된 

징안쓰(위 사진)는 금빛 

궁전을 떠올리게 한다. 

황푸 강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와이탄 근처의 

라오마터우(오른쪽 

사진)는 떠오르는 밤의 

명소다. 

땅거미가 지면 상하이는 원색의 불빛으로 반짝

이는 별천지가 된다. 고층 건물이 뿜어내는 조

명이 낮보다 빼어난 풍광을 선사한다. 상하이 

야경을 상징하는 장소는 단연 황푸 강변이다. 

홍콩에 버금간다고 칭송되는 진풍경을 목도하

려는 사람으로 밤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

황푸 강의 야경을 만끽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

지다. 패키지여행자나 처음 상하이에 들른 길

손은 보통 배를 탄다. 황푸 강에는 크기가 다양

한 유람선 20여 척이 다닌다. 선상 여행은 1시

간 정도 소요되는데, 일부 배에서는 식사도 제

공된다. 두 번째는 푸둥 지구의 빌딩에 오르는 

것이다. 둥팡밍주(東方明珠)와 진마오 타워(金武大廈), 상하이 세계 금융 센터에는 시내를 굽어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상하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121층짜리 상하이 타워가 올해 개장하면 여

행자의 선택지는 더욱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유람선에 탑승하거나 전망대에 가려면 적어도 100위안은 필요하다. 이러한 비용이 아깝다

면 걸어야 한다. 푸둥의 빈장다다오(濱江大道)에서는 20세기 초반의 서양식 건축물이 줄지어 있

는 와이탄(外灘)이 보이고, 반대로 와이탄에서는 하늘을 향해 치솟은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

다. 푸둥과 와이탄을 오가려면 요금이 단돈 2위안뿐인 여객선을 이용하면 된다.

상하이에는 황푸 강변 외에도 야경이 매혹적인 곳이 적지 않다. 징안쓰와 징안 공원 부근도 밤이 더 

아름답다. 화려한 상점가인 난징시루(南京西路)에 자리한 징안쓰는 3세기에 창건된 고찰이다. 역

사는 장구하지만, 수차례 재건됐고 근자에도 증축 공사가 이뤄져 그리 고고하지는 않다. 그러나 

저녁이면 금빛 탑과 건물에 주홍빛 조명이 밝혀져 묘한 공기를 자아낸다. 전통 건물이지만 절 주변

의 커다란 광고판, 네온사인과 꽤나 잘 어울린다.

과거에 황푸 강의 선착장이었던 와이탄 남쪽의 라오마터우(老碼頭)도 석양이 깔려야 생기가 돈다. 

스쿠먼은 아니지만, 1930년대 이후 세워진 건물이 재활용돼 쓰이고 있다. 일본군 사령부는 부티크 

호텔이 됐고, 창고는 레스토랑과 상점으로 변신했다. 신톈디와 엇비슷하면서도 조용하고 한적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중국에서는 관광지를 등급으로 
구분한다. 정부가 정한 가장 
훌륭한 장소는 ‘5A급 여유 
풍경’이다. 상하이에서는 둥팡밍주, 
야생동물원, 과학기술박물관이 
5A급 여유 풍경이다. 둥팡밍주는 
상하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유명한 랜드마크다. 
로켓을 닮은 첨탑은 밤이 되면 더욱 
도드라진다. 

상하이의 숨은 
야경 명소를 찾아서

Night Tour in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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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약 500㎞ 떨어져 있는 산시성은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의 보고다. 북방에서 대국으로 통하는 

관문이자 해안과 내륙 지방을 잇는 요충지로 오랫동안 영화를 누렸다. 천 년 전에 중화문명이 낳은 찬란하고 

장엄한 유산이 처처에 남아 있다. 

Ancient Shanxi
중국 역사의 수수께끼를 간직한 땅

2

산시성의 성도인 타이위안(太原)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풍경

은 온통 황토빛이었다. 고원에는 골이 무수히 패어 있었고, 물줄기는 거

의 보이지 않았다. 메마르고 푸석푸석한 기운이 대지를 휘감고 있었다. 

드문드문 보이는 작은 가옥마저 없다면 사막으로 착각할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건조한 토지의 한가운데 신기루처럼 높은 건물들이 나타났다.

사실 중국에는 산시성이 두 곳 있다. 산시(山西)성과 산시(陝西)성이다. 

한문을 우리말로 읽으면 ‘산서성’과 ‘섬서성’이지만, 중국어 표기법은 동일

하다. 두 고장은 동서로 맞닿아 있으며, 고도인 시안(西安)이 성도인 산시

(陝西)성이 더 이름난 편이다. 중국에는 각 성마다 약칭이 있는데, 중국어 

발음상으로 산시(山西)성은 ‘진’(晋)이고 산시(陝西)성은 ‘친’(秦)으로 매

우 비슷하다. 두 글자는 각 지역의 역사적 뿌리를 암시한다.

진(晋)나라는 기원전 8세기부터 비롯된 춘추전국시대의 제후국이다. 이

때는 주나라의 영향력이 약해져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이 발호했다. 진나

라는 춘추오패(春秋五覇)의 하나로 일컬어질 만큼 상당한 힘을 과시했

다. 하지만 춘추전국시대는 진(秦)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세우

면서 끝났다. 진나라의 수도는 시안 근처의 셴양(咸陽)이었다. 이후 시안

은 수많은 왕조의 본거지로 명성을 떨쳤다.

산시(山西)성은 역사의 중앙 무대에서 한 걸음 비켜서 있었지만, 많은 사

람이 거주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 근거가 오늘날 중국 정부가 귀중

한 문화유산을 뽑아 공표하는 ‘전국 중점문물 보호단위’다. 산시성에는 

전국 중점문물 보호단위가 452개로 31개 성·시·자치구 중 가장 많다. 

그에 반해 산시(陝西)성은 절반 수준인 243개에 불과하다. 또 송나라 이

전에 지어진 목조건축물 중 약 70%가 산시(山西)성에 자리한다. 중국 

문화의 속살을 들여다보려면 산시(山西)성으로 가야 하는 이유다. 거칠

고 황량해 보이는 땅에 수많은 보물이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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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높이 50m 위에 매달려 있는 쉬안쿵쓰는 약 

1천500년 전에 완공됐다. 2010년 타임지가 정한 

‘위험하고 마법 같은 건축물’에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그리스 메테오라 수도원과 함께 뽑혔다.

윈강 석굴의 일부 불감은 사방에 

불상이 양각으로 드러나 있다. 

크고 작은 불상의 향연이 

신비롭다. 담요는 16호굴부터 

20호굴까지 조성했다고 하는데, 

현재 20호굴은 보수 공사 

중이다. 위 큰 사진은 

7호굴이다. 

대륙의 경계에 꽃핀 
불교 예술

서쪽에서 전래된 불교는 북위에서 융성했다. 초기에는 도교를 숭상하고 사찰

과 승려를 탄압했으나, 점차 불교를 신봉했다. 북위 사람들은 독실한 불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했다. 그중 하나가 동굴을 판 뒤 부처상을 조각한 ‘석굴’

이었다. 중국 4대 석굴로 불리는 다퉁의 윈강(雲崗) 석굴과 뤄양(洛陽)의 룽먼 

(龍門) 석굴이 북위의 작품이었다. 뤄양은 494년부터 북위의 수도였다.

5세기 중반 북위의 종교 장관이었던 담요(曇曜)가 건의해 제작된 윈강 석굴은 

형태와 크기가 다채로운 불상의 전시장이다. 1㎞ 길이의 절벽을 따라 석굴 

252개, 불감(佛龕) 1천100여 개에 5만 개 이상의 부처가 조각돼 있다. 가장 큰 

불상은 높이가 17m에 이르고, 작은 석상은 2㎝에 불과하다. 윈강 석굴의 주

요 동굴은 1호굴부터 53호굴까지 번호로 지칭하는데, 관람객은 5~20호굴만 

둘러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청나라 때 세워진 누대를 통과해야 하는 5호굴과 6

호굴이 특히 아름답고 화려하다. 비록 많은 부분이 풍화되고 훼손됐지만, 압도

적인 규모와 미감에 탄성이 터진다.

다퉁 남부에 있는 쉬안쿵쓰(懸空寺)도 북위가 만든 걸작이다. 쉬안쿵쓰는 중

국의 5대 명산을 뜻하는 오악(五岳) 중 하나인 헝산(恒山)에 들어선 고찰이다. 

명칭처럼 ‘하늘에 걸려 있는 절’로, 수많은 나무 기둥을 박아 낭떠러지에 건물을 

지었다. 아래서 올려다보면 ‘장관’(壯觀)이라는 글자가 쓰인 바위 위에 돋을새

김처럼 위태롭게 붙어 있다. 좁은 계단과 복도를 오가며 경내를 둘러볼 수 있는

데, 전각의 꼭대기에 오르면 시선을 아래로 두기가 쉽지 않다. 절묘한 위치와 

기이한 모양새가 조화를 이룬 절경이다. 

타이위안에서 약 350㎞ 거리에 있는 다퉁(大同)은 산시성의 북단에 위치한 제

2의 도시다. 다퉁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 닿는

다. 다퉁은 지리적으로 ‘북적’(北狄)이라고 불린 오랑캐의 영지에서 지척이었다. 

선비족인 탁발씨는 북위를 건립하고 398년 다퉁을 수도로 삼기도 했다. 북위

는 수나라가 전역을 통일하기 전까지 계속된 남북조시대의 한 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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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퉁과 옌먼관은 접경지대였지만, 타이위안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이 품은 

고도다. 당나라 태종의 고향으로, 당시에는 삼도(三都) 중 하나로 불렸

다. 또 상업과 무역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이며 멋스러운 건축물을 남

긴 진상(晋商) 문화가 태동한 장소도 타이위안이었다.

타이위안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명소는 시내에 있는 진츠(晋祠)다. 주나

라 무왕의 아들로 진(晋)나라의 기초를 닦은 당숙우(唐叔虞)를 기리는 

사당에 끊임없이 건물을 증축해 드넓은 원림이 됐다. 북위부터 청나라에 

이르는 여러 건축양식이 혼재돼 있는 점이 특징으로 산시성에서 조경이 

가장 미려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진츠에서 주목해야 할 건물은 안쪽에 자리한 성무뎬( 母殿)이다. 송대에 

당숙우의 어머니인 읍강(邑姜)을 모시기 위해 지었는데, 세밀한 목조각이 

돋보인다. 전각 내부에는 많은 현판이 걸려 있고, ‘송소시녀’(宋塑侍女)라

고 칭해지는 시녀상 40여 개가 있다. 

중국 왕조의 과업이었던 장성(長城)은 화베이(華北) 지방을 동서로 가른다. 석벽이 내륙 깊숙한 곳의 간쑤 

(甘肅)성 자위관(嘉 關)에서 보하이(渤海) 만까지 이어진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쌓기 시작해 명대에 이르러 

완성된 장성은 유목 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군사적 저지선이 아니라 중국 

문명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징표로 인식된다.

다퉁과 타이위안의 중간쯤에 자리한 신저우( 州)에는 장성의 중요한 관문인 옌먼관(雁門關)이 있다. 춘추

시대에 축성됐다가 원나라 때 없어졌으나 14세기 후반 명이 다시 건설했다. ‘옌먼’이라는 지명은 기러기의 날

갯짓을 닮은 산세 혹은 문을 연상시키는 지형에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옌먼관 기행은 방문자 센터에서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밍웨러우(明月樓)가 출발점이다. 주민이 살아가는 

한적한 마을을 지나 비탈진 길을 나아가면 능선 위에 축조된 성이 시야에 들어온다. 정상부에 서 있는 탑인 

옌타(雁塔)가 최고의 조망대인데, 이곳까지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한다. 숨이 차오를 만큼 힘겹지만, 탑에 

닿으면 시원스런 풍광에 고통이 사라진다. 산등성이를 따라 굽이치는 듯한 장성의 모습이 경이로 다가온다.

장성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산시성에서도 만날 수 있다. 옌먼관의 탑과 비림(碑林) 아래로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성이 보인다. 옌먼관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장성은 
물결처럼 굽이쳐 
흐르네

진츠의 별칭은 ‘작은 강남’이다. 

정원 문화가 발달한 강남에 빗댄 

말이다. 송나라 때 성무뎬이 

신축되면서 당숙우의 모친인 

읍강을 중심으로 하는 사당이 

됐다. 성무뎬은 정면 7칸 건물로 

반룡(蟠龍)이 기둥을 감싸고 

있다. 반룡은 아직 승천하지 

못한 용을 의미한다. 

                Historical Relics in              Shan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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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오리(步高里)

톈쯔팡이나 신톈디처럼 스쿠먼 건물이 

모여 있다. 1930년대 지어진 벽돌 

건물 70여 채가 작은 동네를 이루고 

있다. 높이 8.5m의 중국식 대문에 

‘193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다. 중국의 

문호인 바진(巴金)이 이곳에서 며칠간 

머물렀다고 전하며, 상하이 소시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지하철 9호선 

자산루(嘉善路) 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간 뒤 산시난루(陝西南路)를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닿는다. 

잉(應)현 목탑

다퉁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이면 다다르는 숴저우(朔州) 시 잉현에 

있는 목탑으로 정식 명칭은 ‘푸궁쓰(佛宮寺) 석가탑’이다. 1056년 

세워졌으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목탑으로 꼽힌다. 탑의 높이는 

67.3m이며 기단부의 지름은 30.2m이다. 못을 쓰지 않고 나무를 끼워 

맞춰 건설했다고 전한다. 겉에서 보면 5층이지만, 내부는 9층으로 이뤄져 

있다. 예전에는 상층부로 올라가 시내를 굽어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1층 

내부만 관람이 허용된다.

INFORMATION

상하이와 산시성에서 여행하기

대도시인 상하이에서는 지하철이 가장 편리하다. 

14개 노선이 있으며, 대부분의 명소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둬룬루는 

3호선 둥바오싱루(東寶興路) 역, 톈쯔팡은 9호선 

다푸차오(打浦橋) 역에서 내리면 된다. 다만 탑승할 

때마다 큰 짐은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임은 

3~9위안이다. 주요 명소를 순환하는 시티투어 버스도 

있다. 노선은 모두 5개다. 가까운 거리는 택시를 타는 

것도 괜찮다. 20~50위안이면 웬만한 곳을 갈 수 있다. 

반면 산시성에서는 개별적으로 둘러보기가 쉽지 않다. 

패키지여행에 동참하거나 현지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타이위안에서 다퉁까지는 버스가 다닌다.

상하이와 산시성 이동하기

동방항공이 상하이와 타이위안을 잇는 노선을 운항한다. 매일 푸둥 공항에서 1편, 훙차오 

공항에서 3편이 뜬다. 동방항공 웹사이트에서 이코노미 클래스 평일 편도 항공권을 최저 

240위안에 살 수 있다. 베이징을 경유한다면 고속철도를 타고 두 지역을 오갈 수도 있다.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는 약 5시간 30분, 베이징에서 타이위안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린다. 

스자좡에서 타이위안까지는 1시간 40분이면 닿는다. 다만 상하이에서 오는 기차는 

베이징난(南) 역, 타이위안으로 떠나는 열차는 베이징시(西) 역을 이용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운임은 2등석을 이용하더라도 항공편보다 다소 비싸다. 

기본 정보

들러볼 만한 곳

상하이와 산시성의 음식

추천 호텔

항구도시인 상하이는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다. 특히 가을이 

제철인 게 요리의 인기가 높다. 상하이는 식당이 워낙 많아 

주머니 사정에 맞춰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산시성은 

면(麵)의 본고장이다. 밀가루 반죽을 칼로 얇게 저며 끓이는 

다오샤오 (刀削麵)이 산시성 음식으로, 약 280종의 

면요리가 있다고 전한다. 산시성은 식초와 대추도 명성이 

높다. 각종 음식을 식초에 찍어 먹는다.

징안 공원

징안쓰 인근에 위치한 녹지로 도심 속의 넓은 휴식처다. 

아침과 저녁에 운동과 산책을 즐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공원 안에는 바칭위안(八淸園)이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정원도 있다. 연못가에 나무가 무성하고, 정자와 

가산(假山)이 어우러져 있는 풍경이 인상적이다. 한가로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이 많다. 바칭위안은 

3위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하다.

리화(麗華) 그랜드 호텔

타이위안에 있는 오성급 호텔로 펀허(汾河) 강과 신도시가 

보인다. 최대 1천200㎡ 넓이의 연회장 16개가 있고, 

산시성을 비롯해 중국 각지의 음식을 내는 레스토랑이 

있다. 또 실내 수영장과 온천도 갖춰져 있다. 객실은 널찍한 

편이며, 내부에는 평면 TV와 욕조, 금고 등이 있다. 타이위안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다. www.lihuagrandhotel.com

윈강 지엔궈(建國) 호텔

28층 건물에 객실 516개가 있는 다퉁의 오성급 호텔이다. 

객실의 평균 넓이는 70㎡이며, 팩스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레스토랑은 모두 3개가 있다. 로비 

라운지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뷔페로 제공한다.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마사지 숍, 노래방 등의 편의시설도 있다.  

www.yunganghotel.com

          여행 정보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02-773-0393, 

www.visitchina.or.kr)에서 다양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성(省)은 미국의 주처럼 소국이나 다름없다. 

면적과 인구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성도 있다. 상하이는 면적이 서울의 10배가 넘는 

6천341㎢이며, 한국의 절반인 2천415만 명이 

살아간다. 산시성은 넓이가 남한의 1.5배이고, 

인구는 3천571만 명이다. 

          가는 법

상하이와 한국을 연결하는 항공편은 매우 많다.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무안, 양양 공항과 상하이 사이에 항로가 

개설돼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남방항공, 상하이항공, 

춘추항공이 인천에서 상하이 푸둥 공항까지 비행기를 띄운다. 

김포에서는 상하이 도심과 가까운 훙차오(虹橋) 공항으로 

갈 수 있다. 산시성은 간혹 전세기가 운항되지만, 정기 

직항편은 아직 없다. 보통 베이징이나 허베이(河北)성 성도인 

스자좡(石家莊)을 통해 이동한다. 타이위안에서의 거리는 

스자좡이 더 가깝다. 제주항공과 춘추항공 비행기가 인천과 

스자좡을 오간다. 

          기후, 복장 

상하이와 산시성의 날씨는 차이가 있다. 상하이는 상대적으로 

온난하다. 2월은 평균 최저기온이 3도, 최고기온이 10도다. 

서울의 3월 온도와 비슷하다. 상하이보다 위도가 높고 내륙에 

위치한 타이위안은 최저기온이 영하 7도, 최고기온이 7도다. 

다퉁은 훨씬 춥다. 최저기온이 영하 13도, 최고기온이 2도다. 

따라서 상하이와 산시성을 함께 돌아보려면 3월 이후가 좋다. 

특히 산시성은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크므로 두툼한 외투를 

반드시 챙겨 가야 한다.

          환율, 시차, 전압

위안화를 사용한다. 1월 22일 기준으로 1위안은 175원이다. 

지난해 여름에 162원까지 떨어졌다가 11월에 180원까지 

오른 뒤 다시 소폭 하락했다. 시차는 중국 전역이 1시간 

느리다. 서울이 정오일 때 상하이와 타이위안은 오전 11시다. 

전압은 220V이며, 별도의 플러그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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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원강 석굴

쉬안쿵쓰
잉현 목탑

옌먼관

다퉁

타이위안

핑야오 고성

산시성

상하이

          입국, 비자

중국을 여행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주요 목적이 여행인 

사람은 L비자를 받는다.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진, 신분증 사본, 항공권, 

호텔 예약 문서 등이 있어야 한다.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상 소요되며, 비용은 5만5천 원이다. 중국 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www.visaforchin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최대의 관광 박람회인 중국 국제 관광 교역전(China International Travel Mart, CITM)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상하이에서 개최됐다. ‘아름다운 중국과 만나 관광의 미래를 함께 창조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 박람회에는 

106개 국가와 단체가 참가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열린 전야제에서는 올해 중국 여행의 테마인 ‘아름다운 중국, 실크로드 관광의 해’가 공개됐다. 

중국국가여유국은 영상을 통해 실크로드의 유구한 역사와 경로를 알렸고, 무용과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두장 중국국가여유국 부국장은 이날 “CITM은 중국과 세계 관광의 교류와 합작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 관광 시장을 성장시키고 중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CITM에는 참관인 8만 명이 방문했으며, 계약은 3천600여 건이 성사됐다. 또 한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유럽 

등 해외에서 온 관광업계 관계자는 약 1천200명에 이르렀다. 해외 업체가 설치한 전시 부스는 936개로 이전 박람회에 

비해 24% 증가했다. 중국의 각 성과 시, 자치구는 대형 부스를 만들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벌였다.

CITM은 1998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관광 관련 행사로 평가받는다. 올해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윈난성 쿤밍에서 개최된다.

2015년은 “아름다운 중국, 실크로드 관광의 해”

진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