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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관광의 도시다 거리 곳곳에서 낯선 도시의

모습을 즐기는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만큼 홍콩

에는 관광객들이 꼭 찾아야 하는 필수 코스들이 많다

화려한풍경뒤에숨겨진홍콩의속살도있다 상하로

만나보는 홍콩의 관광지 홍콩을 찾으면 꼭 찾아봐야

하는 유명 관광지와 그들의 삶과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이색 관광지를 만나본다 홍콩을 대표하는

유명관광지에서의유쾌한시간이다

쇼핑과젊음의거리하버시티

홍콩 하면 쇼핑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쇼핑을

하며 도심의 생동감을느끼고싶다면 하버시티가제격

이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홍콩 최대의 번화가이자

쇼핑몰 450여 매장이위치한이곳을홍콩여행의거점

으로 삼아도 좋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마르코 폴로

호텔이 바로하버시티와연결되어 있어휴식과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141516층 투수객들이 이용할

수있는라운지도이곳의매력 길만 건너면 교통체증

을 피해 홍콩섬을 오갈 수 있는 스타페리 선착장도 있

다 하버시티 광장도 발길을 잡는다 광장에는 대형 전

시물들이설치돼관광객들의발길을잡는다 월드컵기

간내로라하는유명축구스타들의조형물이설치돼서

지구촌 축제의 흥을 돋았다 지금은 귀여운 스누피가

광장을지키고있다

홍콩의역사와전경을담은빅토리아피크

빨간피크트램은관광객들이줄을서서기다리는명

물이다 해발 396m 타이핑산의 빅토리아 피크로 이동

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1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배층을위해가파른경사를오르내려야했던홍콩의

식민지역사가담겨있는곳이기도했다 45도의아찔한

경사를달려올라가면빅토리아피크가기다린다 홍콩

섬최고의고도를자랑하는이곳전망대에서는홍콩의

낮과밤의매력을한눈에담을수있다 유료 전망대에

서는 한국말로 홍콩 관광지 곳곳의 설명을 들을 수 있

는안내기계를사용할수있다 볼거리 먹을거리로시

간가는줄모르는곳이기도하다 유명스타 스포츠선

수 정치인을 만날 수 있는 마담투소에도 사람들의 발

길이 이어진다 눈가의 주름 솜털까지 실물과 똑같이

제작된밀랍인형옆에서사진을찍느라분주한시간이

다 한류스타배용준의마중을받으며시작된관광 배

우 여명의자전거에 올라 영화 첨밀밀의 주인공이될

수도 있다 눈이 호강했으니 입이 호강할 시작이다 영

화 포레스트 검프를 주제로 한 레스토랑 부바검프가

유명하다 자리를 잡기 위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찾는 한국 관광객이 많다는 설명 매일 저녁 8시

빅토리아항구에서 18분간계속되는레이저쇼를보면

서황홀한저녁을즐길수있는장소다

바다와산을넘어서만나는빅부다

동양최대의 청동불상이 위치한 포린 사원도 관광객

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청동불상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서감탄사가쏟아진다 이곳으로가는대표적인이동수

단은 옹핑 360 케이블카다 57거리의바다와산을

건너서 가는 길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는 수정 케이블

카를 타면 발 아래로 바다가 지나가고 숲이 흔들린다

감탄사가 쏟아지는 20분여의 시간이다 268개의 계단

을걸어올라가야만날수있는높이 34m  202t에달하

는 동양최대 청동불상 불상의 위엄과 함께 멋진 전망

이어우러진곳이다 홍콩의빌딩숲을벗어나자연속

에서즐기는산책 산사의음식도맛볼수있다케이블

카를타고내려오면쇼핑을즐길수있는시티케이트아

울렛이있다

웃음꽃이피어나는디즈니랜드

동심의 세계로 빠질 시간이다 디즈니랜드 입구로

향하는 길 미키마우스가 분수대에서 서핑을 타면서

사람들을 맞는다 뾰족뾰족 성을 지나면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메인 스트리트 모험

과 스릴이 가득한 어드벤처 랜드 디즈니 동화로 가득

한 판타지 랜드 신비한 투모로 랜드와 홍콩 디즈니랜

드에서만볼수있는 글리즐리걸치까지다양한테마

의즐거움이기다린다 도널드덕을따라 3D영화속에

서 만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고 놀이기구를 타고짜릿

한만화속여행을즐길수있다 다양한캐릭터상품이

가득한 상점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매

일 밤 디즈니랜드의 하늘을 수 놓는 불꽃놀이도 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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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관광에별빛夜景 낮밤이모두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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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여행 꼭가봐야할관광지

쇼핑젊음의거리하버시티

홍콩최대번화가이자쇼핑몰즐비

스타페리타고홍콩섬방문도용이

동양최대청동불상빅부다

57 옹핑 360케이블카 이동

포린사원 가면 산사음식 덤으로

영원한마법의세계디즈니랜드

글리즐리 걸치 등 테마 다양

3D 영화만화 속 주인공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