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ㅇ 화폐 단위
- 화폐단위: 인민폐(人民); 런민비(RMB); 위안(元)
- (지폐) 1角, 2角, 5角, 1元, 5元, 10元, 20元, 50元, 100元
- (동전) 1角, 5角, 1元
ㆍ1元(위안) = 10角(지아오)
ㆍ회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칭이 주로 사용된다.
- 1(콰이) = 1元(위안), 1毛(마오) = 1角(지아오)

환전방법
달러와 인민폐 간 환전은 은행에서 가능하다. 단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원화와 인민폐 간 환전이 쉽지 않으므로 출국 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은 위조지폐가 상당히 많으므로 암거래상을 통한 환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ㅇ 환전장소
- 중국은행 ATM기에 한국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넣고 뽑으면 중국 화폐로 인출된다. (단, 인출 수수료를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ㅇ 중국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는 UnionPay이며, 해외 VISA와 MASTER 카드는 장소에 따라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
요하다.
ㅇ 해외발행 UnionPay 카드 또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당량의 현금 보유는 필수이다.

나. 교통

교통상황
ㅇ http://lukuang.911cha.com/beijing.html 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시간 교통 상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의 교통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교통 체증은 세 가지 색(빨강, 노랑, 초록)으로 나타난다.

ㅇ 빨강의 경우는 매우 막힘, 노랑의 경우는 천천히 이동 가능, 초록의 경우는 막히지 않음을 의미한다.

ㅇ 가장 막히는 시간대는 한국과 동일하다. 출근 시간대와 퇴근시간대인 아침 8~10시, 저녁 5~7시가 가장 막히기에 이 시간대에는 지
하철 이용을 추천한다.

ㅇ 바이두지도(百度地) 혹은 가오더지도(高德地) 어플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택시 요금, 목적지까지의 거리, 콜택시 연결까
지 한번에 확인 가능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알 수 있다.

버스
ㅇ 이용요금 및 정거장 검색
- https://www.8684.cn/ 사이트에서 다양한 대중교통의 시간표와 정거장, 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10km당 2위안, 5킬로미터 마다 1위안씩 증가

ㅇ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 현금, 카드, 핸드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핸드폰 앱, 카드는 승차 시 찍고 하차 시 또 찍으면 50% 할인된다.
- 카드는 교통카드의 일종인 이카통(一通)사용 가능하다. 이카통(一通)은 카드 버전/ 핸드폰 버전이 있다. 카드는 현금을 충전해야 한다
는 불편함이 있고 핸드폰은 4G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버전 모두 보증금 20위안을 내야 하고 반납 시 20위안을 다시 돌려준다. 발
급방법은 이카통(一通) 카드 판매기계 이용 혹은 지하철표 판매처(사람에게 구매)에 가서 문의하면 된다.
- 이퉁싱(通行), 베이징 버스(北京公交)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첫 화면에서 궁쟈오마(公交)를 클릭해 안내에
따라 실명 인증을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리 충전할 필요 없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택시
ㅇ 이용요금
- http://taxi.ditu6.com/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시명, 출발지, 도착지를 작성하면 거리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 베이징 지역의 경우 기본요금은 3km 이내 13위안, 1km당 2.3위안씩 증가한다.

ㅇ 이용시간
-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야간 할증요금이 붙는다. 위 사이트의 야간가(夜价) 부분에서 네(是) 보기를 누르면 야간 할증요금을
알 수 있다.

ㅇ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포함
- 디디택시(滴滴打)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같은 개념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 핀처(): 남들과 합승할 수 있는 택시(요금이 싸다)
- 차 종류, 차 번호, 기사 정보 등을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 내가 가는 경로를 위챗을 통해 친구에게 발송 가능, 위험한 경우 비상연락망 및 경찰서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 핸드폰 앱이 아니여도 위챗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디디 택시 사이트(https://www.didiglobal.com/ )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전거
- 주요 공용 자전거: MOBIKE/Hello Bike/ MEITUAN/DIDI
-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전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에 붙여져 있는 QR코드를 스캔 후 이용 가능하다.
- 보통 30분에 1.5위안이며 전동자전거 경우 30분에 2위안이다. 월 이용권 구매 시 할인이 가능하다. DIDI 자전거 경우 30일 이용권
구매시 13위안, 7일 이용권 구매 시 3.5위안 쿠폰을 구매하여 사용 가능하다.

지하철
ㅇ 이용요금
- 이퉁싱(通行) 앱을 통해 베이징 지하철 노선도와 시간표 등 정보가 확인 가능하다.
- 기본요금은 3위안이며, 구간별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6km이내 3위안, 6km~12km 4위안, 12km~22km 5위안, 22km~32km
6위안, 32km이상 부분은 매 20km씩 1위안 추가요금 발생한다.
ㅇ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포함

- 카드, 핸드폰 앱을 통해 결제 가능하며 그 방법은 버스 이용방법과 동일하다.
- 1회용 카드는 지하철 판매소 및 자동판매소에서 구매 가능하다.

다. 통신

핸드폰
ㅇ 핸드폰 유심칩
- 중국에 장기간 거류 시 로밍보다는 중국 내에서 현지 유심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지 유심 개통 시 중국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고,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고 문자 및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 유심칩은 공항에서 사는 것을 추천한다. 여권 정보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작성하면 직원은 얼마나 머무를 것인지, 문자와 데이터는 얼
마나 쓸 것인지 등등을 물은 뒤 다양한 상품을 추천해줄 것이다.
- 여행자의 경우 데이터 무제한이 가능한 유심칩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 유심칩을 발급받은 후 핸드폰에 넣으면 통신사가 중국의 통신사로 바뀌며 바로 이용 가능하다.

ㅇ 중국 3대 통신사
- 차이나모바일(中移): 4G 기술을 가장 먼저 시행한 통신사이며, 2021년 4월말까지 5G 요금 누적 가입자가 2억명 돌파했다. (문의 전
화번호: 10086)
- 차이나유니콤(中通):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회사이며 2021년 4월말까지 5G 요금 누적 가입자가 9856만 5천명이다. (문의 전
화번호: 10010)
- 차이나텔레콤(中信):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유기업으로 인터넷 기술은 잘 되어있지만 통신기술이 조금 떨어진다. 2021년 4월말까지
5G 요금 누적 가입자가 1억 명 돌파했다. (문의 전화번호: 10000)

인터넷(와이파이)
집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과 Wi-fi 공유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회선 개통 공사가
되어있어 공유기를 꽂으면 사용할 수 있다.

Wi-fi 공유기를 중국에서 구매할 경우 비용은 200위안에서 300위안 정도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공유기가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으니 중
국 내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국은 해외 SNS를 국가에서 막아놓은 경우가 많고 국내 대표 온라인 사이트의 블로그 역시 VPN 없이는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자료 검
색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중국에 오기 전 VPN을 설치해서 오는 것을 추천한다.

라. 관광명소

ㅇ 만리장성(The great wall)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베이징
北京市延G6京藏高速58出口
주중 07:30~17:30
주말 07:30~17:30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없음
세계 최대의 성벽, 길이 단위로 1만 2,000화리(華裏)(6,000km)에 달한다 하여 만리장성이라 불렸다.
춘추전국시대 열국들이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구축했던 것을 진시황이 천하 통일 후 서로
연결하여 완성했다.
케이블카 이용이 가능하다.

ㅇ 798예술구 (798 art zone)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베이징
北京市朝酒仙校路4大山子
주중 09:00~17:00
주말 09:00~17:00
각 미술관 사정에 따라 휴뮤일이 변경된다.
중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예술특화지구이다.
일련번호가 798인 전자제품공장 폐허에 2000년대 초반부터 예술가들이 모여들며 예술공간을 조성했다.
2005년 중국 정부가 철거를 발표했다가 이듬해 다시 정책을 변경해 문화혁신산업특구로 공식 지정했다.
현재 예술구에는 400여 개 화랑, 갤러리, 독특한 인테리어의 카페, 아트샵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베이징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이트: http://www.798art.org （해외전용 url）

ㅇ 고북수진(Beijing W Town)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密云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고북수진은 베이징 밀운현, 중국 청년여행 주식회사와 우전 관광개발회사가 공동으로 투자 건설한 관광지
이다.
고북수진은 중국 강남의 대표적인 물의 고장 우전의 모습과 중국 화북지역의 건축스타일을 융합한 관광지
로 베이징 산간지대 마을을 기초로 건설되었다.

비고

베이징 외곽이라 패키지 투어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ㅇ 고궁(The imperial palace )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景山前街4

운영시간

주중 08:30~17:00
주말 08:30~17:00

명소소개

남북 960m, 동서 750m의 왕조 유적, 1420년 건축, 700개 건축물과 9,000여 개 방이 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溥儀)까지 명·청대 황제 24명 거주지이기도 하다.

비고

사이트: http://www.dpm.org.cn
연락처: +86 10 6513 1892

ㅇ 천안문 광장(Tian an men square)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城天安

운영시간

주중 08:30~16:30
주말 08:30~16:30

명소소개

높이 33.7m의 장대한 성문으로 명대 1417년에 건축되었다. (당시는 승천문(承天門)으로 불리웠다)
청나라 때 전화로 소실된 후 1651년 재건되어 개명되었다.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성루에서 신(新)중국 건국 선언을 했다.

비고

연락처: +86 10 6524 3322

ㅇ 이화원 (Summer Palace)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海淀新建路19

운영시간

4~10월 06:30~18:00
11~3월 07:00~17:00

명소소개

서태후의 여름 궁전이라고도 불리운다.
원래 금조(金朝)의 행궁이 있던 자리에 1764년 청()의 건륭제가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대규모 별궁을 완공
하고 ‘청의원(칭이위안:淸)’이라 칭했는데 이것이 이화원의 전신이다.
‘이화원(이허위안:和)’이라는 이름은 2차 아편전쟁으로 파괴된 궁을 1888년에 서태후가 재건하면서 붙여졌
다.

ㅇ 난뤄구샹(South Luogu Lane)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 城南鼓巷胡同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대표적 후퉁（골목）의 하나인 난뤄구샹은 베이징에서 가장 오래된 800년의 역사를 가진 후퉁으로 원대
(元代)의 도성과 동시기에 지어졌다.
난뤄구샹의 양쪽으로 다수의 후퉁이 물고기 뼈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원대 도시 설계의 특징
이다.

ㅇ 왕푸징(Wangfujing Street)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베이징
北京市城王府井大街
00:00~24:00

명소소개

왕푸징은 ‘왕부(王府:왕족의 저택)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왕족과 귀족의 저택이 모인 곳에 깨끗한 물이 나오
는 우물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청() 건륭제 시대에 귀족과 고급관료의 저택이 있던 곳이며 왕푸징다제(王府井大街)와 둥안먼다제(
安大街)의 교차점에 우물의 위치가 청동 표식으로 남아 있다.
현재는 베이징 쇼핑의 중심가로 거듭나있다.

ㅇ 전문대가(Qianmen street)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嵩文前大街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베이징 중심부 여행의 시작점이 되는 두 개의 문으로, 정식 명칭은 ‘젠로우箭’와 ‘정양먼正’이다.
1420년 명대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금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이중문이다. 젠로우의 원래 기능은 화살을
쏘는 곳으로, 일명 ‘화살탑’이라 불리기도 한다。
전문대가는 베이징의 유명한 번화가로 옛 베이징의 전통가게와 특색가게들을 보존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쇼
핑가로 재개발 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ㅇ 스차하이()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西城德大街羊坊胡同甲23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10개의 사찰이 있는 호수’라 해서 스차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은 그중 광화쓰(化寺) 하나만 남아 있
다.
예부터 귀족들에게 사랑 받았던 곳으로 지금도 중국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호수가 어우러져 여행자들
과 중국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
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과 상점들이 즐비해 데이트 코스로 각광 받는다.

ㅇ 경산공원(JingShan Park )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西城景山西街44

운영시간

하계: 6:30~21:00
동계: 6:30~20:00

명소소개

신무문(神武門) 정면에 있는 공원으로 시중심부에 위치
공원 남쪽에 있는 경산은 해발 108m의 고지로써, 정상에 세워진 완춘팅(萬春亭)에서는 고궁의 전체 모습
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등산루에는 명나라의 황제인 숭정제(崇禎帝)가 목을 맨 나무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의 것은 새로 심은
나무이다

비고

ㅇ 북해공원(Beihai Park)

고궁뒷문 맞은편에 위치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西城文津街1

운영시간

4월~10월: 6:30~21:00
11월~3월: 6:30~20:00

명소소개

공원의 반 이상이 연못이다.
베이하이(北海) 중간에 위치한 충화다오(瓊華島)에는 티베트 양식의 흰 불탑이, 공원 북서쪽에는 아름다운
구룡벽(九龍壁) 등이 있다

비고

고궁 서봇쪽에 위치

ㅇ 천단공원(TianTan Park)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城天里7

운영시간

4월~10월: 6:00~22:00
11월~3월: 6:30~22:00

명소소개

황제가 하늘에 제를 올리던 283만㎡의 제단이다.
명대 영락제가 오곡풍양을 하늘에 빌기 위하여 1420년에 건설되었다.
기년전(祈年殿)은 높이 38m, 지름 32.7m의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원형 목조건축물, 들보·마룻대·못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건축 방법이다.

<자료원 : 바이두 지식백과, 네이버 백과사전, 각 관광지 홈페이지 등 / 코로나19로 각 관광명소 운영시간 및 개방여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시 재확인 바랍니다.>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하이디라오(Hidilao hot pot )
도시명
전화번호

베이징
+86-10-6770-6866

주소

北京市朝松二208-13 등 전 지역

가격

117위안/인

영업시간
휴무일

24시간
없음

소개

중국식 샤브샤브

비고

현재 한국 서울, 명동 등의 번화가에도 지점이 있으며 친절함을 넘어선 철저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유명하
다.

ㅇ 미주동파(Meizhou)
도시명
전화번호

베이징
+86-10-6786-2009

주소

北京市亦庄宏北路18 등 전 지역

가격

91위안/인

영업시간
휴무일

6:30~22:00
없음

소개

동파육, 등 사천요리 전문점

비고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진정한 중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회식 장소로도 적합하여 기업에서 자주
이용한다.

ㅇ 전취덕(Peking Roast Duck)
도시명
전화번호

베이징
+86-10-6701-1379

주소

北京市城前大街30 등 전 지역

가격

174위안/인

영업시간
휴무일

10:00~22:00
없음

소개

오리고기 전문점

비고

중국 500대 브랜드 중 56위이며 200년 넘는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ㅇ 금정헌(JINDINGXUAN)
도시명
전화번호

베이징
+86-400-676-6111

주소

北京城城和平里西街77 등 전 지역

가격

86위안/인

영업시간
휴무일

24시간
없음

소개

광둥요리, 딤섬

비고

광둥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특히 딤섬이 유명하다. 여러개의 분점 중 용허궁점이 가장 유명하며 배달
도 가능하다.

ㅇ 와이포지아(WAIPOJIA)
도시명
전화번호

베이징
+86-10-5905-6087

주소

北京市朝朝公路6色港F2 등 전 지역

가격

67위안/인

영업시간
휴무일

11:00~14:30 / 17:00~21:00
없음

소개

중국식 서민요리

비고

대기시간이 길어 대기공간에 컴퓨터와 TV를 설치하고 차, 사탕 등을 제공하는 등 고급 서비스와 깔끔함이
특징이다.

ㅇ 둥라이순(DONGLAISHUN)
도시명
전화번호

베이징
+86-10-6470-1696

주소

北京市朝南湖221 등 전 지역

가격

152위안/인

영업시간

11:00~22:00

소개

중국식 신선 샤브샤브

비고

1903년에 설립된 100년 전통의 샤브샤브 식당이다.
<자료원 : 바이두, 따중땐핑(大点）등>

- 한국식당
ㅇ 탄탄대로(TANTANDALU)
도시명
전화번호

베이징
+86-10-5229-8295

주소

北京市朝望京湖光中街甲6望京港旅大厦2

가격

121위안/인

영업시간

11:00~23:00

소개

한식

비고

고기의 질이 좋고 다양한 반찬 및 음식들이 있어 한국, 중국사람 모두 자주 찾는 한식당 중 하나이다.

ㅇ 소문날 집()
도시명
전화번호

베이징
+86-10-64705525

주소

北京市望京5151

가격

90위안/인

영업시간

10:00-14:30， 14:00-22:30

소개

한식

비고

한인이 많은 왕징에 위치한 한식집으로 한국인 뿐들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ㅇ 애강산(AIJIANGSHAN)
도시명
전화번호

베이징
+86-10-8456-9336

주소

北京市台西路9-7

가격

430위안/인

영업시간

10:00~22:00

소개

한식(불고기 등)

비고

한인이 많은 곳에 위치한 고깃집으로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유명한 한식당이다.

ㅇ 화로화( HUOLUHUO)
도시명
전화번호

베이징
+86-10-6239-4475

주소

北京市海淀王庄路同方科技面

가격

82위안/인

영업시간

11:00~24:00

소개

한식(불고기 등)

비고

대학가 중 하나인 오도구에 위치한 고깃집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다. 저렴한 가격에 더불어 짜
장면, 냉면, 비빔밥 중 택1이 무한리필로 제공되어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ㅇ 제주애육당()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湖光中街8附近

가격

110위안/인

영업시간

평일 17:30~22:30
주말 12:00~14:00/ 17:30~22:30

소개

한식(고기)

비고

고기가 두껍고 질이 좋아 한국사람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다. 자리가 협소해 회식자리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ㅇ 올킬 포차()
도시명
전화번호

베이징
+86-10-8293-0026

주소

北京市五道口王庄路同方御都美食地下1

가격

84위안/인

영업시간

11:30~14:00/16:30~23:20

소개

한식

비고

대학가중 하나인 오도구에 위치한 한식당으로 매운 국물 닭발이 유명하다. 국내에서 유명한 H식당의 메뉴
와 유사하여 오도구 내가장 인기가 많은 한식당이며 중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ㅇ 자하문(ZIXIAMEN)
도시명
전화번호

베이징
+86-10-8478-2323

주소

北京市南湖北路201

가격

156위안/인

소개

불고기

비고

한인이 많은 왕징에 위치한 고깃집으로 한국인 뿐들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한식당이다.
<자료원 : 따중땐핑(大点)>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크라운 프라자 (Crowne Plaza )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朝台路6

전화번호

+86-10-5909-6688

홈페이지

https://www.ihg.com/crowneplaza/hotels

숙박료

2인실 기준 126달러/1박

소개

베이징의 차오양구역에 위치해 베이징 중심지까지 차로 약 10분, 자가용이나 공항리무진 이용 시 베이징 공
항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ㅇ 쿤룬호텔 (Kunlun Hotel)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朝新源南路2

전화번호

+86-10-6590-3388

홈페이지

http://www.thekunlunbeijing.com

숙박료

2인실 기준 207달러/1박

소개

숙소는 옌샤 상업지구 지역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베이징 공항까지 20km 정도 거리로 가까
워 이동이 편리하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ㅇ 켐핀스키 호텔(Kempinski Hotel)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朝亮路50

전화번호

+86-10-6465-3388

홈페이지

https://www.kempinski.com

숙박료

1박 246달러부터

소개

베이징의 옌샤 상업지구 지역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베이징 공항까지 차량 이용 시 약 25분 정도 소요된
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ㅇ 베이징 이스트 호텔 (East beijing Hotel)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朝酒仙路22

전화번호

+86-10-84260888

홈페이지

https://www.easthotels.com/en/beijing

숙박료
소개

2인실 기준 190달러
베이징의 상업지역이자 한인타운인 왕징에 있는 5성급 호텔로, 대형 쇼핑몰 인디고가 있으며 공항까지는
택시로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12:00 이전

ㅇ NUO 호텔 (BEIJING HOTEL NUO)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城安街33

전화번호

+86-10-59268888

홈페이지

https://www.nuohotel.com

숙박료

2인실 기준 185달러

소개

베이징의 중심구에 위치해 인근에 798예술구가 있고, 공항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12:00 이전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

- 게스트하우스
ㅇ 베이징 거댜오원신 게스트하우스(GEDIAOWENXIN(北京格馨年旅舍))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베이징
北京市利中一路博雅B座公寓
+86-18301610866
1박: 13달러/인

소개

지하철역과 가깝고 베이징 한인타운인 왕징과 가까워 한국 음식 및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비고

12:00 이후 입주, 24:00 이전 퇴실

ㅇ Bright star 게스트하우스(Bright star )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望京西四410甲

전화번호

+86-18567890821

숙박료

1박: 9달러/인

소개

남녀가 각각 다른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함하고, 깨끗한 시설이 돋보이는 게스트하우스이다.

비고

14:00 이후 입주, 24:00 이전 퇴실

ㅇ 샤오주 게스트하우스(XIAOZHU(小年旅舍))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望京街望京四414

전화번호
숙박료

+86-15801108473
1박: 8달러/인

소개

특가 방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4-6인까지 다양한 인원이 사용 가능한 방이 있다.

비고

12:00 이후 입주, 24:00 이전 퇴실
<자료원 : 따중땐핑(大点）>

사. 치안

치안상황
ㅇ 중국 내 여행
- 대부분의 지역은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 다만, 군사 보호 구역 등 출입 시에는 사전허가가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베트 등)을 여행하고
자 하는 경우 출발 2일 전에 여권, 여행 사유서(공문) 등을 공안에 제출하고,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ㅇ 임시숙박 (주숙등기)
- 외국인이 중국 여행 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 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호텔에 투숙
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 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개인 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가택주의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 지역은
72시간) 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 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
히 유의해야 한다.

ㅇ 종교활동
- 외국인은 중국 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중국 입국 시 종교 관련 서
적 또는 관련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 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 용품에 한해 휴대 가능하며, 중국 사회의 공공질서
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활동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 관련 교육
기관 설립, 중국 국민에 대한 선교 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다.

ㅇ 불법체류에 대한 행정 처벌
- 외국인이 불법 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행정 처벌을 가할 수 있다.
-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경고,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http://chn.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중국 내 여행경보발령 현황
- 남색 경보: 중국ㆍ북한 국경 지역(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
시, 훈춘시)
- 황색경보: 티벳, 신장위구르자치구
(자료원: 대한민국 외교부)

ㅇ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여행주의보

- 현재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 중이니 중국으로의 여행계획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중국 지역별 코로
나 확산 또는 해외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지역별 한국-중국 항공운항이 임시 중단 및 취소 가능성 있으니 방문 시 주중한국대사관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 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ㅇ 교통사고
- 전화 신고: 사고 발생 즉시 122 혹은 110으로 신고
- 현장 보존 및 증거, 증인 확보: 목격자, 인명 피해 정도, 차량 파손 상태, 관련 차량 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 기록

ㅇ 보행자 사고의 경우
- 사고 충격 지점, 부상부위, 주변에 횡단보도, 육교, 신호등 설치 여부 등 확인
- 보행자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지점 확인이 매우 중요

ㅇ 택시 승객의 경우
- 택시 승객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 택시회사나 기사가 보상책임을 부담
- 택시번호, 기사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

ㅇ 여권/지갑을 분실한 경우
- 분실지역 관활 파출소에 신고(거주지 관할 파출소, 호텔 등에서 "임시주숙등기표" 발급,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분실신고증명서"
발급)
- 주중대사관 영사부 신고(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임시주숙등기표, 사진 1장 지참, 여권분실신고서, 각서, 여권 재발급사유서, 여권말
소증명(중문) 작성 제출)
※ 여권 분실자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포함) 작성,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한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
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는 생략).
- 여권 말소증명(照注明) 교부(분실지역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 신고가능, 여권 말소증명, 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임시주숙등기, 사
진 2장 지참)

ㅇ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재직증명서(미소지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대체), 영업허가증 사본,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비자면), 호적등본 1부(만 14~18세 처음으로 신원 조회 시)
- 여행증명서: 49위안, 단수여권(1년): 105위안
-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구 여권에 있는 비자를 신 여권에 재발급 받아야 하며, 비자 신청은 여권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출입경에 신청해야 한다.

ㅇ 주중 한국 공관 연락처
- 주중 한국대사관: +86-10-8531-0700
- 주중 한국영사관: +86-10-8532-0404
- 주 상하이 총영사관: +86-21-6295-5000
- 주 칭다오 총영사관: +86-532-8897-6001
- 주 선양 총영사관: +86-24-2385-3388
- 주 광저우 총영사관: +86-532-8897-6001

ㅇ 응급 전화번호
- 범죄신고: 110
- 화재신고: 119
- 교통사고: 122
- 응급의료, 병원 정보 구급: 120

ㅇ 해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도움 필요 시
- 휴대폰 자동로밍일 경우: 현지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신되는 영사콜센터 안내문자([외교부]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 영, 일, 중, 불, 노, 서어 통역 가능)에서 통화 버튼으로 연결 가능
- 유선전화, 휴대폰 이용할 경우: 유료 연결(현지 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무료 연결(현지 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 + 800-2100-1304 혹 국제자동콜렉트콜(Auto Collect Call) 혹 국가별 접속번호 + 5번)
(자료원: 대한민국 외교부)

ㅇ 휴대품 분실
-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 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
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ㅇ 항공권 분실
- 공안국 외사처에서 발급받은 폴리스 리포트를 들고 항공사로 가서 발급 가능하다.
- 소요 시간은 약 일주일이므로 시간이 없는 경우 편도 항공권을 끊어 귀국한 후 분실한 항공권의 탑승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환불을 요
구할 수 있다.

ㅇ 단체 비자
- 단체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 행동을 하여야 하나, 개별 행동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 비자,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
을 공안에 제시하고 비자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 단체 비자를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 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 비자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
출해야 한다. 단체 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비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