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ㅇ 아파트 임차
-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도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1,000~2,000달러 선이면 중급 수준의 아파트 임차 가능하며, 3,000달러 이
상이면 고급 아파트 임차가 가능하다. 지역별로 또는 아파트 상태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니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안 안전을 위해 가급적이면 중·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이 좋다.

ㅇ 계약 관련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계약 시: 계약서 조항 자세히 확인, 등기등록본, 매매계약서(집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집주인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확인, 요구한
물건 중 빠진 것이 없는지 계약서 확인
- 입주 전: 파손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알려준 후 계약서에 기록, 전화 및 인터넷 확인(전화미납요금
·인터넷유형·유선 TV 설치 및 시청료 지불방식 등), 계약 시 추가할 사항 확인
* 계약서 작성사항: 전기, 가스, 물 잔여 수량 확인/ 가전제품, 가구 상세히 체크
- 입주 후: 파손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알려준 후 계약서에 기록 및 전기, 수도, 가스계량기의 사용량
을 기록해 계약 기간 만료 후 또는 이사 시 정산
- 계약 만료: 보통 임대 만기 한두 달 전 재계약 여부를 알려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환불받기 위해 임대료는 제때에 지불하고, 파손되
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 계약만료 일주일 전 집주인과 연락하여 보증금 관련 사항 통지, 이사 하루 전 집주인에게 반
출증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ㅇ 부동산 관련 참고 사이트
- 중국 부동산협회 (中房地): http://www.fangchan.com/
- 중국 부동산소식망 (房信息): http://www.creb.com.cn/
- 중국 부동산중개(中房地人): www.agents.org.cn/
- 58퉁청(58同城): www.58.com
- 안쥐커(安居客): www.anjuke.com
- 팡탠샤(房天下): https://www.fang.com
- 워아이워쟈(我我家): https://bj.5i5j.com
- 랜쟈(家): www.lianjia.com
- 중왠디찬(中原地): bj.centanet.com
- 마이탠(田房): http://bj.maitian.cn (한국에서는 링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음)

전화
ㅇ 유선전화
- 유선전화는 통신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이하의 정보는 중국 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3대 통신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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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화하는 법
- 통신사 국제번호(001/002/005/00700/00365) + 86(중국 국가번호) + 지역번호 + 가입자 번호(지역번호의 첫째 자리 ‘0’은 누르
지 않는다)
- 한국에서 중국으로 걸 때에도 국제전화 카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
- 국제전화 어플(kt의 001 등)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법
-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통신사에서 국제전화기능 개통 후 “한국 국번 0082 + 가입자 번호” 로 통화 가능하다.
- “국제전화 IP카드(途IP)”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 통신사에서 국제전화기능 개통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국제전화 IP카드(途IP) 구입을 추천한다. 카드마다 사용 방
법이 달라 카드 뒷면의 설명을 참고하길 바란다. 가입자 번호를 누를 때에는 전화번호 맨 앞의 0은 생략한다.
(예) 010-1234-5678의 경우 ☏ 0082-10-1234-5678

ㅇ 모바일 SNS 이용 무료 통화
-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페이스톡 기능과 같은 일반 통화 및 영상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 중국 내에서 잘 연결되지 않아 사용이 힘든 국외내 SNS 어플들과 달리 위챗은 비교적 우수한 통화 품질을 제공해 해당 어플을 다운받
아 중국에서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다.

ㅇ 중국 주요 지역 자동전화 지역번호
- 베이징 010, 상하이 021, 톈진 022, 후베이성 스자좡 0311, 바오딩 0312, 당샨 0315, 랑방 0316, 창조우 0317, 친황다오 0335,
랴오닝성 션양 024, 다롄 0411, 안샨 0412, 우순 024, 단둥 0415, 진조우 0416, 잉코우 0417, 산둥성 지난 0531, 칭다오 0532, 옌타
이 0535, 타이안 0538, 웨이하이 0631, 라이양 0535, 잉청 0712, 롱코우 0535, 동잉 0546, 지린성 장춘 0431, 지린 0432, 옌지
0433, 투먼 0433, 훈춘 0433, 롱장 0433, 통화 0435, 쓰핑 0434, 헤이룽장성 하얼빈 0451, 무단장 0453, 자무쓰 0454, 헤이허
0456, 따칭 0459, 쑤이펀허 0453, 광저우 020, 난징 025, 시안 029, 우한 027, 푸조우 0591, 후허하오터 0471, 청두 028, 정저우
0371, 우루무치 0991, 선전 0755, 구이린 0773, 구이양 0851, 란저우 0931, 샤먼 0592, 스자좡 0311, 우시 0510, 충칭 023, 항저
우 0571

전압/플러그
중국은 50Hz, 220v가 공급되고 있으며, 대도시 전력 사정은 양호하나 최근 전력난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제한송전을 시행하고 있다.

플러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십일자형, 3-pin형이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둥근형 플러그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홍콩
등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코드 모양이 한국과 다르므로 한국제품 사용 시 어댑터가 필요하다.

식수
식당에 가면 보통 물을 따로 구매해야 하거나 뜨거운 차를 준다. 또한, 차가운 물보다는 실온의 물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때는 차
가운 물이 있는지 묻거나 얼음을 추가하면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다. 이하의 정보는 집에서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1) 수돗물
차 문화가 보편화된 중국은 수돗물을 받아 차로 우려 마시거나 미리 수돗물을 받아 상온에 보관 후 마시기도 한다. 또한, 카페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하면 수돗물을 받아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국 도시지역 식수 수원지의 수질상태는 저수지의 11%, 호수의 70%, 지
하수의 60%가 음용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마시려면 끓여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2) 사 먹는 물

농부산천(夫山泉), 와하하(娃哈哈)，백산수(白山水) 가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생수 브랜드이다. 550mL(약 3위안)부터 5L(약 15위
안)까지 다양한 크기의 물이 있다. 편의점, 수입제품 판매점 등에서 해외 물 혹은 한국 물을 파는 경우도 있다.

3) 정수기
중국에는 4,000여 개의 국내외 정수기 브랜드가 있다. 정수기의 평균 가격대는 1,000~2,000위안이며, 이중, 정수기의 온라인 구매 1위
제품은 중국브랜드의 美的(메이디)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중국에서 차량 구입 시 차량 정보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 후,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시범 운행이 가능한 차를 운행 후 구매 의사가 확정되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매장 혹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

아래 사이트에 가격정보, 할인정보, 중고차 등 각종 차량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ㅇ 꽈즈얼서우처(瓜子二手): https://www.guazi.com
ㅇ 치처즈쟈(汽之家): https://www.autohome.com.cn/beijing
ㅇ 마오더우신처왕(毛豆新): https://www.maodou.com
ㅇ 유신얼서우처(信二手): https://www.xin.com

차량가격
중국에서 판매량이 많은 자동차는 폭스바겐, 기아, 토요타, 아우디 그리고 BMW 등이 있다. 폭스바겐의 가격은 대략 10~25만 위안이고
기아는 50~70만 위안, 토요타는 70~60만 위안, 아우디는 30~100만 위안, BMW는 30~100만위안이다. 이 가격은 대략적인 가격이니
정확한 가격은 아래 차량 가격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 사이트에서 원하는 가격대 차량, 가격 비교, 차량 상세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ㅇ Pacific car web : https://price.pcauto.com.cn
ㅇ 58 car web : https://product.58che.com
ㅇ Chexiu web: https://www.chexiu.com

중국의 중고차 가격은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타오처(淘)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타오처(淘): https://www.taoche.com/

운전면허 취득
ㅇ 운전면허증 수속
- 중국에서는 국제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국 현지에서 공증을 받아 면허신청
접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실기시험은 면제해 주고, 필기와 신체검사를 받은 후 면허증을 교부 받게 된다. 현재
상하이에서는 중국어와 영어는 물론 한국어로도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ㅇ 준비물

- ① 한국운전면허증 및 사본 ② 여권 및 여권사본 ③ 증명사진 4장(1寸) ④ 거류 허가증/비자 및 사본 ⑤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본(해당
지역 번역회사를 통해서 번역, 북경은 직접 번역해도 가능) ⑥ 주숙등기증 및 사본 ⑦ 신체검사 신청서류가 필요하다.
- 지정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담당의사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中日友好院, 北京大第三院, 北京世院 등)

ㅇ 면허시험 신청
- 상기 서류들을 소지하여 차량관리소(朝南四路18)에 가서 면허시험 신청을 한다. 신청 후, 2주 정도 뒤에 시험을 볼 수 있다. 면허시험
은 총 100문제를 45분 안에 푸는 형식으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되며, 중국어와 한국어를 포함 총 8개 국
어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현지 주요 은행으로는 중국공상은행, 중국 건설은행, 중국은행 그리고 중국 농업은행이 있다. 한국계 은행은 KB 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
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등이 있다.

계좌 개설방법
중국에서 계좌 개설은 필수이다. 알리페이(支付)나 위챗 페이(微信支付) 등의 모바일 페이가 급증함에 따라 현금을 뽑아서 쓸 일은 줄었지
만 모바일 페이의 기반 역시 은행 계좌 개설이기에 상황에 따라 1-2 혹은 3~4가지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ㅇ 준비물
- 외국인 계좌의 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照) 혹은 외국인 거류증(外人永久居留이다.

ㅇ 유의점
- 개설 방법은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여권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면 된다. 한국계 은행은 한국어 가능 직원이 있다.
- 비자 종류나 취업증 유무에 따라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은행이 있다.
- 중국과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한국 내 주소를 영문 혹은 중문으로 기재해야 한다.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면 계좌 개설이 거부당할 수 있다.
-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영문 이름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 영문 이름이 여권과 다르게
기재되면 실명제 확인이 되지 않아 즈푸바오나 위챗페이에 은행 계좌가 등록되지 않는다.
- 여권 번호가 변경된 경우 구여권을 지참해서 가는 것이 좋지만, 구여권이 없는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때 구여권번호를 여권 안에
기록했다면 그것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Canadian International School of Beijing (CISB)
도시명
커리큘럼

베이징
유치원, 초등부, 중등두, 고등부

학비

홈페이지
비고

- K: 120,000~208,000위안/년
- E1-5: 248,000위안/년
- M6-8: 258,000위안/년
- G9-10: 288,000위안
- G11-12:298,000위안
https://www.cisbeijing.com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ㅇ The British School Of Beijing, ShunYi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베이징
Early Years, Primary, Secondary
- E: 137,109~205,640
- P: 245,410~261,415
- S: 279,360~309,430
https://www.nordangliaeducation.com

ㅇ Western Academy of Beijing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베이징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K: 212,500
- KG-G1: 252,800
- G2-5: 271,100
- G6-8:287,500
- G9-10: 316,600
- G11-12: 324,800

https://www.wab.edu

ㅇ Beijing BISS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베이징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K: 169,000위안/년
- G1-5: 199,000위안/년
- G6-10: 219,000위안/년
- G11-12:239,000위안/년
http://www.biss.com.cn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ㅇ International School of Beijing
도시명
커리큘럼

베이징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K: 221,910위안/년
- G1-5: 221,9100위안/년
- G6-8: 239,910위안/년
- G9-10: 27260,830위안/년
- G11-12:270,060위안

학비

홈페이지

비고

http://www.isb.bj.edu.cn
미국계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ㅇ 베이징 한국 국제학교(KISB)
도시명
커리큘럼

베이징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K: 20,100위안/학기
- G1-6: 14,000위안/학기
- G7-9: 17,000위안/학기
- G10-12: 20,000위안/학기

학비

홈페이지
비고

http://www.kisb.net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ㅇ 베이징 신푸쉐 국제학교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베이징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KG-G6:156,000위안/년
- G7-G9: 176,000위안/년
- G10-G12: 196,000위안/년
http://www.xinfuxue.com/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코로나19기간 유치원 등원은 중국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함 >

- 현지학교
ㅇ 인민대학교
도시명
커리큘럼

베이징
문, 이과 대학교

학비
홈페이지
비고

5,000~6,000위안/년
https://www.ruc.edu.cn/
중국 랭킹 5위

ㅇ 북경대학교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베이징
문, 이과 대학교
5,000~5,300위안/년
https://www.pku.edu.cn/
중국 랭킹 1위

ㅇ 청화대학교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베이징
이과가 유명한 대학교
5,000위안/년
http://www.tsinghua.edu.cn
중국 랭킹 2위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ㅇ 베이징케어병원(北京院)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朝望京湖光中街81西段第二,四

전화번호

+86-10-6338-8080/818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caremr.com

ㅇ 암케어산부인과병원(美中宜和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万柳中路7

전화번호

+86-400-10000-16

진료과목
비고

산부인과
http://www.amcare.com.cn

ㅇ 베이징아이얼인텍안과(北京愛英智眼科院)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朝潘家路潘家南里12潘家大厦一

전화번호

+86-10-8778-9268/ 9767

진료과목

안과

비고

http://www.intecheye.com

ㅇ 중국 인민해방군 총병원(301병원)(中人民解放院)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海淀路28

전화번호

+86-10-66939114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301hospital.com.cn

ㅇ 베이징중의약대학동방병원(北京中大方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台方庄芳星一6

전화번호

+86-10-67689974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dongfangyy.com.cn

ㅇ 베이징허무쟈병원
도시명
주소

베이징
中北京朝台路2

전화번호

86-4008-919191/0105927712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ㅇ 북경대병원(北京大院)

https://beijing.ufh.com.cn/locations/main-campus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海淀和路5北京大院

전화번호

+86-10-62754212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hospital.pku.edu.cn

ㅇ 베이징병원(北京院)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城大路1

전화번호

+86-10-6528217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bjhmoh.cn

ㅇ 베이징셰허병원(北京和院)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城校尉胡同王府井府1

전화번호

+86-10-69156699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s://www.pumch.cn/index.html

ㅇ 베이징중의과학원왕징병원
도시명
주소
진료과목
비고

베이징
北京市朝望京中南路6
종합병원
http://www.wjhospital.com.cn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신세계 백화점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베이징
北京市崇文崇文外大街
http://www.nwds.com
2004년에 설립된 백화점으로 화장품, 전자제품, 사무용품, 옷,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ㅇ 백성 백화점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베이징
北京市城珠市口大街甲16
http://www.parkson.com.cn
2005년에 설립된 백화점으로 술, 화장품, 가죽제품, 건강식품, 애견용품 등 다양한 범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ㅇ Pacific Department Stor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베이징
北京市西城西北大街133
http://www.pacific-shanghai.com.cn
1987년에 설립된 백화점으로 태평양 SOGO그룹 계열사 중 하나이다.

ㅇ SOLANA(北京色港商)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베이징
北京市朝朝公路6
http://www.solana.com.cn
2006년에 설립된 중국 라이프스타일 공원으로 음식, 오락 위주의 쇼핑센터이다. 다양한 제품 뿐만이 아니
라 영화관, 산책로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

ㅇ 싼리툰빌리지(三里屯太古里)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베이징
北京市朝三里屯路19
http://www.taikoolisanlitun.com/zh-CN/
화려한 건축양식과 남구와 북구로 나뉜 쇼핑센터 등으로 베이징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소위 싼리툰 빌
리지라고 불리며 쇼핑센터 외에도 다양한 음식점과 바가 있어 중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가 많은 곳이다.

ㅇ IKEA(宜家家居)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베이징
北京市朝阜通大街59
https://www.ikea.cn
2003년 베이징에 진출한 스웨덴 가구매장으로 현재 세게에서 제일 큰 가구 소매기업이다.

ㅇ 인디고(提港)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베이징
北京市朝酒仙路18
http://www.indigobeijing.com/zh-CN/
독특한 쇼핑구조와 푸드코트로 구성된 쇼핑몰이며, 특히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잘 되어 젊은 층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ㅇ SKP-S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베이징
北京市建路86
https://www.gentlemonster.com/stories/skps/
젠틀몬스터가 공간 아트 디렉팅을 맡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최고급 럭셔리 백화점이다.
<자료원 : 각 백화점 홈페이지, 바이두 등 >

- 식품점
ㅇ COFCO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베이징
北京市朝朝南大街8
각종 식품 및 가구, 화장품 등
세계 500위 안에 드는 기업이며, 중국 내 1위로 큰 식품기업이다.

ㅇ BHG Market Plac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路8南60米

취급 식료품

채소, 과일, 주류 등

비고

2007년 설립되었다.

ㅇ LOTUS(卜蜂花)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베이징
北京市海淀五道口新村4
각종 식품 및 가구, 화장품 등
영국과 태국의 합자기업으로 중국 내 2,0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다.

ㅇ 궈슈하오(果蔬好)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베이징
北京市望京湖小
과일, 야채 및 각종 식품
2011년 12월 설립, 깨끗하고 세련된 내외부 시설과 매장 직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로 한국 소비자들한테
도 인기가 많다.

ㅇ 내고향마트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베이징
北京市朝阜通西大街望京西三315一
한국식품, 화장품, 주방기구 등
베이징 한인타운 왕징에 위차한 한국식품 전문 매장으로 한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인들도 많이 애용하
고 있다.
<자료원 : 각 식품점 홈페이지 >

- 기타 편의시설
ㅇ 젠롱린 체육 클럽(健森育健身俱部)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通州河中路108

소개

배드민턴장, 수영장, 농구장, 자유 훈련실 등등이 겸비돼 있는 피트니스 센터이다.

비고

연락처: +86-10-8159-2388

ㅇ 베이징 골프 클럽(北京高夫球俱部)
도시명
주소

베이징
北京市右堤路白路交(潮白河岸)

소개

1986년 설립됐으며, 2000제곱미터가 넘는 크기의 골프장이다.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골프연습이 가능한
곳이다.

비고

연락처: +86-10-8947-0108

ㅇ 바오롄 수영장(游泳)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北西里48

소개

실내외 수영이 가능하며, 9:00-18:00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주중,주말 모두 이용 가능하다. 주변에 숙박
시설과 음식점이 있어 위치적으로도 편리하다.

비고

연락처: +86-10-5717-1127

ㅇ 베이징 워터파크(北京水立方)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天辰路11

홈페이지

http://www.water-cube.com/cnl

소개

올림픽 공원에 위치하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워터파크로 재단장하여 이용되고 있다.

비고

연락처: +86-10-8437-0112

ㅇ 베이징 올림픽공원(北京林匹克公)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北辰路15

소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장소로 공원, 체육관,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 가능하다.

비고

연락처: 86-10-8499-2008
<자료원 : 바이두 >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21-01-01

1월 1일(금)~1월 3일(일)/3일간

구정

2021-02-12

2월 11일 (목) ~ 2월 17일 (수) / 7일간
2월 7일(일), 2월 20일(토) 근무

청명절

2021-04-04

4월 3일 (토) ~ 4월 5 (월) / 3일간

노동절

2021-05-01

5월 1일 (토) ~ 5월 5일 (수)/ 5일
4월 25일 (일), 5월 8일 (토) 근무

단오절

2021-06-14

6월 12일 (토) ~ 6월 14일 (월) / 3일간

추석

2021-09-21

9월 19일(일)~9월 21일(화)/3일간
9월 18일(토) 근무

국경절

2021-10-01

10월 1일 (금) ~ 10월 7일 (목) / 7일간
9월 26일(일), 10월 9일(토) 근무

<자료원 : 중국정부망 >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