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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 chào
씬 짜오, 다낭!

베트남

중국
China
하노이

루앙프라방

라오스

베트남, 우리에게는 쌀국수, 하롱베이, 아오자이, 월남전 등

Laos

의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는 나라. 정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

비엔티안

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해 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는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

후에

태국

다낭

Thailand

호이안

베트남

방콕

캄보디아

씨엠립

Cambodia

하고 있으며, 바다와 맞닿은 동쪽의 해안선은 그 길이가 무려

3,260km에 달한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으

로 인해 많은 외침을 받아 18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는 프
랑스의 지배를,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다
시 외세들이 개입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져 20여 년에 걸친 긴

전쟁을 치렀다. 그러던 1961년,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통일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월남전’으

프놈펜
호찌민

타이만

Vietnam

남중국해

로 잘 알려져 있는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였다. 1970년대 중반

까지 길고 긴 전쟁이 이어졌으나 결국 1975년 구소련과 중국
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군이 사이공(호찌민)을 점령하게 되
면서, 남북 통일과 함께 1976년 7월 2일 하노이를 수도로 하
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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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하노이

인구 : 약 9,400만 명
공용어 : 베트남어

면적 : 331,210㎢,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
행정 구역 : 5개의 중앙 직할시(하노이, 호

찌민, 다낭, 하이퐁, 껀터)와 58개의 성(省)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느리다. 한국이 10
시일 때 베트남은 8시.

전압 : 220V, 50Hz. 우리나라 주파수

(60Hz)와 다르지만 호환이 가능하니 그
대로 사용하면 된다.

치안 : 사회주의 체제하 강력한 경찰 조

직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치안 상태
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지만 야간에 혼자 돌아다니거

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소매치기를 조
심하자.

다낭, 이것만은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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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베트남의 5개 중앙 직할시 중 하나이자 중부 지역 최대의 상업 도시인 다낭. 예로부터 남중국해와 면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동서 무역의 활발한 교역처가 되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미국의 최대 군사 기지이

기도 했으며, 근처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후에와 호이안, 미선 유적지가 위치해 있어 볼거리가 풍부하

다. 한 강을 사이에 두고 시가지와 해안가로 나눠져 있으며, 긴 해안선을 따라 고급 리조트들이 한창 들어서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다낭, 도심의 역사 유적과 해안가에서의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다낭으로 지금 떠나 보자!

휴일과 축제

베트남의 휴일

양력 1월 1일

신정

음력 1월 1일

우엔 단), 베트남 최대 연휴로

음력 3월 10일

날씨와 생활

다낭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열대 몬순 기후를 갖고 있다. 우기는 8~12월까지이며, 특히 10월

에 많은 비가 내린다. 1~7월까지는 건기로, 1년 중 7~8월이 가장 덥다. 다낭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4~5월로 하늘이 푸르고 날씨가 좋아 해수욕을 즐기기 그만이다.
℃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월평균)

최저 기온
(월평균)

강수량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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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7

23.0

25.1

27.2

29.2

29.7

29.8

29.7

27.8

24.8

26.1

28.7

31

33.4

33.9

34.3

33.9

31.5

29.6

27

24.9

18.5

19.8

21.5

23.3

24.9

25.5

25.3

25.5

24.1

23.2

21.6

19.3

96.2

33

22.4

26.9

62.6

87.1

85.6

103

349.7 612.8 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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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24.3

구정(Tết nguyên đán, 뗏 응
약 1주일가량 휴무

훙 브엉(Hùng Vương) 기념일

양력 4월 30일

사이공 해방 기념일

양력 5월 1일

노동절

양력 9월 2일

독립 기념일

다낭의 축제

큰 강과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 다낭. 그 때문인지 연
중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대표적인 축제로는 2년

마다 개최되는 다낭 세계불꽃축제(DIFC : Danang
International Fireworks Competition)와 오행

산에서 열리는 관음보살 축제(Avalokitesvara
Festival)가 있다. 이외에도 한 강과 해안가에서 다
양한 축제가 열리며, 다낭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확
인 가능하다.

다낭 관광청 tourism.danang.vn/en

22.1

다낭, 이것만은 알고가자

12

베트남의 문화

낑(Kinh)족을 비롯해서 54개의 종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베트남 사회. 남북으로 긴 국토로 인해 사람들

의 성향도 기후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베트남의 이모저모를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베트남 음식

중국, 태국 요리와 함께 아시아 3대 요

리에 꼽힐 정도로 뛰어난 베트남 음식.
우리에게는 쌀국수(Phở)가 가장 친근

하지만 이외에도 반미(Bánh Mi), 분짜

(Bún Chả), 짜조(Chả Giò), 반쎄오(Bánh Xèo)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커피 또한 유명한데,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며 연유를 넣어 달콤하게
마시는 특유의 커피 맛이 일품이다.

종교

오토바이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있어도, 오토바
이가 못 가는 곳은 없다!’ 베트남 사람
들의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베트남
하면 도로 위의 수많은 오
토바이가 가장 먼저 떠오
를 정도로 베트남을 대표
하는 명물.

젊은 인구
바가지

베트남 여행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단어, 바가지.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베트남 전

련이지만 베트남은 유독 악명이 높다. 바가지를 쓰지

와 함께 베트남을 대표하는

사실 세계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바가지가 있기 마

않기 위해서는 여행 전 현지 물가를 대강 알고 가는
것이 좋고, 현지에서는 흥정의 기술을 잘 발휘하도록
전체 인구의 1/5 정도만 종교를 갖고 있으며, 불교

9,400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의 인구 중 절반 이상

로 이루어져 있다.

된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고, 출산율이

43.5%, 가톨릭교 36.3%, 개신교 4.7%, 기타 종교

작고 마른 체형의 사람들

낮았던 이유가 크다.

자존심

베트남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키가 작고 체형이

과거 프랑스, 미국 등 외세의 침입을 자국의 힘으로

옷이 맞나 싶을 정도. 이는 베트남인들의 주식인 안

자존심이 강한 편이다. 특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아담한 편이다. 옷 가게를 둘러보면 이게 과연 어른
남미(Cơm, 껌)가 소화가 잘 돼서, 아무리 먹어도 살
이 찌지 않기 때문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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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0세 미만의 인구. 이는 70년대 중반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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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냈던 베트남이기에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은 베트남인들
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 주었을 터.

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화폐 단위가 커서 계산 시 헷갈
리는 경우가 많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
하는 습관을 들이자.

아오자이

통 모자인 논(Nón). 아오자이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비가 내

릴 때는 우산으로, 강한 햇볕

에는 양산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
능한 만능 모자.

호찌민

‘긴 옷’이라는 뜻의 아오자이(Áo dài)는 몸의 곡선

베트남의 모든 지폐에는 단 한 사람의 초상화가

식, 축제, 교복 등으로 많이 입는다. 특히 남부 지방

Minh). 베트남 공산당을 창설하였고, 평생을 조국

이 그대로 드러나는 베트남의 전통 의복으로, 결혼

에서는 하얀 아오자이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고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오자이는 좁은 어깨
와 가녀린 몸매를 지닌 베트남 여성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그려져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호찌민(Ho Chi

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노력한 위인으로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베트남 전쟁 중에 심장마비

로 사망한 그를 기리며, 베트남 최대 도시인 사이공
에 그의 이름을 붙여 ‘호찌민’ 시가 되었다.

다낭, 이것만은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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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항공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등 우리나라의 주요 항공사와 베트남항공이 인천-다낭
직항을 매일 1회 운행하고 있다. 국적기는 대부분 저녁에 출발하며, 베트남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오전에 출

발한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편으로는 에어부산이 부산-다낭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베트남 노선 이용 시 여

권의 유효 기간은 탑승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한국에서 다낭
까지는 4시간 40분이 소요된다.

로밍 휴대 전화 이용하기

휴대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

통신사

로밍 홈페이지

재부팅 시 자동 로밍이 된다. 단, 데

SK

www.sktroaming.com

KT

roaming.olleh.com

분의 스마트폰은 현지에 도착하여
이터 로밍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과도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데이터 로밍 유무를 확인할 것. 비

비자

행기 탑승 전, 공항 내 각 통신사 로

한국인은 무사증 입국 제도에 따라 관광 목적의 경우 베트남에서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15일
이상 여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거나 현지에 도착해서 도착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베
트남은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며, 30일 이내에 베트
남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다면 재입국 시 반드시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무사증 제도를 통해 방문 시 체류 기간
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미성년자와 함께 입국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구비해 놓아야 한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

통신 서비스

02 734 7948

여행 복장과 물품

높은 습도와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열대 몬순 기후의 다낭. 관광객이라면 시원한 옷차림은 기본이다. 뜨거

운 햇볕을 피하기 위한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는 필수! 해수욕을 위한 수영복과 물놀이 용품을 챙기는 것도

밍 센터를 방문하면 자신이 방문할
국가의 로밍 비용과 사용 방법 등을

LG U+

lguroaming.uplus.co.kr

로밍 콜 센터

국내 1599-2011(유료)

해외 +82-2-6343-9000
(SK텔레콤 로밍 폰에서 무료)
국내 1588-0608(유료)

해외 +82-2-2190-0901
(KT 로밍 폰에서 무료)
국내 1544-2996

해외 +82-2-3416-7010

자세히 알 수 있다.

유심(USIM) 구매하기

한국 통신사의 데이터 로밍이 비싸게 느껴진다면, 현지에서 SIM 카
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면 수하

물 찾는 곳 앞에 유심 판매소가 위치해 있다. 여기서 SIM 카드를 구

입한 뒤 교체해 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본인 휴대폰의 SIM 카드
크기를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하고, 원래 사용하던 SIM 카드는 한국
에 가서 다시 사용해야 하니 잘 보관해 두자.

잊지 말자. 우리나라의 장마처럼 온종일 비가 내리진 않지만, 우기엔 스콜을 만날 수 있으니 작은 우산을 준

비하자. 뜨거운 햇볕에 때로는 양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11월 말~2월 중순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비교
적 선선한 날이 계속된다. 따라서 한낮을 제외하고는 해수욕을 즐기기 힘들 수 있지만 시내 관광을 즐기기
에는 최적의 날씨! 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하므로 얇은 긴팔을 챙기도록 하자.

와이파이(Wi-Fi) 사용하기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보통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각방마다 비
밀번호가 다르니 체크인 시 확인하자. 숙소 외에도 쇼핑몰이나 레스

토랑, 카페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으니 종업원에게 와이파이
사용 가능 유무를 확인해 보자. 다낭은 대체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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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어 한마디

베트남의 공용어는 베트남어(Tiếng Việt). 6개의 성조가 있고, 생소한 생김새로 인해 여행자들의 눈에는 낯

설기 마련이다. 어려운 베트남어지만 그래도 간단한 표현 몇 가지를 알고 방문한다면 현지에서 상당히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본 회화

버스

Xe buýt 쌔 뷧

왕복

Khứ hồi 크 호이

택시

Tắc xi 딱 씨

거스름돈

Tiền thừa 띠엔 트어

기차

Tàu hoả 따우 호아

물

Nước 느억

안녕하세요

Xin chào 씬 짜오

맛있어요

Ngon 응온

정류장

Bến xe 벤 쌔

식당

Nhà ăn 냐 안

고맙습니다

Xin cảm ơn 씬 깜 언

얼마예요?

Bao nhiêu? 바오 니에우?

역

Ga 가

시장

Chợ 쩌

Xin lỗi 씬 로이

비싸요

Đắt quá 닷 꾸아

비행기

Máy bay 마이 바이

슈퍼마켓

Siêu thị 씨에우 티

괜찮습니다

Không sao 콩 싸오

깎아 주세요

Giảm giá đi 쟘 쟈 디

공항

Sân bay 선 바이

호텔

Khách sạn 칵 산

네

Vâng 벙

Cho tôi hóa đơn

여권

Hộ chiếu 호 찌에우

병원

Bệnh viện 벤 비엔

아니요

Không 콩

편도

Một chiều 못 찌에우

한국

Hàn quốc 한 꿕

좋아요

Tốt quá 똗 꾸아

싫어요

Không thích 콩 틱

죄송합니다 /
실례합니다

영수증 주세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로 가 주세요

쪼 또이 화 던

Nhà vệ sinh ở đâu?
냐 베 씽 어 더우?

Cho tôi đến~ 쪼 또이 덴~

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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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어

길

Con đường 꼰 드엉

왼쪽

Phía trái 피아 짜이

이쪽

Lối này 로이 나이

오른쪽

Bên phải 벤 파이

저쪽

Bên kia 벤 끼아

~은 어디에 있습니까?

~Ở đâu ạ? ~어 더우 아?

다낭, 이것만은 알고가자

숫자
1

Một 못

6

Sáu 사우

100

Một tram 못 짬

2

Hai 하이

7

Bảy 바이

1,000

3

Ba 바

8

Tám 땀

10,000

4

Bốn 본

9

Chín 찐

100,000

5

Năm 남

10

Mười 므어이

1,000,000

Một nghìn
못 응인

Mười nghìn
므어이 응인

Một trăm nghìn
못 짬 응인
Một triệu
못 찌에우

다낭, 이것만은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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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하기
베트남 통화

SPECIAL TIP!

현찰 환전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통화로 바로 환전

할 수도 있지만 한화→달러→동(VND)

으로 이중 환전을 하는 편이 수수료 절

감 면에서 조금 더 이득이다. 하지만 환
전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우리나라에
서 베트남 통화로 바로 환전해도 무방하

다. 이중 환전을 할 경우에는 고액권으
로 받아야 현지에서 재환전 시 환율이

조금 더 좋다. 호텔이나 마사지를 받으
베트남의 공식 화폐 단위는 동(VND)이다. 지폐 권종은

200, 5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동으로 무려 11종에 달하며, 동전

또한 200, 500, 1,000, 2,000, 5,000동으로 5종이나 된다. 다
만, 2011년 이후 동전의 추가 발행이 중지되어 실제로는 주로

지폐를 사용한다. 모든 지폐에는 베트남의 위인 호찌민의 초상
화가 그려져 있다. 화폐 단위가 커서 물가를 가늠하기 어렵고,

모든 돈의 생김새가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므로 계산을
하거나 잔돈을 거슬러 받을 때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자.

며 팁을 줘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작

은 단위의 화폐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말
자. 베트남에서 찢어진 화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거스름돈을 받을 때 주의해
야 한다.

위급한 상황 시 꼭 알아 둬야 하는 정보!
신속 해외 송금 지원 제도, 들어 봤는가?!

해외여행 중, 부득이하게 분실이나 사고로 인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송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
다. 국내에서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재외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로 1

회 최대 $3,000까지 입금할 수 있다. 물론 분실과 도난, 교통사고와 같이 사고를 당한 위급한 상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마약이나 도박, 탈법의 목적과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당연히 정기적 송금 목
적의 지원도 불가하다.

지원 한도는 1회 미화 3,000달러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현지 재외 공관을 찾아가 영사 콜 센터를 통해 신속 해외 송금 지원 제도 신청

2. 국내에서 외교부 계좌(농협, 수협 혹은 우리은행)로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입금
3. 재외 공관에서 여행자에게 현지화로 경비 전달

4. 협력 은행(농협, 수협 혹은 우리은행)과 국내 송금자와의 사후 정산(외화 송금 수수료)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해외 +82-2-3210-0404(유료)

한국 보험 회사 전화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LIG 손해보험

+82-1544-0114

롯데손해보험

+82-1588-3344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82-1588-0100
+82-1566-7711

신용 카드사별 해외 도난 신고 전화번호
카드사

다낭, 이것만은 알고가자

+82-1588-5114

AIG 손해보험

+82-1544-2792

에이스보험

한화손해보험

카드사

+82-2-2000-8100

롯데카드

국민카드

+82-2-6300-7300

비씨카드

+82-2-524-8100

전화번호

삼성화재

삼성카드

외환카드

19

전화번호

보험사

신한카드

+82-1566-5800
+82-1566-8000

전화번호

+82-1588-8100

+82-2-3420-7000
+82-2-33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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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시 연락처

SPECIAL TIP!

환전하기 전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한국 공관

여권을 분실한 경우 꼭 찾아야 하는 한국 공관.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하노이에, 총영사관은 호찌민에 위

치해 있다. 다낭에서 공관을 찾아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타격이 크니 여권 분실 등의 응
급 상황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자.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전화번호

+84 24 3831 5110~6(업무 시간 내), +84 90 402 6126(업무 시간 외)

주소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는 USD 300 이상 환전할 경우 무료 여행자 보험에 가
입해 준다. 일정 금액 이상을 환전하면 환율 우대 혜택과 무료 여행자 보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으나, 각
은행마다 조건이 상이하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해 보도록 하자.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보다 사이
버 환전이나 전화 환전을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28th Fl.,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 Ba Dinh Dist., Hanoi

홈페이지

환전하고 무료 여행자 보험 혜택받자!

서울역 공항철도 환전 센터

vnm-hanoi.mofa.go.kr

주 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운영시간

월~금 08:30~17:00

전화번호

+84 28 3822 5757(업무 시간 내), +84 93 850 0238(업무 시간 외)

주소

107 Nguyen Du, Dist. 1, Ho Chi Minh

홈페이지

vnm-hochiminh.mofa.go.kr

환전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진 서울역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환전 센터는 주요 통화의 환
율을 시중 은행보다 높게 우대해 준다. 365일 밤 10시까지 운영하기에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

현지 경찰

여행지에서 가장 일어나기 쉬운 응급 상황은 바로 분실과 도난이다. 아무리 주

의를 하더라도 순식간에 소지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분
실이 아닌 도난이라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보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
우 ‘분실물 신고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신청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난 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물품의 모델명까지 구체적으

로 기입해야 함에 유의하자. 보험금은 분실물 신고서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
문에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기해
야 하므로 Lost가 아닌 Stolen으로 적어야 한다.

다. 다만 취급하지 않는 통화도 있으니 주요 통화(달러, 유로, 엔화)가 아니라면 방문 전에 문의 전화를 해
경찰서

113

구급차

115

소방서

114

보자.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20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인천공항 내 입점 은행

은행 영업소는 모두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환

전소는 출발층(3층)에서부터 도착층(1층), 면세 구역
등 많은 곳에 위치해 있다. 각 층마다 영업시간이 다
르고, 사이버 환전 신청 시 수령 가능한 지점이 다를
수 있기에 미리 수령 지점과 영업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새벽 비행기를 타는 여행자라면
24시간 운영하는 환전소를 미리 확인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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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영업시간

09:00~16:00

환전 업무

07:00~21:00

09:00~16:00

06:00~20:00

09:00~16:00

06:00~21:00

다낭, 이것만은 알고가자 22

출국하기

리무진 2017년 1월 기준

전국 및 서울 각지에서 인천공항행 리무진 버스가 항시 운행되고 있다.요금은 출발지에 따라 상이하며, 리

무진 탑승 시 짐을 실으면 Luggage Tag을 주므로 다른 사람과 짐이 섞일 일은 없다. 신용 카드사마다 자사

인천공항 가는 법

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할 시 리무진 할인 티켓을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탑승 전 할인 혜택을 꼼꼼히 확
인해 보자.

공항철도 AREX 2017년 1월 기준

홈페이지

는 성인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방에서 올라올 경우, KTX

전화번호

와 연계하여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상호 할인이 되니 기차를 이용해 서울역으
로 올라오는 것도 빠르고 편한 방법. 공항철도 내에는 대형 짐을 놓을 공간이

How to
공항철도 이용하기

있으며, 공항까지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며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빠르고
편리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금방 인천공항 도착!
www.arex.or.kr

홈페이지

전화번호

032-745-7788

화물
청사

운서

영종

청라
국제도시

KTX

검암

계양

김포
국제공항

KTX

인천 1호선

5 9

인천 2호선

공항철도 운임 정보(서울~인천공항 58km)
열차 종류

소요 시간

직행(40분 간격)

43분

일반

58분

DMC
6

경의선

요금

어른 : 8,000원

어린이(4~12세) : 6,900원

서울역 - 홍대입구역 : 1,250원
서울역 - 검암역 : 1,750원

서울역 - 인천공항역 : 4,150원

*구간에 따라 상이하니 확인 요망

홍대입구

공덕

2

5 6

경의선

경의선

서울역
1
4

시간

첫차 : 06:00
막차 : 22:20
첫차 : 05:20

막차 : 24:00(검암행)

TIP 공항철도 저렴하게 이용하기

아시아나, 대한항공, 제주항공의 이티켓이나 보딩패스를 제시하면 성인도 6,9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하나투어 등 여행사 이용 시,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다낭, 이것만은 알고가자

홈페이지

02-2664-9898

도심공항 2017년 1월 기준

홈페이지

운영시간

KTX

경의선

* 직통열차 운임 할인 기간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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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irportlimousine.co.kr

이용 안내 문의

노선도
인천
국제공항

서울버스 주식회사

(주)공항리무진

1회용 교통카드를 구매하면 기준 운임보다 100원이 추가된다. 또한 어린이

수속 마감 시간

전화번호

www.seoulbus.co.kr

02-400-2332, 1577-0287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02-551-0077~8

www.calt.co.kr
국적 항공사
05:20~18:30

제주항공, 외국 항공사
05:10~18:30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1599-7788

www.arex.or.kr
05:20~19:00

인천공항 - 국제, 국내 : 출발 3시간 전

출발 3시간 전

국내 : 출발 2시간 10분 전

므로, 비행기 출발 시간이 8시라

김포공항 - 국제 : 출발 2시간 20분 전
항공사별로 탑승 수속 개시 시간 상이

오전 5시 20분이 게이트 오픈이
면 도심공항 이용은 불가하다.

- 항공사 사정에 따라 특정 비행편(전세기 등)은 도심공항 서비스가 이용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요망
- 운영시간의 경우 노선별로 상이하니 홈페이지 확인 요망

도심공항터미널은 서울역과 삼성동 두 곳에 위치해 있다. 서울역에서는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한 뒤에 공
항철도를 타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으며, 삼성동에서는 리무진을 이용할 수 있다. 도심공항터미널에
서는 탑승 수속을 마치고 짐까지 모두 부칠 수 있어 공항을 향해 가볍게 출발할 수 있다.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했을 경우, 공항에 도착하면 출국장 측면의 전용 통로를 이용해 바로 보안 검색대
로 직행, 도심 승객 전용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전용 출국 통로는 인천공항 3층의
1~4 출국장, 좌우측에 마련되어 있다).

도심공항 이용의 숨겨진 장점!

1. 얼리 체크인(Early Check-In)으로 원하는 비행기 좌석을 선점할 수 있다.
2. 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 기차 내에서 와이파이 무료 사용 가능

다낭, 이것만은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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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
리무진 이용 시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면 보통 A와 M 카운터에서 하차할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대한항공은 A, 아시아나
는 L 카운터를 사용한다. 또한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스카이 팀은 A 카운터 주변이며, 아시아나항공이 속해
있는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들은 L 카운터 주변에 위치해 있다.

공항철도 이용 시

공항철도역(교통센터 지하 1층) 하차 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여객 터미널 3층으로 이동
하여 각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하면 된다.

TIP 무료 샤워실, 여행 시작을 개운하게~ (07:00~22:00)

오전 일찍, 혹은 늦은 밤 출국하는 여정이라면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여행을 시작하자. 출국 심사 후 안으로

들어오면, 여객터미널 4층 환승동의 동쪽 12번 게이트와 서편 42번 게이트에 위치해 있다. 천 원에 수건 한
장과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바쁜 시간에는 수건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수건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셀프 체크인

셀프 체크인 기기인 키오스크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빠른 체크인을 할 수 있다. 셀프 체크인 후 위탁 수하물
의 경우, 각 항공사 셀프 체크인 전용 카운터를 이용하면 된다.

기내 반입 수하물은 카운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심사장으

로 바로 이동 가능하다. 비자 및 수속 문제로 인해 셀프 체크인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자.

셀프 체크인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캐세이퍼시
픽항공, 네덜란드항공, 중국국제항공, 아메리칸항공, 중국남방항

웹·모바일 체크인

스마트폰만 있으면 빠르게 체크인을 끝낼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3층 출국장 A, F, L 인근에 위치한 웹·모
바일 존에서 항공권 예약 정보와 여권 정보를 입력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체
크인 후 위탁 수하물이 있을 경우 항공사별 전용 카운터 또는 자동 수하물 위탁 서비스를 이용하자. 위탁할
수하물이 없다면 곧바로 출국장으로 직행하면 된다.
웹·모바일 체크인 가능 항공사

www.airport.kr/pa/ko/d/2/2/2/index.jsp#none

자동 탑승 구역

출국층인 3층 F 구역에 위치한 자동 탑승 구역에는 자동 탑승권 발급 기기와 자동 수하물 위탁 기기가 마련

되어 있다. 자동 탑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직접 좌석 배정과 탑승권 발권, 수하물 위탁 등을 할 수 있기에

수속부터 탑승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이용객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자동 탑승권을 발급받
은 후, 자동 수하물 위탁 기기를 통해 바로 수하물까지 보낼 수 있어 편리하다. 이용 전에 항공사별 수하물
위탁 규정을 확인하도록 하자.

공항 라운지

인천공항에는 다양한 라운지가 위치해 있다. 항공사, 신용 카드사 등 여러 회사의 라운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멤버십에 따라서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 가능하다. 인천공항 홈페이지 - 공항 서비스 휴게·의료 & 환승 편의 시설 부분에서 라운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airport.kr/pa/ko/d/5/4/index.jsp#a

TIP PP 카드(Priority Pass Card)

PP 카드는 전 세계 600여 개 공항 VIP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어느 항공사를 이용하든 좌석

의 등급과 상관없이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신용 카드를 신청해서 PP 카드를 발급받거나, PP
카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

www.prioritypass.com

공, 이스타항공, 터키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프랑스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위치 				
www.airport.kr/pa/ko/d/2/2/2/index.jsp#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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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심사

출국장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안 검색을 받는다. 공항 안전 및 항공기 안전을 위해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외

투와 모자, 벨트 등은 벗고, 짐은 검색대 위에 올려 놓는다. 노트북 같은 대형 전자 기기는 가방에서 별도로 꺼

내 놓아야 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할 것. 출국 심사대에서는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한다. 여권에 출국 확인 도장

면세점 활용

출국 심사 후, 면세 구역이 펼쳐질 것이다. 사전에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결제를 했다면, 바우처와 여권 그
리고 보딩패스를 들고 각 면세점의 수령처에서 수령을 하면 된다.

을 받은 후, 바로 면세 구역으로 입장!

인천공항�탑승동
면세품�인도장

TIP 초보 여행자를 위한 출국 안내

- 2시간 30분 전까지는 공항 카운터 앞에 도착하는 게 좋다.

3층�탑승동

121

GATE

- 여행하는 국가별로 입국 시 유의 사항이 있다. 면세 범위,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파악하자.
- 체크인 시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를 제출하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 임신부, 노약자는 Fast Track 서비스를 이용해 출국 심사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체크인 시 문의)

기내 반입 규정

- 생활 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 칼, 병따개, 와인 따개, 족집게, 손톱 정리 가위, 바늘류,
제도용 컴퍼스 등

- 의료 장비 및 보행 보조 도구 : 주사 바늘, 체온계, 자동 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 의료 장비,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구조 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눈사태용 구조 배낭(1인당 1개)

-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 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터, 휴대폰, 노트북, MP3 등

-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 단, 소형 안전 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등
-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학류, 폭죽 등

- 기타 위험 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 리튬 배터리 : 160Wh 이하 배터리를 장비에 부착한 상태로 화물칸 이용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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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GATE

26번 GATE

인천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
인도장 위치

인천공항�동편
12, 14번 GATE

14

GATE

12

수령 가능 면세점

여객터미널 동편 12, 14 GATE

여객터미널 동편 24 GATE 건너편 위층
여객터미널 서편 29 GATE 건너편 위층
탑승동 121 GATE

- 리튬 배터리 : 160Wh 이하, 1인당 2개까지 허용

기내 반입 금지 물품

GATE

GATE
건너편�위층
건너편�위층
동편�출
장
국장
�출국 ❸
❷
편
서
출국�심사대
출국�심사대
❹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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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가능 물품

- 액체류 : 위생 용품, 욕실 용품,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 용품, 치약, 콘택트렌즈 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 연고, 보안 검색 완료 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 100ml 이하의 액체류
* 단, 100ml 이하의 액체류는 내용물이 100ml 이하여도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상인 경우 반입 금지
		 (예시 : 150ml 용기에 75ml의 액체가 들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반드시 투명한 지퍼백 1개에 한하여 반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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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에스엠

롯데, 신라, 동화, 워커힐, 신세계

면세점 이용 시 주의 사항

면세 범위

출국 시 구매 총 한도액은 미화 $3,000까지이며 국내 제품에는 한도가 없다.

하지만 한국으로 입국 시 면세범위는 미화 $600까지이므로, 수입품과 국내 브랜드 상품을 포함한 금액이
미화 ＄600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방문국별 반입 제한 물품 확인

우리나라의 경우 술 1병, 담배 200개피, 향수 60ml로 반입이 제한되어 있

듯이 타 국가 역시 국가별로 반입이 제한되거나 수량이 정해져 있다.
반품 O, 교환 X !

면세품은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반품은 가능하다. 상품 인도 후 15일 이내의 미사용 제품

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제품 이상이 아닌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경우 수수료가 있다.

다낭, 이것만은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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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IP!

자동출입국심사(SeS)를 이용하여
간편한 출입국 심사를 받자!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 만 7세~18세 이

하거나 개명, 생년월일 변경 등 인적 사항 변동자는 사전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출국 심사대에 줄이 길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고 빠르게 출국 심사를 받아 보자.

자동출입국심사,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용 가능하다고?!

자동출입국심사에 가입되었다면, 한-미 자동출입국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미국에서
도 별도의 기다림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단, 전자 여권
을 소지해야 하며, 가입 이후 소정의 절차와 수수료 $100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 홈페이지

www.ses.go.kr

수수료

$100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Step

1. 출국장 입장 전

인천공항 3층 출국장 F 카운터 옆(6번 출입구 맞은편) 등록 센터에서 여권만 지참하면 OK
인천공항 등록 센터 운영시간

2. 출국장 입장 후

06:30~19:00

등록 센터 운영시간 내에만 이용 가능. 자동 심사대 바로 옆에서 현장 등록할 수 있으니, 입장 전에 등록을
못했다면 심사대 바로 옆에서 등록을 하고 이용하면 된다.
A, D 카운터 19시까지 / B, C 카운터 18시까지

입국하기
입국 절차

베트남은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공항에 도착 후 입국 심사를 받은 뒤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수하물을 찾아 밖으로 나오면 된다. 단, 세관 검사를 통과할 때 보안 요원이 본인의 수하물이 맞는지 수하물
표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하물 표를 챙겨 놓도록 하자.

다낭 국제공항

2017년 다낭 국제공항 신청사가 새로 문을 열었다. 한국에서 다낭을 오가는 국제선은 이제 모두 신청사를
이용한다. 1층은 도착층, 2층은 출국층이다.
홈페이지

danangairport.vn/en

유심 판매소

환전소

* 유심 :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면 수하물 찾는 곳 바로 앞에 유심 판매소가 위치해 있다. 데이터만 필요하다
면 4G 데이터를 5달러에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해 보자.

* 환전소 : 입국장 밖으로 나오면 왼편에 환전소가 위치해 있다. 여러 개의 환전소가 있지만 늦은 시간에 도
착할 경우 EXIMBANK를 이용하면 된다. 환전 시 금액을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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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TRANSPORTATION
현지 교통 따라잡기

현지 교통

후에

❶ 기차

베트남에서 다낭 들어가기
하노이, 호찌민

중국

남북으로 긴 베트남의 국토. 북

China

쪽에 위치한 하노이와 남쪽에
위치한 호찌민, 그리고 그 중간

하노이

에 위치한 다낭. 따라서 하노이
와 호찌민에서 다낭을 가는 방

루앙프라방

라오스

법 및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❶ 기차

다낭행 기차는 하노이, 호찌민

Thailand

시간이 소요되며, 호찌민에서는

방콕

16~19시간가량 소요된다. 보통

태국

Vietnam

Cambodia

이고, 늦은 밤에 출발하는 기차
좌석, 침대 칸(4인실, 6인실)을

캄보디아

씨엠립

역이 많아 가장 오래 걸리는 편
차는 딱딱한 좌석과 부드러운

다낭
호이안

베트남

낮에 출발하는 기차가 정차하는
가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린다. 기

~3시간이 소요된다. 외국인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부드러운 좌석에 에어컨이 있는 칸으로 끊어준다.
후에

에서 하루에 5편씩 운행된다. 하

노이에서 다낭까지는 약 15~18

하노이에서 출발한 기차가 후에를 거쳐 다낭으로 간다. 기차는 하루에 5회 정도 운행되며, 약 2시간 30분

Laos
비엔티안

www.vietnam-railway.net/Train-Schedule

❷ 오픈 버스

시내 여행사에서 다낭행 슬리핑 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 하노이 – 후에 – 다낭 – 호이안 – 나트랑 – 무이네

– 달랏 – 호찌민(사이공)을 오가는 노선이다. 하노이에서 출발할 경우 후에를 거쳐 다낭에 도착하며, 호찌
민에서 출발한다면 나트랑과 호이안을 거쳐 다낭에 도착하게 된다. 다낭까지는 15시간가량 소요된다.

베트남항공, 비엣젯, 젯스타를 이용, 다낭까지는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 프로모션을 이용할 경우 버스만
큼 저렴한 가격에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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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버스

Tourtist)사무실 앞에서 출발, 다낭 밧당(Bạch

널(Bến Xe Phía Nam)에서 다낭행 버스를 탑승할

후에 신시가지에 위치한 신 투어리스트(The Sinh
Đằng)거리의 신 투어리스트 사무실 앞에 도착한다.

소요 시간
운행 시간

3시간

08:00, 13:15 출발, 일 2회 운행

후에 신시가지의 남쪽에 위치한 피아남 버스 터미
수 있다.

소요 시간
운행 시간

3시간

05:00~19:00

호찌민

타이만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❸ 비행기

❷ 오픈 버스

프놈펜

선택할 수 있으며, 좌석 종류에
기차 시간

남중국해

호이안

❶ 택시

❷ 오픈 버스

단연 택시. 버스도 있지만 택시 요금이 그리 비싸지

서 출발, 다낭 밧당 거리의 신 투어리스트 사무실 앞

호이안에서 다낭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않기에 택시는 많은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

이다. 호이안에서 다낭 국제공항 및 시내까지는 택
시로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호이안 시내에 위치한 신 투어리스트 사무실 앞에
에 도착한다.
소요 시간
운행 시간

45분

08:30, 13:45 출발, 일 2회 운행

❸ 버스

호이안 북서쪽에 위치한 호이안 버스 터미널(Bến xe Hội An Nguyễn Tất Thành)에서 출발, 다낭 시
내를 거쳐 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노란색 1번 버스가 있다. 현지인 요금과 외국인 요금을 다르게 받으며,
20,000~50,000VND까지 부르는 게 값이다.
소요 시간

1시간

운행 시간

05:30~18:00(배차 간격 20분)

교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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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시내 들어가기

리조트, 호텔 셔틀버스

입국장 밖으로 나오면 바로 택시 승강장이 위치해

규모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에서는 시내 및 호이안행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한정된 좌석으로 인해 사전

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택시로 10분, 해안가의

예약을 해야 하는 곳도 있으므로 체크인 시 문의해 보자.

주요 리조트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공항이기에 버스는 다니지 않는다. 시

내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은 오로지 택시뿐! 택

시내버스

시를 탑승한 뒤 목적지까지는 미터기를 켜고 가면
된다.

다낭에는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이 존재한다. 그중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선
은 1번 버스. 다낭 버스 터미널을 출발해 다낭 대성당, 참 조각 박물관, 오행산을 거쳐 호이
안 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노선이다. 노란색이라 눈에 잘 띄지만 시내에서 좀처럼 보기 힘
들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시내버스보다는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고, 현지인 가격과

시내 교통

외국인 가격을 다르게 받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택시
마이린(Mai Linh)

띠엔사(Tiên Sa)

오토바이, 자전거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시내와 거리가 있는 하이번 고개나
영응사를 다녀오거나 자전거를 빌려 시내를 돌아다닐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운 날씨와 안전의 문제로 인해 많은 여행객
들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여러 택시 회사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건 노란색의 띠엔사(Tiên
Sa), 녹색의 마이린(Mai Linh), 흰색의 비나선(Vinasun) 택시다. 택시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기본 요금이 조
금씩 다르다. 시내 곳곳에 많은 택시가 다니기 때문에 택시 잡는 건 어렵지 않은 편. 다만, 대부분의 택시 기
사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목적지의 현지어 주소를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TIP 택시 요금 낼 때 주의하세요~!

베트남은 화폐 단위가 크기 때문에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보
면 점(.) 뒤에 0 세 개가 생략돼 있다. 따라서 ‘90.0’이 찍혀 있다면
‘90,000VND’이라는 뜻. 헷갈리기 쉬우니 요금을 낼 때 한 번 더 확
인한 뒤 내도록 하자. 또한 잔돈을 넉넉히 갖고 다니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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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금 느린 여행, 다낭

45

다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근교 여행
45 호이안 Hội An
50 미선 Mỹ Sơn
51 후에 Hué

THEME
TOUR
테마여행

53

로맨틱한 다낭의 밤

57

우리 입맛에 딱, 베트남 음식

61

마지막 추억까지 소중히, 기념품

추천 일정

휴양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다낭! 시내와 해안가에서는 맛집과 마사지, 해수욕을 즐기며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자. 관광을 하고 싶어지면 차를 타고 조금 멀리 나가 보자. 가깝게는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영응사와 바나 힐에서부터, 조금 멀게는 근교 여행지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인 후에와 호이안,
미선 유적지까지. 다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즐겨 보자.

다낭에서 알차게 3박 5일

Day 1

저녁 비행기로 도착

오행산

13:00 다낭의 전경을 한눈에 오행산 or 영응사

Day 3

영응사

Day 4

근교 여행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호이안 or 후에

다낭 도착!

호이안

10:00 다낭 속의 유럽 바나 힐

후에

Day 2

10:00 다낭에 왔다면 여긴 꼭! 다낭 대성당

16:00 해수욕 즐기기 미케 해변, 논느억 해변

논느억 해변

다낭으로 복귀, 다낭 야경 즐기기

16:00 산뜻한 여행의 마무리
마사지
스카이 36

18:00 저녁 식사
19:00 출국 전 마지막 쇼핑

11:00 찬란했던 참파 왕국의 모습 참 조각 박물관

18:00 저녁 식사
19:00 로맨틱한 밤, 특별한 추억 아시아 파크

더탑

꺄아~
12:00 점심 식사
39

테마여행

Day 5

한국 도착
테마여행

40

조금 느린 여행,

다낭

하루, 일주일, 한 달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과 달리,
다낭에서는 조금 천천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 보자.

한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바쁜 일상을 보내겠지만

이곳, 다낭에서 만큼은 하루 24시간을 오롯이 나만의 시간으로 채워 보자.
다낭에서 조금 느린 여행을 하는 법.

41

테마여행

테마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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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파라솔 아래에서 늘어지게 책 읽기
리조트에서 한가로이 시간 보내기
잊지 못할 쌀국수 맛집 찾아보기

망고와 열대 과일 마음껏 먹기

마사지 받으며 몸과 마음의 피로 풀기

노을 지는 한 강 거닐어 보기
1일 1 베트남 커피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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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여행

테마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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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근교 여행

너무나 좋은 다낭이지만 이곳에만 머물긴 아까운 근교 여행지가 많다. 아름다운 도시, 호이안(Hội An)과

베트남 왕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미선(Mỹ Sơn) 유적지와 후에(Hué)까지. 저마다의 매력과 볼거리를 자
랑하는 다낭 근교 여행지를 만나 보자.

호이안 Hội An

팔마로사
Palmarosa Spa

Ha
iB
àT
rư
ng

Bà
Tr
iệ
u

올드 타운 Old Town

Trần Hưng Đạo

도보 15분

Old Town

포슈아
Phố Xưa
푸젠 회관

Nguyễn P
húc

더 매직 스파
The Magic Spa

La Hối

Nguyễn Phúc Tần

리칭 아웃 티 하우스
Reaching Out Tea House

Trần Phú

Tấn Ký

미스 리
Miss LY Cafe 22
꾸안꽁 사원

민속 박물관

야시장
Night Market

River
Thu Bồn

물들이 남아 있다. 19세기 무렵 다낭으로 무역항이 이전하면서 그 명성은 넘겨주었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45

테마여행

다낭에서 차로 약 40분 소요

입장료

통합 입장권 120,000VND(5곳 입장 가능)

Đằng
Bạch

은 무역 도시로 발전하였다. 당시에 머물던 중국, 일본 상인들의 지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거리 곳곳에 건축

찾아가는 법

에 빠져들게 될 것.

Chợ Hội An

다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근교 여행지, 호이안. 16~17세기 해양 실크 로드의 주요 항구 도시였던 호이안
도심의 멋스러움과 클래식함이 여행자들의 발길을 이끈다.

관, 사당, 박물관 등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수많은 홍등이 켜지는 밤이 오면 낭만적인 호이안의 모습

호이안 시장

호이안 로스터리
Hoi An Roastery

Văn hóa dân gian Hội An

란히 남아 있는 올드 타운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되었으며 마을 곳곳에 위치한 고가, 중국인 회

Quan Công Miếu

Phuoc Kien

Nguyễn Thái Học
떤끼 고가

Chu

Nguyễn Hoàng

nh
g Lã
Hồn
Cao

내원교
Japanese Covered Bridge

Nguyễn Huệ

Phan Châu Trinh

올드 타운

Cô
ng
Nữ
Ng
ọc
Ho
a

반미 프엉
Bánh Mì Phượng

iệu
ng D
Hoà

Lê Lợi

Hai Bà Trưng

Phan Châu Trinh

베일 웰
Bale Well

투본(Thu Bồn) 강이 흐르는 작고 예쁜 마을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다. 당시의 색채, 분위기가 고스

N

내원교 Japanese Covered Bridge

야시장 Night Market

호이안의 랜드마크로 항구 도시였던 호이안에 정

날이 저물면 열리는 야시장은 각양각색의 수많은

두고 일본 상인과 중국 상인들이 거주하는 구역이

거리이자 포토 존이 되는 곳. 주변의 귀여운 소품들

착한 일본인들이 지은 다리. 이 작은 다리를 사이에
형성되었다.

홍등을 판매한다. 화려한 홍등이 야시장의 대표 볼
과 액세서리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시장 한편에
서 판매하는 간식과 아이스크림도 놓치지 말자.

테마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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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해변 Bãi Tắm An Bàng
올드 타운에서 약 15분 정도 떨어
져 있는 조용한 해변가. 호이안의

대표 해변가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다. 주변 레스토랑에서 쉬면
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자.

더 매직 스파 The Magic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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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22:00

48 Cao Hong Lanh St., Hội An

테마여행

주소

08:00~21:00

35 Phan Châu Trinh, Minh An, tp. Hội An

전날에는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인기가 높다. 가격

맛보러 가는 곳이다. 다른 곳에 비해 가격이 저렴

상 차림이다. 반쎄오(베트남식 부침개), 넴느엉(석

대비 시설, 마사지가 괜찮은 편이다.

주소

운영시간

베일 웰 Bale Well

모두 훌륭한 편이다. 부위마다 마사지 강도를 선택
운영시간

짜, 껌가, 까오러우 등 기본적인 베트남 음식들이 모두 훌륭하다.

미스 리 Miss LY Cafe 22

한국 여행객들에게 유명한 마사지 숍으로 늦어도

해서 받을 수 있어서 좋다.

모두가 인정하는 쌀국수 맛집으로 완벽한 국물과 가득 올라간 고기 토핑이 인상적이다. 쌀국수 외에도 분

팔마로사 Palmarosa Spa

깔끔한 시설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의 마사지

숍을 찾는다면 추천하는 곳. 서비스, 환경, 마사지

포슈아 Phố Xưa

운영시간
주소

10:00~21:00

90 Bà Triệu, Cẩm Phô, tp. Hội An

호이안 3대 음식인 까오러우, 화이트 로즈, 환탄을

하지는 않지만 맛이 보장되는 베트남 캐주얼 식당
이다.

운영시간
주소

11:00~21:00

22 Nguyễn Huệ St., Hội An

베트남 쌈 정식 식당으로 다른 메뉴 없이 오로지 한
쇠 구이), 스프링 롤, 야채와 김치를 라이스페이퍼
에 싸서 먹는 쌈 정식으로 호이안의 특별식이다.
운영시간
주소

10:00~22:00

51 Trần Hưng Đạo, Sơn Phong, tp. Hội An
테마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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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Mỹ Sơn

반미 프엉 Bánh Mì Phượng

베트남 바게트 샌드위치, 반미 맛집으로 호이안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다. 속 재료를 직접 만들며, 모든 재료
가 다 들어간 반미 텁껌(Bánh mì thập cẩm) 메뉴가 인기다.
운영시간
주소

06:30~21:30

2B Phan Châu Trinh, Minh An, tp. Hội An

고대 베트남 중부에 국가를 이룬 참파 왕국. 힌두교를 믿으며 왕국의 번영을 기린 종교 도시, 미선을 세웠

다. 요새와 같이 산으로 둘러싸인 성스러운 곳으로, 수많은 힌두 사원과 석상이 자리해 있다. 힌두교 최고의

신인 시바(Śiva)를 모시는 사원을 중심으로 작은 사당들이 함께 위치해 있다. 붉은 사암으로 겹겹이 쌓아 올

린 사원들과 조각, 장식 등에서 참파 미술을 엿볼 수 있다.

훗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참파 왕국의 종교 유적지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
되었고, 현재는 그 일부만 남아 있다. 호이안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찾아가는 법

호이안 로스터리 Hoi An Roastery

리칭 아웃 티 하우스 Reaching Out Tea House

이다.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내려주며 커피 종류도 다

애인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매장이 깨끗하고 세련되

이곳은 올드 타운 내 3개의 매장이 있는 인기 커피숍

양하다. 그중 연유와 얼음을 함께 섞어 마시는 카페
쓰어다(Cà phê Sữa Đá)가 인기. 달걀노른자가 들어
간 커피인 카페 쯩(Cà phê Trứng)도 맛볼 수 있다.
운영시간
주소

49

07:00~22:00

135 Trần Phú, Minh An, tp. Hội An

테마여행

다낭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호이안에서 약 1시간 소요

호이안 구시가지에서 가장 조용한 찻집으로 청각 장
었으며, 제공되는 차와 다과도 세심하다. 필요한 주

문과 대화는 마련돼 있는 미니 단어 블록이나 메모
로 가능!
운영시간
주소

월~금 08:30~21:30, 주말 09:30~20:30

131 Trần Phú, Sơn Phong, tp. Hội An

테마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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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Hué

베트남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룬 응우옌(Nguyễn) 왕조의
수도였던 후에. 베트남 국토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흐엉(Sông Hương) 강이 도

시 사이를 흐르는 비옥하고 조용한 곳이다. 강 너머의, 성

벽으로 둘러싸인 황궁에서 찬란했던 왕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성채 전체(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에 지정되었으며, 내부에는 황궁을 비롯한 사원, 방어 시
설 등이 위치해 있다. 구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응

우옌 왕조의 역대 왕들이 잠들어 있는 뜨득 황제릉(Tomb
of Tu Duc), 민망 황제릉(Tomb of Minh Mang), 카이딘

황제릉(Tomb of Khai Dinh)이 있다. 반대편 신시가지는
여행자 거리로, 호텔과 레스토랑 등이 밀집해 있다.
찾아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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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여행

다낭에서 차로 약 2시간 30분 소요

TOURTIPSAD_DAD_GD_03_R

아시아 파크

로맨틱한

다낭의 밤
소박한 낮과는 달리 화려하면서도 로맨틱한 다낭의 밤.

낮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다낭의 진짜 모습을 이곳에서 만나 보자.

한강

다낭 시내와 해안가를 나누는 경계, 한 강. 뜨거운 낮 시
간에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인적이 드물지만 밤

에는 다들 한데 모여 휴식을 즐기는 곳이다. 강변을 따
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한낮의

무더위를 모두 잊을 수 있을 것. 다낭의 랜드마크인 용

다낭에서 조금 더 특별하고 신나는 밤을 보내고 싶다면? 아시아 파크가 제격! 시내에서 멀지 않고, 바로 옆

까지 둘러보자. 저녁을 먹은 후 산책 삼아 거닐기 좋은

대관람차 ‘선 휠(Sun Wheel)’에 올라 다낭 시내를 내려다보자. 사람이 붐비지 않아 마치 전세 낸 듯 여유롭

교를 비롯해 새롭게 떠오르는 야경 명소인 사랑의 부두
곳이다.
53

테마여행

에 롯데마트가 위치해 있어 아시아 파크를 즐긴 뒤 먹거리까지 사 들고 오면 딱이다. 시내 어디서든 보이는
게 즐길 수 있어서 좋다.

테마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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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톱 바

더탑

레스토랑(카페)

스카이 36

고급 호텔 루프톱 바에서 즐기는 럭셔리한 다낭의

저녁 식사를 즐기며 다낭의 야경을 감상하자. 한 강

경! 거기에 분위기 있는 칵테일 한잔을 더해 최고의

어 눈과 입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밤!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황홀한 다낭의 야
시간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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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36

테마여행

변에 레스토랑이 많이 위치해 있고, 음식 또한 맛있

TOURTIPSAD_DAD_GD_04_R

✓ 퍼 Phở

✓ 반미 Bánh Mì

✓ 미꽝 Mì Quảng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인 쌀국

쌀로 만든 바게트에 다양한 재료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비빔 쌀국

라 종류가 나눠지는데, 소고기를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간식이

두툼한 면발과 고기, 각종 야채를

수, 퍼(Phở). 첨가되는 고기에 따

넣은 퍼보(Phở bò)와 닭고기가
들어간 퍼가(Phở gà)가 유명하다.

베트남 사람들의 단골 아침 메뉴.

를 넣어 먹는 베트남식 샌드위치.

다. 베트남에 왔다면 한 번쯤 꼭
먹어 봐야 할 음식!

✓ 분까 Bún Cá / 분짜까 Bún Chả Cá

가는 면발의 쌀국수에 생선

튀김이 들어간 분까와 어묵

튀김이 들어간 분짜까. 기본

적으로 생선이 들어가기에 향

이 조금 강한 편이다.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지
만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맛에 딱, 베트남 음식

베트남을 여행하기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음식 때문! 한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

는 쌀국수 Phở를 비롯해 면을 주로 하는 요리가 많은 베트남 음식. 게다가 한 그릇 먹고, 맛있으면 한 그릇
더 시켜 먹어도 부담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까지. 어찌 베트남을, 베트남 음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조금 낯설 수 있다.

✓ 반쎄오 Bánh Xèo

쌀가루 반죽을 얇게 튀긴 후

로 올라가기도 한다.

✓ 분짜 Bún Chả

석쇠에 구운 돼지고기를 새콤달
콤한 소스에 넣어 쌀국수, 야채와

함께 먹는 음식.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
는 마성의 음식으
로 더위에 지쳐 입
맛이 없을 때 제격
이다.

✓ 넴느엉 Nem Nướng

을 넣어 익힌 음식으로, 우리
나라의 부침개와 비슷하다. 먹
는 방법 또한 비슷한데, 부침

거나 각종 야채와 함께 라이

석쇠에 구운 돼지고기 경단을 숙주나

Mắm)과도 잘 어울리고, 땅콩 소스에 찍어 먹어도 고소하니 맛있다.

함께 라이스페이퍼에 싸 먹는 음식.

스페이퍼에 싸 먹으면 된다.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소스인 느억맘(Nước

테마여행

넣어 먹는다. 튀긴 과자가 고명으

고기, 새우, 숙주나물, 양파 등

개처럼 떼서 소스에 찍어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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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자작한 국물에 칼국수 면처럼

물, 마늘, 오이, 고추 등 각종 야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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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보후에 Bún Bò Huế

얼큰한 쌀국수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딱인
매콤한 쌀국수. 햇볕이 강하고 비가 적
게 내리는 후에의 특성상 매운 음식이

발달하였는데, 분보후에가 대표적인

음식. 부드러운 소고기와 어묵, 야채가

듬뿍 들어가 있다.

✓ 까오러우 Cao Lau

✓ 짜조 Chả Giò

라이스페이퍼 안에 각종 재료를 넣

어 말아낸 뒤 재빠르게 튀겨 낸 음
식. 춘권, 스프링 롤의 베트남 버전
이다. 식사 전에 입맛을 돋우기 위
해 먹거나 주요리와 함께 먹는다.

✓ 고이꾸온 Gỏi Cuốn

우리에게 월남쌈으로 잘 알려진
음식. 라이스페이퍼에 야채와 새

호이안의 명물 음식으로 우동 면처럼 두

우, 고기 등을 넣고 싸 먹는다. 짜

꺼운 쌀국수에 돼지고기와 각종 야채를

조가 튀겨낸 것이라면, 고이꾸온

넣어 먹는 비빔 국수. 호이안 어느 식당

은 생으로 먹기 때문에 담백하고

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신선하다.

✓ 반바오반박 Bánh Bao Bánh Vạc

쫄깃한 흰색 피 안에 돼지고

✓ 껌가 Cơm Gà
TIP 메뉴판, 고민하지 마세요!

기와 새우가 들어 있는 베
트남식 물만두. 화이트 로즈
(White Rose)라고도 불린
어울린다.

✓ 카페 쓰어다 Cà phê Sữa Đá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 언제 어디에서나 손

쉽게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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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닭고기

Thịt Gà

팃가

밥

Cơm

껌

단한 음식이지만 감칠맛 나는 간
장 소스를 끼얹어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

피. 노른자와 연유가 들어가 있어 마

피로, 진하면서 달콤한 맛이

베트남어

해산물

러운 닭고기를 얹어주는 덮밥. 간

단연 아이스 커피. 그중에
달달하게 마시는 아이스 커

한국어

돼지고기

✓ 카페 쯩 Cà phê Trứng

카페 쓰어다는 연유를 넣어

발음

닭고기 육수로 지은 밥 위에 부드

더운 날씨로 인해 여행자들
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류는

베트남어

소고기

다. 튀긴 마늘이 뿌려져 나
오며, 달짝지근한 소스와 잘

한국어

찐득한 폼이 올려져 나오는 달걀 커
치 티라미수를 먹는 듯 달콤하면서 부
드러운 맛이다. 쉽게 맛
볼 수 없는 커피이기
에 더욱 특별하다.

생선

Thịt Bò

Thịt Lợn

달걀

라이스페이퍼

Bánh Tráng

하이산

소금

Muối

팃해오

Cá

까

Hải Sản
Tôm

게

Cua

Mực

Trứng

팃런

Thịt Heo

새우

오징어

팃보

똠

믁

꾸어

생선 소스

쯩

반짱

Nước Mắm

느억맘

설탕

Đường

드엉

달다

Ngọt

맵다
짜다

Cay

Mặn

무오이
까이
응옫
만

콩 쪼 라우 텀

Không cho rau thơm
고수 빼주세요

테마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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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추억까지 소중히, 기념품
G7 커피

콘삭 커피

도로 유명한 커피. 베트남의 커피 회사 쭝응우웬

있다면 원두 커피에

베트남 기념품 = G7 커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
(Trung Nguyên)에서 2003년 런칭한 브랜드로, 에
스프레소, 헤이즐넛, 모

카, 카푸치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진하면서 달

콤한 베트남 커피가 마음

에 들었다면 잊지 말고 G7

커피를 챙겨 오자!

는 쯔엉선(Truong

Son)의 콘삭 커피

가 있다. 콘삭(Con sóc)은 베트남어로 ‘다람쥐’라는
뜻. 다람쥐가 헤이즐넛을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커피 이름을 콘삭으로 지었다고 한다. 고산 지대에서
재배한 100% 아라비카 원두에 헤이즐넛 향을 첨가

한 커피로, 카페인 함량이 적고 향이 진한 게 특징. 아
라비카와 로부스타 원두를 반씩 섞은 제품도 있다.

노니차

있다! 마트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쌀국수와 라면이 진열

노니. 할리우드 스타

돼 있는데, 이 중에 ‘PHỞ’라고 적힌 것이 쌀국수다. 아

무래도 한국으로 가져오기에는 봉지에 들어 있는 제품
이 수월한 편. 박스째 사 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 저렴한 가격에 현지 쌀국

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추천! 얇은 면

발에 향신료 맛이 강하지 않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라면도 인기 품목.

고급 베트남 초콜릿으로 맛은 물론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제격

이다.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시식해 볼 수 있어 원하는 제품으로 구매도
가능하다. 쉽게 맛볼 수 없어 더욱 특별한 베트남 초콜릿을 놓치지 말자.

믹스 커피에 G7이

쌀국수와 라면

다낭에서 먹었던 쌀국수를 그대로 한국에서도 맛볼 수

페바 초콜릿

동남아의 열대 과일
미란다 커의 건강 관
리 비결로도 잘 알려
져 있는 만능 식품이

칠리 소스

말린 과일

성의 칠리 소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것, 말린 과일! 다양한 열대 과일이 있지

다양한 베트남 요리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마
덕분에 인기 쇼핑 품목으로 꼽힌다. 같이 사
온 쌀국수에 넣어 먹어도 좋고, 집에 하나
쯤 놔두면 언제든 활용 가능한 만능 소스다.

동남아 여행 기념품 하면 빠질 수 없는

만 그중에 베스트셀러는 실패 확률 0%인

망고.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자랑
한다.

나무젓가락

실용성 있는 기념품을 찾는다면 젓가락이 어떨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젓
가락을 사용하는 문화인 베트남에서는 가볍고 정교한 젓가락을 구매할

수 있다. 쌀국수를 먹을 때, 전이나 튀김류를 부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어머님들에게 인기 만점 제품. 단, 너무 저렴한 걸 사면 나무에 입혀
진 색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유의하자.

다. 노니에는 질병과 노화를 막는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돼 있으며, 몸과 피부의 독소를 빼주는 과일로도

아기자기한 소품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기에 더욱

눈에 보이는 곳에 둘 수 있어 언제든 다낭에서의 추억을 떠올릴 수

인기가 많다.

있는 기념품. 베트남의 전통 모자 논을 비롯해 다낭의 랜드마크 자
석, 조각품, 인형 등 아기자기한 기념품이 많다.

캐슈너트

우리나라의 땅콩처럼 베트남에서

1988년부터 생산된 인기 과자, 비

있어 선물용으로 사 오기 좋다. 어

플, 잭프루트 등 다양한 건조 과일

자주 먹는 캐슈너트. 진공 포장돼

른들 맥주 안주로도, 아이들 간식으

로도 인기 만점. 짭조름하면서도 고

소한 맛이 손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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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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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밋. 고구마, 사과, 바나나, 파인애

우표와 엽서

칩을 맛볼 수 있다. 무방부제, 무

행지의 추억을 듬뿍 담고 있는 우표와 엽서는 그야말로 기념품계의 스테디

설탕, 무색소 제품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욱 좋다.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모습에서부터 순수한 아이들의 미소까지. 여
셀러. 또한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각종 선전 포스터를 판매하고 있으니 색다
른 기념품을 원한다면 구매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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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볼만한 곳
다낭 시내

다낭 시내

한강

Sông Hàn

다낭의 낮과 밤이 아름다운 곳

다낭 중심을 남북으로 가르며 흐르는 한 강은, 강을 기준
으로 크게 시내와 해안가 방향으로 나뉜다. 강을 잇는 4개

의 다리 중, 한 강교(Cầu Sông Hàn)와 용교(Cầu Rồng)
가 대표적이며 밤이 되면 화려한 LED 조명으로 빛나 더욱

아름다워진다. 강가 근처로 카페, 펍, 레스토랑이 모여 있
어 야경을 즐기는 여행객들로 붐빈다.
운영시간
맵북

유람선 18:00, 20:00(1시간~1시간 30분간 탑승)

3번 지도 C2

지역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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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

Cầu Rồng

다낭의 랜드마크

사랑의 부두

Cầu Tàu Tình Yêu
떠오르는 야경 명소

유람선 선착장이자 최근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밤이면 하트 모양의 조명과 드래곤 분

수가 켜지면서 최고의 야경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용교 머리 쪽 가까이에 있고, 주변으로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이 위치해 있다.
주소

Trần Hưng Đạo, An Hải Tây, Sơn Trà, Đà Nẵng

찾아가는 법

용교 머리 쪽에 위치

맵북

3번 지도 C3

한 시장

Chợ Hàn

다낭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

1940년대부터 형성된 다낭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 2층 규모
다낭의 랜드마크이자 명물로 자리 잡은 용교는 2013년 3월 세워졌다. 용의 몸을 형상화한 다리 모양이 특이한

데다 밤이 되면 화려한 LED 조명으로 인기가 높다. 걸어서 다리를 건널 수도 있고, 용교 머리 쪽에는 사랑의
부두가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주말 저녁에는 용의 머리에서 불을 뿜어내는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운영시간
주소
맵북

토, 일 21:00(10분간 불 쇼)

Nguyễn Văn Linh, Phước Ninh, Đà Nẵng
3번 지도 C3

의 대형 시장으로 베트남에서 유명한 건어물을 비롯해 건과일, 꽃,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한다. 없는 것이 없고, 물건 값이 저렴

하기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오래된 시장인 만큼 깔끔

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지 분위기를 느껴볼 겸
한 번쯤 방문해 보면 좋다.
운영시간

07:00~18:00

전화번호

0236 3821 363

주소

119 Trần Phú, Hải Châu, Đà Nẵng

홈페이지

chohandanang.com

한 강교(Cầu Sông Hàn)와 용교(Cầu Rồng) 사이, 입
구는 Trần Phú 거리에 위치
찾아가는 법
맵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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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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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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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áo Xứ Chính Toà Đà Nẵng
분홍빛 외관의 아름다운 성당

참 조각 박물관

Bảo tàng Điêu khắc Chăm
찬란했던 참파 왕국의 모습

1916년에 개관한 1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박물관으로, 참파 왕국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그중 참파 왕국이 세운 힌두교 성지, 미선(Mỹ Sơn)에서 발굴된 유물 상당수를 전시해 놓았다. 제단

을 비롯한 사원 내부에서 출토된 석상, 조각품 등이 보관되어 있어 미선 유적지 방문 전에 미리 봐 두면

좋은 곳이다. 이외에도 불교를 받아들인 동 즈엉(Đông Dương) 시대의 힌두교와 불교가 융합된 전시물
도 관람할 수 있다.
운영시간
전화번호

07:00~17:00

주소

0236 3470 114

찾아가는 법

2, 2 Tháng 9, Hải Châu, Đà Nẵng

홈페이지

용교 초입(꼬리 쪽)

www.chammuseum.danang.vn

맵북

3번 지도 C3

아지트
시내의 중심에 위치한 다낭 대성당. 1923년 프랑스 식민 지배 당시 건축된 가톨릭 성당이다. 연분홍빛 외관

과 70m 높이의 찌를 듯한 첨탑이 인상적이다. 탑 꼭대기에는 수탉 모양의 풍향계가 있는데, 이 때문에 현지
인들에게는 수탉 교회(Nhà Thờ Con Gà)로 잘 알려져 있다. 아기자기한 성당 뜰에 있는 성모마리아 상이 유

명하며, 아름다운 성당으로 인해 사진 촬영 명소로도 인기가 높다. 미사 시간은 월~토 05:00, 17:00에 열리
며, 일요일에는 6회(05:15, 08:00, 10:00, 15:00, 17:00, 18:30) 진행된다.
운영시간

월~토 06:00~17:00, 일 11:30~13:30

홈페이지

giaoxuchinhtoadanang.org

주소

156 Trần Phú, Hải Châu 1, Q. Hải Châu, Đà Nẵng

찾아가는 법
맵북

한 시장 근처, 입구는 Yên Bái 거리에 위치

3번 지도 C2

Azit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숍

다낭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마사지 업소 중 한 곳. 레스토랑과

카페, 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직원들
덕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마사지를 받을 때는 강도에 따라 카드
를 선택할 수 있는데, 빨간색은 강, 노란색은 중, 파란색은 약을 의미한

다. 중간 강도인 노란색 카드가 한국인들이 딱 좋아하는 강도. 마사지 종
류에 따라 팁이 정해져 있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운영시간

10:00~23:00

전화번호

0236 3616 959

주소

찾아가는 법
맵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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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han Bội Châu, Thạch Thang, Đà Nẵng
노보텔 근처, Phan Bội Châu 거리의 중간에 위치

3번 지도 B1

지역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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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퀸 스파

Queen Spa

포 기아
Phú Gia

다낭 시내

대나무 마사지로 유명

투어팁스 추천

하노이 쓰어

투어팁스 추천

Hà Nội Xưa

담백한 쌀국수와 튀김 빵의 조화

점심에만 맛볼 수 있는 분짜가 인기

퀸 스파의 대표 마사지를 꼽자면 바로 뱀부 마사지!

노보텔 뒤편에 위치한 쌀국수 전문점. 바로 옆에

점심시간에만 판매하는 분짜가 인기인 맛집. 새콤

을 풀어 준다. 여행의 긴장감과 피로가 한번에 풀리

에 위치한 자그마한 가게다. 소고기 종류에 따라

국수, 야채와 함께 먹는다.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퍼 박 63

투어팁스 추천

Phở Bắc 63

현지인, 여행객 모두에게 인정받는 쌀국수 맛집

따뜻하게 달군 대나무를 온몸에 굴리며 뭉친 근육

번듯한 다른 쌀국수 집이 있지만 포 기아는 그 옆

는 마법 같은 경험. 시설도 깔끔해서 기분 좋게 이

Tái(살짝 익힌 고기), Nạm(차돌박이), Gầu(지방이

용할 수 있다. 인기가 많아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
걸 추천! 마사지를 다 받고 난 후에는 간단한 다과
를 제공해 준다.
운영시간

08:30~20:30

전화번호

0236 2473 994

주소

144 Phạm Cự Lượng, TP. Đà Nẵng

홈페이지

queenspadanang.vn

찾아가는 법
맵북

용교(머리 쪽)에서 도보 10분

3번 지도 D3

붙은 고기)로 나눠진다. 진하면서 담백한 쌀국수에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를 맛보고 싶다면 추천하는
맛집. 우리 입맛에 잘 맞는 곳으로 육수와 고명이

모두 훌륭하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무척 유명한
곳이다. 다른 곳과는 달리 살짝 삶아져 나오는 숙주
는 쌀국수의 맛을 두 배로 만들어 준다. 서비스로
별도의 육수도 제공된다.
운영시간

06:00~23:00

전화번호

0236 3834 085

주소

203 Đống Đa, Thạch Thang, Đà Nẵng

찾아가는 법
맵북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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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텔 뒤편, 도보 10분

함께 나온 튀김 빵(Quấy)을 국물에 푹 찍어서 먹어

보자. 생소한 조합이지만 입맛에 딱 맞는 특별한 식
사가 될 것.
운영시간

06:00~10:30, 17:00~21:30

전화번호

0913 802 020

주소 8 Lý Tự Trọng, Thạch Thang, Q. Hải
Châu, Đà Nẵng
찾아가는 법 노보텔에서 아지트 가는 길, Lý Tự
Trọng 거리에 위치
맵북

3번 지도 B1

한 국물에 노릿하게 구운 돼지고기 바비큐를 넣어
만 분짜와 스프링 롤(Bún Nem Hà Nội)을 판매한

다. 주말 오전에는 쌀국수도 맛볼 수 있다. 영업시
간이 짧고, 메뉴도 단출하지만 현지인, 여행자 모두
가 즐겨 찾는 맛집이다.

월~토 10:00~14:00,			
일 12:00~14:00(Bún Chả, Bún Nem Hà Nội 판매)
운영시간

금~일 06:30~10:00(Phở Gà, Bún Gà 판매)

95A Nguyễn Chí Thanh, Thạch Thang,
Đà Nẵng

주소

전화번호

0906 220 868

Nguyễn Chí Thanh과 Quang Trung
거리의 교차점에 위치
찾아가는 법
맵북

3번 지도 B1

3번 지도 B1

지역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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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짜까 109

미꽝 1A

미꽝 바무아

특별한 어묵 쌀국수

오리지널 미꽝 맛집

다낭의 음식, 미꽝을 맛볼 수 있는 곳

Bún Chả Cá 109

Mì Quảng 1A

Mì Quảng Bà Mua

베트남 중부 지방의 국수 요리, 미꽝. 자작하게 부은 기름진 소스

에 두툼한 면과 야채, 고명, 양념을 넣고 비벼 먹는다. 미꽝 1A와
더불어 미꽝 맛집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한국어 메뉴판도 마련되
어 있다.

운영시간

06:30~22:00

전화번호

0985 000 075

주소

19-21 Trần Bình Trọng, Quận Hải Châu, TP. Đà Nẵng

찾아가는 법
맵북

홈페이지

myquangbamua.com

다낭 대성당에서 도보 5분

3번 지도 B2

투어팁스 추천

반쎄오 바융

Bánh Xèo Bà Dưỡng
어묵이 들어간 쌀국수, 분짜까. 미꽝과 함께 베트남

현지인 사이에서도 가장 유명한 미꽝 맛집. 메뉴는

수 면(Bún)에 쫄깃한 어묵 튀김(Chả Cá)이 푸짐하

기를 넣은 Gà, 모든 고명이 들어 있는 Đặc biệt이

중부 지방의 대표 국수 요리로 손꼽힌다. 가는 쌀국
게 올라가 있고, 기호에 따라 소스와 야채를 첨가해
서 먹으면 된다. 어묵의 향은 다소 강한 편이다.
운영시간

07:00~22:00

전화번호

0236 3863 022

109 Nguyễn Chí Thanh, Hải Châu, Đà
Nẵng
주소

찾아가는 법
맵북

한 강교(Cầu Sông Hàn)에서 도보 8분

3번 지도 B1

진정한 현지인 맛집

단 세 가지뿐. 새우와 고기를 넣은 Tôm thịt, 닭고
있다. 영어 메뉴판이 구비돼 있어 어렵지 않게 주문

할 수 있다. 여행자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오리지널 미꽝 맛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미
꽝 1A를 추천한다.
운영시간

07:00~21:00

전화번호

0236 3827 936

주소

1 Hải Phòng, Hải Châu 1, Đà Nẵng

찾아가는 법
맵북

Hải Phòng 거리 동쪽에 위치

3번 지도 B2

다낭에서 모르는 현지인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반쎄오(Bánh xèo), 넴루이(Nem lụi) 맛집. 타지에서도 일
부러 찾아와 먹을 정도. 우리나라의 부침개와 비슷한 노란색의 반쎄오를 같이 나온 넴루이(떡갈비 꼬치), 야

채와 함께 라이스페이퍼에 싸 먹으면 된다. 어찌 보면 특별할 거 없는 맛이지만 땅콩이 들어간 고소한 특제

소스와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반쎄오 바융은 골목길 끝에 위치해 있으니 헷갈리지 말고, 골목 끝까지 쭉 걸어
들어가면 나온다.
운영시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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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21:00

주소

0236 3873 168

280 Hoàng Diệu, Nam Dương, Q. Hải Châu, Đà Nẵng

찾아가는 법

Hoàng Diệu 거리 북서쪽에 위치

맵북

3번 지도 B3

지역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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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랜드 커피

콩 카페

베트남의 스타벅스

사회주의 콘셉트의 카페

Highlands Coffee

노보텔 다낭 36층에 위치한 루프톱 바. 1층에서 스카이 36 전

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3층으로 이동 후, 맞은편 엘리베이터로

환승해서 35층으로 갈 수 있다.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면 다낭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스카이 36에 도착! 황홀한 빛으로
가득 찬 다낭의 야경도 감상하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곳. 다낭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인 만큼 화려함으
로 무장한 각종 공연이 펼쳐지니 다낭에서의 특별한 밤을 기대
하고 있다면 스카이 36을 찾아가자.

전화번호

0236 3227 777

주소

며, 프랜차이즈답게 다양한 커피와 디저트를 보유

다. 전체적인 카페 분위기와 직원들 유니폼 색깔 모

Rồng) 사이, 강변에 두 개의 매장이 위치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즐기는 다낭의 밤

18:00~02:00

베트남 사회주의 콘셉트의 카페로 콩 카페의 이름

하고 있다. 한 강교(Cầu Sông Hàn)와 용교(Cầu

Sky 36

운영시간

베트남의 스타벅스라 할 수 있을 만큼 현지인들에
게 큰 사랑을 받는 카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으

스카이 36

36 Bạch Đằng, Hải Châu, Đà Nẵng
홈페이지

sky36.vn

Cộng Cà phê

어둑해질 무렵이면 많은 사람들이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즐긴다.
운영시간
전화번호
주소

06:30~23:00

0236 3849 203

74 Bạch Đằng, Hải Châu, Đà Nẵng

홈페이지

www.highlandscoffee.com.vn/en

찾아가는 법 한 강교(Cầu Sông Hàn)와 용교(Cầu
Rồng) 사이, 강변에 위치
맵북

3번 지도 C2

역시 베트콩(Vietcong, 베트남 공산당)을 의미한
두 진녹색으로 꾸며져 있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현지인보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으로, 베트남을 여행하면 반드시 들르는 필수 코

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기본 베트남 커피는 물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코코넛 커피 스무디가 유명
하다.

운영시간

07:00~23:30

전화번호

0911 811 150

주소

98-96 Bạch Đằng, Đà Nẵng

홈페이지

congcaphe.com

한 강교(Cầu Sông Hàn)와 용교(Cầu
Rồng) 사이, 강변에 위치
찾아가는 법
맵북

3번 지도 C2

찾아가는 법 노보텔 36층에 위치, 호텔 입구 왼편의 스카이 36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 맵북 3번 지도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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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브레드

워터프런트

깔끔한 반미 카페

한 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Happy Bread mi AA

쇼핑

Waterfront

다낭 시내
투어팁스 추천

팍슨 빈쭝 플라자

Parkson Vinh Trung Plaza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마트

베트남을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이자 동서양 음식

강변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뛰어난 전망을

채, 소스를 넣어 만든다. 해피 브레드는 다양한 종

층은 실내 및 야외 발코니 좌석이 마련돼 있다. 베

의 조화, 반미(Bánh Mì). 바게트에 고기와 각종 야

류의 반미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빵빵한 에어컨까
지 갖추고 있어 인기가 좋다. 반미 외에도 베트남
커피와 스무디 등 시원한 음료도 판매하고 있다.
운영시간

07:00~23:00

14 Hùng Vương, Hải Châu 1, Hải Châu,
Đà Nẵng
주소

찾아가는 법

에 위치
맵북

한 시장 근처, Hùng Vương 거리 동쪽

3번 지도 C2

자랑하는 곳이다. 1층은 바 형식으로 되어 있고, 2
트남 음식보다는 서양식 위주로 맥주와 칵테일, 다

양한 와인을 구비하고 있다. 2층의 발코니에서 바
라보는 한 강의 야경이 아름다우니 낮보다는 저녁
식사를 하러 방문해 보자.
운영시간

09:00~23:00

전화번호

0236 3843 373

주소

150-152, Đường Bạch Đằng, Đà Nẵng

한 강교(Cầu Sông Hàn)와 용교(Cầu
Rồng) 사이, 브릴리언트 호텔 오른편에 위치
찾아가는 법
맵북

3번 지도 C2

팍슨(Parkson) 백화점과 빈쭝 플라자(Vinh Trung Plaza) 두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 빈쭝 플라자 2층에는

기념품을 사기 위해 많이 찾는 빅 씨(Big C) 마트가 위치해 있다. 빅 씨에 들어가려면 입구 왼편에 있는 보관
함에 소지품을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 편의 시설로는 1층에 롯데리아가 있으며, 2층에는 KFC, 4층에는 CGV
와 오락실이 입점해 있다.
운영시간

팍슨 빈쭝 플라자 09:30~22:00, 빅 씨 08:00~22:00

전화번호

0236 3666 588

주소

255-257 Hùng Vương, Thanh Khê, Đà Nẵng

찾아가는 법
맵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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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안내

홈페이지

parkson.com.vn

Hùng Vương과 Ông Ích Khiêm 거리의 교차점에 위치

3번 지도 A2

지역별 안내

78

페바 초콜릿

기념품 숍과 카페가 한곳에

고급 베트남 초콜릿

‘Small Gift, Big Heart’를 콘셉트로 하고 있는 세

진짜 베트남 초콜릿을 맛볼 수 있는 이곳. 질 좋은

다낭의 복합 쇼핑몰로 유명 브랜드 매장과 대형 마

쇼핑을 하며 쉬어갈 수 있다. 에코백, 입체 카드, 머

이다. 종류도 다양하고 시식도 가능해 원하는 맛으

카페, 한식당은 물론, CGV 영화관과 아이스 링크장

Danang Souvenirs&Cafe

련된 기념품 가게. 기념품 숍과 카페가 한곳에 있어

그잔, 인형, 유기농 차, 커피 등 다양한 제품을 보유
하고 있으며 정찰제를 택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제품의 질이 좋아서 선물로 구입하
기 괜찮다.
운영시간

07:30~22:30

전화번호

0236 3827 999

주소

34 Bạch Đằng, Hải Châu, Đà Nẵng

홈페이지

danangsouvenirs.com

찾아가는 법
맵북

79

투어팁스 추천

다낭 기념품 카페

노보텔 맞은편

3번 지도 C1

지역별 안내

Pheva Chocolate

초콜릿은 물론, 세련된 패키지는 선물용으로 그만
로 구매할 수 있어 좋다. 쉽게 구입할 수 없어 더욱
특별한 기념품.
운영시간

08:00~19:00

전화번호

0236 3566 030

주소

239 Trần Phú, Đà Nẵng

홈페이지

www.phevaworld.com

찾아가는 법
맵북

용교(꼬리 쪽)에서 도보 4분

3번 지도 C3

빈컴 플라자

Vincom Plaza

다낭의 논스톱 쇼핑 공간

트(VinMart)가 입점해 있다. 이외에도 레스토랑,

까지 갖춘 종합 엔터테인먼트 몰이다. 쇼핑몰 안이
쾌적하고 깨끗해 이곳에서 쇼핑, 식사, 문화생활을
한번에 즐기기 좋다.

운영시간

09:30~22:00

전화번호

0236 3996 688

496 Ngô Quyền, An Hải Bắc, Sơn Trà,
Đà Nẵng
주소

vincom.com.vn/vi/tttm/vincomplaza-ngo-quyen-da-nang
홈페이지

찾아가는 법
맵북

한 강교(Cầu Sông Hàn) 동쪽

3번 지도 C2

지역별 안내

80

가볼만한 곳
해안가

해안가

미케 해변

투어팁스 추천

Bãi Tắm Mỹ Khê

‘세계 6대 해변’ 중 하나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에서 세계 6대 해변 중 하나로 선정했을 만큼 아름다운 미케 해변. 푸른 바다와
청명한 하늘, 고운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다낭의 대표 해변으로 중심부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다. 주변으로 레스토랑이 많아 식사를 즐기며 해변을 감상해도 좋다. 다낭 시민들에게는 휴
식처 역할도 톡톡히 하는 곳.

맵북

2번 지도 B2

지역별 안내

82

투어팁스 추천

오행산

Ngũ Hành Sơn

논느억 해변

Bãi Tắm Non Nước

소박한 다낭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산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가

논느억 해변은 다낭 시내와는 조

금 떨어져 있어 한적한 편. 하얏
트, 빈펄 등 주변 리조트에 묵는
다면 프라이빗 비치로 사용할 수
있다.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진 하
늘과 바다,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
져 있는 곳으로, 근처에 오행산이
위치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맵북

2번 지도 C4

엘 스파
L Spa

유명 호텔 스파 부럽지 않은 곳

다낭에서 호이안으로 가는 길, 논느억 해변 근처에 위치한 오행산.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답게 영어로는 마
블 마운틴(Marble Mountain)이라 불린다. 평지에 5개의 산이 볼록 솟아나 있는데, 동양에서 세상을 구성하

는 다섯 요소인 목(木), 화(火), 토(土), 금(金), 수(水)의 이름을 따서 오행산이라 칭한다. 이 중에 많은 여행
자들이 방문하는 곳은 수산(水山)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오를 수 있다.

수산에 오르면 여러 사원과 전망대가 있는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현공 동굴(Động Huyền Khȏng)과

주변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망강대(Vọng Giang Đài)를 놓치지 말자. 전망대에 오르면 소박한 다낭 시내
가 내려다보이는데, 저 멀리 논느억 해변까지 볼 수 있어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다. 수산을 둘러보고 내

려오면서 주차장 옆에 위치한 암부 동굴(Động Âm Phủ)도 들러 보자. 사후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곳으로,
계단이 많아 편한 신발을 신고 가는 게 좋다.

입장료

수산 15,000VND, 엘리베이터 편도 15,000VND, 암부 동굴 15,000VND

운영시간
전화번호

07:00~17:30

0236 3961 114

찾아가는 법

83

주소

81 Huyền Trân Công Chúai, Ngũ Hành Sơn, Đà Nẵng

홈페이지

english.nguhanhson.org

다낭에서 호이안으로 가는 길, 빈펄 리조트 뒤편에 위치

지역별 안내

맵북

2번 지도 C4

아바타 호텔 뒤편, 조용한 골목길에 위치한 엘 스파. 다낭에서 마사지 잘 하기로 유명한 곳으로 엘 스파 마사지,
핫 스톤 마사지, 코코넛 아로마테라피, 타이 마사지 등 다양한 마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마사지뿐만 아니라 스

크럽,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가장 유명한 마사지는 단연 엘 스파 마사지로, 보디 마사지 외
에 스톤, 페이스, 헤어까지 풀코스로 받을 수 있다. 마사지를 마치고 나면 음료와 함께 간단한 설문지를 주는데,
이때 팁을 고를 수 있다. 만족도에 따라 2, 4, 6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운영시간

10:00~22:00

전화번호

0236 3959 093

주소

05 An Thượng 4, Mỹ An, Đà Nẵng

홈페이지

mylinhlspadanang.com

찾아가는 법
맵북

버거 브로스와 같은 골목, An Thượng 4 거리의 북쪽에 위치

2번 지도 B2

지역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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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골프 클럽

몽고메리 링크스

동아시아 최고의 골프장으로 손꼽히는 곳

최고의 코스와 최대의 홀을 자랑하는 곳

Da Nang Golf Club

맛집

Montgomerie Links

해안가

더탑

현지인들로 가득한 해산물 맛집

스카이 36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야경 명소

미케 해변 근처에는 수많은 해산물 레스토랑이 있

알라카르트 호텔 23층에 위치한 루프톱 바. 멋진

치해 있을 만큼 대형 규모를 자랑한다. 일단 자리를

이다. 다낭에서 가장 핫한 곳답게 호텔 투숙객들 뿐

Bé Mặn

베트남 최고의 골프장답게 입지와 시설, 서비스 모

스코틀랜드 출신의 프로 골퍼 콜린 몽고메리가 코

인 그렉노먼이 직접 코스를 설계한 곳으로도 유명

고 있다. 라운딩이 즐거울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갖

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호주의 유명 골프 선수
하다. 수준급 골프 코스가 마련되어 있는 건 물론,
해안가에 위치해 아름다운 비치 코스를 갖고 있다.

골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춘 클럽 하우스도 마
련되어 있다.
주소

Hòa Hải, Ngũ Hành Sơn, Đà Nẵng

전화번호
홈페이지

0236 3958 111

www.dananggolfclub.com

다낭과 호이안 중간에 위치,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찾아가는 법

추고 있어 인기가 높다. 코스 중간중간 베트남 전쟁

당시 벙커로 사용된 흔적들도 남아 있다.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춘 클럽 하우스와 함께 고급 빌라가
마련되어 있어 운동과 쉼을 한번에 즐길 수 있다.
주소

Điện Ngọc, Điện Bàn Quảng Nam

전화번호
홈페이지

0510 3941 942

www.montgomerielinks.com

다낭과 호이안 중간에 위치,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찾아가는 법

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베 만. 근처에 베 만 B도 위
안내받은 후, 테이블 아래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직접 주문을 하면 된다. 수조에 담겨 있는 해산물을
고른 뒤, 먹고 싶은 방식으로 조리를 부탁하는 방식.

가격은 무게에 따라 계산된다. 주문하기 어렵다면

주소

티 풀과 어우러져 한층 더 로맨틱한 다낭의 밤을 선
사한다.

홈페이지

alacarteliving.com/ourbrands

0905 207 848

맵북

미케 해변 북쪽, Hồ Thấu와 Võ
Nguyên Giáp 거리의 교차점에 위치
찾아가는 법
맵북

카이 36 바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곳으로, 인피니

09:00~24:00

Lô 14 Hoàng Sa, Mân Thái, Sơn Trà, Đà Nẵng

전화번호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노보텔의 스

06:00~01:00

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하면 된다.
운영시간

다낭의 야경을 배경 삼아 칵테일을 즐기기 좋은 곳

운영시간

월하게 주문할 수 있다. 기본 상차림은 모두 유료이

지역별 안내

The Top

스를 설계한 곳으로, 국제적인 골프장으로 인정받

미리 조리된 사진을 준비해 가서 보여주면 한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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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만

2번 지도 B1

Dương Đình Nghệ, Phước Mỹ, Sơn Trà,
Đà Nẵng

주소

찾아가는 법

알라카르트 호텔 23층

2번 지도 B1

지역별 안내

86

포유 레스토랑

패밀리 인디언 레스토랑

버거 브로스

람비엔 레스토랑

바다를 보며 식사할 수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

가격과 식사 모두 만족스러운 인도 음식점

유명한 수제 버거 맛집

분위기 있는 고급 베트남 레스토랑

미케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바다를 보며 식

미케 해변 근처에 위치한 인도 음식점. 인도 가족이

수제 버거 맛집, 버거 브로스! 두툼한 패티와 바삭

고급 베트남 레스토랑으로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즐길 수 있으며, 가격은 보통 무게에 따라 측정된

양한 인도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커리는 매운 정도를

그중 인기 메뉴는 두툼한 패티가 2장 들어간 미케

게 인기가 높은 곳. 예쁜 정원이 있는 가옥 형태의

4U Restaurant

사할 수 있는 포유 레스토랑.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다. 새콤달콤한 칠리 크랩을 시켜 통통한 게살은 발

라 먹고, 남은 소스에 덤플링을 찍어 먹어 보자. 뒤
돌아서면 또 생각날 정도로 훌륭한 맛을 자랑한다.

여러 개를 시켜도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 풍족한 식사를 즐겨 보자.
운영시간

09:00~23:00

Lô 9 - 10, Võ Nguyên Giáp, Phước Mỹ,
Sơn Trà, Đà Nẵng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0236 3942 945

4urestaurant.vn

미케 해변 근처, Võ Nguyên Giáp 거
리 오른편에 위치
찾아가는 법
맵북

87

2번 지도 B1

지역별 안내

Family Indian Restaurant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커리, 난, 탄두리 치킨 등 다

조절해서 주문할 수 있다. 아담한 가게지만 친절한

서비스와 훌륭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 여행
중에 색다른 음식을 맛보고 싶을 때 방문해 보자.

운영시간 10:00~22:00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17:00 오픈

231 Hồ Nghinh, Phước Mỹ, Sơn Trà, Đà
Nẵng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0236 3943 030

www.indian-res.com

찾아가는 법
맵북

미케 해변 근처에 위치

2번 지도 B1

Burger Bros

한 감자튀김, 수제 코울슬로까지 모두 맛이 좋다.

버거와 아보카도가 들어 있는 NN 버거. 현지인보
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라 가격은 비
싼 편이다. 1호점은 해안가 쪽에, 2호점은 시내의

Lam Vien Restaurant

찾는 곳이다. 리조트 단지 근처에 있어 투숙객들에

레스토랑으로 외국인 입맛에 잘 맞는 베트남 음식
을 선보이며, 가격대는 다소 높은 편이다.
운영시간

11:30~21:30

11:00~14:00, 17:00~22:00

전화번호

0236 3959 171

전화번호

1호점 : 0945 576 240,

찾아가는 법

홈페이지

burgerbros.amebaownd.com

노보텔 근처에 위치해 있다. 가까운 곳은 배달도 가
능하므로 찾아가기 힘들다면 전화 주문을 해 보자.

운영시간
주소

18 An Thượng 4, Đà Nẵng

2호점 : 0931 921 231
찾아가는 법

에 위치
맵북

88 Trần Văn Dư, Mỹ An, Ngũ Hành Sơn,
Đà Nẵng

주소

홈페이지
맵북

lamviendanang.com

해안가 리조트 단지 근처

2번 지도 B2

아바타 호텔 뒤편, An Thượng 4 거리

2번 지도 B2

지역별 안내

88

바빌론 스테이크 가든
Babylon Steak Garden

부드러운 육즙 가득 스테이크

지글지글 돌판 위에서 뜨겁게 익혀 먹는 스테이크! 한국 방송에도 출연해 유명세를 탄 곳으로, 다낭 내에만 2

개의 지점이 있다. 스테이크 가든답게 Filet Mignon과 Boneless Ribeye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미디엄과 라
지 사이즈가 있다. 2인이서 먹는다면 라지 사이즈에 사이드 1개를 시키면 적당할 것. 사이드 메뉴로는 새우
베이컨 말이, 공심채(모닝글로리) 볶음, 해산물&채소 찜 등이 있다. 직원이 직접 고기를 잘라서 돌판 위에 올

려 주므로 원하는 굽기대로 익혀 먹을 수 있는 게 장점! 1호점은 미케 해변 남쪽에, 2호점은 북쪽에 위치해
있다. 현지 물가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지만 물놀이 후 고기가 생각난다면 바빌론 스테이크 가든을 찾아보자.
운영시간

09:30~22:30

전화번호

090 382 8804

주소

18 B4.4, Trường Sa, Mỹ An, Ngũ Hành Sơn, Đà Nẵng

찾아가는 법
맵북

89

프리미어 빌리지 다낭 리조트 뒤편

2번 지도 B2

지역별 안내

TOURTIPSAD_DAD_GD_05_R

가볼만한 곳
그 외 지역

그 외 지역

투어팁스 추천

바나 힐

Bà Nà Hills

산 꼭대기에 위치한 테마파크

바나 힐은 1,487m의 고산 지대에 위치한 테마파크로, 프랑스 식민 지배 당시 지어진 피서지다. 연중 온도가
선선하여 동남아의 무더운 날씨를 피해 휴양하기 딱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바나 힐로 가기 위해서는 세

계에서 두 번째로 긴, 5.8km에 달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20분 정도 올라가야 한다. 오르는 도중에 발 아래로

보이는 폭포와 울창한 산림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 줄 것. 이곳에는 총 3개의 케이블카가 있는데, 지상에서 중
간으로 가는 케이블카인 Ba Na Line, 중간에서 정상으로 가는 Morin Line, 지상과 정상을 한번에 연결하는
L’Indochine Line이 있다.

중간 지점에는 푸니쿨라(요금 별도 70,000VND), Debay 와인 저장고, 27m의 거대한 석가모니 상이 있는
영응사와 9개의 테마로 꾸며진 유럽식 정원 Le Jardin D’Amour가 위치해 있다. 정상에는 프랑스 마을을 비
롯해 다양한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판타지 파크, 밀랍 인형 박물관(요금 별도 100,000VND), 전망대 역
할을 하는 종탑과 사원, 4성급 호텔인 머큐어 호텔(Mercure Ba Na Hills French Village)이 자리하고 있다.

워낙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날씨가 변덕스러우므로 긴 옷을 챙겨가도록 하자. 연간 방문자수가 1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므로, 다낭에서 색다른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나 힐을 찾
아가자. 매일 펼쳐지는 다양한 퍼포먼스는 바나 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

성인 600,000VND, 어린이(키 1~1.3m) 500,000VND, 키 1m 미만 무료

운영시간
홈페이지

07:30~21:30

주소

An Sơn, Hòa Ninh, Hòa Vang, TP. Đà Nẵng

www.banahills.com.vn

찾아가는 법

다낭 시내에서 차로 약 40분

전화번호

맵북

0905 766 777

2번 지도 A4

지역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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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번 고개
Đèo Hải Vân

해안 도로를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

베트남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이자 아름다운 해안 도로로 손꼽히
는 하이번 고개.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에서 ‘꼭 가 봐야 할

50곳’으로 선정했을 만큼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다낭에서 후에
로 가는 구간에 있으며, 기차를 타고 가면 하이번 고개의 경치를 감

상할 수 있다. 다낭 시내에서는 오토바이나 택시를 대절해 다녀
올 수 있는데, 급커브와 경사진 길이 많아 조심해야 한다. 해발

1,172m 정상에는 프랑스 식민 지배 당시 건설한 요새가 있으
며, 남북 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맵북

2번 지도 B1

투어팁스 추천

아시아 파크
Asia Park

로맨틱한 다낭의 밤

투어팁스 추천

영응사

Chùa Linh Ứng

다낭을 보살피는 거대 해수 관음상

다낭 해안가 북쪽, 선짜 반도 언덕에 위치한 사원으로
거대한 해수 관음상으로 유명하다. 워낙 커서 멀리서
도 동상의 모습이 보인다. 이곳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데, 오르는 내내 아름다운 해안선이 펼쳐진다.
영응사 안에는 사원들과 거대한 석상, 고목들이 잘 조
바나 힐과 같은 선 그룹(Sun Group)에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놀이공원. 시내 중심가에서 택시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좋다. 2014년에 개장해 시설, 환경이 깔끔하며 중국풍의 웅장한 건물과 화려

한 조명이 돋보인다. 우리나라 놀이공원처럼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는 없지만 가족끼리 다 함께 즐기기 좋으
며, 멋진 데이트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다낭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대관람차 선 휠(Sun Wheel)은 세계

에서 4번째로 높은 관람차. 선 휠에 올라서면 아시아 파크는 물론,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인기 만점
이다. 연인과는 로맨틱한 시간을, 친구, 가족과는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추억의 순간을 이곳에서 만들어 보자.
입장료

성인 200,000VND, 어린이(키 1~1.3m) 150,000VND, 키 1m 미만 무료

운영시간
전화번호

93

평일 15:30~22:30, 주말 09:30~22:30
0236 3681 666

지역별 안내

홈페이지

주소

성되어 있으며,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기
도 하다.
입장료
주소

무료

Hoàng Sa, Thọ Quang, Sơn Trà, Đà Nẵng

홈페이지

ladybuddha.org

찾아가는 법
맵북

시내에서 차로 약 20분

2번 지도 C1

1 Phan Đăng Lưu, Hải Châu, Đà Nẵng

www.asia-park.vn

찾아가는 법

롯데마트 옆에 위치

맵북

2번 지도 B3
지역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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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그 외 지역
롯데마트

Lotte Mart

쇼핑하기 편리한 곳

시내 중심가와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아시아 파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곳인 만큼 다른

곳보다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게 장점. 슈퍼마켓 외에는 볼거리가 많지 않지만 고추장이나 라면 등 현지에
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특산물을 모아 놓은 코너가 따로 있어서 유용하다. 1층에 롯
데리아가 위치해 있고, 5층에는 롯데시네마가 있다. 3층 짐 보관소에서 무료로 짐을 보관해 주므로 출국 전
에 들러 쇼핑하기 좋다.
운영시간

08:00~22:00

전화번호

0236 3611 999

주소

6 Nại Nam, Phường Hòa Cường Bắc, Hải Châu, Đà Nẵng

홈페이지

lottemart.com.vn/MapDetail.aspx?Store_ID=7

찾아가는 법
맵북

95

다낭 시내 남쪽, Nại Nam 거리에 위치

2번 지도 B3

지역별 안내

TOURTIPSAD_DAD_GD_06_R

99

105

106

99

105 선라이즈 프리미엄 리조트 호이안

106 앙사나 랑코

다낭

99

노보텔 다낭 프리미어 한 리버
무옹 탄 다낭

100 인터컨티넨탈 다낭 선 페닌슐라
리조트
100 퓨전 스위트 다낭 비치
101 알라카르트 다낭 비치

101 로열 로터스 호텔 다낭
102 풀만 다낭 비치 리조트
102 푸라마 리조트 다낭

RECOMMENDED
ACCOMMODATION
추천 숙박

103 올라라니 리조트&콘도텔

103 하얏트 리젠시 다낭 리조트&스파
104 빈펄 다낭 리조트&빌라
104 나만 리트리트

호이안

105 골든 샌드 리조트&스파

랑코

다낭│★★★★★

노보텔 다낭 프리미어 한 리버

무옹 탄 다낭

다낭 시내 중심의 고급 호텔

가성비 좋은 호텔

Novotel Danang Premier Han River

다낭│★★★★

Muong Thanh Grand Da Nang Hotel

다낭│★★★★★

인터컨티넨탈 다낭 선 페닌슐라 리조트

퓨전 스위트 다낭 비치

꿈의 리조트라 불리는 곳

신축한 아파트형 호텔

InterContinental Danang Sun Peninsula Resort

다낭│★★★★★

Fusion Suites Danang Beach

시내 한 강변에 위치해 이동이 편리하고 공항과도

시내에 위치한 호텔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하

세계 10대 리조트로 손꼽힐 만큼 최고의 시설을

아파트형 호텔로 편리성과 가성비가 우수한 곳.

모두 깔끔한 편. 특히 주변 건물에 비해 높아 다낭

는 숙소로 인기가 많다. 한 강 뷰가 한눈에 들어오

으로, 훌륭한 룸 컨디션은 물론 썬짜 반도 위에 위

이 이용하는 곳이다. 미케 해변 앞에 위치해 있어

15분 거리 안에 있다. 체인 호텔답게 객실, 시설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것은 물론, 비치 뷰만
큼이나 아름다운 한 강 뷰를 감상할 수 있다. 강변
에 위치해 있어 산책하기도 좋고, 주변 레스토랑,

카페, 펍 등 이용이 편리하다. 호텔 36층에 위치한

Sky 36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다낭의 야경 명소로
도 유명하다.
체크인/아웃
주소

14:00/12:00

36 Bạch Đằng, Hải Châu, Đà Nẵng

전화번호

0236 3929 999

www.novotel.com/gb/hotel-8287novotel-danang-premier-han-river/index.shtml

홈페이지

찾아가는 법
맵북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3번 지도 C1

TIP&NOTICE

- 프리미어 빌리지 다낭 리조트와 연계되어 이곳의 수
영장을 무료로 이용 가능(셔틀버스 운행)

기 좋은 곳. 밤 비행기로 도착하는 여행객들이 묵
며 용교와 사랑의 부두가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

곳 호텔 옥상에 마련된 스카이라운지에서 시내 야
경 감상도 즐기자.
체크인/아웃

14:00/11:00

962 Ngô Quyền, An Hải Tây, Sơn Trà,
Đà Nẵng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0236 3929 929

granddanang.muongthanh.com

찾아가는 법
맵북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3번 지도 D3

TIP&NOTICE

- 실내 수영장이 마련

자랑하는 곳이다. 온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치해 있어 멋진 비치 뷰를 자랑한다. 룸마다 테라

스가 넓어 뷰 감상에 더욱 좋다. 각 층마다(스파,
수영장, 레스토랑)트램을 타고 오르내리는 특별한
경험은 덤이다.
체크인/아웃
주소

Bãi Bắc, Sơn Trà, Đà Nẵng

전화번호
홈페이지

0236 3938 888

danang.intercontinental.com/kr

찾아가는 법
맵북

14:00/12:00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2번 지도 C1

TIP&NOTICE

- 시내와는 다소 떨어진 위치

- 호이안행 유료 셔틀버스 운행

- 국내선 이용 시 다낭 공항에서 선 페닌슐라 전용 라
운지 무료 이용 가능(클럽 룸 이용 시)

게다가 신축 호텔로 깨끗해서 한국 여행객들이 많
비치 뷰도 훌륭하고 외부에 마련된 수영장을 즐겨

도 좋다. 저녁 무렵엔 22층에 있는 루프톱 바 ZEN
에서 다낭의 야경을 감상해 보자.
체크인/아웃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0236 3919 777

fusionsuitesdanangbeach.com

찾아가는 법
맵북

14:00/11:00

Mân Thái, Sơn Trà, Đà Nẵng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2번 지도 B1

TIP&NOTICE

- 한적한 곳에 위치한 만큼 근처에 편의 시설이 없는 편
- 예약 조건에 따라 발 마사지가 포함된 구성도 있음
- 바나 힐, 호이안행 유료 셔틀버스 운행

- 호이안행 유료 셔틀버스 운행
- 키즈 클럽 운영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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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카르트 다낭 비치

다낭│★★★★

A La Carte Danang Beach

깔끔한 시설의 레지던스형 호텔

로열 로터스 호텔 다낭

다낭│★★★★

Royal Lotus Hotel Danang
신축한 비즈니스급 호텔

풀만 다낭 비치 리조트

Pullman Danang Beach Resort

인피니티 풀이 인상적인 고급 리조트

푸라마 리조트 다낭

다낭│★★★★★

Furama Resort Danang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리조트

미케 해변 쪽에 위치한 비즈니스급 호텔로 시설,

신축 호텔로 깔끔함을 자랑하는 호텔. 가격도 저렴

아코르 계열사의 고급 리조트로 우수한 시설은 물

아름다운 조경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자랑하는

조리를 할 수 있는 레지던스형이다. 호텔 23층에

장이 마련되어 있고, 키즈 클럽 및 부대시설이 잘

라 형식의 코티지 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라이빗

이가 가능해 인기가 높다. 수심도 얕아 아이들과

룸 컨디션 모두 깔끔한 편이다. 무엇보다 간단한
위치한 루프톱 바(The Top)는 일반 여행객들에게
도 유명해 야경을 감상하러 오는 손님들로 붐빈다.
체크인/아웃

14:00/11:00

Dương Đình Nghệ, Phước Mỹ, Sơn Trà,
Đà Nẵng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0236 3959 555

alacarteliving.com

찾아가는 법
맵북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2번 지도 B1

TIP&NOTICE

- 공항을 비롯해 시내, 호이안행 유료 셔틀버스 운행
- 키즈 클럽 운영

- 옥상 인피니티 풀은 다소 협소한 편

해 숙소로 지내기 좋은 곳이다. 4층에는 야외 수영
갖춰져 있다. 미케 해변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시
내와 해안가 이동이 괜찮은 편.
체크인/아웃
주소

120A Nguyễn Văn Thoại, Đà Nẵng

전화번호
홈페이지

0236 6261 999

royallotushoteldanang.com

찾아가는 법
맵북

14:00/11:00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2번 지도 B2

TIP&NOTICE

- 키즈 클럽 운영

론 가성비 훌륭한 곳. 리조트는 일반 룸 타입과 빌
공간을 원하는 가족들에게 인기가 높다. 해변으로
이어진 인피니티 풀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곳.
체크인/아웃

15:00/12:00

Võ Nguyên Giáp, Ngũ Hành Sơn, Đà
Nẵng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0236 3958 888

www.pullman-danang.com

찾아가는 법
맵북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2번 지도 B2

추천 숙박

곳. 그중 숲 속처럼 꾸며진 라군 풀은 그늘 속 물놀
물놀이하기 좋은 곳이다. 객실 시설은 원목 인테리
어로 앤티크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체크인/아웃

14:00/11:00

105 Võ Nguyên Giáp, Ngũ Hành Sơn,
Đà Nẵng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0236 3847 888

www.furamavietnam.com/ko

찾아가는 법
맵북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2번 지도 B3

TIP&NOTICE

TIP&NOTICE

- 룸의 방충망이 잘 설치된 편

- 객실에 베트남 모자(논), 우산, 물놀이용 피크닉 백
이 구비

- 메인 풀이 하나

- 아코르 플러스 카드 소지 시 저렴한 가격에 부대시
설 이용 가능
- 공항 픽업 차량 신청 가능(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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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 시내, 호이안행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체크인 시 신선하고 특별한 용과 주스를 제공

추천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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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라니 리조트&콘도텔

다낭│★★★★★

Olalani Resort&Condotel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 가능한 프리미엄 호텔

다낭│★★★★★

하얏트 리젠시 다낭 리조트&스파

빈펄 다낭 리조트&빌라

최고급 비치 리조트

아름다운 휴양 리조트

Hyatt Regency Danang Resort&Spa

Vinpearl Danang Resort&Villas

나만 리트리트

다낭│★★★★★

Naman Retreat

무료 마사지를 제공하는 리조트

5성급 해변 리조트 구역에 위치한 곳으로 룸 컨디

해안가를 따라 위치한 리조트 사이에서 한국 여행

완벽한 힐링을 원한다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며 룸 컨디션과

트보다 객실이 넓고 가성비도 좋은 편. 콘도텔답게

호텔답게 최상의 편의 시설을 자랑한다. 레지던

리조트로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이용권이 숙박에 포함되어 있어 매력적인 서비스

션과 부대시설이 모두 우수하다. 주변의 다른 리조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곳도 있다. 저녁 시간대에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마련.
체크인/아웃

14:00/12:00

Võ Nguyên Giáp, Ngũ Hành Sơn, Đà
Nẵng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0236 3981 999

www.olalani.com

찾아가는 법
맵북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2번 지도 C3

TIP&NOTICE

- 하루 두 번 청소 신청 가능
- 키즈 클럽 운영

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세계 최고의 체인
스, 스위트룸, 풀 빌라 등 객실 종류에 따라 동이
나눠져 있고, 건물마다 수영장이 위치해 있다. 특

히 논느억 해변을 프라이빗 비치로 사용할 수 있
어 완벽한 휴양을 즐길 수 있다.
체크인/아웃

14:00/12:00

5 Trường Sa, Hòa Hải, Ngũ Hành Sơn,
Đà Nẵng
주소

전화번호

0236 3981 234

danang.regency.hyatt.com/en/
hotel/home.html
홈페이지

찾아가는 법
맵북

공항에서 차로 약 20분

2번 지도 C4

TIP&NOTICE

- 호텔 부대시설 중 바게트 베이커리 매장이 유명
- 키즈 클럽 운영

- 호이안행 유료 셔틀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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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추천 숙박

빈펄을 선택! 고급 객실과 풀 빌라를 보유한 대형
논느억 해변을 프라이빗 비치로 사용 가능하고, 각
구역마다 개별 수영장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설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편.
체크인/아웃

14:00/12:00

Trường Sa, Hòa Hải, Ngũ Hành Sơn, Đà
Nẵng
주소

전화번호

0236 3968 888

www.vinpearl.com/en-US/
Vinpearlluxurydanang
홈페이지

찾아가는 법
맵북

공항에서 차로 약 20분

2번 지도 C4

TIP&NOTICE

-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보유

시설이 모두 우수하다. 무엇보다 1일 1회 마사지
까지 제공하는 곳이다. 일반 객실과 개별 풀장이
포함된 풀 빌라로 구성되어 있다.
체크인/아웃

14:00/12:00

Trường Sa, Hòa Hải, Ngũ Hành Sơn, Đà
Nẵng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0236 3959 888

www.namanretreat.com

찾아가는 법
맵북

공항에서 차로 약 25분

2번 지도 C4

TIP&NOTICE

- 마사지(스파) 이용 시간은 체크인 시 확인
- 호이안행 유료 셔틀버스 운행

- 키즈 클럽 운영

- 호이안행 유료 셔틀버스 운행

추천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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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안│★★★★★

선라이즈 프리미엄 리조트 호이안

골든 샌드 리조트&스파

호이안의 고급 리조트

호이안 대표 해변 리조트

Sunrise Premium Resort Hoi An

Golden Sand Resort&Spa

앙사나 랑코

랑코│★★★★★

Angsana Lang Co

리조트에서 즐기는 럭셔리 휴양

부대시설, 룸 컨디션 모두 우수한 호이안의 대표

호이안의 해변 리조트로 넓고 탁 트인 전망을 자

다낭에서 다소 떨어진 랑코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 일반

이 잘 꾸며져 있어 풍경이 아름답다. 일반 객실과

은 베트남 현지인들에게도 유명한 휴양지로, 조용

리조트. 다낭 해안가의 리조트보다 저렴한 가격으

객실은 욕조가 별도로 없지만 한 공간 안에 샤워실
과 세면대, 화장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위생적이
다. 룸마다 마련된 테라스에서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체크인/아웃
주소

14:00/12:00

Cua Dai Beach, Âu Cơ, Hội An

전화번호
홈페이지

0510 3937 777

sunrisehoian.vn

찾아가는 법

다낭 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40분

TIP&NOTICE

- 비치와 연결된 인피니티 풀(메인 풀 1개)
- 키즈 클럽 운영

- 다낭 국제공항 및 호이안 올드 타운행 유료 셔틀버
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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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안│★★★★★

추천 숙박

랑하는 곳이다. 비치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정원

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이 괜찮은 편이
다. 해변을 따라 자리한 긴 수영장도 이곳의 특징!
체크인/아웃
주소

14:00/12:00

Thanh Niên, Cửa Đại Tắm, Hội An

전화번호
홈페이지

0510 3927 555

goldensandhoian.com

찾아가는 법

다낭 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40분

TIP&NOTICE

- 호이안 올드 타운행 무료 셔틀버스 운행
- 키즈 클럽 운영

다낭과 후에(Hué) 사이에 있다. 실제로 이 지역

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앞으로는 바다가, 뒤로는 산이 우거

져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객실 종류와 쾌적하고 넓은 공간은 휴양을 즐기기
제격이다.

체크인/아웃
주소

15:00/12:00

Cù Dù, Lộc Vĩnh, Phú Lộc, Thừa Thiên Huế

전화번호
홈페이지

lang-co

054 3695 800

www.angsana.com/en/ap-vietnam-

찾아가는 법

다낭 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시간 20분

TIP&NOTICE

- 공항에서 호텔까지 무료 픽업 서비스 운영

- 반얀트리 랑코 리조트와 함께 위치해 있으며, 전 객
실 풀 빌라로 구성

추천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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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맵북

109 베트남 중부
111 다낭 전도
113 다낭 시내

MAP
BOOK
맵북

2017.07.07 업데이트

다낭

01 베트남 중부

후에 Hué

하노이 방향

베트남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룬 응우옌 왕조의 수도였던
후에. 성채 전체(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되었으며 찬란했던 왕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약

2시

간

30

분

하이번 고개
Đèo Hải Vân

다낭

Map
02

Ða Nǎng

베트남 중부 최대의 휴양 도시 다낭. 해변가의 고급
리조트와 맛있는 음식, 주변 근교 여행지까지. 최근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로 떠오르는 곳이다.

베트남

Map

02

분

40

Vietnam

약

라오스
Laos

약

호이안 Hội An

클래식함이 멋스러운 도시, 호이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올드 타운은
밤이 되면 수많은 홍등으로 더욱 아름답다.

간
1시

미선 Mỹ Sơn
1

2

3

4

5

6

7

8

조금 느린 여행, 다낭
1. 비치파라솔 아래에서 여유롭게 쉬기
2. 잊지 못할 쌀국수 맛집 찾아보기
3. 리조트에서 한가로이 시간 보내기
4. 망고와 열대 과일 마음껏 먹기
5. 1일 1 베트남 커피 마시기
6. 마사지 받으며 몸과 마음의 피로 풀기
7. 노을 지는 한 강 거닐어 보기
8. 후에, 호이안, 미선, 근교 여행지 다녀오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유적지,
미선. 참파 왕국의 성스러운 힌두교 성지로,
번성했던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느낄 수 있다.

호찌민 방향

A

Map

03

02 다낭 전도

다낭

C

시내에서 차로 약 50분

시내에서 차로 약 20분

하이번 고개
Đèo Hải Vân
해안 도로를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

영응사
Chùa Linh Ứng
다낭을 보살피는 거대 해수 관음상

베만
Bé Mặn
현지인들로 가득한 해산물 맛집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Võ N
guy
ên G
i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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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시내

1

인터컨티넨탈 다낭 선 페닌슐라 리조트
InterContinental Danang Sun Peninsula Resort
꿈의 리조트라 불리는 곳

1

퓨전 스위트 다낭 비치
Fusion Suites Danang Beach
신축한 아파트형 호텔

바빌론 스테이크
가든 2호점

Phạm Văn Đồng

AH17

알라카르트 다낭 비치
A La Carte Danang Beach
깔끔한 시설의 레지던스형 호텔
더탑
The Top
스카이 36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야경 명소
포유 레스토랑
4U Restaurant
바다를 보며 식사할 수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

iệt
ăn K
Võ V

차로 10분
i
Thoạ
Văn
yễn
u
g
N

차로 10분
Duy Tân

2

다낭 국제공항

공항에서 시내 들어가기

로열 로터스 호텔 다낭
Royal Lotus Hotel Danang
신축한 비즈니스급 호텔

2

버거 브로스
Burger Bros
유명한 수제 버거 맛집

람비엔 레스토랑
Lam Vien Restaurant
분위기 있는 고급 베트남 레스토랑

30 Tháng 4

아시아 파크
Asia Park
로맨틱한 다낭의 밤

AH17

롯데마트
Lotte Mart
쇼핑하기 편리한 곳

프리미어 빌리지 다낭 리조트
Premier Village Danang Resort
풀만 다낭 비치 리조트
Pullman Danang Beach Resort
인피니티 풀이 인상적인 고급 리조트

p
Giá

바나 힐

Cầ
uT
ru
ng

시내에서 차로 약 40분
바나 힐
Bà Nà Hills
산 꼭대기에 위치한 테마파크

음식점
쇼핑

호이안 방향

B

C

a
gS
ờn
Trư

600m
A

논느억 해변
Bãi Tắm Non Nước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가

공항에서 차로 약 25분
나만 리트리트
Naman Retreat
무료 마사지를 제공하는 리조트

바/펍/클럽

4성

4

Trần Đ
ại Ngh
ĩa

N

가볼만한 곳

Lư
ơn
g

오행산
Ngũ Hành Sơn
소박한 다낭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산

오행산

투어팁스 추천

하얏트 리젠시 다낭 리조트&스파
Hyatt Regency Danang Resort&Spa
최고급 비치 리조트

빈펄 다낭 리조트&빌라
Vinpearl Danang Resort&Villas
아름다운 휴양 리조트

Võ
Ch
í Cô
ng

범례 Legend

5성

3

Sa
ờng
Trư

Thọ
Nguyễn Hữu

다낭 속의 유럽, 바나 힐

바나 힐은
AH171,487m의 산 꼭대기에 위치한
테마파크. 연중 온도가 선선하여 시내의
무더위를 피해 놀러가기 좋은 곳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여정에서부터
바나 힐 속의 작은 유럽 프랑스 마을까지.
다낭에 왔다면 놓치지 말고 들러 보자!

4

올라라니 리조트&콘도텔
Olalani Resort&Condotel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 가능한 프리미엄 호텔

n
Hiế
Văn
Lê

ủy
Th
ân
Xu

3

푸라마 리조트 다낭
Furama Resort Danang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리조트

바빌론 스테이크 가든
Babylon Steak Garden
부드러운 육즙 가득 스테이크

n
uyê
Ng
Võ

ghị
Lê Thanh N

hệ Tĩnh
Xô Viết Ng

Lý

미케 해변
Bãi Tắm Mỹ Khê
'세계 6대 해변' 중 하나

엘 스파
L Spa
유명 호텔 스파 부럽지 않은 곳

Tứ
Phan

2 Tháng 9

Thọ
Nguyễn Hữu

다낭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택시로 10
분, 해안가의 주요 리조트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작은 규모의 공항이기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오직 택시뿐!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Tiểu La
이동하면 된다.

ị
Cầu Trần Th

Duy Tân

패밀리 인디언 레스토랑
Family Indian Restaurant
가격과 식사 모두 만족스러운 인도 음식점

03 다낭 시내

아지트
Azit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숍

Nguyễn Du

Đố
ng
Đa

하노이 쓰어
Hà Nội Xưa
점심에만 맛볼 수 있는 분짜가 인기

하이랜드 커피
Highlands Coﬀee

미꽝 1A
Mì Quảng 1A
오리지널 미꽝 맛집

다낭 기차역
Ga Đà Nẵng

Lê Duẩn

Trần Phú

Nguyễn Thái Học

m
h Khiê
Ông Íc

Lê
Du
ẩn

Hùng Vương

다낭 대성당
Giáo Xứ Chính Toà Đà Nẵng
분홍빛 외관의 아름다운 성당
비엣틴 뱅크
VietinBank
Trần Quốc To
ản

미꽝 바무아
Mỳ Quảng Bà Mua
다낭의 음식, 미꽝을 맛볼 수 있는 곳

5성

Yên Bái

Phan Châu T
rinh

하이랜드 커피
Highlands Coﬀee

Lê Hồng Phon
g

AH17

한 시장
Chợ Hàn
다낭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

워터프런트
Waterfront
한 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한강
Sông Hàn
다낭의 낮과 밤이 아름다운 곳

ng
t Vươ
u Việ
Triệ
사랑의 부두
Cầu Tàu Tình Yêu
떠오르는 야경 명소

Trư
ng
Nữ

Võ Văn Kiệt

Cầu Rồng

용교
Cầu Rồng
다낭의 랜드마크

퀸 스파
Queen Spa
대나무 마사지로 유명

iệt
Võ Văn K

AH17

C

D

3
N

200m

g
Lượn

B

무옹 탄 다낭
Muong Thanh Grand Da Nang Hotel
가성비 좋은 호텔

m Cự
Phạ

g
ơn
Vư

2

해피 브레드
Happy Bread mi AA
깔끔한 반미 카페

2T
hán
g9

참 조각 박물관
Bảo tàng Điêu khắc Chăm
찬란했던 참파 왕국의 모습

Phạ
mV
ăn Đ
ồng

K 마트
K Mart

Trần Phú

페바 초콜릿
Pheva Chocolate
고급 베트남 초콜릿
Hoàng Văn Thụ

빈컴 플라자
Vincom Plaza
다낭의 논스톱 쇼핑 공간

Trần Hưng Đạo

반쎄오 바융
Bánh Xèo Bà Dưỡng
진정한 현지인 맛집

Nguyễn Văn Linh
Hoàng Diệu

A

m
hiê
hK
g Íc
Ôn

다낭 국제공항
방향

Văn Linh
Nguyễn

바/펍/클럽

한강

Bạch Đằng

Ho
àn
gD
iệu

빅 씨 마트

기념품 쇼핑은 여기서!

콩 카페
Cộng Cà phê
사회주의 콘셉트의 카페

Yên Bái

도보 30분

팍슨 빈쭝 플라자에는 현지인,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빅 씨 마트가 위치해 있다.
다낭 여행을 마무리하며 기념품 쇼핑을
하기엔 이곳이 제격!

1

약국/병원

Hàn

하이랜드 커피
Highlands Coﬀee
베트남의 스타벅스

2

3

쇼핑

4성

ầu Sông
한 강교 C

모비폰
mobifone

팍슨 빈쭝 플라자
Parkson Vinh Trung Plaza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마트

디저트/카페

분짜까 109
Bún Chả Cá 109
특별한 어묵 쌀국수

다낭 병원
Bệnh viện Đà Nẵng

Vân

음식점

스카이 36
Sky 36
가장 높은 곳에서 즐기는 다낭의 밤

Yên Bái

ao
Trần C

Trung
Quang

가볼만한 곳

ằng
Bạch Đ

Trần Phú

nh
Chí Tha
Nguyễn

노보텔 다낭 프리미어 한 리버
Novotel Danang Premier Han River
다낭 시내 중심의 고급 호텔

투어팁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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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ễn Thế Lộc

다낭 기념품 카페
Danang Souvenirs&Cafe
기념품 숍과 카페가 한곳에

포 기아
Phú Gia
담백한 쌀국수와
튀김 빵의 조화

g
Lý Tự Trọn

퍼 박 63
Phở Bắc 63
현지인, 여행객 모두에게
인정받는 쌀국수 맛집

다낭 기차역

범례 Legend

Ph
an
Bô
i

tT
hà
nh
Tấ

D

버거 브로스 2호점
Burger Bros

m
h Khiê
Ông Íc

1

ễn
uy
Ng

C

Trần Hưng Đạo

다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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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ần Hưng Đạ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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