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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눔, 아름다운 기업

바로잡습니다

“격리 교민들을 응원합니다”

국경절, 거리두기 힐링 여행 떠나요
상하이 여행사 추천 국경절 여행지 Best 5

올해 추석과 국경절 연휴가 만나

면서 8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을 경험한 교

민들은 선선한 가을 바람에 안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

로든 떠나고 싶어한다. 서서히 기지

개를 켜는 상하이 여행사들이 상

하이 근교 자연 속 거리두기 힐링 

투어를 준비했다. 예년과 온도 차가 

큰 국경절 대목을 맞았지만, 가을여

행을 갈망하는 교민들이 많으므로 

예약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충밍도’ 체험 여행

상하이를 벗어날 수 없는 가족들

에게 추천할만한 여행지 ‘충밍도’. 

삼림공원, 호수, 갯벌 등 대자연이 

함께 한다. 가을 밤, 바비큐와 함께 

캠핑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롱과

(龙果) 따기, 말 타기 체험까지, 세

창여행사는 가족 힐링 여행의 모든 

것을 갖춘 충밍도를 권한다. 

상하이에서 즐기는 가족 캠핑

상하이에서 본격적인 캠핑을 하

고 싶다면? 100만 평망미터 규모의 

하이완삼림공원 내 글램핑 투어가 

제격이다. 소망투어는 가족단위 야

외 캠핑 장소를 찾는 교민들에게 글

램핑 투어를 추천한다. 저녁 바비큐

와 부대찌개까지 준비되어 있다. 물

론 캠핑장에서 제공되는 음식 외 추

가 준비는 직접 해야 한다. 꼬마열

차를 타고 삼림공원을 둘러보며 계

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산+협곡+건강식으로 힐링

산을 좋아하는 교민들이라면 국

경절 연휴 평지에 머무를 수 없다. 

세진여행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강식 여행 상품, 항저우 대명산과 

천목대협곡 1박 2일 상품을 소개한

다. 상하이에서 자동차로 3시간 30

분 거리에 있는 이곳에서 산과 협

곡의 자연은 물론 삼겹살, 토종닭

백숙, 시골잡어탕, 유기농 채소까지. 

건강한 힐링 여행이 될 듯하다.

광활한 대자연, 칭하이·깐쑤성까지

긴 연휴라야 가능한 1주일 이상

의 여행지를 찾는다면 칭하이성과 

깐쑤성 여행은 어떨까. 히말라야투

어에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해발 

3200미터의 칭하이성 일대와 실크

로드 숨결이 살아 있는 깐쑤성 드

라이빙 투어 6박 7일 상품을 추천

한다. 중국의 광활한 대자연 속에

서 눈과 마음이 트이는 경험을 하

게 될 것이다. 

장강 물줄기를 따라, 크루즈 여행

장강삼협은 구당협, 무협, 서릉협

을 지나는 코스로 이미 세계적으로

도 유명한 크루즈 코스다. 소망투어

에서는 6박 7일 장강삼협 크루즈여

행을 추천한다. 장강의 물줄기를 따

라 충칭을 비롯 삼국지 배경지 등

을 둘러볼 수 있다.  

가을산행, 휴양지 등 절호의 기회

이 밖에, 매년 국경절 기간 산행을 

즐겨 온 교민들을 위해 올해도 어김

없이 황산, 천문산(장가계), 운대산, 

백두산 상품도 출시됐다. 하이난 싼

야 휴양지 여행도 평소보다 저렴하

게 다녀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관련 정보 9~11면, 15면 참고)

고수미 기자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전세기로 상하이에 도착한 교민들의 격

리 생활을 아래 기업들이 함께 지원하고 있다. (2020.9.11 현재)

지난 1087호에 안내된 3차 전세기 입국 교민들의 지정 격리

호텔을 아래 주소지로 바로 잡습니다.
● 闵行区吴中路259号 锦江之星品尚(新虹桥店)

빙그레 바나나 우유 1인 6개, 생우유 1리터 1인당 3회

풀무원 김치 매일 1인 2회, 삼계탕 1인 2회

파리바게뜨 빵 매일 1인 1개 

샘표식품 고추장 500그램 1인 1개

아모레 샴푸 1인 1병 

산업은행 물티슈 1인 1팩 

삼다수 삼다수 2리터 1인 1병

농심 백산수 500ml 1인 4병/컵라면 1인 3개

도루코 일회용 면도기 2500개

청담소녀 생리대 253세트

오리온 생수 530ml 1100병

이랜드 담요 520개/신발 18켤레

코스맥스 마스크시트 1인 15장(파우치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