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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향기를 전해요
上海 다채로운 봄맞이 행사 열려

인천-상하이 전세기 뜬다

코로나 방역 기간 홀로 피우고 졌

던 매화들이 드디어 봄 손님을 맞

이한다. 상하이는 매년 춘절부터 3

월까지 공원 곳곳에서 봄맞이 축제

가 열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매화 전

시를 시작으로 상하이 꽃 축제 예

고하고 있다. 또한 계묘년을 맞아 

토끼를 소재로 한 각종 행사가 열

린다. 상하이시녹화시용국(上海市

绿化市容局)이 상하이 시내 각 대

형 공원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기 좋

은 다양한 꽃 축제와 행사를 소개

했다.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봄

맞이 나들이를 떠나자.

구이위안 봄맞이 행사

2023年上海古猗园迎春活动

상하이 구이위안에서는 정월대보

름 원소절(元宵节)에 봄맞이 행사를 

연다. 용과 사자 춤, 중국풍 장마당, 

가죽인형 그림자극(皮影戏), 등롱 

수수께끼 맞추기, 토끼 등롱 선물 증

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 2월 5일(정월대보름 元宵节)

● 上海古猗园

  (嘉定区南翔镇沪宜公路218号)

 천산식물원 봄맞이 꽃 전시

2023辰山植物园迎春花展 

상하이천산식물원은 매년 춘절 

이후 봄꽃 전시를 연다. 올해는 꽃 

박람회 전시구역과 꽃 조각 전시구

역이 있으며 볏짚으로 만든 거대형 

토끼 조형물 등 6개 전시구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2월 중순까지 

다양한 봄꽃을 만날 수 있다. 
● 1월 20일-2월 16일

● 上海辰山植物园

 (松江区辰花公路3888号)

야생동물원, 토끼들 모였다

“玉兔欢腾 灵猴迎春”

상하이 야생동물원 소형 동물 낙

원 내에 중국 흰토끼, 푸른(靑紫藍) 

토끼가 있고 동물과 소형 동물 근

거리 체험 구역에는 채색 토끼, 롭

이어 토끼 등 희유 품종도 볼 수 있

다. ‘영후천지(灵猴天地)’에는 체험

식 여우 원숭이 관람이 가능하다. 

● ~3월 17일

● 上海野生动物园 내小动物乐园狐猴岛 

 (浦东新区宣桥镇南六公路178号)

● 1월 31일까지 입장 티켓 ‘2+1(买二送一)’ 행사 

패밀리 티켓 원가 412.5元→330元, 어른 

2명 당 신장 1.5m 이하 아동 1명 동반 입

장 가능 

● 上海野生动物园 공식 APP, 기타 공식 

사이트 내 구입 

세기공원 매화 축제

2023世纪公园赏梅游园会(매화 관

상 원유회)

세기공원 매화원(梅园)에 가면 

부지 면적 10만㎡에 30여 종의 매

화 품종의 3000여 그루의 매화나무

를 볼 수 있다. 중국 원림(园林) 문

화의 정수를 체감할 수 있는 푸동 

세기공원의 매화원에서 상하이의 

봄을 느껴보자.
● ~3월 20일

● 世纪公园(浦东新区锦绣路1001号)

전루공원 납매 전시회

真如公园腊梅展 

공원 내 1,100그루의 납매(腊梅) 

나무와 70여 그루의 납매 분재를 

전시. 

● ~2월 15일 

● 真如公园(普陀区大渡河路1894号)

신좡공원 매화전시 

莘庄公园梅花展 

매년 이맘때 매화 전시가 열리

는 신좡공원은 올해는 공원 책임

자가 당일 현장에서 신청한 관람

객과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

해 매화 관상 안내 행사를 펼친

다. 또한 매화 전문가를 초청해 

관람객에게 매화 원예 소품, 매화 

양생 유지 지식, 매화 품종에 대

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 ~3월 15일 

● 莘庄公园(闵行区莘浜路421号) 

최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