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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타이완 양국의 관광교류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만관광협회에서는 한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타이완관광에 대하여 알기 쉽게 소개하는 정기 간행물을 출간하였습니다. 최근 타이완의 관광산업은 급격

히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타이완 방문 관광객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타이완을 방문한 해외관광

객은 이미 600만 명 이상을 넘어섰으며, 한국 관광객만 해도 24만 명 이상이 타이완을 방문하였고 앞으

로도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타이완 관광객도 42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올해 

타이베이 송산공항과 서울 김포공항의 개항으로 양국 관광 교류의 앞날은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해 주신 한국 관광객 분들이 전하는 타이완의 이미지는 편리함과 친절, 그리고 활력이 넘치

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련된 도시와 정겨운 시골풍경, 산림, 온천, 골프장 시설, 푸른 바다 등 풍부

한 자연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에서 특색 있는 전통 

타이완 요리와 맛있는 야시장의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타이완 지역 관광은 세계적으로도 먹거리관광으

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국제관광객의 편리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타오위엔(桃園)

과 송산(松山)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타이완 고속철도, 타이루거 관

광기차와 관광버스, 자전거 노선 등 편리한 교통시설을 지속적으

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공항과 김포공항의 개통과 항공

석의 추가 배치로 양국의 관광객에 더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졌습니

다. 타이완 교통부관광국과 타이완의 관광업계 모두가 한마음으로 

타이완을 방문하러 오신 한 분 한 분의 관광객 여러분께 만족할 만

한 최상의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교통부관광국은 한국 관광객 여러분과 해외 모든 관광객에

게 전하는 타이완관광 홍보 슬로건인「Taiwan-The Heart of Asia」의 

정신으로 「Time for Taiwan」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감동여

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부관광국 시에웨이쥔(謝謂君) 국장

한국관광객 여러분 타이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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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판 <<타이완>>을 공식적으로 출간하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

다. 한국과 타이완 양국의 관광 교류가 점점 많아지는 이 시점에 한글판 <<타이완>>의 출간을 통하여 한국 여러분들

에게 더욱 풍부하고 새로운 타이완에 대한 여행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타이완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수가 많아졌습니다. 작년(2011년) 타이완을 방문한 관광객은 이미 608

만 명이상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600만번째 관광객은 한국에서 오신 김씨 가족으로 타이완 타오위엔 공항에서 열렬

한 환영과 함께 타이완 교통부관광국에서 대만 돈 60만원 상당의 상품도 받았습니다. 김씨는 연세가 80살 되신 어머

님,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타이완에서 타이페이의 고궁박물관, 온천, 야시장, 타이페이 101빌딩 등 5박 6일동안 여러 

여행코스를 즐겁게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2012년) 4월에는 타이페이 송산(松山)공항과 김포공항 개항을 통해 양국의 관광업에 대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잡지에 특별히 [타이페이의 새로운 매력]이라는 특집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타이페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타이페이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 축제와 편리한 교통정보를 중심으

로 타이완의 북부에서 중부, 남부, 동부와 섬 지역까지 재미있고 인기있는 여행관광명소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만관광협회는 재단법인 기관이며 비영리 공익단체입니다. 1956년부터 올해까지 창설 55년의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며, INBOUND와 OUTBOUND를 동시에 관리하는 관광협회입니다. 협회회원은 모두 타

이완의 관광업계의 대표주자로서 타이완의 여러 지역의 관광단체, 관광재

단, 항공교통업, 여행회사, 여행여관영업, 문화 놀이공원, 골프장, 식품, 식

당, 각종 회의와 안내서비스, 수공예술품업, 백화점 사은품업, 출간물과 홍

보, 정보업 등 관광에 연관한 산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의 목표는 타이완 관광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타이완 타이

페이에서 국제 관광박람회 주최뿐만 아니라 타이완 정부 교통부관광국,  타

이완 관광업계 분들과 함께 해외에 타이완의 최신 여행정보와 상품을 홍보

하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요구에 만족시키고자 적극적

으로 타이완과 해외 관광업계간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예

를 들면 올해 5월 타이완 까오숑(高雄)에서 열리는 제27회 타이완과 한

국 관광교류회의(TVA/KATA), 6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국제여행박람회

(KOTFA)와 9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여행박람회 등 여러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페이의 송산(松山)공항과 김포공항 직항로의 개방을 통하

여 양국의 관광교류와 우정이 더욱 발전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양국의 관광객수 100만 명 이상의 목표가 꼭 달성되길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대만관광협회 주경웅(周慶雄) 회장 인사말

한국과 타이완 양국 관광교류의  
새 장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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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시절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아웃바인드에서 인바인드로 25년간 꾸준히 여행업에 종사하여 왔습

니다. 관광산업은 매우 민감한 업종으로 싸스(SARS)라든지 경제위기에 큰 영향을 받곤 합니다. 따라서 여

행업을 운영하는데는 용기와 끈기, 재치 그리고 약간의 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0년대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타이완을 방문할 당시부터 단교, 단항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왕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2004년 복항으로 현재까지는 점점 왕래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타오위엔과 인

천노선 외에도 타이중-인천, 까오숑-인천, 타오위엔-제주 등 노선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송산과 

인천공항의 개항으로 타이완과 한국의 관광객수는 백 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책자인 Lonely Planet에서 여행전문가들이 꼽은 「2012년 10대 최우수여행지」

로 스위스보다 우선 순위에 타이완을 선정하였습니다. 유명 여행지로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있는 

아리산, 일월담, 타이루꺼 등이 꼽혔으며, 다양한 문화와 타이완 사람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타이완의 관광교류가 점점 많아지면서, 타이

완관광국과 타이완관광협회의 협조 하에 타이완을 더욱 잘 알릴 수 

있는 《타이완》한국판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매우 사랑하고 즐겁게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과 교

류할 수 있고 나아가 이해와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 계획된 여행은 타이완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 줄 뿐 아니라 민간외교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사랑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 책을 통하여 타이완을 보다 

잘 알고 이해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 곳 타이완에서 더욱 즐거

운 여행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만관광협회 대표 겸 한국시장 마케팅자문위원회 대표 왕전옥(王全玉)

행복이 가득한 타이완으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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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유진호 지사장 
《타이완》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과 타이완간의 관광교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

니다. 특히 금년 4월말부터 서울 김포 - 타이베이 송산공항간 신규 항공노선이 개설됨으로써 

상호방문이 더욱 편리해졌고 상호 방문 관광객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간되는 《타이완》은 다채롭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통해 한국과 타이완간 교류를 촉진

하고 상호 우호증진에 커다란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타이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KATA 한국여행업협회 전춘섭 회장 

타이완관광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협회와 대만관광협회는 1975년부터 시작된 관광교류회의가 금년으로 27차에 이르렀습니

다. 양국을 왕래하며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로 양국 간의 우호가 가일층 돈독해 졌다고 확

신하며, 관광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교류 역시 발전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양국

의 교류가 관광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

다.

이와 함께,《타이완》한국어판 창간으로 문화교류, 다양한 관광정보의 소개 등을 통해 양국간 

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리라 봅니다. 

한국과 타이완의 관광교류 확대를 위해 보다 더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기대하며 한국어판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타이뻬이한국대표부 정상기 대사  

아름다운 섬 타이완을 소개하는 《타이완》 한국어판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타이완의 아름다움과 한-타이완간 관광업계의 교

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타이완》을 한국어로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타이완은 비행기로 2시간 반 거리의 매우 가까운 나라로서, 한국과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는 상호 관광객의 숫자는 이미 70만

명에 이르렀으며, 경제무역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5대교역국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

다. 더욱이 2012년 4월 김포-송산 노선이 개항되면, 활발한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

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이완》은 타이완의 관광자원과 관광산업의 매력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한국과 타이완의 관광업계의 연결 창구로서 향후 관광업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타이완 관광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여행문화 창달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타이완》의 한국어판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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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관광 브랜드
「Taiwan-The Heart of Asia」

타이완 국제관광을 위한 홍보 브랜드─「아시아의 심장─감동적인 타이완」
（Taiwan – The Heart of Asia）과「바로 지금 타이완을 여행하자」(Time for Taiwan)

타이완 교통부관광국은 2011년 타이완 관광 홍보로 

「아시아의 심장 ─감동적인 타이완」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웠다. 세련된 로고와 독특한 글자 모양

을 통하여 해외 여러 나라에 타이완의 관광정보를 효

과적으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타이완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현대 유행과도 완벽하게 조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타이완 관광국은 2001년에서 2011년까지 10

년동안 「Taiwan, Touch Your Heart」브랜드를 통하

여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 성공적으로 타이완에 대

한 관광정보를 홍보해왔으며 타이완사람들의 열정적

인 이미지로 국제관광객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았

다. 그리고 국제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타이완의 여

행 경험을 주기위하여 2009년 타이완관광국은 여

러 국내 전문가, 학자들과 타이완의 새로운 브랜드에 

대하여 오랫동안 검토한 후 「아시아의 심장 ─감동

적인 타이완」（Taiwan-The Heart of Asia）과 「바

로 지금 타이완을 여행하자」（Time for Taiwan）라

는 두 가지 브랜드를 내놓았다. 그리고 아시아의 심

장(Heart)이라는 브랜드는 타이완 관광의 테마에 따

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코스와 행사를 제공해 

주는 계획을 통하여 해외관광객들에게 타이완의 아름

답고 감동적인 추억을 선사해줄 많은 볼거리들을 준

비했다.

마지막으로 관광국은 타이완의 관광자원을 여섯가지   

부분으로 테마를 나누었다. 생활문화 타이완, 산업과 

패션 타이완, 해양과 역사 타이완, 건강과 자연 타이

완, 타이완의 섬, 다양한 문화 타이완 등이다. 그리

고 타이완의 종교, 문화, 원주민 문화, 온천, 현대문

화, 창의성, 등산과 하이킹 활동, 타이완 유행스타, 

생태여행, 자전거여행 등 열 가지의 다양한 여행을 

주제로 관광객들에게 안내해 줄 것이다.



7

NEWS

대만관광국과 한국여행사의 상호 관광협력 계약 체결 

라이써전 전 관광국장 마영구 대통령 훈장 획득 

올해 대만을 방문 한국관광객 30만 명 이상 예상

대만 교통부 관광국은 올해 3월 3일 ‘하나여행사’, ‘자유투
어’, ‘모두투어’ 및 ‘투어2000’등  4개 한국여행사와 대만
을 방문 관광객의 적극적인 교류에 대하여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올해 대만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30만 명 이상에 도달할 것
으로 보인다.

관광국에 의하면 한국은 대만에서 매우 선호하는 해외여행지이며 
동시에 여행시장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과 대만 관광객이 더욱 증가하여 작년 방한 대만 관광객
은 42만 명 이상을 돌파하였고 대만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도 24
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또한 송산공항과 김포공항 직항의 개통으로 대만과 한국 양국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예정으로 한국의 대형 
여행사와 직접 대만 방문 여행객 증대에 관한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한국의 4대 여행사는 대만 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테마여행코스를 계획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올해 대만을 방문하는 한국관광객이 최소 20% 이상 성장한 30만 명에 이를 전망으로 보인
다. 대만 관광국도 한국의 여행사의 대만 추천 여행코스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이에 맞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송산에서 김포까지의 직항노선은 대만 대통령 마잉주(馬英九)가 추진하는 동북아 골드노선의 최후 라인으로서 
매주 7번 중화(中華)항공과 장영(長榮)항공의 항공편이 운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국의 관광객과 비지니스 
여행객들에게 신속함과 편리함을 제공하게 되어 관광객의 대폭 상승와 함께 대만과 한국 여행업계의 활성화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일 마영구 대통령이 올해 4월초 퇴임한 라이써전 전 
관광국장에게 4급 경성훈장을 수여해 타이완 관광발전의 공
헌을 치하했다. 이는 중화민국 역사상 두번째로 사무관이 받
은 상으로 관광발전을 중시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훈장은 타이완의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표출한다
고 하며, 영예를 얻은 라이 국장뿐아니라 관광산업에 종사하
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훈장으로 인하여 관광업계에 깊은 격려와 함께 타이완의 아
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국내외 여행
업계의 믿음을 바탕으로 타이완관광시장의 운영을 위해 부
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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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에
놀러가자!

타이페이 송산(松山)국제공항과 서울 김

포공항의 직항노선 개방으로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더 빠르게 타

이완의 수도 타이페이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좋은 기회에 타이페이의 매

력을 흠뻑 느껴보자. 타이완의 중심 도

시 타이페이의 문화, 오락, 종교, 그리

고 맛있는 먹거리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

한 여행 정보를 이번 특집을 통하여 자

세히 알아보자.

타이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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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여행코스

타이페이는 도시의 풍경과 함께 건강을 위한 여행코스도 있다. 안전한 자전거 여행코

스뿐만 아니라 해변자전거 도로 등 여러 가지 자전거 도로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관

광객들에게 편리하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루일정의 자전

거 여행코스를 계획하여 여유롭게 타이페이를 구경해보자. 타이페이의 매력을 더 가

까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몸에 좋은 타이완의 독특한 온천을 체험하고 싶다면 타이페이 베이토우(北投)와 양밍

산(陽明山)에 위치하고 있는 온천회관에 꼭 가보자.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유명한 유산

염(硫酸鹽) 온천수를 스파와 놀이시설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의 쌓였던 

피로를 온천으로 날려버리자. 그리고 근처에 있는 베이토우 온천박물관에 가면 베이

토우 지역의 온천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다. 화산지대에 위치한 양밍산은 특별한 화

산지형과 지형구조로 몸에 좋고 우수한 온천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양밍산에 있는 

맛있는 음식점, 다양한 호텔과 온천 여관 등 각종 시설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신에게 최선의 여행을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부터 1박 2일간의 온천여행코스를 세

워보자.

마지막으로 타이완 차를 마시고 싶다면 타이페이의 가장 오래되고 큰 다원(茶園)이 있

는 문산구(文山區) 마오콩(貓空)에 가보자. 저녁무렵에 가면 타이페이시의 멋진 야경

을 볼 수 있으며, 야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차를 마신다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여행 

추억이 될 것이다.

베이토우 온천박물관 (北投溫泉博物館)

 (02)2893-9981

 타이페이시 중산로 2호(台北市中山路二號)
 정보：단쉐이선(淡水線)이나 난스쟈오선(南
勢角線)을 타고 베이토우(北投站)역에서 신
베이토우 지선(新北投支線)으로 갈아타고  
신베이토(新北投)역에서 내려 걸어서 약 5분

마오콩 (貓空)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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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복(祈福) 여행코스

종교, 사찰은 사람들에게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타이완의 종교는 주로 불교와 

도교가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타이페이시 곳곳에 

타이완식 전통적인 절을 볼 수 있으며 이번 여행

을 통해 독특한 타이완 종교건축의 매력과 풍습

을 이해해보자.

공양하는 신에 따라 절의 기능도 다르다. 예를 들

면 인연을 빌고 싶은 사람은 디화제(迪化街)의 샤

하이청황묘(霞海城隍廟)가 제일 유명하며 매년 국

내외 많은 신도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

여 결혼하게 된 사람들은 결혼을 맺어준 고마움

을 공양으로 회답하며, 회답하는 사람만도 매년 

600명 이상이 넘는다. 특별히 인기있는 풍습으로 

「어부신발(馭夫鞋; 장신구 신발)」이 있으며, 여

기에 빌게 되면 사랑과 가정을 잘 지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건강이나 평안에 대해 빌고 싶은 사람은    

따롱통 바우안궁(大龍峒保安宮), 멍쟈 롱싼쓰(艋

舺龍山寺)과 싱텐궁(行天宮) 등이 유명하다. 따롱 

통 바우안궁에는 보생대제(保生大帝)를 공양하고 

있으며 매년 음력 3월 15일에 보생대제(保生大帝)

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2개월동안 종교행사, 

민속공연과 유적안내 등 「보생문화제」라는 행

사를 개최한다. 이는 북타이완의 제일 큰 행사로

서 중요한 문화적인 가치가 있으며 그 명성이 전

국에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觀世音

菩薩)을 공양하는 롱싼쓰는 타이완식 전통건축

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절 안에 목조(木雕), 

석조(石雕), 벽화 등이 유명하고 불교, 도교와 유

교 등 신을 공양하고 있어 여러 종교에 관심이 있

는 신도들에세 인기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타이완

에서 신도가 제일 많은 절인 싱텐궁은 은주공(恩

主公)을 공양하고 있다. 환경보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절 안에서 제물(牲禮)을 제공하지 않으며  

금종이(金紙)도 사용하지 않는다. 인기 있는 풍습

으로 놀란 어린아이의 혼을 다시 불러오는 의식

이 유명하며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고 믿는다.

따롱통 바우안궁 (大龍峒保安宮)   P29

멍쟈 롱싼쓰 (艋舺龍山寺)   P30

싱텐궁 (行天宮)

 (02)2502-7924

 타이페이시 민권동로 2단 109호 (台北市民權

東路二段109號)

 루줘우선(蘆洲線)을 타고 싱텐궁(行天宮)역에

서 내림.

샤하이청황묘 (霞海城隍廟)

 (02)2558-0346

 타이페이시 다동구 디화제 1단 61호(台北市大

同區迪化街一段61號)

 단쉐이선(淡水線)을 타고 쌍롄(雙連)역에서 내

려 홍33호버스로 환승, 디화제(迪化街)에 하

차.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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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음식

타이페이의 음식은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음식까지 맛있고 다양한 음식으

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타이페이의 거리에서 제일 유명한 동구 

216항의 동구펀위안(東區粉圓)과 타이페이역 근처 타오웬제(桃源街)의 

쇠고기면, 선도사(善導寺)역 근처의 푸항도짱(阜杭豆漿)과 만화광줘제(萬

華廣州街)의 주지육죽(周記肉粥) 등은 타이페이에서 인기 있는 식당이다.

고급 중국요리를 먹고 싶다면 <<뉴욕 타임즈>>에 소개된 바 있는 십대 

식당에 선정된 타이페이 딘타이펑(鼎泰豐)을 가보자. 대표적인 음식은 샤

오롱빠오(小籠包)를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요리와 강절(江

浙)요리도 먹을 수 있다. 타이완식 음식을 먹고 싶다면  신예식당(欣葉餐

廳), 두샤오예 딴즈면찬관(度小月擔仔麵餐館)도 놓칠 수 없는 식당이다.

그리고 차(茶)문화로 유명한 타이완은 타이페이시 곳곳에서 타이완식 차

를 마실 수 있다. 예를 들면 텐인밍차(天仁茗茶)의 츠차츄(喫茶趣)는 전통 

향기로운 차를 기본으로 여러 가지 맛있는 차를 제공한다. 또한 차에 곁

들이는 다양한 간식들도 판매한다. 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향이 좋은 고

품질의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딘타이펑 (鼎泰豐)

 (02)2721-7890

 타이페이시 충효동로 4단 218호 

(台北市忠孝東路四段218號)
 판남선(板南線)을 타고 충효둔화
(忠孝敦化)역에서 내려 걸어서 약 
5분.

동구펀위안 (東區粉圓)

 (02) 777-2057 
 타이페이시 충효동로 4단 216항 38
호(台北市忠孝東路四段216巷38號 

)
 판남선(板南線)을 타고 충효둔화
(忠孝敦化)역에서 내려 걸어서 약 
5분.

신예식당 (欣葉餐廳)

 (02)2752-9299
 타이페이시 충효동로 4단 112호 2
층(台北市忠孝東路四段112號2樓)

 정보：판남선(板南線)을 타고 충 
효후싱(忠孝復興)역에서 내려 걸어
서 약 5분 정도.

타오웬제 쇠고기면
(桃源街牛肉麵)

 판남선(板南線)을 타고 시먼(西門)
역에서 내려 걸어서 약 7분.

두샤오예 단즈면 찬관
(度小月擔仔麵餐館)

 (02)2773-1244
 타이페이시 충효동로 4단 216항 8
롱 12호(台北市忠孝東路四段216巷

8弄12號)
 판남선(板南線)을 타고 충효둔화
(忠孝敦化)역에서 내려 걸어서 약 
5분.

푸항도짱 (阜杭豆漿)

 (02)2392-2175
 타이페이시 충효동로 1단 108호 2
층(台北市忠孝東路一段108號2樓)

 판남선(板南線)을 타고 산도쓰(善
導寺)역에서 내림.

츠차츄 (喫茶趣)

 (02)2781-4649
 타이페이시 광부북로 84호(台北市

復興北路84號)
 문호선(文湖線)을 타고 난징동로
(南京東路)역에서 내려 걸어서 약 
3분.

주지육죽 (周記肉粥)

 (02)2302-5588
 타이페이시 만화 광줘제 104호(台

北市萬華廣州街104號)
 판남선(板南線)을 타고 롱싼쓰(龍
山寺)역에서 내림.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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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도시 패션

불야성(不夜城)--타이페이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자. 

타이페이 신의(信義)구와 동구 충효동로(東區忠孝

東路)쇼핑 광장에 가면 국제적인 패션샵들과 타이

완최신 유행을 느껴볼 수 있다. 그리고 101 빌딩에 

들어가면 백화점 쇼핑 뿐만 아니라 워너브라더스

(威秀) 영화관에서 영화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이

트클럽과 바에 가면 타이완의 밤문화도 경험할 수 

있다. 만약 타이완 젊은이들의 유행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타이완 패션의 중심지—시먼딩(西門

町)을 꼭 가 봐야 한다. 길거리 예술, 퍼포먼스, 스

케이트 보드와 그래피티 예술 등 젊은이의 매력이 

가득하다. 그리고 타이페이시의 중산북로(中山北路) 

쇼핑가는 일제시기의 식민지와 미국군대의 주둔지

였기 때문에 이국(異國)의 풍경이 가득한 가게들이  

특히 많다. 예를 들면 이국별미의 식당, 일본식 잡

화가게 그리고 아이디어 문구점 등 다양한 볼거리

를 구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인파가 엄청나게 몰려드는 야시장도 놓칠 

수 없다. 타이페이의 생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야

시장이야말로 관광객들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이

다. 저렴한 먹거리에서 쇼핑거리까지, 음식에서 옷, 

신발, 액세서리가 가득하며, 야시장에 있는 각종 오

락시설들은 재미있는 여행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

다. 사림(士林)야시장은 타이페이에서 가장 큰 야시

장으로 타이완에 놀러 오는 관광객들은 꼭 간다고 

하는 야시장이다. 타이완식 순대와 호대(豪大)치킨

은 제일 유명한 음식이다. 그리고 화시제(華西街)야

시장과 닝샤(寧夏)야시장도 오래전부터 인기 있는 

가게들이 많이 존재한다. 타이완식 전통적의 맛을 

한번 먹어보자. 또한 이국별미가 가득한  사범대(師

大)야사장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도 타이페이의 생활 모습을 

잘 보여주는 특징이다. 새벽까지 운영되는 동구(東

區)차방과 후싱난로(復興南路) 타이완식 전통음식

점들은 타이페이의 밤문화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준다. 언제나 맛있고 다양하며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타이페이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추억거리

를 만들어 줄 것이다.

신의쇼핑광장 (信義商圈)    P29

시먼딩쇼핑광장 (西門町商圈)   P30

사림 야시장 (士林夜市商圈)   P27

화씨체언 야시장 (華西街夜市商圈)

 판남선(板南線)을 타고 롱싼쓰(龍山寺)역에서 

하차.

링싸 야시장 (寧夏夜市商圈)   P29

사범대 야사장 (師大商圈)

 신텐선(新店線)을 타고 타이텐빌딩(台電大樓)

역에서 하차.

동구차방 (東區茶街)

 판남선(板南線)을 타고 충효둔화(忠孝敦化站)

역에서 내려 걸어서 약 3분.

후싱난로 타이완식 전통음식점
(復興南路清粥小菜)

 문호선(文湖線)을 타고 다안(大安)역에서 내려 

걸어서 약 5분.

동구충효동로쇼핑광장 (東區忠孝東路商圈)   P29

중산북로쇼핑센터 (中山北路商圈)   P2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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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양청원 (國家兩廳院)

 (02)3393-9888 

 타이페이시 중산남로 21-1호(台北市中山南路 

21-1 號)

 단쉐이선(淡水線)을 타고 중정기념관(中正紀念

堂)역에서 내림.

타이페이 시립미술관 (台北市立美術館)   P26

타이페이 당대예술관 (台北當代藝術館)   P31

타이페이 광점 (台北光點)   P31

화산창의문화원구 (華山創意文化園區)   P31

송산문화관 (松山文創園區)   P31

타이페이 시펑 (台北戲棚)

 (02)2568-2677

 타이페이시 중산북로 2단 113호(台北市中山北

路二段113號)

 정보：단쉐이선(淡水線)을 타고 쐉롄(雙連)역

에서 내려 걸어서 약 7분 정도.

청핑서점 둔남점 (誠品敦南店)   P29

문화여행코스

해외여행에서 공연관람은 음식의 양념처럼 그 지역의 여행에 관한 더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타이페이에 있는 타이완 국가 최고등급의 공연 장소—중산(中正)기

념관의 양청원(兩廳院)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장소이다. 양청원은 타이완 공연 예술 

전문극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극장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 공연들도 볼 수 있

다. 그리고 기념관 내에는 음악과 가극, 춤에 대한 문화 공연예술도서관 등의 시설들

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타이페이의 중산구(中山區)에 위치하고 있는 타이페이 시립미술관과 타이페이 당

대예술관에 들르면 전통과 현대적인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래된 건

물을 예술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한 타이페이 광점(光點)이나 화산(華山)창의문화공원, 

송산문화관에서는 타이완식 전통적인 건물에 대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정기

적으로 그곳에서 열리는 영화행사, 발표회, 전시회를 통하여 타이완의 인디 영화과 예

술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타이페이에서 당신도 영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타이페이 시펑(台北戲棚, 타이완식 가

설무대)의 무대에 서서 주인공이 되어보자. 그리고 서점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타이페

이에서 24시간 영업하는 청핑(誠品)서점을 꼭 들러보시길. 모던한 분위기의 서점에서 

밤새도록 문학의 향기를 실컷 느껴볼 수 있다.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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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30분

2시간2시간 30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주도공항

부산공항

까오숑공항

타이페이 송산공항

타오위엔공항

타이쭝공항 

타이완 여행, 
아름다운 섬 포모사

아열대에 위치한 타이완은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해양 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가 습하고 따

뜻하다. 봄, 겨울에는 기후의 변화가 큰 편인 반면

에 여름과 가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여행하기 

에 적당한 계절이다. 평균 기온은 22도 정도이고 

연평균 가장 낮은 기온은 12-17도 정도이다.

기후

시차
타이완은 한국보다 한 시간 느리다. 예를 들어, 한

국시간 아침 9시이면 타이완시간은 아침 8시다.

NTD유통 화폐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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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FORMATION

1시간 30분

2시간2시간 30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주도공항

부산공항

까오숑공항

타이페이 송산공항

타오위엔공항

타이쭝공항 

타이완 정보 및 소개

길고 좁은 모양의 섬으로 아시아 대륙 동남쪽에 위치하며 태평양 서쪽 동아시아 

군도 사이에 끼어 있다. 북쪽은 일본과 류구군도가 있고 남쪽은 필리핀 군도에 

접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해상교통의 중심 위치에 있다. 항공을 이용하여 쉽고 편

리하게 도착할 수 있는 여행지 중 하나다.

타이완은 크지는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천연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놀라울 정도

로 많은 곳이다. 필리핀 해양 판과 유라시안 판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 타이완의 

복잡한 지형을 형성시켰으며, 북회귀선이 중심을 통과하여 열대, 아열대, 온대 등 

다양한 생태가 나타난다. 또한 민남, 하카, 한인,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문

화의 융합이 종교, 건축, 언어, 생활습관, 음식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 중

에서 타이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음식이다. 타이완 곳곳에서 타이완 전

통 요리에서 하카, 후난, 쓰촨, 일식, 한식과 각 지방대표 음식까지 모두 맛볼 수 

있어 ‘미식 왕국’이란 별칭도 얻고 있다.

 면적     36,000평방 킬로미터

 인구     약 2,300만명

 종족     한인, 원주민, 신주민

 언어     중국어, 타이완어(민남어), 하카

(객가)어, 원주민 언어

 종교    불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 이

슬람교

 별칭      포모사(Formosa), 보물섬(寶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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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
비옥한 토지, 고온, 고습도, 충분한 강수량 등 열대나 아열대특

성이 작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어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닌 보물섬

(寶島)이란 호칭도 생겨났다. 전체 섬의 2/3가 고산과 산림이 분

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릉, 평면고지, 해안평원과 분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형 덕분에 풍부한 산림, 농업자원과 해양자원

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

경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유라시아 판 가장자리에 수

억 년간 동쪽 판의 누름으

로 인해 설산산맥과 중안산

맥에 변질암이 넓게 분포되

었으며 온천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교통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타이완 사람

들은 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

용하여 통근한다. 철도와 THSR(고

속철)은 타이완 남, 북, 동부를 왕

복하는데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수

단이다. 또한 타이완 관광버스(台

灣好行巴士)는 철도, THSR과 인접

하여 운행하고 있어 타이완 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교통이다.

음식
중화요리로부터 색다른 이국요리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타이완은 세계음식의 시장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화요리로

는 베이징, 천진, 동베이 등 북방 음식은 

물론이고 쓰촨, 후난, 장쑤, 광동, 타이완

식 등 남방요리점들도 어디서나 쉽게 찾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국 음식

들도 쉽게 즐겨먹을 수 있다. 또한 채식, 

야시장 먹거리, 개량식 샤브샤브, 타이완 

전통 마실거리들과 신선한 해산물요리, 풍

부한 열대과일 디저트, 전통 다과 과자 

등......이 모든 먹거리를 타이완에서 실컷 

즐겨보자！

풍속습관
다양한 역사 배경으로 인해 다채로운 타이완 문화가 이

루어졌으며 타이완 사람들의 다정한 성격도 이런 다양

성을 수용하는 관용에서 찾을 수 있다. 타이완 문화의 

발전과정은 원주민, 초기 민남인, 하카 이민족, 네덜란

드인, 스페인인, 일본인 그리고 근대 중국이민 순으로 

내려온다. 따라서 타이완사람들은 다양한 전통문화의 보

존을 매우 중요시하며, 새로운 문화를 융합시키는 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 타이완에서는 원

주민과 각지의 전통 중국문화, 일본과 네덜란드인의 문

화 유적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탐방할 수 있다.

타이완
여행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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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FORMATION

축제

긴급 연락 전화

전압
일반 가정의 조명 및 소형 전기용품의 전

압은 110V이며(에어콘등 일부만 220V) 

60Hz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타

이완에서 이용하는 경우, 전압과 진동수가 적

당한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여러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타이완은 종교에 관한 축제가  

상당히 많다. 설, 대보름, 단오, 중원, 추석 등 전통 절기의 축

제를 비롯하여 마조문화제 등 종교 축제도 있다. 그리고 민

족 특색을 담은 하카 및 원주민 문화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그 

중 새해(1월 1일), 설(섣달 그믐밤, 정월 첫 하루, 이틀, 사

흘), 평화기념일(2월 28일), 청명절(4월 4일), 단오(음력 5월 

5일), 추석(음력 8월 15일) 그리고 국경일(10월 10일) 등은 

공휴일이다.

통신 서비스
타이완에서는 공중전화와 휴대폰 로밍, 무선 네트워

크등 모두 사용 가능하다. 타이완의 공중전화는 코

인식과 카드식 2가지이다. 코인식 전화기는 NT$1, 

NT$5, NT$10과 NT$50이 가능하다. 카드식 전화

기는 액수에 따라 NT$100, NT$200, NT$300 등 

3가지다. 전화카드는 기차역과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휴대폰을 사용하려는 관광객들에게는 선불카드(易付

卡), 로밍등이 제공된다. 공항, 편의점, 통신대리점에

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공항에서 단기 렌털폰 서비

스를 제공하는 업자들도 있다.

통신 무료 안내 전화：0800-080100

세금 및 팁
보통 타이완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은 세

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을 별도로 낼 필

요가 없다. 쇼핑 후 상가에서 영수증을 받게 

된다. 타이완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는 가격의 

10%의 서비스비용을 내야한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일반 영업시간
타이완 정부 기관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

터 금요일까지 오전 08:30-12:30과 오

후 13:30-17:30다. 백화점 영업시간은 

11:00-21:30이고 일년 내내 영업한다.  편

의점은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쉬는 날이 없고 

24시간 영업한다. 레스토랑은 보통 매일 영

업된다. 점심시간은 11:00-14:00이며 저

녁시간은17:00-22:00이다. (오후차 시간 

14:00-17:00)

교통부 관광국：(02)2349-1500,0800-011765

교통부 관광국 안내 센터：(02)2717-3737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02) 2758-8320

신고(경찰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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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음식의 특징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장점을 배우고 응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타이완 전통 요

리뿐만 아니라 중국요리, 찌개요리, 차를 마시는 문화와 이국적인 요리 등 다양한 음식들이 다 포함한

다. 따라서 타이완 곳곳에는 유명 먹거리들로 가득해 음식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 세계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요리들을 타이완에서 다 맛볼 수 있다. 타이완에서 맛볼수 있는 중국

요리는 광동요리(廣東菜), 강절요리(江浙菜), 상해요리(上海菜), 호남요리(湖南菜), 사천요리(四川菜), 북경요리

(北京菜)와 객가요리(客家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중국요리를 포함한다. 각각 요리에 따라 요리방법이나 맛

도 다르다. 그리고 타이완에 있는 중국집은 전통적인 중국요리의 장점을 배우고 새로운 요리 메뉴를 개발한

다. 따라서 매년 중국요리를 즐기기 위하여 타이완으로 오는 관광객들도 매우 많다고 한다.

 중국요리

사천요리 호남요리

북경요리
광동요리

강절요리

사천요리의 특징은 달콤하며 매운 맛이다. 요리방법은 주로 삶거

나 볶는 방법이다. 또한 구운요리, 튀김, 찜, 부침 등 여러 기타 요

리 방법들도 있다. 대표적인 음식은 마파두부(麻婆豆腐), 궁바오

지딩(宮保雞丁), 회과육(回鍋肉) 등을 들 수 있다. 인기 있는 식당

은 소웨(小魏) 사천요리식당과 키키(kiki)식당이다.

호남요리의 별명은 상채(湘菜)라고 하는데 맛이 조금 쌉살하고 

매운 편이다. 요리방법은 부침, 볶음, 찜, 굽기가 있고 양념을 많

이 쓰는 편이다. 특히 훈제고기(煙燻臘肉)는 가장 유명한 요리이

다. 뿐만 아니라 부귀쌍방(富貴雙方), 좌종당닭고기(左宗棠雞), 야

채새우(生菜蝦鬆), 마늘고기 볶음(蒜苗炒辣肉)과 구운 고기(酥烤

素方)등을 대표적인 음식으로 들 수 있다. 추천하는 식당은 펑원

상채관(彭園湘菜館)식당이다.

타이완의 북경요리는 청(清)왕조의 궁정요리

뿐만 아니라 회족(回族)과 몽골족(蒙古族)요

리의 장점을 융합하여 개발했다. 요리방법은 

부침, 굽기와 샤부샤부이다. 제일 유명한 음

식은 쏸차이바이로궈(酸菜白肉鍋)와 꼭 한 번 

먹어봐야 하는 베이징 카오야(北京烤鴨, 북경

식 구운 오리고기)이다. 추천하는 식당은 징

조이(京兆尹)식당, 소츄(宋廚)식당, 천츄(天廚)

식당과 북빈도일츄(北平都一處)식당 등이다.

광동요리는 오차이(粵菜)라는 별칭이 있다. 음식재료는 다양할 뿐

만 아니라 싱겁고 달콤하고 시원하며, 신선하고 향기가 있는 여

러 양념을 많이 쓰는 요리이다. 부침, 굽음, 찜, 볶음 등 여러 가지 

요리방법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다. 동강

소금으로 튀기는 치킨(東江鹽焗雞), 찜생선(清蒸魚), 바이줘지웨 

새우(白灼基圍蝦), 구운 돼지고기(燒乳豬), 구운 오리(燒鴨)와 광

동식 죽(廣東粥)등을 대표적인 음식으로 들 수 있다. 유명한 식당

은 유에화쉐(粵華軒)식당과 다상원주루(大三元酒樓)식당이다.

타이완의 강절요리는 상해(上海), 양주(揚州), 항주(杭州), 소흥(紹興)과 영

파(寧波) 등의 전통적인 요리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 특히 음

식의 오리지널한 맛을 강조하는 상해요리는 유명하다. 

요리하는 방법은 찜, 부침, 볶음 등 여러 가지가 있

다. 특히 요리하는데 불의 세기와 시간을 특별히 유

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음식은 동파육(東坡肉), 쉐

차파이에(雪菜百頁), 소흥 닭고기(紹興醉雞). 양념 두

부고기(腐乳肉),징화햄(金華火腿), 마른 생선(乾燒魚頭), 

강절식 닭고기(叫化雞), 샤오롱빠오 (小籠包) 등이다. 유명한 

식당은 홍토식퓌(紅豆食府)식당, 사해룡지(上海隆記)식당, 사해쌍춘(上海

鄉村)과 딘타이펑(鼎泰豐)이다.

객가요리
객가요리의 맛은 좀 강하고 짠 편이

다. 특히 땅콩, 채소, 오징어, 돼지

고기를 간장소스로 볶은 요리(커

자샤오차이:客家小炒)가 제일 유

명하다. 대표적인 음식은 매간고기

(梅乾扣肉, 저민 고기를 쪄서 접시에 담

은 요리), 구운 족발(紅燒蹄膀), 소금으로 튀기

는 치킨(鹽焗雞), 생강 순대(薑絲肥腸)와 객가식 고기(客家封肉)등

등이다. 인기 있는 식당은 의향원(逸鄉園)식당과 객가본색(客家本

色)식당이다.

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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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MING TAIWAN

타이완식 전통 요리는 주로 푸저우(福州)요리를 바탕으로 일본 

요리의 영향을 받아 서로 융합하게 된다. 음식재료 원래의 맛을 

강조하기 때문에 양념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음식을 찌거나 

끓이거나 볶거나 튀기는 등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홍쉰미까오(紅蟳 米糕), 불도장(佛跳牆)과 차이푸딴

(菜脯蛋)등을 대표적인 음식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유명한 식

당은 칭예(青葉)식당, 신예(欣葉), 메츠

(梅子), 진폰라이(金蓬萊)등 전통적

인 타이완음식점이 있다.

타이완의 찌개요리(샤는 여러 지방의 요리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해졌다. 대표적인 찌개요리는 사천식 매운 찌개(四川

麻辣鍋), 위엔양 찌개(鴛鴦鍋), 해물 찌개(海鮮鍋), 오리고기 찌개

(薑母鴨), 양고기 찌개(羊肉爐), 샤부샤부(涮涮鍋)와 셀프 찌개(自

助火鍋)요리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개량적인 죽(粥)찌개와 몸

에 좋은 양생찌개도 있다. 특히 겨울에 찌개는 타이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이다.

타이완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

국, 태국, 인도, 이탈리아, 베트남 등등 

여러 나라의 음식을 조합하여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음식을 타이완 곳곳에서 맛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식 인스턴트 음

식, 독일식 족발, 이탈리아 스파게티, 피

자, 일본식 라면, 초밥, 회와 한국 떡볶

이 등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다 손쉽

게 먹을 수 있다.

종교뿐만 아니라 건강을 이유로 타이완에서는 채식주의자가 많

다. 그래서 타이완에서 채식식당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재미있는 

것은 채식요리를 홍보하기 위하여 타이완 채식식당에서 콩고기, 

콩오리고기, 콩생선 심지어 콩스테이크 등의 메뉴가 있다. 맛이 

고기와 똑같지만 야채 등의 식재(食材)로 만든 여러 요리들은 타

이완 채식 문화 중 가장 재미있고 큰 특색이다.

타이완 곳곳에는 차를 파는 가게를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버블티는 포빠나이차(波霸奶茶) 또는 쩐주나

이차다. 홍차나 녹차를 신선한 우유, 맛있는 

펀위안 (粉圓, 버블)과 같이 섞어 만든 음료수

이다. 차갑거나 뜨겁게 마시며, 마실 때에는 

차의 향기와 우유의 부드러운 맛, 펀위안의 

씹는 맛을 한 입에 가득 즐길 수 있다.

 타이완식 전통 요리

 찌개요리(샤브샤브) 

 이국요리

 채식요리

 차 문화

타이완 거리 음식

타이완의 다양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이완식 굴전(蚵仔煎), 타이완식 굴국

수(蚵仔麵線), 타이완식 어죽(虱目魚肚粥), 차오미펀(炒米粉, 볶음

면), 타이완식 순대(大餅包小餅), 후쟈오삥(胡椒餅), 타이완식 오뎅

(甜不辣), 타이난국수(台南擔仔麵), 룬빙(潤餅), 소선초(燒仙草), 미

까오(米糕, 쌀로 만든 찹쌀밥), 화즈겅(花枝羹), 로우위앤 (肉圓), 루

로우판(滷肉飯)등을 대표적인 길거리음식으로 들 수 있

다. 또한 각 지역의 유명 야시장에서 앞서 언급된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타이완 전국의 야시장에 대한 홈페이지 참고: 

www.tourtaiw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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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편리한 THSR은 타이완의 남북 왕복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재 타이완 서부

의 정차역은 총 11개역이 개설되어 있다. (타이베이, 반챠오, 타오위엔, 신주, 먀오

리, 타이중, 장화, 윈린, 쟈이, 타이난 그리고 좌영) 최고 시속 300킬로미터 달하는 

THSR은 빠른 속도로 타이완 서부를 왕복하여 여객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한다.

와이파이, 식사 그리고 쇼핑 등의 기능이 THSR에 구비되어 있으며 THSR에서 내

린 후에도 긴밀한 교통망과 여행객들이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선택하여 

환승할 수 있고 시내왕복 무료 셔틀버스도 완비되어 있다. 또한 여행객들에게 더욱 

편안한 여행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화항공(China Airlines), Eva항공, Uni항공 체크인 

접수를 타오위엔 THSR카운터에서 제공한다. 직접 타오위엔 THSR에 설치된 각 항

공회사 카운터에서 좌석등록, 항공권 취득과 짐보내기 등 수속을 할 수 있다. 현금, 

신용카드, 금융카드등 다양한 매표 방식이 가능하다.

타이베이시와 까오숑시는 지하

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지하

철과 셔틀버스가 촘촘하게 연계되

어 있는 도회 교통망은 여행객들에

게 더할 수 없는 편리함을 제공한

다. 거리에 따른 편도권의 가격대는 

NT$20~NT$65이다. 지하철역이나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하여 사

용하면 환승 시 가격우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지하철 노선은 베이터우-난스지아우선, 딴쉬-

신띠엔선, 루쩌우-쫑시아우신성선, 부인대학-쫑시아우신성선, 난강-

투청-반치아우선, 운산-내후선, 시아우난먼, 시아우비탄선, 신베이

터등 총 9 개 노선이다. 유효기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는 일일권(NT$200)이 따로 판매되기도 한다. (마오콩 케이블카 

제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까오숑 지하철 노선은 주황색 라인

(시즈완-다리아우)과 적색 라인(난강산-시아우강) 총 2개선

이다. 그리고 일일권(NT$200)과 2일권(NT$230)이 따로 판

매되기도 하다. 유효기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다.

타이완으로 여행가자! THSR, 지하철, 철도 그리고 관광버스로 형성된 긴밀

한 교통망，여행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어디든지 편리한 교통!

THSR(타이완 고속 철도)

+886 2 4066-3000

 www.thsrc.com.tw

 www.trtc.com.tw  www.krtco.com.tw

지하철

타이베이 지하철
까오숑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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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를 위한 관광버스 

서비스이다. 장시간 운전

하기 싫은 여행자들에게 

철도나 THSR을 타고 버스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탑승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시스템이다. 그리고 패키지 탑승권

도 판매한다. 가격대는NT$180~NT$1000으로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타이완 각 지방을 탐방할 수 있다.

타이완의 철도망은 각 도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 여행객들이 안전하며 편리한 열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열차 등급에 따라 구간차, 복흥호(復興號), 쥐광

호(莒光號), 자강호(自強號)로 구분되어 있어 여행객들이 

여행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길가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아리산선, 지지선, 핑시선, 내완선 등 소형 

열차도 있다.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고속열차와 달리 소

형열차는 색다른 여행의 추억을 남길 수 닜다

KING PASS를 사용하여 국광버스를 타고 타이완 각지

의 관광지를 횟수와 마일 수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

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KING PASS는 3일권(NT$799)과 

5일권 (NT$1199) 두 개의 유형이다. 국광버스 사이트에

서 예매 가능하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하여 철도와 THSR을 이용할 수 있

는 공동 쌍철도 여행권을 판매한다. 티켓 하나로 유효기

간 내에 횟수를 불문하고 지정 열차를 마음껏 탑승할 수 

있다.

타이완 철도 관광 버스(台灣好行巴士)

 www.railway.gov.tw  www.taiwantrip.com.tw

 www.kkholiday.com.tw

국광(國光) 버스 KING PASS

쌍철도 여행권(雙鐵周遊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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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연등 축제
시기: 매년 2월(대보름 전후)

장소: 타이완 각지

타이완 정부에서는 대보름 전후 전통 민속예술을 바탕으

로 타이완 각지의 특색과 과학기술을 결합하여 국내외 관

광객들에게 연등의 매력을 보여 준다. 매년 각 현시정부

의 치열한 경쟁유치를 거쳐 개최지가 선정되며 해당지방 

특색이 잘 살아 있는 등불 축제가 이루어진다.

까오숑 내문 송강진(宋江陣)
시간: 매년 3월

장소: 까오숑 내문(內門)

송강진이란 고대의 전통적인 민속예술 중의 하나로

서 특히 까오숑 내문에 위치한 자축사(紫竹寺)와 남

해자축사(南海紫竹寺)에서는 타이완을 대표할 수 있

는 민속예술을 후대에 이어져가도록 양성하고 있다. 

매년 3월이 되면 각지의 송강진이 이 자리에 모여 교

류하는 가장 큰 규모인 송강진 카니발을 볼 수 있다.

펑후(澎湖) 바다 불꽃
축제
시기: 매년 4월~5월

장소: 펑후

매년 여름 펑후에서는 항공, 선운 

회사와 공동 개최하는 행사를 열

고 있다.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휘

황찬란한 고공 불꽃놀이뿐 아니라 

유명 가수, 배우를 초청하여 아름

다운 불꽃과 로맨틱 음악을 곁들

여 펑후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연

출해낸다.

기륭(基隆) 중원제
시기: 매년 8월~9월 (음력 7월 1일~ 8월 1일)

장소: 기륭

중원제는 중원절(中元節)을 중심으로 종교의식과 문화활동을 진행하는 축제이다. 음

력 7월 1일은 타이완의 민간 풍습인 귀신의 문이 열리는 날이자 중원절의 첫날이다. 

제사상을 차리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두등(斗燈)을 밝히며 행차하기와 물등(水燈) 

보내기, 망자에게 제사하기, 종괴(鍾馗:귀신을 다스리는 신) 연기 등 귀신의 문이 닫

히는 날까지 한 달 동안 계속 진행된다.

복륭(福隆) 국제 모래조각 예술제
시기: 매년 5월~6월

장소: 신베이시(新北市) 공랴우(貢寮)구 복륭 해수욕장

매년 여름 복륭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모래조각 예술제는 국내외 조각 예술가들이 

모여 훌륭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축제이다. 대형 작품 전시 뿐 아니라 일반 민중들도 

모래조각을 해볼 수 있는 DIY활동도 제공된다.

하카(客家) 오동꽃 축제
시기: 매년 4월~ 5월

장소: 타이완 각지

오동꽃의 꽃말과 하카 문화를 결합하여 매년 오

동꽃이 필 무렵 각 지역에서 독특한 하카 문화, 

생태, 하카(객가) 음식 등에 관한 홍보활동을 열

고 있다. 

타이중 마조(媽祖) 국제 관광문화제  
시기: 매년 2월~7월

장소: 타이중 

매년 음력 3월, 바다의 수호신인 마조의 생일을 맞이하여 

타이중 따쟈(大甲) 진란궁(鎮瀾宮)에서 평화를 기원하기 위

해 신명 인형극, 전통극단, 깃발행렬, 꽃차행렬 그리고 용춤 

등의 행사를 7박 8일 동안 성대하게 펼쳐 많은 신자와 관광

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축제
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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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담(日月潭) 만인 건너기
시기: 매년 9월

장소: 난토우 어지(魚池)향 일월담

타이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수상 활동으로 타

이완에서는 물론이고 매년 해외에서 수 만명

의 수영 애호가들이 몰려와 이 축제에 참가한

다. 전체 길이는 약 3,000미터정도이며, 저녁에 

축제와 불꽃놀이로 성대하게 개막한다.

동북각 초령 고도
(東北角草嶺古道) 갈대 축제
시기: 매년 11월

장소: 신베이시 공랴우구 초령 고도(新北市貢寮

區草嶺古道)

가을에 고도를 산책하면서 시원하게 펼쳐진 갈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매년 11월 정부에서 주최

하는 갈대 축제가 열린다. 도장을 모아 기념품을 

교환하기, 특산품인 각종 향료의 생강차 맛보기 

등 활동으로 관광객들에게 가을 고도의 아름다움

과 각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타이완 온천 축제
시기: 매년 10월~1월

장소: 타이완 각지

관광객들에게 온천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하여 

전국 온천 업체들이 연합하여 특별 기획한 각종 

사은행사 정보가 포함한 책자를 방문 관광객들에

게 제공하고 있다. 각지의 온천 호텔, 관광지, 숙

박, 특산물 가이드가 다 이 한 권에 있으며 어디를 

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카운트다운 축제
시기: 매년 12월 31일~1월1일

장소: 타이완 전국 각지

매년 마지막 날 또는 새해 첫날의 축하 활동이 전국 각지에

서 개최되며 콘서트, 불꽃놀이, 일출맞이, 국기게양, 마라톤 

등 활동내용이 포함된다.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일년을 맞이

하도록 하는 이 카운트다운 행사 중 인기가 가장 많은 이벤

트는 101빌딩에서 열리는 성대한 불꽃놀이를 꼽을 수 있다.

일월담(日月潭) 불꽃 음악 
카니발
시기: 매년 10월

장소: 난토우 어지(魚池)향 일월담

국내외 유명 예술 공연 단체를 초청하여 매

년 10월경 일월담에서 며칠간에 걸쳐 다양

한 형식의 음악회를 열고 있다. 음악회와 

함께 불꽃놀이를 곁들여 일월담의 밤을 더

욱 아름답게 수놓는다.

원주민 풍년제
시기: 매년 7월~10월

장소: 타이완 각지

풍년제란 원래 원주민 아미족(阿美族)이 풍수에 

감사하기 위해 펼치는 축제이다. 풍년제에서는 

성년제, 관객들을 맞이하는 춤, 농사춤 그리고 물

고기 잡기 등의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풍년제 

진행 과정에서 흥을 돋우기 위하여 달리기, 줄다

리기, 양궁 등의 시합도 있으며 관객들도 함께 

참여하여 원주민 문화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공랴우(貢寮) 국제 해양 
음악제
시기: 매년 7월

장소: 신베이시(新北市) 공랴우(貢寮)

구 복륭 해수욕장

매년 여름마다 유명한 록밴드, 가수

와 아마투어 밴드 등을 초청하여 복

륭 해수욕장에서 성대한 음악 잔치를 

무료관람으로 개최하고 있다.

가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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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분포지도  

중타이완은 타이쭝(台中), 난터우(南投), 짱화(彰化)와 원린(雲林)등 도시를 포함하다. 

타이쭝은 도시의 느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외의 구관온천(谷關溫泉)과 동풍(東豐) 자전거도로  

등 여행코스로 관광객을 끌고 있다. 그리고 타이완의 한 가운데 위치한 난터우는 르웨탄 (日月潭)

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타이완의 쌀의 창고라고 불리는 장화는 농업과 루강고성(鹿港古城)으로 유

명하다. 마지막으로 자남평원(嘉南平原)의 제일 북쪽에 있는 원린은 농촌의 풍경을 가지고 있으며 

부따이시(布袋戲)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남타이완은 쟈이(嘉義), 타이난(台南), 

까오숑(高雄)과 핑동(屏東) 등 농업이 

잘 발달한 도시를 포함한다. 쟈이는 쟈 

이남평원(嘉南平原)의 북쪽에 있다. 일

찍 개발했기 때문에 문화와 중교가 활

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아름다운 아리

산(阿里山)은 중요하고 인기 있는 관 

광 명소이다. 그리고 문화도시 타이난

에서는 역사적인 유적들을 구경할 수 

있다. 칠구(七股)의 석호(瀉湖)염전, 새

를 구경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유명하

다. 그리고 까오숑은 타이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이다. 마지막으

로 타이완의 제일 남쪽에 있

는 핑동은 열대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다.  컨딩(墾丁)은 

여름마다 타이완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찾는 바다와 해수

욕장이 있다.

남부

중부

마주

진먼

펑후현

샤오류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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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타이완은 신페이시(新北市), 지

롱(基隆), 이란(宜蘭), 타오위엔(桃

園), 신주(新竹)와 먀오리(苗栗)를 

포함한다. 신페이시는 타이완 제일 

북쪽에 있고 타이페이시를 둘러싸

는 도시이다. 지우펀 (九份), 단쉐이

(淡水), 동북각(東北角), 잉거(鶯歌)도자기 마을과 싼샤(三峽)거리 등 여러 관광명소

들이 있다. 따라서 신페이시는 타이완의 제일 인기 있는 관광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구도시인 지롱은 유명한 절 앞의 야시장과 포대(砲台) 유적으로 유명하

다. 그리고 난양평원(蘭陽平原)에 위치한 이란은 타이완의 쌀의 고향이라고 한다. 

특히 쟈오시(礁溪) 온천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타오위엔 현은 다원적인 문화와 자

연풍경으로 유명하다. 특히 대계(大溪)거리, 타이완 전 대통령의 능—쯔후(慈湖), 각

판산(角板山)과 부흥현(復興鄉)등 여러 가지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마지막으로 타

이완 객가(客家)인들이 가장 많은 도시인 신주(新竹)와 먀오리(苗栗)의 북부(北埔), 

난좡과(南庄) 삼의(三義)등에 가면 객가 풍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타이완의 중앙산맥(中央山脈)의 동쪽

에는 화리엔(花蓮)과 타이동(台東)을 

포함하며 후산(後山)이라고 한다. 서

쪽에 비하면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

지 않고 도시화 되어있지 않다. 따라

서 풍부한 자연적인 풍경을 잘 보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주인 인구

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원주민 문화를 

볼 수 있다. 특히 아름다운 산수풍경

을 가지고 있는 화리엔의 타이루꺼(太

魯閣), 칠성담(七星潭)은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할 유명한 관광명소이다. 

지형이 좁고 긴 타이동은 바다에서 평

원, 산까지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가지

고 있다. 즈번온천과 녹야(鹿野)자전

거 여행코스도 인기 관광명소이다.

대만의 섬은 각각 아름다운 풍

경과 지형을 가지고 있는 뤼따

오(綠島), 란위따오(蘭嶼), 펑후

(澎湖), 진먼(金門)과 마주(馬祖)

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뤼따오

는 거암기석(巨岩奇石)과 온천

자연자원을 가지며 란위따오는 

대만 전통적인 원주민-달오(達

悟)를 보존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펑후는 아름다운 어화와 

현무암이 있고 진먼은 서양식 

건축과 전통적인 마을이 있다. 

마지막으로 마주는 전쟁시대의 

풍경과 민동(閩東)식 건축도 보

존하며 인기 있는 관광장소가 

많다.

타이완의 정치과 경제 중심지이자 수도인 타

이페이는 여행명소, 인문예술과 역사적인 유

적 등 여러 가지 다원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대도시이다. 그리고 타이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밀도 높은 도시이다. 도시의 쇼핑센터와

과 타이완 사람의 정을 잘 보여주는 밤문화 

도 있다. 타이완 고속열차와 지하철, 타이완 

기차, 시내버스 등 여러 가지 편한 교통 시스

템을 통하여 편하고 즐겁게 타이페이를 구경

할 수 있고 타이완의 다른 여러 도시에도 갈 

수 있다.

북부

동부

섬

타이
페이

뤼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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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북부

신북시 동북각(東北角)

기륭(基隆) 먀오코(廟口)

신북시 주펀(九份)
북해안
(北海岸)

신북시 우라이온천(烏來溫泉)

동북각은 레이팡(瑞芳), 공랴오(貢寮), 귀산도(龜山島) 풍경구역을 포

함하는 지역으로 기형 암석들로 이어진 해안선으로 타이페이 시민들

에게 인기있는 주말 휴가지이다. 여름에는 복륭해수욕장에서 음악축

제와 각종 이벤트가 펼쳐지며 서핑 등 해상스포츠를 즐기는 이들로 

붐빈다. 가을에는 초령고도에서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갈대풍경을 즐

길 수 있다.

기륭 먀오코 지역은 현지인들도 즐겨찾는 인기있는 장소로서 정제궁

(奠濟宮) 주변의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현재

는 보다 깨끗한 음식점들과 다양화된 요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꼭 가볼만한 장소이다. 

과거 금광으로 황금시대를 누렸던 주펀 지역은 현재 금광 유적

들이 그대로 잘 보전되어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유명 관광

지로 발달되었다. 주펀라오제 상점가는 계단식의 독특한 형태로 

유명하며 위엔 등의 맛있는 먹거리들과 전통 찻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또한 황금박물관을 방문하여 이 지역의 역사문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관광거리이다. 

북해안은 북해안과 예류(野柳)

와 관음산(觀音山) 등 세 가지 

풍경구를 포함한다. 해양생태, 

지형, 온천으로 유명한 관광명

소이다. 빈해도로(濱海公路)를 따라 바이샤완(白沙灣)과 페이추이완

(翡翠灣) 등 바닷가에 놀러 갈 수 있다. 그리고 대표음식으로는 오리

고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예류에 가면 아름다운 지형풍경인 여왕머

리돌을 감상할 수 있다. 수려한 관음산에 올라가면 단쉐이(淡水)와 

타이페이 분지 등의 풍경도 구경할 수 있다.

타이완 북부의 유명한 온천지역으로 원주민 타이야족의 거주지

이기도 하다. 이 곳은 온천, 폭포로 유명하며 우라이 타이처(소형 

관광열차)를 타고 폭포주변을 여행할 수 있다. 우라이 온천은 약

칼리성 탄산온천으로 수질이 우수하며, 상점가에서 원주민 타이

아족의 문화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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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시 단쉐이(淡水）타오위엔 따시(大溪)

이란 난양 박물관
(宜蘭蘭陽博物館)

이란 태평산(宜蘭太平山)

이란현 쟈오시 
온천(礁溪溫泉)

단쉐이강은 바다와 이어진 강으로 풍부한 자연자원과 역사자원등

을 가지고있다. 역사고적들과 전통적인 상점가 가로의 풍경들을 접

할 수 있으며, 단쉐이 강변에서 파리(八里) 및 따터우로 유람선으로 

건널 수 있다. 또한 단쉐이 라오제 거리에서 맛있는 해산물 먹거리를 

즐겨볼 수 있으며 강변가의 운치있는 커피숍을 들르기에 좋은 장소

들이 많이 있다.  

일찍부터 발달된 타이완의 상업중심의 지역으로 바로크풍의 고

풍스러운 유적들과 특색 있는 전통거리가 주요 볼거리이다. 또한 

부근의 츠후(慈湖)는 타이완의 초대 대통령인 장개석 총통의 안

식처로 산을 둘러싼  호수는 조용하고 미려하며 전체적으로 정

갈하면서 고풍스러운 문화단지가 조성되어있다. 이외에도 후싱

향의 소우래폭포 천공보도에서는 강화유리바닥을 걸어서 떨어

지는 폭포위를 지나갈 수 있는 신비한 경험을 제공한다. 

동북각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다에 입각한 산지형에 위치

한 독특한 건축외관으로 지어졌으며 관내에는 이란지역의 인문

환경관련 테마를 주제로 전시가 된다. 4층으로 되어 있으며 각

각 층마다—「서전」, 「산의 층」, 「평원층」, 「바다의 층」, 

「시광복도」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란 산림지역에 위치하며 폭포, 산림, 호수가 잘 어우러져 있어 일

출과 운해를 연출하는 장관을 즐길 수 있다. 전 지역이 다양한 해발

차로 풍부한 볼거리와 사계절 모두 미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산림공

원과 산림보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온천등의 시설이 있다.  

이란현 동북각에 위치한 쟈오시 온

천은 세계에서도 흔하지 않은  탄산

수소나트륨이 포함된 평지온천으로 

전체지역이 온천관광 특별구역으로 

조성되어있다. 현재 약 백 여개의 

다양한 호텔과 여관이 있다. 이외에

도 이 지역의 특산품인 신선한 농산

품과 해산품을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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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타이페이

 타이페이시 중산구 중산북로 3단 181호
 (02)2595-7656
 화요일~금요일, 일요일09:30-17:30, 토요일09:30-20:30, 매주 
월요일은 휴관

 www.tfam.museum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을타고 원산역(圓山站)에서 나와 도보
로 꽃박람회공원에서 중산북로방향으로 나오면 미술관에 도착.

 타이페이시 중산구 중산북로3단 181-1호
 (02)2587-5565
 화요일~일요일 10:00-17:30, 월요일은 휴관
 www.storyhouse.com.tw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 원산역에 내려 도보로 화훼박람회
공원 산원구에서 중산북로 방향으로 돌아 직진하면 도착.

 www.taipei-expopark.tw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 원산역에 내려 홍34, 홍50, 542번 
버스를 타고 신성공원에 도착하거나, 원산역에서 도보로 10분 
걸어 원산공원 및 미술공원에 도착.

타이페이 시립미술관
(台北市立美術館)

타이페이 이야기박물관
(台北故事館)

화훼박람회공원

타이페이의 대표적인 미술관으로 국내외 현대예술을 위주로 정

기적인 테마 전시회를 연다. 건물 외부는 전통적인 중국 사합원 

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외형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강연과 

표현예술 등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타이페이 시립미술관옆에 위치하며, 1913년에 지어진 따터우

의 찻집을 동화에 나오는 영국풍의 건물로 재현한 외관이 특

징이다. 2003년 개인 기부로 지어졌으며 타이페이 구시가지

의 모습과 당시의 생활문화를 재현한 미니박물관이다.

2011년 개최되었던 타이페이 국제 화훼박람회(화보) 장소를 

타이페이시에서타이페이관, 몽상관, 3D극장등을 보류하여 

화보공원으로 재개장하였다. 원산공원, 미술공원, 신성공원 

구역을 돌아보며 꽃과 전사 예술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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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 단쉐이선 젠탄역에서 내려 도보로 도착

 타이페이시 사림구 즈선로 2단 221호 
 (02)2881-2021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08:30-18:30까지, 토요일은 08:30-20：30까지
 www.npm.gov.tw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을 타고 사림역에 내려 홍30, 255, 304, 
815, 18, 19번 버스를 타고 고궁박물관역에 하차.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을타고 젠탄역에서 내려 홍5번 버스를 
타고 양명산역에서 하차. 108번 양명산 여원버스로 환승하여 도착.

 지하철 난스쟈오선이나 단쉐이선을 타고 베이토우역에서 신베이
토우선으로 갈아타서 신베이토우역에서 하차.

 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후띠루 89호
 (02)2862-2404
 화요일~일요일 11:00-17:00, 레스토랑과 카페는 11:00-21:00까
지, 월요일 휴관

 www.grassmountainchateau.com.tw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을 타고 젠탄역에 내려 홍5번 버스를 
타고 양명산버스역에 하차.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으면 도착.

사림야시장
(士林觀光夜市)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양명산 국립공원
(陽明山國家公園)

베이토우(北投)

초산항관(草山行館)

사림야시장은 타이페이시에서 가장 오래된 야시장으로 젠탄역에서 

가까우며, 미식 쇼핑, 오락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쇼핑거리이다. 

유명한 먹거리로는 만두(셩젠빠오), 되지갈비탕(야오뚠파이구), 튀

김닭(하오따찌파이) 등이며, 그 외에도 야시장 내에는 다양한 옷, 악

세사리, 가방 등 상점들이 모여있어 만족할만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고궁박물관은 타이페이시 쌍시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고전풍

의 건물로 65만 5천여점에 달하는 중국 고대역사의 각종 보물을 소

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화문화의 보물창고라고 불리우며 그 중 비

취옥를 깎아만든 배추와 동포로석은 세계적인 희귀작품이다. 고궁

박물관의 관람안내시스템은 중국어와 영어, 불어, 독일어, 일어, 스

페인어,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기적으로 문물연구회와 순회

관람활동이 열린다. 고궁박물관은 타이페이에 오면 꼭 가보아야할 

필수 관광코스다. 

타이페이의 후정원이라고 불리며 매년 2,3월에는 벚꽃이 만발

한 양명산 꽃축제가 열린다. 4,5월에는 주즈후체험과 감자캐기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다. 겨울에는 유명한 온천지역에서 유황온

천을 즐길 수 있으며, 화산활동 이후의 특수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다. 인기있는 관광코스로 대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폭포, 

격천암, 얼즈핑, 몽환호수등이 있다.  

베이토우는 타이완의 유명 온천지로 온천자원이 풍부하고, 1

년 사계절 모두 광천수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산 곳곳에

서 피어나는 온천연기를 볼 수 있다. 베이토우 온천박물관을 방

문하여 이 지역 온천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좋은 관광코스이다. 

베이토우 광명로 일대를 통왕온천의 길이라고 불리는데 길가에 

온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푸지사 절과 배모양의 환경

보호이념으로 건축한 베이토우 도서관등을 볼 수 있다. 

타이완 건국시기에 장중정 대통령이 살던 장소로 2011년 복구

하여 재개장하였다. 산림 중의 예술문화센터로 미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스넥바, 카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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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을 타고 중산역에서 내려 도착.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을 타고 쌍롄역에서 홍33번 버스를 타
고 따다오 마토우역에 하차.

 타이페이시 대동구 시녕북로 79호
 (02)2556-8909     www.taipeipuppet.com

 타이페이시 대동구 대룡제 275호
 (02)2592-3934
 www.ct.taipei.gov.tw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을 타고 원산역에서 내려 도보로 10분간 
걸어서 도착.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을 타고 쌍롄역에서 내려 난징시루 방향
으로 20분간 도보로 도착, 또는 홍33번 버스를 타고 따다오 마토우
역에 하차. 

샤하이청황묘
 타이페이시 대동구 디화제 1단 61호
 (02)2558-0346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을 타고 쌍롄역에서 내려 홍33번 버
스를 타고 따다오 마토우역에 하차.

중산북로(中山北路)

따다오청 마토우
(大稻埕碼頭)

린류신(林柳新) 인형극박물관

타이페이 공묘(孔廟)

디화제(迪化街)

따다오청(大稻埕)

중산북로는 일제시기에 상업지역으로 발달하였으며, 각종 럭셔

리한 명품점들과 창의적인 디자인샵들이 들어서 있다. 분위기 

좋은 카페와 타이페이 광점 영화관, 당대예술관등이 있는 품격

높은 거리풍경을 즐길 수 있다. 

따다오청 마토우는 단쉐이강의 5번 수문(황허북로, 민생서로 입

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양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으로 매년 

불꽃축제가 열린다. 연안변의 드라이브도로가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이 곳의 고전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전 박물관 안에 풍부한 아시아 인형극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

으며, 타이완 전통의 부따이시 인형들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 아

프리카, 남미 등지의 독특한 가면과 극본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인형극 장인들의 공연과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활동, 전람 

등 여러 활동이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타이페이시의 공자묘는 학업의 좋은 성과를 기원할 뿐아니라 유교

신앙의 체험을 엿볼 수 있는 장소이다. ‘육예 다매체 체험구’에

서는 디지털 장비로 예, 악, 사, 어, 서, 수의 여섯가지 기예를 체험

해볼 수 있다. 매년 공자를 기념하는 제례를 성대하게 올리며 예식

광경을 보기위해 몰려든 외국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룬다. 

디화제는 예전부터 건어물과 차, 한약, 잡화등의 상업이 발달했던 

곳으로 매년 구정 설을 세기 위해 타이페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

는 시장이다. 이 시기에는 타이완의 독특한 명절특색을 볼 수 있고 

지역주민의 민간신앙인 샤하이청황묘가 있어 혼인을 하고싶은 싱

글이 남녀들이 많이 몰려든다. 또한 1960년대부터 발전한 의류 방

직공업의 본거지리며, 원단시장으로 유명한 용러시장이 부근에 있다.

따다오청은 오래전부터 북타이완의 주요 상업무역지역으로 수출입

무역의 집산지이며 그 중 찻잎의 무역이 발달하여 외국인들의 왕

래가 많았다. 따라서 이국풍의 서양식 건축과 종교, 문화가 이 곳 

따다오청에 들어와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 상업거리가 보전되

어 당시의 각종 건축양식과 교회, 상점들의 특색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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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타이페이시 대동구 하미제 61호
 (02)2595-1676
 www.baoan.org.tw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을 타고 원산역에 내려 도보로 10분
간 걸어 도착.

 단쉐이선을 타고 쌍롄역에
서 내려 도보로 10분.

 지하철 반난선 시정부역에서 내려 도착.

 지하철 반난선 후산파이역에 내려 중포북로와 용길로 방향으
로 도보.

 지하철 반난선 충효동로 또는 충효둔화에서 내려 도착.

청핑 둔난점
 타이페이시 다안구 둔화난로 1단 245호
 (02)2775-5977#250
 www.eslite.com

대룡동 
바오안궁
(大龍峒保安宮)

닝샤야시장(寧夏夜市)

신의계획구(信義計畫區)

우펀푸(五分埔)

충샤오후싱 및 충효둔화 일대

타이페이 바오안궁은 중국 민남지

역의 신양인 의신을 모신 곳으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곳

이다. 매년 3월에는 보생문화제가 열려 예술공연과 전통희극 

공연, 방불의식 등 활동이 열려 타이완사람들의 독특하고 재

미있는 묘회의식을 구경할 수 있다. 

타이페이시 원환 근처에 위치한 야시장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각종 소형 매대들이 500~600m로 길게 늘어서 

있다. 20년 이상 영업한 영업장들도 많으며 유명한 먹거리로

는 굴전과 위빙, 위완, 감자구이(싸오마수), 루로판(고기덮밥)

등이며 태국요리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이국풍 먹거리

들도 많이 볼 수 있다.

타이페이 맨하탄 계획에 의해 조성된 구역으로 국부기념관과 

시정부역일대를 말하며, 타이페이 101, 세계무역센터등 중심

시설이 들어서 있다. 또한 백화점과 호텔, 헤드쿼터등이 모여

있는 모던하고 국제적인 지역이다.

타이완의 동대문으로 불리우며, 후산파이역에 내리면 천여개

의 옷점포들이 보인다. 타이완 최대의 의류도매상들이 모여

있으며, 중국, 홍콩, 태국, 한국 등에서 만들어진 옷들을 저렴

하게 판매하여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장소이다.

패션의 중심으로 대형백화점이 밀집해있고 국제적인 고급명

품점이 들어서있다. 그리고 특색있는 레스토랑과 맛있는 먹

거리로도 유명하다. 그 중 딩타이펑, 도소월 등 식당이 유명

하며, 인기 PUB과 후강리의 차거리에도 유명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다. 또한 24시간 영업하는 대형서점 청핑이 있어 편

리하게 타이완의 인문문화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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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구

 지하철 무쟈선 동물원역에서 나와 마오콩 케이블카 타는곳으
로 이동.

 타이페이시 문산구 신광로 2단 30호
 (02)2938-2300 
 newweb.zoo.gov.tw
 지하철 무쟈선을 타고 마지막역인 동
물원역에 하차.

 지하철 신뎬선을 타고 타이띠엔 따로역에서 하차. 도보로 15
분정도.

 지하철 반난선을 타고 용산사역에서 하차, 도보로 약 5분정도.  타이페이시 만화구 광주제 211호
 (02)2302-5162     www.lungshan.org.tw
 지하철 반난선 용산사역에서 내려 도착.

 지하철 반남선을 타고 시먼역에서 하차하여 도착.

마오콩
(貓空)

타이페이시 시립동물원 

「강칭롱(康青龍)」생활거리

보피랴오
역사거리
(剝皮寮歷史街區) 멍쟈 롱싼쓰(艋舺龍山寺) 

시먼딩(西門町)

오래전부터 차를 생산한 곳

으로 특히 철관음 종류의 생

산지로 유명하며 현재는 다

양한 분위기의 찻집들로 즐

비한 곳이다. 양질의 차뿐만 

아니라 차마시는 다도를 경험해볼 수 있다. 마오콩에는 여러 

도보구로 이어지며, 장호도보구, 장수도보구 등의 길은 차원

이나 찻집으로 이어진다. 마오콩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리

한 방법은 지하철 무쟈선 동물원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가

는 방법이다. 

타이페이시 시립동물원은 무쟈동물원

으로 불리우며, 원내의 전시관들은 특

색있고 다양하다. 현재 가장 인기있는 

관람구역은 판다관과 코알라관, 팽귄

관 등이며 각종 동물들의 건강하고 귀

여운 모습들을 관람할 수 있다. 

타이페이시의 중심으로 용캉제, 칭톈제, 용천제 등 가로구역

을 말하며, 구역내 인문적인 환경과 타이완대학, 사범대학등 

학풍이 높은 지역이다. 학생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곳으로 수십년간 지속된 문화교육 생활권으로서 독

특한 카페와 이국적인 식당, 다양한 종류의 서점, 생활잡화점

들이 자리하고 있어 여유를 두고 돌아볼만 하다. 

캉딩루와 광저우로, 콘밍제 등 청대시대의 거리모습을 보전

하여 놓은 거리로 전통적인 가옥과 역사건축물등에서 당대 

타이완의 문화를 엿볼 수 았다. 타이완영화인 ‘멍쟈’의 촬

영지이기도 아다.

만화 용산사(롱싼쓰)라고도 불리며, 면적은 약 1800평의 중국 전

통양식 건축물이다. 타이완의 종교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으며, 화시제 관광야시장도 인기있는 관광코스로 탕위엔, 미

까오, 아이위빙, 용도빙궈의 팔보빙등이 유명하다. 

젊은이들의 활기가 느껴지는 쇼핑거리로 의류 잡화, 미용, 타투, 

먹거리등이 가득하며 주말에는 유명인사들의 사인회가 이루어지

는등 타이페이시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

화관들과 홍로극장, 테마공원등은 꼭 가보아야할 장소이며, 성도

양도빙, 아종면선, 루웨이, 펑따카페 등 먹거리가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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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 문화

 타이페이시 중산구 중산북로 2단 18호
 (02)2511-7786
 www.spot.org.tw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을 타고 중산역에서 내려 도보로 3분.

 타이페이시 중정구 팔덕로 1단 1호
 (02)2358-1914
 web.huashan1914.com
 지하철 반난선을 타고 충효신성역에서 내려 충효동로쪽으로 
약 3분정도 도보.

 타이페이시 중정구 쉬조우루 46호
 (02)2396-8198     www.mayorsalon.tw
 지하철 반남선을 타고 선도사역에서 내려 소흥남제 방향으로 
약 10분간 도보로 도착.

 타이페이시 대동구 장안서로 39호
 (02)2552-3721
 www.mocataipei.org.tw
 타이페이 지하철 단쉐이선을 타고 차이페이역에서 내려 도보
로 5분 정도.

 타이페이시 신의구 광복남로 133호
 (02)2765-1388 
 www.songshanculturalpark.org
 지하철 반남선을 타고 시정부역에서 내려 도보로 5분정도.

타이페이 광점(台北光點)

화산(華山) 창의문화원구

시장관저 예술싸롱

타이페이 당대예술관

송산(松山) 문창원구

미국 남방문화의 특색을 지닌 흰 색 2층 서양식 건물로 원래 

미국영사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타이완 문화영화협회에

서 경영을 맡아 고적과 영화문화를 접목시켜 예술공간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건물 내부는 영화관과 카페, 레스토랑, 디자

인샵으로 되어 있으며, 독창적이고 비상업적인 영화들을 선

별하여 상영하여 젊은이들에게 높은 인기가 있다.

양조장을 재개조하여 오픈한 창의문화원구는 원래의 공장의 

구획을 그대로 사용하여 8개 구역으로 활용되며, 공원녹지와 

예술거리, 화산극장, 타이완 디자이너샵 등으로 이용된다. 또

한 예술가와 교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창의적인 작품전

시공간으로 운영된다.

1940년에 건립된 일식과 서양식의 혼합양식으로 지어진 주

거용 건물로 300평의 공간을 소형 전시공간으로 이용하고 있

다. 또한 생활용품상점과 노천카페가 운영되며, 번화한 곳에 

자리한 여유로운 공간으로 잠깐이나마 마음의 휴식을 취하기

에 적절한 공간이다. 

일제시기에 초등학교 기숙사로 이용되던 건물을 고적 재이용

정책으로 타이페이 당대 예술관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각 영

역의 서로 다른 국적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신문화창조에 

이바지하는 당대의 예술전시를 주로 하고 있다. 

원래 담배공장으로 방치된 공간을 타이페이시에서 고적으로 

지정하고 문화창의단지로 조성하였다. 각종 예술문화활동을 

유치하고, 국제적인 디자인전과 타이완 설계관을 설치하여 

타이완의 고전적인 설계작품이나 해외 유명 설계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 내용이 풍부하며,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관

객들에게 예술체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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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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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중시(台中市) 타이중 동펑(東豐) 가로수길

타이중 구관온천(谷關溫泉) 난토우 일원담(日月潭)

타이중은 타이완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다양한 먹거

리와 문화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국립 과학박물관

과 시민광장, 국립 타이완 미술관과 미술원거리로 이어지는 

3.6Km의 녹지공원 보행가로에는 특색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늘어져 있다. 칭밍1가에는 타이중의 쇼핑휴식공간으로 

유명하며 약 40여 개의 명품점과 제화점, 화랑 등이 모여있다. 

이외에도 동해대학 근처의 예술거리도 가 볼만 하다. 

원래 이 곳은 펑위엔에서 동시지역까지 12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로

였으나 후에 폐기하고 자동차 전용 가로수길(뤼랑)로 조성되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산수와 부근의 따쟈계곡의 푸른 물과 어우러져 

다양한 풍경을 연출하여 주말의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또한 여

행안내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야간조명시설이 잘 되어있어 야간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타이중시의 교외에 위치하고 리산과 가까운 풍경구역 내에 

있어 오래된 온천호텔과 여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약알카리

성의 탄산온천으로 수질이 매우 우수하여 계곡의 물을 그대

로 마실 수 있으며 타이야 원주민의 주거지가 있어 원주민 미

식과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다. 해발 약 800미터의 구관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매년 2월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가

을에는 색색으로 물든 단풍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일월담은 타이완 최대의 담수 호수이며, 중간에 있는 라루도를 중심

으로 동쪽은 달, 서쪽은 해의 모습을 닮아 일월담으로 불리운다. 일

월담 주변에는 도보로가 설치되어 있어 걸어서 둘러보거나 자전거, 

또는 차로 호수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유람선을 타고 그림 

같은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관광의 묘미일 것이다. 또한 케이블카를 

타고 일월담에서 구족문화촌으로 넘어갈 수있다. 케이블카의 길이

는 1.87km이며 약 7분정도 소요된다. 가장 높은 곳을 해발 1,044미

터이다. 구족문화촌은 타이완의 대표적인 9개 원주민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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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토우 지지(集集)
지지 지역은 빼어난 산수를 지닌 독특한 특색의 지형으로 걷

다보면 소형기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이곳의 향나무

로 건축된 지지기차역과 지지 상점가에는 아련한 향수가 느

껴지는 매력있는 장소이다. 또한 수목이 빽빽이 우거진 4.5km

거리의 산림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돌아보는 것도 좋

은 여행방법이다. 

장화 루캉(彰化鹿港)
루캉은 장화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델란드 점령시

기에 가장 큰 운하로 현재까지 옛 도시의 모습을 잘 보전하고 

있어 역사적인 건축물과 도시형태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타

이완 1급 고적인 용산사와 천후궁 등 유명 사절을 방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살 수 있는 루캉라오제에서는  

운치 있는 붉은 벽돌로 잘 보전된 건축물들이 늘어선 상점 거

리를 구경할 수 있다. 

난토우 푸리(埔里)
난토우현의 북쪽에 위치한 푸리 지역은 타이완에서 지리적인 중심

으로 사계절 기후가 온화하며 수질이 좋아 온천, 주류, 화훼 등이 유

명하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분지지형이며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 또한 원주민 부락과 핑푸족의 집결지로 풍부한 원

주민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중해발고도의 우량과 습도가 비교적 높

기 때문에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울창한 숲과 다양한 조류를 감상할 

수 있다. 

난토우 시토우(溪頭森林園區)
산림공원은 하나의 거대한 자연학습장이라고 볼 수 있다. 총 7개의 

국립타이완대학교 실험농장이 있으며, 삼나무, 측백나무, 홍회, 은

행나무, 대나무 등 다양한 산림지대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또한 

시토우 산림 사무실 2층 전시관에는 이 지역의 각종 식물 표본과 도

표 등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37

TOURING TAIWAN

타이완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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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숑 아이허 (高雄愛河)타이난 칠구염전
(台南七股鹽田)

쟈이 아리산(嘉義阿里山) 타이난시(台南市區)
아리산은 일출, 운해, 노을, 산림과 고산철로 등 다섯 가지 비경

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이다. 아리산의 철도의 

중간지점에는 아리산철도 도시락과 원주민 음식을 맛볼 수 있

다. 아리산 산림공원에서 거대한 고목이 우거진 산림 속을 걷다

보면 자연의 웅장함을 느껴볼 수 있다. 매년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열리는 벚꽃축제와 4월에서 6월의 반딧불 축제 그리고 

가을에는 산을 아름답게 수놓는 단풍의 미경을 즐길 수 있다.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타이난시는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으로 문화고도라고도 불리운다. 타이난 지역은 타

이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어왔기 때문에 특히 안평고

도, 츠칸로, 금성 같은 고적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 또한 타이

난은 맛있는 먹거리로도 유명한 곳이다. 매년 원소절에는 타

이난의 옌쉐이 지역에서 대규모 불꽃놀이가 벌어지며 관광객

에게 매우 인기있는 구경거리이다.  

일제시대에 개발된 타이완 최대 염전으로 근래에는 관광거점

으로 개발되었다. 해발 20미터에 건물 7층 높이로 쌓여있는 

소금산은 오랜기간을 두고 만들어진 자연결정으로 백색 거석

처럼 보인다. 또한 소금산에 올라가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염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100년의 

소금제작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타이완 소금박물관에 들르는 

것도 좋은 볼거리이다. 

까오숑은 타이완 남부의 대도시로 근래들어 아이허 강변의 경관 

미화로 아름다운 운하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예술공간으로 조

성된 보얼특구에서는 각종 창의적인 예술전시와 공연을 볼 수 있

으며, 이곳에서 까오숑의 공업도시에서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

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까오숑의 중요한 수원인 아이허 강

변은 16.4Km의 길이로 허빈공원과 함께 시민들의 주요 휴식공간

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아이허에서 운행중인 ‘아이즈촨(사랑의 

배)’에 탑승하여 독특한 모양의 아이허즈심(愛河之心)과 쩐아이

마토우(真愛碼頭)와 함께 까오숑의 시내를 관통하는 아름다운 강

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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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숑 치진(高雄旗津)   까오숑 이따세계(義大世界)  

까오숑 불광산(佛光山)  핑동 컨딩(屏東墾丁)

치진(旗津)은 좁고 긴 장방형 모양의 섬으로 길이 11km의 모

래섬이다. 치진으로 가는길은 유람선을 타거나 터널을 지나 

갈 수 있다. 큰 규모의 지역은 아니지만 맛있는 해산물 먹거

리가 있는 거리나 마주를 모신 3급 고적 천후궁, 포대와 등대 

등 건축적인 미와 자연경관이 고루 있는 다양한 관광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면적이 90헥타르에 달하는 대형 종합 테마공원으로 단지 내 학

교, 오성급 호텔, 놀이공원, 쇼핑몰 등이 있다. 놀이공원은 그리

스풍의 건축설계로 되어있으며 쇼핑몰은 타이완 최대의 아울

렛으로 만족스러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쇼핑공간에 있는 

마천륜(원형회전레일)은 타이완에서 가장 높은 80미터 높이로 

약 18분간 운행되며 까오숑의 전경을 구경할 수 있다.  

타이완의 최남단에 위치한 핑동현은 타이완 제일의 컨딩국가공

원으로 유명하다. 독특한 지리적인 위치와 열대기후로 특수한 지

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태자연을 구경할 수 있다. 사계절 모

두 여름과 같은 날씨로 물놀이를 할 수 있으며, 스킨스쿠버, 서핑 

등 각종 해상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또한 타이완 최

남단의 아란비를 구경할 수 있고 좌측의 태평양과 우측의 타이완

해협이 이루는 특수한 해양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매년 

봄에 펼쳐지는 컨딩음악제에는 해외 유명 뮤지션들이 참가하여 

공연하는 락축제가 열려 젊은 청년들의 활기를 느낄 수 있다.  

불광산은 까오숑의 따수구에 위치한 타이완 최대의 불교사

절이다. 산 정상에 위치한 120미터 높이의 수금불상과 주위

에 480여개의 금신입상 불탑들이 둘러싸여 있어 태양빛에 반

사되어 수천 개의 빛으로 보여 장관을 이룬다. 또한 불교문물 

전시관에는 역사 깊은 각국의 불교관련 문물 수천 점이 전시

되어 있으며, 산마루의 4천평의 부지에 조성된 불탑기념관과 

50미터 높이의 이르는 세계 최고 동주좌불의 장엄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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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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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동(台東) 녹야(鹿野) 자전거 관광코스 타이동(台東) 철화촌(鐵花村)

화리엔(花蓮) 타이루꺼(太魯閣)타이동(台東) 즈번온천(知本溫泉)

타이루꺼 국가공원은 아름다운 대리석 협곡으로 유명하다. 리우강(立霧

溪)의 협곡 관광보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웅장한 산과 폭포, 협곡, 동골, 

현애와 대리석 등으로 이루어진 타이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공원의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근처의 슈구란계곡(秀姑巒溪)은 타이완 동

부의 가장 큰 계곡으로 급류가 스무 개 정도 있으며 여름에 매우 인기

있는 로프팅 관광장소이다. 그리고 아메이족(阿美族), 타이야족（泰雅

族）, 타이루꺼족（太魯閣族）과 부농족（布農族）등 여러  원주민의 

거주지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주민의 인구수는 이 지역 화련시 

총인구의 25%에 이른다고 하며, 원주민부락에서는 7, 8월에 정기적으로 

원주민 연합 풍년제(豐年祭)를 열어 국제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옛부터 즈번 온천은 탄산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이곳의 온천

은 냄새가 없고 수온 백도이상의 자연적인 온천수이다. 즈번에서

는 온천만 아니라 협곡, 폭포, 삼림공원 등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

소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경관와 다양한 관광시설이 있다. 또한, 

즈번은 온천을 내부온천구와 외부온천구로 구역을 나누어 내부

온천구 지역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지만 고급 온천 관광호텔들

이 자리하고 있다. 외부온천구는 원래 타이완 원주민의 주거지로 

타이완의 특별한 원주민 음식, 농산품(특히 석가, 파인애플과 낙

신화 차가 유명하다.)등 기념품점을 구경할 수 있으며 동쪽 타이

완지역의 독특한 풍습과 자연풍경을 가지고 있는 관광명소이다. 

철화촌은 음악과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타이동시의 

‘철화’라는 거리에 조성한 예술촌이다. 정기적으로 음악공연이 있

는 곳으로 근처에 청핑서점(전 타이동 역사문화관), 기차역 예술촌(전 

타이동 기차역)과 함께 관광객의 눈길을 끄는 독특한 예술 마을을 만

들게 되었다. 타이완 교통부관광국의 국제관점계획 정책과 타이완호

재단의 디자인에 따라 낡고 오래된 건물을 개선한 후, 현재는 타이완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에게도 인기있는 음악 테마촌이 되었 

다. 철화촌에서 자연적이며 예술적인 감동을 한번 느껴 보자.

녹야 용전자전거도로는 용전초등학교부터 관용로(光榮路), 남이로(南二路)를 

지나서 그린터널까지 약 5 키로의 도로로 아름다운 시골 경치로 유명하다. 이 

곳은 무림과 고대로 나뉘어 있으며 무림에서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웅장한 숲

과 자연적인 경치를 볼 수 있고, 고대에서는 고산 다원의 경치를 구경할 수 있

다. 그리고 고대의 경사도 높은 지역에 녹야라는 유명한 고대 관광공원이 있

다. 중앙산맥과 해안산맥의 교차하는 녹야고대에서 타이동시의 전체 풍경을 

볼 수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패더글라이딩, 낙하산타기와 열기구 등 행사가 

열려 관광객들이 직접 열기구를 타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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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섬
펑후는 타이완의 가장 큰 섬으로서 약 92개 섬으로 이루어진 유명 

관광지이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바다에서의 산책과 파도, 일몰을 감

상할 수 있으며, 고전적인 사찰도 방문할 수 있다. 매년 봄과 여름에 

펑후 바다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있으며 가을과 겨울에는 맛있는 해

산물 행사 등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는 행사들이 열린다. 

다양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진먼에는 독특한 건축군들을 함께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중국과 긴장관계였기 때문에 장기 비상 상태

가 있었던 진먼은 이제는 소중한 문화자연을 보존하고 있다. 곳곳

에 위치한 전통적인 서양식 건축물뿐만 아니라 타이완 스타일의 전

통 고적들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람과 운을 비는 풍습인 풍사야

(風獅爺)도 진먼의 독특한 특색이다.

마주는 타이완 해협 가운데에서 

약 열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이 곳은 풍요한 전쟁 관

련 고적으로 유명하다. 이전 전

쟁당시의 표어, 참호와 화강석으

로 만든 건축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월부터 8월까지 철새를 

구경할 수 있는 명소이다. 마주

의 특산품은 유명 고량주와 해산

물 가공품이다. 

샤오류쵸는 타이완의 동남쪽에 있는 타이완의 유일한 산호초 섬이다. 

이곳은 가는 곳곳마다 석회암과 산호초 해안을 구경할 수 있다.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조수의 간만과 해양자연생태를 볼 수 있고 

잠수놀이도 할 수 있다. 샤우류쵸로부터 타이완본섬까지는 배로 30분 

정도 걸리며 섬 내의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그리고 샤오류쵸에서 관광

버스를 타면 전체 섬을 골고루 구경할 수 있다. 또한, 샤오류쵸의 관광 

잠수선를 타고 아름다운 해저의 풍경을 구경 할 수 있다.

뤼따오는 이전에 화산이 폭발하여 발생된 섬이라 화산도(火燒島)라고 

한다. 오랫동안 풍화와 바닷물이 침식하여 신비로운 해안 경치를 이룬

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풀밭과 해저온천 등 다양한 해

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뤼따오는 타이완의 해상 파라다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잠수 해상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잠수를 통하여 아름다

운 해저생물도 구경할 수 있다. 만약에 전체 섬의 풍경을 구경하고 싶

다면 약 16킬로미터의 관광도로를 돌아보거나 오토바이를 빌려 여러 

관광장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다.

펑후（澎湖）

진먼（金門）

마주（馬祖）

샤오류쵸(小琉球)

녹도(뤼따오:綠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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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을 방문한 타이완 관광객은 42만 명 정도로 이

전과 비교하여 매달 20~40%가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

왔다. 특히 6월 한 달간 방한 관광객은 4만 명을 돌파하였

고, 8월에는 47,235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편 타이완

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도 24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2만 명 정도가 타이완을 방문한다. 작년에 비하

여 11.99% 올라간 수치로서 최근 몇 년 간(2008년에 252266

명)의 기록에서 볼 때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또한 2012년 초 한국의 김포공항과 타이완의 송산 국제공항

은 개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은 타오위엔(桃園)공항과 매주 항공석 5500개를 추가 배정

하기로 하고, 인천공항과 타이쭝(台中)의 화신(華信)항공 직

항로를 계약하여 4월 16일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복

흥(復興)항공은 제주도와의 직항노선을 추가하였고, 대한항

공은 작년 12월 20일에 청주와의 직항노선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장래 양국간의 관광 발전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국과 타이완의 직항노선 이용횟

수가 86%에 도달하는 등 매우 높은 탑승율을 보였으며, 이

에 양국 관광객들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김포공항과 

송산공항의 개항과 항공석의 충분한 확보로 양국 간의 관광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2001년부터~2011년까지 대만과 한국의 관광객수

2001년부터~2011년까지 타이완 방문 관광객수 통계

타이완과 한국의 관광업을 위하여 타이완 송산(松山)국제

공항과 한국 김포(金浦)국제공항의 개항이 시작되었다

2011년 타이완방문 관광객 통계(국가별)

한국을 방문한 대만관광객수 대만을 방문한 한국관광객수

통계: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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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국 
인 수  통 계

2 0 1 2
M A R
타이완을 방문하는 관광객 인수 통계：693,185인(+)33.76%

외국인 관광객 수 통계：368,285인(+)17.64%

(한국 관광객 인수 통계) ：인(+)%

교포 관광객 인수 통계：324,900인(+)58.36%

출구 인수 통계：723,643인(+)8.47%

2011-2012년 매달 국민 출구하는 인수 통계 비교표

도표1  2011년~2012년 매달 타이완을 방문하는 관광객 통계와 비교표:

도표2  2011년~2012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통계와 비
교표

도표3  2011년~2012년 한국관광객 방문하는 목적 인수 
통계표

월 

1 

2 

3

통계

4 

5 

6 

7 

8 

9

10 

11 

12 

통계

2012년 (단위：인)

901,293

772,495

723,643

2,397,431

2011년 (단위：인)

인)690,743

804,856

667,160

2,162,431

752,558

809,015

890,332

1,031,747

911,458

823,272

844,814

706,108

656,728

9,583,873

비율(%)

30.48

-4.02

8.47

10.58

월 

1 

2 

3

통계

4 

5 

6 

7 

8 

9

10

11 

12 

통계

월 

1 

2 

3

통계

4 

5 

6 

7 

8 

9

10

11 

12 

통계

월 

1 

2 

3

통계

4 

5 

6 

7 

8 

9

10

11 

12 

통계

통계(A) 

460,064

525,240

693,185

1,678,489

인수

25,760

23,284

21,571

70,615

인수

17,516

14,535

12,733

44,784

교포(C) 

195,807

213,007

324,900

733,714

매일 평균

830

802

695

775

매일 평균

565

501

410

492

매일 평균 

14,840

18,112

22,361

18,445

인수

24,316

23,190

19,531

67,037

18,656

20,413

20,161

17,752

21,348

17,996

17,859

20,878

20,802

242,902

인수

13,436

14,118

9,687

37,241

9,482

11,514

10,960

9,307

12,446

9,331

9,479

11,288

12,745

133,793

매일 평균

784

828

630

744

621

658

672

572

688

599

576

695

654

665

매일 평균

433

504

312

413

316

371

365

300

401

311

305

376

411

366

외국인(E) 

264,257

312,233

368,285

944,775

비율(%) 

5.94

0.41

10.44

5.33

비율(%) 

30.37

2.95

31.44

20.25

통계(B)

400,617

453,468

518,215

1,372,300

550,158

470,471

462,640

458,122

506,898

460,994

530,430

619,343

648,594

6,087,484

교포(D) 

137,784

175,034

205,166

517,984

268,882

199,191

180,262

193,261

209,942

171,693

215,781

269,367

264,860

2,498,757

외국인(F) 

262,833

278,434

313,049

854,316

281,276

271,280

282,378

264,861

296,956

289,301

314,649

349,976

383,734

3,588,727

매일 평균

12,923

16,195

15,717

15,080

18,339

15,176

15,421

14,778

16,354

15,366

17,111

20,645

20,922

16,678

통계(A/B) 

14.84

15.83

33.76

22.31

교포(C/D) 

42.11

21.69

58.36

41.65

외국인(E/F) 

0.54

12.14

17.64

10.59

                              2012년 (단위：인)                                        2011년 (단위：인)                              비율（％）

2012년 2012년2011년 2011년

한국 관광객 인수 한국 관광객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