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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대한관광교류회의 성공개최
대한 상호 방문 올해 85만명 목표

대만관광협회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대한관광

교류회의」에 타이완과 한국의 관광 관계자 대표들이 

150여명 참가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타

이완 교통부 관광국 셰웨이쥔(謝謂君) 국장과 한국 문

화체육관광부 이관표 서기관이 참석하여 1997년 이후 

대한관광교류회의 최고층급 회의가 이루어졌다.

셰웨이쥔 국장은 개최인사에서 한국과 타이완의 방

문횟수는 작년 66만 6348명으로 역대사상 가장 높았

고 한국인 방문객만 24만 2천여 명으로 2010년 대비 

12.1% 상승하였으며, 송산-김포공항의 개항과 인천-타

오위엔공항의 운항수 증가로 올해의 방문실적을 기대

한다고 하였다.   

또한 셰국장은 타이완은 온난하고 비가 적어 골프장 

운영에 최적이며, 국제적인 규격의 PIC(大鵬灣賽車場) 

카레이스장이 올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인 

관광객들이 타이완에서 좋은 체험과 함께 문화, 미식 

등 풍부한 관광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올해 대

한 왕래 관광객 목표는 85만명으로 예상되면 내년에

는 100만명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이관표 서기관은 한국과 타이완의 문화가 상통하고, 

청소년교류가 활발하여 이번 회의를 「대한 방문의 

해」로 정해 보다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 타이완과 한

국의 교류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번 회의는 타이완의 「Time for Taiwan」 관광브랜

드 정책과 한국의 관광 현황, 양국의 관광자원, 고웅

시정부의 관광자원, 한국의 전라북도 관광의 해, 타이

완 골프관광자원, PIC 레이싱장과 대붕안국가공원 등

을 소개하고 청소년 교류와 교육연수 교류 진행에 대

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하였다. 

타이완과 한국의 올해 항공석 확보는 100만석으로 내

년에는 110만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은 관

광 상호교류의 해로 정해 양국간의 관광교류를 추진

하고 100만명의 방문관광객수를 목표로 하였다. 그리

고 다음 관광교류회의는 한국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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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행전s 타이완 관광홍보회
한국 등산가와 작가들의 타이완여행 추천

대한비자연장

대만관광협회가 6월초 한국 여행 전에 참가

하였다. 타이완관광의 매력과 송산-김포공항

의 개항을 홍보하기 위해 참석하였으며 올해

의 한국관광객은 28만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

였다. 

서울 여행전은 4일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되었

고 타이완대표단은 현장에서 타이완 예술문

화 작품인 유리공예, 도자기, 부다이시, 샤오

롱바오, 쩐주나이차, 오아 을 선보였고, 타

이완 명산 고산차, 펑리수, 종이공예, 수묵화, 

골프칩 등을 증정하는 행사를 열었다. 

대표단은 8일 저녁 롯데호텔에서 거행된 미

식 문화 오락의 세가지 주제로 한국 미식작

가 고형욱씨, 대만의 작년 제 600만명째 관

광객이었던 김희경씨, 등산가 엄홍길씨 등을 

현장에 모셔 자연과 문화, 미식 등 대만여행

의 매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타이완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며 재미있고 풍부한 관

광거리가 많은 곳으로 한국의 관광업계와 함

께 노력하여 한국여행객들의 많은 성원을 바

란다고 하였다. 

타이완과 한국정부의 협의로 올해 7월 1일부터 30일 

관광비자를 90일로 연장하기로 한다.

2003년부터 실시된 상호비자로 2005년 복항 이후 

2005년 방문횟수가 55만명에서 2011년 66만명까지 꾸

준히 증가하였고, 이에 타이완과 한국 외교부가 협의

하여 비자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게 되었고 양

국의 더욱 활발한 관광교류를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방

학기간을 이용한 양국의 청소년들의 교류가 증가하기

를 희망한다. 

타이완골프장협회에서 한국 골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타이완 골프장협회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타이완 골퍼 청야니와 함께 타이완의 우수한 골

프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한다. 골프를 사랑하는 한

국관광객들이 골프천국 타이완에서 골프를 즐겨보기

를 희망한다.

대만관광협회 한국시장마케팅위원회 왕전옥 위원장

은 타이완 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근 여러번 한국

을 방문하였다. 타이완과 한국 양국의 올해 상호 방문

횟수는 약 80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 많은 

한국 골프 관광객들이 타이완에서 라운딩하기를 희망

한다고 한다.

한국관광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왕전옥 위원장

은 기자들에게 타이완 골프장협회는 한국 골프 관광객

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 「골프 정상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한국관

광객 유치 및 접대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으

며 타이완에서 골프를 즐기는 방법과 일정 및 골프장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타이완 골프장의 우월성

을 강조하고자 한다. 

왕위원장은 타이완의 골프장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한

국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타이

완의 골프장은 예약이 쉽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

라 클럽하우스도 가격부담이 없다. 

또한 북부와 남부 지방 모두 골프를 즐기기에 적합한 

기후이기 때문에 북부에서 이틀, 남부에서 이틀정도 

골프여행을 계획하면 색다른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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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36,000평방 킬로미터

인구：약 2,300만

종족：한인, 원주민, 신주민

언어： 중국어, 타이완어(민남어), 학카어, 원주민 언어

종교：불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별명：포모사(Formosa), 보물섬(寶島)

시차： 타이완은 한국보다 한 시간 느리다. 예를 들어, 한국 시간 

아침 9시이면 타이완 시간은 아침 8시다.

기후： 아열대에 위치한 타이완은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해양 

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가 습윤하고 따뜻하다. 봄, 

겨울 기후의 변화가 큰 편인 반면에 여름, 가을 기후는 상

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여행에 적당한 계절이다. 평균 기온

은 22도 정도이고 평균 가장 낮은 기온은 12-17도다.

유통 화폐：NTD

길고 좁은 해도로 아시아 대류 동남쪽에 위치하며 태평양서쪽 동아시아 군도에 속해 있다. 북쪽은 일본과 

류구군도이며 남쪽은 필리핀 군도에 접하여 아시아 왕래의 중심지다. 항공으로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지 중 하나다.

타이완은 크지 않지만 보유한 천연자원과 문화자원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필리핀 해양판과 유라시안 

판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 타이완의 복잡한 지형이 형성되었다. 게다가 북회귀선 중심을 통과하여 타이완

은   열대, 아열대, 온대 등 다양한 생태가 형성되었다. 민남, 하카, 외성인,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문

화 융합이 종교, 건축, 언어, 생활습관, 음식에서 보인다. 그 중에서 타이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음

식이다. 타이완 요리로부터 하카, 후난, 쓰촨, 일식, 한식 그리고 전통 먹거리, 지방음식까지 다 포함된다. 

그래서 타이완은 “미식의 왕국”이란 별칭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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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관광국：+886 2 2349-1500,0800-011-765

교통부 관광국 안내 센터：+886 2 2717-3737

타이완 관광협회：+886 2 2757-7006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886 2 2758-8320

중화요리로부터 색다른 이국요리까지 포괄하는 타이완요리는 세계음식의 보고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화요리로는 베이징, 티엔진, 동베이 등 북쪽음식은 물

론이고 쓰촨, 후난, 장쑤, 광동, 타이완식 남쪽음식요리를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국음식도 즐겨먹을 수 있다. 따라서 채식문화, 야시장

음식, 샤브샤브, 각종 음료, 호프집, 전통과자......모두 다 타이완에서 맛보자！

비옥한 토지, 고온, 고습도 그리고 충분한 강수량 등 특징이 열대나 아열대 작물 

생장에 도움이 되어 보물섬(寶島)이란 호칭도 생겼다. 섬전체의 2/3이 고산과 산

림이 분포하고 나머지부분은 구릉, 평면고지, 해안평원과 분지로 구성된다. 이런 

지형 덕분에 풍부한 산림 농업자원과 해양자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

었다. 따라서 유라시아 판의 가장자리에 수억 년간 생성된 설산산맥과 중안산맥의 

변질암이 넓게 분포되어  온천도 많이 생성된다.

편리한 교통으로 타이완 사람들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여 통근한

다. 철도와 THSR(고속철도)는 타이완 남, 북, 동쪽 왕복에 가장 빠르며 효율

적인 교통수단이다. 또한 타이완 관광버스(台灣好行巴士)는 철도, THSR과 접

하여 타이완 각지를 탐방할 수 있다.

다양한 역사 배경으로 다채로운 타이완 문화가 이루어졌다. 타이완 사람들의 다정

한 성격도 이런 배경에서 까닭을 찾을 수 있다. 타이완 문화의 발전 과정은 원주

민과 초기 중국 민남인, 하카인, 네덜란드인, 스페인인, 일본인 그리고 근대 중국 

이민이 순으로 전해 내려온다. 타이완 사람들은 서로의 전통문화 보존을 무척 중

요시하며 새로운 문화를 융합시키는 데에도 노력한다. 그러므로 타이완에서는 원

주민, 본토, 중국문화, 일본과 네덜란드인의 유적을 다양하게 탐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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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롱바오(小籠包)

딘타이펑(신의점)
주소: 타이페이시 신의길2단 194호(영강길입구)

(台北市信義路二段194號) (永康街口)
전화번호 : +886 2 2321-8928
딘타이펑(충효점)
주소: 타이페이시 충효동길 4단 218호(216항 골목)

(台北市忠孝東路四段218號) (216巷進)
전화번호: +886 2 2721-780
홈페이지: www.dintaifung.com.tw

타이완의 유명한 국수요리이

다. 깔끔한 국물의 칭둔(清燉)

탕, 진한 국물의 홍싸오(紅燒) 

두가지 맛이 있다. 칭둔 뉴로

은 중국 란조우육면이 그 시

초로 산초나무열매, 후추, 육

수가 기본재료이며 단백한 맛

이 일품이다. 홍싸오 뉴로 은 

성도요리인 샤오완 홍탕 뉴로

를 개량한 요리이다. 맛이 진

하며 두반장과 간장이 기본적으로 첨가되며, 비교적 홍싸오 뉴로 이 

칭둔 뉴로 보다 보편적이며 홍싸오 토마토 뉴로 , 홍싸오 뉴로 , 

홍싸오 뉴로깐 등으로 개량되었다.

임동방 뉴로몐점
(林東芳牛肉麵店)
주소:  타이페이시 팔덕로 2

단 274호
(台北市八德路二段
274號)

전화:  +886 2 2752-2556

과일향과 진한 우유맛의 아이스크

림, 단백한 맛을 내는 팥빙수, 눈꽃 

빙수 등 많은 종류의 빙수류가 있 

다. 보통 얼음을 갈아 만든 빙수 위

에 다양한 첨가물과 함께 시럽을 뿌

려 먹는다. 최근 타이완의 빙수는 

종류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샤베트와 신선한 과일 그리고 빙수

가 어우러진 과일 팥빙수가 유명하

다. 특히 타이완 특산인 망고와 딸

기 등 현지의 신선한 과일을 쓰기 

때문에 천연 과일의 달고 건강한 맛

과 특유 향미를 느낄 수 있다.

스무시(思慕昔)
주소 : 타이페이시 대안구 영강길9호

(台北市永康街9號)
전화번호: +886 2 2395-8770
홈페이지: www.smoothie.com.tw

대일우유대왕(台一牛奶大王)
주소: 타이페이시 신생난로 3단 82호

(台北市新生南路三段82號)
전화번호: +886 2 2363-4341

食
미식문화-타이완 여행 시 꼭 맛보셔야 할 먹거리

부드럽고 진한 밀크티에 진주 모양의 쫄깃한 

펀위엔를 첨가한 타이완의 특색있는 음료이다. 

씹는 맛이 특별해서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타이완하면 바로 생각나는 대표적

인 먹거리 중 하나이다. 쩐주나이차의 쩐주는 

고구마가루로 만드며 밀크티에 펀위엔을 넣기 

전에 일반적으로 먼저 타이완식 물엿에 담가두

기 때문에 본래 단맛을 지닌 밀크티 안에서도 

펀위엔 특유의 맛을 보호할 수 있다. 쩐주나이

차는 차갑게 혹은 뜨겁게 해서 마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빨때를 사용해서 마시는데 이때 사

용하는 빨때는 일반 빨대보다 큰 빨때를 사용

한다. 그 이유는 밀크티와 쩐주를 함께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츠차취(喫茶趣)
전화번호 : 0800-212-542
홈페이지 : www.chafortea.com.tw

칭둔뉴로몐

홍싸오뉴로몐 

과일향과 진한 우유맛의 아이스크

스무시(思慕
주소 : 타이

(台北

홈페이지 c a o tea co t

쩐주나이차(珍珠奶茶) 

우육면(뉴로몐;牛肉麵)

빙수(冰品)

일종의 작은 고기만두로서 중국 상하이에서 처

음 선보였으며, 다진 고기를 얇은 만두피로 싸서 

찜통에 찐 딤섬이다. 타이완의 샤오롱바오는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끔 만든 작은 크기로 속이 꽉 

차고 입안에 가득 감기는 육즙 그리고 곱게 마무

리된 얇고 탄력있는 만두피로 유명하다. 

샤오롱바오는 일반 중식 만두 보다 작고, 지름이 

약 3cm~5cm정도 만두피에 속은 돼지껍질을 닭

육수에 삶아 응고 시킨 후 다진 돼지 다리고기와 반죽해 맛을 내며 또한 만두

를 빚을 때 안에 육수를 첨가하기도 한다. 만두껍질이 얇고, 외피가 14번 이

상 접혀지는 고급기술로 빚어진 샤오롱바오는 대나무로 짠 소쿠리에 정성스

럽게 쪄낸다. 샤오롱바오를 쩌내면 껍질이 반투명하고 육즙이 풍부함을 맛볼 

수 있고 먹을 때 약간의 식초 혹은 중국식 흑초와 생강채에 찍어먹으면 더욱 

감칠 맛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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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차의 특색은 맛과 향이 매우 깊고 

끝 맛이 감미로워서 이미 세계적으로 손

꼽히고 있다. 타이완의 주요 차 생산품은 

절반만 발효시킨 우롱차와 포종차가 있다. 

특히 100% 발효시킨 홍차로 어린 찻잎을 

일일 이 손으로 딴 고급 홍차는 주로 어지와 푸리에서 생

산된다. 발효시키지않은 녹차는 산샤(三峽)의 롱징(龍井)과 

삐루춘(碧螺春)에서 생산된 차가 제일 유명하다. 팽풍차 혹

은 동방미인차로 불리는 차는 타이완의 고유 차종의 하나

이며 타이완 특유의 기후와 토양이 뒷받침된 타이완차의 

품종과 고급 기술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있다.

왕덕전다장(王德傳茶莊)
주소: 타이페이시 장춘로 14-1호

(台北市長春路14-1號)
전화번호: +886 2 25618738
홈페이지: www.dechuantea.com

펑리수는 타이완의 유명 간식거리로서 주요 재료는 밀가루, 버터, 설

탕, 계란, 동과, 파인애플이다. 빵의 외피는 바삭하고 내부는 부드러우

며 파인애플의 본연의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만드는 방법은 파인

애플과 동과채를 끓여 잘 저어서 케이크 속을 만들고, 한조각 한조각 

썰어서 정성껏 구워내 잘 식혀서 포장한다. 파인애플을 타이완말로 쓰

면 왕라이(旺Ç)이며 길하다는 뜻과 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펑리

수는 명절에 고객이나 친한 친구 등에게 선물하기 좋은 물건 중 하나

이다. 특히 외국관광객과 일본, 한국, 홍콩의 여행객들이 타이완 여행 

시 필히 구입하는 쇼핑목록으로 알려져 있다. 펑리수 전문상점에 가면 

펑리수에 계란을 첨가한 펑황수 혹은 타이완이지도 모양 등 재미있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르는 맛을 더하고 있다.

웨이거빙쟈(維格餅家)
전화번호: +886 2 2291-9122
홈페이지: www.taiwan-vigor.com.tw

타이허빙포(太和餅舖)
주소: 타이페이시 성도로 47호

(台北市成都路47號)
전화번호: +886 2 2331-2772

買
타이완여행에서 꼭 구매해야 할 쇼핑목록

고산차(高山茶)

펑리수(鳳梨酥)

창의적이고 특이한 디

자인의 잠재력을 지닌 

타이완은 다양하고 특

색있는 디자인 상품들

을 보유하고 있다. 타

이완의 문화창의 상품

들을 사고자 하는 여행객들은 화산1914 문화공원 안의 1914 

connection 상점과 CD pizza상점을 방문하면 각양각색의 디자

인 문화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영강길 이나 중산북로 

골목 등지에도 문화창의 상품이나 생활상품을 파는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어 타이완의 디자인 상품의 매력을 구경할 수 있다.

창의적인 디자인 상품

핑무량항(品墨良行)
전화번호: +886 2 2396-8366
주소: 타이페이시 영강길 75항 10호

(台北市永康街75巷10號)
홈페이지: www.pinmo.com.tw

버섯(蘑菇)
전화번호: +886 2 2552-5552
주소: 타이페이시 남경서로 25항 18-1호

(台北市南京西路25巷18-1號)
홈페이지: haveaboodayshop.blogspot.tw

타이완에서 잊지 말고 구매해야 할 품목 중 하나가 타이완 민

속 공예품이다. 타이완 민속 공예품은 중국풍을 이어 받았지만 

면직물이나 명주실 등의 재료로 디자인한 타이완지역 특유의 

꽃무늬 가방, 신발, 옷, 장식품 등은 고급스럽고 섬세하여 중국

제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색감이 화려하고 독특한 타이완 원

주민 공예품들도 있다. 타이완의 민속 공예품을 보고싶다면 타

이페이 영강길을 걸어볼 것을 추천한다. 많은 종류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타이완 민속공예품 점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타이페이 기차역 부근은 타이완 수공

예품의 보급 중심지로 타이완의 특색 민속 공

예품을 한 눈에 관람하고 쇼핑을 할 수 있어 

편리한 곳이다.

타이완 민속공예품

장이방(彰藝坊)
주소: 타이페이시 대안구 영강길 47항 27호

(台北市永康街47巷27號)
전화번호: +886 2 3393-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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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서
아야 할 것

온천 
타이완에는 아주 좋은 온천들이 있다. 대부분

의 타이완 온천은 탄산 온천이지만 천연 유황

온천도 있다. 타이완 각지에 크고 작은 많은 

온천들이 자리 잡고 있다. 온천이 있는 곳에

는 온천 휴양소가 갖추어져 있어 여행객들이 

편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고 지역마다 고유의 

먹거리도 쉽게 즐길 수 있다.

청품서점 
(타이완 대표서점) 
청품서점은 세계에 하나 뿐인 24시간 영업하는 대형

서점 프렌차이즈로 타이완의 인문 문학, 예술, 창의, 

생활 등 각종 서적을 관람하고 살 수 있다. 책만 사는 

곳이 아닌 특색있는 문구류를 살 수 있으며, 전시관과  

커피전문점도 있다. 이곳에서 타이완의 풍부한 문화 

생명력을 몸소 느껴보자.

발 마사지
타이완 발 마사지는 일종의 민속 치료 요법의 하나로 발마사지를 

함으로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

다. 타이완의 마사지샵에서는 전신에서 발까지 어떤 부분이든 선

택하여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며, 매회 대략 1시간정도의 마사지

를 통해 여행객들의 피로와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다. 

야시장 관람
타이완 각 지역에 있는 야시장은 타

이완의 미식문화를 현지에서 느껴

볼 수 있는 곳이다. 보통 저녁시간

에 시작해서 새벽녁에야 끝나는 야

시장은 각종 유명한 먹거리들을 싸

게 즐길 수 있으며 길을 걸어가며 

먹을 수도 있고 양도 많지않은 편이

라서 한곳 한곳 음식을 맛보며 입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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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꼭 해보
것들

고궁 관람
중국 왕궁식의 건축물이며 1,2,3층이 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가치를 지

니는 중국의 진기한 보물들을 엄선하여 전시하고 

있다.  흔히 ‘중화 문명의 보고’라고 불리우며 

고대 송, 명, 청대에 이르는 역사를 품고 있는 65

만 5천여 점의 가치를 매길 수 조차 없는 귀한 보

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역사 문화를 좋아하

는 여행객들을 이곳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

야 할 것이다.

타이완의 절도 있고 멋진 삼군의 근위병 인수인

계식을 보고싶다면 중정기념관 혹은 원산호텔 

부근의 충렬사를 방문하여 구경해보자. 매일 인

수인계 시간에 맞춰가면 의장대의 절도있는 예

식을 관람할 수 있으며, 타이완 군대의 엄격한 

규율과 위용을 직접 느낄 수 있다.

101층 빌딩
타이페이 신의구에 위치한 타이완 랜드마크인 

101빌딩은 높이가 508미터에 다다르며, 89층에

는 내부 전망대와 91층에는 외부 전망대가 있

어 타이페이의 전체 풍경을 관람할 수 있다. 건

물내부에는 2대의 엘리베이터가 전망대까지 바

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빠르

고 긴 엘리베이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차마시기
타이완에서 생산된 차는 품종이 우수하며, 지역의 특색있는 다도문화

를 배양하고 있다. 타이완의 차문화를 느끼고 싶다면 각 지역의 차항

(茶를 파는곳)에서 차를 직접 마셔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타이페이시 

의 마오콩이나 멀지 않은 교외에 위치한 주펀의 운치있는 찻집을 찾

아 차를 마시며 타이페이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 외 

시내의 차 거리에 들러 개량된 차를 마시며 젊고 새로운 다도문화를 

경험해 볼 수도 있다.

중정기념관과 충렬
사의 인수인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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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의 말 (작가의 말)

타이완홀릭
癡 戀 臺 灣 여행작가

양소희 (梁昭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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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 고향- 싼샤 옛 거리 쌴샤라오지에 三峽老街

榥溪 三峽溪 大漢溪

쌴샤라오지에 三峽老街에 가는 길

捷運

新埔

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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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사계절은 봄과 같고, 지형이 적합하여 골프를 치기에 적절한 
환경이다. 현재, 타이완 전국에는 총 62개의 최고급 골프장이 있는데 
모두 세계수준에 버금가는 최상의 골프장 설계 및 서비스를 갖추고 있
다. 바다에 인접한 골프장도 있는데 드넓은 바다의 절경을 느낄 수 있
다. 산중의 골프장에서는 푸른 자연 속에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골프
를 즐길 수 있다.

타이완은 교통이 편리하고, 먹거리, 볼거리가 모두 풍부합니다. 타이완
으로 골프여행을 하면 스윙의 쾌감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온천을 즐기
면서 본고장의 산해진미도 맛볼 수 있고, 친절하고 다정한 서비스를 받
으며 다채로운 휴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아름다운 경치, 맛있는 요리, 온천, 문화

─휴양오락의 골프천국 

12

타이완

골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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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타이완은 타이완에서 골프장이 가장 많은 곳으로 총 

34개의 골프장이 있다. 북부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 많으며, 시내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여 관광 및 쇼

핑이 용이하다. 또한 골프장의 지형변화가 다양하고 경치

도 수려하다. 해안에 인접한 골프장은 탁 트인 시야로 도전

의식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국제경기 행사를 개최하

는 유명한 곳에서 거장이 설계한 품격높은 골프장을 몸소 

체험해 보자.

타이베이시 근교의 골프장
타이베이시 근교는 분지로서 사방을 둘러싼 산과 해안의 경치가 탁월하다. 골프장 가까이에는 양밍산 

국립공원, 베이터우 온천, 단수이 강변 및 베이하이 해안이 있기 때문에 온천과 맛있는 요리들을 즐기

면서 골프여행을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총 3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북해 풍경구에 위치한 베이하이 골프 컨트리클럽은 바다가 보이

는 절벽 위에 있다. 자연지형을 따라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복이 커서 도전성이 있다. 스윙과 함께 드

넓은 바다를 감상할 수 있고 연습이 끝나면 싱싱한 해산물을 즐기며 아름다운 해안을 감상할 수 있다. 

단쉐이강 해구에 인접한 타이완 골프클럽과 다둔 골프장은 아름다운 석양과 특별한 해산물 식당들

을 갖추고 있다. 골프장은 완만한 산비탈에 있어 스윙할 때 아름다운 강의 경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타이완 골프클럽은 비교적 강한 바닷바람과 강바람이 불고, 양 측면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어 골프애

호가들의 제구력이 필요하다. 「타이완 골프의 아버지」 천진스가 설계한 다둔 골프장은 9번홀 까지 

Par3 3홀, Par4 3홀, Par5 3홀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으로 다둔산을 따라 건설되었고 코스 지형은 모두 

산계곡을 따라 오르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북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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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커우 지역의 골프장
린커우는 완만한 지형, 안정된 기후 그리고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타

이완에서 골프장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타이베이까지 고속도

로로 가면 멀지 않고, 가까이에는 타오위안 국제공항이 있어 비즈니

스 여행객들에게 적합하다. 골프장 지형은 대부분 변화가 많고, 기복

이 심한 언덕이 있어 도전성이 매우 크다. 린커우 북측의 골프장에서

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도 감상할 수 있어 가슴이 탁 트이는 자유를 만

끽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는 수준 높은 개인 골프클럽들이 많은데 정

치 및 비즈니스 목적의 사교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지역은 총 6개 골프장이 있다. 린커우 골프클럽은 모두 27개 홀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지형이 평탄한 언덕에 있어 코스의 기복은 

크지 않고 난이도는 중간정도이다. 코스가 넓고 크며 양쪽으로 침엽수

들이 우거져있어 티샷의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동방골프클럽은 

타이완 최고급 회원제 골프장 중의 하나다. 클럽하우스는 우아하면서

도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다. 코스는 기복이 크고, 변화가 많으며 그린

의 속도가 빠르고 급경사가 있어 퍼팅할 때 도전성이 있다. 동화 골프

클럽은 바다에 인접한 산비탈에 있다. 자연지형에 따라 설계하여 코스 

변화가 크고 표준 Par 4인 7번홀은 세계 500대 홀로 선정된 적이 있

다. 수많은 국제골프대회를 개최한 이곳은 도전성이 굉장히 큰 선수권 

대회급 골프장이다.

미리마 골프 컨트리클럽은 잭 윌리엄 닉클라우스가 설계한 곳으로 총 

36개 홀의 대형 호화 골프휴양지다. 코스에는 총 12개의 저수지, 110

개의 미국식 대형 벙커가 있어 스윙의 즐거움과 도전성이 충만하다. 

그린의 속도변화가 다양하면서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휴양과 경기의 

즐거움을 모두 만끽할 수 있다. 아름다운 섬 타이완의 제1골프장은 전

설의 아놀드 파마가 설계한 곳으로 구릉지형 위에 2개의 표준 18홀 코

스로 되어있다. 그 중 아놀드 코스는 비교적 짧고 난이도는 중간이기 

때문에 스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파마 코스는 각종 장애물들이 

있어 여러가지 도전을 하고 싶은 골퍼들에게 적합하다. 용한 골프클럽

은 자연적인 완만한 기복의 지형에 맞춰 순수 스코틀랜드 링크코스의 

풍격을 살려 18홀 코스로 설계되었다. 무풍 때에는 골프를 여유있게 

즐길 수 있으나 바람이 불면 상당한 모험성이 필요하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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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위안지역의 골프장
인구가 많은 타오위안지역은 북부 타이완에서 각종 문화교류의 중요 거점이다. 국제적

으로 명성 있는 골프장으로 거장의 작품을 좋아하는 도전적인 골퍼에게 적합하며 초일

류 골프시설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근처에는 주요 관광지인 스먼댐이 있고, 호수와 푸

른 산의 절경과 어우러진 산해진미가 있어 골퍼들은 연습을 마친 후 편안한 마음으로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도, 현지의 산수풍경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

이 지역은 모두 3개의 골프장이 있다. 스먼댐 부근의 타오위안 골프클럽은 골프장과 61

개 품격있는 숙박시설을 결합하여 조성된 골프 휴양촌이다. 총 27개의 홀이 있는데, 가

장 특색있는 동구 1번 홀은 총 길이 760야드, 표준 Par 6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홀

이다. 다시 골프클럽은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골프장 중의 하나로 조니워커 클래식, 

BMW배 아시아골프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명성높은 로버트 트렌트 존

스（Robert Trent Jones Jr.）가 설계한 이곳은 27개 홀 모두 변화와 도전성이 큰 타이

완의 중요 골프장이다. 양성 골프컨트리클럽은 여러 번 타이완 골프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2011 LPGA 타이완 선수권대회의 국제경기형 골프장인 이곳도 로버트 트렌트 존

스가 설계했다. 코스 변화가 아주 크고 절묘하여 난이도가 높다. 기백있고 넓은 클럽하

우스는 정성스러운 음식, 숙박시설 그리고 회의 및 휴식시설을 제공하며 완벽한 골프휴

양촌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鎮

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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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지역 골프장
신주는 타이완 테크놀로지 산업발전의 중심지이자 맛있는 간식먹거리들로 유명한 곳이다. 현지 골프장은 원래의 삼림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절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주산의 지형을 이용하여 코스가 설계되어 있다. 풍부하고 변화무쌍하면서도 재미있는 코스 이

외에도 속세와 멀리 떨어져서 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 지역은 모두 3개의 골프장이 있다. 리이 골프클럽은 지형의 기복이 크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공이 산계곡을 넘어가는 

즐거움과 도전성도 함께 만끽할 수 있다. 모든 홀은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다. 양측은 모두 원래의 수풀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라운딩을 할 때 마치 산중에서 산책을 하는 느낌이 든다. 짜이싱 골프클럽은 타오위안현과 신주현의 교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완

만한 산언덕에 있어 시야가 양호하며 기후가 맑으면 타이완 해협의 풍경도 즐길 수 있다. 코스설계는 쉽고 평이하다. 그린면적이 상

당히 커서 초보들도 가볍게 골프의 재미를 맛볼 수 있다. 로열 관시 골프클럽은 풍부한 산의 지형변화와 절묘한 설계로 각종 다양한 

책략을 세울 사고가 필요하다. 그린의 경사도 아주 복잡하고 변화무쌍하여 뛰어난 스윙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골프장내에는 

각종 꽃들이 만발해있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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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중부에는 골프장이 13곳이 있다. 중부지역 

골프장은 기후가 좋고 연평균이 23도다. 햇살이 적

당히 내리쬐며, 산세가 수려하고 지형의 기복이 있

으며 시야가 탁 트인 것이 특색이다. 가까이에는 르

웨탄, 시터우 삼림유락구, 루산온천이 있으며, 전망

이 좋고 풍경이 아름답다.

먀오리 골프장
먀오리현은 총 면적의 80%이상이 산과 

구릉으로 유명한 「산성」이기 때문에 

풍부한 문화적 특성과 매력적인 자연경

관으로 충만한 곳이다. 이곳은 골프의 도

전성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맛있는 현지

음식과, 하카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매년 5월은 오동나무의 계절로 각지에서 여러 행사들이 개

최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이 지역에는 총 2개의 골프장이 있다. 내셔널 가든 골프클럽은 먀오리현에서 유명한 풍경구인 

화염산에 있어서 아름다운 타이완 해협을 조망할 수 있다. 코스의 시야가 넓고 그린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유명하다. 골프장 내에는 국제조형예술가 양잉펑 선생님의 동으로 된 조형작품이 

10점 있는데 골프장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잘 이뤄 예술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라는 찬사를 받는

다. 로열 컨트리 골프클럽은 먀오리 밍더댐 동북 방향의 원시삼림 속에 있다. 시내 중심지로부

터 멀기 때문에 그윽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스윙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은 유명한 설계사 로

버트 트렌트 존스 (Robert Trent Jones Jr.）가 설계하여 그린의 속도가 빠르다. 시야가 탁 트

이고 경관이 아름다운 내셔널 가든 골프클럽은 코스길이는 길지 않으나 기복이 있는 지형에 교

묘한 장애물도 설치되어 있어 모험성이 크고 난이도가 높다.

타이중, 장화, 난터우 골프장
타이중은 타이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 6백만 인구의 경제중심지이며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다. 연평균 온도는 23℃로 1년 내내 햇살이 있고 기후가 좋다. 타이중 지역의 골프장 대부

분은 도시주변에 위치하지만 수려한 산세와 넓은 시야, 그리고 지형기복이 큰 것이 특징이며 타이

중시의 경치조망도 가능하다. 난터우현은 타이완의 중추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의 르웨탄, 시터우 

삼림유락구 및 루산온천은 타이완의 중요 관광지입니다. 또한 장화에서 시내 쪽에 위치한 장화 골

프장과 타이펑 골프장은 모두 국제적인 수준을 갖춘 도전성 있는 골프장이다.

이 지역에는 총 3개의 골프장이 있다. 타이중 흥농 골프장은 타이중시 북쪽의 다두산에 위치해 있

다. 일본인 와타나베 히로시가 자연지형에 맞춰 27개 홀로 설계하였다. 인근에 타이중 과학기술학

교가 있고, 시에서 가까우며 풍경이 아름답고 난이도도 적당하여 타이중에서 인기가 많은 골프장

이다. 난터우시에 위치한 난펑 골프클럽은 시야가 양호하고 경사지에 있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골

퍼 리 트레비노가 설계한 곳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변화 때문에 도전성이 크다. 아름다운 클럽하우

스와 완벽한 코스로 중부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장 중의 하나다. 스윙 하면서 전원 삼림의 

아름다운 풍경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타이펑 골프클럽은 기복이 비교적 큰 구릉지형에 있는데 

도전성이 아주 큰 18개 홀로 되어 있다. 그린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가 아주 커 전체 난이도가 굉

장히 높습니다. 여러 번 국제 골프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 대회형 골프장에 속한다.

後 鎮

埔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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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남부는 열대기후라서 1년 내내 골프에 적합하다. 남부에는 13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모두 

열대 남태평양의 경치로 가득한 골프휴양촌이다. 평원지형이지만 워터해저드와 벙커 때문에 다양

한 도전성이 있다. 주위 관광자연도 풍부한데, 자이의 아리산, 타이난 고성, 항구도시 가오슝, 핑

동 컨딩국가공원 등은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자난평원 골프장 광활한 자난평원은 타이완의 쌀창고로서 풍부한 농업적 특색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특산물들

을 생산한다. 현지 골프장은 대부분 중앙산맥과 연결된 곳에 있는데 국도 3호와 연결되어 있

어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다. 골프장은 대부분 휴양촌 풍격을 띄고 있으며 난이도가 적당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관쯔링의 화산 머드온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리산 

풍경구 등 풍성한 볼거리들도 있다. 평원 남부의 타이난시는 타이완 최초의 발전 도시이다. 특

색있는 인문경관, 최초의 역사고적, 타이난 특색의 지역음식 등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정성들

여 즐길 가치가 있다.

이 지역에는 총 3개의 골프장이 있다. 난바오 골프클럽 근처에는 관쯔링 머드온천, 난위안농

장 등의 관광지가 있다. 아시아 최초로  Ecocert Eco-sustainable Golf검증을 통과한 친자연 

골프장으로 원래의 생태경관을 유지하면서 음악그린, 아일랜드그린 등이 있어 라운딩의 즐거

움을 배로 느낄 수 있다. 용안 골프클럽은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유명 설계사인 피트 다이

가 설계한 골프장으로 27개홀 안에 푸른 산과 녹수구가 있는 전형적인 국제대회 골프장이다. 

코스는 원시삼림으로 덮힌 경사지에서 연장되어 지형의 기복과 변화가 크고 도전성이 상당히 

강하다. 난이 골프컨트리클럽은 54개의 벙커와 11개의 대형 저수지 등 골프의 재미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스윙환경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코스 관리 또한 뛰어나다. 또한 골프장 내에는 각양

각색의 꽃들과 수목, 그리고 저수지가 있으며 경관이 그윽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편안하고 느

긋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남부

化鎮

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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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슝 핑동 지정 골프장
해양도시인 가오슝은 세계 6대 화물항구도시다. 백화점과 쇼핑몰들이 즐비하고 영화, TV에도 자

주 등장한다. 가오슝의 골프장은 지형 기복이 비교적 크고, 난이도도 비교적 높다. 대부분의 골프

장 부근은 관광지인데, 가오슝 골프장은 청칭호반에, 산후관 골프장은 중앙산맥 입구에 위치해 있

다. 골퍼들은 항구도시의 시끌벅적한 야경뿐만 아니라 호반의 아름다운 절경과 각종 맛있는 먹거

리 및 오락이벤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총 2개의 골프장이 있다. 다강산 골프장은 산세가 수려하고 완만한 경사에 큰 저수지

와 독특한 벙커가 특징이다. 코스 관리가 양호하고 사계절 모두 골프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남부 

타이완에서는 유일하게 야간조명이 있는데, 여름 밤에 즐기는 스윙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신이 골

프장은 각종 열대수목들로 특별한 코스정경을 연출하고 있다. 두 개의 그린으로 된 

코스의 총 길이는 622야드로, 표준 Par 5의 6번 홀은 골프장에서 길이가 가장 길며 

타이완 전체 골프장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곳 중의 하나이다.

동부는 중앙산맥의 고산경관과 태평양 해양생태의 풍모를 함께 

갖추고 있어 골퍼들이 편안하게 휴식과 골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

다. 동부에는 총 2개의 골프장이 있다. 이란의 자오시 골프클럽은 

란양평원과 설산산맥이 교차하는 산비탈에 있다. 경사가 평이하

고 시야가 넓어 태평양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해양경관 이외

에 5번홀 코스에서는 맞은편 절벽의 우펑치폭포를 감상할 수 있

다. 운동 후에는 유명한 자오시 온천에서 온천을 즐기면서 하루의 

피로를 싹 씻을 수 있다. 화롄 골프클럽은 화롄현에서 유일한 골

프장이다. 부근에는 타이루거 국립공원이 있다. 이 골프장은 벌써 

80년이 넘는 역사가 있으며 골프장내의 무성한 나무들 때문에 마

치 아름다운 삼림공원 같다. 지형은 평탄하고 코스거리가 길지 않

아 가벼운 마음으로 라운딩하기에 적합하다.

동부

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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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는 대만의 수도로 활기찬 도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타이페이를 방문한다면, 타이페이 101(台北101), 중

정기념당(中正紀念堂),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등 낯익은 

장소들뿐만 아니라 타이페이 곳곳을 누비며 자신만의 기

억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가졌음 한다. 지도를 펼쳐 들고 

자유롭게 마음 가는 데로 걷다 보면 숨겨진 인문의 거리 

용캉제 (永康街), 이국적 분위기가 가득한 중산북로 (中山

北路) 골목, 젊은 유행의 거리 시먼딩(西門町) 혹은 감각적

인 명품이 가득한 신의계획지역 (信義計畫區) 등 다양한 

도시의 면모를 만날 수 있고, 그 곳에서 타이페이 사람들

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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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동취(東區)는 넓게 충효동로(忠孝東路)와 복흥남로(復興

南路), 둔화남로 (敦化南路)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가리키

며, 바로 지하철(MRT) 충효복흥역(忠孝復興站)에서 충효둔화역 

(忠孝敦化站) 사이다. 이 곳에는 3개의 소고(SOGO) 백화점과 웨

이펑광장(微風廣場)이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 일본풍 의상과 액세

서리를 판매하는 개성만점의 작은 가게들도 함께 모여있다. 각 백

화점을 중심으로 골목마다 특색있는 소품점과 인기 많은 숨은 맛

집들이 분포되어 있다. 24시간 영업하는 청핑서점(誠品書店)과 클

럽들도 이곳의 밤 문화를 화려하게 발전시켰다. 평일과 주말에 관

계없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

명품이 가득한 백화점

소고(SOGO) 충효관(忠
孝館)과 둔화관(敦化館)

소고 복흥관
(SOGO 復興館)

웨이펑광장(微風廣場)
여러 고객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명품들이 집결한 일본 
계열의 백화점이다. 유행하는 의상과 액세서리부터 전자
상품 및 식당 등, 갖추어야 할 것은 모두 갖추었으며, 세
일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하다. 1층 광장 
밖의 작은세계로 꾸며진 시계 앞은 많은 사람들의 약속 
장소로 좋은 곳이다. 소고 둔화점(SOGO敦化館)은 최고
급 명품만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국제적인 유명 
명품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대만에서 첫번째로 지하철(MRT)과 연결된 백화점이다. 
1층의 명품매장을 비롯하여 비비안웨스트우드(VIVINE 
WESTWOOD), 케이트스페이드(KATE SPADE) 등의 유
명 디자인 브랜드도 각 층에 위치한다. 일본 계열의 잡
화 전문점 핸즈타이렁(HANDS Tailung) 과 샤오롱바오
(小籠包)가 유명한 딩타이펑(鼎泰豐)도 이 곳에 자리 잡
고 있다.

쇼핑, 휴식, 음식, 오락 등 여러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현대적인 감각의 쇼핑몰이다. 각양각색의 고급 레스토
랑과 영화관, 최상급의 식재료만을 판매하는 식품관이 
위치하여, 많은 명문가 여성들이 가장 애호하는 백화점
이다.  평일 및 공휴일 11:00- 21:30

공휴일 전날     11:00- 22:00

  충효관- 타이페이시 충효동로 4단 45호
(忠孝館-台北市忠孝東路四段45號)
둔화관- 타이페이시 둔화남로 1단 246호
(敦化館-台北市敦化南路一段246號)

  충효관(忠孝館)  +886 2 2776-5555
둔화관(敦化館)  +886 2 2777-1371

  평일 및 공휴일 11:00- 21:30
공휴일 전날    11:00- 22:00

  타이페이시 충효동로 3단 300호
(台北市忠孝東路三段300號)

  +886 2 2776-5555

  영화관-매일 오전 10: 30에서 한밤 중까지.
백화점-일요일~ 수요일 11:00- 21:00,
목요일~ 토요일 11:00- 22:00

  타이페이시 송산구 복흥남로 1단 39호
(台北市復興南路一段39號)

  0809-008-888

MRTMRT

VVG Something 

VVG Bistro 

VVG Table 

VVG BB+B VVG BonBon 

Figure 21

Mcving

PAPA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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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명품매장, 국제 저가브랜드 매장

개성 만점의 골목 상점

맛있는 현지음식 맛보기

청핑서점 둔화점
(誠品書店 敦南店)

Figure 21수공포방(手工包房)

딩따이펑
(鼎泰豐)

도소월 딴즈
미엔 (度小月
擔仔麵)

동취분원
(東區粉圓)

행복 음악상자
(聽見幸福音樂盒)

호양본사(好樣本事)

웨이펑 충효관
(微風 忠孝館)

유니클로(UNIQLO) 명요백화점
(明曜百貨) 플래그십 스토어店

자라 통령점
(ZARA 統領店)

유행잡지에 아시아 최고의 서점으로 뽑혔던 청핑서점(誠品
書店) 둔화점(敦南店)은 1999년 처음으로 24시간 영업을 시
작하였다. 넓고 편안한 공간으로 전시, 연설, 잡화, 서점, 커
피숍이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2층에 위치한 서점과 
카페는 모두 24시간 운영되며, 지하 1층에는 대만 자체 브
랜드의 의상과 악세사리 매장이 있다.

상호명「Figure21」은「figure to one」뜻으로, 이 곳 주
인은 대량생산 상품 대신 고객이 직접 원하는 자신만의 
가죽 상품을 만든다. 제작기간은 1달 정도 소요되며, 해
외 여행객들에겐 우편으로 배송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샤오롱빠오(小�包)는 외국 
여행객들이 반드시 맛보는 
현지음식이다. 식당 안에는 
뜨거운 육즙이 그대로 들어
있어 입술이 데이지 않고 
맛있게 먹는 안내카드가 붙
여져 있다. 식초와 간장의 
알맞은 혼합 비율도 설명되
어 있다.

타이난(台南)의 전통 음식
으로 가게에서 국수를 먹으
면 주인이 직접 면을 만드
는 것을 구경할 수 있다. 국
수 외에도 황금새우롤과 새
우야채롤 등, 모두 놓칠 수 
없는 대만의 전통 맛이다.

1984년 처음 문을 열었
고, 현재까지 즉석에서 
재료를 끊이고,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
하며, 향료와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는다. 20여 
가지의 재료를 제공한
다.

행복 음악상자「聽見幸福音樂盒」는 수공으로 만든 개
성 있는 멜로디 함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여러 
종류의 멜로디 함과 목제품 등, 정교한 장식품들이 많
다. 각자 취향대로 멜로디와 장식들을 골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완성시간은 대략1-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미국 오락홈페이지Flavorwire.com 에서 전세계 가장 아
름다운 서점 중 한 곳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빨
간 대문 뒤 책꽂이에는 주인이 여행 시 수집한 신책과 
헌책들이 자리하고 있다. 생활잡화의 단가는 저렴한 편
은 아니지만, 그 정교함과 품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웨이펑 2관(微風二館)으로도 불리며, 젊은 층
을 주 타겟으로 대부분의 브랜드 상품도 젊은 
층의 캐주얼 의상과 악세사리이다. 일본 유명 
브랜드 MOUSSY 와 홍콩의izzue 모두 이 곳
에 분점을 열었다.

일본의 저가 의상 및 악세사
리 브랜드로 전세계 6번째 플
래그십 스토어 이다. 1층에서 
3층까지 총 1500평의 공간으
로 뉴욕, 런던, 파리 등지 본
점의 면적을 초과한다.

스페인의 저가 의상 브랜드 자라(ZARA)는UNIQLO 정 
맞은편에 2번째 분점을 오픈 하였고, 이로써 두 국제 저
가 의상 브랜드가 충효동로 (忠孝東路)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고 있다. 쇼핑을 좋아하는 여행객들은 이 곳에서 
저렴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동시간 또한 절약할 
수 있다.

  서점- 매일 24시간
매장- 매일 11:00-22:30

  타이페이시 다안구 둔화남로 1단 245호
(台北市敦化南路一段245號)

  +886 2 2775-5977

  타이페이시 다안구 충효동로 4단 205항 29농 1-6호
(台北市忠孝東路四段205巷29弄1-6號)

  +886 2 8771-4498

  타이페이시 다안구 충효동로 4단 218호
(台北市忠孝東路四段218號 )

  +886 2 2228-7890

  타이페이시 다안구 충효동로 4단 216항 8농 12호
(台北市忠孝東路四段216巷8弄12號 )

  +886 2 2773-1244

  충효동로 4단 216항 38호
(忠孝東路四段216巷38號)

  +886 2 2777-2057

  타이페이시 다안구 충효동로 4단 170항 19농
(台北市忠孝東路四段170巷19號)

  +886 2 8773-3913

  타이페이시 충효동로4단 181항 40농 13호
(台北市忠孝東路四段181巷40弄13號)

  +886 2 2773-1358

  매일 12:00- 23:00
  타이페이시 다안구 충효동로 4단 219호
(台北市忠孝東路四段219號)

  +886 2 6639-6999

  일요일~목요일 11:00- 21:30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11:00- 22:00

  타이페이시 충효동로 4단 200호
(台北市忠孝東路4段200號)

  +886 22778-3308

   11:00- 22:00
  타이페이시 충효동로 4단 201호
(台北忠孝東路4段201號)

  +886 2 2778-5080

충효동로(忠孝東路)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떠들썩한 분위기와 달리 금새 조용한 분위기로 바뀐
다. 골목 안 대부분의 상점들은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지만 각각의 특색을 풍기며 자리잡고 있
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일반주택이라고 생각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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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감각적이고 국제화된 공간을 여유롭게 구경하길 원한다면 신의계획구역(信義計畫區)이 가장 이

상적인 지역이다. 이 곳은 타이페이의 신흥 상권(商圈)으로, 도시인의 쇼핑 취향에 알맞게 설계하여 낮

은 밀집도와 용적의 개발 방식을 적용하였고 녹지 조경을 계획하여 소비자들에게 동취(東區)보다 여유

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신의계획구역은 타이페이의 상업 중심지로 타이페이 101(台北101), 타이페이 시정부(台北市政府), 타

이페이 세계무역센터(台北世界貿易中心) 등 중요한 시설들이 이 지역에 속하며 백화점과 호텔, 영화관, 

클럽 바, 고급빌라와 기업의 본사들도 이 지역에 위치하여 타이페이시의 가장 국제화된 구역이 되었다. 

「타이페이 맨하탄」이라고도 하며 낮에는 도시의 중심지로 밤에는 화려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예술, 문화, 생활, 다양한 즐거움
신의계획구역(信義計畫區)은 타이페이의 신흥상권으로, 이 곳에 

가장 먼저 자리잡은 워너브라더스 영화관은 총 17개관이 있으며, 

부채꼴 모양의 대형 스크린과 스포츠 경기장 형식으로 배열된 좌

석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음향효과를 제공한다. 6

층 건물에 25,000평방의 총면적을 지닌 청핑서점은 독서와 함께 

생활로  시야를 넓힌 하나의 지식 박물관이다. 이 곳은 서점을 주

제로 한 문화공간으로, 유행하는 명품과 감각적인 악세사리, 맛있

는 음식, 창의 소품, 장식품 등 다양한 매장들이 있고, life style의 

문화 브랜드를 창조하여 「국제 교류의 무대」가 되었다.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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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공민회관(信義公民會館/四四南村）은 예술문화의 전시 공간으로 권촌(眷村: 

1949년 이후 대륙에서 건너온 군인들의 숙소)풍의 낮고 오래된 건축물이 주변의 

높은 타이페이 금융 중심의 건축물들과 대비를 형성하며 건물 안에는 사사남촌 유

물기념관과「호‧구 (好‧丘)」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으며, 권촌문화(眷村文化)가 제

공하는 전시 활동과 레스토랑이 융합되어 

있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매주 주말과 공휴일은 초대형 무대로 변신

한다. 시정부광장과 신광싼예 동측광장, 중

국신탁 빌딩의 신무대에서는 각종 휴일행사

를 주최한다. 미수중정(威秀中庭)에도 신인 

가수의 앨범 발표 및 콘서트 행사, 싸인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다양한 명품 쇼핑몰과 백화점 
신의계획구역에는 각종 백화점들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를 만족

시킨다. 101 빌딩에는 Taipei 101 쇼핑몰이 위치하여 국제 유명브랜드들이 한 곳

에 모여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쇼핑공간이

고, 5층에는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86~88층은 전망

대 식당이며, 89층 실내 전망대, 91층 실외 전망대는 미래의 창을 상징한다. 영화

관과 신광싼예  백화점(新光三越百貨)은 각 연령층의 소비자를 겨냥하여 A4, A8, 

A9, A11 등 4관으로 되어 있다. 건물과 건물사이를 다리로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

였으며, 비오는 날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신의 청핑서점에서 송고로(松高路)를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면 최고급 백화점

BELLAVITA 에 도착할 수 있다. 30,000평 이상의 넓은 공간으로, 건축양식은 유럽

풍의 고전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모던함을 융합시켰다. 백화점 안에는 Bottega 

Veneta 타이페이점과 Versus 전세계 2번째 매장, 대만에서는 처음으로 미슐랭에 

소개되었던 프랑스 레스토랑 및 디저트 salon 등이 있어 감각적이고 화려함이 절

정에 이른다. 시부전운역(市府轉運站)에 위치한 미인 백화점(美人百貨)은 신의지역

에 생겨난 신흥 백화점으로 대만 여성들이 선호하는 의상과 화장품, 식품 브랜드 

등이 내점하고 있어 직장 여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신의 청핑(信義誠品)
  +886 2 8789-3388
  타이페이시 송고로 11호(台北市松高路11號)
  www.eslite.com

타이페이 101 쇼핑몰
(台北101購物中心)

  +886 2 8101-7777
   타이페이시 신의구 신의로 5단 7호
(台北市信義區信義路五段7號)

  www.eslite.com

미수 영화관(威秀影城)
  +886 2 8780-5566
  타이페이시 송수로 20호(台北市松壽路20號)
  www.vscinemas.com.tw

BELLAVITA
  +886 2 8729-2771
   타이페이시 신의구 송인로 28호
(台北市信義區松仁路28號)

  www.bellavita.com.tw

신광싼예 백화점
(新光三越百貨信義新天地)

  0800-008-801
  A4관-타이페이시 송고로 19호 
(A4館-台北市松高路19號)
A8관-타이페이시 송고로 12호
(A8館-台北市松高路12號)
A9관-타이페이시 송수로 9호 
(A9館-台北市松壽路9號)
A11관-110 타이페이시 송수로 11호
(A11館-110台北市松壽路11號)

  www.skm.com.tw

사사남촌
(信義公民會館/四四南村)

  +886 2 2723-7937
   타이페이시 신의구 송근가 50호
(台北市信義區松勤街50號)

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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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1914년 술 제조 공장이였고, 역사가 98년에 다다른다. 폐허로 방치 되어 있다가 현재는 완전

히 변신한 모습을 보인다. 화산1914 문화공원에는 아름다운 공원 녹지, 창의적으로 설계된 상점들, 맛

집, 학술과 문예의 장인 문화공원 등이 있다. 위치는 타이페이시 충효동로와 팔덕로 교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가 3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한다.

화산 1914 문화공원은 타이페이시 신생고가(新生高架橋) 옆에 위치해 있으며, 부근에는 

팔덕로(八德路)상권 타이페이 추엽원(秋葉原)이 있다. 이곳은 원래 신생고가 옆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이지만 최근에 문화적인 풍경으로 단장되었다. 타이페이는 아주 

밀집되고 복잡한 도시이지만 이곳은 그 복잡함 도시생활을 탈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된

다. 도심의 복잡함과 답답함 속에 한 조각 탈출구 같은 화산공원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동반하는 도심 속의 작은 천국이다. 공원 안의 창고건물은 고건물이며, 과거에 와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폐허로 있던 때에 벽면에 많은 벽화들이 실려 현대예술의 

창조라 칭하였다.

화산]의 역사에 관하여
화산 1914 문화공원은 1914년 일본통치 시대 방

양사(芳釀社)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으며 그때 당

시 대만 최대규모의 주류 공장 중 하나였다. 

1987년 이후에 공장이 이사를 가면서 폐허로 변

하게 되었다.

2002년에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이용되었으며 

2007년에 이르러 대만 문화발전기금회가 이 공

원의 관리 권리를 획득하여 대만 문화와 창의적 

발전의 지역으로 변하게 되었다

오래된 건물과 현대벽화의 만남이 실상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 되지만 이

곳에 와서 보면 놀랍게도 두 가지의 어울림이 경이로워 방문객들의 발길과 카메라가 끊

이지 않는다. 화산 공원(華山園區)은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변

모했고, 만약 주말이나 휴일에 방문한다면 정문공원 옆에 젊은이들이 직접 만든 창조작

품들을 팔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공원 입구에는 작고 귀여운 노점상들이 있어 지나

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끈다.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전시회를 보거나 쇼핑, 산책, 혹은 커

피나 맥주를 시켜 광장이나 큰 나무 아래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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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있는 상점과 도처
에 즐비한 창의적 숨결

청엽신락원(青葉新樂園)
유명한 대만음식점 청엽(青葉)의 분점으로 새롭게 지어진 청엽신
락원(青葉新樂園)은 대만요리 전문 뷔페이다. 음식재료는 대만산 
천연재료 및 무공해 웰빙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점심 12:00~ 14:30, 티타임 15:00~17:00
저녁 17:30~21:30

  +886 2 3322-2009 Alley cat’s Pizza 
가마에서 직접 구어 내는 피자의 명가이며 빵
이 바삭 하고 얇으며, 피자 소스는 그날 그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 낸다. 이국 풍경의 가
게 안 인테리어가 또 하나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월요일~목요일 11:00~24:000
금요일~토요일 11:00~02:00

  +886 2 2395-6006

Legacy Taipei 
실내의 높이가 8미터에 다다르
는 넓고 탁 트인 실내 전망은 
최상의 공연장소이며 배우들과 
관객이 함께 호흡 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며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공연 시 공연에 따라
  +886 2 2395-6660

Trio Café
커피 전문점만이 아닌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고 
커피, 아이스크림, 칵테일 등을 두루 즐길 수 있는 
곳이다.정해진 메뉴가 없으며, 자주 새로운 음식
들이 소개되는 것이 이 곳의 제일 큰 특색이다.

   일요일~목요일 12:00~01:0
금요일~토요일 10:00~22:00

  +886 2 2358-1058

1914 Connection
대만의 현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파는 대만 
최초의 가게이며 대만의 신인 디자이너들과 합
작을 해나가고 있어서 대만의 창조 문화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11:00~19:00
  +886 2 2358-1933

CD Piazza
Cd piazza는 많은 유명한 예술가
들이 한대 모여 각자의 상점을 열
고 각자의 상품을 파는 곳이다.

   평일 11:00~21:30 
금요일~토요일 10:30~22:00

  +886 2 2395-7572

일간찻집(一間茶屋)
작은 공간에 옛 물건들과 옛 사진들로 
인테리어를 하였고 차는 난터우(南投)
의 명간생태자원(名間生態茶園)에서 
가져와 사용하며 편히 쉴 수 있는 공
간을 제공한다.

   12:00~20:00(매주 월요일 휴일)
  +886 2 3393-2809

로총다포(老叢茶圃)
난터우(南投)의 고산차원을 가지
고 있으며, 직접 만든 성로차(星
~茶)는 향기롭고 매우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대만 고산 우롱
차 중의 명품이다.

   11:00~20:00
  +886 2 3322-3351

Déjà vu 데자뷰
대만 유명가수 주걸륜(周杰
倫)이 투자한 식당이다. 유럽
풍의 실내 장식과 중세시대의 
분위기를 풍긴다.
유럽요리가 주를 이루며 주말
에는 라이브 공연도 있다.

   12:00~24:00
  +886 2 32396-8296

디지털 고궁
(精彩數位故宮)
현대 기술로 전시공간을 만들었고 관
광객들로 하여금 대만 고궁에 있는 국
보의 아름다움을 버튼 하나로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하였고 원래 평면 
그림 속 인물과 꽃 새 등이 살아 숨쉬
는듯 보여지게 만들었다.

   10:00~18:00

easyoga Alley cat’s Pizza

CD Piazza

Deja Vu

Trio Café

1914 Connection

Legacy Taipei 

특색 있는 상점들과 전시회장들은 공원내의 크고 작은 구역에 위치해있다. 각

각 새롭고 신기한 특색 상점들이 줄을 지어 있어 화산공원(華山園區)이 활기차

고 생기가 충만하게 한다. 현재의 화산공원은 이전 술공장에서 어렵고 답답한 

미술관 같은 분위기가 아닌 먹고 즐기고 편안하게 쉬며 만족을 주는 창조적인 

멀티공간으로 변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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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룡동(大龍峒)은 타이페이시(台北市)의 중요한 문화 지역이다. 지하철 원

산역(圓山)을 나와서 원산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대룡동 보안궁과 공자묘

(孔廟)에 도착한다. 그리고 매년 한차례 보생문화제와 공자제사가 열리는데 

대룡동의 제일 중요한 민속문화활동으로서 대만 민속문화를 느낄 수 있다.  

대룡야시장에는 맛있는 대만 전통먹거리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타이페이 보안궁
(保安宮)
200년 역사를 가진 보안궁(保安宮)은 건강과 평

안을 보생대제에게 비는 곳이다. 매년 열리는 보

생문화제는 대만 대표적인 큰 종교행사이다. 2달 

내내 행해지며 행사기간 중에는 대만전통극(거즈

시;歌仔戲), 대만인형극(부따이시;戲布袋), 송강

진(宋江陣), 화고진(花鼓陣)등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다. 또 대만 각종 큰 사당에서 요경답가(遶境踩

街)[신을 모시고 길거리 행진하는 의례]를 행사한

다. 그리고 방화사, 약재전시회, 사진전, 무료 의

료진료 등이 열리며 대만 전통 사당문화 및 종교

예술을 느낄 수 있다.

지붕 위와 대들보 위의 정교한 나무 조각품, 석

상 조각품, 사찰 벽화, 진흑 작품 젠녠 등의 예술

품과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온 삼전회자식 건축 

양식 등의 보안궁(保安宮) 건축 예술을 관람해보

자. 이 곳은 2003년도에 유네스코에서 등록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다.

타이페이 보안궁
(保安宮)

   타이페이시 대동구 함밀가 
61호 
台北市大同區哈密街61號

  +886 2 2595-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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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공자묘(孔廟)
공자는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타이페이 공자묘(孔廟) 역시 소박하고 검

소한 스타일이다. 제사를 모시는 것만 아니라 매년 시험 기간 전에 수험표를 들고 공자묘

를 찾아 학업의 순리를 빌기도 한다. 제일 큰 건물은 중심에 위치해있고 주변 건물들은 

육예다매체체험관(六藝多媒體體驗區)이라 불린다. 노자문화의 예(고대 중국 교육의 여섯 

가지 과목, 예, 악, 사, 어, 서, 수가 이에 해당한다)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다. 새 건물인 명

륜당(明倫堂)은 4D강당이며  <타이페이 공자묘>, <공자> 2편의 3D영화를 방영하여 입체

적인 효과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노자 사상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많

은 영향을 주고 있다. 매년 9월 28일 엄숙한 분위기에서 공자의 생일을 모시는 제사가 행

해지며 의식과 복장 음악 등이 장관이다. 팔일무(八佾舞)를 통해 공자의 누구나 차별 없

이 배울 수 있는 사상을 기념하고, 춤사위를 통해 노자의 사상과 교양을 표현한다. 

타이페이시 공자묘(孔廟)
  타이페이시 대동구 대룡길 275번지
台北市大龍街275號

  +886 2 2592-3934

육예다매체체험관(六藝多媒體體驗區)의 각종 버튼
을 누르면 한국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대룡야시장의 전통먹거리(傳統美食)

먹 모양의 특색 선물 
상품

4. 주천길(酒泉街)에 위치한 제일흑오리(第一土鵝)집에서

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오리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타이페이시 대동구 주천길 54-1호 

     台北市酒泉街54之1號

웨이거빙쟈(維格餅家 ) 
주천점(酒泉門市)

  타이페이시 주천길 76호     
台北市酒泉街76號

  +886 2 2599-7533
  매일 08:00~22:00

2. 40년 전통의 전통 충가첨품(忠哥甜品)에서는 모찌와 

풍성한 대만식 팥빙수가 유명하다.
  타이페이시 대동구 대룡길 310호 
台北市大龍街310號

3. 홍차관(紅茶屋)은 오래된 홍차전통의 맛이 일품이며, 

1000cc의 많은 양으로 만족할만 하다.
  타이페이시 대동구 중경북로 3단 335항 56-1호 
台北市重慶北路三段335巷56之1號

1. 용경두장(勇慶豆漿)(콩국집)은 무말랭이를 넣

은 달걀전이 유명하다.
  타이페이시 대동구 중경북로 3단 335항 32호 
台北市重慶北路三段335巷32號

공자묘(孔廟)와 보안궁(保安宮) 주변에 위치한 대룡 

야시장(大龍夜市)은 많은 대만 전통 먹거리가 있으

며, 오리요리, 대만 팥빙수, 홍차, 달걀전 등 많은 사

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검은 먹 모양의 과자, 파인애플

과 죽탄으로 만들어졌으며, 몸

에 좋으며 맛도 좋다. 외형은 문

방사우의 먹에 해당한다.

2.사(射)구역에서는 3D입체 화면으로 선조들의 활 기예를 엿 볼 수 있다.

3. 어(御)구역에서는 게임을 통해 선조들의 기마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다.

1. 예, 악(禮、樂)구역에서는 투영장치를 통해 스스로 움직여 팔일무(八

佾舞)를 추는 듯한 형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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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캉제(永康街)는 일찌기 일본 문관들의 숙소가 있던 

곳으로 현재는 문화적인 분위기의 이국적인 상권으로 

변화하였다. 점심식사 후, 책을 구매하거나 커피를 마

시거나, 이국적인 생활잡화를 구경하고 싶다면 이 곳이 가장 적당한 곳이다. 용캉제(永康街)는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문화, 쇼핑 등에 모두 좋은 장소이다.

현지, 이국의 음식의 중심지
맛있는 음식은 이 곳의 가장 큰 특색이다. 초반에는 대만 길거리 음식과 레스토랑로 집중

되어 있었지만, 후에는 근처 대만대학(台灣大學)과 사범대학(師範大學)의 외국 학생들 거

주로 인해 이국적인 레스토랑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다. 즐거운 국수집(樂麵屋)이라는 

일본라면 가게, 청지 베트남요리 (誠記越南料理), 그리스 풍정(希臘風情) 레스토랑 등 각

국의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일본 드라마 등를 통해 홍보하여 현재 일

본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지역이 되었고 대만 요리를 위주로 하는 치빤(喫飯), 회

류(回留), 뤼상스탕 (呂桑食堂), 다인지우스 (大飲酒食), 샤오인스추(小隱私廚) 등의 유명 

음식점엔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

용캉제상권（永康街商圈）은 타이페이(臺北) 금산남로 (金山南路)와 신생남로 (新生南路) 사이에 

위치하며 용캉공원（永康公園）을 중심으로 용캉가(永康街), 여수가(麗水街), 초주가(潮州街), 금

화가(金華街)의 일부 및 신의로(信義路) 상점까지를 말한다. 일제시기, 이 곳은 일본 문관들의 숙

소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문화의 분위기와 독특한 인문 풍경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조용한 주택지였던 곳이 60년대 딩타이펑(鼎泰豐)과 현재는 이미 없어진 바오궁 극장(寶宮戲院)

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 용캉공원 근처 상점과 가판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초

반에는 용캉제의 가장 유명한 우육면(牛肉麵) 가게와 미분탕(米粉湯) 등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이 

공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점점 주변에 가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더니 후에는 용캉제(永康

街) 상권을 이루었다.

80년대 후반에는 현대화의 영향으로 유럽식, 일본식, 고전풍을 모방한 건축물이 생겨나기 시작

했고, 특히 다안산림공원(大安森林公園)이 완성된 후 용캉공원(永康公園) 정비계획으로 나무보호 

운동과 함께 지역의 외관을 재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조용한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하였다. 

게다가 감각적인 디자인과 녹색의 신선함이 더해져 다른 상권보다 더 정돈된 느낌과 여유로움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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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 LIBERO

독특한 커피숍과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들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용캉제(永康街)의 진정한 인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자유카페(咖

啡小自由), 야부(這YABOO), 소백카페(小白咖啡店), 쩌자이커피(這宅咖啡), 흑조커피(黑潮咖

啡), 학교카페(學校咖啡館) 등 각각의 특색을 지닌 카페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좋은 차를 맛보길 원한다면 용캉

제(永康街)와 여수가(麗水街)의 인문 차 상점에서 대만의 각종 차를 음미할 수 있다. 고문

물(古文物)에 흥미가 많은 사람이라면 소화정(昭和町) 문물시장이나 신의로(信義路) 입구의 

추혜문고(秋惠文庫)에서 많은 물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소화정(昭和町) 문물시장 근처에 

위치한 품묵양행(品墨良行), 또는 용캉 공원(永康公園) 주변의 생활 잡화점들은 세심한 인

문 디자인으로 생활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품묵양행(品墨良行)
디자인, 생활잡화의 공간이 결합되어 편안
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을 제공한다. 지하 1
층과 지상 1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도자
제품과 수공예 슬리퍼, 천 가방, 노트, 생활 
잡지 등을 판매한다. 정기적이진 않지만 전

시를 열기도 한다.   +886 2 2396-8366  
 타이페이시 용캉제 75항 10호(台北市永

康街75巷10號)  www.pinmo.com.tw

대은주식, 소은사주
(大隱酒食、小隱私廚)
실내를 고전풍으로 장식하였고 현지 대만 요리를 맛 보
기 좋은 장소이다. 작은 공간으로 좌석이 많지 않아 손
님들이 항상 어깨를 마주하며 앉는다. 볶는 방식은 대만
식(台式)과 일식(日式), 객가풍(客家風味)이 융합되어 창
의와 전통을 동시에 수용한다.  

소은 사주(小隱私廚)  +886 2 2343-5355  타이페이
시 대안구 용캉제 42-5호(台北市永康街42-5號) 

대은 주식(大隱酒食)  +886 2 2343-2275  타이페이
시 대안구 용캉제 65호(台北市永康街65號)

소화정 문물시장(昭和町文物市集)
지나간 아름다운 시간을 찾는 공간이다. 소화정(昭和町)
은 일제시대의 명칭으로 오래된 상점들을 이 명칭을 그
대로 사용하였고, 이 곳에 오래된 물품을 판매하는 작은 
시장이 형성되었다. 각종 오래된 잡화(雜貨)와 영화 포
스터, 가구, 장난감 등을 판매하며, 오래된 물품을 좋아

하는 이들이겐 천국같은 곳이기도 하다.   타이페이시 
용캉제 60호(台北市永康街60號)

지구 나무(地球樹)
작고 아늑한 생활잡화 상점으로 제 3국과 민족의 공평무
역상품에서 들여온 천연재료로 작업한 수공예품을 주로 
판매한다. 일본공평무역단체 주도하에 제작된 다양한 디

자인의 상품들이 생활의 즐거움을 더한다.   +886 2 
2394-9959  타이페이시 신생남로 2단 30항 35-1호
(台北市新生南路二段30巷35-1號)  www.earthtree.
com.tw

CAFFE’ LIBERO 자유카페
(咖啡小自由)
40년이 넘은 건축물을 카페로 개조하였고, 
옛날 스타일로 실내를 장식하여 오래된 영
화 속 분위기를 자아낸다. 실내는 커피와 
위스키, 케익「Le petit patissierÎ斯理」구
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하여 

맛을 즐길 수 있다.  +886 2 2356-7129 
 타이페이시 금화가 243항 1호(台北市金

華街243巷1號) 

쩌자이카페(這宅咖啡)
일본풍의 카페로 목조지붕으로 덮은 테라스가 있고, 실
내 또한 나무로 장식하여 안락한 느낌을 준다. 내부에 
특이하게 좌식구역이 있어 다다미 위에서 편안히 음료
를 마시며 책도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라떼음

료와 당근케익은 이 곳의 인기 메뉴이다.  +886 2 
2358-3153  타이페이시 용캉제 37항 12호 (台北市永
康街37巷1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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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중산북로(中山北路)에는 국제적인 명품과 대만 현지 디자이너의 샵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타

이완의 예술과 패션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리이다. 일본 점령기와 미군 주둔시기에 원산 신사로 향하는 

태자(太子)을 맞이하는 길이었던 중산북로에는 당시 많은 술집과 클럽들이 세워졌고, 이 후에는 미군들

이 드나드는 이국적인 거리로 번화하였다. 현재는 도시재생계획으로 「광점 타이페이(光點台北)」, 「춤

추는 카페(跳舞咖啡館)」등 오래된 건축물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일제시대의 

소학교 기숙사였던 곳을 「타이페이 당대 미술관(台北當代藝術館)」으로 개조한 것을 들 수 있다. 마치 

보석함 속의 반짝거리는 진주처럼 중산북로(中山北路)에는 깊고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들이 남아있다.

명품상점권

당대 미술전시, 정교하고 감각적인 상점들

지하철(MRT) 중산역(中山站)에서 쌍련역(雙連站)까지를 중산북로가 가로

지른다. 길 양쪽으로는 웨딩샵들과 명품 루이비통(LV), 디오르(Dior), 샤넬

(Channel), 대만 국제적인 디자이너 Carole Chang Taipei, WUM, 쉬옌링

(許豔玲) 등의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또한 근처에는 징화

(晶華), 라오예(老爺), 궈빈(國賓) 등 5성급 호텔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 곳

은 타이페이 동취(東區)처럼 번화한 곳은 아니지만 깨끗한 거리와 운치있

는 가로수가 멋지게 늘어선 고급 패션 거리이다.  

패션과 예술문화를 함께하고 있는 이 곳은 독특한 문화들을 즐기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골목골목마다 정교하고 감각적인 작은 상점들과 도시재생을 통해 예술문화 장소로 탈바꿈

한 장소들이 곳곳에 위치한다. 「타이페이 당대 미술관(台北當代藝術館)」은 일제시대 소학교, 

타이페이 시정부(市政府)의 숙소였던 공간과 현재의 중학교 시설을 결합, 개조하여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학교와 미술관이 같은 건축물을 사용하는 예를 선보였다. 역사 공간을 시민들과 공유

하기위해 다른 영역, 다른 국적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영화, 전시, 설치예술 등 다양한 예술작

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타이페이시 예술문화 발전에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33

대만의 좋은 가게

버섯( )

시위에러

신광삼월 백화점

타이페이 당대 미술관

M
R
T
중
산
역

M
R
T

중산북로(中山北路) 1, 2단과 남경서로(南京西路), 적봉가(赤峰街), 장안서로(長安西路) 등

의 골목 안에는 특색있는 작은 상점과 카페들이 모여 있다. 가까이에 지하철 중산역(中山

站)이 있어 대만의 많은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이 매장을 열거나 작업실을 설립한다. 예를 

들면 「버섯;蘑菇」, 「대만의 좋은 가게;台灣好，店」, 「The One」, 「PPAPER」등의 

매장은 정교하면서도 특색 있는 인테리어로 디자이너의 풍부한 창의능력을 엿볼 수 있다. 

골목 안에는 인문 까페와 디저트 가게, 감각적인 고급미용실, SPA등이 자리하고 있어 중

산북로를 휴식공간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게 하였다.

The One 중산 개념점

(中山概念店)
생활 장식품과 디자이너의 작품이 전
시된 공간으로 맛있는 음식, 오후차, 향
긋한 술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인 
The One 중산개념점은 4층짜리 건물
로 담백하고 건강식의 디저트와 음료를 
제공하여 점심과 저녁, 여유로운 오후

차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타이페이
시 중산북로 2단 30호(台北市中山北路

二段30號)   +886 2 2536-3050

MELANGE CAFÉ
일본과 유럽풍 분위기를 동시에 지닌 카페이며, 목조 실내장식
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모든 커피와 간단한 음식 
등은 현장에서 바로 만드는 방식을 고수한다. 더치커피와 커다
란 와플은 여성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카페 앞은 보통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린다.   타이페이시 중산북로 2단 16항 
23호(台北市中山北路二段16巷23號)   +886 2 2567-3787

Bisou Bisou
파리 디자인학원을 졸업한 두 여성이 문을 
연 복합명품점으로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최
신 디자인상품과 대만차(茶品), 예술문화작품 
등을 전시한다. 여행자에게 프랑스어 Bisou 
Bisou「키스」의 의미처럼, 생활 속 아름다
움과 키스하는 듯한 느낌을 부여하고자 한

다.   타이페이시 중산북로 2단 20항 6-1호
(台北市中山北路二段20巷6-1號)   +886 2 
2523-3521

버섯 (蘑菇 Booday)
독특한 기념품 상점으로 1층은 천연소재 질감의 티셔
츠와 가방 등, 생활 잡화를 전시 판매하고, 2층에서는 
직접 구워낸 맛있는 디저트와 커피를 즐길 수 있다. 

  타이페이시 남경서로 25항 18-1호(台北市南京西路
25巷18-1號)   +886 2 2552-5552 

대만호，점 (台灣好，店)
대만 각지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창의적인 
소품을 주로 판매하고 원주민 수공예품, 목
공예, 석조, 대만산 홍차 및 선물세트 등 다
양한 대만문화를 느낄 수 있는 상품들을 선

보인다.   타이페이시 대통구 남경서로 
25항 18-2호(台北市南京西路25巷18-2號)   
+886 2 255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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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에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었던 지명인 시먼딩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1890년대 일본인이 이곳을 도심상업지로 구획한 이래 현재

까지 타이베이 서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다. 시먼딩은 먹거리와 오락

거리 등 다원화된 놀이문화의 낙원일 뿐만 아니라 타이완 젊은이들 사

이에서 유행하는 문화예술품 발전의 요충지이다. 패션, 액세서리, 음반, 잡지 등 주로 한국과 일본스타일

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영화・음악・디지털・최신 유행 패션의 출시이벤트가 늘 벌어진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음식 아종 셴(아종국수), 라오톈루 루웨이(탕에 졸인 음식), 청두 양타오빙(빙수), 양기 화

성위미빙(땅콩 옥수수 빙수), 사이먼 톈부라(튀김요리), 야러우볜(오리, 면전문점)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어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홍콩, 마카오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필수 관광코스다. 가까운 중산

당에서는 예술 공연을 감상할 수 있고 2층~4층의 레스토랑에서는 음식과 오후차, 커피를 즐기면서 옛 건

축물의 예술적 분위기에 흠뻑 녹아들 수도 있다.

시먼홍러우

   타이베이시 완화구 청두로 10호
(台北市萬華區成都路10 號)

  +886 2 2311-9380
  www.redhouse.org.tw
   화요일~일요일 11:00~ 21:30 (월요일 
휴관)

지하철 시먼역 근처의 시먼홍러우는 2층 서양식 벽돌건축물로 1908년 일본인이 

만든 이 국영시장은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온전히 보존된 3급 고적건물이다. 

당시 타이완 총독부의 건축보수를 담당하며 서양식 건축양식에 정통했던 일본인 

곤도주로가 설계한 이 건물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길 기원하는 의미의 「8

괘구조」로 설계되었고, 주 건물은 「십자형구조」인 것이 특징이다. 「시먼홍러

우」는 바로 옆에 위치한 난베이광장까지 모두 포함하여 일컬어진다. 초기에는 

시장용지였던 시먼홍러우는 훗날 극장, 강연장, 영화관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역사전승, 문화, 그리고 예술전시 및 공연의 명소가 되었다.

1층에는 홍러우와 시먼딩의 역사와 추억이 깃든 전시품들이 진

열되어 있고, 향이 그윽한 커피전문점과 타이완 특색을 갖춘 상

점들이 있다. 뒤쪽 십자루의 「16공방」과 「꿈을 품은 기지」 

두 곳에서는 각양각색의 문화창의 상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있

다. 입구 쪽 대문 옆의 회전계단은 2층의 팔각형 로비와 통한

다. 그리고 인형극, 만담, 춤, 음악회, 무대극 등 예술문화공연들

도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홍러우 밖 광장에는 창의시장이 있는

데 매주 주말과 휴일에는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

을 전시하면서 활력과 창의력으로 가득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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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먼딩은 수십년동안 영화관 집성지였다. 가장 전성기 때는 수십 개의 극장이 있었다. 

비록 현재는 옛날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3대 영화관인 르신, 러성, 하오화 영화관

이 우창제 2단거리에 밀집해 있어서 「영화의 거리」라는 특색이 형성되었다. 제작자

들은 영화 선전을 위해 자주 영화, 포스터, 간판 등을 거리에 배치하여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창제 끝의 캉딩루에는 영화테마공원이 있다. 원래는 

타이베이 가스회사가 있었던 곳인데 30여 년간의 변모를 거듭한 후 지금은 공공예술장

소로 바뀌었다. 커피전문점과 노천 다기능 광장도 있으며 때때로 노천영화를 상영하거

나 이벤트 행사를 여는 등 시먼딩에서 가장 큰 야외 예술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영화거리(우창제)

타투거리(한중제)

무대의상 거리(한중제)

   타이베이시 완화구 캉딩로 19호(영화 테마공원)
台北市萬華區康定路19號（電影主題公園）

  타이베이시 완화구 한중제 50항(台北市萬華區漢中街50巷)

    타이베이시 완화구 한중제(청두로와 창사제 2단 사이)
台北市萬華區漢中街（成都路與長沙街2段間）

한중제 50항으로 들어서면 불과 100미터도 안되는 짧은 거리 양쪽에 타투가게

와 네일아트점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독특하고 전위적인 거리를 형성하고 있

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타투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지만 만약 한 때의 충동이라

면 나중에 후회막급일수도 있으니 먼저 시각적 효과를 시험하기 위한  붙이는 

타투로 체험을 해보자. 그러나 이것도 몇 주가 지나야 완전히 지워진다.

시먼홍러우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중제와 창사제 일대 양쪽에는 무대의상 

대여점, 댄스 의상점, 공연도구 판매점이 많다. 대부분 치어리더 공연이나 연

말공연, 크리스마스 파티 등 특수복장이 필요한 경우 주로 여기에서 대여한

다. 각양각색의 기괴한 의상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중국고전복장, 동화의상 

그리고 동・식물 복장 등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의상들과 세트인 모자, 가

발, 신발도 있어서 즐겁게 다른 인물들로 분장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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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토우(北投) 지역의 온천은 19

세기말 무렵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여    

1894년 독일의 광산업자가 온천지역

개발을 하면서 발달되었고, 1896년

에 일본인이 톈고안여사(天狗庵旅社)

라는 온천여관업을 시작하면서 이 지

대의 온천여관들이 지어지게 되었다. 

베이토우온천 잡지를 간행하였고, 당

시 일본인이 설립한 동아시아 최대

의 공공온천시설이 이 곳에 지어졌다. 

또한 온천지역에서 볼 수 있는 ‘나

카시(那卡西)’라는 공연문화도 발전

하였다. 1960년에서 1970년대 베

이토우 온천이 가장 번화했을 때에는 

대략 70여 개의 온천여관이 있었으

나 1980년 이후부터 쇠퇴의 길을 걷

게 되었다. 지금은 건강에 대한 관심

과 외국관광객의 증가로 타이페이시

의 중요한 휴식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되고 있다.   

베이토우의 산책여행
온천은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통을 완화시키며 좋은 온천수는 신경통과 풍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베이토우 온천은 대순산에서 섞여 내려온 백광, 청광, 철광질의 삼종 

광천수의 성분을 가진 우수한 온천수라고 한다. 베이토우 온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

다면 베이토우 온천박물관을 관람해보자.  

신베이토우 전철역에서 내려 광명로에서 건너 중산로를 10분 정도 걸어가면 온천박물관

에 도착한다. 일찍이 온천 대중탕이 박물관 내에 건설되어 당시로는 동양최대의 규모였고 

이 지역의 온천 역사 문물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일본 옥천과 이곳 두 군데 

온천에만 발견되는 광물질이 있는 지하 2층의 온천 광석을 꼭 들러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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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이다꺼란 문화관
(凱達格蘭文化館)
  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중산로 3-1호
台北市北投區中山路3-1號 

  +886 2 2898-6500
  www.ketagalan.taipei.gov.tw

2.베이토우 온천박물관
(北投溫泉博物館)
  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중산로 2호
台北市北投區中山路2號

  +886 2 2893-9981

3.베이토우 도서관
(北投圖書館)
  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광명로 251호
台北市北投區光明路251號

  +886 2 28977682
  beitoumuseum.taipei.gov.tw

4.매이팅(梅庭)
  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중산로 6호
台北市北投區中山路6號

  +886 2 2897-2647

5.띠러구(地熱谷)
   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중산로 끝(온천

로 교차점)
台北市北投區中山路底(靠溫泉路端)

온천박물관 부근에 있는 카이다커란 문화관(凱達格蘭人文化館)은 약 400

년 전의 베이토우 지역에 살던 원주민 카이다커란족의 문화와 이후의 한

족 핑푸족의 자료들을 전시해 놓았다. 이외에도 문화관 맞은편의 베이토

우 도서관도 꼭 들러보자. 타이완의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환경건축물로 

생태공원이 풍부한 베이토우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실내의 가득한 책 

냄새와 자연과 새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곳이다. 

중산로를 따라 가다보면 유명한 서예가 우요런(于右任)의 별장 매이팅(梅

庭)이 나온다. 관 내에는 서예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중산로 끝에는 띠

러구(地熱谷)라는 온천이 나오는데 지옥불이라는 뜻으로 90도에서 100도

의 고온 온천수가 나오는 곳으로 연기와 함께 사방이 난간으로 되어 있어 

감상하기 좋고, 길가의 흐르는 온천수에 발을 담그며 경치를 감상하는 것

도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이다. 

베이토우 온천소개 베이토우 온천에서는 대중탕, 개인탕, 가족탕 등 다양한 온천을 선
택할 수 있다. 다음은 특색있고 소문난 온천 네 곳을 소개한다.

고전적 풍경─롱나이탕
(瀧乃湯)
롱나이탕(瀧乃湯)은 타이완의 최초 온천여관으로 톈고
우여관(天狗庵旅社)과 함께 저명한 인사들이 드나들던 
곳으로 일본 태자와 손중산이 들른 적이 있으며 이 때 
제작된 기념비도 있다. 고전적 시설로 갖춰진 롱나이
탕은 온천가격이 약 NTD100원이다.

  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광명로 244호
台北市北投區光明路244號

  +886 2 2891-2236

고품격 온천여관─쟈샤우
(加賀屋)
쟈샤우는 일본과 타이완의 일승그룹이 지은 
온천여관으로 일본의 25년째 최고의 인기
를 누리고 있는 쟈샤우온천을 본따 만들었
다. 높은 품격의 인테리어와 설비로 인기이
며 대중탕의 가격은 약 NTD1200정도이다.

  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광명로 236호
台北市北投區光明路236號

  +886 2 2891-1238

대중탕─베이토우 온천공원
베이토우 공공 대중탕의 위치는 메이팅(梅庭) 
부근으로 냉중열탕의 세가지 온도의 온천수를 
즐길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공공온천탕 가격은 약 NTD40이다.

  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중산로 6호
台北市北投區中山路6號

  +886 2 289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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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후현정부

● 기관 이름(한글)：펑후현정부

● 기관 이름(영어)：Penghu County Government

● 전화：+886 6 926-8545

● 팩스：+886 6 926-4710

● 주소(한글)：펑후현 마송시 치평로 32호 

● 주소(영어)： NO.32,Jhiping Rd.,Magong City,Penghu 

County , Taiwan

● 홈페이지：tour.penghu.gov.tw

●● 기관 이름(한글)：펑후현정부후기관 이름(한글)：펑후현 기기관관 이이름름(한글글)：펑펑후후현현정정부부기기관관 이이름름(한한글글)：펑펑후후현현정정부부기기관기관관 이이이름름름(한한한글글글글) 펑펑후펑후후현후현정현정부정부부부기기관관 이이름름(한한글글글) 펑펑후후현현정정부부

●● 기관 이름(영어)：Penghu Cou 기기관관 이이름름(영어)：PPennghhu CCouu기기관관 이이름름(영어)：PPennghhu CCouu기기관관 이이름름(영 ) PPenn hhu CC uu기기관기관관 이이이름름름(영영어) PPePengn huhu CCoC uu

●● 전화 + 8 26 85 5 전전화화：++8886 6 9226--855455전전화화 ++8886 6 9226 855455전전화전화화 ++8+ 868 6 9262 8545 55전전화화 ++ 88 22 55 55

●● 팩스：+886 6 926 47107스：+886 6 926 4710 팩팩스스：++8886 6 9226 477100팩팩스스：++8886 6 9226--477100팩팩스스 ++ 88 22 77 00팩팩스팩스스 ++8+ 868 6 9262 4717 00

INFO

펑후---푸른빛 맑은 바다, 눈부신 태양, 부드러운 바

람, 금빛 모래사장, 어부의 섬이라고도 불립니다. 문

화와 자연이 잘 보존된 환경도시 그리고 행복의 섬 

펑후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그리고 북해에서의 물

놀이와 남해의 조류감상까지 수백년을 내려오며 이루

어진 시공을 초월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 

곳 타이완해협의 해상 진주의 섬 펑후에서 자연의 깊

은 감동과 심신의 편안한 휴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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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수신(手信) 제과 

타이완 사람은 정(情)이 있는 민족이다. 매년 주요 명절에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풍습이 있다. 타이완 수신(手信) 제과는 대만

어의 “마음을 가득하는 선물”이라는 뜻을 이용하여 지은 회

사이름이다. 

그리고 타이완 수신(手信) 제과의 정신은 좋은 품질의 과자로 

상대방에게 타이완의 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다양한 선택과 맛

있고 고급스런 과자 선물로 보내는 사람의 정성뿐만 아니라 선

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만족시킨다.
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만족시
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399393999

● 기관 명칭(한글)：타이완 수신(手信) 제과 

● 기관 명칭(영어)：TAIWAN SHU SHIN

● 전화：+886 2 2713-8999

● 팩스：+886 2 2713-9199

● 주소(한글)：타이페이시 손산구 민권동로 3가 170-1번지

● 주소(영어)： No.170-1, Sec. 3, Minquan E. Rd., 

Songshan Dist., Taipei City 105, Taiwan

● 홈페이지：www.3ssf.com.tw

● 메일：cam_nghi15@3ssf.com.tw

●●●●● 기관관 명명칭칭(한한글글))：타타이이완완 수수신신(手信 기관 명칭(한글 ：타이완 수신 手칭(한글)：타이완 수신(手기관 명칭(한글)：타이완 수신(手信手관기관관 명명칭칭(한한글글))：타타이이완완 수수신신(手信기관관 명명칭칭(한한글글))：타타이이완완 수수신신(手信기관관관 명명칭칭 한한글글)) 타타이이완완 수수신신(手手信기관관관 명명칭칭 한한글글)) 타타이이완완 수수신신(手手信

●●●● 관 명칭명칭(영어)기관 명칭관 명칭(영어) S기관 명칭(영어)기관 명칭(영어)：TAIWAN SHU 관 명칭(영어)：TAIWAN S관 U관 기관관 명명칭칭(영영어어))：TAAIWWAANN SSHU S 기관관 명명칭칭(영영어어))：TAAIWWAANN SSHU S기관관관 명명칭칭 영영어어)) AA WWAANN SSHU기기관관관 명관 명칭명칭(칭 영영영어어어)：) TAAIA WWWAANANN SHSHUU

●● 전화 + 8 2 2 13 9 9 전화화：+8886 2 227133-89999전화화 +8886 2 227133 89999 전전화화화：화 +8868 2 2 22727 313 83 9999999전화화화 88 2 227133 9999

●●●●● 2스：+886 2 2713 91：+886 2 2713 91 9팩스스 팩스스：+8886 2 227133 9199팩스스：+8886 2 227133-9199팩스스스 88 2 227133 199팩팩스스스：스 +8868 22 22727 313 93 91999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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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 고보 제과   

● 기관 이름(한글)：비거 고보 제과 

● 기관 이름(영어)：Vigor kobo Co. Ltd.

● 전화：+886 2 2586-3816

● 팩스：+886 2 2598-9084 

● 주소(한글)：신페이시 우꾸구첸타이로1가 87번

● 주소(영어)： No.87, Sec. 1, Chengtai Rd., Wugu Dist., 

New Taipei City 248, Taiwan

● 홈페이지：www.taiwan-vigor.com.tw

● 메일：vigor.foods@msa.hinet.net

●●● 기관 이름(한글)：비거름 거기기관관 이이름름(한한글글)：비거기기관관 이이름름(한한글글)：비거 기기기관관관 이이름이름(름 한한한글글글)：비비거기기관관 이이름름 한한글글) 비거

●●● 관 이름(영어)：Vig름 g기기관관 이이름름(영영어어)：VVigg기기관관 이이름름(영영어어)：VVigg기기관관 이이름름 영영어어) VV gg기기기관관관 이이름이름(름 영영영어어어)：VVV gg

● 화 8 6 2 2 8전전화화：+88866 22 225886--전전화화 +88866 22 225886전전전화화화 +++888866 6 22 252 868전전화화 ++88866 22 22 88

●●●●● 팩스：+886 2 25988 팩팩스스：+88866 22 225998팩팩스스：+88866 22 225998--팩팩스스 ++88866 22 22 99팩팩팩스스스 +++8888666 22 252 989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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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992년부터 지금까지 창립 20년을 맞이한 비거 고보 제과는 타
이완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과자류 브랜드이다. 그리고 타이완 
국내 매스컴 방송과 손님들의 호평 덕분에 이제 타이완의 대표
적인 제과회사일 뿐만 아니라 타이완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비거 고보의 과자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과자
는 바로 파인애플 쿠키인 펑리수(鳳梨酥)다. 또한 2012년에 비
거 고보 제과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펑리수 공장을 세웠다. 이 
공장 안에는 재미있는 제과 기술과 펑리수 만들기 체험을 통하
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타이완의 파인애플에 대한 풍부한 
맛과 재미를 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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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호텔

주도호텔은 국제적인 338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분들

께 국제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오

시는 방문고객이 많이 애용해주신 점에 매우 감사드리며, 국제

적인 추세에 따라 2009년 말 178개의 객실을 증설하게 되어 총 

516개 객실을 보유한 명실공히 고급 호화호텔로 거듭나게 되

었습니다. 한국의 각 유명여행사에서 오시는 단체고객님들께도 

아주 적합한 장소로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는 서비스로 모

든 고객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 기관 명칭(한글)：주도호텔

● 기관 명칭(영어)：Chuto Hotel 

● 전화：+886 3 3766-177

● 팩스：+886 3 3766-186

● 주소(한글)：타오위엔시 타오잉로 398호

● 주소(영어)：No.398, Taoying Rd., Taoyuan City, Taiwan

● 홈페이지：www.chuto.com.tw

● 메일：chuto@ms38.hinet.net

●●●●● 관 명칭(한글)：주도호텔기관 명칭(한글)：주 호 기기관관 명명칭칭(한한글글)：주주도도호호텔기기관관 명명칭칭(한한글글)：주주도도호호텔기기기관관관 명명칭명칭(한칭 한한글한글글글 ：주주주주도도도도호호호호텔기기관관 명명칭칭 한한글글 주주주도도도호호호텔

●●●●●● 기관 명칭(영어)：Chuto  기기관관 명명칭칭(영영어어)：CChhutto 기기관관 명명칭칭(영영어어)：CChhutto기기관관 명명칭칭 영영어어 CChh tt기기기관관관 명명칭명칭(칭 영영영어어어 ：CCChuh tot

●●●●● 전화 +8 6 3 3 6 17 전전화화：++88866 33 337666--1777전전화화 ++88866 33 337666 1777전전전화화화 +++888 6 6 33 373 666 1777전전화화 ++88 66 33 33 66 77

●●●●●●●●● 스：+886 3 3766 18팩 8 팩팩스스：++88866 33 337666 1886팩팩스스：++88866 33 337666--1886팩팩스스 ++88 66 33 33 66 88팩팩팩스스스 +++888 66 33 373 666 1868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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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시 항공 호텔

● 기관 이름(한글)：타오시 항공 호텔

● 기관 이름(영어)：Hotel Orchard Park

● 전화：+886 3 385-1188

● 팩스：+886 3 385-5611

● 주소(한글)：타오위엔현 대원향 대관로 777호

● 주소(영어)： No.777, Daguan Rd., Dayuan Township, 

Taoyuan County, Taiwan

● 홈페이지：www.hotelorchardpark.com

● 메일：services@hotelorchardpark.com

●● 관 이름(한글)：타오시 항기관 이름(한글)：타오시 공오시 항공오기관 이름(한글)：타오시 공공 기기관관 이이름름((한한글글)：타타오오시시 항항공공 기기관관 이이름름((한한글글)：：타타오오시시 항항공공기기관기관관 이이이름름름(한(한글한글글 ：타타타오타오오시오시시 시 항항항항공공공공기기관관 이이름름((한한글글 ：타타오오시시 항항항공공공기기관관 이이름름((한한글글) 타타오오시시 항항공공

●● 기관 이름(영어)：Hotel Orcha 기기관관 이이름름((영어)：HHottel OOrcchaa기기관관 이이름름((영어)：HHottel OOrcchaa기기관관 이이름름((영어 ：HH tt  OO cc aa기기관기관관 이이이름름름(영(영어어 ：HHoH tet OOrcO chc aa

●● 전화 + 8 전전화화：++8886 3 3885--111888전전화화 ++8886 3 3885 111888전전화전화화 ++8+ 88686 3 3858 1181 88전전화화 ++ 886 88 11 88

●● 팩스：+886 3 385 561166팩스：+886 3 38 팩팩스스：++8886 3 3885 566111팩팩스스：++8886 3 3885--566111팩팩스스 ++ 886 88 66 11팩팩스팩스스 ++8+ 88686 3 3858 5616 11

INFO

타오위엔 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타오위엔 고속철도역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휴가, 항공기 환승을 위한 호텔로서 객실은 187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8급 지진에도 안전한 내진 설계를 자랑하며 중식, 서양식, 일본식 레스토랑과 바와 클럽, 연회장, 회의실, 쇼핑몰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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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엔 온천호텔

● 상호명(중문)：아시엔 온천호텔

● 상호명(영문)：A SAN HOT-SPRING HOTEL

● 전화：+886 3 988-7299 

● 팩스：+886 3 988-7299

● 주소(한글)：이란현 초계향 충효로 103항 22길 1호

● 주소(영문)： No.1, Aly. 22, Ln. 103, Zhongxiao Rd., Jiaoxi 

Township, Yilan County 262, Taiwan

● 홈페이지：www.vipspa.com.tw

● 이메일：gotospa0509@yahoo.com.tw

●● 상호명(중문)：아시엔 온천호텔상호명(중문)：아시엔 온천호호 상상호호명명(중중문문)：아아시엔엔 온온천천호호텔텔상상호호명명(중중문문)：아아시엔엔 온온천천호호텔텔상상호상호명호명(명 중중중문문문)：아아시아시엔엔 온엔 온온천온천천호천호호호텔텔상상호호명명 중중문문) 아아시엔엔 온온천천호호텔텔

●● 상호명(영문)：A SAN HOT SP 상상호호명명(영영문문)：A SAANN HHOOT SPP상상호호명명(영영문문)：A SAANN HHOOT--SPP상상호호명명 영영문문) A AANN HHOO PP상상호상호명호명(명 영영영문문문)：AA SAAANN HOHOTO SPP

●● 전화 + 2 9 전전화화：++8886 3 9888--722999전전화화 ++8886 3 9888 722999전전화전화화 ++8+ 88686 3 9888 7292 99전전화화 ++ 886 88 22 99

●● 팩스：+886 3 988 72992팩스：+886 3 98 팩팩스스：++8886 3 9888 722999팩팩스스：++8886 3 9888--722999팩팩스스 ++ 886 88 22 99팩팩스팩스스 ++8+ 88686 3 9888 7292 99

INFO

쟈오시(礁溪)향에 위치한 이 호텔은 쟈오시 기차역에서 걸어

서5～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산 언덕에 위치하여 원시림 생태

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수려

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5층 식당과 야간 노천카페에서

는 쟈오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객실에는 개인전용 온

천탕이 갖춰져 있어 몸을 담그고 있으면 마음속까지 온기가 전

해져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리고 자연 속의 편안

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치 숲과 정원 속에 있

는 듯한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야외 온천탕과 양생

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시엔 온천은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

으로 환영합니다.



44

통계: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

출 입 국 
인 수  통 계

2 0 1 2
J U N
타이완을 방문하는 관광객 인수 통계：607,778인(+)31.37%

외국인 관광객 수 통계：310,632인(+)10.01%

(한국 관광객 인수 통계) ：19,831인(-)1.64%

교포 관광객 인수 통계：297,146인(+)64.84%

출구 인수 통계：908,600인(+)2.05%

2011-2012년 매달 출국 인수 통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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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2  2011년~2012년 타이완을 방문하는 한국인  통계와 
비교표

도표3  2011년~2012년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한국
인수 통계표

월 

1 

2 

3

4 

5 

6

통계 

7 

8 

9

10 

11 

12 

통계

2012년 (단위：인)

901,293

772,495

723,643

851,486

849,354

908,600

5,006,871

2011년 (단위：인)

인)690,743

804,856

667,160

752,558

809,015

890,332

4,614,664

1,031,747

911,458

823,272

844,814

706,108

656,728

9,583,873

비율(%)

30.48

-4.02

8.47

13.15

4.99

2.05

8.50

월 

1 

2 

3

4 

5 

6

통계 

7 

8 

9

10

11 

12 

통계

월 

1 

2 

3

4 

5 

6

통계 

7 

8 

9

10

11 

12 

통계

월 

1 

2 

3

4 

5 

6

통계 

7 

8 

9

10

11 

12 

통계

통계(A) 

460,064

525,240

693,185

691,086

599,098

607,778

3,576,451

인수

25,760

23,284

21,571

19,862

20,535

19,831

130,843

인수

17,516

14,535

12,733

11,673

12,505

10,638

79,600

교포(C) 

195,807

213,007

324,900

375,198

295,070

297,146

1,701,128

매일 평균

830

802

695

662

662

661

718

매일 평균

565

501

410

389

403

354

437

매일 평균 

14,840

18,112

22,361

23,036

19,325

20,259

19,650

인수

24,316

23,190

19,531

67,037

18,656

20,413

12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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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97

9,307

12,446

9,331

9,479

11,288

12,745

133,793

매일 평균

784

828

630

744

621

658

697

572

688

599

576

695

654

665

매일 평균

433

504

312

413

316

371

382

300

401

311

305

376

411

366

외국인(E) 

264,257

312,233

368,285

315,888

304,028

310,632

1,875,323

비율(%) 

5.94

0.41

10.44

6.46

0.60

-1.64

3.62

비율(%) 

30.37

2.95

31.44

23.11

8.61

-2.94

15.03

통계(B)

400,617

453,468

518,215

1,372,300

550,158

470,471

2,85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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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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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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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76

14,778

16,354

15,366

17,111

20,645

20,922

16,678

통계(A/B) 

14.84

15.83

33.76

25.62

27.34

31.37

25.24

교포(C/D) 

42.11

21.69

58.36

39.54

48.13

64.84

45.85

외국인(E/F) 

0.54

12.14

17.64

12.31

12.07

10.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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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012년2011년 2011년

한국 관광객 인수 한국 관광객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