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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숑」     에 가자

기온이 따뜻한 까오숑은 타이완 제 2의 도시이다. 

현대화된 도시경관과 바다 가까이에 위치하여 해

양 문화의 활력이 넘쳐 흐르며 풍부한 자연자원을 

자랑한다. 아이허(愛河)는 도회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며 도심 사이로 흐르고, 치진(旗津), 시즈완

(西子灣), 롄즈탄(蓮池潭)은 물과 자연을 동시에 즐

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며, 부처기념관(佛陀紀

念館) 그리고 메이농(美濃)의 작은 촌락 풍경 또한 

관광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다양한 까오숑을 매력을 도심, 해양, 종

교, 농촌마을 등 네 가지 관광요소를 주제로 까오

숑의 관광정보를 미리 정리해보자.

여행 정보
아이허 관광안내센터(愛河旅遊服務中心)
전화번호 : +886-7-221-0768

주소 :  허동루 와 민성2루 의 교차로에 위치한 건

물 1층[국빈호텔 맞은편]

(河東¹與民生二¹交叉口的鰲燈1Ä, 國賓

飯店斜對面)

안내시간 : 13:00~22:00(연중무휴)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

(高雄)



옌청푸역

시즈완역

까오숑교

신러제

신러제등산제
린하이2로

빈하이1로

중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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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쩐아이 마토우

까오숑시영화관

까오숑시립
역사박물관

아이즈촨

또피예술
카페

보얼예술특구

향쟈오 마토우

따고우 철도 
박물관

시즈완터널
（보행자전용）

중산대학
시즈완

1호경관교따고우 영국
영사관저

줴장상창

공원2로

오복4로

따송루

따런루

CITY VISIT

5

(鹽埕) (鼓山) (新興) (前金)

까오숑의 도심의 경관을 감상하고 싶다면 옌천, 구산, 신씽, 

쳰진 이 네 도시를 관광 해보자. 이 곳은 아이허 와 까오숑 항

구(高雄港口)에 가까이 위치하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고

급스러운 바다경관으로 여행객들을 사로 잡고 있다.

아이허를 시작점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국적인 풍경을 머금은 

옌천 의 골목길을 달리면서 이 곳의 낭만을 물씬 느껴 볼 수 

있다. 

구산(鼓山)에서는 오래된 어촌인 하마씽(哈瑪星)의 풍경을 볼 

수 있다. 작은 고기 잡이 배, 여객선, 항구 다리와 함께 시즈완 

의 일몰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신씽은 지하철 메리따오(美麗島)역에서 출발하며 이 역은 아

름다운 조형물로 꾸며진 메리따오 역의 천장 장식 빛의 돔(光

之穹頂)을 관광 할 수 있으며 역 밖으로 나서면 화려한 까오숑 

도회지 관광이 시작된다. 쳰징(前金)에서는 아름답고 풍부한 

도심 조경으로 피로를 날려 버릴 수 있으며 중앙공원(中央公

園)은 도심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어주며 시민과 여행객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준다.

【명소1】시즈완 (西子灣) 
시즈완은 까오숑 시민들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석양 풍경의 

관광지이다. 방파제 위에는 선남 선녀 아름다운 연인들로 가득

하며 주위 해변으로는 수많은 인파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석양이 내릴 때는 해변과 하늘은 금색으로 물들어지고 마치 

이 광경은 낭만적인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 같다.

주소 : 까오숑시 구산취 리엔하이루 중산대학교 
옆문 부근
(位於高雄市鼓山區蓮海路上，中山大學側門旁)



교통
옌천
오렌지라인 지하철을 타고 옌천푸역(鹽埕埔

站)에 내려 도보나 까오숑시의 대여자전거를 

빌려타고 아이허(愛河) 풍경을 감상할 수 있

으며 또한 옌천상창(鹽埕商圈)을 관광 할 수 

있다.

구산(鼓山)
오렌지라인 지하철을 타고 시즈완 역에 내려 

도보나 혹은 대여 자전거를 타고 중산대학교 

와 시즈완 을 관광할 수 있으며 다꼬우(打狗)
지역의 전 영국영사관을 들러 하마씽 상권(哈

瑪星商圈)을 둘러볼 수 있다.

신씽, 쳰진
레드라인이나 오렌지라인 지하철을 타고 가

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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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4】중앙공원역 (捷運中央公園站)

영국의 유명 건축가 리차드 조지 로저스가 설계하였고 세계에서 4번째로 아름다

운 지하철역에 속한다. 사방으로 트여있어 아주 개방적인 장관을 이룬 이 지하철

역은 지붕은 아주 커다란 흰색 접시로 덮어 놓은 거 같으며  그 커다란 접시를 받

히는 기둥은 황금색으로 더욱 이 건축물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주소 : 중앙공원 지하철역 1번 출구
(捷運紅線中央公園站1號出口)

【명소3】  메리따오역
(捷運美麗島站)

역 내외부가 예술작품들로 장식되어 있는 아름다

운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중정루(中正路)와 중

산루(中山路)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 4개의 출

구가 통하는 곳은 글라스 작품으로 천정이 이루

어져 있으며 강철기둥이 받쳐주고 있다. 신 다카

마쓰 라는 일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메

리따오 사건을 기념하기위해  기도하는 형상으로 

설계했다고 한다.

역내부의 빛의 돔이라 불리우는 천정은 이탈리아 

설계사 Narcissus Quagliata가 직접 작업하였으

며 미국의 유명한 여행정보사이트인 bootsnall 에

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 15"

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주소 : 중산1로와 중정3로 그리고 중정4로의 교
차로에 위치.
(位於中山一路與中正三、四路交界處)

【명소2】줴쟝상창 (堀江商場)

옌천의 줴쟝상창은 70년 역사의 까오숑의 대표적인 상권

이다. 작은 골목골목마다 상권을 이루고 있으며, 상품들

은 수입품을 비롯하여 각종 생활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

다. 신줴쟝 상권과 비교했을 때 이곳은 비교적 복고적인 

분위기이며 꼭 한번 들러볼만 하다.

주소 : 까오숑시 옌천취 라이난제
(高雄市鹽埕區瀨南街)

개방시간 : 13:00~22:00



류허야시장

민생2로

치셴2로

중정4로
신줴장상권

까오숑 시립문화센터

따고우 삥푸→

삼다상권

↓쳰쩐허 자전거 도로통일몽시대 ↓

팔오스카이타워
신광마토우

(하이양즈신)

메리따오역

중앙공원역

스웨이3로

오복2로

오복3로

민생1로

류허1로

중정3로

중정4로

민생2로

삼다3로

삼다5로

까오숑문학관

중앙공원메리따오역

류허1로

3

3

1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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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5】아이허 야경 (愛河日夜景)
길이가 12km인 아이허는 까오숑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강변을 따라 이어져 있어 까오숑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책 코스이다. 낮에는 강

변 길을 따라 걸으며 안쪽으로는 강의 정취를 느끼고 바깥쪽으로는 아름다운 수목을 

감상하며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밤에는 강변 길을 아름답게 비추는 조명들이 

길을 밝히며 주위의 건축물들의 조명들과 함께 어우러져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강변 

길을 선사해준다.

주소 : 허동루와 허시루
(位於河東路及河西路沿線)

추천 여행 코스 순서 : 
메리따오 지하철역→중앙공원 지하철역→아이허→줴쟝 상창→시즈완

아이허 사랑의 여객선 (愛河航路愛之船)

중정교(中正橋)에서 출발하여 쩐아이 마토우(真愛碼頭)를 들러 다시 돌아오는 여

객선으로 항해시간은 20분이며, 늦은 오후에 여객선을 타고 석양의 아름다움에 흠

뻑 젖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전화번호 : +886-7-521-2463 쩐아이 마토우 
+886-7-216-0668 까오숑시 여객선 회사(高雄市輪船公司)

표가격 : 일반성인 80원(까오숑시민 50원)
노약자 40원(까오숑시민 25원) 단체 70원
여객선 타는 곳 : 중정루 방향의 허동루와 허시루 두 곳에서 여객선을 
탈수 있다. (河西路及河東路上，近中正路，共兩處乘船點)

여객시간 : 16:00~23:00



8

(旗津) (小港)

치진은 과거 까오숑에서 제일 먼저 

발전을 이룬 곳이며 4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다. 비록 도시 발전의 중

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여객선 항구

에서는 옛 향수를 자아내며, 까오숑 

등대와 풍차공원 등은 치진이 자랑

하는 관광 명소이다.

해저 터널을 지나면 샤오강에 도착

하며 과거에는 홍마오 항구어촌이라 

불리우던 곳이 지금은 예술 문화구

역으로 자리매김 했다.

해변에 위치한 높을 고(高)자 형상 

탑은 예나 지금이나 여행객들을 잡

아 끄는 신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샤오강에서 치진을 바라보면 수많은 

항만크레인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

는 장관이 보이는 유명한 관광명소

이다.

추천 여행 순서 : 
까오숑공원→홍마오 항구문화공원→높을 고(高)자 탑→풍차 공원→까오숑 등대 

시즈완역

카이쉔4로

위
강

로

페이지로 까오송루
홍핑루

까오핑22루

중
흥

로

2

22

1

2홍마오문화원구

샤오강 라오빠 공항카페

따핑딩 열대식물원

까오숑공원

옌천푸역

중앙공원역

삼다상권역

스쟈역

카이쉔역

첸쩐까오중역

차오야역

까오숑 국제공항역

까오숑국제공항

치진조개박물관

양명까오숑
해양탐험관풍차공원 치진

천후궁
두룬역

치진해수욕장

치후관광시장

치후등대

치후포대

성공터널
마야거기념
자전거도로

해안로

기하항

중
주

3로

치
진

3루

통산로

먀오첸루1항

지샹제

파
양

제

용안항

금
복

로

샤오강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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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3】 치후등대 
(旗後燈塔)

이 등대는 과거 위성GPS설비가 없던 시절, 

까오숑 항구의 배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었다.

처음에는 1883년 영국의 설계사가 붉은 벽

돌을 사용해 사각형 구조 설계로 세워졌었고 

일제 시대에 까오숑 항구 확장공사 당시 바

로크풍의 8각형 구조로 개조했다. 

주소 : 까오숑시 치진구 치샤항 34호
(高雄市旗津區旗下巷34號)

개방시간 : 09:00~16: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과 국가 공휴일의 다음

날 그리고 설, 단오, 추석 날

【명소1】 풍차공원 
(風車公園)

치진의 바람은 거세어 풍력 자원이 풍부하고 

풍차공원 안에는 세 개의 날개를 지닌 풍차

가 7대가 있으며 바람이 전환된 전력으로 풍

차공원 구역의 야간 조명에 이용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치진을 여행한다면 치진의 중

간쯤 위치한 풍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며 공

원을 감상해볼 수 있다.

주소 : 치진 3로에서 홍9버스를 타고 풍차공
원에서 내리면 된다. 

【명소2】까오숑공원 (高雄公園)
까오숑 샤오강 공항(高雄小港機場)의 맞은편에 위치한 까오숑 공원은 

원래 공업지역으로 굴뚝의 연기를 뿜는 공장과 차들로 가득했던 곳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색다른 풍경으로 변모하였다. 공원 입구의 설계는 

새가 날개를 힘차게 저어 올리는 형상으로 설계가 되었다.

그리고 분수와 인공 시냇물이 흐르는 다리와 초원 등이 자리 잡고 있

어 예전의 공업지역의 인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소 :   중산4로(中山四路)와 따예 북로(大業北路) 교차로, 까
오숑 국제공항역 A1번 출구
 



교통
치진구역(旗津區)
주황색 라인 지하철을 타고 시즈완

(西子灣)역에서 내려 도보로 여객선 

타는 곳으로 이동 한 후 여객선을 타

면 치진(旗津)에 도착 할 수 있다.

샤오강구역(小港區)
붉은색 라인 지하철을 타면 샤오강

공항 역과 샤오강 역으로 갈수 있다. 

홍마오항구 문화 공원에 들르고 싶

다면 샤오강 역에서 내리면 문화공

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된다.

10

【명소5】 홍 마 오 항 
문 화 공 원 
(紅毛港文化園區)

과거에 홍마오항 어촌으로 불리 우다가 현재 

홍마오항 문화공원으로 불리우고 있다. 2007

년 어촌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며 그 터에 일

부 구역을 홍마오항 문화공원으로 만들었다. 

공원 외부와 내부에 각각의 전시관이 있으며 

높을 고(高)자 형상 탑과 해양 전망대가 위치

하고 부두에는 여객선 대기소가 있다.

전화번호 : +886-7-871-1815
주소 : 까오숑시 샤오강취 난씽루 2808호

(高雄市小港區南星路2808號)
개방시간 : 화요일~금요일15:00~20:00

주말과 국가공휴일10:00~21:00

【명소4】고자탑 (高字塔建築)
과거 치진과 샤오강 지역은 본래 붙어 있었지만 까오숑 제2항구 

건축 설계 시에 치진을 샤오강(小港)에서 분리하였다. 분리된 두 

구역에 각각 높을 고 자 형상 탑을 세웠고 그 중 하나가 홍마오 

항구 공원 안에 위치해있으며, 현재는 탑 안에는 회전 식당이 자

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여행객들이 항구로 드나드는 커다란 배

들과 아름다운 낙조 풍경을 편안하게 관람 할 수 있다.

주소 : 홍마오 항구문화공원 안
(紅毛港文化園區)



도
회
쾌
속
도
로

롄즈탄롄즈탄

청리루

신장자이로

해공로

공
잉

루

명탄로
스 루

조잉역

고속철도 조잉역

신조잉역

군품제

까오숑물산관
롄탄본점

국가체육관

공묘

구공묘

촌문화관

용호탑

레이펑야시장

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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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營) (大樹)

까오숑 북부에 도착하면, 상권이 밀집한 까오숑 남부와는 

아주 다른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보인다. 산과 호수에 둘러 

쌓인 이곳에서는 대자연의 광활함을 체험 할 수 있다.

조잉의 롄즈탄(蓮池潭)을 따라 걸으면 롄즈탄의 자연생태

와 아름다운 수상 공원을 감상 할 수 있다. 산책을 하거

나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여행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벤

치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따수 지역에는 보광산(佛光山)

과 부처기념관(佛陀紀念館)이 있으며 종교적 색깔이 강

하다. 그리고 부근에는 대만 최대 종합 테마파크인 E-DA 

WORLD(義大世界)가 있다.

【명소1】롄즈탄
청나라 시대 "봉산팔경" 중의 하나인 롄즈탄 은 연꽃이 뒤

덮고 있어 그 옆을 지나기만 해도 연꽃 향기가 천지를 가

득 메우는 아름다운 곳이다. 현재 정부의 재개발 이후 롄

즈탄 은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했다.

롄즈탄을 둘러싼 산책길은 조깅이나 산책 그리고 자전거

를 타기에 적합한 곳이며 이곳을 지나면 구청(舊城), 롱후

타(龍虎塔), 우리팅(五里亭), 춘치우거(春秋閣), 치밍탕(啟

明堂), 신공자묘(新孔廟) 등 각종 명소로 향한다.

주소 : 조잉구 롄탄루 부근
(左營區蓮潭路)

추천 여행 순서 : 
롄즈탄→부처기념관→E-DA WORLD



산
허

루
쉐청루

싱
산

루

1

186 갑

산허기와화로 구 철교 습지생태공원

부처기념관

꾸산 산업문화구역

E-DA세계

21

21

12

【명소2】부처기념관 (佛陀紀念館)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하기 위해 세워진 부처기념관은 부지가 매우 광

활하여 100여 헥타르에 다다르며 9년에 이르는 대공사를 마치고 기념

관이 세워졌다. 성불대로(成佛大道)를 따라 걸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큰 

부처 불상이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 길을 따라 좌우로 각각 4개의 성탑이 세워져 있어 장관을 이룬다. 이

곳을 따라 8개의 탑들을 하나 하나 구경할 수 있으며 제일 뒤쪽에는 부

처님 불상이 모셔져 있고 남쪽에는 산이 있으며 북쪽에는 공원이 있어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높이가 50미터에 다다르는 부처님 동상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강

철구조의 좌불 동상이다.

입구기념관(禮敬大廳)에는 각종 상점들이 즐비하여 불교관련 기념품을 

쇼핑할 수 있다. 

전화번호 : +886-7-656-1921#4002~4003
주소 : 까오숑시 따수취 통링리 통링루 1호

(高雄市大樹區統嶺里統嶺路1號)
개방시간 : 평일 09:00~19:00

휴일 08:00~20:00
개방시간 : 평일 09:00~19:00

휴일 08:00~20:00

【명소3】E-DA WORLD (義大世界)
E-DA WORLD 는 타이완 남부에서 최고 규모의 오락 시설을 갖추고 있

다. 내부는 아크로폴리스(大衛城), 산토리니 산상도시(聖托里尼山城), 

트로이 성(特ÿ伊城)등 세가지 구역으로 크게 나뉜다. 귀신의 집(鬼屋), 

청룡열차(雲霄飛車)등 많은 오락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먹거리 시

장, 명품매장과 백화점 그리고 두 개의 고급 호텔 시설이 있다.

전화번호 : 0800 588 887
주소 : 까오숑시 따수취 슈에청루 1두안 10호

(高雄市大樹區學城路一段10號)

교통
조잉취(左營區):구청 문화 버스를 타면 롄즈탄의 옛 성
터를 쭉 돌아볼 수 있다.
◎여행 노선(路線)
1. 롄즈탄 생태 노선 : 

쪼우자이 습지공원→공자묘(주말에 오리배를 탈 수 있음)→종선사

(춘추각, 용호탑)

洲仔濕地公園→孔廟(週末可接駁鴨子船)→崇聖祠(春秋閣、龍虎塔)

2.추억의 춘 노선(戀戀眷村路線): 

춘(군인촌)문화관→조잉의 옛 건물→밍더신춘

眷村文化館→左營舊城遺址(自助新村)→明德新村
3. 옛 성터와 옛길 노선(舊城懷舊路線) : 

종선사→옛 성터 동문→옛 성터 남문→

조잉의 옛 건물→옛 성터 북문

崇聖祠→舊城東門→舊城南門→左營舊城遺址→舊城北門
◎ 표가격 : 일일 자유 이용권 50원 

◎ 시간 : 화요일~금요일은 오전10:00 부터 오후 17:00

주말과 국가기념일은 오전 10:00 부터 오후 18:00

매일 30분에 한대씩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

◎ 탑승지역 : 빨간색 라인 지하철 노선 조잉역(左營站)  2번 출구

따수지역(大樹區)
◎ 노선 :

1. 가는 노선 : 따동 지하철역(따동 문화예술센터) →지우취탕 열

차역 →찌우티에 다리 갯벌 구역(싼허와야오) →주리아오산 술 공

장→까오핑시 저수지→꾸산 산업문화구역→보광산→부처기념관

大東捷運站(大東文化藝術中心)→九曲堂火車站→舊鐵橋溼地園區

(三和瓦窯)→竹寮山觀光酒廠→高屏溪攔河堰→姑山倉庫產業文化

休閒園區→佛光山→佛陀紀念館

2. 돌아오는 노선 : 부처기념관→ 보광산→쌍선농원→따수 과채회

사→꾸산 산업문화휴식구역→봉산사 →롱무징(홍또우커피) →핑

딩 댐→수에이리아오 공원(야즈오조우허브공원)→지우취탕 열차

역→따동 지하철역(따동문화예술중심)

佛陀紀念館→佛光山→桑椹休閒農園→大樹果菜公司→姑山倉庫產

業文化休閒園區→鳳山寺(街內商圈)→龍目井(紅豆咖啡、愛上布諾

閣)→坪頂給水廠→水寮公園(雅植歐洲香草園)→九曲堂火車站→大

東捷運站(大東文化藝術中心)

◎ 표가격 : 일일 자유이용권 50원

◎ 시간 :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국가공휴일 오전 09:00부터 오

후 18:00

매 20분 간격으로 한대씩 운행함

◎탑승지역: 따동지하철역(捷運大東站;大東藝術文化中心 따동문

화예술센터)



(美濃)

"파종을 할 때는 인력으로 하지만 수확을 할 때는 신의 

뜻이다."라는 커자인(客家人;객가인)들의 민담을 토대로 

세워진 메이농 지방의 촌락의 풍경은 그들의 심성을 반

영해 주고 있다. 얼마 전 10대 촌락 경관에 오르기도 했

으며 옛 이름은 미농(瀰濃)이라 불리웠다. 메이농은 전

통적인 커자인들의 촌락에 속한다. 이 곳 사람들은 농업

으로  생계를 이끌어 나가며 특산품으로는 매우 정교하

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수 놓여 있는 수공제품들이다. 

메이농의 풍경을 감상해 보고 싶다면 자전거를 빌려 천

천히 둘러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만약에 까오

숑시에서 출발했을 경우 7~8km정도 거리에 노란나비 

푸른계곡(黃蝶翠谷)이나 쑤앙시 수목원(雙溪樹木園)에 

도착 할 수 있다. 돌아갈 때는 종리허 기념관(鍾理和紀

念館)과 중정호(中正湖) 그리고 커자문화 박물관(客家文

物館)에 들러 커자인들의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다.

보쟈옌로(傅家菸樓)에 들리면 메이농의 전통 농업 중의 

하나인 담배 농장과 예쁜 광경을 볼 수 있는 전통 가옥

들이 있고, 특색있는 민속 먹거리와 직접 종이 우산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 고적

들인 옛 메이농다리(舊美濃橋)와 동먼루(東門樓)를 감상

하며 여행을 마무리한다.

중산로 2단

중흥로1단 중화로

중흥로1단← 치산

중
정

로
1단

중산로1단

용안루

타이안루

복
미

로

복미
로

황덕흥종이우산

보쟈옌로

진싱항란산

동먼빙과실

쑤앙시열대수목원

노란나비 푸

메이광판탸오점

종리허기념관

메이농커자문화박물관

중정호

메이농민속촌
동먼로

메이농다리

고
1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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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여행 순서 : 
노란나비 푸른계곡, 쑤앙시 수목원→종리허기념관→

중정호→커자문화박물관→보쟈옌로→메이농 민속촌

→메이농 다리와 동먼루

교통
메이농(美濃)
고속철도 조잉역(左營站) 6번 버스 정류장에서 "치메이(旗美)고속버스"를 타

면 메이농역(美濃站)에 도착할 수 있다.

배차 간격은 30분~60분이고 이동 시간은 50~60분이 소요되며 편도 버스표

가격은 50원이다. 

메이농역 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빌려 각종 명소를 둘러 볼 수 있다.



까오숑시 관광국  쉬촨청 국장(왼쪽)과 본 지 왕전옥 고문(오른쪽)

14

"대만여행은 까오숑부터！"라는 슬로건은 까오숑 시정부

가 올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내건 구호이다. 까오숑 

관광국 쉬촨청 국장에 의하면 까오숑은 대만에서 사계절 

모두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광지로서 대만적인 느

낌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한다.

까오숑은 항구도시로 배후지가 넓고, 일년 평균기온이 

24도 안팎의 따뜻한 열대기후에 속하며, 일교차가 크지 

않다. 또한 일년 중 300일 정도가 맑은 날씨로 겨울여행

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곳이다. 또한 국제공항과 고속철

도, 지하철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종류의 호

텔, 미식, 백화점 등 생활기능을 고루 갖춘 곳이다.

"까오숑 어디가 볼만하지?"아마 외국관광객들이 가장 궁

금해하는 점일 것이다. 까오숑은 산, 바다, 강의 자연환경

과 어우러진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의 풍경, 그리고 해산

물, 열대과일 등의 맛있는 먹거리와 쇼핑거리가 가득한 

곳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사찰들이 많아 심신의 수양

과 함께 볼거리가 다양하다. 이 외에도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국제골프장이 있어 골프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에게

도 최적의 장소이다.  

사실상 까오숑은 1966년 처음으로 부산과 자매도시 결연

을 맺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46년간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쉬 국장은 특히 더 많은 한국의 관광객들이 이곳 

까오숑에서 남국의 풍경과 매력에 취해보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까오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까오숑의 연례 관광행사

까오숑시 관광국 쉬촨청(許傳盛) 국장 인터뷰

2월 까오숑 연등축제

3월 내문 송강징

6월 단오절 드래곤보트 경기

7, 8월 여름 까오숑행사

10월 사자탈 연극예술제(사자춤 경연), 조잉 만년계

12월 보라나비 축제, 새해맞이 행사



(미완공)남강산

챠오토우 제당공장

고속철도

기차

공항

오렌지라인

레드라인

유람선

칭푸(NKFUST)

도회공원

호우징(NKMU)

난즈가공단지

유장초등학교

세계운동회장(국가체육원)

생태단지

까오숑 아레나(삼민상고)

호우이(KMU)

메이리따오지하철역

까오숑 기차역

시의회(구)

중앙공원

삼도상권

스쟈(노동공원)

카이쉔

첸쩐고교(우쟈)

차오야(까오숑지하철공사)

까오숑국제공항

샤오강(샤오강의원)

옌청푸

시즈완(하마싱)

메이리따오역

신의초
등학교

문화센터

우콰
이쵸

기격관
웨이우잉

펑산시짠
(까

오숑시의회)

펑산 따동
펑산초

등학교

따랴오

조잉(고속철도역)

챠오토우기차역

R20

R19

R18

R17

R16

R15

R14

R13

R12

R11

R9

R8

R7

R6

R5

R4A R4

R10
O5

O6 O7 O8 O9 O10 O11 O12 O13 O14

O4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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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숑 지하철

R23

R22A

R22

R21

R24

R3

O1

O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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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숑 옌천구 (鹽埕區)거리를 걸어보자

과거의 옌천구는 매우 발달했던 곳으로 까오숑의 구도심

이다. 현재 까오숑의 상업중심은 북 까오숑의 조잉(左營) 

돔구장 일대로 이전했지만 옌천구 안에는 아직도 풍부한 

먹거리들과 아이허(愛河), 항만구역(港區) 등 전통을 자랑

하는 경관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과거 타이완의 스페인 등 식민영향으로 인한 서양식 건

축물과 타이완 전통건축이 잘 융합된 건축물군을 볼 수 

있다. 골목마다 맛있는 전통먹거리들이 즐비해 있으며, 

편리한 교통으로 초행자들도 쉽게 이곳을 찾을 수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옌천구 일대를 편안하게 관광하며 과

거 옌천의 번화 했던 문화의 기억을 더듬어 볼 수 있다.

라오차이 스무위 어죽(老蔡虱目魚粥)
옌천구에서 이른 아침부터 배불리 먹고 싶다면 50년 전통의 스무

위 어죽가게에 가볼 것을 추천한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영업을 시

작하는 이유는 일찍 일어나는 오래된 단골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며 아침의 상쾌한 공기와 함께 따뜻한 어죽을 즐긴다면 하루 여

행이 가뿐할 것이다. 또한 전통 대만식으로 바삭한 요탸오(중국식 

꽈배기:油條)를 죽에 찍어 먹으면 든든한 한끼가 될 것이다. 반찬

으로는 소세지, 스무위 뱃살 요리, 스무위 껍질 요리 등이 있으며, 

따뜻한 죽과 밑반찬들을 같이 먹는다면 타이완 어죽의 진정한 맛

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INFO】
전화번호 : +886-7-5519689
주소 : 까오숑시 옌천취 라이난지에 201호

(高雄市鹽埕區瀨南街201號)
영업시간 : 06:00~14:00

08:00

옌천푸역

까오숑챠오

오복4ㄹ로

신러제

따공루

따런루

수싱제

공원2루

중정교

치셴챠
오

3

4

쿠쟝면

용창하오

징팡서점
MARS무공창 CAFE

화다밀크티

이메이 아이스크림

감동부락

라오차이 스무위 어죽

아차이 닭고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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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창하오(永昌號)
옌천취(鹽埕區)의 오복4로(五福四路)와 꾸산1루(鼓山一路)가 거

의 만나는 곳에 위치하며, 도로 옆으로 전통삼노(삼의 껍질로 꼰 

노끈), 마로 만든 가방, 회목으로 만든 통등을 파는 상점들이 늘

어서있다. 용창하오는 위에 나열된 상점 중에 하나인데, 상점 앞

에는 많은 삼노가 걸려있고 대나무로 만든 모자, 돗자리, 과거 

농촌사회에서 주로 입었던 도롱이 또한 만나 볼 수 있다. 쇼핑에 

추천을 한다면 유행하는 복고 비닐가방과 만화 원피스 루피의 

모자, 그리고 대나무 부채 등이 특이하다.

징팡서점(慶芳書局)
1945년에 창업을 한 이 서점은 까오숑에 오래 산 사람들에게는 

옛 향수를 그윽하게 불러 일으키는 서점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 

오랜 서점의 친절한 서비스는 어린 학생들이 교과서를 잃어 버

렸을 때 이곳에 오면 사장님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찾아주거나 

새로 신청을 해서 꼭 학생이 교과서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

줬다. 다른 하나는 서점 안에서 파는 책들이 일반서점과 사뭇 다

른데 특히 각종 종교 서적이 많으며 흡사 종교 도서관을 연상케 

한다. 예를 들어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등 각종 종교 경전과 

관련 연구서적 등 아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줴쟝면(堀江麵)
옌천구에서 점심은 줴쟝 상권에서 먹어 보길 추천한다. 매일 오

후 11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보통11시 반부터 줄을 서야만 먹

을 수 있다. 이곳의 깐면(국물이 없는 면)은 매우 맛있으며, 면

은 매우 가늘고 비벼서 먹는다. 추천 할만한 국은 쿠과 펑로우

탕(채소 고기수프)이다. 이국은 약간 달달하며 단백한 것이 특

징이며 수프 안의 고기가 매우 풍성하며 깐면과 같이 먹었을 때 

두가지 요리만으로 만족할만한 식사가 된다.

【INFO】
전화번호 : +886-7-5514983
주소 : 까오숑시 옌천취 우푸쓰루 328하오

(高雄市鹽埕區五福四路328號)
영업시간 : 08:00~20:00

【INFO】
전화번호 : +886-7-5513118
주소 : 까오숑시 옌천취 오복4로 180호 2층

 (高雄市鹽埕區五福四路180號2樓)
영업시간 : 평일 09:30~12:30, 14:30~21:30 

주말 09:30~12:30, 14:30~17:30

【INFO】
전화번호 : +886-7-5211423
주소 : 까오숑시 옌천구 삐총제 223호

(高雄市鹽埕區必忠街223號)
영업시간 : 11:00~16:00

09:00

10:0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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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위 군만두 요리집(阿玉煎包煎餃煎餅)
오후 세시 정도가 되면 배가 약간 고파진다. 이때 천천히 걸어서 따리제(大禮

街)와 삐종제(必忠街)의 교차로로 걸어가 아위 빠오 군만두를  맛보는 것을 

추천한다. 가게의 문 앞에는 2개의 큰 철판이 있으며, 불은 중불로 요리하며 군 

만두의 껍질이 황금색으로 노르스름하게 익은 것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빠오(군 왕만두)나 쟈오(군만두), 삥(부침)등에 달걀을 입혀 주기도 한다. 기

본 외관은 타이완식 부침요리(총요삥)같지만 안에는 고기속을 다져서 넣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가게에서 제공되는 소스들은 한번씩 다 맛을 보기를 추

천하며 약간의 매운맛과 달달한 맛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매일 오후3시부터 영

업을 시작하고 바로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있으며 오후 6시에 장사를 마치

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가야한다.

화다밀크티(樺達奶茶)
점심을 먹고 약간 출출 할 때 이곳을 들리신다면 입과 배를 즐

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30년 전통의 화다밀크티를 추천해본

다. 창업자 천위에즈 씨가 각종 차에 대한 지식이 박학다식하

여 사용하는 찻잎의 품질이 모두 상급 이여서 입맛 까다로운 

고객에게 감동을 전달한다. 전통의 화다밀크티 외에도 보이차

로 만든 밀크티, 장수 밀크티, 계수나무꽃 우롱차, 매실녹차, 

녹차밀크티 등 비교적 일반 음료가계의 가격 보다는 비싸지만 

고급 차의 품질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감동부락(感動部落)
옌천구는 까오숑에서 매우 전통 있는 곳으로 특히 따꽁루(大公

路)에 위치한 감동부락 은 외관이 특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

목을 받고 있다. 원래 상점 안에서 팔았던 물건은 프랑스 상표의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를 팔았으며 일반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

와는 다르게 모든 장난감 자동차들은 매우 독특한 모양과 소재가 

철로 만들어져 있어 오래 사용 할 수 있다. 장난감 자동차 이외

에도 타이완에서 직접 개발한 동물모양의 나무 장난감등 창의적

인 장난감이 많아 점심을 먹고 이곳에 들러 관광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INFO】
전화 번호：+886-7-5312219
주소 : 까오숑 옌천취 따꽁루 12호

(高雄市鹽埕區大公路12號)
영업시간 : 13:30~21:30

【INFO】
전화번호：+886-7-5512151
주소：까오숑시 옌천취 신러제 99호

(高雄市鹽埕區新樂街99號)
영업시간 : 9:00~22:00

【INFO】
전화 번호：+886-7-3890+886-7-8, 0919188526
주소：까오숑 옌천취 삐총제 71호

(高雄市鹽埕區必忠街71號)
영업시간：15:00~18:00

13:30

14: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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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이 닭고기면(阿財雞絲麵)
닭고기면은 타이완 사람들이 즐기는 민속 먹거리 중의 하

나며 매우 얇은 면과 잘게 찢은 닭고기를 국에 담아 냈으며 

달걀을 안에 풀어서 먹으면 더욱 맛있다. 옌천취에서 40여 

년간 영업을 해온 맛집 중의 하나로 비록 점심시간이 지나

서 영업을 개시하지만 항상 사람들이 붐빈다. 밑반찬의 종

류로는 오징어, 돼지 창자, 닭 날개, 닭 껍질, 닭 목, 오리알, 

돼지심장, 돼지 혀, 돼지간 등을 정갈하게 요리한 음식들이

다. 이 곳의 닭고기면은 국물이 없는 것도 있으며 고기국이

나 공완(어묵)탕을 같이 곁들여 먹어도 맛있다.

이메이 아이스크림(義美冰淇淋)
지하철역 부근에 위치하며, 과거 옌천취가 매우 번화했을때 이

곳에서 백화점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메이에 들려 아이스크림을 먹고 갔다고 한다. 이 지역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관광객들도 꼭 이곳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맛보고 간다. 밤에 이곳을 방문하여 길가

의 운치 있는 벤치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천천히 아이스크림을 

음미한다면 즐겁고 평화로운 추억거리를 만들 

것이다. 아이스크림은 우유와 초콜렛 맛이 있으

며 양도 많고 한 개당 20원으로 맛볼 수 있다.

MARS무공창 CAFE(MARS睦工場CAFE)
위치는 옌천푸역 3번출구 부근 무공창 커피숍이며 외관은 나

무 들을 엮어 꾸며놓은 특이한 건물로 인테리어는 매우 신선

하고 스타일리쉬하다.  상점 안은 매우 넓으며 벽 선반에는 

책, 잡지, 배에서 이용하는 조명으로 한껏 멋을 부렸고 오랜 

문패들을 걸어 두었다. 식당의 커피를 제외하고 가벼운 먹거

리로는 와플, 고기파이, 케익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해온 맥주

들이 있다. 저녁을 먹고 이곳에 와서 술이나 차 커피 등을 마

시기에 적당한 곳이다. 이곳은 보얼 예술구역(駁二藝文特區)

과 멀지 않으며 상점 안에는 많은 예술가들의 창조 예술작품

들이 전시되어 있어 작은 예술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다.

【INFO】
전화번호：+886-7-5215151
주소：까오숑 옌천취 수싱제 11호

(高雄市鹽埕區壽星街11號)
영업시간：14:30~23:00

【INFO】
전화번호：+886-7-5513377
주소：까오숑시 옌천취 따용루 108호

(高雄市鹽埕區大勇路108號)
영업시간：7:00~22:00

【INFO】
전화번호：+886-7-5310520
주소：까오숑시 옌천취 따용루 80호

(高雄市鹽埕區大勇路80號)
영업시간：10:00~22:00

18:00

19:0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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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욕 상식
1. 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통풍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준비운동으

로 몸을 풀어준다.

2. 탕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 물을 적셔 물 온도를 체크한다. 입탕 후에는 

서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앉고, 물 높이는 심장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매 입탕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탕 밖으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한 후, 다시 탕에 들어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4. 온천욕 후에는 몸에 땀이 많이 나고 모공이 확장된 상태이므로, 감기

에 걸리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물기를 닦고 머리를 말려준다.

5. 온천욕이 끝나면 물을 많이 마셔 체내의 부족한 수분을 보충한다.

6. 장시간 온천욕을 할 경우, 지방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피부가 거

칠고 건조해지므로, 온천욕이 끝난 후에는 몸에 로션을 발라주는 것

이 좋다.

온
1. 탕

로

2. 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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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다꺼란 문화관

베이토우 온천박물관

베이터우 문물관

만래만라면

베이토우 도서관

매이팅

소사선원

띠러구

그랜드 뷰 온천호텔베이토우
온천공원

롱나이탕

롱나이탕

광명로

광명로

온천로

중산로

온천로

중산로

요야루

온천로

요야루

Villa32

베이토우(北投) 온천
베이토우는 타이베이에서 가장 가까운 온천이다. 

지하철을 타고 복잡한 도시를 떠나 베이토우에 와서 천천히 걷

다 보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일식 건축물들과 특색 있는 고적들

이 거리에 즐비해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

으로 산길을 걷고 있으면 마치 동화의 한 장면처럼 보물을 찾으

러 대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계곡 밑바닥에서

부터 뿜어져 나오는 온천증기와 작은 구멍마다 흘러나오는 따뜻

한 온천수는 방문객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준다.

온천수 소개
베이토우 온천의 온천수는 청황천, 백황천, 철황천 이 

세 가지로 나뉜다.

청황천은 천연 용천수로서, 유황냄새와 함께 반투명 

황백색을 띤다. 수온은 약50~75도 정도이고 산도는 

pH1~2이다.

백황천은 맑은 물에 화산기체를 흡입하고 지열로 만들

어진 인공온천수이다. 산도는 pH4~5이고 수온은 약45

도 정도이다.

철황천은 중성 탄산온천수에 속하며 수온이 약40~60

도 정도로 비교적 낮아 온천바닥에 석회질이 침전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매이팅(梅庭) 관광안내센터
주소：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중산로 6호

(台北市北投區中山路6號)

전화：+886-2-2897-2647

만래만

교통편
중산로와 광명로에 위치한 관광지는 지하철 이용시 신

베이토우(新¾投)역에서 하차, 요야루에 위치한 관광지

는 지하철 신베이토우역에서 하차한 후 버스 230, 小22, 

小26을 타고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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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lla32(三二行館)
"온천, 나무, 숲, 돌"이란 자연재료로 조성된 Villa32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마치 백옥빛깔 같은 "백황"온천 및 "청옥", "옥", "수

정"세 종류의 탄산온천이 있다. 그 외에 스파테라피 프로그램도 마련

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심신을 편안히 안정시켜준다.

주소：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중산로 32호
(台北市北投區中山路32號)

전화：+886-2-6611-8888

2. 소사선원(少帥禪園) 
일제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이 선원은, 한때는 유명인사의 연회와 온

천욕 장소로 유명했다. 온천수는 백황온천수에 속하며 몸을 담그고 

있으면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져서 우유탕 또는 미인탕이라고도 

부른다. 원내에 위치한 소육찻집에서는 멀리 관도평원과 관음산까지 

한눈에 내다볼 수 있다.

주소：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유아로 34호
(台北市北投區幽雅路34號)

전화：+886-2-2893-5336

3. 농내탕(瀧乃湯)
폭포수가 모여 형성된 천연 온천탕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처음 개

방하였고 서민들이 이용했던 대중탕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상당히 저

렴하다. 입장료는 지금까지도 100원(TWD) 미만이다. 저렴한 가격으

로 양질의 지열곡 청황천욕을 누릴 수 있다.

주소：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광명로 244호
(台北市北投區光明路244號)

전화：+886-2-2891-2236
영업시간：06:30~21:00(매일)

4.  베이토우 친환경 수질공원 노천온천
(北投溫泉親水公園露天溫泉)

타이페이시는 최근 베이토우 친환경 수질공원에 6개의 노천온천탕

을 기획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단돈 40원(TWD)으로 온천욕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주소：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중산로 6호(台北市北投區中山路6號)
전화：+886-2-2897-2260
영업시간：05:30~22:00(매일)

5. 베이토우 도서관(北投圖書館)
대만 최초의 친환경 목조 도서관으로 생태환경이 풍부한 베이토우 

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2012년 미국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

름다운 공립도서관 25곳 중 한 곳이기도 하다. 가벼운 바이오 소재의 

지붕, 태양열º전기, 지붕녹화 및 잔디언덕으로 설계되어 에너지 절

약효과가 뛰어나다.

주소：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광명로 251호
(台北市北投區光明路251號)

전화：+886-2-2897-7682 
개관시간：8:30~21:00(화요일~토요일), 9:00~17:00 (일요일, 월요일)

6. 베이토우 온천 박물관
(北投溫泉博物館)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이즈산 온천을 본떠 만든 공용 온천탕이

다. 그러나 전쟁 후에 방치되어 한때 폐허가 됐으나, 지역주민들에 

의해 지금의 베이토우 온천 박물관이 지어짐으로써 예전의 온천풍

경, 온천역사와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주소：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중산로 2호(台北市北投區中山路2號)
전화：+886-2-2893-9981
개관시간：09:00~17:00(화요일~일요일), 휴관일-매주 월요일

1

3

4

5

6

2

22



만래만 라면
(滿來滿拉麵) 
베이토우 산 중턱에 자리한 이 라면가게에서

는 대만과 일본식이 혼합된 라면 맛을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간장, 된장(미소) , 김치 등 

독특한 맛의 국물도 맛볼 수 있다. 수제로 만

든 면발은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육질의 차

샤오(叉燒)를 곁들여 먹거나 편육, 조개, 야채, 

새우 등의 풍부한 재료로 구성된 모듬라면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주소：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온천로 110호
(台北市北投區溫泉路110號)

전화：+886-2-2893-7958
영업시간： 11:30~14:00, 17:00~21:30 (화요

일~일요일), 휴무-매주 월요일

한기 고기스프(漢奇肉羹店)
뼈를 발라낸 돼지 다리살을 토막으로 썰어서 연육과 조미료를 넣고 절

여서 만든 것으로, 씹는 맛이 좋고 육즙 또한 입안 가득 퍼진다. 이 외

에 데쳐낸 갈비살, 배추, 대구 등 다양한 신선한 재료를 넣고 우려낸 국

물 맛 또한 일품이다. 돼지갈비 튀김은 특별히 제조한 양념에 재어둔 

후 끓는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것이다. 

주소：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광명로 48호(베이토우 시장 내) 
(台北市北投區光明路48號, 北投市場內)

전화：+886-2-2898-4146
영업시간：06:00~16:30(월요일,수요일~일요일), 휴무-매주 화요일

7. 베이토우 문물관(北投文物館)
시에서 지정한 고적지로, 고즈넉한 베이토우 산 중턱에 위치해 있고, 

원래는 베이토우 지역의 고급여관인 가산여관이 있던 자리이다. 

최근에 사립박물관으로 개정하였고, 박물관에는 주로 대만 민속문물

과 원주민 문물을 전시하고 있다.

주소：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유아로 32호
(台北市北投區幽雅路32號)

전화：+886-2-2891-2318
개관시간：10:00~17:30(화요일~일요일)

8. 지열곡(地熱谷)
베이토우 온천공원 옆에 위치해 있고 베이토우 온천의 근원지 중 하

나이며, 일 년 내내 자욱한 유황 연기를 내뿜는다. 온천수는 산성유

황천에 속하며 수온은 섭씨 90도까지 달한다. 옥빛과 같은 연녹색을 

띠고 있어서 속칭 청황천이라고 부른다.

위치：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중산로(온천로 출구 근처)
(台北市北投區中山路靠溫泉路出口) 

전화：+886-2-2883-5156
관람시간：09:00~17:00 (화요일~일요일)

맛집
(北投酒家菜)

베이토우는 풍부한 온천자원을 바탕으로 독특한 음식문화

가 발달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은 베이토우에 

많은 리조트와 호텔을 지었고, 연회음식는 정재계 유명인

사들에게 접대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관요리라고도 불렀

다. 처음엔 일본 음식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차츰 대만, 사

천, 광동요리와 융합하면서 독특한 연회음식으로 발전하

였다.

스위트미 리조트, 그랜드 뷰 온천호텔에서는 아직도 다양

한 연회음식를 맛볼 수 있다. 대만 전통 연회음식뿐만 아

니라 현대인의 입맛을 고려하여 기름, 설탕, 소금 적게 넣

고 만든 웰빙 메뉴도 새롭게 추가하여, 전통적인 맛과 더

불어 웰빙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스위트미 리조트
(水美溫泉會館)
주소：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광명로 224호

(台北市北投區光明路224號)

전화：+886-2-2898-3838

그랜드 뷰 온천호텔
(麗禧溫泉飯店)
주소：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유아로 30호

(台北市北投區幽雅路30號)

전화：+886-2-2898-8888

벙어리 과자(啞巴餅)bb
작은 만두를 노릇하게 바삭바삭 튀겨 씹는 맛

이 쫄깃쫄깃하다. 과자의 이름은 어느 한 벙어

리가 발명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에

는 소로 가득 채워졌는데 부추, 양배추, 매운 

양배추, 토란, 팥 등 여러 종류의 맛이 있다.

주소： 타이페이시 베이토우구 청강로 25항 골
목입구(베이토우 시장 내) 
(台北市北投區清江路25巷巷口, 北投市
場內)

전화：+886-963-337099
영업시간：15:00~18:30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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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빙 온천계란

관광샤오차이처짠

연인보도

야각 산돼지고기

타이야포포 미식점

나루완 온천호텔

옥석미치 온천회관

우라이폭포

운선산림공원

운선호텔

내동산림공원

효의산업도로

싱푸루

우라이 여행객센터
(烏來旅客中心)
주소： 신베이시 우라이구 우라이촌 폭포 

34호(新北市烏來區烏來村瀑布34號)

전화：+886-2-2661-6355

우라이(烏來) 온천
우라이 는 타이페이와 근접한 유명한 온천지역이며, 타이

야족 부락이 속한 곳이다. 우라이는 타이야족어로 온천이

라는 뜻으로 전해진다. 매년 겨울이 되면 여행객들이 남

세계곡 옆에서 노천온천을 즐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좀 더 개인적인 공간을 원한다면, 많은 온천호텔들이 개

인탕을 제공하니 숙박을 하거나 식사를 겸해서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우라이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생태환경이 풍부하고 풍

경이 매우 아름답다. 봄날에는 벚꽃을 감상하고 여름에는 

반딧불을 보며, 가을에는 산책을 거닐고 겨울은 바로 온

천을 즐기기에 좋은 시기이다. 매 계절이 주는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타이야 문화를 접해 보고 특색 

있는 간식거리도 맛보며, 작은 기차를 타고 올라가 폭포

도 감상을 즐기는 것도 잊지 말자.

온천수 소개
우라이 온천은 중성의 탄산 성분으로 무색에 냄새가 나

지 않는다. PH 약6.90～6.92로 수질은 맑고 투명하며 

최고 온천온도는 약78℃ 에 달한다. 탄산 성분이 피부

를 윤기 나고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미인탕이라 

불리기도 한다.

교통
지하철(MRT) 신점선을 타고 신점 

역 하차 후, 신점객운버스 (타이베

이-우라이)선으로 갈아타면 종점인 

우라이 역에 도착한다.

1. 운선 산림공원 및 케이블카
(雲仙樂園及纜車)

공원 안에는 숙박시설과 수영장, 양궁, 사격놀이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

고 있으며, 환경은 고요하고 곳곳에서 큰 나무와 작은 계곡, 풍부한 동

식물 생태를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가을, 겨울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 전

체공원이 신선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공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탑승해야 하며, 아름다운 산 기슭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다. 

 

지도：신베이시 우라이구 폭포로 1-1호(新北市烏來區瀑布路1-1號)
전화：+886-2-2661-6383
영업시간：월-금08:30~17:00, 토-일08:30~17:30 

케이블카 운행 매일 08:30~22:00

2. 우라이 폭포(烏來瀑布) 
우라이 폭포 상하낙차는 80미터이며, 폭포 앞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민중

들이 가까운 위치에서 폭포의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1 2

우라이 여행객센터
(烏來旅客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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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쨔조우랴오 산책길(加九寮步道)
쨔조우랴오계곡과 근접하며 예전에는 우라이 목재운송 트럭의 도로

였다. 도로면은 평탄하고 녹색기운이 만연하며, 홍하곡 위령고도(紅河

谷越嶺古道)와 접해 있고 계곡과 가깝다. 가는 길은 비교적 가파르지

만 풍경과 생태환경이 풍부하다.

4. 내동산림공원(內洞森林遊樂園) 
자연생태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수풀과 개구리류가 풍부하다. 음이

온 함량이 전 타이완 산림공원 중 제일 많으며, 공원 내 가장 유명한 

내동폭포 또한 멋진 모습을 자랑한다. 

    

주소：신베이시 우라이구 신현리(新北市烏來區信賢里)
전화：+886-2-2661-7358
영업시간：08:00~17:00

8. 고가빙 온천계란(高家冰溫泉蛋) 
남세계곡의 온천수로 삶은 계란을 재빨리 냉장시킨 "우라이 온천 계

란(烏來冰溫泉蛋)"은 노른자 부위가 윤기 있는 황금색을 띄며, 한 입 

베어 물면 짙은 계란 향이 입 안을 가득 채운다.  

주소：신베이시 우라이구 우라이가 135호(新北市烏來區烏來街135號)
전화：+886-2-2661-7458

7. 타이야포포 미식점(泰雅婆婆美食店) 
우라이에서 타이야문화(泰雅文化)와 신선한 산나물 요리가 융합된 죽

통밥(竹筒飯), 마고둔육(馬告燉肉), 산돼지 껍질무침(涼拌山豬皮), 산

돼지고기 볶음(炒山豬肉等) 등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주소：신베이시 우라이구 우라이가 14호(新北市烏來區烏來街14號)
전화：+886-2-2661-6371

9. 야각 산돼지고기 소시지
(雅各山豬肉香腸)

우라이 옛 거리의 독특한 산돼지고기 소시지는 일반 소시지와 다르게 

육질이 더 쫄깃하며 입 안에 가득 차는 느낌으로 맛이 일품이다.

주소：신베이시 우라이구 우라이가 84호(新北市烏來區烏來街84號)
전화：+886-2-2661-7427

6. 옥석미치온천회관(璞石麗緻溫泉會館)
단순함과 자연이 융합된 디자인으로 내부에는 대중탕과 개인탕 외에도 

계곡을 감상할 수 있는 관운객실, 청샘객실 등의 객실을 제공한다. 객실

마다 온천탕을 갖추고 있어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주소：신베이시 우라이구 언제 61호(新北市烏來區堰堤61號)
전화：+886-2-2661-8000

5. 나루완 온천 호텔(那魯灣溫泉渡假飯店) 
우라이 폭포 맞은편, 산 벚꽃으로 둘러싸인 휴식환경으로 여행객은 이

곳에서 풍경을 감상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호텔 안의"GAGA

극장"에서는 다채로운 전통 타이야 춤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공연시간：10:00, 11:30, 15:00 연중무휴
주소：신베이시 우라이구 폭포로 33호(新北市烏來區瀑布路33號)
전화：+886-2-266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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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천 소개

1.타이안(泰安) 온천
타이안향 호산촌에 위치한 타이안 온천은 무색무취의 탄산 온천에 속하며, 감촉은 

우유처럼 매끄럽다. 수온은 섭씨 47도 정도로 미인탕으로 불리며 온천 후 상쾌하

고 피부가 매끄러워짐을 느낄 수 있다. 푸른 산들로 겹겹이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

으로 인해 온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과 여관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오는 방법
기차를 타고 먀오리(苗栗)역에서 내려 따후(大湖)행 신주(新竹)운수 버스를 타고 
원쉐이(汶水)역에서 내린다. 다시 칭안(清安)행 신주 운수 버스로 갈아탄 후, 칭안
검문소(清安檢查哨)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올 수 있다.

2.관즈링(關子嶺) 온천
타이난(台南)시 백하(白河)구에 위치한 이 온천은, 거무스름한 빛깔의 온천수가 특

징인데, 이는 지하 암반층에서 진흙질과 광물질이 섞인 것으로써, "흑색 온천" 또

는 "진흙 온천"이라고도 불리며, 이 진흙 온천은 전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

이 지역에는 천연가스와 유황이 많이 나오는데, 진흙을 이러한 천연열원으로 가열

하면 매끄럽고 짙은 유황냄새를 띠게 된다. 하지만 이 온천수로 온천욕은 가능하

지만 음료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온천욕 후에는 피부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

기 때문에 훌륭한 천연 미용제품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

오는 방법
기차를 타고 신잉(新營)역에서 내린 후, 역 앞에서 난리야오(南寮)‧관즈링 행 신
잉운수 버스를 타고 관즈링 역에서 내린다.

3.쟈오시(礁溪) 온천
이란(宜蘭)현 쟈오시 향에 위치한 이 온천은, 맑은 빛깔에 무취의 탄산수소나트륨 온천

에 속한다. 산도는 pH7정도이고, 온천수가 지표면으로 솟아나올 때의 온도는 약58도 

정도이다. 매끄럽지만 끈적이지 않고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탄산이온 등 광물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온천욕에 적합하고, 또한 처리과정을 통해 광천수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온천 명물인 온천 채소, 온천 토마토 등 싱싱한 온천 야채를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오는 방법
기차 북회 노선(北迴線:North-Link Line)을 타고 쟈오시 역에서 내린다.

4.즈번(知本) 온천
타이동(台東)시 시난(西南) 교외지역에 자리한 이 온천은 무색 무취 무향의 탄산 온천

에 속하고, 수온은 100도 이상까지 이른다. 즈번 온천은 지금까지 동대만 제1경관이라

는 명성을 이어오고 있고, 온천지역 안에서 협곡, 폭포, 삼림유원지 등의 자연경관까지 

구경할 수 있다. 

즈번 온천지역을 내외 두 구간으로 나누고 있다. 내온천구간은 개발이 비교적 늦은 지

역이지만 5성급 온천관광호텔들이 들어서 있고, 외 온천구간은 다양한 온천여관과 호

텔이 많이 모여있어서 숙박뿐만 아니라 온천욕이나 SPA를 하기에도 편리하다. 

오는 방법
(1) 기차 북회 노선(北迴鐵路:North-Link Line)을 타고 구 타이동(台東)역에서 내린 후 다

시 즈번(知本)행 기차로 갈아타서 즈번 역에서 내린다.
(2) 기차 남회 노선(南迴鐵路:South-Link Line)을 타고 즈번(知本)역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고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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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온천 안내

타이페이
타오위엔

신죽

먀오리

이란

화련난토우

타이중

장화

윈린

쟈이

타이난

까오숑

핑동

타이동

녹도

베이터우(北投) 온천
온천수 특징: 황, 청황, 철황천 세 가지가 있고, 백황
천은 색이 하얗고 약산성이다. 청황천은 산도가 비교
적 강한 편이고, 철황은 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연한 붉은 갈색을 띠는 온천이다.
교통: 지하철 딴수이(淡水)노선을 타고 베이터우(北
投)역에서 내려, 다시 신 베이터우(新北投)노선으로 
갈아탄 후, 신 베이터우 역에서 내린다.

우라이(烏來) 온천
온천수 특징: 약 알칼리 탄산온천에 속하고 온도는 
80℃이며, 온천욕과 식음용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교통: 지하철 신띠엔(新店)노선을 타고 신띠엔 역에서 
내린 후, 역 앞에서 신띠엔 운수(우라이-타이베이 구간) 
버스를 타고 우라이(烏來)역에서 내린다.

진산(金山) 온천
온천수 특징: 중성탄산천, 산성유황천, 알칼리유황천, 
백황천이 있고, 바다와 근접해있는 일부 온천수는 염분
을 포함하고 있다. 수질은 약산성으로 온천욕과 식음용
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교통: 진칭센터(金青中心)행 국광(國光:king bus)운수 버
스를 탄 후, 진칭센터역 또는 진산 역에서 내린다.

타이안(泰安) 온천
온천수 특징: 알칼리 탄산 온천에 속하고, 온도는 약
47℃, 산도는 PH 8이며, 미인탕으로 부르기도 한다.
교통: 따후(大湖)행 신주(新竹)운수 버스를 타고 원쉐이
(汶水)역에서 내려, 다시 칭안(清安)행 신주 운수 버스로 
갈아탄 후, 칭안 검문소(清安檢查哨)역에서 내려서 걸어
가면 된다

구 (谷關) 온천
온천수 특징: 탄산 온천에 속하고 황화물과 염분을 포
함하고 있다. 온도는 약45℃이며, 온천욕과 식음용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교통: 동세(東勢)행 Ubus(統聯)를 타고 동세 역에서 내
려, 다시 구관 행 펑위엔(豐原)운수 버스로 갈아탄 후, 
구관 역에서 내린다.

따컹(大坑) 온천
온천수 특징: 땅속에 구덩이를 파서 만든 
온천이다. 탄산수소나트륨 온천에 속하고 
산도는 PH7~8, 온도는 50℃이다.
교통: 종싱링(中興嶺)행 펑위엔 운수 버스
를 타고 따컹(大坑)역에서 내린다.

즈링(關子嶺) 온천
온천수 특징: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진흙 온
천이다. 온천욕은 가능하지만 식음용으로는 이
용할 수 없다.
교통: 기차를 타고 신잉(新營)역에서 내린 후, 
역 앞에서 난리야오, 관즈링(南寮, 關子嶺)행 신
잉(新營)운수 버스를 타고º관즈링 역에서 내
린다.

바오라이(寶來) 온천
온천수 특징: 황화수소 온천에 속하고 물 속에 광물질
이 함유되어 있다. 산도는 약PH7, 온도는 약60℃이며, 
온천욕과 식음용으로 모두 가능하다.
교통: (寶來:바오라이, 桃源:타오위엔, 梅山口:매이산 
입구, 天池:티엔츠)행 싱난(興南)운수 버스를 타고 바오
라이 역에서 내린다.

쓰총시(四重溪) 온천
온천수 특징: 알칼리탄산수소나트륨 온천으로, 다량의 
탄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고 온도는 50~80℃이며, 온
천욕과 식음용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교통: 헝춘, 컨띵공원(恆春, 墾丁公園)행 국광(國光:king 
bus)운수 버스를 타고 처청(車城)역에서 내려, 다시 무
딴(牡丹)행 국광운수 버스로 갈아탄 후, 쓰총시 역에서 
내린다.

쉬하이(旭海) 온천
온천수 특징: 약알칼리탄산 온천에 속하고 온도는 약
43.5℃, 산도는 PH 8이며, 온천욕 식음용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교통: 헝춘진(恆春鎮)에서 쉬하이 행 버스를 타고 쉬하
이 마을(旭海村)에서 내린 후，하이옌(海演) 방향으로 
끝까지 직진한 다음 좌회전. 도보로 40분

쟈오시(礁溪) 온천
온천수 특징: 탄산수소나트륨 온천에 속하고, 
산도는 약PH7, 온도는 58℃이며, 온천욕 식음용
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교통: 이란(宜蘭)행 거마란(葛瑪蘭)운수 버스를 
타고 쟈오시 역에서 내린다.

수아오(蘇澳) 냉수 온천
온천수 특징: 대만 유일의 탄산수소칼슘 온천이며 
산도는PH5.5, 온도는 21℃이다.
교통: 기차 북회노선(北迴線:North-Link Line)을 타
고 수아오 역에서 내린 후, 냉천 거리(冷泉街)를 따
라 걸어가면 된다.

레이쑤이(瑞穗) 온천
온천수 특징: 탄산나트륨 온천에 속하고 온도는 약
48℃, 철광을 함유하고 있어서 녹황색이나 녹홍색을 띠
며, 온천욕은 가능하지만 식음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교통: 기차를 타고 레이쑤이 역에서 내려, 다시 푸리(富
里)행 화롄(花蓮)운수 버스로 갈아탄 후, 레이쑤이 역에
서 내린다.

차오르(朝日) 온천
온천수 특징: 유황나트륨 온천에 속하고 보기 드문 해
수온천이다. 짙은 향이 없고 온천욕은 가능하지만 식음
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교통: 대중운수(大眾運輸) 버스를 타고 타이동에 도착
한 후, 타이동(台東)공항에서 뤼다오(綠島)행 비행기를 
탄다. 도착 후 온천까지 스쿠터로 이동.

즈번(知本) 온천
온천수 특징:  알칼리탄산 온천에 속하고 산도는 
PH7~8, 온도는 60~100℃이며, 온천욕과 식음용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교통: 기차 북회노선(北迴鐵路:North-Link Line)을 타고 
구 타이동(舊台東) 기차역에서 내려, 다시 즈번 행 열차
로 갈아탄 후 즈번 역에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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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 인문 산책구역은 북쪽의 동문시장(東門市場)을 시작으로 남쪽의 

대만국립대학, 동쪽의 다안 삼림공원 (大安森林公園) 그리고 서쪽의 

중정기념당 (中正紀念堂)까지 이다. 교통부관광국(交通部觀光局)과 남

촌락(南村落)이 공동으로 알리고 있는 북부 국제광점 계획 구역이다.

이 구역은 일본 통치시대부터 현재까지 인문이 모여드는 문화와 교육

의 지역으로 과거 일본 고급관리의 저택들이 자리했었고, 후에는 대만

대학과 사범대학이 설립되었다. 대학들로 인해 이 곳에 대학교수들이 

거주했던 일본식 기숙사 건축물이 생겨났고, 또한 정치대학과 담강대

학의 부교가 세워져 다안 인문 구역에 학술과 문화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낡은 일본식 기숙사 건축물은 문인 양실추

(梁實秋), 경요(瓊瑤), 은해광(殷海光), 왕문흥(王文興)의 옛 거주지이기

도 하며, 현재까지 인문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산책 중에는 녹색 잎이 

울창한 용수나무와 보리수, 인도 상수나무, 타이완 상록, 상수리 나무

를 쉽게 볼 수 있으며 바나나, 망고, 용안, 체리나무 등도 찾을 수 있는

데, 이는 사실 일본 대정시기(大正時期) 타이완을 기지로 남진정책(南

進政策)을 펼쳐 의학, 농업, 상업, 남양경제 작물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끔씩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 전해오는 소리는 마치 이 곳의 

세월의 흐름을 묘사하는 듯 하다.

골목 안에 분산되어 있는 카페, 서점, 화랑들 역시 자유를 추구하는 타

이완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타이페이 구시대의 흔적을 찾아 다안 

인문 산책구역 만이 갖는 여유로움에 발걸음을 맞춘다면 시각과 후각

을 의지하여 자신만의 골목에서 아늑한 기운을 발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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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돌 한 장과 기와 한 장 그리고 한 구석 모퉁이에는 많

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식 기숙

사 지역으로 불리었으며, 현재까지도 고층빌딩과 나란히 

자리하여 일종의 구시대의 건전한 정신을 대표한다. 낡은 

집들로 걸어 들어가 시간 여행자가 되면 생활공간 속의 

깊이를 포착할 수 있으며, 토지가 알려주는 옛날 이야기

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청전가로 들어가 녹색 풀들이 많은 작은 길을 걷다 보면 서양식이 섞인 

일본식 건축물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은 북해도에서 출신인 족입인(足立

人) 교수가 설계하였으며, 2차 대전 후 대만대학 지질학과 마정영(馬廷英)

교수가 거주했던 곳이다. 2006년 후부터 유적지로 지정되었으며 7항6호

라는 주소를 얻음과 동시에 "청전76 (青田七六)" 이라 이름 지어졌다. 현

재 건축과 지질연구 전시가 하나로 결합된 인문공간으로 계획되고 있으

며, 동시에 예술문화 전시의 장소이기도 하다. 민중들은 이 곳을 관람하면

서 건축미학과 공간계획을 통해 이미 80세를 넘긴 낡은 저택이 겪어온 일

본 소화시기(昭和時期), 태평양전쟁, 국민정부의 역사 기억들을 읽어낼 수 

있다. 휴식공간을 찾아 차를 마시고, 일본식 식사 등을 하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낡은 저택의 생활을 조용히 감상할 수 있다.

화평동로(和平東路)의 청전가 쪽으로 걸어가면 일본식 낡은 저택을 개조

한 전시 공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청전16" 이라 불리는 이 곳은 현재 

대만 사범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소속으로 비정기적으로 국내외 예술가들을 

초청하고 일본의 유명사진작가 (川島小鳥)와 (伊原美代子)의 사진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시를 주관하여 낡은 저택 안에서 예술품도 감상하고, 

예술의 기운과 옛 기운이 교차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청전가7항

용강가75항 신생남로2단

진화제

청전76

청전16

청전가(青田街) 청전76(青田七六) , 청전16(青田十六)

청전76
전화：+886-2-2391-6676
주소：타이페이시 청전가 7항 6호

(台北市青田街7巷6號) 
영업시간：11:30~21:00
홈페이지：www.geo76.tw

청전16
전화：+886-2-7734-5602
주소：타이페이시 다안구 청전가 16호

(台北市大安區青田街16號)
영업시간：매일13:00~22:00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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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남로 3단의(新生南路三段)

자등려(紫藤廬), 적커피(滴咖啡)

자등려(보라 등나무 오두막)
전화：886-2-23637375、886-2-23639459
주소：타이페이시 신생남로 3단 16항 1호

(台北市新生南路三段16巷1號)
영업시간：매일10:00~23:00

적커피
화：+886-2-2368-4222
주소：타이페이시 신생남로 3단76항 1호

(台北市新生南路三段76巷1號)
영업시간：매일11:00~23:00

적커피

3

신하이루1단

 16항 

76항

자등려

대만대학을 마주하는 신생남로의 다른 한 곳에는 문화적 향내를 물씬 풍기는 정원이 있는 낡은 저

택이 신해로 가까이에 자리한다. 이른 시기에는 일제 통치시기 대만 총독부의 고등관사였고, 현재

는 조덕위(周德偉) 교수의 아들이 타이페이시 문화국의 위탁을 받아 차관을 개설하였다. 정원의 3

그루의 오래된 보라색 등나무가 덩굴로 자라 지붕을 형성하였기에 이를 본떠서"보라 등나무 오두

막"이라 이름 지었다. 오래된 색과 향기의 공간인 이곳은 타이완 민주운동 인사와 예술문화 인사

들의 집회장소로 70년대 타이완 문화 에너지의 중심지였다. 오늘날 여전히 각종 예술 문화 전시

와 연설 등의 활동을 주관하여 민중들에게 보다 친숙한 유적지가 되고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로 다가간다. 그리고 오래된 태일우유대왕(台一牛奶大王) 빙수가게 근처에 위치한"적커피"는 대만

대학 교수 기숙사였던 건물을 2010년 포씨 성을 지닌 업자가 대만대학 공간 재이용 계획에서 낙찰 

받아 재 개조한 공간이다. 개조과정 중 목조 기둥 구조는 그대로 보존하였고, 한 쪽 벽면을 떼어내

고 큰 유리로 대체하여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개방식 카페로 탈바꿈하였다. 녹색 길의 풍경에 연장

선이 되어 도시의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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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가(同安街)

야생초(野草), 기주암(紀州庵)

지하철 구팅역(MRT古亭站) 2번 출구에서 구불구불한 동안가(同

安街) 골목을 따라 나오면 오래된 타이페이의 만신철로(萬新鐵

路)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일찍이 많은 일본인들과 대학교수, 학

생들이 이동의 교통요선에 의지하여 철도 양옆으로 거주하였었

다. 오늘날 철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낡은 저택 및 

숙사등은 여전히 볼 수 있다. 금년 6월에 문을 연 야초거식옥(野

草居食屋)는 농화과 교수 천옥린(陳玉麟)이 거주했던 옛집으로, 

업자는 오래되어 허물어 가는 옆 공간을 터 넓은 식사 공간으로 

개조하였다. 원래 있던 나무 기둥은 그대로 살려 손님들로 하여

금 낡은 저택의 원래 모양을 상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식사를 

하는 동안 오래된 남타이페이의 역사를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동안가(同安街) 끝까지 걸어가면 수원 쾌속도로(水源快速道路) 

가까이 왼쪽으로 강철로 뒤덮힌 건축"기주암 문학삼림 (紀州庵

文學森林)"을 볼 수 있다. 이 곳은 민중에게 도서와 커피를 제공

하여 문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한 쪽이 돛

천으로 덮혀지 대형건물이다. 타이페이 하경 오락역사의 기주암

료정(台北河景娛樂歷史的紀州庵料亭)에 기재되어 있는 곳으로 

예전에 큰 화재로 인해 2층의 일본식 흑색목조집이 훼손되었다. 

지금까지도 훼손된 모습이라 이전의 아름다운 외관은 상상하기 

어려우나 "기주암 문학삼림"관의 자료열람을 통해 또는 작가 왕

문흥(王文興)의 글에서 역사 속 풍모를 엿볼 수 있다.

야초거식옥
전화：+886-2-2366-0618
주소：타이페이시 동안가 28항 1호

(台北市同安街28巷1號)
홈페이지：www.fireweeds.tw
영업시간：매일17:00~24:00

기주암 문학삼림
전화：+886-2-2368-7577
주소：타이페이시 동안가 107호(台北市同安街107號)
영업시간：화-일요일10:00~21:00, 월요일 휴관

동안가28항

야초거식옥

기주암

구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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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흑조(咖啡黑潮)

Ecole학교카페(Ecole學校咖啡館)

예술과 문화가 모이는, 문학과 이상을 논하는 장소로 카

페가 빠질 수 없다. 사범대학과 대만대학의 학교지역 다

안 인문 만보구역 에 위치한 카페는 언제나 느긋한 낭만

적인 분위기를 가져다 준다. 책꽂이에서 좋아하는 서적을 

골라 천천히 글 안의 아름다움을 읽는다. 사실 커피 한 잔

을 기다리는 시간이 한 세기를 넘어선다 해도 조금도 길

게 느껴지진 않을 것이다.

흑백대비의 간판, 짙은갈색의 바닥과 테이블, 붉은색 쇼파 등 문인의 서

재와 같은 색들로 카페 안을 짙은 예술 문화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흑조

는 해양을 좋아하는 주인이 특별히 지은 이름으로 카페 안은 예술 문화, 

커피 외에도 해양에 관한 많은 지식총서와 흑조, 고래, 돌고래 등의 상

관 자료들을 배열해 놓았다. 카페주인은 간단한 서적과 자료교류를 통

해 민중들의 환경보호의식을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소망이다. 카페 야외

에는 강철과 강화유리로 만든 야외좌석이 준비되어 있어 초저녁쯤 살짝 

바람이 불면 청전(青田)의 녹색 풍경을 감상하는 편안한 공간에서 책 한 

권과 커피 한 잔으로 마치 이 곳에 사는 것 같은 아름다운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전화：+886-2-2357-0018
주소：타이페이시 화평동로 1단 141항 9-1호 

(台北市和平東路一段141巷9-1號)
영업시간： 화-일요일13:00~24:00, 월요일 

정기휴무

전화：+8862-2-2322-2725 
주소：타이페이시 청전가 1항 6호

(台北市青田街1巷6號)
영업시간：월-목요일8:00~22:00, 금요일8:00~23:00
ººººº토요일11:00~23:00, 일요일11:00~22:00 
홈페이지：ecole-cafe.blogspot.tw

조그마한 정원을 건너 나무계단을 밟고 올라서

면 단조로운 백색의 예술문화 공간을 볼 수 있

다. 학교카페는 학교 안의 엄격한 규칙은 존재

하지 않는 편안한 교류장소 중 한 곳이다. 1층은 

목재조각의 가구와 책들로 차가워 보이는 공간

을 좀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장식하였다. 평일에

는 많은 학생들과 디자이너, 예술문화 인사들이 

유동하는 공간이고,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모

임을 갖는 따뜻한 장소이다. 지하실은 예술문화 

전시 장소로 독립적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정기적

으로 각종 작은 규모의 전시를 주최한다.

학교카페

청전가7항

용강가75항 신생남로2단

청전가8항

커피흑조

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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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주식
전화：+886-2-2343-2275
주소：타이페이시 다안구 용강가 65호

(台北市大安區永康街65號)
영업시간： 화-일요일:입구에 붉은 등이 켜질 때

부터17:30~24:00, 월요일 정기휴무

소은사주
전화：+886-2-2343-2275
주소：타이페이시 다안구 용강가 42-5호

(台北市大安區永康街42之5號)
영업시간：화-일요일:입구에 붉은 등이 켜질 때
부터 17:30~24:00, 월요일 정기휴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심야식당(深夜食堂)의 독특한 음식문화는 일찍이 6년 전부터 용캉제 골목 

안에 문을 연 아담한 레스토랑이다. 이 곳은 원래 증씨 성을 가진 주인이 요리하는 것을 흥미 

삼아 열었던 유명하지 않은 레스토랑이었다. 많아야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평수 공간

에 대부분 자신의 친구들을 접대했었다. 입소문을 탄 후에는 매일 저녁 영업 전부터 길게 줄을 

서는 일이 빈번하자 주인은 바로 길가 구석에 레스토랑 한 곳을 더 오픈하였다. "소음어야, 대

음어시(小隱於野, 大隱於市)"라는 소음과 대음의 은거정신을 바탕으로 두 지점에 각각 "소은(小

隱)"과 "대은(大隱)"이라 명명하였다.

레스토랑은 주인의 소장 취미에 따라 안 쪽 실내부터 야외까지 타이완 초기 일본식 풍경으로 

장식하였고, 음식 또한 타이완 옛날 맛부터 객가(客家), 절강(浙江), 사천(四川), 일본(日本) 등 

갖가지 음식들이 있어 깊고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

(大隱酒食) (小隱私廚)

챠오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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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궈 매콤한 맛으로 입맛을 사

로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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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오면 올수록 훠궈(火鍋; 샤브샤브)을 즐기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 가고 있다. 추운 계절에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할 때 

따뜻한 샤브샤브 가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유대감을 형

성 할 수 있다. 타이완에는 수많은 샤브샤브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 매운

맛 마라훠궈는 매운맛이 혀를 자극하여 식욕을 늘려주고 따뜻한 기운이 

속까지 편안하게 해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훠궈의 

탕과 식재료들은 가게마다 그 맛이 모두 달라 천천히 돌아보며 훠궈의 

맛을 느껴 보는 것도 대만 여행의 좋은 문화체험이 것이다.

겨울에 마라훠궈를 먹게 되면 그 따뜻함이 계속 남아 추운 겨울을 이겨 

내는 데 큰 도움을 주며 특유의 매콤한 맛은 먹는 이들의 입맛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35

FOODFOOD

35



매콤한맛의 마라훠

궈는 중국의 사천

에서 주로 먹는 음

식으로 맵지만 몸

을 상하게 하지 않

으며, 얼얼한 맛이 

너무 강하지 않아 

사천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매우 사랑을 받고 있다. 사천지역은 중국

의 내륙지방에 위치해서 습하고 공기가 탁하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

들은 몸 속의 혈액의 순환을 돕고 몸의 건강과 따뜻함 그리고 한기를 

떨쳐 버리기 위해 마라 훠궈를 먹어왔다. 식재료는 지역에서 나는 것

으로 고추, 산초나무 열매, 생강, 마늘 등의 자극성 강한 재료를 탕에 

넣고, 한방 의학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수 십 가지의 약재와 향료를 

넣어서 만들었다. 탕 속에는 각종고기류, 내장, 해산물류, 각종 채소 

등을 넣어 먹는다.

마라훠궈의 탕은  매우 매콤하고 강한 맛을 나지만 향긋한 맛도 지닌

다. 맵고 얼얼하고 뜨겁지만 신기하게도 기본 재료의 원래의 맛은 절

대 변형시키지 않는다. 고기 한 점을 탕 속에 넣고 익을 때까지 계속 

천천히 저어주며 모든 향기와 매콤한 맛이 이 얇은 고기 한 점안에 모

두 베게 되어 고기 맛으로 훠궈의 맛을 판별해 낼 수 있다.

매우 강한 맛을 내는 탕이라서 음식을 넣고 먹을 때에는 다른 소스에 

찍어먹지 않아도 훠궈의 맛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마라훠궈는 타이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수많은 종류의 훠궈가 만

들어졌으며 몸을 보호하는 재료로 만든 양생 훠궈는 소고기 기름을 

쓰지 않고 식물성 기름만을 사용해 만들어서 신선, 달콤, 단백하고 그

리 맵지 않다. 그리고 매운 맛은 가게마다 다른 비법으로 만들어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미각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원앙궈(鴛鴦鍋)는 절반은 단백한 맛의 하얀 국물 그리고 나머

지 절반에는 붉은 색의 매운 국물을 넣어 고객들로 하여금 한번에 두 

가지 탕을 맛볼 수 있게 해주며 매운 것을 못 먹는 친구들과도 함께 

훠궈를 즐길 수 있다.

탕의 종류와 맛을 제외 하고도 훠궈 에 들어가는 재료와 소스 또한 

각 가게마다 다르며 엄청난 종류를 자랑한다. 가게는 계속해서 새로

운 맛과 새로운 재료를 연구하며 각종 수공 완자, 면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식초와 참기름을 이용해 만든 소스

는 매운 맛을 줄여 줄 수도 있고 마늘과 참기름을 이용해 매운 맛을 

더욱 강하게 할 수도 있다. 

대만의 훠궈가게는 시키는 음식만큼 계산하는 가게와 뷔페식 가게가 

있다. 그 중에 뷔페식 훠궈는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며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와와와와와 뷔페 뷔페 뷔페뷔뷔페뷔페식 가식 가식 가식 가식 가가게가 게가게가 게가게가가

  가격이가격이가격이가격이가격이가격이가격이가  저렴 저렴 저렴저렴 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렴렴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저렴렴저렴저저저저저렴저 해서 해서해서 해서 해서 해서해서해서해서서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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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원앙훠궈 만탕홍 푸싱점
(滿堂紅頂級麻辣鴛鴦火鍋)(復興店)
주소：타이베이시 푸싱난루1두안 127호 2층

台北市復興南路一段127號2樓
전화번호：+886-2-2775-3738
영업시간：11:30-15:30；17:00-01:30

타이완의 마라훠궈 가게들의 계산 방법은 주문한 만

큼 계산하는 방법과 뷔페식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뷔페식은 대략 대만돈 400~600원 사이의 가격이며

약 90분 정도의 시간에 여러가지를 다 맛볼 수 있어 

재미있고 즐겁게 식사 할 수 있게 해주며 콜라 등 청

량음료와 따뜻한 음료들도 준비되어 있다.

주문식은 뷔페처럼 시간은 주어지지 않으며, 평균 

한 사람당 800~1200원정도의 가격이다.

그리고 타이완의 북부 지역에서 

유명한 "만탕홍(滿堂紅)"에서는 일반 훠궈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님이 직접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주문 할 때마다 고기를 직접 썰어 음

식을 새롭게 준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신선하고 

좋은 식자재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  이 곳 사장인 왕씨는 자신

이 마라훠궈를 좋아해서 훠궈 사업을 시작했으며 고객들의 관점

에서 환경, 서비스, 재료에 주의를 기울여 최고의 만족감을 주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새롭게 오픈한 푸싱점은 140평 안팎의 넒은 공간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종업원들이 와서 주문을 받으며 쇼파에 앉아서 안락하게 훠궈

를 즐기 수 있다. 주 재료인 소고기는 특별히 고급 차돌박이 부분을 

사용하고, 신선한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들여온다. 오픈 주방으로 설

계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주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들어 고기

를 썰 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소고기뼈로 7~9시간 탕을 우려 낸 국물에 화학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아 좋은 재료들로만 첨가하여 탕을 끓여내어 고객들이 믿고 안심하

며 먹을 수 있게 하였다.

다른 부분으로는 만탕홍은 외국 손님들을 위해 일어 한국어 영어 3개

국어로 된 차림표를 준비하여 외국 손님들도 편리하게 주문 할 수 있

게 하였다. 만탕홍은 런아이루(仁愛路), 송쟝루(松江路), 푸싱난루(興南

路)  세 곳에 있으며 올 11월에는 관광지역 딴쉐이(淡水)에 새롭게 오

픈 할 예정이다.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 위치하여 풍경을 같이 즐길 수 

있으며 최고의 식자재로 미식가들로 하여금 호평받는 장소로 준비하

고 있다.

타이완타이완타이완타이타타이타이완타이완타 의 마의 마의 마의 마의 라훠궈라훠궈라훠궈훠  가게 가게가 들의 들의 들의들 계산 계산 산계산 방법은방법은방법은방법은법은은법은법은법은법은법은은법은은은 주문 주문주문주문한 만한 만한 만한 만한 만만만

큼 계큼 계큼 계큼 계큼 계계계계계계계큼 산하는산하는산하는는하는하하하  방법 방법방 방법과 뷔과 뷔과 뷔페식 페식식 방법으방법으방법방 로 나로 나나누어진누어진진진다.다. 다. 다. 다. 다.다

뷔페식뷔페뷔페식뷔페식뷔뷔 은 대은 대은 대대략 대략 대 대략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만돈 만돈 만돈만돈만만돈만돈 4004004 ~60~600600원 0원0원00원000원 사이의사이의의이의의의 가격가격격이며이며이며이며며며며

약 9약 9약 9약 9약 99약 90분 0분분분분분분분 정도의정도의도  시간시간간시간에 여에 여에 러가지러러가러가지가 를 다다다 맛볼 맛볼맛볼맛  수 수수 있어 있어 있어 어 있어 

재미있재미있재미있재미있재 고 즐고 즐겁게 겁게게게게게 식사 식사식 할 수할 수할  있게있게있있있있  해주해주며 콜며 콜며며 라 등라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청 청청청

량음료량음료량음료량음량량음료량음량량량 와 따와 따와 따와 따따따따뜻한 뜻한 음료들음료들음료들음료들도 준도 준도 준도 준도 준비되어비되어어어어어어어 있다있다있 .

주문식주문식주주문식주문식주문식식식식식식주문 은은 뷔은 뷔은은 뷔은 뷔페처럼페처럼럼페처럼 시간 시간 시간시간간간간간간시간시간간은 주은은 주은은 어지지어지지어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않으 않으 않으으며, 며,며, 며, 평균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평균균평균 

한 사한 사한 사한 사한 사한 사한 사사람당 람당 람당 람당람당람당당 8008000008000800000000 ~12~121111~12~121111221 00원00원00원00원00원00000원0000000 원원원정도의정정도의정도의정도의정정정  가격 가격가격 가격이다.이이이이이다.이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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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브샤브(SHABU SHABU)─식자재의 본래의 맛
을 살린 훠궈

타이완에는 매우 많은 샤브샤브 훠궈가게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훠궈가게는 일본의 하나의 용기에 여럿이 먹는 방법과는 다르

게 각자의 냄비에 1인용으로 먹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당에 이용되는 탕은 다시마를 우려 만든 탕과 뼈를 

우려 만든 탕이 주를 이룬다. 자신이 좋아하는 종류의 고기와 

소스를 선택하여 채소, 오뎅, 완자, 팽이버섯, 옥수수 등과 함께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다.  

타이페이에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훠궈세가(火鍋世家)"는 

주문식 샤브샤브로 탕은 키조게, 북해도의 다시마, 바지락, 가다

랑어 등 각종 해물과며 과일, 채소로 막을 내며 시원하고 풍부

한 맛을 자랑한다. 훠궈세가의 기본재료는 한 접시 가득 풍부하

게 제공된다. 그리고 선택재료의 종류는 상급의 킹 크랩 그리고 

보리 새우등 많은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이 직접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음료와 디저

트를 준비해놓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하거나 혼자서 편안하게 

훠궈를 즐기고 싶다면 "훠궈세가"를 추천한다.

훠궈세가 딴쉐이1호점
(火鍋世家)(淡水總店)
전화번호：+886-2-2629-0022
주소：신베이시 딴쉐이취 따총제125호

(新北市淡水區大忠街125號)
영업시간：오전11:00부터 새벽01:00까지
홈페이지：www.suabu.com.tw

푸성위엔 미엔스관
(富馨園麵食館)
전화번호：+886-2-2706-4558
주소：타이베이시 따안취 푸싱난루 1단 269호

(台北市大安區復興南路一段269號)
영업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00~14:00, 16:30~21:00

토요일과 일요일 11:00~14:30, 16:30~21:00

쏸차이 바이로궈(酸菜白肉鍋)─새콤하고 향긋
한 북방 훠궈

쏸차이 바이로궈의 주된 재료는 백김

치와 삼겹살이다. 훠궈 용기는 동으

로 만들었으며, 숯을 이용해서 조리

한다.

절인 채소를 탕과 같이 끓여 국물을 

진하게 내고, 고기를 살짝 담궈 가며 익혀 먹는다. 북방지방의 절인 

채소인 쏸차이는 몸 속에 있는 기름기를 제거해주고 위산의 중화작

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푸성위엔 스관(富馨園麵食館)"은 미식가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가

게 면적은 크지 않지만 북방의 전통적인 훠궈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다. 특히 쏸차이훠궈의 탕은 닭을 장시간 우려내 만들어 단백한 것이 

특징이며 안에 들어가는 채소는 대만에서 유명한 리산배추(梨山白

菜)로 경험이 풍부한 노장 요리사가 직접 절여 씹는 맛이 매우 뛰어

나다. 고기는 엄선한 삼겹살로 느끼하지 않으며 부추 소스와 대추 두

부요리, 새우기름, 참기름 등의 특색있는 소스와 밑반찬으로 돼지고

기로 튀겨낸 완자, 총요빙, 라오피넝로우(老皮嫩肉)"등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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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샹훼이웨이 난징본점
(天香回味)(南京總店)
전화번호：+886-2-2511-7275
주소：타이베이시 중산취 난징동루 1단 16호 2층

(台北市中山區南京東路一段16號2樓)
영업시간：11:30~24:00
홈페이지：www.tansian.com.tw

딩선찡즈 돌솥 훠궈
(鼎神精緻石頭火鍋)
전화번호：+886-2-2585-0621
주소：타이베이시 중산취 민취엔동루 2단 67호

(台北市中山區民權東路二段67號)
영업시간：週一至週五17:30~隔日08:00º

週六11:30~14:30, 17:30~隔日08:00
週日11:30~14:30, 17:30~24:00

홈페이지：dingshen2-67.com

돌솥 훠궈(石頭火鍋)─신선한 고기를 사용하고 탕은 
약간 달달 하며 살짝 볶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

돌솥훠궈는 타이완에서 시작된 요리이며 양파, 당근, 마늘, 검은깨 참기름 

등을 센 불로 먼저 볶아 낸 후 그 위에 고기를 볶고 채소들을 넣고 탕을 

부어 완성한다. 싱톈공(行天宮) 부근에 있는 "딩선찡즈 돌솥훠궈 (鼎神精緻

石頭火鍋)"는 탕을 내기 전에 먼저 재료를 볶아 개량한 훠궈로서 양파, 마

늘, 파, 아르헨티나, 오징어 등을 재료로 사용하고, 밑재료를 검은깨 참기

름으로 주방에서 볶아 낸 후 손님 상에 올린다. 5성 호텔급의 고기들을 사

용하며 탕에 살짝 담궈서 먹으면 고기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훠궈 재료로 쓰이는 작은 수공 만두는 유명한 지롱(基隆)의 수공만두로 해

산물의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폐와 혈액순환에 좋은 엄선된 

채소들을 탕 속에 끓여내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사차오장(沙茶醬) 소스는 병어, 땅콩, 깨, 양념장 등 9가지 재료를 섞어 만

들어냈으며 염도가 낮은 간장을 섞어 먹을 수 있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정갈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딩선찡즈 돌솥 훠궈는 야식을 즐겨먹는 타이완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침 8시까지 영업을 하므로 야식을 체험해

보고 싶다면 이곳에서 편안하게 훠궈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몽고 양생훠궈(蒙古養生鍋)─몸보신용 건강 훠궈

몽고 양생훠궈는 12세기 징기스칸이 유럽과 아시아를 다스릴 때부

터 시작되었다고 전해 내려온다. 천연재료를 사용해 탕을 끓여 영

양이 듬뿍한 스프를 만들어 내며 끓는 탕에 고기류, 채소, 두부들을 

넣어서 익힌 후에 먹는다. 탕의 맛이 매우 진해서 탕에서 건져낸 뒤 

다른 소스에 찍어 먹지 않아도 재료의 원래대로의 맛을 살려서 먹

을 수 있다.

"톈샹훼이웨이(天香回味)" 양생훠궈는 타이완에서 매우 유명하다. 

특수한 향의 탕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비결이며 너무 맵지 않은 

톈샹(天香)탕과 단백하고 깔끔한 훼이웨이(回味)탕으로 나뉘어 진

다. 이 두 가지 탕은 60여가지 재료로 오랜 시간 정성껏 우려서 만

들어지며 당귀, 구기자, 생강, 빨간 대추 등을 넣어 입안에 머무르는 

잔향이 있다. 또한 몸을 건강하게 해줄뿐더러 미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지닌다. 톈샹훼이웨이 훠궈의 특별한 재료로는 장어포, 황금

새우, 해초, 대구살 등 고급 재료들이 있다. 이외에도 맛있는 디저트

를 제공하며 이 가게에서 인기있는  "진스리엔빙(金絲戀餅)"은 노릇

노릇 황금색 디저트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가는 면을 둥글게 말아

서 구워 낸 것으로 외부는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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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旦)
원단(元旦)은 서력(西曆) 신년 1월 1일을 말하며, 원단 

하루 전날에는 전 타이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새해를 맞

이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린다. 12월 31일에서 원단까

지의 축제를 원단 새해맞이라 칭하며 전 타이완의 각 

지방정부 또는 민간단체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 프

로그램을 선보인다.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카운트

다운때까지 대형 콘서트를 진행하는 콘서트와 새해맞이 

의식, 국기를 들고 달리는 마라톤 등의 행사가 있다. 

그 중 타이페이시의 새해맞이 행사는 가장 많은 사람들

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101빌딩의 

불꽃축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유명 

인기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적인 댄스와 주옥 같

은 노래들로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자연과 불꽃이 함께 어울러지는 모습을 감상하

고 싶다면 일월담에서 펼쳐지는 새해맞이 불꽃축제를 

빼놓을 수 없다. 찬란한 불꽃이 호수에 비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며, 아리산(阿里山) 일

출 음악회와 동북각(東北角) 새해맞이 음악회 역시 놓치

기 아까운 행사들이다. 이외에도 란위(蘭嶼), 타이동(台

東), 컨딩(墾丁) 등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행복한 첫 날을 

시작 할 수 있다.

2013년 타이페이 101 새해맞이 불꽃축제

(2013台北101跨年煙火)
타이페이 101 빌딩 가장 높은 부분에 대형 불꽃을 설치하여 

주변의 새해맞이 행사와 같이 열린다. 타이완의 가장 유명

한 새해맞이 행사 중 하나로 매년 평균적으로 10만 명의 사

람들이 현장에 모여 찬란한 불꽃을 감상한다

시간：2012년12월31일~2013년1월1일
장소：타이페이101앞
전화：+886-2-8101-7777
홈페이지：www.taipei-101.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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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령고도 망화제 (草嶺古道芒花季)
매년 11월은 동북각 초령고도(東北角草嶺古道)의 갈대밭의 망화가 

휘날리는 계절이다. 매년 초령(草嶺)에 갈대가 만발하는 계절에는 각

종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려 여행객들을 동북각의 가을 경치로 안내

하며 고도의 풍부한 자연생태를 즐길 수 있다.  

시간：11월1일~11월11일
장소：초령고도(草嶺古道)
전화：+886-2-2499-1115
홈페이지：www.necoast-nsa.gov.tw

금문채풍- 옛 가옥,  물
새행사 (金門采風─古厝, 
鸕鶿活動)
금문(金門) 겨울철새 가마우지(候

鳥鸕鶿)를 감상하고, 금문의 자연

과 인문 자원을 깊게 체험해보자. 

국가공원 옛 가옥에 민박시설을 갖추어 직접 민남(閩南)건축의 

풍경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금문의 특색을 감상할 수 있다.

시간：11月22日至12月8日
장소：금문국가공원(金門國家公園)
전화：+886-82-313189
홈페이지：www.kmnp.gov.tw

2012타이완 온천 미식 축제 

(2012台灣溫泉美食嘉年華)         
"온천(溫泉)"과 "미식(美食)"이 결합한 

행사가 타이페이, 북부, 중부, 남부 및 

동부 등 총 17개 온천지역에서 열리며, 

국내외 관광여행객을 각종 행사에 초청

하여 겨울 온천의 재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시간：11월~ 12월
장소：타이완 각지
홈페이지：taiwanhotspring.net

2013년 동북각 새해맞이 음악회 

(2013年東北角迎曙光音樂會)
불꽃으로 밤 하늘과 해안선을 밝게 만들고, 국내 유명한 음악 밴

드를 초청하여 여행객들과 함께 동북각(東北角) 해안의 아름다운 

별들과 밤의 풍경을 즐기며 북 타이완의 첫 여명을 맞이한다. 

시간：2012년12월31일~2013년1월1일
장소：복륭해수욕장(福隆海水浴場)
전화：+886-2-2499-1115
홈페이지：www.necoast-nsa.gov.tw

2013타이완 죽광 연등축제 

(2013台灣燈會 竹光盛宴)
애니메이션, 과학, 인문을 주제로 펼쳐지는 세계적인 화려한 축제

로 대만 객가(하카족)족의 민요대회와 같이 열린다. 다양한 종류

의 화등이 장관을 이루며 내완선  철로여행, 대만호행의 신죽 사

자산여행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대만의 향취와 온천, 객

가문화, 철도여행등과 함께 관광해보자. 국제적인 관광지인 신죽

현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시간：2013년2월24일~2013년3월10일
장소： 신죽현 죽북시 고속철도 까오티에 특정구

(新竹縣竹北市高鐵特定區)
전화：+886-3-551-8101
홈페이지：2013taiwanlantern.net

2013아리산 일출 인상 음악회 

(2013 阿里山日出印象音樂會)     
아침 태양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비치고 은은한 음악소리가 일출

과 구름에 맞추어 푸른 산과 파란하늘에 널리 울리며 새해 첫 서광

을 맞이할 수 있다.

시간：2012년12월31일~2013년1월1일
장소：아리산 산림유락구 축산관일 평대

(阿里山森林遊樂區祝山觀日平台)
전화：+886-5-259-3900
홈페이지：www.ali-nsa.net

FEST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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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정식으로 개관하였으며, 약 6200평 

대지에 전통 사합원 양식과 현대감의 입체 

조형이 융합되었다. 9미터의 3층 건물 높이

로"井"자형 구조로 이루어졌다. 사면을 유리

로 설계하여 내면의 자연 채광을 높였으며,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이동, 변화하여 자연

의 특색을 나타낸다. 현대예술 위주로 전시

하는 타이완 최고의 전시관으로, 국내외 예

술품을 자주 전시하며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전시회를 주최하여 민중들의 예술에 대한 지

식을 높이고 있다.

1965년 중국 궁전식 건축물로 완공되었고 1, 

2, 3 층의 전시공간과 4층의 휴식공간인 "삼

희당(三希堂)"이 자리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치를 매길 수도 없는 중화 예술 

보물들이 이곳에 소장되어 있으며, 소장품들

은 송대 부터 원, 명, 청 4대를 계승하여 5천

년 중국역사를 덮을 수 있는 정도로 광범위

하며 수량은 65만 5천 점 이상이다. 고궁박물

관은 "중화문화보물 창고(中華文化寶庫)" 라

고도 불리며 중, 영, 불, 독, 일, 스페인, 한 등 

7개 국가 언어로 전시안내를 제공한다. 정기

적으로 각종 유물연구과정과 주제 강연회 및 

순회 전시 활동을 주최하여 세계적인 문화성

지로 자리하고 있다.    

1921년에 건립되었으며 원래는 "건성소학교

(建成小學校)"라는 일본인 학교였다. 2층의 

건축물은 아열대 문화의 붉은 벽돌과 목재기

둥으로 서양문명의 건축양식과 일본식 기와 

지붕이 결합된 건축의 미학을 보인다. 후에 

정부가 타이페이시 유적지로 지정, "타이페

이 당대 미술관"으로 활성화하여 예술, 유적

지, 과학으로 결합되어 다채롭고 탁월한 당

대 예술 전시들을 주최하고 있다.    

타이페이 시립미술관
(台北市立美術館)

국립고궁박물관
(國立故宮博物院)

타이페이 당대 미술관
(台北當代藝術館)

[최근 활동]
2012 타이페이 비엔날레(台¾雙年展)
전시기간：현재~2013/1/13
장소： 1층1A~1B, 2층2A~2B, 3층

3A~3B~3C, 사림 종이공장 1918

무지개의 경계선- 서루현 개인전
(彩虹的邊線—徐瑞憲個展)
전시기간 ：2012/10/13~2012/11/25 
장소：지하층D 구역

환영현실: 심소양 사진전 
(幻影現實：沈昭良攝影展)
시기간 ：현재~2012/11/25까지 개장 
장소：지하 E 구역

[최근 활동]
이산개인전
(李山個展)
전시기간： 2012/11/23～2013/01/20
장소：타이페이 당대 미술관 1, 2층

모형회화 입선작 특별전시
(藏金龜‧繪當代)
전시기간： 현재~2012/12/30까지 개장
장소：당대관 1층 이벤트 홀

[최근 활동]
혁혁종주-주문화특별전
(赫赫宗周—西周文化特展)
전시기간 ：2012/10/08~2013/01/07 
장소：진열실 103, 105, 107

금성욱영-청조 채색도자기전
(金成旭映—清雍正琺瑯彩瓷特展)
전시기간：2012/12/01~2013/09/30
장소：진열실 203

주소： 타이페이시 중산구 중산북로 3단 181
호 (台北市中山區中山北路三段181號)

전화：+886-2-2595-7656
홈페이지：www.tfam.museum

 주소：타이페이시 대동구 장안서로 39호
(台北市大同區長安西路39號)

전화：+886-2-2552-3721
홈페이지：www.mocataipei.org.tw

주소：타이페이시 사림구 지선로 2단 221호 
(台北市士林區至善路二段221號) 

전화：+886-2-2881-2021
홈페이지：www.npm.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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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에 건립되었으며 원래는 "타이페이 

술 제조 공장 (台北酒廠)"이였다. 후에 정부

가 유적지로 지정, 전체를 수리하여 구 공장

구역과 공원구역으로 나누어 조성하여 2005

년 다시 문을 열었다. 공원구역은 공원녹지

와 창의 디자인 작업장 및 창의 작품 전시센

터로 타이완 디자인 능력과 생활미학 발전

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예술가들의 교류와 

학습을 제공하며, 창의작품 광고와 마케팅의 

공간이다.     

1937년에 건립되었으며 원래는"대만총독부 

전매국 송산담배공장 (台灣總督府專賣局松山

菸草工場)"이었으나,  2001년 정부가 유적지

로 지정하여 타이페이 동취(東區)의 예술 문

화 구역으로 전향하였다. 건물은 일제통치시

절 수리, 복원했던 외관과 대량의 나무들을 

그대로 보존하여 녹색의 신선한 환경을 유지

하고 있다. 현재는 문화전시공간과 쇼핑공간

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문화, 쇼핑, 

체육이 결합하는 타이페이 문화체육공원으

로 변모할 계획이다.   

타이페이시의 중심지 보애특구(博愛特區)에 

위치하며, 중국식 고전 건축물로 기세 있고 

우아한 모습이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2개의 

건축물로 안에 국가극장(國家戲劇院)과 실험

극장(實驗劇場), 국가음악청(國家音樂廳), 연

주청(演奏廳) 등 4개의 공연 장소를 포함하

며, 선진시설과 좋은 재질들을 사용하여 세

계 일류수준의 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화산1914창의문화원 구역
(華山1914創意文化園區)

송산문창원 구역
(松山文創園區)

국립중정문화중심
(國立中正文化中心)
국가양청원
(國家兩廳院)

[최근 활동]
다네다 요우헤이의 영화세계
(種田陽平的電影世界)
전시기간：현재~2013/2/17까지 개장 
장소：송산 문창원구 3호 창고

체여기(砌與器) 건축 설계전
(砌與器 建築家創意設計展)
전시기간 ：현재~2012/12/30까지 개장
장소：송산 문창원구 대만설계관 금점구

[최근 활동]

TAIPEI A VOICE 전위예술특별전
(TAIPEI A VOICE <<前衛藝術特展>>)
전시기간： 2012/11/09~2012/11/11
장소：화산 혼전 육합원 서 1동

roomsLink in Taipei 
전시기간  :2012/11/08~2012/11/11 
장소：화산 동2관A, 동3관

[최근 활동]
막심 므라비차 2013 피아노연주회
(鋼琴玩家-邁可森2013鋼琴演奏會) 
전시기간 ： 2013/1/5 (六) pm 7:30 
장소：타이페이 국가음악청

임혁화 《삼국》
(非常林奕華《三國》)
전시기간： 2012/12/28~2012/12/31
장소：국가희극원

주소：타이페이시 신의구 광복남로 13호
(台北市信義區光復南路133號)

(광복남로(光復南路) 입구로 진입이 어려우니 
충효동로(忠孝東路) 4단 553항으로 진입)  
전화：+886-2-2765-1388
홈페이지：www.songshanculturalpark.org

주소：타이페이시 중정구 팔덕로 1단 1호
(台北市中正區八德路一段1號)

전화：+886-2-2358-1914
홈페이지：www.huashan1914.com

주소：타이페이시 중산남로 21-1호
(台北市中山南路 21-1 號) 

전화：+886-2-3393-9888
홈페이지：www.ntch.edu.tw

CULTURE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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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

출 입 국 
인 수  통 계

2 0 1 2
S E P
타이완을 방문하는 관광객 인수 통계：550,901인(+)19.50%

외국인 관광객 수 통계：296,074인(+)2.34%

(한국 관광객 인수 통계) ：19,439인(+)8.02%

교포 관광객 인수 통계：254,827인(+)48.42%

출구 인수 통계：818,593인(-)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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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9 

통계

10 

11 

12 

통계

2012년 (단위：인)

901,293

772,495

723,643

851,486

849,354

908,600

1,041,365

933,988

818,593

7,800,817

2011년 (단위：인)

인)690,743

804,856

667,160

752,558

809,015

890,332

1,026,829

911,458

823,272

7,376,223

844,814

706,108

656,728

9,583,873

비율(%)

30.48

-4.02

8.47

13.15

4.99

2.05

1.42

2.47

-0.57

5.76

월 

1 

2 

3

4 

5 

6

7 

8 

9

통계

10

11 

12 

통계

월 

1 

2 

3

4 

5 

6

7 

8 

9

통계

10

11 

12 

통계

월 

1 

2 

3

4 

5 

6 

7 

8 

9

통계

10

11 

12 

통계

통계(A) 

460,064

525,240

693,185

691,086

599,098

607,778

592,449

607,122

550,901

5,326,923

인수

25,760

23,284

21,571

19,862

20,535

19,831

18,976

21,566

19,439

190,824

인수

17,516

14,535

12,733

11,673

12,505

10,638

10,672

13,481

11,084

114,837

교포(C) 

195,807

213,007

324,900

375,198

295,070

297,146

319,054

298,228

254,827

2,573,237

매일 평균

830

802

695

662

662

661

612

695

647

696

매일 평균

565

501

410

389

403

354

344

434

369

419

매일 평균 

14,840

18,112

22,361

23,036

19,325

20,259

19,111

19,584

18,363

19,441

인수

24,316

23,190

19,531

18,656

20,413

20,161

17,752

21,348

17,996

183,363

17,859

20,878

20,802

242,902

인수

13,436

14,118

9,687

9,482

11,514

10,960

9,307

12,446

9,331

100,281

9,479

11,288

12,745

133,793

매일 평균

784

828

630

621

658

672

572

688

599

671

576

695

654

665

매일 평균

433

504

312

316

371

365

300

401

311

367

305

376

411

366

외국인(E) 

264,257

312,233

368,285

315,888

304,028

310,632

273,395

308,894

296,074

2,753,686

비율(%) 

5.94

0.41

10.44

6.46

0.60

-1.64

6.89

1.02

8.02

4.87

비율(%) 

30.37

2.95

31.44

23.11

8.61

-2.94

14.67

8.32

18.79

14.52

통계(B)

400,617

453,468

518,215

550,158

470,471

462,640

458,122

506,898

460,994

4,289,117

530,430

619,343

648,594

6,087,484

교포(D) 

137,784

175,034

205,166

268,882

199,191

180,262

193,261

209,942

171,693

1,748,749

215,781

269,367

264,860

2,498,757

외국인(F) 

262,833

278,434

313,049

281,276

271,280

282,378

264,861

296,956

289,301

2,540,368

314,649

349,976

383,734

3,588,727

매일 평균

12,923

16,195

15,717

18,339

15,176

15,421

14,778

16,354

15,366

15,711

17,111

20,645

20,922

16,678

통계(A/B) 

14.84

15.83

33.76

25.62

27.34

31.37

27.23

19.77

19.50

24.20

교포(C/D) 

42.11

21.69

58.36

39.54

48.13

64.84

58.90

42.05

48.42

47.15

외국인(E/F) 

0.54

12.14

17.64

12.31

12.07

10.01

3.22

4.02

2.34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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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012년2011년 2011년

한국 관광객 인수 한국 관광객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