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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타이완관광협회가 주관하는 타이베이 국제 여행박람회(Taipei International Travel Fair, ITF )는 매년 연말에 

열리는 타이완의 최대 규모의 국제 여행박람회이다. 박람회에 입장하는 참관인원 수만 약 20만 명이 넘으며 해

마다 더욱 성대하게 진행된다. 타이완 현지인들에게는 1년 중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매년 전세계 6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들이 박람회에 참가한다.

타이완은 면적이 3만 6천여만 평방미터이며, 인구는 2

천 3백만 명인 국가이다. 타이완은 풍부하고 다양한 자

연과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행을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든다. 2012년에는 731만 명의 관

광객이 타이완을 방문하였으며, 1,023만 명의 타이완인

이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여 두 항목에서 모두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세계 각 국의 관광청은 타이

완을 아시아의 주요 관광시장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타

이완 관광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ITF 박람회는 현재까지 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국제 여행 전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ITF는 여행사

와의 교류가 결합되어 일반인들이 박람회에서 바로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이다. 전시와 직접 판매가 합

쳐진 여행 박람회 형태로 각 국의 여행사는 현장에서 직

접 구매 열기를 체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요구를 이

해할 수 있다. 작년 박람회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래 총

액은 타이완달러 약 15억 원에 달하며 금년에는 더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의 ITF는 총 60개 국가에서 900개의 전시 팀이 

참가하고 타이베이 무역센터 1관과 3관에서 동시에 전

시된다. 전시부스는 작년의 1,200개 부스에서 12.5%

가 증가한 1,350개가 설치되며, 타이완 여행 박람회 역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다. 전시부스 1,350개 중 여전

히 가장 많은 부스를 임대한 국가는 일본으로 총 110

개의 부스를 차지하며 일본항공과 일본 여행을 운영하는 

대형 여행사 등 관련 전시부스만 118개에 이른다. 다음

으로는 미국지역이 40개의 전시부스를 차지하며, 마카

오 24개, 말레이시아 20개, 한국 19개, 홍콩 16개이

다.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에 걸친 타이베이 국

제 여행박람회는 관람인수가 총 31만 5,240명에 달했

고, 2012년보다 5만 여명, 20.1%로 성장한 새 기록으

로 원만하게 마쳤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여행박람회

타이베이 국제 여행박람회(Taipei International Travel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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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타이완 관광 이벤트 일정

여름
음력 정월대보름 전후 타이완등불축제 전국 시,현(縣)

음력 정월대보름 전후 핑시(平溪)천등축제 신베이시(新北市)

음력 정월대보름 전후 타이난옌쉐(台南鹽水) 불꽃놀이 타이난시(台南市)

4월 Spring Wave음악축제 핑동현(屏東縣)

04/18-06/24 펑후(澎湖)해상불꽃축제 펑후현(澎湖縣)

봄
5월 푸롱(福隆)모래조각예술축제 신베이시(新北市)

미정 슈구란(秀姑巒)계곡 래프팅 화롄현(花蓮縣)

06/01-08/11 열기구축제 타이동현(台東縣)

07/10-07/14 공랴오(貢寮)해양음악축제 신베이시(新北市)

7-8월 이란(宜蘭)어린이축제 이란현(宜蘭縣)

가을
8월 타이완미식전람회 타이베이시(台北市)

08/07-09/04 토우청창꾸(頭城搶孤) 민속행사 이란현(宜蘭縣)

08/07-09/05 지롱(雞籠)중원제 지롱시(基隆市)

09/08 일월담(日月潭)수영축제 난토우현(南投縣)

10월 아리산(阿里山)신목아래에서의 백년가약 쟈이현(嘉義縣)

10-11월 화산(華山)예술생활축제 타이베이시(台北市)

10/24-10/27 LPGA타이완선수권대회 타오웬현(桃園縣)

겨울
10월하순~이듬해 2월 타이완온천미식축제 전국 온천지역

11/02 타이루거(太魯閣)마라톤 화롄현(花蓮縣)

11/09-11/17 타이완 자전거축제 타이완 동부

11/08-11/11 타이베이 국제예술박람회 타이베이시(台北市)

11/13-11/17 타이완국제파도타기대회 타이동현(台東縣)

12/15(잠정) 타이베이마라톤 타이베이시(台北市)

12/31 타이베이 101 새해맞이 불꽃축제 타이베이시(台北市)

타이완에서는 생태자원, 야외활동, 지역문화, 민속종교, 

자연경관 등 전통축제를 비롯한 각지의 특색이 담긴 행사

들이 1년 4계절 타이완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타이

완의 특색을 이해하려면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풍요롭고 

생동감있는 타이완을 느껴보자.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타이완의 기념일 행사를 여행마

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부 관광국은 작년 말부터 정

식으로 ‘2013타이완관광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42종의 

타이완의 대표적인 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여행객들은 관

광 이벤트 일정을 보고 여행일정을 짜도 좋을 것이다. 이 

외에 해외 관광객들이 타이완의 연간 기념일 행사를 알 

수 있도록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번역본을 제작하

여 관광안내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timefortaiwan.tw/events/

※�행사명,�일정�변동이�있을�수�있
으니�홈페이지를�참고하십시오.



2013 타이완 자전거 이벤트

2013 台灣自行車節

타이완은 자전거 디자인과 생산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타이완의 아름다운 풍경, 풍부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으로 자전거 

여행을 즐기기에 매우 적합하다. 2012년, 여행잡지 Lonely Planet에서는 타

이완의 수천 미터의 자전거도로와 환도노선을 해당분야에서 최적의 여행

국가로 선택하였고, 같은 해 CNN 계열사인 생활여행 사이트에서 일월담

(日月潭) 호수를 순회하는 자전거 노선을 전세계 10대 가장 아름다운 자전

거 도로 중 하나로 순위 매겼다.  

자전거 애호가에게 타이완을 알리기 위해 관광국은 올해에도 타이완 자전

거 이벤트를 성대하게 주최할 예정이다. 3가지 주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

다. 첫 번째는 국내 외의 유명선수들을 초청하여 허환산(合歡山)을 도전하

는 것이고, 두 번째는 12개 단체를 초청하여 자전거를 이어 달리는 방식으

로 타이완 섬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월담(日月潭) 자전거 도로의 아름다운 풍경을 체험하는 것이다.     

자전거 여행 이벤트에는 이란현(宜蘭縣)과 화롄현(花蓮縣), 타이동현(台東

縣), 타이중시 정부와 교통부 관광국 각 국가풍경지역에서 함께 자전거 여

행을 홍보한다.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이란 새 감상 여행, 시라야다푸(西拉

雅大埔) 자전거 여행, 화동 자전거 페스티벌 등의 이벤트 내용이 있다.

이벤트 기간：11/09-11/17

장소：전 타이완 각지

전화번호：+886 2 2349-1500

홈페이지：taiwanbike.tw/bike/event/2013/index.html

2013 타이베이 국제 예술 박람회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타이베이 국제 예술 박람회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타이베이 비엔날레의 성립과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 등을 거치며 타이베이 예술 박람회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졌고 동시에 

타이완 현지 미술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박람회 전시 참

가를 신청한 화랑 수는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으며, 국내 외에 있는 지명 높

은 화랑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선된 심사를 거쳐, 약 200여건의 신청 

안 중에서 150개의 우수 화랑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예술작품은 소

장가 및 관객에게 전시된다. 

올해 전시에 참가하는 화랑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해외 화랑이며 처음으로 

참가하는 주요 화랑들은 1996년에 설립된 뉴욕의 Lehman Maupin 화랑을 

포함하여, 런던에서 온 Ben Brown Fine Arts, 마닐라에서 온 Silverlens, 그

리고 스위스에서 온 아시아 당대미술에 대해 연구하는 Galerie Urs Meile 

화랑 등이 참가한다. 또한 거리예술가와 공연예술가를 초청하여 자유롭게 

발휘하는 즉흥공연과 퍼포먼스를 박람회장 내외에서 볼 수 있다. 혼자 또

는 가족들과 공연을 감상하고 예술 이벤트에 참가해보자. 

이벤트 기간：11/08-11/11

장소：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1관(台北世貿一館)

타이베이시 신의로 5단 5호（台北市信義路5段5號）

전화번호：+886 2 2585-0382

홈페이지：www.art-taipei.com

교통：MRT 반나(板南)선을 타고 시정부(市政府)역에서 하차 후, 도보로 15분이면 도착.

MRT 신의(信義)선(연말에 개통 예정)을 타고 타이베이 101/세계무역센터(台北101/世界

貿易中心)역에서 하차하면 바로 도착.

2013 台北國際藝術博覽會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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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타이완 등회

타이완 등회는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이 매년 원

소절(정월대보름) 기간동안 국가급의 대형 등회

를 주관하고 있으며, 띠와 지방특색을 살려 도

시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지방도시의 중요

한 축제이다.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에도 소개될 

정도로 손꼽는 글로벌 축제로서 TV프로그램인 

《Fantastic Festivals of the World》에도 타이완 등회가 볼만한 축제로 소

개된 바 있다. 

2014년 타이완 등회는 타이완의 지리 중심인 난토우현(南投縣)에서 2월 14

일부터 연속 10일 동안 진행된다. 내년은 말띠 해를 맞이하여 등회에서는 

‘말’의 이미지로 제작된 테마 등불과 원주민 등불, 관광 등불과 종교 등

불 등 5개 전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2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리허설 

전시로 일부의 구역이 개방되고, 2월 14일에는 등회 개막식과 모든 테마전

시 구역이 성대하게 열릴 것이다. 

2014년 등회가 거행된 장소인 난토우현 중싱신촌(中興新村)은 아름다운 풍

경과 오래된 역사를 지닌 난토우 지역의 유명 관광지이다. 등회에서는 난

토우의 역사, 건축, 종교, 전통공예기술, 원주민 문화 등 다양한 특색과 결

합된 테마 등불을 감상할뿐만 아니라 음악과 댄스 공연도 현장에서 볼 수 

있다. 교통의 편리함을 고려해 셔틀버스와 패키지여행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난토우 등회의 매력을 좀 더 편하게 만끽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2014/02/07-02/23（2월 14일에는 테마 등불 개막식）

장소：난토우현 중싱신촌 (南投縣中興新村)

인터넷홈페이지 정보 참고：

관광국 www.tourtaiwan.or.kr/

2014 등회 www.facebook.com/2014taiwanlanternfestival

2014 원단 새해맞이 이벤트

2014 元旦跨年活動

원단(元旦)은 1월 1일로 양력 신년이다. 원단 하루 전날

에는 전 타이완 지역에서 새해맞이 이벤트가 진행되며, 

12월 31일을 지나 다음 해 원단까지의 이벤트를 원단 

새해맞이라 부른다. 타이완의 각 현시정부 및 민간단체

는 혼신을 다해 가장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며,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새해맞이 카

운트다운 콘서트 및 서광맞이 의식, 깃발 올리기 조깅 

등의 이벤트가 있다.  

그 중에서도 타이베이시의 새해맞이 이벤트는 가장 많

은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101빌딩의 찬란한 불꽃은 이

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유명 가수들이 현란한 춤과 

노래로 부르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 만약 대자연과 불

꽃이 함께 어울러지는 모습을 감상하고 싶다면 일월담(日月潭)의 새해맞이 

불꽃축제를 놓칠 수 없으며, 찬란한 불꽃이 호수에 반영되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아리산(阿里山) 일출 인상 

음악회와 동북각(東北角) 서광맞이 음악회 또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환상적이다. 그 외에도 란위(蘭嶼) 및 타이동(台東), 컨딩(墾丁)에

서 2014년의 첫 서광을 맞이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해안선과 함께 신년의 

첫 날을 시작할 수 있다.   

타이베이 101 새해맞이 불꽃축제

이벤트 기간：2013/12/31-2014/01/01

장소：타이베이 101 앞 (台北101前)

전화번호：+886 2 8101-7777

홈페이지：www.taipei-101.com.tw

2014 台灣燈會

2014 타이베이 101 새해맞이 불꽃축제 
(2014台北101跨年煙火)

타이베이 101 빌딩 꼭대기에 대형 불꽃을 설치하여 주

변의 새해맞이 이벤트와 함께 진행된다. 매년 평균 10

만 이상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눈부신 불꽃을 감상하며, 

국제적으로 타이완의 가장 유명한 새해맞이 이벤트 중

의 하나이다.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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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6

진먼 (金門)
섬 진먼(金門)은 중국과는 불과 1.8km의 거리로 타이완과의 거리 

210km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다. 중국 땅과 눈인사를 나누는 이러한 지리

적인 상황으로 진먼에서는 타이완과 중국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아 과거에

는 전쟁의 섬(Battlefield Island)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청나라가 세워지던 무렵 정성공(鄭成功)의 반청복명(反淸復明)의 

기지였으며 1949년에는 공산당 군과 국민당 군이 격돌한 고령두(古寧頭) 

전투 이후 대륙과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군정(軍政)을 실시하는 등 대륙

과 타이완 사이의 최전선 대립지역이 진먼 지역 이었다. 따라서 이 섬은 전

체적으로 독특한 전쟁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과의 긴

장관계는 오히려 진먼의 빼어난 경관을 때 묻히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하게 

되었다. 현대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중한 문화자연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 어느 섬에서도 볼 수 없는 해맑은 바다와 화려한 복건성 

스타일의 옛 가옥들 그리고 바람과 운을 비는 풍습인 풍사야(風獅爺; 펑쓰

예)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들어 간 듯한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진

먼의 기후는 아열대 해양성이지만 연평균 기온은 20.9℃로 시원하고 연평

균 강수량은 1,049.4mm로 맑은 날이 많다. 대부분의 토양이 화강암으로 

농사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수수농사를 많이 짓는다. 이러한 연유로 이 지

역에서 생산된 수수로 만든 술 고량주는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과거의 진

먼은 군사 접경지역으로 예민한 곳이었지만 전쟁이 멈춘 지금은 철새들의 

군락지로 사진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여행 온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순박한 자연 풍경들을 돌아보며 파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힐링 여행지

로 사랑 받고 있다.

해맑은 바다와 파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힐링 여행지- 
진먼 섬 金門島

여행작가  양소희 (梁昭嬉)
<타이완 홀릭>, <오!타이완>, <타이베이에 반
하다>, <부산에 반하다>를 출판했으며 현재 
<인조이타이완>을 집필 중이다. 여행 전문작
가로 강의, 여행TV프로그램 코디, 라디오, 잡
지등 여행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산관광

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Blog:blog.naver.com/taiwan_

특별한 맛 고량소(高粱牛)로 만든 진먼 소고

기 육포 (金門牛肉乾) 와 우육면 (牛家莊)

진먼의 황소(金門黃牛)는 매우 특별하다. 진먼의 소고기를 

‘고량소(高粱牛)’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진먼 고량주 

양조장(金門酒廠)에서 술을 만들고 나오는 재료로 소의 먹

이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소고기 보다 육

질이 좋아 진먼에서 만든 소고기 육포는 쫄깃함이 잊을 수 

없는 맛으로 기억되며 우육면 역시 씹히는 고기의 식감도 

좋고 국물이 개운하다.

주소：진먼현 진청진 민주로 318농 5호

 (金門縣金城鎮民族路318弄5號)

전화：+886 82 320-099

영업시간：10:00~14:30, 17:00~21:30

교통：진먼 상의공항(尚義機場)에서 택시로 약 30분 소요.

달 속에나 있을 법한 아름다운 집에서의 하

룻밤 –수조가두(水調歌頭)

민박의 이름 수조가두(水調歌頭)는 한국인들도 잘 아는 등

려군의 노래 제목이다. 원래 유명한 송나라 시인 소동파

(蘇東坡)의 시를 등려군이 노래로 불러 인기를 모은 것으

로 이시는 타이완의 교과서에서도 배울 만큼 누구나 아는 

유명한 시이기도 하다. 이 시의 가사를 보면 옥으로 만든 

집이 나오는데 이는 달 속에 있다는 전설상의 궁전을 뜻한

다. 그래서 이 민박의 집 이름을 풀이하자면 시 속에 나오

는 집처럼 신비하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가 무색하지 않

을 만큼 이곳의 민박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준다. 가옥이 

전통 민남식 건축(傳統閩南式建築)으로 지어졌으며 청나

라 건륭(乾隆) 연간에 지어진 건물로 그 자체가 200년의 

역사 고적 건축물로 문화적인 가치가 높다. 진먼국가공원 

전통건축(金門國家公園傳統建築) 보존위원회에서는 6년

간의 복원작업을 마치고 민박으로 일반에게 공개해 하룻밤 

머물면서 진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오픈했다. 

방이 많지 않으므로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주소：진먼현 진청진 첸쉐이토 40, 41호 

(金門縣金城鎮前水頭40、41號)

전화：+886 82 322-389, +886 932 517-669

2인실 가격：평일 NT＄1800, 주말과 공휴일 NT$2000. 

자세한 가격을 민박에게 문의. 

홈페이지：www.familyinn.idv.tw/

교통：진먼 상의공항(尚義機場)에서 택시로 약 30분 소요. 

COLUMN



타이완은 지열자원이 풍부하며 전국 각지 약 128 곳에서 온천이 샘솟고 있다 . 

타이완의 온천은 질이 좋을 뿐 아니라 종류가 다양해 온천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 가을 특히 겨울은 온천욕에 가장 좋은 시기로서 이번 회에는 타이완의 

유명한 온천지역과 엄선된 온천호텔을 선보인다 . 타이완의 천연온천을 즐기면

서 심신의 편안함을 느껴보자 .

온 

몸
과 

마
음
을 
따
뜻
하
게 

해
주
는

타
이
완 
온
천
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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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온천여행
온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양밍산 국가공원내에 위치해 있으

며 47 개의 다양한 객실이 있다 . 

그 중 샤마오산 ( 紗帽山 ) 맞은편의 

‘샤마오 ( 紗帽 ) 온천방’은 특별

히 온천을 창가에 설계하여 큰 창

문으로 산풍경이 보이도록 했기 때

문에 여행객들은 온천을 즐기면서 

산도 조망할 수 있다 . 리조트에는 

큰 공용온천이 있고 , 남녀 각 탕 

모두 크고 밝은 유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광선이 그대로 들어와 

시야가 탁 트여있다 . 또한 SPA 수

중치료풀도 있어 , 다양한 온천탕을 

선택할 수 있다 .

양밍산 국가공원에서 가까운 온천리조트호텔로 양진

( 陽金 ) 도로 옆에 위치해 있다 . 유럽관은 객실의 창문

이 커서 창 밖 삼림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고 2 관

은 독립된 온천욕탕으로 비밀스런 온천욕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 북 타이완에서 가장 큰 2,000 평의 노

천 온천공간도 있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싼 곳에서 온천

욕을 즐길 수 있고 , 뜨거운 여름에는 18℃의 온도로 하

여 냉천에서 더위를 식힐 수도 있다 .

양밍산 일대의 화산지열활동은 상당히 빈번하여 구역마다 온천 

각기 다른 광물성분을 만든다 . 온천수질과 온도가 각각 다르며 각

기 다른 특색을 갖고 있지만 주로 백색 유황온천과 청색 유황온천

이다 . 온천욕을 즐기는 것 외에도 근처에 주쯔호수 (竹子湖 ), 칭

톈강 (擎天崗 ), 다툰 자연공원 (大屯自然公園 ), 샤오여우컹 (小

油坑 ) 유락구 , 양밍산 국가공원 등 볼만한 명소들이 많이 있다 .

온천

양밍산 
陽明山

 타이베이시 스린구 거즈로 237 호
台北市士林區格致路 237 號
+886 2 2861-6661
 www.landisresort.com.tw

랜디스 리조트
中國麗緻大飯店

陽明山

 신베이시 진산구 총허리 밍류로 1-7 호
新北市金山區重和里名流路 1-7 號
+886 2 2408-0000
 www.tienlai.tw

톈라이 리조트호텔
天籟渡假酒店

陽明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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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LAN

타이완 래디엄그룹과 일본의 백년온천호텔 ‘카가야’

가 합작하여 건설한 호텔로서 각 객실 과 5 층에 17 개

의 조용하고 풍격있는 개인욕탕이 있다 . 욕탕은 도자

기 , 회목 , 천연석 등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온천을 즐

길 수 있으며 , ‘망월 ( 望月 )’과 ‘원산 ( 遠山 )’ 두 

종류의 대중탕이 있다 . 5 층의 ‘the spa by Socié’ 

미용 SPA 센터에서는 다양화된 테라피를 통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

베이토우 감제고지에 위치하고 양밍산 국가공원에 

인접한 그랜드 뷰 리조트는 66 개의 고급객실 , 8 개

의 개인온천실 , 중국 및 서양식 레스토랑 , 노천온

천탕 , SPA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든 객

실은 16평 이상이며 광활한 삼림을 전망할 수 있다. 

노천온천탕은 삼림에 둘러싸인 은밀한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촉촉하고 영양이 풍부한 백황온천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

 타이베이시 베이토우구 여우야로 30 호
台北市北投區幽雅路 30號
+886 2 898-8888
 www.gvrb.com.tw

그랜드 뷰 리조트
麗禧溫泉酒店

北投

 타이베이시 베이토우구 광밍로 236 호
台北市北投區光明路 236 號
+886 2 2891-1111
 www.kagaya.com.tw

래디엄 카가야호텔
日勝生加賀屋

北投

베이토우 온천은 백황 , 청황 , 철황 3 종류가 있다 . 백황

은 온천수 색깔이 하얗고 약산성이며 , 청황은 산성이 비

교적 강한 편인 반면 , 철황은 철분을 함유하여 온천수가 

연한 적갈색이다 . 이곳의 온천호텔들은 SPA 와 아로마테

라피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 베이토우 온천

의 백 년 온천발전사와 문화특색을 이해하고 싶으면 베이

토우 온천박물관 (北投溫泉博物館 ), 베이토우 문물관 (北

投文物館 ) 등을 방문해보자 .온천

베이토우
北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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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온천여행
온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우라이 폭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온천욕을 하면서 폭포

를 감상할 수 있다 . 냉열온천 안마탕 , SPA 샤워구 , 증기사우

나실 등 다양한 설비들이 있고 폭포를 전망할 수 있는 객실에

는 독립된 전망베란다와 온천탕이 있다 . 또한 숙소 내에는 진

귀한 원주민 문물과 원주민관련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매

일 정해진 시간에 원주민공연이 있어 이곳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신베이시 우라이구 중즈리 옌티로 61 호
新北市烏來區忠治里堰堤路 61 號
+886 2 2661-8000
 www.pauselandis.com.tw

포즈 랜디스 온천호텔
璞石麗緻溫泉會館

烏來

 신베이시 우라이구 푸부로 33 호
新北市烏來區瀑布路 33號
+886 2 2661-6000
 www.clr.com.tw/naluwan

우라이 활력촌
烏來活力村

烏來

우라이는 타이완 북부의 유명

한 원주민촌으로 주로 타이야

( 泰雅 ) 족이 살고 있는 색다

른 문화풍경의 온천마을이다 . 

이곳의 온천수질은 맑고 투명

하며 음용도 가능하다 . 온천

수온도는 매우 높아 약 80 정

도이며 알칼리성 탄산천이다 . 

피부에 특히 좋아 미인탕으로

도 불려진다 .

극도의 단순한 장식 , 자연스러움 , 그리고 그윽한 분위기를 설

계 모토로 하는 젠 ( 禪 ) 스타일로 공간과 자연경관을 조화시켰

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아한 분위기가 나는 호텔이다 . 이곳 

온천의 큰 특색은 냉각탕이며 원천 탄산천을 그대로 냉각시켜 

각자의 기호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면서 온천욕의 즐거움을 만

끽할 수 있다 . 총 27 개의 계곡에 인접한 온천탕은 반 노천이라

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고 , 35 개의 객실에도 모두 개인 

온천탕이 설치되어 있다 . 

온천

우라이
烏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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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LAN

호텔 내에는 강과 산에 인접한 우아한 온천객실 , 대중온천 

SPA 탕 , 그리고 발 각질제거에 탁월한 온천어 족욕탕이 있다 . 

사계절 아름다운 구관지역에 위치한 이 호텔 전망레스토랑은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대표적인 타이완요리와 지역

특산물로 담근 장아찌 등을 즐기면서 모처럼의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

이곳은 숙박 , 요리 , 온천탕 , 회의 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

다 . 발리식 자연풍격을 주제로 건축되어 전 구역을 남태평양 

나무로 조경하고 나무지붕 , 하얀 벽 , 초가정자 등에는 발리와 

원주민 문화가 잘 조화되어 있다 . 총 53 개의 다양한 객실을 보

유하고 있으며 객실 내 4~10 평 개인 온천탕에서 최고급 온천

시설을 즐길 수 있다 . 요리는 특별히 남태평양과 중식 그리고 

타이야족의 독특한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현지의 식재료와 계

절과일을 추가한 보양식 온천요리를 제공한다 .

 타이중시 허핑구 동관로 1 단 온천항 10 호
台中市和平區東關路一段溫泉巷 10 號
+886 4 2595-1998
 www.villa-spa.com.tw

발리 네이처 스파
惠來谷關溫泉會館

谷關

 타이중시 허핑구 동관로 1 단 온천항 6 호
台中市和平區東關路一段溫泉巷 6號
+886 4 2595-1355
 www.kukuan.com.tw

구관 온천 리조트호텔
谷關溫泉飯店

谷關

구관 온천은 해발 약 800 미터의 

다자강 근처에 위치한다 . 온천원

은 60℃의 고온으로 음용과 입욕

이 가능한 알칼리성 탄산천이다 . 

관절 , 신경 , 위장 , 피부 및 각질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 . 가을에

는 구관을 방문하기 좋은 시기인

데 , 단풍낙엽이 지고 안개가 자

욱해 굉장히 낭만적이다 .온천

구관
谷關

11



타이완 온천여행
온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천탕 , 숙박 , 회의 , 요리 등이 모두 갖춰져 

있는 관쯔링 통마오 스파리조트는 79 개의 전

망좋은 객실 , 노천 진흙탕 , 에센셜오일 양생

탕 , 에센셜오일 SPA 수중치료풀 , 실내의 남녀 

누드탕 , 개인탕 등의 온천시설이 있고 탕 옆에

는 분위기 졸은 카페도 있다 . 교통편은 고속철

도 자이역에서 약 35 분거리에 있으며 , 인근의 

우산터우댐 ( 烏山頭水庫 ), 용안골프장 ( 永安高

爾夫球場 ), 난위안농장 ( 南元農場 ), 시라야 풍

경구 ( 西拉雅風景區 ) 등 휴양 및 지역 관광명

소로의 접근도 아주 편리하다 .

 타이난시 바이허구 관링리 관쯔링 28호
台南市白河區關嶺里關子嶺 28號
+886 6 6823-456
 www.toongmao.com.tw

관쯔링 통마오
스파 리조트

關子嶺統茂溫泉會館

關子嶺

이 리조트는 이용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여러종류의 온천

이용 방식과 온천시설을 마련하였다 . 모든 객실에는 진흙온천이 설

치되어 있고 , 공용 온천시설도 있어 가족과 친구끼리 공용 SPA 탕

에서 담소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 그리고 모든 여행

객들에게 관쯔링 전체 풍경을 감상하도록 특별히 6 층에 전망 레스

토랑을 설치하여 경치와 요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타이난시 바이허구 관쯔링 61-5 호
台南市白河區關子嶺 61-5 號
+886 6 6822-588
 www.reikei.com.tw

레이케이 온천리조트
儷景溫泉會館

關子嶺

관쯔링은 타이난시 (台南市 ) 바이허구 (白河區 ) 에 위치해 있다 . 

동남쪽으로는 타이난에서 최고 높은 해발 1,241 미터의 ‘대동산

(大凍山 )’이 있어 풍경이 수려하다 . 관쯔링 온천은 세계의 희귀

한 진흙온천으로 지하 암층 점토질과 광물질이 섞여 들어와 온천

수가 흑회색인데 , ‘흑색온천’ 혹은 ‘머드온천’으로 불려진다 . 

현지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유황성분으로 인해 천연열원을 지나가

면서 온도가 상승되어 농후한 유황냄새를 풍기게 한다 . 온천수는 

입욕은 가능하고 음용은 안되며 입욕 후 피부가 부드럽고 윤기있

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천연미용품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온천

관쯔링
關子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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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LAN

이 호텔의 창립자는 레이쉐이 지역출신으로서 , 호야스파호텔은 

온천 SPA 와 현지의 농특산물과 후터우산 ( 虎頭山 ) 의 생태경관

에 셔우구란 계곡에서의 레프팅 , 유채꽃밭 , 금침화축제 , 그리

고 자전거여행을 결합시킨 다양한 여행 패키지를 기획하고 있다. 

17 개의 각기 다른 특색의 객실에는 개인 안마온천탕이 갖추어져

있고 관내에서는 SPA 와 수영장도 사용할 수 있다 .

후터우 ( 虎頭 ) 산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온천민박집

은 여행을 좋아하는 젊은 주인이 경영한다 . 옛 민가

에 심취한 젊은 주인이 창의력을 더해 실내공간을 

소박하고 심플한 스타일로 꾸며 오래된 집에 새로

운 기운을 부여하였다 . 이 온천탕은 피톤치드와 황

금탕으로 되어있으며 , 산속의 운무가 둘러싸고 있

어 여유로운 행복감과 함께 느낄 수 있고 바쁜 일상

의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다 .

 화롄현 레이쉐이향 레이샹촌 101 호
花蓮縣瑞穗鄉瑞祥村 101 號
+886 03 8875-505
 www.hoya-spa.com.tw

호야 스파호텔
虎爺溫泉會館

瑞穗

 화롄현 레이쉐이향 온천로 3 단 137 호
花蓮縣瑞穗鄉溫泉路 3段 137 號
+886 937468021、+886 3 8870-203
 bulao.hlbnb.tw

산 아래의 집
山下的厝

瑞穗

레이쉐이 온천은 중앙산맥에서 발원한 맑은 수원으로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철과 바륨을 함유한 탄산염천이

다 . 풍부한 철분을 함유한 온천수가 공기를 만나 산화

되면 녹황색을 띄기 때문에 ‘황금온천’이라는 이름도 

있다 . 온천수에 있는 천연 하얀 부유물은 ‘온천꽃’이

라 불려지기도 하며 초기에는 부녀자들이 이곳에서 온

천을 하면 아들을 낳을 확률이 크다고 전해져서 ‘생남

천’이라 불려지기도 한다 .온천

레이쉐이
瑞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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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온천여행
온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호텔은 자오시에서 유명한 우펑치풍경구 근처

에 위치한다 . 객실마다 원천탕을 제공하는데 수

질이 맑고 무취의 탄산염온천이라 씻은 후 피부

가 보들보들 빛이 나서 ‘미인탕’으로 불려지기

도 한다 . 호텔은 산 사이에 위치하며 낮에는 태

평양이 내려다보이고 밤에는 멀리 란양평원의 눈

부신 야경도 관망할 수 있다 . 편안히 온천을 즐

기고 , 이란 본고장의 요리를 맛볼 수 있을 뿐 아

니라 호텔이 기획한 각종 인문 및 생태여행도 참

가할 수 있다 .

자오시 관샹 세기 온천 리조트는 타이완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설산터널을 지나면 도착 할 수 있다 . 또한 자오시 온

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 80 개의 

온천 객실에서 58℃인 원천탕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서 편

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그 외에도 400 평의 노천 온천구

역에서 다양한 테라피 SPA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넓은 레스

토랑과 회의 장소 , 레저시설 , 헬스장과 비즈니스 센터 등 갖

추기 때문에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이련현 자오시향 런아이로 66 항 6 호
宜蘭縣礁溪鄉仁愛路 66巷 6號
+886 3 987-5599
www.hotspring-hotel.com.tw

관샹 세기 온천 리조트
冠翔世紀溫泉會館

礁溪

 이란현 자오시향 다중촌 우펑로 69 호
宜蘭縣礁溪鄉大忠村五峰路 69號
+886 3 9886-288
www.hrjhotel.com.tw

자오시 로얄호텔
礁溪老爺大酒店

礁溪

자오시 온천은 타이완 동부의 란양 (蘭陽 ) 평원에 있다 . 

일찍이 18 세기말에 발견되었으며 수질이 맑고 투명하

며 , 음용이 가능하고 , 수온이 55℃인 중성탄산염 온천

이다 . 타이완철도 이란선 자오시역 앞은 온천 입구라서 

주위에 온천호텔과 여관들이 즐비하다 . 자오시향 런아

이로 ( 仁愛路 ) 에는‘탕웨이거우 온천공원 (湯圍溝溫泉

公園 )’이 있는데 공원 내에는 남녀 구분된 공용온천탕, 

족욕탕 , 물놀이 구역 등이 있다 . 공용탕 외에는 모두 무

료이다 .온천

자오시
礁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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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지롱시

타오웬

신주

먀오리 이란

화롄 

난토우

타이중

장화

윈린

쟈이

타이난

까오숑

핑동

타이동

뤼다오

베이토우(北投) 온천
온천수 특징: 황, 청황, 철황천 세 가지가 있고, 
백황천은 색이 하얗고 약산성이다. 청황천은 산도
가 비교적 강한 편이고, 철황은 철 성분을 함유하
고 있어서 연한 붉은 갈색을 띠는 온천이다.
교통: 지하철 단쉐이(淡水)선을 타고 베이토우(北
投)역에서 내려, 다시 신 베이토우(新北投)선으로 
갈아탄 후, 신 베이토우 역에서 내린다.

우라이(烏來) 온천
온천수 특징: 약 알칼리 탄산온천에 속하고 온도는 
80℃이며, 온천욕과 식음용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교통: 지하철 신뎬(新店)노선을 타고 신뎬역에서 내린 
후, 역 앞에서 우라이-타이베이의 구간 버스인 신뎬 고
속버스(新店客運)를 타고 우라이(烏來)역에서 내린다.

진산(金山) 온천
온천수 특징: 중성탄산천, 산성유황천, 알칼리
유황천, 백황천이 있고, 바다와 근접해있는 일부 
온천수는 염분을 포함하고 있다. 수질은 약산성
으로 온천욕과 식음용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교통: 진칭센터(金青中心)행 궈광 고속버스(國
光客運)를 탄 후, 진칭센터역 또는 진산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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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新竹客運)를 타고 원
쉐이(汶水)역에서 내려, 다시 칭안(清安)행 신주 운수 버
스로 갈아탄 후, 칭안 검문소(清安檢查哨)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된다.

구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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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聯客運)를 타고 동세 역에
서 내려, 다시 구관 행 펑위엔 고속버스(豐原客運)로 갈
아탄 후, 구관 역에서 내린다.

다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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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豐
原客運)를 타고 다컹(大坑)역에서 내린다.

관쯔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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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쯔링(南寮, 關子嶺)행 신
잉 고속버스(新營客運)를 타고　관즈링 역에서 
내린다.

바오라이(寶來) 온천
온천수 특징: 황화수소 온천에 속하고 물 속에 광물질
이 함유되어 있다. 산도는 약 PH7, 온도는 약 60℃이며, 
온천욕과 식음용으로 모두 가능하다.
교통: 바오라이(寶來), 타오웬(桃源), 매이산(梅山口) 입
구, 티엔츠(天池)행 싱난 고속버스(興南客運)를 타고 바
오라이 역에서 내린다.

쓰총시(四重溪) 온천
온천수 특징:  알칼리탄산수소나트륨 온천으
로, 다량의 탄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고 온도는 
50~80℃이며, 온천욕과 식음용으로 모두 이용 가
능하다.
교통: 헝춘, 컨딩공원(恆春, 墾丁公園)행 궈광 고속 
버스(國光客運)를 타고 처청(車城)역에서 내려, 다
시 무단(牡丹)행 궈광 고속버스로 갈아탄 후, 쓰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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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旭海村)에서 내린 후，하이옌(海演) 방향으로 끝까
지 직진한 다음 좌회전. 도보로 40분

자오시(礁溪) 온천
온천수 특징: 탄산수소나트륨 온천에 속하고, 
산도는 약 PH7, 온도는 58℃이며, 온천욕 식음
용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교통: 이란(宜蘭)행 거마란(葛瑪蘭) 고속버스를 
타고 자오시 역에서 내린다.

수아오(蘇澳) 냉수 온천
온천수 특징: 타이완 유일의 탄산수소칼슘 온천이
며 산도는 PH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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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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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쉐이 역에서 내려, 다시 푸리(富
里)행 화롄 고속버스(花蓮客運)로 갈아탄 후, 레이쉐이 
역에서 내린다.

자오르(朝日) 온천
온천수 특징: 유황나트륨 온천에 속하고 보기 드문 
해수온천이다. 짙은 향이 없고 온천욕은 가능하지만 
식음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교통: 대중운수(大眾運輸) 버스를 타고 타이동에 도
착한 후, 타이동(台東)공항에서 뤼다오(綠島)행 비행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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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PLAN

타이완 온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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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먼에 대하여
개요：�진먼의�면적은�151 ㎦로�약�11 만�명의�인구가�거주하고�있다 .�아열대�해양성�기후로�평균�

기온은�약�21℃이며�7,�8 월은��33 도로�가장�더운�날씨인�반면�1 월 ~3 월은�평균�10 도로�가

장�추운�날씨이다 .�연평균�강우량은�적은�편이다 .

교통편：�타이베이�송산공항 (松山機場 ),�까오숑�샤오강공항 (小港機場 )�등에서�국내선�항공편을�

이용 .�소요시간�약�1 시간�.

관광방법：�진먼은�대략�진후 (金湖 ),�진쌰 (金沙 ),�진청 (金城 ),�

진닝 (金寧 )�그리고�례위 (烈嶼 ) 의�5 개�지역으로�

나눌�수�있다 .�도로가�그다지�복잡하지�않아�진먼

에�도착하여�차량�혹은�오토바이를�빌려�진먼을�한�

바퀴� 돌아보는� 여정을� 추천한다 .� 일부� 민박집은�

렌터카�회사와�연계되어�있어�공항�픽업�서비스를�

받을�수도�있으니�사전에�확인하기�바란다 .�이�밖

에�진먼관광버스�혹은�자전거를�이용한�방식�역시�

추천할�만하다 .

진먼관광버스：sightseeingbus.kinmen.gov.tw

진먼자전거산책로 :�tour.kinmen.gov.tw

싼더 (三德 ) 렌터카 :�www.sande.com.tw

타
이
완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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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먼은 중국 푸젠 성 동남 근해에 위치하며 타이완 본토에서 비행

기로 약 1 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 진먼의 개발은 상당히 오래 전

부터 시작되었다 . 19 세기 중엽 , 현지 인구의 증가와 그에 비해 제한적인 

농경지 , 제국주의와 함께 시작된 남양 식민경제의 발전 등으로 서방 세계

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였으며 이때 많은 진먼 주민도 아시아 각 지로 이

주하며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었다 . 이들 이향민은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되자 고향으로 귀향하여 서양식 건물들을 지었고 현재와 같은 이

국적인 진먼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

제 2 차 세계대전 후 타이완과 중국 간의 긴장 정세가 이어지면서 여러 차

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이 때문에 최전방에 자리한 진먼은 전

역에서 진통을 겪어야 했다 . 이후 긴장이 완화되면서 1992 년 행정관리 체

계가 바뀌면서 관광을 개방하게 되었다 . 장기간의 폐쇄로 진먼은 때 묻지 

않은 풍부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 , 역사적 배경에 전역지라는 특수한 

환경까지 갖춘 유명 관광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

쳰징란 양루는 진먼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먼 제일의 서양

식 건물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다 . 쳰징란 양루는 1921 년에 지

어졌으며 당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상대로 무역하던 쳰징

란 (陳景蘭 ) 이 1917 년 , 푸젠 (福建 ) 과 샤먼 (廈門 ), 진먼 현지

의 장인들을 모아 4 년에 걸쳐 완공하였다 . 이 건물은 학교 기증

을 중요 목적으로 하여 건축되었으며 이 중 일부를 쳰씨 일가가 

사용하였다 . 방들이 모두 랴오로만 (料羅灣 ) 을 마주하고 있어 

방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매우 아름답다 . 약 25 헥타

르에 달하는 부지로 가히 진먼 최대 규모의 개인소유 서양식 건

물이라 할 수 있다 .

쳰
징
란 

양
루

진
후
金
湖

진
청
金
城

진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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寧

진
쌰
金
沙

쉐
이
토
우 

부
두

례
위
烈
嶼

쳰징란 양루 陳景蘭洋樓

!!

 진먼현 진후진 청공1호 (金門縣金湖鎮成功1號)
 +886 82 332528 진후진공소 ( 金湖鎮公所 )
 08:30-17:30

진
먼 

상
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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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 민속문화촌

쓰산 포진지

‘산호 마을’은 딩바오 (頂堡 ), 종바오 (中堡 ), 샤바오 (下堡 )

로 나누며 이 중 유명한 ‘산호 민속문화촌’은 종바오를 지칭하

는 말로 1900 년에 지어졌으며 진먼에서 최초로 관광을 개방한 명

소이자 마을이다 . 이곳에는 대칭을 이루고 있는 16 개 동의 옛 가

옥과 한 채의 사당 , 한 채의 학당이 각각 있으며 이들 모두는 일

본 고베에 있는 거상 왕궈젠 (王國珍 ) 과 왕징샹 (王敬祥 ) 이 종

친들의 거주를 위해 지은 곳이다 .

건축 당시 유명 건축설계사를 특별히 초빙하여 매 가호의 위치부

터 용도 , 실내 공간 , 정원 , 다락 등은 물론 심지어 벽 , 기둥 조각

과 장식 등까지도 매우 심도 있는 연구와 고찰을 통해 지어 졌으

며 면적은 15,000 ㎥로 착공 25 년 만에 비로소 완공되었다 . 이 옛 

가옥들은 모두 산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며 짜임새 있고 

질서 정연한 석 줄 배열로 정밀하면서도 완벽한 민남 지역의 건

축 풍을 재현하였다 .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옛 가옥들 사

이에서 건물과 푸른 하늘의 아름다운 조화를 사진에 담아 당시 

장인들이 정교하게 만든 전통 건축예술 멋을 감상하기를 바란다 .

 왕아포 ( 王阿婆 ) 굴국수와 굴전

산호�민속문화촌의�아름다운�옛�가옥을�감상하였다면�이제�현지의�미식을�

즐기며�쉬어감이�어떨까�한다 .�이곳의�굴�국수는�타이완�본토의�빨간�면발과�

달리�흰색�면발로�전�과정을�수공으로�만들며�태양과�자연�풍을�이용한�자연�

건조로�끈기있는�면발이�특징이다 .�여기에�300 년�전통을�고수한�진먼�만의�

전통�양식법으로�양식한�석굴을�후추로�간단하게�조미하여�더하면�비린�냄

새�없이�쫄깃하게�씹히는�신선하고�고소한�맛이�일품이다 .�이�밖에도�다량의�

진먼�석굴이�들어간�굴�전도�그�맛과�향이�일품이다 .

 진먼현 진쌰진 산호 민속문화촌 (양쌰로 )
金門縣金沙鎮山后民俗文化村 ( 陽沙路 )
 +886 82 313100
 08:00-17:00

(산호 마을 山后聚落 )

산호 민속문화촌  山后民俗文化村

산호촌 (山后村 ) 의 쓰산 포진지는 타이완 전역에

서 보기 드문 갱도식 곡사포 진지이다 . 진지에는 미

국에서 제작한 8 인치 곡사포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포는 ‘823 포전’ 당시 후반 전세를 역전시켰

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 쓰산 포진지는 진먼 동북각 최고의 산

인 우후산 (五虎山 ) 표고 103m 상에 있으며 주변 지형이 매우 험준한 

진지로 진먼 동북부 해역의 감시와 방어를 효과적으로 이루었으며 전

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이다 . 쓰산 포진지는 과거 중요한 군사 

요충기지로 현재는 재개발을 통해 진지 전시관으로 거듭나면서 75 야

포 , 155mm 곡사포 , 8 인치 곡사포들의 전시와 시간에 맞춰 포격전 

당시 긴박했던 포병들의 곡사포 사격을 재연하고 있다 .

쓰산 포진지 獅山砲陣地

z Z z  Z .....

 진먼현 진쌰진 산호촌 양쌰로(金門縣金沙鎮山后村陽沙路)
에서 산호민속촌 ( 山后民俗村 ) 방향으로 3.1km 
 +886 82 355697
 09:00-17:30
사격재연 10:00、11:00、13:30、14:30、15:30、16:30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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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산 갱도

쉐이토우 마을

최근�진먼국가공원은�옛�가옥들을�정비하여�민박으로�

전환 ,�관광객들에게�진먼�만의�토속적인�생활을�체험

할�수�있도록�장려하고�있다 .�쉐이토우에도�20 여�개의�

옛�가옥을�이용한�민박집들이�있으며�한�칸�한�칸의�방

들은�마치�사극의�촬영장�있는�것�같은�착각을�불러일

으킨다 .�전통과�우아함이�서려�있는�이�옛�가옥에서�여

러분들은�진먼�건축의�아름다움을�느껴�보기�바란다 .�

7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쉐이토우 (水頭 ) 는 중국 

샤먼(廈門 )과 바다를 마주하고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멀게는 명나라 때부터 쉐이토우촌은 이미 

독자적인 부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대에 와서 외

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형제 사업가의 기부로 쉐이토우

는 더욱 부유한 곳이 되었다 . 당시 크고 작은 신당들

과 사당들과 일반 가옥들도 영향을 받아 웅장한 규모

에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 쉐이토우 마을의 중

요 건축물로는 여우탕볘예(酉堂別業 ), 황회황 양루 (黃

輝煌洋樓 ), 진쉐이 초등학교 (金水國小 ) 등이 있다 . 

진먼 서남방에 위치한 이 갱도는 전비 지하 수로로 갱도의 

길이는 총 101m, 넓이 약 6m, 높이 3.5m 이며 수로는 A 자 

형태로 전장 357m 이다 . 1961 년 전쟁을 대비하여 만들었으

며 5 년에 걸쳐 완공되었다 . 전시에 작은 상륙정이 갯벌 탈

환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되었으며 갱도 내에는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설치되어있다 . 자이산 갱도는 인공으로 굴

을 파 공정 자체가 매우 위용 있으며 갱도 밖에는 거센 파도

로 웅장한 파도소리가 들린다 . 진먼국가공원이 관리를 이임 

받은 후 1998 년 정식으로 관광객에게 개방되었다 .

쉐이토우 마을 水頭聚落

자이산 갱도 翟山坑道

황회황 양루 ( 黃輝煌洋樓 )
  진먼형 진청진 쉐이토우 44 호 옆
金門縣金城鎮水頭 44號旁
 08:30-17:00 ( 음력 12 월 31 일 휴관 )

 진먼현 진청진 자이산 ( 金門縣金城鎮翟山 )
 08:30-17:00

★  갱도 내에는 화강과 편마암의 구조로 특정구간은 낙석의 위험
성이 있사오니 갱도 내에서는 입구에 비취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각자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오커민박 (好客民宿 )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

 taiwanstay.net.tw ( 중국어 )

 옛 가옥에서의 진먼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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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먼 양조장

베이산 양루

진먼 양조장은 진먼 현정부 소유의 공영사업체로 고량주 (高

粱酒 ) 생산과 판매를 위주로 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진먼

고량주의 양조는 발효 , 양주 , 포장의 3 과정으로 구분된다 . 

1. 발효：진먼 본토의 소맥을 원료로 연마와 반죽 등의 과

정을 거쳐 수수와 함께 발효시킴으로 누룩 제조공정이 끝이 

난다 . 2. 양주：역시 진먼 토종의 수수를 이용하여 담금 , 가

열 , 발효와 함께 두 단계의 증류과정이 끝나면 양주 과정이 

완성된다 . 3. 포장：증류 1 단계와 2 단계를 거치면서 농도

를 조절하게 되며 이렇게 완성된 술은 지하에서 숙성시키게 

된다 . 이후 , 감정을 통해 검증된 술은 출고 규격에 맞게 재

포장되어 제품으로 출고된다 .

베이산 양루는 리진위 (李金魚 ) 가 필리핀에서 야자 사업으

로 성공한 후 1928 년에 귀향하여 건축한 동 , 서양식 복합 건

축물이다 . 동양식 저택의 좌측으로 증설한 서양식 저택은 당

시 베이산 마을 최고의 호화 저택이었다 . 1949 년 구닝토우

(古寧頭 ) 전역 중 베이산 , 린춰 (林厝 ) 일대에는 시가지 전투

가 한창이었으며 특히 , 길 입구에 위치한 이 건물을 중심으

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지금도 이곳 벽에는 총탄의 흔적

들이 가득하게 남아있어 당시 격렬했던 전투 상황을 말해 주

고 있다 . 1986 년 정부는 외벽 복구와 함께 베이산대전 기념

비를 세웠으며 1991 년 진먼 관광개방 후 이곳 역시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 .

 진먼현 진닝향 타오웬로 1 호 ( 金門縣金寧鄉桃園路一號 )
 +886 82 325628
 08:00-12:00、13:30-17:30

 진먼현 진닝향 구닝토우 , 딩린로 ( 頂林路 ) 의 끝
金門縣金寧鄉古寧頭頂林路底

진먼 양조장 金門酒廠

베이산 양루 北山洋樓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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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허리깡따오 ( 金合利鋼刀 )
  진먼현 진닝향 보위로 1 단 236 호
金門縣金寧鄉伯玉路一段 236 號
 +886 82 323999 
 08:30-18:30

진먼 국수(金門麵線)

진먼 국수는 수공 제작을 고수하고 있

으며 진먼의 깨끗한 수질, 바람과 햇볕

을 이용한 자연 건조방식이다. 면발에 

끈기가 있고 조리 과정 중 불지 않으며 

쫄깃쫄깃하면서 맛깔스러운 향내가 나

는 것이 특징이다.

마가국수 ( 馬家麵線 )
  진먼현 진닝향 보위로 2 단 159 호 
金門縣金寧鄉伯玉路二段 159 號
 +886 82 372237
 08:30-18:30

진먼 고량주(金門高粱酒)

진먼의 위도는 북위 24.5도로 최고의 수질과 

공기, 기후 및 원료 등 4대 천연양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진먼도에서 제배된 고량의 원료

는 미네랄이 풍부한 화강암반 지하수로 양조

되며 진먼 만의 독특한 전역지 갱도를 이용한 

항온 숙성 보관으로 진먼고량주의 우수한 품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진먼현 진닝향 타오웬로 1 호 ( 판매센타 )
金門縣金寧鄉桃園路一號
 +886 82 325628
 08:00-12:00、13:30-17:30

우저우 도예 ( 浯州陶藝 )
 진먼형 진청진 쓰후 6-1 호 , 더웨러우 ( 得月樓 ) 옆
金門縣金城鎮泗湖 6-1 號
 +886 82 329203
 08:30-17:30

진먼 펑쓰예(金門風獅爺)

진먼은 강한 동북 계절풍이 부는 곳으로 마을 주요 어

귀마다 펑쓰예가 세워져 있다. 펑쓰예 상은 풍마를 잠

재우고 악을 피하며 풍수지리상 일명 로충이라는 살

기에 위치하는 집 벽에 펑쓰예를 그려 넣으면 그 살기

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펑쓰예 상을 만드는 재

료는 돌 혹은 시멘트, 흙과 벽돌 등으로 만들어지며 

그 중, 돌로 만든 석상이 가장 많다. 예술가 완밍종(王

明宗)은 전통 펑쓰예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제품으로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23기

념관(八二三紀念館) 혹은 쉐이토우 우저우 도예관(水頭

浯州陶藝)에 가면 상품들을 접할 수 있다.

진먼 꽁탕(金門貢糖)
‘꽁탕’은 땅콩과 설탕을 가공하여 만

든 강정이다. 전통 땅콩 맛 외에도 마

늘, 버터, 참께 맛 등이 있다.

쳰진푸꽁탕 ( 陳金福貢糖 )
 진먼형 진청진 보위로 1 단 90 호
金門縣金城鎮伯玉路一段 90號
 +886 82 321414
 08:30-18:30

진먼 포탄강도(金門砲彈鋼刀)

1958년부터 1979년 사이, 중국은 진먼에 무수한 

포격을 가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년간 100개 이상

의 포탄이 진먼에 떨어졌다. 포격전 이후, 진허리

깡따오점(金合利鋼刀店)이라는 칼 제작 점포 사장

은 폐기된 포탄을 수매하여 칼을 제작하였다, 질 

좋은 포탄의 철로 제작된 조리용 칼은 예리하며 

내구성이 탁월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진먼 고량주
金門高粱酒

진먼 국수
金門麵線

진먼 꽁탕
金門貢糖

진먼 포탄강도
金門砲彈鋼刀

진먼 펑쓰예
金門風獅爺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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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는 중국과 가장 가까이하고 있는 열도로 타이완 본토 

서북방에 위치하고 있다 . 타이완에서는 유일하게 푸저우

(福州 ) 방언을 구사하는 지역으로 언어로부터 문화 , 건축 , 

요리 등 마주 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 현지인들은 대부

분 5개 섬에 분포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난깐(南竿)

과 베이깐 ( 北竿 ) 두 섬이 가장 번화한 관광장소이다 .

마주 관광에서는 타이완 본토에서 맛볼 수 없는 요리를 맛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독특한 옛 석채 가옥에서의 민박 

체험을 할 수 있다 . 그 밖에도 군용 갱도탐험 , 쾌적한 산

책로 , 옛 사찰 등을 즐기며 멋진 추억을 만들어보자 .

여행정보
타이완 본토에서 마주까지 비행기를 이용하여 난깐과 베이깐으로 직항할 수 있으
며 혹은 지롱 ( 基隆 ) 항에서 1 박 여정으로 선박을 이용할 수도 있다 . 난깐과 베이
깐 두 섬 사이는 매일 오전 7 시부터 오후 5 시 30 분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왕복
하는 배가 있으며 소요시간은 약 20 분 정도이다 . 난깐과 베이깐 모두 산선과 해선
의 환도운행 버스가 있으며 영업시간은 오전 6 시 30 분으로부터 오후 5 시 30 분
까지 약 30 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 마주는 봄 안개 , 겨울 강풍 , 여름 태양 등 
기후의 변화가 심해 출발에 앞서 항공사와 선박회사에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

난깐 , 베이깐 공항과 푸아오항 ( 福澳港 ) 등에서 쉽게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 
이 밖에도 두 섬의 마주관광안내센터를 통해서도 자료수집 , 동영상 관람 , 관광안
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베이깐 ( 北竿 )

타이완

마주

난깐 ( 南竿 )

난깐 공항

베이깐 공항

진쌰 마을
( 진쌰촌 )

베이하이 갱도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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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깐의 유명 관광지로 베이하이 갱

도 ( 군사용땅굴 ) 가 있으며 전략적

인 목적으로 건설된 곳이다 . 시간

이 흘러 갱도는 더 이상 군사적 가

치 부재로 인해 관광 지역으로 변

화되었다 . 갱도 내에는 700m 의 

긴 산책로가 조성돼 있으며 산책을 위해 조수간만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

다 . 썰물일 때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 분 정도이

다 . 베이하이 갱도 내에는 카누와 나룻배 , 패달 보트 등이 비치되어 있어 

주말 개방시간을 이용해 즐길 수 있다 . 시간은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

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약 해야 한다 . 역시 마주의 기후 특성을 

고려 관련 업체의 사전문의가 필요하다 . ( 문의전화 : +886-836 22773)

베이하이 갱도로 서쪽 멀지 않은 곳에는 아름다운 마을 진쌰촌이 있다 . 

이 마을은 아름다운 금빛 모래밭과 마을 전체가 100 년의 세월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어 일명 100 년 마을이라 불리고 있으며 사진을 즐기는 관광객

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 진사촌으로부터 북으로 마주촌에 이르면 

높이 28.8m 의 세계 제일의 마조 (媽祖 ) 신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신상

을 중심으로 ‘마조종교문화단지’(媽祖宗教文化園區 ) 을 조성해 놓았다 .

난깐향 (南竿鄉 ) 은 마주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

은 행정지역으로 난깐공항과 푸아오항 (福澳港 ) 이 있다 .

베이하이 갱도 ( 北海坑道 ), 
진    촌 ( 津沙村 )

마주의 전통주는 진한 향과 부드럽고 감칠난 맛이 탁월한 것으

로 유명하여 조리용으로도 애용되며 현지에서 잡은 해산물 - 황

어 (黃魚 ; 생조기 ) 과 조리하면 술의 진한 향기와 함께 어우러

져 입맛을 돋운다 . 또 술 지게미 홍국 (紅糟 ) 는 현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건강식재료로 현지 식당에서 홍국 육 , 홍국볶음밥 , 

홍국 장어 등의 요리에서 맛볼 수 있다 .

마주는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해물 요리가 매우 이색적이

다 . 특히 타이완 본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개요리가 그러

하다 . 이 밖에 찌꽝빙 (繼光餅 ) 은 놓쳐서는 안 되는 먹거리다 . 

현지 사람들은 두껍고 쫄깃하게 씹히는 맛의 빵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볶음 굴과 살코기 , 소시지와 달걀부침 등을 곁들이면 

일명 ‘마주햄버거’가  된다 .

지역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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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깐과 비교하여 마주의 두번째로 큰 섬인 베이깐은 얇고 

긴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지형 변화가 심

하다 . 해발 298m 의 마주 제일의 고산 삐산 ( 璧山 ) 이 바로 

베이깐에 위치하고 있다 .

베이깐에서 제일의 경관을 자랑하는 친삐촌은 산을 끼고 바다를 

바라보는 전통 마을로 보존과 정비가 가장 잘된 전통 마을로 불

리고 있으며 마주 필수 관광 코스이다 .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하룻밤 민박을 통해 옛 가옥의 정취와 친삐촌의 유혹에 빠져보

기 바란다 .

한가로이 돌계단을 걸으며 양쪽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옛 가옥

들 , 그중에 ‘해적의 집’이라 불리우는 ‘하이따우우’ (海盜

屋 ) 는 이곳을 대표하는 가옥이다 . 이 가옥의 원 소유주는 오래

전 이 마을에 거주하던 해적 쳰종핑 (陳忠平 ) 으로 높은 지형에 

자리 잡고 있어 시야가 매우 좋다 . 매우 정교하고 세심하게 지어

진 이 집에는 보물을 숨겨 놓았던 지하 동굴이 있다 . 최근 일반

인에게 공개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람 시간은 수요일

로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까지 개방

하고 있다 .

친삐촌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면 관광안내센터와 난깐 등이 있는 

바이쌰항 (白沙港 ) 과 아름다운 절경 반리 백사장 (坂里沙灘 ) 이 

나오게 된다 . 반리 백사장 옆에는 작고 정교하며 각종 색감이 가

득한 천후궁 (天后宮 ; 텐호우궁 ) 이 자리 잡고 있다 . 이 신당은 

가히 마주 열도 중 가장 소박한 사찰이라 할 수 있다 . 만약 시간

이 충분하다면 베이깐 관광안내 센터 부근의 우쌰베이하이 갱도

(午沙北海坑道 ) 의 방문도 추천한다 . 난깐과 같이 갱도 내에 산

책길이 조성돼 있으며 길이는 약 550m 정도로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우쌰항 (午沙港 ) 과 통하게 되어있다 .

동쪽으로는 상업지역인 당치촌에 도착하게 된다 . 이곳 베이깐공

항을 통해 바로 본토로 돌아갈 수 있어 마주 관광의  종착지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출발에 앞서 이곳에서 배부르게 식사

를 하고 거리에서 특색있는 선물을 사면 출발 준비 끝 ! 그러나 

베이깐을 떠나기 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곳이 있으니 그 곳이 

바로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전쟁평화기념 공원 (戰爭和平紀念

公園 ) 이다 . 이 공원 내에는 군용갱도 관람관 , 무기전시관 , 군사

문화와 역사주제관 등 모두 3 곳의 주요 관람관이 있다 .

친삐촌 ( 芹壁村 ), 당치촌 ( 塘岐村 )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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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에 오면 반듯이 먹여야 하는 현지 먹거리가 있다 . 바로 ‘어면’

(魚麵 ) 이다 . 어면은 밀가루와 생산실을 함께 반죽하여 만든 국수다 . 제

조방법은 어육 장에 밀가루를 조금 넣고 반죽하여 이것을 다시 넓게 편 

후 , 솥에 넣고 굽는다 . 이후 면의 형태로 잘라 햇볕에 말려 보관한다 . 

기회가 된다면 당치 (塘崎 ) 의 ‘할머니어면점’으로 불리는 아포위멘

덴 (阿婆魚麵店 ) 에 들려 80 세가 넘으신 리훠찐 (李火金 ) 할머니가 직접 

만든 면을 맛보자 . 여기 메뉴로는 볶음면 , 국수 , 기름에 튀긴 어면 요

리가 있으며 먹자마자 입에서 퍼지는 담백한 생선살의 향기가 정말 일

품이다 . 과거 이 어면은 중요절기 때 집집마다 준비해야 하는 중요 요리 

중 하나였다 .

선물용 마주의 특산품 추천한다면 첫 번째로 ‘마주수’(馬祖酥 ) 가 있

다 . 밀가루 , 달걀을 주원료로 한 튀긴 식품으로 맥아당으로 조미하면 

입안에서 달콤하면서 가득한 향이 감돈다. 두 번째로 ‘푸롱수’(芙蓉酥 )

가 있다 . 찹쌀을 주원료로 한 이 식품은 제조과정은 복잡하나 현지 사

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식품이다 . 세 번째로 추천하는 식품은 ‘황찐

디과쟈오’(黃金地瓜餃 ; 황금색 고구마 만두 ) 이다 . 고구마와 밀가루를 

반죽한 후 , 빨간 설탕 , 땅콩조각 , 참깨 등과 버무린 고물을 넣고 기름에 

튀기거나 단 국물과 함께 끓여 먹는다 . 만약 베이깐 당치제 (塘崎街 ) 의 

파스푸 셰허식품점 (發師傅協和食品行 ) 에 들릴 수 있다면 땅콩 , 팥 , 오

트밀 등을 넣고 특별히 만든 아이스 황찐쟈오를 꼭 먹어보기 바란다 .

파스푸 셰허식품점
( 發師傅協和食品行 )
주소： 베이깐향 당치촌 229 호

( 北竿鄉塘岐村 229 號 )
전화：+886 836 55236

진정한 마주 환경과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전통 마을에서 민박

집을 찾아 1 박할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 성수기에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특히 친삐촌에 묵을 경우 , 이곳에는 편의점이 없으므로 숙박 하고자 하는 

민박집이나 부근 식당에 식사를 예약할 것을 제안한다 .

친삐촌에서는 친삐촌 25 호 민박집을 추천한다 . 이곳은 모두 세 동의 옛 가

옥을 민박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첫 번째 가옥은 100 년 역사의 석재 가옥

으로 ‘25 호 본택’이라 불린다 . 본가 우측은 또 다른 100 년 가옥으로 ‘노 

촌장의 생선창고’( 老村長的魚寮 )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이는 버려진 생

선창고를 보수하여 개조 한데서 유래되었다 . 본 가 좌측에 있는 별채 ‘화

양루’( 花漾樓 )는 영화 《화양》( 花漾 )의 촬영지로 쓰였다 .

지역 먹거리

친삐촌 25 호 ( 芹壁村 25 號 )

위치： 베이깐향 친삐촌 25 호 ( 北竿
鄉芹壁村 25 號 )

연락처：+886 836 55628

친삐촌 숙박 주의사항
아포위멘덴 ( 阿婆魚麵店 )
주소： 베이깐향 당치촌 168 호 

( 北竿鄉塘岐村 168 號 )
전화： +886 836 56539、

+886 926-002-009
영업시간：05:00-22:00

친삐촌

반리 백사장

베이깐 공항

당치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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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역
활석요 도예단지 

티엔싱 도예촌

녹색 가로수길
명신서원

고속철도： 고속철도를 타고 타이중（台中）역에서 내린 후 ,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신우르（新烏日）

역에 가면 지지역행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다 .

철도： 서부간선을 타고 얼쉐이 ( 二水 ) 역에서 내린 후 , 지지

역으로 가는 지지선 기차를 탄다 .

※ 지지 기차역 앞에 자전거 렌탈샵이 있다 .

철도、도자기、바나나로 유명한 

난토우 지지 기차여행 
( 南投 ) ( 集集 )

철도 옆에서 전해지는 기차 소리 , 곱게 채색된 열차의 모습 등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기차로 유명한 난토우현 지지 (集

集 ) 기차를 타보자 . 기차의 궤도에 따라 백 년 역사의 지지 기

차역에 내려 자전거를 타고 녹색 가로수길로 들어가 자연 풍경 

속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거나 인문 분위기가 가득한 명승고

적을 답사하고 옛 맛이 느껴지는 전통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

지지 선은 일월담 (日月潭 ) 발전소의 공사 재료를 운송하기 위

해 1922 년에 개통되었고 1999 년에 921 대지진이 일어난 후 

십여 년 간의 재건과 복구를 통해 이 옛 도시는 다양하고 새로

운 면모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

교통

난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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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역은 편백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기차역이다 . 1986

년 후 , 지지 간선은 심각한 적자로 타이완 철로 관리국

은 철거하려 했으나 , 각계 인사의 극렬한 반대로 인하여 

철거를 면할 수 있었고 , 이후에 관광노선으로 전환되었

다 . 우아하고 소박한 옛 기차역은 90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어 국내외에서 명성을 듣고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온다 .

지지마을에 오면 기차역 외에도 3 급 고적인 명신서원

(明新書院 ) 을 꼭 방문해 봐야한다 . 명신서원은 1882 년

에 삼합원식 (三合院 ) 으로 지어진 옛날의 학당과 도서

관으로 ‘문창제군 (文昌帝君 )’을 모시고 있는 곳일 뿐

만 아니라 역사 문물도 많이 소장하는 장소이다 . 

명신서원  明新書院
 난토우현 지지진 동창항 4 호 ( 南投縣集集鎮東昌巷 4號 )

옛 건축물과 녹색 가로수길

도보 외에 자전거를 타는 것도 지지를 구경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 지지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유명한 녹색 가로

수길 , 지지 기차역 , 명신서원 등 관광명소를 하나로 연

결하여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이 농촌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녹색 가로수길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 이 곳

은 밍젠향 (名間鄉 ) 과 지지진 (集集鎮 ) 사이에 위치해 있

고 , 약 4.5km 거리의 도로 양쪽에는 녹나무의 무성한 나

뭇잎들이 길게 늘어져 녹색의 아치형 터널을 형성하고 있

다 . 도로 옆에는 꼬마기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철도이며 ,

자전거를 타고 이 고요한 숲을 지나 녹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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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에는 광물자원과 요업용 연료를 보유하고 있고 ,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요업은 주요 산업의 하나가 

되었다 .

녹색 가로수길 옆에 있는 ‘티엔싱 도예촌’ (添興陶

藝村 ) 은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된 뱀요 ( 긴 원통형으

로 뱀요라고 불림 ) 를 가지고 있다 . 1955 년에 개업

하여 각양각색의 다기 , 쌀통 , 화기 , 커피잔 , 테라코

타 (terracotta) 등 도예품을 생산한다 . 도예품을 감상

하는 것 외에도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고 , 

DIY 도기 제조체험을 할 수도 있다 . 이 곳에 있는 뱀

요와 옛 사무소는 역사 건물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아 

2009 년에 난토우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대중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

또 하나 소개할 만한 장소는 ‘활석요 도예단지’(活

石窯陶藝園區 ) 이다 . 주인 부부는 정년 퇴직 후 티엔

싱 도예촌 사장님의 제자가 되어 기예를 배웠다 . 할머

니부터 손자까지 다섯 식구가 작품작업을 하고 있고 

각 작품마다 스토리가 있다 .

활석요 도예단지는 1998 년에 설립되었고 생태 보호 

및 생태 보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인간애가 넘친 

주인은 성격이 온화한 유기견과 고양이 십여 마리를 

입양해 자유롭고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 단지

에서는 도예품의 주문 제작과 도자기 만들기 체험 , 도

예 연수과정 및 바비큐 장소 , 차 시음 구역 등을 제공

하고 있다 .

활석요 도예단지

活石窯陶藝園區

 난토우현 지지진 티엔랴오리
차오링항 3-21 호
(南投縣集集鎮田寮里草嶺巷3-21號)
+886 49 278-1445

바나나로 유명한 지지는 곳곳에 바나나

로 만든 각양각색의 명물이 있다 . 지지

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바나

나가 많이 나고 , 크기가 작지만 향이 진

한 산바나나가 많이 난다 .

‘추안샹칭’(傳香情 ) 에서 대표적인 간식인 

‘우울 황금선’(憂鬱黃金船 ) 은 바나나 껍질

을 튀긴 것이다 . 가게 주인이 시험삼아 안 익

은 바나나 껍질에 독특한 소스를 뿌려 튀겨봤

는데 , 의외로 맛이 있어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 신선함을 위해 즉석에서 튀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름 , 겨울 방학 , 주말

과 공휴일에만 영업을 한다 .

지지 기차역 옆에 바나나와 계란 향이 피어

오르는데 젊은 오씨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바나나 계란 과자 전문점에서 나는 향이다 . 

바나나의 향기로 익은 정도를 파악하여 만든 

바나나 계란 과자는 식감이 바삭바삭하고 향

기가 입안에 남는다 .

추안샹칭
傳香情

 난토우현 지지진 민성로 89 호
( 南投縣集集鎮民生路 89號 )
+886 49 276-3890

바나나 에그롤 전문점 
香蕉蛋捲專賣店

 난토우현 지지진 민성로 81 호
( 南投縣集集鎮民生路 81 號 )
+886 49 276-3637

도예 문화

지지의 먹거리
바나나 튀김 , 
바나나 껍질 튀김

바나나 에그롤
( 바나나 계란 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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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 맞은편에 있는 ‘일억’(一億 ) 바나나 아

이스크림은 지지 현지의 산바나나를 엄선하여 만

든다 . 건강과 맛을 추구하는 바나나 아이스크림

에는 절대로 인공색소나 향료를 첨가하지 않고 

저당으로 만든다 . 크림을 넣지 않고 과육 비율이 

높아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봉’(峰 ) 은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유명한 전통 음

식점이다 . 샹꾸노미창 (香菇糯米腸 ; 버섯 찹쌀순대 ),

홍취량위엔 (紅麴涼圓 ; 홍국으로 만들어 차갑게 먹는 

고기떡), 전통 찹쌀밥(傳統米糕 ), 고기 완자(鹹肉丸子 ) 

등 음식은 타이완 시람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이며 , 

기름 , 소금 , 설탕을 적게 넣어 건강한 먹거리이다 .

일억 바나나 아이스크림 
一億香蕉冰淇淋

 난토우현 지지진 민췐로 468 호
( 南投縣集集鎮民權路 468 號 )
+886 49 276-1018

펑 전통 음식점 
峰古早味

 난토우현 지지진 민성로 175 호
( 南投縣集集鎮民生路 175 號 )
886-49-276-1669

티엔싱 도예촌
添興陶藝村

 난토우현 지지진 티엔랴오리 펑린항 10 호
( 南投縣集集鎮田寮里楓林巷 10 號 )
+886 49 223-1191

바나나 아이스크림

지지 전통 먹거리

RAILWAY

29



타이완의 콰이차오 정복하기!!
'여행 중 저녁에 간단히 맥주 한 잔 걸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해요?’

‘야식 먹을만한 곳 추천 좀 해주세요’

‘다양한 요리를 먹어보고 싶은데 가격이 조금 부담되요’

타이완 여행 초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 또 타이완 

여행 고수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이다. 우리나

라에 비해 음주를 즐기는 밤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듯한 타이

완.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 여행을 계획 중인 애주가들, 특히 고

급 라운지바나 클럽 보다 소소한 동네 술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은 기나긴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타이완에도 소소한 동네 술집, 혹은 밥집을 연상시키는 곳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지? 부담 없는 가격, 엄청난 종류,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타이완의 ‘콰이차오(快炒)’ 혹은 ‘르어차오

(熱炒)’가 바로 그 것이다.

타이완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숫자 100이 쓰여진 식당들

이 눈에 띄는데, 그 식당들은 대부분 콰이차오 가게인 

경우가 많다. 100이라는 숫자를 써놓은 이유는 대부분의 메뉴

가 100NTD이기 때문인데,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100여 개

에 달하는 메뉴, 100점 만점을 줄 만한 그 맛 또한 간판에 적인 

100에 딱 들어맞는 듯 하다.

콰이차오 가게에서는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다양

한 종류의 맥주 또한 즐길 수 있는데, 음식을 주문하면 

밥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 식사와 함께 간단히 술 한 잔 

걸치기에 좋다.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싸우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콰이차오 가게의 매력 

중 하나!

글:방규선
대학에서 중국문화와 신문방
송을 전공, 타이완 영화를 접
하며 타이완의 매력에 푹 빠
졌다. '소소한 타이완여행' 이
라는 블로그 운영 중. (http://
blog.naver.com/ssuni1203)

사진:김주혁
여행, 패션, 연예 관련 사진 기
자로 활동 중이다.
세상의 모든 흥미로운 것들에 
호기심이 가득한 대한민국의 
청년.

三杯雞
싼뻬이지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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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타이완의 콰이차오 정복하기!!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콰이차오 메

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누구나 좋아할 만

한 매콤한 깐쇼 새우 ‘꽁빠오샤런(宮保蝦仁)’, 생선 튀김

에 탕수 소스를 끼얹은 ‘탕추위피엔(糖醋魚片)’, 마늘 소

스를 곁들인 삼겹살 ‘쏸니바이로우(蒜泥白肉)’, 찜닭을 

떠올리게 만드는 ‘싼뻬이지(三杯雞)’, 고등어 소금 구이 

‘이엔카오칭위(鹽烤鯖魚)’, 대구찜에 청국장 가루를 뿌

린 ‘또우쑤슈에위(豆酥鱈魚)’, 양배추 볶음 ‘칭챠오까

오리차이(清炒高麗菜)’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생선회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쫑허셩위피엔(綜合生魚片)’, 바

삭 고소한 게튀김 ‘꾸이화챠오시에(桂花炒蟹)’ 등도 추

천 할만 하다.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킬 한 끼 식사를 원하는 당신, 

즐거운 음주 타임을 즐기고 싶은 당신, 늦은 시간 

입이 궁금한 모든 이들에게 추천하는 타이완의 콰이차오!  

한국과는 다른 타이완의 식사 및 음주 문화를 느껴보고 싶

다면 지금 당장 콰이차오 가게의 문을 두드려 보자!

清炒高麗菜

칭챠오까오리차이

타이페이 추천 콰이차오 전문점 
‘촨빠즈(川巴子)’

桂花炒蟹

꾸이화챠오시에

꽁빠오샤런

주소:타이베이시 다안구 시민대로 4단 20호

台北市大安區市民大道四段20號

전화:+886 2 2711-0985

영업 시간:17:00~02:00

교통: 충효푸싱역 5번 출구로 나와 5분 정도 직진 

후 TAGHeuer 시계 가게에서 우회전 후 1분

깔끔한 분위기에서 저렴하고 맛깔스런 콰

이차오를 즐길 수 있는 곳. 활기찬 분위기

를 느끼고 싶다면 1층, 조용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2층이 좋다. 점장 추천 메뉴는 

마라탕에 영계와 약재를 넣고 끓인 ‘띠

궈지(地鍋雞)’, 매콤 짭짤한 오징어 튀

김인 ‘홍자오화즈(紅糟花枝)’가 있다.

宮保蝦仁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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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한 여행일정보다 여유로운 여행을 경험하고 싶다

면 , 타이베이 유명 관광명소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맛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보자 .

이번 특집에는 고적과 아름다운 석양이 있는 단쉐이

( 淡水 ), 산의 풍경과 타이베이 분지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오콩 ( 貓空 ), 도시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타이

베이 센트럴 호텔 등 세 곳의 경관이 좋은 레스토랑을 

선정해 보았다 .

경관
좋은 

레스토랑
미각과 시각의 즐거움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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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VILLA DAN SHUI
한눈에 들어오는 단쉐이 석양 경관
LA VILLA DAN SHUI 는 전문 바리스타들이 함께 경영하는 양식 레스

토랑으로 , 우라이 (烏來 ) 에 차린 레스토랑이 호평을 받게 되자  2012

년 10 월 자연 문화풍경이 가득한 단쉐이에도 2 호점을 차리게 되었다 .

인근에는 고적 홍마오청 (紅毛城 ) 이 있고 , 단쉐이 강가에 위치한 LA 

VILLA DAN SHUI 외관은 순백색으로 지어져 마치 별장을 연상케 하여 

늘 행인들의 시선을 끈다 . 레스토랑 내부는 블랙 , 화이트 , 나무 등의 

소재로 간결하고 밝은 현대적 감각이 풍부한 식사공간으로 디자인했

다 . 또한 유리문 밖에는 단쉐이 강 방향으로 나온 항구와 관음산 (觀音

山 ) 경치를 볼 수 있는 옥외 장소가 있어 식사와 함께 저녁노을을 감상

하면서 간간이 들리는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다 . 

LA VILLA DAN SHUI 는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훌륭

한 서양요리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다 . 호텔주방장 경력

이 있는 주방장이 신선한 식재료들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

어낸다 . 주방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싱싱한 참새우 , 한치 , 농어와 가리

비 이 네 가지 해산물로 만든 해산물 모듬구이 , 송로소스를 곁들인 빵

과 특별 제조한 샐러드 , 수프 그리고 식사후의 디저트 요리는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 스테이크 , 스파게티 , 맥주와 수제 커피 외에 애프터눈 

티 세트메뉴를 출시했는데 , 망고무스 , 치즈케이크 등 여러가지 디저트 

중 세 가지를 선택하여 과일음료와 함께 맛볼 수 있다 .

주소：�신베이시� 단쉐이구� 중정로�
261 호 , 홍마오청�맞은편�

������新北市淡水區中正路 261 號

전화：+886�2�2626-8111

영업시간：�월 ~ 일요일 11:00-00:00，
주말과�공휴일에는�미리�
예약하는�것이�좋음

LA VILLA DAN SHUI

용문객잔
MRT 단쉐이 역

  곤돌라
마오콩 역

MRT 커지따로 역

Marco Polo 
Restaurant & 
Lounge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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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VILLA DAN SHUI

용문객잔
MRT 단쉐이 역

  곤돌라
마오콩 역

MRT 커지따로 역

Marco Polo 
Restaurant & 
Lounge 

마오콩 용문객잔 ( 龍門客棧 ) 

타이베이 도시 야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조용한 찻집
차를 생산하고 차를 마시는 곳으로 유명한 마오콩 지역에 위치한 

용문객잔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자리하여 타이베이 분지 경관을 내

려다 볼 수 있다 .

90 년대 초에 개업한 용문객잔은 2 대에 걸쳐 내려온 전통음식점

이며 손님들에게 가장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기르고 

재배한 식재료 사용을 고집해왔다 . 실내인테리어는 내츄럴하고 

심플한 원목과 화이트의 조화로 디자인하였고 , 반쯤 개방된 식사

공간은 시야를 탁 트이게 하여 타이베이 분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 저녁에는 친구들과 모여 같이 차를 마시면서 타

이베이 야경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이다 .

용문객잔의 음식은 중식 위주이며 대부분 음식들은 현지 식재료

들로 만들어진다 . 예를 들면 , 마오콩에서 유명한 철관음차 ( 鐵

觀音茶 ) 를 이용한 철관음 찐빵과 새우요리 , 찻잎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넣은 볶음밥 , 현지 찻잎을 이용하여 만든 매실 등이 있다. 

통닭구이 (桶仔雞 ) 는 이 음식점의 유명한 대표음식이며 , 소금으

로 간을 하여 본연의 맛을 살렸고 마오콩 특산물인 깔끔하고 달

콤한 죽순 샐러드를 곁들어 먹을 수 있다 . 차 마시는 것을 좋아

한다면 월계수 나무 꽃 철관음과 원산포종차 (文山包種茶 ) 등 타

이완 현지의 차를 맛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 또한 타이완 전통 

다도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차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 일어 다도 교습을 하고 있다 . 

주소：�타이베이시�원산구�즈난로3단�38항�22-2호(마
오콩�역에서�나와�오른쪽�방향으로�도보로�3분)�

������台北市文山區指南路三段 38巷 22-2 號

전화：+886�2�2939-8865

영업시간：평일 11:00-02:00，공휴일 11:00-04:00

홈페이지：s.mtwebcenters.com.tw/tpewed/longmen/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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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o Polo Restaurant & Lounge
모던한 도시야경에 취하다
샹그릴라 타이베이 플라자호텔 38 층에 위치한 Marco Polo Restaurant 

& Lounge 는 타이베이에서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레스토랑 중 하나이

다. 2005년 타이완 돈 2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레스토랑은 레드, 

화이트 , 블랙의 세가지 색과 원목 , 가죽 , 대리석 등 소재를 이용하여 세

련되고 우아한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 . 라운지 바에서나 레스토랑에서 

모두 타이베이 도시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 특히 바 앞 전면 유리창문에

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야경과 높이 솟은 타이베이 101 빌딩이 한눈

에 들어와 특히 송년회 밤에는 타이베이 101 불꽃쇼를 감상할 수 있다 . 

타이베이시에서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겸 라운지 바이기도 한 Marco 

Polo Restaurant 에서 주방장이 추천하는 음식을 맛보고 , 모던하고 우

아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이탈리안 요리에 심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 또한 바에서는  손님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타이완 전국에

서 가장 많은 종류인 101 가지 칵테일을 제공하고 있다 . 그 중에서도 여

성 손님들이 좋아하는 산뜻한 맛의 Simple Life 와 동남아시아풍의 새콤

달콤한 Wedding Cake 는 이 레스토랑만의 독특한 칵테일이다 . 낭만적

인 조명 ,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술을 마시는 것도 도시

여행의 또 하나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

주소：�타이베이시�원산구�즈난로3단�38항�22-2호(마
오콩�역에서�나와�오른쪽�방향으로�도보로�3분)�

������台北市文山區指南路三段 38巷 22-2 號

전화：+886�2�2939-8865

영업시간：평일 11:00-02:00，공휴일 11:00-04:00

홈페이지：s.mtwebcenters.com.tw/tpewed/longmen/

주소：타이베이시�다안구�둔화난로 2단�201 호�38 층

������台北市大安區敦化南路二段 201 號 38 樓

전화：+886�2�2376-3156�( 레스토랑 )

������+886�2�2378-8888�내선 5952�( 라운지 )

레스토랑�영업시간：�점심 11:30-14:30，저녁 18:00-21:30
( 정해진�시간마다�음식이�새로�바뀌므
로�미리�문의 , 예약을�하는�것이�좋음 )

라운지�영업시간：월 ~목요일 18:00-01:00

�����������������금 ~ 일요일 11:30-01:00

홈페이지：�www.shangri-la.com/taipei/fareasternplazashangrila/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LA VILLA DAN SHUI

용문객잔
MRT 단쉐이 역

  곤돌라
마오콩 역

MRT 커지따로 역

Marco Polo 
Restaurant & 
Lounge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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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활력을 주는 먹거리

타이완 훠궈
타이완은 훠궈의 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 작은 국토에 무려 4,000

여 개의 훠궈점이 있다 . 가격은 100NTD에서 1,000NTD이상까지 폭넓

게 있으며 ,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각종 재료들을 선택할 수 있고 , 장을 배

합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 . 풍부한 종류와 다양한 식사법이 바로 타

이완 훠궈 ( 샤브샤브요리 )의 최고 매력포인트다 .

타이완식 및 중국식 훠궈는 타이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샤브샤브요리이다 . 1 인용 훠궈부터 공동훠

궈까지 모두 가능하다 . 전통 훠궈는 대부분 여러 명이 

함께 먹지만 , 많은 가게에서는 개인취향에 따라 좋아

하는 탕을 선택하는 1 인용 훠궈도 제공한다 . 만약 본

고장의 맛을 좋아한다면 대장과 초두부를 넣은 다창 

처우처우궈를 선택하고 , 진한 맛을 좋아하면 이탈리

아식 토마토맛과 타이완식 사차 ( 沙茶 ) 맛 혹은 동남

아식 카레맛을 선택할 수 있다 .

타이완에서의 훠궈는 친지 및 지인들이 한자리에 모

여 즐긴다 . 예를 들어 , 친구끼리 모임이나 망년회 혹

은 명절에 주로 훠궈를 함께 먹는다 . 육수는 각양각색

의 재료들을 배합하여 만들며 , 함께 먹으며 담화를 즐

길 수 있는 훠궈점도 상당히 많다 . 기회가 된다면 , 한 

냄비에 두 종류의 육수가 있는 원앙마라궈를 먹어보

자 . 이 훠궈는 특수설계한 냄비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냄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두 가지 탕을 맛볼 수 있

다 . 한 쪽에는 뼈를 우려낸 맑은 탕을 , 다른 한 쪽에

는 진한 매운 맛의 사천식 마라탕을 선택하여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다 .

그 밖에 , 특별히 타이완식 돌훠궈도 추천한다 . 돌냄

비를 사용하여 보온능력이 뛰어나고 육수를 넣기 전

에 먼저 파 , 마늘 , 참기름 , 훠궈용 고기 , 야채 등을 

넣어 향을 낸다 . 중국 동북의 쏸차이 ( 배추절임 ) 바이

러우 ( 돼지고기수육 ) 훠궈에서 유래한 탄훠동궈는 쏸

차이를 넣고 끓인 육수에 돼지고기를 넣은 것이 특색

이다 . 그러나 타이완에서 가장 특별한 훠궈는 바로 타

이완의 원주민 아메이 (阿美 ) 족의 돌훠궈이다 . 야채

를 빈랑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상자에 넣고 뜨겁게 가

열한 돌을 넣어 끓이기 때문에 야생의 맛이 살아있으

며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힘든 음식이다 .

타이완식 / 중국식 훠궈 

돌훠궈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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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선 풍격 돌훠궈 
鼎神精緻石頭火鍋

 타이베이 민취안동로 2 단 67 호
( 台北市民權東路二段 67號 )
 +886 2585-0621

타이뎬 리진 쏸차이 바이러우궈 
台電勵進酸菜白肉鍋

 타이베이시 허핑동로 1 단 75 항
( 台北市和平東路一段 75巷 )
 +886 2 2393-4780

스얼궈  
石二鍋

 타이베이시 신의로 2 단 72 호 , 
진산난로 길목 근처 ( 台北市信
義路二段 72 號，近金山南路口 )
 +886 2 2358-2776

만당홍 고급 마라원앙훠궈 (푸싱점 )  
滿堂紅頂級麻辣鴛鴦火鍋 (復興店 )

 타이베이시 푸싱난로 1 단 127 호 2 층
( 台北市復興南路一段 127 號 2樓 )
 +886 2 2775-3738

홍와우 문화요리 레스토랑  
紅瓦屋文化美食餐廳

 화롄현 광푸향 다취안촌 다취
안제 62 항 16 호
( 花蓮縣光復鄉大全村大全街
62巷 16 號 )
 +886 3 870-4601

타이완식 돌훠궈

쏸차이 바이러우 훠궈
1 인용 훠궈

원앙훠궈

아메이족 돌훠궈

FOO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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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인들은 예전부터 중시하는 보양 음식이 있다 . 겨울이 

되면 장무야 (薑母鴨 ; 생강오리 ), 양러우루 (羊肉爐 ; 양고

기탕 ) 와 샤오지우지 (燒酒雞 ; 소주닭 ) 가게는 모두 빈자리 

하나 없이 손님으로 가득하다 . 그 중 비교적 맛이 담백한 것

은 양러우루이다 . 육수는 당귀 , 천궁 , 구기자 등 다양한 한

약재를 장시간 우려내어 맑고 담백하다 . 여기에 가죽과 뼈

가 붙어있어 쫄깃한 맛이 살아있는 산양고기와 다양한 재료

들을 즐겨보자 .

비교적 진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무야를 먹어보자 . 이 

보양식은 전해 내려온 지 천 년이 넘은 전통음식으로 추위

를 가시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재배한지 3 년이 넘은 생강을 

사용하여 독특한 향과 매운 맛이 있고 여기에 참기름, 맛술, 

한약재와 특선 오리고기를 넣어 함께 끓인다 . 마요지 (麻油

雞 ; 참기름닭 ) 는 장무야과 비슷하지만 참기름을 더욱 강

조한 것으로 깨를 압축하여 짜낸 참기름을 사용해서 영향이 

풍부하면서도 체열을 너무 상승시키지않으면서 육수에 잘 

조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

다양하게 변화되어온 타이완 음식문화의 특색인 보양 훠궈

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 참신한 맛도 발전시켜왔다 . 그 중 특

히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콜라겐 미용훠궈로 돼지뼈와 

암탉을 인삼 등의 약재와 함께 넣고 끓여 다량의 콜라겐을 

추출해낸 것으로 육수의 향이 진하고 맛은 담백한 맛과 보

양을 모두 겸비한 훠궈이다 .

보양 훠궈

장무야 ( 생강 오리 )
제왕보양주궈 (중싱점 )
帝王食補主鍋 (中興店 )
 신베이시 신뎬구 바오칭제 68 호
( 新北市新店區寶慶街 68號 )
 +886 2 8865-6440

양러우루 ( 양고기탕 )
모짜이양 고급 양고기요리 (다안점 )
莫宰羊精緻羊肉料理 (大安店 )
 타이베이시 다안구 신성난로 3 단 28 호
( 台北市大安區新生南路三段 28號 )
 +886 2 2369-1466

콜라겐 미용훠궈
우라오궈 (스민점 )
無老鍋（市民店）
 타이베이시 스민대로 3 단 143 호
( 台北市市民大道三段 143 號 )
 +886 2 2731-7928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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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궈문화가 타이완에서 융성하면서 이국적인 

요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특히 동북아 음

식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식 샤

브샤브 , 스키야키 , 그리고 한국식 순두부

찌개와 김치찌개 등을 타이완 각지에서 먹

어볼 수 있다 . 또한 진한 육수의 몽골훠궈도 

있는데 , 어떤 가게는 몽골훠궈를 홍백 두 종류

의 육수로 나누었다 . 홍색 육수는 커민 , 화초 , 참기름 등을 넣고 끓여 맛이 

비교적 매콤하고 , 백색 육수는 대추 , 당귀 , 구기자 , 감초 등의 약재를 넣고 

끓여 육수에 약선향이 진하게 우러나와 자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

또한 , 타이완과 베트남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베트남 요리점도 우후죽순처

럼 생겨나는 가운데 베트남 훠궈도 타이완에 소개되었다 . 닭뼈 , 사탕수수 , 

야채로 끓인 베트남 훠궈의 육수는 비교적 담백하고 맛있다 . 한 가지 독특

한 점은 사용하는 냄비인데 , 그 형상이 마치 거꾸로 놓은 모자 같아 재료들

을 냄비 가장자리에 놓아둘 수 있어 독특하다 .

유럽풍격의 훠궈요리도 당연히 찾을 수 있다 . 그 중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가 있는 것은 초콜릿 퐁듀이다 . 약간 쓴 초콜릿을 생크림 , 럼주 혹은 오렌

지 과일주를 넣고 데운 것인데 과일 , 과자 , 심지어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을 

입혀 진한 초콜릿맛을 즐길 수 있다 . 또 다른 종류는 스위스 치즈요리인 치

즈퐁듀로 각종 치즈들과 약간의 마늘 , 화이트와인을 넣고 끓여 진한 치즈맛

을 우려낸 후 빵 , 손질한 소고기 , 닭고기 , 새우 등을 찍어먹는 것으로 진한 

치즈맛을 느낄 수 있다 .

이국 훠궈
베트남 훠궈
밍지 베트남요리
銘記越南美食
 신베이시 시즈구 캉닝제 536-1 호
( 新北市汐止區康寧街 536-1 號 )
 +886 2 2692-7015

몽골훠궈
궈다예 몽골훠궈
鍋大爺蒙古火鍋
 타이베이시 우창제 2 단 18 호
( 台北市武昌街二段 18 號 )
 +886 2 2314-6656

스위스 치즈퐁듀와 초콜릿퐁듀
레이화 레스토랑
瑞華餐廳
 타이베이시 송산구 난징동로 4단 47호
( 台北市松山區南京東路四段 47號 )
 +886 2 2713-0502

초콜릿퐁듀 
Häagen-Dazs
 타이베이시 스린구 텐위제 
38 항 18 농 1 호 
( 台北市士林區天玉街 38
巷 18 弄 1 號 ) 
 +886 2 2874-5223

마요지 ( 참기름닭 )
한린 찻집 (타이베이기차역 웨이펑점 )
翰林茶館 (台北火車站微風店 )
 타이베이시 중정구 베이핑시로 3호 2 층
( 台北市中正區北平西路 3號 2樓 )
 +886 2 2314-7678

사진 / Häagen-Dazs 제공

FOO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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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여행에서 현지 음악 문화는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이다 . 이번 특집에서는 4 대 음악공연 장소를 엄선하였
다 . 이 특색있는 공간에서 뜨겁게 펼쳐지는 연주자와 가수들의 활기찬 공연을 통해 또 다른 타이완을 발견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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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화산 (華山 )1914 창의문화단지 내 5 관에 위치해 있고 , 역사고적을 개조한 
Legacy 공연장은 타이완의 독특한 Live House 이다 . 225 평 크기 , 8 미터에 달
하는 실내 높이와 11m x 6m 넓이의 무대로 구성되어 있는 Legacy 는 각종 공
연과 넓은 공간과 기둥이 시야를 가리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관객들
이 마음껏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 좋아하는 밴드 등의 공연자들과 더 가까
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

Legacy는 귀에 익숙한 유행음악 , 인디밴드 등 다양한 음악팀을 갖추고 있고 , 
음악 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음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곳
에서 거물급 국내외 예술가와 신예 그룹 , 또는 클래식 , 록 , 유행음악 등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  또한 Legacy 는 각종 테마 음악공연 기획에도 능숙
하고 독특하여 대형 콘서트와 비교해 봐도 같은 규모와 완벽한 설비를 갖추
고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더욱 실속이 있다 .

주소：타이베이시 빠더로 1단 1호 , 화산 1914 창의문화단지 중 5관

           (台
市八德�一段一號，華山 1914創意文化園區中五館 )

전화：+886 2 2395-6660

영업시간：공연시간에 따라 상이 , 홈에이지 참고

티켓구매：공연시작 10일 전 인터넷 ERA TICKET(年代售票 )홈페이지에서 예

매，또는 7-11 ibon, FamilyMart FamiPort,  Hi Life Life-ET  ERA TICKET존에

서 구매 , 현장 구매는 공연시작 2시간 전에 하는 것이 좋음 .

홈페이지：www.legacy.com.tw

Riverside Live House ( 河岸留言 )
Riverside Live House 는 지하철 타이뗸따로 ( 台電大ó ) 역 근처 어느 한 
지하실에 위치해 있다 . 매일 1 시 ~9 시가 지나면 이 곳은 인파와 음악
으로 가득 넘쳐나며 재즈 , 록 , 독립음악가의 공연이 주를 이룬다 . 타이
완 음악의 문화 중에서도 ,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Riverside Live House 는 
타이완에서 떠오르는 밴드공연 장소 중 하나이다 . 2000 년 설립한 후로 
지금까지 8 천 여회의 공연이 치뤄졌으며 , BackQuarter, ChthonicC, Panai 
Kusui, Sandee Chan 과 같은 유명한 타이완 밴드 , 가수들도 이 곳에서 공연
한 바 있다 .

Riverside Live House 에서는 매일 고정적인 밴드공연이 있기 때문에 언제 
들러도 헛걸음할 걱정이 없다 . 이 외에 매주 월요일에는 ‘OPEN JAM’
공연 위주로 일정이 짜여져 있고 음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직접 Demo 
CD 와 악기를 준비해 와서 현장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뽐내기도 한
다 . 그리고 국제적인 품질과 수준 높은 중형공연을 도입한 Riverside Live 
House 는 2008 년 시먼딩 ( 西門町 ) 홍루 (紅ó ) 옆에 천명 정도가 공연
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2 층 높이의 ‘시먼홍루 공연장’을 설립하였다 .

Riverside Live House 공관점 (河岸留言公館店 )
주소 :타이베이시 로스푸루 3단 244항 2호 지하 1층
          (台
市·斯福� 3段 244巷 2 號 B1» )
전화 : +886 2 2368-7310
영업시간：매일 19:00~00:30 
                  Open Jam 월요일마다 19:00시작

시먼홍루 공연장 (西門紅»展演館 )
주소 :타이베이시 시닝난로 177호
          (台
市西寧南� 177 號 ) 
전화 : +886 2 2370-8805                
영업시간： 밴드공연 위주 , 홈페이지

로 참고

티켓구매：인터넷으로 예매 가능 , 현장 구매는 공관점 19:00-20:30,  시먼홍루 공연장 18:00-20:00
홈페이지：www.riverside.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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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ll
타이완대학 공관상권 일대에 위치한  The Wall 은 타이완 독립음악의 중요 대표인물인 ChthonicC 의 리드보컬 Freddy, Spring 
Scream 주최자 Jimi, The Chairman 밴드의 아지 ( 阿吉 ) 등이 2003 년 공동으로 창립한 음악예술문화 공간으로 , The Wall 은 독
립음악의 중요한 대표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 이 곳에는 공연장소 외에 연습실 , 레코드 가게 , 타투 가게 , 바 등 특색있는 공
간도 마련되어 있다 .

The Wall 에서 상업음악에서 록까지 모든 방면에 걸쳐 공연하고 일본 ,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지의 유명한 밴드도 이 곳에서 
공연한 바 있다 . 이 공연장은 6 백 명을 수용할 수 있고 9 미터에 달하는 무대와 높은 규격의 음향설비 , 음향믹스 , 고저음스
피커 등의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  The Wall 은 공관 외에도 까오숑 ( 高雄 ) 과 이란 ( 宜r ) 에도 공연장이 있으며 타이완
을 대표하는 공연장 중의 하나이다 .

주소：타이베이시 로스푸루 4단 200호 지하 1층

           (台
市·斯福�四段 200 號 B1)

전화：+886 2 2930-0162

영업시간：월 ~일요일 15:00-23:00

티켓구매：밴드 공연에 따라 상이 , 자세한 내용 홈

페이지 참고 , 현장 구매 가능 

홈페이지：thewall.tw

Witch House( 女巫店 )
Witch House 는 기묘한 이름처럼 특이하게 눈에 안 띄는 타이완대학의 작은 골목
에 위치해 있다 .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유명 록가수의 사진들이 벽을 장식하
고 있고 , 천장과 작은 모퉁이에는 마녀인형 , 브래지어 등 여성을 상징하는 독특
하고 기묘한 장식품들로 장식되어 있다 . 

이 곳은 1996 년에 문을 열어 타이완 언더그라운드 음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 지금까지도 Witch House를 찾는 많은 음악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과거에는 록음악 위주로 공연을 하였는데 , 현재는 재즈 , 민요 등 다양한 음악을 
공연하고 있고 타이완 가수 Sodagreen( 蘇打� ). 루광중 ( 
廣仲 ), 천치전 ( 陳綺貞 ) 
등이 이 곳에서 공연한 바 있으며 , 매주 목 ~ 토요일 저녁 공연에서는 타이완 가
수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 
Witch House 는 음악공연뿐만 아니라 식당도 겸하고 있는데 수제케이크 , 태국식 
닭다리구이밥과 감자튀김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

주소：타이베이시 신성난로 3단 56항 7호 (타이완대학교 신체육관 

맞은편 /신성난로 (新生南� )와 신하이로 (辛亥� ) 입구 근처 )

           (台
市新生南�三段 56巷 7 號 )

전화：+886 2 2362-5494

영업시간：

일 ~수요일 11:00-00:00

목 ~토요일 11:00-새벽 1:00

티켓구매：매주 목 ~토요일 저녁 9:30 공연시작 전 , 미리 Witch 

House에서 예약가능 , 공연 전날 저녁 9시부터 현장 구매 

홈페이지：www.witchhou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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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

타이완을 방문한 인수 통계：5,127,422 (+)7.36%

외국인 방문객 인수 통계：2,520,912 (+)2.58%

한국 방문객 인수 통계：198,641 (+)15.90%

교포 방문객 인수 통계：2,606,510 (+)12.43%

출국 인수 통계：7,400,298(+)5.99%

2013-2012년 매달 출국하는 타이완인수 통계 비교표

도표1  2013-2012년 매달 타이완을 방문한 인수 통계와 비교표

도표2   2013년-2012년 타이완을 방문한 한국인 인수 
통계와 비교표

도표3  2013년-2012년 한국을 방문한 타이완 인수 
           통계와 비교표 

월 

1 

2 

3

4 

5 

6

7 

8

통계 

9 

10 

11 

12

통계

2013년 (단위：인)

753,483

966,575

814,558

897,886

853,288

1,002,864

1,089,257

1,022,387

7,400,298

2012년 (단위：인)

901,293

772,495

723,643

851,486

849,354

908,600

1,041,365

933,988

6,982,224

818,593

912,063

773,440

753,440

10,239,760

비율(%)

-16.40

25.12

12.56

5.45

0.46

10.37

4.60

9.46

5.99

월 

1 

2 

3

4 

5 

6

7 

8

통계 

9

10

11 

12 

통계

월 

1 

2 

3

4 

5 

6

7 

8

통계 

9

10

11 

12 

통계

월 

1 

2 

3

4 

5 

6 

7 

8

통계 

9

10

11 

12 

통계

통계(A) 

527,096

572,156

759,233

691,501

617,943

637,577

635,232

688,684

5,127,422

인수

31,129

24,129

24,252

22,332

23,154

21,165

23,025

29,455

198,641

인수

44,828

46,443

41,501

34,620

39,360

48,097

46,547

49,805

351,201

교포(C) 

242,957

289,767

370,545

371,102

302,282

332,850

345,695

350,712

2,606,510

매일 평균

1,004

861

782

744

746

705

742

950

817

매일 평균

1,446

1,658

1,338

1,154

1,312

1,603

1,501

1,606

1,445

매일 평균 

17,003

20,434

24,491

23,050

19,933

21,252

20,491

22,215

21,100

인수

25,760

23,284

21,571

19,862

20,535

19,831

18,976

21,566

171,385

19,439

20,839

23,001

24,425

259,089

인수

43,511

42,984

34,886

42,203

40,460

48,558

56,027

54,680

363,309

43,997

47,497

38,561

39,365

532,729

매일 평균

830

802

695

662

662

661

612

695

702

647

672

741

787

707

매일 평균

1,403

1,482

1,125

1,406

1,305

1,618

1,807

1,763

1,488

1,466

1,532

1,285

1,269

1,455

외국인(E) 

284,139

282,389

388,688

319,799

315,661

304,727

289,537

335,972

2,520,912

비율(%) 

20.84

3.63

12.43

12.44

12.75

6.73

21.34

36.58

15.90

비율(%) 

3.03

8.05

18.96

-17.97

-2.72

-0.95

-16.92

-8.92

-3.33

통계(B)

460,064

525,240

693,185

691,086

599,098

607,778

592,449

607,122

4,776,022

550,901

610,342

671,617

702,588

7,311,830

교포(D) 

195,807

213,007

324,900

375,198

295,070

297,146

319,054

298,228

2,318,410

254,827

286,255

307,290

313,053

3,831,635

외국인(F) 

264,257

312,233

368,285

315,888

304,028

310,632

273,395

308,894

2,457,612

296,074

324,087

364,327

389,535

3,479,835

매일 평균

14,840

18,112

22,361

23,036

19,325

20,259

19,111

19,584

19,573

18,363

19,688

22,387

22,664

19,976

통계(A/B) 

14.57

8.93

9.53

0.06

3.15

4.90

7.22

13.10

7.36

교포(C/D) 

24.08

36.04

14.05

-0.93

2.44

12.02

8.35

17.60

12.43

외국인(E/F) 

7.52

-9.56

5.54

1.24

3.83

-1.90

5.90

8.77

2.58

                              2013년 (단위：인)                                        2012년 (단위：인)                              비율（％）

2013년 2013년2012년 2012년

한국 방문객 인수 타이완 방문객 인수 

출 입 국 
인 수  통 계

2 0 1 3
JAN-AUG



타이베이 시펑 Taipei EYE
타이완의 전통무대예술을 체험해보자!

타이완 전통 무대예술의 품격을 체험해보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타이완을 

여행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원주민춤과 개량 

중국경극 등 전통예술을 공연합니다. 한국어 

자막서비스가 제공되어 편하게 호평 높은 타이완의 

무대예술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시간：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 8시 30분

               (약 60분간 공연) 

               매주 토요일 밤 8시(약 90분간 공연)

서비스안내：+886-2-2568-2677

E-mail：taieye@taipeieye.com

홈페이지：http://www.taipeieye.com

◎상세한 안내자료가 필요하시면 전화바랍니다.

주소：타이베이시 중산베이로 2단 113호 3층(징조제 입구)

台北市中山北路2段113號3樓(錦州街)



意難忘

망고가 올려진 망고빙수

鮮果爭輝
종합과일빙수

茶韻飄香
녹차에 팥을 곁들인 녹차빙수

榴槤忘返
과일의 왕 두리안빙수

愛相隨
망고 아이스크림과 망고빙수

可愛戀人
딸기향 가득 딸기빙수

中
華
路
一
段  

중
화
로  

1
단

西
寧
南
路 

시
닝
난
로

漢
中
街 

한
중
제

西門捷運站6號出口 

시먼 지하철역 6번 출구

成都路 청두로

峨眉街 어메이제

武昌街二段 우창제   2단

漢口街二段 한코우제 2단

西門紅樓 시먼 홍루

시먼딩 망고빙수
시먼딩은 봐도봐도 끝이 없는 영화, 화려한 타투, 다양하고 
특색있는 상점 외에  여름의 명물 망고빙수로 유명한 
곳이다. 모던하고 건강개념으로 타이완에서 가장 
특색있는 망고빙수를 만들기 위해 ‘시먼딩 망고빙수’ 
이름으로 NT$2,000만, 한화로 약 8억원을 투자하고 
시먼딩 상권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코우제에 위치한 ‘시먼딩 망고빙수’은 2층 건물로 현대 
감각이 물씬 풍기는 모던한 분위기와 젊고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시먼딩 망고빙수’ 특징은 빙수 위에 
뿌려지는 망고 시럽까지도 모두 천연 토종망고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타이완 토종망고 
시럽과 입속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눈꽃 얼음은 
청량함과 진한 향 그리고 천연의 단맛을 느끼게 해 주고 
있으며 그 위에 애플 망고의 조각조각이 더하여 환상의 
맛을 내고 있다. ‘시먼딩 망고빙수’ 최상단에는 망고 1개가 
통채로 올려져 있어 진한 맛과 청량감을 더 해 주고 있다. 
여름 타이완 관광에서 놓쳐서는 안될 미식 중의 미식이라 
하겠다.

타이베이시 한코우제 17호(한중제와 한코우제 교차점) 台北市漢中街17號(漢中街與漢口街交叉口)     Tel: 02-23888511     www.mango-ice.com.tw

잊을 수 없는 타이완 
망고의 매력

紅豆湯
단 팥  탕

燒仙草
선인초 탕

겨울 먹거리

이 두 종류 모두 5종 

이상의 엄선된 

재료(팥, 대두, 떡, 

토란고구마맛 떡,  

단팥이 들어있는 홍국 

찹쌀떡 등) 로 만들어 

맛 있으면서도 

건강까지 생각한 

웰빙식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