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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슝을 만끽하는 네 가지 코스

가오슝 행정 지도

옌청구 꾸산구(鹽埕區鼓山區)

那瑪夏區

甲仙區

옌청꾸산(鹽埕鼓山) 지역은 일찍이 발 챠오터우구(橋頭區)

챠오터우 설탕공장 지대
는 최근 문예창작의 도시
가오슝의 새로운 중요한 스
팟으로, 새롭게 스구 치아
오탕 문창원구(十鼓橋糖文
創園區)가 들어서게 되었습
니다. 오래된 일본식 기숙사
를 개조하여 활력을 불어넣
은 스샹쯔치우(時尚之丘 ,
패션의 언덕)도 있습니다.

전된 도시의 한 지역으로, 다소 발전이
정체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
하철이 개설되고,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
라 왕래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늘
어나게 되었고, 옌청푸역(鹽埕埔站) 근처
의 보얼 예술 특구(駁二藝術特區)로 인
하여 더욱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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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진구(旗津區)

치호우반도(旗後半島)라고
불리우던 치진 섬은 가오슝
항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래섬의 일종입니다. 꾸산에
서 배를 타고 5분만에 갈 수
있으며, 현지 해산물도 마음
껏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펑산의 옛 성이 자리잡고 있
는 줘오잉지역에는 수백년의 역
사를 지닌 유적들이 많이 보존
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와 지하
철, 기차 이렇게 대만의 세가지
철길이 함께 이어지는 곳으로 신
구가 조화롭게 융합된 모습을
가진 지역입니다.

가오슝
자 유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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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도시 중점 행정

세계5대 자전거 도시로의 도약
아이허(愛河)강변에 부는 시원한 바람
한국 드라마와 꽃보다 할배 프로
그램 등의 영향으로 가오슝의 먹
거리와 관광명소들이 여행객들
의 필수코스가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버블티를 들고 아이허(愛
河) 경치를 감상하는 모습이, 가
오슝 여행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
었습니다.
가오슝시는 아시아의 5대 자전거
도시중 하나입니다. 사방팔방으
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발달되
어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강변에
서 바람처럼 달리며, 매력적인
경치를 감상합니다. 여행 중 느
낄 수 있는 현지인들의 따스함은
이 도시만의 특별한 관광자원입
니다. 알찬 여행 후에 맛있는 해
산물과 열대기후가 물씬 느껴지
는 과일 디저트로 다시 한번 체
력을 충전합니다. 그저 행복하다
고 밖에 표현할 수 없네요!

깡상의 눈 (崗山之眼 )스카이 워크

깡상구와 옌차오구에 잇닿아 있는 샤오깡상에 자리한 깡상의
눈 파크의 주인공인 스카이 워크에는 음악을 컨셉으로 디자인된
철제 사장교가 있다. 이 사장교의 주탑은 바이올린을 형상화하
였으며 케이블은 바이올린의 현을 뜻하여 금슬이 좋다는 ‘금슬
화명(琴瑟和鳴)’을 형상화하였다. 스카리 워크에서는 아름다운
아공뎬 저수지, 아공뎬 삼림공원, 아공뎬강과 평원을 내려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이다우산, 가오슝 85빌딩 그리고 대만해
협까지 한 번에 가오슝의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다.

주소 가오슝 깡상구 전화 +886-(7)628-2100
시간 평일0 9 : 0 0 ~17: 0 0 (마지막 입장시간16:45), 공휴일
09:00~18:00(마지막 입장 시간 17:45), 매주 월요일 휴관/연
휴 제외.
가격 성인: NTD 60, 어린이: NTD 30
웹 사이트 khskywalkpark.com
교통 MRT 탑승 후 R24난깡상역에서 하차
(1)택시 합승 문의:+886-931-743607 또는 +886-917-980098
(2)홍68번 버스 탑승 후 다좡공원(大莊公園)에서 셔틀버스
로 환승.

자세한 정보는 P.29을 참고하세요.

化園區)

다고우(打狗) 영국영사관 뒷측에 있는
전망대에서 가오슝항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시즈완(西子灣) 해변의 석양
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 관저의 홍
색 벽돌건축물에는 영국식 정취가 고스
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10을 참고하세요.

EDA월드 (義大世界)

대만 최대의 실내 테마 파크로써,
한국드라마《여왕의 꽃》남여주인공
의 한밤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대만 남부에서 제일 높은 관
람차가 있는, 연인들이 자주 찾는 로
맨틱한 데이트 장소입니다.

다고우(打狗) 영국영사관 문
화구역 (打狗英國領事館文

가오슝 골프장

(高雄高爾夫球場)

잔얼쿠KW2

1914년에 건축된 ‘잔이고’는 가오슝 항구의 소형 물류 창
고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104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잔
이고는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건설되어 창고 내
부에 어떤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고 100여년동안 창고가 갖고
있던 내부적, 외부적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것으로 옛 건물
의 질박함을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재건설이후 문화 창작, 전시
회, 요식업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며 참신한 모습과 현지 장인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결합을 통해 소박한 역사의 옛 창고에 가
오슝 항구의 새로운 모습을 불어 넣었습니다.

주소 가오슝시 구산구 펑라이로17호(치시엔3로 끝)
전화 +886-(7)531-8568
시간 일-금 10:00-21:00, 토 10:00-22:00
교통 MRT 주황색라인 01 시즈완역 2번 출구 또는 LRT C13 보얼펑라이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가오슝에는 4개의 표준 18홀 코스 골
프장, 2개의 9홀 코스 골프장, 그리고 9개
의 골프연습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골
프 마니아 분들은 이곳에서 먹고 즐기며
연습 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여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오슝 골프장

주소 가오슝 냐오송구 따화춘 치우창루 270하오
전화 +886-(7)370-1101

따깡상(大崗山) 골프장

주소 가오슝 티엔랴오구 씨더춘 창산루 1하오
전화 +886-(7)636-6411

신이(信誼) 골프장

주소 가오슝 따수구 통링춘 신이루 1하오
전화 +886-(7)656-3211

꽌인산(觀音山) 골프클럽

주소 가오슝 따수구 싼허춘 싼허루 140하오
전화 +886-(7)657-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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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싱 철도 문화 공원
(하마싱 별빛 임무)

치진(旗津) 등대
（旗后燈塔）

흰색 팔각형의 벽돌건축물로, 영국의
건축기술가들이 만든 건축물입니다. 아름
다운 풍경을 감상 할 수 있는 「치산(旗山
)의 석양」이라고도 불리는 이 곳은 「다
고우(打狗) 팔경」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P.12을 참고하세요.

바오라이 화상 온천 공원
（六龜寶來花賞溫泉公園）

5.4 헥타르의 면적을 자랑하는 바오라이 온천 공원에는
다양한 꽃이 피는 꽃다무들이 널리 심어져 있으며 손을 담그
는 수탕과 발을 담그는 족탕, 꽃구경 산책로, 이벤트 광장, 생
태 유수지, 벚꽃 초원 그리고 전망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바
오라이 온천은 매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탄산수소염 온
천으로 탁월한 세정 효과와 더불어 피부를 매끈하고 부드럽
게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어 피부에 좋은 온천이라고도 불린
다. 방문한 모든 여행객은 꽃의 만발함과 함께 이곳에서 온천
수에 손과 발을 담그며 행복이 가득한 멋을 느낄 수 있다.

망고 챠챠 빙수관
【신줴장(新崛江)점】

(芒果恰恰冰館 新崛江店)

망고는 대만에서 과일계의 빛이라고
도 불립니다. 망고챠챠에서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현지에서 생산된 최상급의 아
이원(愛文)망고로 빙수를 만듭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마자 망고의 진한 향
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급속 냉동기술로
망고를 보관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신선
한 망고를 맛 볼 수 있습니다.

주소 가오슝시 료우꾀이구 바오라이 중학교 뒤쪽 대지
전화 +886-(7)740-9803
시간 오전 9:00-17:00, 월요일 휴관
가격 성인: NTD50, 어린이: NTD25
웹 사이트 khh.travel/Article.aspx?a=8374&l=1
교통 가오슝 기차역 또는 가오슝 고속전철역에서 가오슝 커윈 8025 버스
를 이용해 료우꾀이역에 하차한 다음 H11버스로 환승하여 바오역까지
이동. 세븐일레븐 맞은편 바오라이2항 골목으로 진입해 관산린도를 따라
약 100m 전진하면 도착.

주소 가오슝 신싱구 신티엔루 128하오
전화 +886-(7)201-8666
시간 13:00~23:00
교통 전철 레드라인 중앙공원역(R9) 2번 출구, 쫑
산2루(中山二路)에서 우푸2루(五福二路) 방향
으로 직진 후, 신티엔루(新田路)에서 좌회전 직
진 후 도착.

‘하마싱 별빛 임무’는 가오슝 항구의 역사를 예
술로 승화시킨 퍼포먼스입니다. 가오슝시정부는 한
국 ADHD그룹 및 예술가 11팀을 초빙해 이 퍼포먼
스를 완성했습니다. 프로그램코딩과 음악을 통해
철도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LED등불로
철도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 궤적을 재현해 낸
대만에서 보기 드문 대형 경관 빛 예술로 100년 역
사의 철도 공원을 수놓습니다.

주소 붜얼펑라이구 백년철도공원
전화 +886-(7)521-4899
공연시간 매일 밤 19:00-21:30, 30분마다 1회씩 진행. 1회에 5분.
교통 MRT 주황색라인 시즈완역(01) 2번 출구로 나와 구산1로에서
린하이2로 방향으로 직진.

（壽山Love情人觀景台）

이곳은 가오슝에서 멋진 산과 바다의 화려한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우산(壽山), 시즈완(西子灣), 가
오슝항구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11을 참고하세요.

가오슝을 인기있는 문예와 창작의 도
시로 만든 보얼(駁二) 예술 특구는, 예전
에는 가오슝 항구의 제2 부두였습니다. 빈
공간을 재활용하여 해변의 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8을 참고하세요.

루이펑(瑞豐)야시장
(瑞豐夜市)

인기만점의 루이펑(瑞豐)야
시장에는 1000개이상의 가게 및 상
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곳이어서 타 지역 사람도 자주 찾는 곳입니다.
숯불 독일식 족발, 조개 구이, 철판 구이등, 모두 인
기 있는 요리들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P.32를 참고하세요.

서우산(壽山) Love연인 전망대

보얼(駁二) 예술 특구
(駁二藝術特區)

화다(樺達) 밀크티(樺達奶茶)

옌청(鹽埕) 지역에서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찻집으로, 홍차, 보이(普洱)차, 우롱
차, 녹차와 신선한 우유, 그리고 쫄깃한 버
블을 곁들여 만든 맛있는 버블티가 유명
한 곳입니다.

주소 가오슝 옌청구 신러지에 99하오
전화 +886-(7)551-2151
시간 09:00~22:00
가격 화다(樺達) 밀크티 45원
교통 전철 오렌지라인 옌청푸(鹽埕埔)역(O2)출구
에서 우푸4루(五福四路) 방향으로, 따용루(大勇
路)에서 좌회전 후, 신러지에(新樂街)에서 우회전.

가 오 슝。
석과 같은 도시,
보
의
부
남
만
대
은
품
항구를
.
창작의 도시
와
예
문
는
르
새롭게 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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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들의 따뜻한 인간미 속에서,
또 풍요로운 과일들을 누리며 활기찬 도시여행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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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
치진, 옌청, 꾸산구 문예 창작과 옛 가옥이 어우러진 코스

항구도시 해변의 여행

옌청(鹽埕)구 지역에는 아침식사부터 야식까지, 많은 손님이 줄서는 인기 있는 맛집들이 여행
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옛 가옥을 잘 보존하고 있는 꾸산취(鼓山)구는 이전에
하마싱(哈瑪星)이라 불렸으며, 천천히 거니는 동안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를 타고 가는 치진(旗津) 섬은 남부 항구 도시의 풍경을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가오슝 여행의 필수
코스 아이허(愛河)

아이허 (愛河)

문예 창작의
영감을 지닌 다양한 상품들

번동 창고 상점

3

(本東倉庫商店)

이 곳은 보얼(駁二)특구의 대표적 상점
으로, 각종 문예 창작의 상품을 판매하
고 있는 곳입니다. 다락방 형식의 독특
한 건축 디자인은 일반 대중들의 기억
에 깊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창고 안에서 즐기는 요리의 색다른 느낌

파사디나보얼레스토랑 (帕莎蒂娜駁二倉庫餐廳)

1

이 곳은 프랑스요리로 유명하며, 가오슝 최초의 창고
형 레스토랑입니다. 한정된 수량의 브라운슈거 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빵은 예전의 설탕창고를 연상케
하는 메뉴들입니다.

아이허(愛河)는 가오슝의 대표
적 명소로써, 사진을 찍기에도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독특한
곤돌라(Gondola)배를 타고 아
이허의 황금 구간(黃金河段)
을 지나며, 가오슝의 베니스를
느껴봅니다.

info

새롭게 떠오르는 랜드마크 스카이 구름다리

(사랑의배를 타거나 혹 곤돌라를 타
고 아이허(愛河)를 감상할 수 있습니
다, P.21를 참고하세요).

다고우 철도 이야기관 (打狗鐵道故事館)

이 곳은 하마싱(哈瑪星)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

2
info
아이허 친수공원
주소 가오슝 허시루(河西路) 녹지, 허동루(河東路)로 녹지,
찌엔궈챠오( 建國橋) 다리에서 쯔핑챠오( 治平橋) 다리까지
의 양측
보얼 예술특구
주소 가오슝 옌청구 따용루 1하오 전화 +886-(7)521-4899
시간 월~목10:00~18:00, 금~일 및 공휴일 10:00~20:00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옌청푸(鹽埕埔)역(O2) 1번출구 따용
루에서 우측방향으로 5분 도보거리.
웹 사이트 pier-2.khcc.gov.tw
하마싱보얼노선기차
주소 가오슝 꾸산구 펑라이루99하오(보얼특구 펑라이 B8
창고)
시간 월~목10:00~18:00(17:00매표종료), 금~일 및 공휴일
10:00~20:00(18:00매표종료)
전화 +886-(7)521-8900
입장료 성인 149원, 12세 미만 99원

4

가오슝을 비추는 문예 창작의 랜드마크

보얼 예술특구 (駁二藝術特區)

보얼(駁二)특구는 원래 옛 가오슝항구의 제2 부
두였습니다. 빈 공간을 재활용하여 해변의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른과 아이들
이 함께 탑승한 미니기차가 달리는 5 인치 철도
의 하마싱 보얼 노선(哈瑪星駁二線)도 있습니
다.

5

명소입니다. 관내에는 옛 시절의 열차역, 승강대,
신호등 등 다양한 철도문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육교를 개조한 가
오슝의 새 랜드마
크인 스카이 구름
다리에서 철도문
화구역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
니다.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맛집

미까오청 (米糕城)

6

미까오는 밥알 하나하나가 윤기가 흐르는 쌀밥에,
돼지비곗살이 들어있는 소스를 얹은 것으로, 돼지
고기완자가 들어
있는 스션( 四神 )
탕과 함께 즐기면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번동창고상점
주소 가오슝 옌청구 광롱지에 1
하오( 보얼(駁二) 자전거 창고)
전화 +886-(7)521-9587
시 간 1 0 : 0 0 ~1 8 : 0 0 , 금 ~ 일
10:00~ 19:00, (폐장시간은 인
파에 의해 변동됩니다.)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옌청푸(
鹽埕埔 )역(O2) 1번출구따용루
에서 우측방향으로 보얼( 駁二)
원구【시린강(西臨港)라인 자전
거 전용도로】에서 좌회전.5분
도보거리.
파사디나 보얼 레스토랑
주소 가오슝 옌청구 보얼예술특
구 C3창고(따용루 끝)
전화 +886-(7)531-1106
시간 11:30~21:30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옌청푸(
鹽埕埔)역(O2) 1번출구 따용루
에서 우측으로 삐신지에( 必信
街) 방향으로 직진.
다고우 철도 이야기관
주소 가오슝 꾸산구 꾸산1루 32하오
전화 +886-(7)531-6209
시간 10:00~18:00, 월요일 휴무,
도서관은 휴일에 개관하지 않으며,
평일은 현장 독서 만 제공합니다.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시즈완(
西子灣)역(O1) 2번출구, 꾸산1루
( 鼓山一路)에서 린하이2루( 臨海
二路)로 방향으로 직진.
웹 사이트 takao.railway.tw
미까오청
주소 가오슝 옌청구 따런루 107하오
전화 +886-(7)533-3168
시간 09:00~22:30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옌청푸(鹽
埕埔)역 (O2)2번출구 따용루(大
勇路)로 직진 후 따런루(大仁路)
에서 좌회전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오슝항구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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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도가 환영하는 치진(旗津)섬

다고우 영국영사관 문화원구 (打狗英國領事館文化園區)

1867년에 창건됐으며, 현재
대만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근대 서양식 건축물로
써 영국 정부의 대만 최초 영
사관이었습니다. 등산길과 연
결되는 산 아래의 영사관 및
산 위에 자리잡은 관저는, 시
즈완(西子灣)해경 석양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스팟입니다.

백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식 옛 가옥

슈띠엔츠차 이얼싼팅

꾸산 선착장
눈을 의심케하는
10배 사이즈의 빙수

10

따완꽁 빙수 (大碗公剉冰)

일찍이 고된 노동을 하던 시절에는 큰 그
릇에 설탕과 얼음을 넣어 더위를 피하곤
했습니다. 이 곳 사장은 이 아이디어로 따
완꽁빙수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

info

(書店喫茶一二三亭)

서우산

info
석양 저녁 노을의 낭만

시즈완 풍경구역 (西子灣風景區)

석양의 아름다운 풍경과 천연암석으로
유명한 해안가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하
나가 되는 아름다운 풍경은, 가오슝 8대
명소 중 하나입니다.

11

치진(旗津)으로 가는 가장 편한 길입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꾸산(鼓山)과 치진(旗津)섬을 오 갈 수 있으
며, 치진(旗津)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10~20분입니다.

이 옛 가옥은 대정9년(1920년)에 지어진 것으로
원래 일본인이 운영하던 유명한 요정(料亭)이었
습니다. 가옥에 남아있는 옛 가구들의 인테리어를
그대로하고 새롭게 대만차를 결합해 현재는 찻집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여유로움을 선사하는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고우 영국영사관 문화원구
주소 가오슝 꾸산구 렌하이루20하오
전화 +886-(7)525-0100
시간 월-금9:00~19:00, 공휴일09:00~21:00,
, 매월 세번째 월요일 정기휴무입니다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시즈완(西子灣)역
(O1) 2번출구 에서 셔틀버스(오렌지1) 이
용, 혹 시내버스 99번을 이용하여 시즈완(
西子灣)역에서 내림.
웹 사이트 britishconsulate.khcc.gov.tw
입장료 일반표 99원
슈띠엔츠차이얼싼팅
주소 가오슝 꾸산구 구위엔지에 4하오 2층
전화 +886-(7)531-0330
시간 10:00~18:00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시즈완(西子灣)역
(O1)출구, 지에싱2지에(捷興二街)에서 구
위엔(鼓元街) 방향으로 직진.
시즈완 풍경구역
주소 가오슝 꾸산구 렌하이루70호
전화 +886-(7)525-0005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시즈완(西子灣)역
(O1) 2번출구에서, 오렌지 1A 버스를 이용
하여, 시즈완(西子灣)역에서 내린 후 도보
로 이동.

(鼓山輪渡站)

9

꾸산

낮과 밤이 모두 매력적인 데이트 명소

12

서우산Love연인전망대 (壽山Love情人觀景台)

이곳은 가오슝에서 깜짝 놀랄 만한 멋진 산과 바다의 화려한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우산(壽山), 시즈완(西子灣), 가
오슝항구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따완꽁빙수
주소 가오슝 꾸산구 빈하이1루107하오
전화 +886-(7)533-3228
시간 10:00~23:30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시즈완(西子灣)
역(O1) 1번출구, 린하이2루(臨海二路)로
직진 후 리슝지에( 麗雄街)에서 좌회전
후, 빈하이1루(濱海一路)에서 우회전.
꾸산 선착장
주소 가오슝 꾸산구 빈하이2루1하오
전화 +886-(7)551-4316
시간 05:00부터 다음 날 02:00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시즈완(西子灣)
역(O1) 1번출구, 린하이2루(臨海二路)로
직진 후 리슝지에(麗雄街)에서 좌회전
후, 빈하이1루(濱海一路)에서 우회전.
가격 일반 40원, 학생 25원, 6세 이하
65세 이상은 15원,오토바이 40원, 자
전거 10원.
서우산연인전망대
주소 가오슝 꾸산구 쫑이루 32하오(
충렬사 앞)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옌청푸(鹽埕埔)
역(O2) 1번출구에서 56번버스를 이용하
여 목적지 도착, 56번버스는 월요일휴무.

TIP

하마싱 문화 버스
1. 다고우 철도 이야기관(打狗鐵道
故事館)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지
하철 오렌지 라인 시즈완역(西子灣
站) 2번 출구까지 운행합니다.
2. 하마싱 문화 버스는 옌청구(鹽埕
區)와 꾸산구(鼓山區)로 연결되며,
하루 패스권은 50원입니다. 탑승횟
수는 무제한(익일 무효)이며 자세
한 정보는 P40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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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놓칠 수 없는 사원 앞 해산물거리

치진 티엔호우궁 (旗津天后宮)

13

삼륜차를 타고 치진의 복고적인
교통방식을 체험해 봅니다. 치진
티엔호우궁 사원 앞은 제일 활기
찬 해산물 맛집거리입니다. 오징
어구이와 옛 맛 토마토는 절대
지나칠 수 없는 먹거리입니다.

벼랑 옆에 서 있는 백년 등대

14

가오슝 등대【치진 등대】(高雄燈塔/旗后燈塔)

바닷바람과 함께 달리는 치진섬

치진차이펑자전거 도로 (旗津踩風大道)

16

치진차이펑따따오 거리에서 치진의 다양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치진해안공원, 해수욕장, 해경감상도로를 지나
는 동안 독특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안공원의
조개껍질관 옆 「무지개성당」은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입니
다. 조개껍질관 주차장
남측 푸른 잔디에 있는
공공예술작품 「황금 하
이윈(海韻) - 바다진주」
는, 치진해안공원의 새로
운 랜드마크입니다.

대정7년(1918년)에 중건하여, 지금까지 바다에서 오가는
선박에게 방향을 알려주며, 항해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
니다. 영국기술사가 건축한 팔각형의 벽돌건축물로 아름
답고 넓은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info

치진 티엔호우궁
주소 가오슝 치진구 먀오치엔루 93하오
전화 +886-(7)571-2115 시간 05:30~22:00
웹 사이트 www.chijinmazu.org.tw
교통 배에서 내린 후 먀오치엔루(廟前路)
로 방향으로 직진
가오슝 등대 【치호우등대】
주소 가오슝시 치진구 치샤항34호
전화 +886-(7)571-5021
시간 4월-10월 09:00~18:00, 11월~내년
3월 09:00~17:00，월요일 휴무.
교통 배를 이용하여 치진(旗津)에서 내린
후, 우측방향 해안도로로 직진 후, 통산루
(通山路) 84항에서 우회전 후, 치씨아샹(
旗下巷)에서 다시 우회전 후, 오르막길.
총 소요시간은 약 10~15분.
치진시아완
주소 가오슝 치진구 먀오치엔루1샹
교통 배를 타고 치진(旗津)에서 내린 후,
먀오치엔루( 廟前路)로 직진, 해수욕장에
들어간 후 우회전, 표시판을 따라 앞으로
직진, 무치엔따오(木棧道)를 만나 꺽으면
스페이스 터널(星空隧道)에 도착.

TIP

1. 지하철을 타고 오렌지 라인 시즈완역(西
子灣站 (O1))에 내릴 수 있으며, 꾸산선
착장 역(鼓山輪渡站)에서 치진으로 갈
수 있습니다.
2. 치진 선착장 주변 자전거 대여점이 많이 있
어서, 자전거를 타고 치진 바다의 바람을
느끼는 것도 아주 멋진 여행 코스입니다.

물보라와 함께 하는 연안

15

치진시아완 (피오르드) (旗津峽灣)

치진(旗津)해수욕장 옆 피오르드와 연결된 해안으
로, 최근 시정부는 이 터널을 「별빛 터널」로 만들
었습니다. 터널을 나오면 바로 치진피오르드를 만날
수 있으며, 물보라가 암석벽에서 부서지는 웅장하고
원시적인 바다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독특한 조형의 풍차 발전기

치진 풍차공원 (旗津風車公園)

17

대만에서 첫번째로 레저, 관광 및 친환경등을 갖춘 풍차발전 레저공
원으로, 7개의 3날식 풍차가
설치되 있으며, 모양이 독특
하여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습니다. 물보라가 부서
지는 해안가는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냅니다.

info
치진 차이펑따따오
주소 가오슝 치진구 치진루
조개 박물관 무지개성당
주소 가오슝 치진구 치진3 루
990하오
주의 상업적인 장소가 아님, 무료입
장, 16:00~18:30 여행객 출입 금지.
교통 배를 타고 치진(旗津)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이용하여 먀
오치엔(廟前)에서 직진, 치진(旗
津)3루에서 좌회전 후 직진, 소
요시간은 약8분.
황금하이윈(海韻) - 바다진주
주소 가오슝 치진구 치진3 루
990하오
가격 무료입장, 야간 해변 관람
주의바람.
교통 배를 타고 치진(旗津)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이용하여 먀
오치엔( 廟前 )에서 직진, 치진3
루(旗津三路)에서 좌회전 후 직
진, 소요시간은 약8분.
치진 풍차공원
주소 가오슝 치진구 치진2루
교통 배를 타고 치진(旗津)에서
내린 후, 홍9번 버스를 이용하여
풍차공원으로 이동하거나 혹 자
전거를 이용하여 먀오치엔루(廟
前路)에서 직진, 치진3루( 旗津
三路)에서 좌회전 후 직진, 소요
시간은 약10~15분.

TOPIC 2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하게 가오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4／ 15／

TOPIC 2
크고 작은 골목길을 오가며 감상하는 도시의 풍경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하게
가오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색다른 여행이 전철을 탄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역마다 가오슝의 스팟을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무대 :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철역, 공업풍 스타일의 커피숍 및 활기찬 상가,신구의
조화, 모던과 인간미가 느껴지는, 모든 명소에서 가오슝의 인문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R4／대만 남부의 최신 복합식
쇼핑 레저 센터

따루거 차오야따오

1

(草衙道)

총 면적 8.7헥타르, 70억원(대만달러)을 투
자한 따루거차오야따오는 2016년 5월 성대
하게 오픈을 하였습니다. 국제급 쇼핑센터
뿐 아니라, 영화관, 농구장, 롤러브레이드장,
배팅 연습장, 헬스클럽
등이 있으며 F1급 스포
츠카 트랙도 갖추고 있
습니다. 그야말로 대만
남부의 최신식 복합 쇼
핑 레저 센터입니다.

info

따루거 차오야따오
주소 가오슝시 치엔쩐구 종안루 1~1 하오
전화 +886-(7)796-9999
시간 월-목 11:00-22:00 금요일 11:00-22:30 토요일
10:30-22:30 일요일 10 : 30-22:00
교통 MRT 레드라인 차오야 역(草衙站) (R4)2번 출
웹 사이트 www.tarokopark.com.tw
치엔쩐쯔싱
주소 가오슝 치엔쩐구 쫑산4루와 카이쉔4루 교차로 입구
교통 전철 레드 라인 카이쉔역(R6) 출구에서 카이쉔
4루(凱旋四路)방향으로 직진 후 도착.
드림몰(dream mall) 쇼핑센터
주소 가오슝 치엔쩐구 쫑화5루 789하오
전화 +886-(7)973-3888
시간 월~목11:00~22:00, 금요일 11:00~22:30, 토요
일 10:30~22:30, 일요일 10:30~22:00
웹 사이트 www.dream-mall.com.tw
교통 MRT카이쉬엔역(凱旋站(R6)에서 라이트 레일
쳰전즈싱역(前鎮之星站)(C3)으로 환승하여 드림몰
역(夢時代站) (C5)에서 하차.
타이뤼복합 쇼핑몰 / MLD(Metropolitan Living
Development)
주소 가오슝 치엔쩐구 쫑진루 8하오 전화 +886-(7)536-5388
시간 월-목 11: 30-21:30, 금~일및공휴일11:00-22:00
웹 사이트 mld.com.tw
교통 전철 레드 라인 스지아(獅甲)역(R7) 4번출구에
서, 쫑산3루(中山三路)로 직진 후, 푸싱3루(復興三路
)에서 좌회전 후 직진, 쫑화5루(中華五路)를 통과한
후, 쫑화5루에서 좌회전 직진 후 도착. 도보거리는 약9
분. 혹 타이뤼(台鋁)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목적지 도
착. 웹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R6／근거리에서 보는 비행기의 이착륙

치엔쪈쯔싱자전거 전용도로

2

(前鎮之星自行車道)

동화책에서 나오
는 잭과 콩나무를
모티브한 디자인
으로 가오슝국제
공항의 새로운 랜
드마크이기도 하
며, 2013년 UN으
로부터 국제거주도시건축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R6／한번에 즐기는 쇼핑과 미식

드림몰 쇼핑센터 (夢時代購物中心)

3

대만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도시경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대회전 관람차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
숍과 맛집이 많아서 하루
여행코스로도 가장 좋은
스팟입니다.

●R7／서점공간의 독특한 디자인

타이뤼복합 쇼핑몰 / MLD

4

(台鋁生活商場)

원래는 알루미늄 공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영화관,
서점, 레스토랑 및 슈퍼마켓을 갖춘 복합식 쇼핑몰
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2층에 위치한 서점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넓은 디자
인 공간으로 설계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 곳을 찾는
손님들은 마치 도서관에
온 것처럼 쉽게 걸음을 돌
리지 못합니다.

Kaisyuan

TOPIC 2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하게 가오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6／ 17／

●R8／새로운 항만 구역에 우뚝선 파도형 지붕

5

●R8／깊이 있는 그린
건축의 디자인

가오슝시립 도서관

가오슝 전시센터 (高雄展覽館)

6

●R9／도시를 빛나게 하는 디자인

청스꽝랑 (城市光廊)

이 곳은 대표적인 그린건축의 스마트 건축물로, 파
도형태의 지붕 디자인이, 가오슝항구에서 가장 눈
에 띄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국제요트전시등
다양한 대형전시회도 모두 이곳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아름다운 중앙공원 전철역 외
부에 설치된 것으로, 15명의 예술가들이「빛」
을 주제로 하여 만든 공공예술작품입니다. 재즈
음악이 흐르는 JCAFE에서 커피한잔과 함께 길
거리 예술 공연을 보며 이국적인 거리의 분위기
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高雄市立圖書館總館)

건축 디자인의 컨셉을 나무로
하여, 건축물 자체가 큰 나무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있습니
다. 나무 안에 도서관이 건축
된, 또 그 도서관 안에 실제 나
무가 있는 이 곳이 바로 에너
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린건축물입니다.

info

가오슝 시립 도서관 본관
주소 가오슝 치엔쩐구 신광루 61하오
전화 +886-(7)536-0238
시간 10:00~22:00(토~일 21:30후
입관금지), 공휴일
10:00~17:00(16:30후 입관금지)，
월요일 휴관.
교통 전철 레드 라인산뚜어상췐(三多
商圈)역(R8) 2번출구에서, 쫑산2루(
中山二路)로 직진후, 신광루(新光路)
를 건너, 우회전후 신광루(新光路)에
서 직진, 쫑화5루(中華五路)를 통과
한 후 도착. 도보거리는 약7분.
웹 사이트 www.ksml.edu.tw
가오슝 전시센터
주소 가오슝 치엔쩐구 청공2루 39하오
전화 +886-(7)213-1188
시간 평일09:00~18:00, 전시기간
에는 주최자의 규정시간에 따름.
웹 사이트 www.kecc.com.tw
교통 전철 레드 라인 산뚜어상췐(三
多商圈)역(R8) 2번출구에서, 신광루
(新光路)를 건너, 우회전 후 직진, 청
공2루(成功二路)를 건너, 좌회전 직
진 후 도착. 도보거리는 약15분.
치아오핀마이챠오판
주소 가오슝 링야구 신광루 132하오
전화 +886-(7)333-6720
시간 월~ 금요일10 : 0 0 ~1 5: 0 0 、
16:00~19:00, 토요일10:00~14:00(
일요일 휴업)
교통 전철 레드 라인. 산뚜어상췐(三
多商圈)역(R8) 2번출구에서, 쫑산2
루(中山二路)로 직진후, 신광루(新
光路)에서 우회원 후 직진, 쯔치앙3
루(自強三路)를 통과한후 도착. 도보
시간은 약10분.

9

info
●R8／인터넷 선정 대만 10대 볶음밥

치아오핀마이차오판 (喬品賣炒飯)

7

인터넷에서 대만 10 대 볶음밥으로 선정된 이
곳의 볶음밥은 부드럽고 향이 좋으며, 매
운맛 단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볶
음밥외에도 특별한 라면도 판매하고
있는 이곳을 찾기 전에 줄을 설 마음
의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8

●R9／누구나 즐겨찾는 쵸또우푸의 향기

쟝하오지쵸또우푸왕 (江豪記臭豆腐王)

가오슝에서 시작되었으며 쵸또우푸와 곁들
이면 좋을 새콤달콤한 김치를 함께
제공합니다. 맵고 톡쏘는 마라
(麻辣)맛의 야쉐(鴨血, 오리
피를 굳혀 음식)에 아삭아
삭한 라면을 함께 곁들이
는 것은 가장 맛있게 즐
길 수 있는 전통적인 코스
입니다.

●R9／대만 남부 유행 상권의 왕

신줴장썅췐 (新崛江商圈)

10

상가 거리 양측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과
의류매장이 위치해 있으며, 또한 각종 간식거리
포장마차 가게들이 즐
비해 있습니다. 대만
남부 젊은이들의 패션
쇼핑 천국이라고도 불
리는 이곳은, 도쿄의
하라주쿠, 서울의 명동
과 같은 곳입니다.

쨩하오지 쵸또우푸 왕
주소 가오슝 신싱구 민셩2루 40하오
전화 +886-(7)201-6699
시간 일~목요일 11:30~23:00, 금요
일과 토요일11:30~00:00
교통 전철 레드 라 인 중앙공 원역
(R9) 3번출구에서 쫑산1루(中山一
路)로 직진후, 민셩2루(民生二路)를
통과한 후, 쫑산1루(中山一路)에서
좌회전 후 도착. 도보시간은 약5분.
청스꽝랑
주소 가오슝 치엔찐구 우푸3루 측의
중앙공원(쫑산1루(中山一路 )와 쫑
화3루(中華三路) 사이)
교통 전철 레드 라인 중앙공원역(R9)
1번출구에서, 쫑산1루(中山一路)로 좌
회전 후 직진, 우푸3루(五福三路)에서
우회전 후 도착. 도보시간은 약3분.
JCAFE
주소 가오슝 치엔찐구 쫑화3루 6하오
전화 +886-(7)272-1999
시간 10:30~23:00
교통 전철 레드 라인 중앙공원역
(R9)출구에서 도보로 목적지까지
이동
신줴장썅췐
주소 가오슝 신싱구 우푸2루와 쫑산
1루 입구
교통 전철 레드 라인 중앙공원역(R9)
2번출구에서, 쫑산1루(中山一路)로
직진후 우푸2루( 五福二路)를 통과,
좌회전 후 도착. 도보시간은 약3분

●R9／우아한 분위기의 고딕건축

11

장미 천주교 성당 (玫瑰聖母聖殿主教座堂)

이 성당은 쇼와6년(1928)에 중건된 것으로, 대만
에서 제일 큰 천주교 성당입니다. 유럽 고딕양식과
로마 양식을 혼합하여 건축된 것으로 아시아 3대
성당(교황이 축복한 성전)중 하나입니다.

●R10、●O5／세계의 시선을 사로잡는 빛의 천장

메이리다오 전철역 (捷運美麗島站)

12

가오슝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아름다운 전철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5개 전철역 중 2등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역내의 「빛의 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예술작품이며, 매일 정기
적으로 환상의 빛 공연도 연출됩니다.

●R10／영업 시간내내 줄이 끊이지 않는 곳

라오쟝 밀크티
60년을 운영해온 라
오쟝 은 메이리다 오
전철역 근처에 위치
한 필수 맛집입니다.
다양한 홍차를 혼합
하고, 독특한 냉각방
법을 이용해 홍차의
더욱 깊은 향을 제공
합니다.

(老江紅茶牛奶)

●R22／곳곳마다 신기한 백년의 설탕공장

챠오터우 설탕공장 (橋頭糖廠)

14

대만의 첫번째 설탕공장으로, 일제시대로부
터 내려온 백년고적입니다. 공장내 건축 및
자연생태는 보존가치가 높으며, 이 구역의
자연환경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
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깊은 역사의 정서
와 지방 특색을 선명
하게 볼 수 있는 곳입
니다.

●R22／예술품으로 꾸며진 일식 옛 가옥

15

스샹쯔치우(패션의 언덕) (時尚之丘)

챠오터우 설탕공장내에 폐기된 일본식 기숙사를
재건하여, 특색을 갖춘 정원 레스토랑을 만들었습
니다. 그 중 패션의 언덕 문예창작 개념점에는 다양
한 문예창작상품이 진열되 있으며, 대만에서 생산
된 옥수수로 만든 무독성 식기도구도 인기 있는 상
품입니다.

info
장미 천주교 성당
주소 가오슝 치엔찐구 우푸3루 151하오
전화 +886-(7)221-4434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09:00~12:00、목요
일11:00~12:00、월 ~ 금요일14:00~17:00
토~일요일 개방하지 않음.
웹 사이트 www.rosary.org.tw
교통 1. 전철 레드 라인 중앙공원역 1
번출구에서 우회전 후, 쫑산1루(中山
一路)로 직진, 우푸3루(五福三路)에
서 좌회전 후 직진, 도시 스포트라이트(
城市光廊)에 도착한 후, 우푸간선(五
福幹線) 혹 25번 버스를 이용하여, 가
오슝 여중(高雄女中) 정거장에서 내린
후, 건너편이 바로 장미 성당. 2. 전철
레드 라인 중앙공원역 1번출구에서 공
공 자전거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직
진.소요시간은 약5~10분
전철 메이리다오역
주소 가오슝 신싱구 쫑산1루 115하오 B1
전화 +886-(7)793-8888
시간 05:50~00:30，라이팅쇼 시간 월~
목요일 11:00、15:00、20:00，금요일
19:00추가. 토~일요일 각 5회，11:00、
15:00、17:00、19:00、20:00。
교통 전철 레드 라인/오렌지 라인 갈아
타는 곳, 메이리다오(美麗島)역(R10 /
O5).
라오짱 밀크티
주소 가오슝 신싱구 난타이루 51하오
전화 +886-(7)287-7317
시간 24 시간 영업
가격 밀크티 45원(미디엄 사이즈), 홍
차 30원(미디엄 사이즈)
교통 전철 레드 라인 메이리다오(美麗
島)역(R10) 1번출구 좌회전 후 쫑쩡4
루(中正四路)에서 우회전, 직진 후 난
타이루(南台路)에서 우회전. 도보로
약 20m거리후 도칙.

TOPIC 2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하게 가오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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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3／감동이 넘치는 수상극장공연

스구 치아오탕 문창원구
(十鼓橋糖文創園區)

백년역사의 챠오터우 설탕공장을 스구(十
鼓)타악기 악단이 공간을 개조하여 만든
곳입니다. 큰 수막 커
튼과 봉화대가 설치된
「수상극장」에서 중저
음의 큰 북소리가 빛과
어우러져 더욱 감동적
인 공연을 연출합니다.

16

info
챠오터우 설탕공장
주소 가오슝 챠오터우구 치아오
난리 탕창루 24하오
전화 +886-(7)611-3691(설탕박물관)
시간 09:00-16:30, 야외 영업 시
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입니다.
교통 전철 레드 라인 챠오터우(
橋頭)설탕공장역(R22) 출구 앞.
스샹쯔치우(패션의 언덕) 문
예창작 개념점
주소 가오슝 챠오터우구 치우창
루 3샹 1하오
전화 +886-(7)611-5532
시간 10:00~18:00
교통 전철 레드 라인，챠오터우(橋
頭)설탕공장역(R22) 2번출구에서
도보로 약100m후 도착.
스구 치아오탕 문창원구
주소 가오슝 챠오터우구 탕창루
24하오
전화 +886-(7)611-9629
시간 9:30~17:00 국가 지정 공
휴일 당일은 휴관 입장료 350
원 (공연, 드럼 체험 및 가이드 포함)
교통 전철 레드 라인, 챠오터우(
橋頭)기차역(R23) 1번출구에서
좌회전후 주차장에서 다시 좌회
전, 직진 후 입구 좌측 앞.
웹 사이트 w w w.t e n d r u m cultrue.com.tw

TOPIC 2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하게 가오슝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 21／

●O2／아이허(愛河)강변의 예문극장

가오슝시 영화관 (高雄市電影館)

18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에는 시청교실이 있으며, 영화를 대여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면으로 각 종 예술영
화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O1／대만 남부의 맥도널드

단단햄버거 (丹丹漢堡)

●O10／도심의 여유 가득한 그린공간

웨이우잉예술문화센터 (衛武營藝術文化中心)

20

50헥타르가 넘는 웨이우잉도시공원과 합쳐진 「웨이우잉
예술문화센터」는, 대만 남부에서 제일 큰 자연생태공원이
며, 최대 규모의 국제급 예술공연센터이기도 합니다. 문화,
예술, 교육,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곳 있습니다.

17

대만 남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지역 정
서를 가득 담은 가격과 크기, 다양한 세트 메
뉴들로 인하여 최고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이 되었습니다. 한 끼 식사로 햄버거 한 개와
한 컵의 국수 혹은 광동죽을 주문한다면, 정
말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info
단단햄버거 【시즈완점】
주소 가오슝 꾸산구 린하이2루 24하오
전화 +886-(7)533-0573
시간 07:00~21:00(목요일 휴업, 각
분점의 영업시간이 다름)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시즈완(西子
灣)역(O1) 1번출구 대각선 앞.
가오슝 영화관
주소 가오슝 옌청구 허시루 10하오
전화 +886-(7)551-1211
시간 13:30~21:30, 월요일 휴관.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옌청푸(鹽埕
埔 )역(O2) 3번출구에서 우회전 후
직진, 신러지에(新樂街)에서 우회전
후 아이허(愛河)방향으로 직진 후 도
착.
아이허 아이쯔촨
주소 가오슝 허동루와 민셩2루 교차
지점(아이쯔촨 궈빈 선착장)
전화 +886-(7)291-8787‧746-1888
시간 평일 1 5: 0 0 ~2 2 : 0 0,공휴일
09:00~22:00
가격 성인NTD150 우대표NTD75
단체표NTD140 (20인 이상), 가오
슝 시민 성인NTD80 우대표NTD40
(우대표 : 3-12세, 65세 이상)
교통 전철 오렌지 라 인 시의회역
(O4) 2번출구 쫑쩡4루(中正四路)에
서 직진 후, 아이허( 愛河 )에서 좌회
전, 도보로 궈빈 사랑의배 안내센터(
國賓愛之船服務中心) 도착

●O4／가오슝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강변

아이허 곤돌라 그리고 아이쯔촨(사랑의 배)
(愛河貢多拉與愛之船)

아이허는 가오슝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써 최근 개설된 곤돌라
배 외에도, 아이쯔촨 유람선을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배 노선은 쩐
아이(真愛)부두에서부터 중정교(中正橋)까지 왕복 코스로써 함
께 탑승한 안내원이 강변 주변의 각 명소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9

●O13／한 눈에 반하는 열기구 지붕모양

따동예술문화센터 (大東文化藝術中心)

21

4.3헥타르의 다기능 문화구역에는, 공연장, 전시관, 예술교육센터, 도서
관등 모두 4개 건물로 구성되 있습니다. 반 야외식 건물공간은 열기구
모양으로 건축되어있으며, 분수대와 주변녹지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
니다. 그리고 외벽은 콘크리트의 교차구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fo
아이허 곤돌라
주소 가오슝 옌청구 허시루 10하오
전화 +886-908-103886
시간 16:00~23:30,
가격 성인 200원, 90cm 이하 어린
이는 100원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옌청푸(鹽埕
埔)역(O2) 1번출구에서 왼쪽방향으
로 우푸4루 (五福四路) 에서 우회전
후 약15분 직진, 허시루(河西路)에
서 좌회전 후 황금아이허(黃金愛河)
도착.
웨이우잉 예술문화센터
주소 가오슝 펑산구 신치앙리 15
린 쯔치루281하오
전화 +886-(7)262-6666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웨이우잉(
衛武營)역(O10) 3번출구에서 앞
으로 직진 후 바로 도착.
따동 문화예술센터
주소 가오슝 펑산구 광위엔루 161하오
전화 +886-(7)743-0011
시간 예술도서관 개방시간: 화~토요
일 1 0 : 0 0 ~ 2 1 : 0 0 、일 요 일
10:00~17:00(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교통 전철 오렌지 라인 따동(大東)역
(O13) 2번출구에서 바로 목적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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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3

평안과 인연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

치산구, 메이농구 천천히 거니는 맛집 여행

옛 길의 순박한 풍정

치산(旗山)은 대만을 바나나왕국으로 만든 농촌의 작은 마을입니다. 옛스러운 역사의 그림을 지
닌 거리마다 활기찬 맛집음식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맑은 물과 아름다운 산이 있는 메이농(美濃)
골목에는, 염색을 제작하는 곳과 메이농 종이우산가게에서 커찌아(客家)족 사람들의 오래된 생
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배움이 가득한 곡물창고

치산니엔미창(방앗간)
(旗山碾米廠)

꾸산

쇼와16년(1941)에 지어진 것으로,
공장안에는 일식 건물의 양식을 그
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통 건축
공예를 현대적인 수요에 맞춰 새롭
게 창조한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info

치산니엔미창
주소 가오슝 치산구 옌핑1루
688샹 20하오
전화 +886-(7)661-2515
시간 월~금요일09:00~16:00 관
람은 예약신청으로 운영, 입장료
50원.
교통 치산(旗山)버스터미널 따
통지에(大同街)에서 옌핑1루(延
平一路)로 우회전 후, 쫑산난지
에(中山南街) 1샹에서 좌회전.

TIP

치산에 가는 방법
1.지하철/까오티에 줘오잉역(
高鐵左營站)에서 가오슝 커윈(
高雄客運 ) 치메이궈따오10하
오 버스( 旗美國道10號快捷公車
)를 탑승하고 치산 터미널(旗山
轉運站)에서 하차 (티켓 76원,
약 40분 소요)
2. 가오슝 기차역( 高雄火車站)
에서 가오슝 커윈 버스 8025,
8028을 타고 치산 터미널(旗
山轉運站 )에서 하차 (티켓
108원, 약 1.2시간 소요)
3. 치산 터미널(旗山轉運站):
주소 따통지에23하오(大同街
23號)／전화 +886-(7)6612053

백년 역사를 지닌 기차역의 부활

3

치산티엔호우궁 (旗山天后宮)

청나라 도광(道光)4년(1824년)에 건축된 치산티엔호우궁은,
치산지역의 신앙중심이었습니다. 오랜세월이 지난 지금, 사원
의 외형과 내부 의 문
물과 벽화등은 고적으
로 선정되었습니다. 사
원 안의 마주(媽祖)신에
게 수많은 신도들이 향
을 들고 참배을 하여, 마
주 신상의 얼굴은 연기
로 인하여 검게 그을려
져 있습니다.

우아하고 낭만적인 유럽식
고딕 건물

치산 성 요세프천주교
성당 (旗山聖若瑟天主堂)

1959년에 지어진 것으로, 성당의 외
관은 고딕건축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정면 양측으로 삼각
벽, 아치형, 높은 창문 등 다양한 형
태의 층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
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가오슝현 역
사건물 10경 및 대만 역사건물 100
경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info

2

치산역 이야기 박물관 (旗山車站糖鐵故事館)

서기 1913년(다이쇼2년)~1915년(다이쇼4년)에 건축
된 치산 기차역은 빅토리아 양식과 고딕 양식이 사용
된 복합 건축물로써, 본래 설탕 공장의 화물과 승객
들을 나르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설탕 산업이 쇠
퇴함에 따라 1978년 전면적으로 역사가 중단되었고,
2016년, 시정부의 계획에 따라 전면 개조하여 지금의
이야기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관내에는 벨기에 353증
기기관차의 앞부분과 두 개의 목조 기차 모형이 있어
서 그 시절의 느낌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정보는 P.24을 참고하세요)

5

시대를 초월하는 공묘(孔廟)로의 발걸음

치산꽁먀오 (旗山孔廟)

치산꽁먀오는 대만최대의 공자묘로써, 송나라 시
대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꾸산(鼓山)공원
에서 500여개의 계단을
오르면 공자묘에 도착할
수 있으며, 정상에 올라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치산역 이야기 박물관
주소 가오슝 치산구 쫑산루 1하오
전화: +886-(7)662-1228 시간 평일
10:00~18:00(17:30매표종료)， 공휴일
10:00~ 19:00(18:30매표종료), 화요일 휴무.
교통 치산(旗山)버스터미널에서 따통지에
(大同街)로 직진, 옌핑1루(延平一路)에서
우회전후, 푸신지에(復新街)에서 좌회전.
치산 티엔호우궁
주소 가오슝 치산구 용푸지에 23샹 16호우
전화 +886-(7)661-2037 시간 06:00~22:00
교통 치산( 旗山)버스터미널 따통지에(
大同街 )에서 직진, 옌핑1루( 延平一路 )
에서 우회전후, 푸신지에( 復新街 )에서
좌회전, 쫑산루(中山路)에서 우회전, 용
푸지에(永福街) 23샹에서 우회전.
치산 성 요세프(saint Yosef) 천주교성당
주소 가오슝 치산구 더이지에 6하오
전화 +886-(7)661-6100 시간 이곳은
전수사(傳修士) 수도하는 곳으로 사전
예약 없이 참관할 수 없습니다.
교통 치산(旗山)버스터미널 따통지에(大
同街)에서 직진, 옌핑1루(延平一路)에서
우회전 후, 쫑산난지에(中山南街) 1항에
서 좌회전, 용핑지에(永平街)로 직진.
치산꽁먀오
주소 가오슝 치산구 쫑산공원 1하오
전화 +886-(7)661-6859
시간 09:00~17:00, 월요일 휴무.
교통 치산( 旗山)버스터미널 따통지에(
大同街 )에서 직진, 옌핑1루( 延平一路)
에서 우회전 후, 푸신(復新)가에서 좌회
전, 기남(旗南)1루로 우회전후 직진, 용
푸(永福)가입구에서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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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미식(美食)축제를 열자!

치산 라오지에 (旗山老街)

쩡찌아 양춘면 (鄭家陽春麵)

6

현지인들도 즐겨먹는 이 양춘면 식당은 조그만
골목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돼지기름을 더한 양
춘면에서 옛
맛을 그대로
맛 볼 수 있
으며, 참깨장
을 곁들이면
더욱 깊은 맛
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중산로를 중심으로 한 치산라오지에 거리의
가장 큰 볼거리는 바로크 양식의 건물입니다.
치산역에서 도보로 치산라오지에까지 갈 수
있으며, 한걸음 한걸음이 바로 풍부한 미식여
행이 됩니다. 길을 따라 쭉 걸으면 맛집을 놓치
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치산 옛 맛 국수
(旗山古早味麵線糊)

마주(媽祖)사원 뒷 편 국수가게
에는 주말마다 사람이 끊이지 않
습니다. 곱창과 샹차이(香菜)를
넣은 국수 한 그릇에, 쥬쉐탕(豬血
湯 , 돼지피로 만든
국)한 그릇 은
최고의 맛
을 내는 조
합입니다.

info
치산 라오지에
주소 가오슝 치산구 쫑산루
교통 치산(旗山)버스터미널 따통지에(
大同街)에서 직진, 옌핑1루(延平一路)
에서 우회전후, 푸신지에(復新街)에서
좌회전. 쫑산루(中山路)에서 우회전.
치산 옛 맛 국수
주소 가오슝 치산구 용브제 23샹 (마
주묘뒷측) 시간 14:00~22:00
쯔자이삥청
주소 가오슝 치산구 쫑산루 109하오
전화 +886-(7)661-2066
시간 09:00~22:00
지메이 바나나 케이크
주소 가오슝 치산구 쫑산루 62하오
전화 +886-(7)661-5206
시간 09:00~22:30
웹 사이트 w w w.c him e ib r ea d.
com.tw
샤오싱차오판
주소 가오슝 치산구 쫑산루 51하오
전화 +886-(7)662-9670
시간 월 - 금요일 10:30 - 14:30,
16:30 - 20:30, 토, 일요일은 10:30
- 14:30, 16:00 - 20:00

싼꺼쵸또우푸 (三哥臭豆腐)

수많은 미디어에서 소개된 이
맛집의 쵸또우푸는, 바삭바삭한
겉과 부드러운 속으로 유명합니
다. 소스와 김치를 함께 곁들이
면 순식간에 한 접시가 눈 앞에
서 사라집니다.

리찌아 당귀오리
(李家當歸鴨)

큼지막한 오리고기와
수제면, 그리고 달콤한
육수가 어우러진 당귀
오리 요리는 치산 현지
인들이 자주 즐겨 찾는
보양식 중 하나입니다.

쯔자이삥청 (枝仔冰城)

바나나와 연유, 아이스크림
이 어우러진 아이스바를 한 입
물면 입안에 바나나의 진한 향
이 가득 퍼집니다. 이 것이 바로
치산의 대표적인 맛입니다!

샤오싱차오판 (紹興炒飯)

이곳은 다양한 볶음밥 종류로 유
명합니다. 대표 메뉴인 샤오싱
볶음밥(紹興炒飯)외에도,
커피볶음밥(咖啡炒飯
), 김볶음밥(海苔炒
飯), 매실 장아찌 볶
음밥(梅干炒飯), 화댜
오 볶음밥(花雕炒飯)등이 있습니다.

지메이 바나나 케이크
(吉美香蕉蛋糕)

바나나로 마을로 알려진 치산에
서 사람들이 가장 즐겨찾는 선물은
바로 바나나맛 케이크입니다. 진한
바나나 향기가 나는 데
반해서 너무 달지 않은
맛을 자랑하는 이 케이
크는 현장에서 먹거나
테이크아웃을 해도 안성
맞춤인 상품입니다.

우찌고기 완자 (吳記肉丸)

info

이 곳은 치산(旗山)지역 주민이면 누
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오래된
고기 완자 식당입니다. 먼저 완자를 삶고
기름에 구워 독특한 맛을 자
아내며, 겉은 쫄깃하고 속에
는 부드러운 돼지고기 맛이
그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
다. 특히 현지 사람들은 완자
국을 자주 즐겨 먹습니다.

차오린 과일 쥬스

(朝林鮮果汁)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맛집
으로, 길게 줄을 서 기다리는 여
행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것은
바로 이 곳의 대표 메뉴 스타프
루트아몬드(楊桃杏仁露)입니다.

쩡찌아양춘면
주소 가오슝 치산구 쫑산루 60~9하오
전화 +886-(7)661-3190
시간 09:00-22:00,토요일, 일요일은
밤 21:00 까지 영업 (매진까지)
리찌아 당귀오리
주소 가오슝 치산구 푸싱지에 91하오
전화 +886-(7)662-3127
시간 평일14:30~21:30，공휴일
11:00~21:30
차오린 과일 주스
주소 가오슝 치산구 용핑지에 83하오
전화 +886-(7)662-7179
시간 09:00~20:00，화요일 휴업
싼꺼 쵸또우푸
주소 가오슝 치산구 쫑산루 25하오
전화 +886-939-233609
시 간 평일13:0 0 ~19:4 0, 공휴일
10:00~19:40
우찌 고기완자
주소 가오슝 치산구 용핑지에 20하오
전화 +886-(7)661-3578
시간 09:30~18:30(휴업일이 일정
하지 않음)

info
메이농 객가 문물관
주소 가오슝 메이농구 민주루49-3하오
전화 +886-(7)681-8338
시간 화~일요일 09:00~17:00
입장료 일반표 40원, 반표 20원
웹 사이트 meeinonghakka.kcg.gov.tw
교통 메이농역( 美濃站) 쫑쩡루(中正路)
에서 우회전 후 직진, 타이안루(泰安路)에
서 우회전 후 직진, 민주루(民族路)에서
좌회전, 600m직진 후, 삼거리에서 좌측
으로 약200m 직진 후 목적지 도착. 자전
거로 약12분 거리.
메이농 호수
주소 가오슝 메이농구 민췐루 옆
교통 메이농역(美濃站) 쫑쩡루(中正路)에서
우회전 후 직진, 타이안루(泰安路)에서 우회
전 후 직진, 민췐루(民權路)에서 좌회전, 20m
직진 후 목적지 도착. 자전거로 약5분 거리.
광찐셩 종이 우산 작업실
주소 가오슝 메이농구 민췐루 47하오
전화 +886-(7)681-3247
시간 09:00~17:00
교통 메이농역(美濃站) 쫑쩡루(中正路)에서
우회전 후 직진, 타이안루(泰安路)에서 우회
전 후 직진, 민췐루( 民權路 )에서 좌회전,
200m직진 후(우측은 쫑쩡호수),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약10m 직진 후, 다시 삼거리에서
우측방향으로 직진, 「(슈앙지아띠)雙桂第」
정문을 통과한 후, 표시판을 따라 골목길로
들어간 후 목적지 도착. 자전거로 약7분거리.
똥먼로우
주소 메이농 똥먼지에 와 민주루 16샹 입구
교통 메이농역( 美濃站) 쫑쩡루(中正路)
에서 좌회전 후 직진, 용안루(永安路)에서
좌회전, 800m직진 후 목적지 도착. 자전
거로 약 5분거리.
메이농 쌀국수 거리
주소 가오슝 메이농구 쫑산루, 메이싱지에
교통 메이농역(美濃站) 에서 직진, 도보로
약 2분거리.

TOPIC3 옛 길의 순박한 풍정 26／ 27／

곳곳마다 가득한 객
가(客家)문화

메이농 객가 문물
관 (美濃客家文物館)

7

옌로우(菸樓)건축 양식
으로 지어진 커찌아 전통
주택으로, 문물관내에는
커찌아족의 의식주 및 생
활을 엿 볼수 있는 다양
한 문화역사적 자료가 전
시되어 있습니다.

메이농 호수 (美濃湖)

똥먼로우 (東門樓)

10

청나라 건륭(乾隆)20년(서기1755년)에 건립된 성
문누각으로 외부인과 야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
해 지어졌습니다. 현재는 대만에서 성벽이 남아있
지 않은 성문 중 가장 큰 성문입니다.

객가(客家)문물로 가득찬 곳

11

위엔샹위엔 종이우산 문화촌
(原鄉緣紙傘文化村 )

높이 달려 있는 종이우산의 간판, 중국양
식의 궁벽외관, 수레바퀴의 향토모양 장식
등이 지나가는 여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
다. 객가 종이우산은 이 곳만의 독특한 상
품으로, 그 밖에 기름종이, 객가문물, 객가
미식, 수공예품, 민속예술품 등 많은 상품
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객가

info

잊을 수 없는 객가요리의 맛

12

메이농 쌀국수 거리 (美濃粄條街)

예술적 재능을 뽑내는 종이우산 DIY

광찐셩 종이우산 작업실
(廣進勝紙傘工作室)

아름다음이 가득한 호숫길

아름답게 우뚝 솟은 메이농의 고적지

8

운치가 있는 이 호수의 삼면은 밭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호수 주위를 잇는 도보와 자
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면 호수 주변의 멋
진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9

메이농(美濃)은 종이우산의 생산지로써, 쫑
쩡후(中正湖) 호수 옆 골목에 있는 광찐셩 작
업실은, 메이농지역에 있는 5개의 종이우산
작업실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종이우산의
생산과정을 관람할 수 있으며, 종이우산을 채
색할 수 있는 DIY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객가 쌀국수는 메이농 지역의 유명한 음식입
니다. 대부분 가게가
쫑산로(中山路)와 메
이씽지에(美興街)입
구에 모여 있으며, 쌀
국수외에도 다양한
전통 객가요리를 맛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의 축소판

메이농 민속촌 (美濃民俗村)

13

메이농 마을의 축소판으로 옛 시대 메이농 골목길을
재구성하여 만든 곳입니다. 민속물품을 구경하고, 객
가 ( 客 家 ) 요리를
맛 보며, 레이차
(擂茶)를 마시면
서, 종이우산의 제
작과정도 볼 수 있
는 곳입니다.

위엔샹위엔 종이 우산 문화촌
주소 가오슝 메이농구 중싱루 1두안 147하오
전화 +886-(7)681-0888
시간 평일09:00~17:30、공휴일은 08:30~18:00, 관
광버스는 영업시간 끝나기 1시간 전에 도착하십시오.
교통 메이농역(美濃站) 쫑쩡루(中正路)에서 좌회전
후 약600m 직진, 성공루(成功路)에서 좌회전, 직진
후 우회전, 쫑싱루(中興路)에서 우회전, 약 1200m
직진 후 목적지 도착. 자전거로 약 15~20분거리.
메이농 민속촌
주소 가오슝 메이농구 쫑산루 2두안 421샹 80하오
전화 +886-(7)681-7508 시간 평일08:30~17:00、공휴일
08:00~18:00 웹 사이트 www.meinung-folk-village.com.tw
교통: 메이농역( 美濃站)에서 판티아오지에( 粄條
街 )방향으로, 쫑산루(中山路)에서 직진. 자전거로
약15~20분거리. 혹 가오슝 버스(高雄客運)8028번
을 이용하여 찌우차팅역(舊茶亭站)에서 내림.

TIP

메이농에 가는 방법
가오슝 커윈 버스(高雄客運)를 타고 메이농 역( 美
濃站)에 내린 후 자전거를 대여하거나 택시를 타고
관광명소를 방문 할 수 있습니다.
1. 지하철/까오티에 줘오잉역(高鐵左營站)에서 가
오슝 커윈 치메이궈따오10하오 버스( 旗美國道
10號快捷公車)를 탑승 후 메이농 정류장(美濃站)
에서 하차(티켓 107원, 약 60분 소요)
2. 가오슝 기차역(高雄火車站)에서 가오슝 커윈 버
스 8025, 8028을 타고 메이농 정류장(美濃站)
에서 하차 (티켓 136원, 약 1.5시간 소요)
3. 자전거: 바이위에(百悅)Bike Ya (지도 제공 및
구조 서비스 포함) ; 3시간 100원, 전일 150원
영업시간 09:00~18:00 주소 메이농구 타이안
루 197하오 전화 +886-(7)6814845/979001912
4. 가오슝 커윈 버스 메이농역:
주소 쫑산루1두안11하오/전화 +886-(7)681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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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4

3

영성으로 가득찬 관광 명소

대만 남부 최대 규모의 레저쇼핑센터

가오숑의 종교색채를 지닌 곳곳에서 색다른 여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소리와
진동으로 새로운 기운을 느끼게하는 스구(十鼓)타악기, 그리고 대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에서 소리와 빛의 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유일한 그리스 스타일의 테마파크로써, 세
계 정상급 호텔과 150개가 넘는 해외브랜드 숍을 갖
춘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의 아울렛몰
입니다. 또한 대만 남부에
서 가장 높은 관람차도 경
험할 수 있습니다.

EDA월드 (義大世界)

심신에 기운을 불어 넣는 코스

철도위에서 바라보는 열차

1

따수 옛 철교 스카이워크
(大樹舊鐵橋天空步道)

TIP
따수(大樹)와 하마싱(哈瑪星)은 평일 1일
코스로, 줘오잉(左營)과 펑산(鳳山)은 휴
일 1일 코스로 여행하는 것을 추천합니
다. 이렇게 하면 교통으로 허비하는 시간
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펑산 기차역(鳳山火車站) 혹은 지하철 따
동역(大東站)에서 타이완하오싱(台灣好行
) 따수치푸 노선 버스(大樹祈福線)를 타고
구철교 스카이워크(舊鐵橋天空步道 )와
산허와야오(三和瓦窯)를 방문합니다. 불
타기념관(佛陀紀念館)도 갈 수 있습니다.
2. 까오티에(高鐵, 고속철도)에서 내려 까오
티에 줘오잉역(高鐵左營站) 2번출구에 위
치한 버스 정류장 2플랫폼 에서 하버드쾌
선버스(哈佛快線)를 타고 불타기념관(佛
陀紀念館)에 갈 수 있습니다.
3. EDA월드(義大世界)로 가려면, 까오티
에 줘오잉역(高鐵左營站) 3번출구에 있
는 버스 정류장에서 EDA버스(義大客運
)를 탑승합니다.
★따수치푸 노선( 大樹祈福線 평일/휴일
모두 운행)
1. 평일10:00~17:00，매 정시 출발；휴일
(국정공휴일 포함) 09:00~17:30，매
30분마다 출발
2. 펑산 기차역( 鳳山火車站)을 기점으로
하여 정시에 출발, 지하철 오렌지 라인
을 이용하여 따동역(大東站)에 도착하
여 건너편 정류장에서 문화 버스( 文化
公車) 탑승을 추천함. ; 일일권 50원, 당
일에 한하여 무제한 탑승 가능
★하버드 쾌선 (哈佛快線 평일/휴일 모두 운행)
EDA버스 웹 사이트 www.edabus. com.tw

백년 전 일본 기술자 이이다유타카니
(飯田豐二)가 설계한 이곳은, 가오숑
항구의 인력과 화물운수의 요충지였
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다리였으며, 현재 대만에서 국가유
적으로 채택된 유일한 철도다리이기
도합니다. 스카이워크에서 시간이 교
차되는 느낌을 경험하며, 옛 철길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info

따수

불교 종교인의 대표적인 성지

불광산 불타기념관 (佛光山佛陀紀念館)
이목이 집중되는 기왓장 기념품

산허와야오 (三和瓦窯)

2

전통 도자기의 제작방식으로 만든 기왓장은 대부분
유적지 보수에 사용됩니다. 관광기능을 갖춘 기와공
장으로 리모델링한 이곳에서는 DIY체험을 통해 자신
만의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4

성불(成佛)대로를 따라 불타기념관으로 들어가면, 여덟 개
의 탑이 양측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공예미학이 볼 수 있
는 옥불전(玉佛殿), 금불전(金佛殿), 관음전(觀音殿)이 있
으며, 기념관
의 상징인 불
광 대불의 높
이는 10 8 m
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
동(青銅)좌
불상입니다.

따수 옛 철교 스카이워크
주소 가오슝 따수구 주랴오루 109하오
전화 +886-(7)652-6473(여객센터)
시간 09:0 0 ~18:0 0，10월~익년 3월은
17:00까지.
교통 따수 구철교 스카이워크 및 산허와야
오(三和瓦窯)에 가는 방법은, 전철 따동(大
東)역에서 【타이완하오싱(台灣好行)-따수
치푸( 大樹祈福 )노선】을 이용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또한 같은 노선을 이용하여 불타
기념관(佛陀紀念館)에도 갈 수 있음.
산허와야오
주소 가오슝 따수구 주랴오루 94하오
전화 +886-(7)652-1432
시 간 평일 0 8 : 0 0 ~17: 0 0 , 공 휴일
09:00~17:30
주의 타일조각, 페인팅, 기와퍼즐DIY는, 사
전 예약을 해야 함. 가격은 약 100~300원.
웹 사이트 www.sanhetk.com.tw/
EDA월드
주소 가오슝 따수구 쉐청루 1두안 12하오
전화 +886-800-656-077
시간 EDA테마놀이동산09:00~ 17:30, 입
장료 899원. 대회전 관람차12:00~21:45,
EDA쇼피몰 광장11:00~22:00 (주말/공휴
일10:00~22:00), EDA로얄호텔(Royal
Hote l), EDA 스카이락 호텔(Sk y lar k
Hotel), 24hrs.
교통 고속철도 줘오잉역(高鐵左營站) 3번
버스승강장에서8501번 EDA버스를 이용
하여 목적지로 갈수 있음.
웹 사이트 www.edaworld.com.tw
불광산 불타기념관
주소 가오슝 따수구 통링루 1하오
전화 +886-(7)656-3033
시 간 평일 0 9 : 0 0 ~1 9 : 0 0 , 공휴일
09:00~20:00 (화요일 휴업)
교통 고속철도 줘오잉역(高鐵左營站) 2번
버스승강장에서 【타이완하오싱(台灣好
行 )-하버드쾌선(哈佛快線 )】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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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땜을 위한 필수 코스 용호탑

렌츠탄 (蓮池潭)

5

여름에 핀 연꽃의 향이 사방으로 퍼진다 하여 렌츠탄이란 아
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렌츠탄 서쪽편에는 여러 개의
사원이 있어, 전통문화와 종교의 분위기로 가득찬 곳입니다. 렌
츠탄 서남쪽의 용호(龍虎)탑은 용선(龍禪)과 호선(虎禪)의 2개
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탑의 높이는 7층으로, 불교의 칠급부
도(七級浮屠)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용의
입으로 들어가(龍口進),호랑이의 입으로 나
온다(虎口出)」는 나쁜 기운을 없애고 좋은
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탑 옆 한쌍의
용과 호랑이는 구곡교(九曲橋)와 연결되 있
으며, 용탑에 올라가면 춘추각(春秋閣)과 구
곡교(九曲橋)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상레저

렌탄 수상스키 테마파크
(蓮潭滑水主題樂園)

대만 최초의 국제급 케이블 수상스키 테
마파크로써, 가족과 함께 익스트림 스
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
거나 물을 무서워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
습니다. 어떤 초보자도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로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info

렌츠탄
주소 가오슝 줘오잉구 렌탄루
전화 +886-(7)581-9286
시간 전년무휴, 롱후다(용호탑)
08:00~18:00 입장료 무료
교통 평일은 고속철도 줘오잉역(高鐵
左營站)에서 301、 홍51A、 홍51B、홍
51C、홍35번을 이용하여, 렌탄역(蓮潭
站)에서 내린후, 건너편이 바로 렌츠탄
용호탑. 공휴일은 고속철도 줘오잉역(
左營站)에서 문화버스 찌우청노선(舊
城線)을 이용하여 베이먼(北門)에서 내
린후, 줘오잉따루(左營大路) 6샹에서
우측편에서 약50m직진 후, 건너편이
바로 렌츠탄(蓮池潭) 용호탑.
렌탄 수상스키 테마 파크
주소 가오슝 줘오잉구 렌츠탄 서남측
루청 신좡자이루 46하오반대편
전화 +886-(7)581-1556
시간 평일 12:00~일몰, 휴일 10:00~일몰
(4월-11월 매일 개방, 12월부터 다음 해 3
월까지는 금-화요일 개방. 실제 개관 상황
은 웹페이지 공고를 확인 바랍니다)
일반표 2시간800원 / 1일1100원 (휴
일 추가 비용 300원)
교통 평일은 고속철도 줘오잉역(高鐵
左營站)에서 홍35, 홍51C을 이용하여,
우찬관렌탄(物產館蓮潭)역에서 내린
후, 건너편이 바로 목적지. 공휴일은 고
속철도 줘오잉역(高鐵左營站)에서 문
화버스 찌우청노선(舊城線)을 이용하
여 쮄춘(眷村)문화관에서 내린 후, 셩리
루(勝利路) 우측편으로 직진 후, 삼거
리에서 신좡자이루(新莊仔路)로 우회
전 후, 약20m 직진 후 목적지 도착.
유가 솬챠이바이록꿔‧2관
주소 가오슝 줘오잉구 제쇼우루 227하오
전화 +886-(7)588-6855
시간 11:00~22:30
교통 KRT 쮜딴역(巨蛋站)에서 홍 36
버스로 환승 후 셴성루(先勝路) 입구
에서 하차

6

대만 최초 돌로 쌓인 성문

줘오잉 옛 성문 (左營舊城門)

청나라 도광(道光) 5년(1825년)에 지어진 것으로 대만 최초
의 중국양식의 성문입니다. 이 것은 구라오석(咕咾石, 산호
석)으로 지어진 성문으로, 현재 줘오잉(左營)구에서 북, 동,
남 3개의 성문 및 성벽 일부분을 보존하여 국가급 유적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북문 양측에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문신
(門神)」입상이
있고, 동문 밖에
는 외관이 잘 보
존된 후청하(護
城 河 ) 가 있는,
대만 고성(古
城)중 비교적 특
별한 유 적지에
속합니다.

고소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산니우 우육면 (三牛牛肉麵)

유가 솬챠이바이록꿔‧2관

9

엄선된 대만산 소뼈와 신
선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육수를 끓입니다. 아침
마다 손으로 직접 빚
은 면을 첨가하면 그
여느 우육면 식당에서
는 경험할 수 없는 맛을
제공합니다.

줘오잉

수 없는 줸춘(眷村)의 맛
10 잊을
위샹 미식
(豫湘美食)

전통적 고향의 맛

유가 솬챠이바이록꿔‧2관
(劉家酸菜白肉鍋二館)

50년이 넘는 세월은 줘오잉(左營) 죈엔쵠
(眷村)의 변천을 증명한다. 수제 교자와
칼국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클래
식적 맛이다. 옛 맛 그대로 보전한 맛은 고
향에 대한 추억을 여객과 공유한다.

7

8

이 식당은 허난(河南)성, 후난(湖南)성
옛 마을의 맛을 간직한 곳입니다. 량미
엔(涼麵)과 짜장
미엔(炸醬麵), 파
우모(泡饃), 샹춘
피단두부(香椿皮
蛋 豆 腐)등이 이
곳만의 특별한 요
리입니다.

info
줘오잉 옛 성문
주소 북문 셩리루, 이민샹, 피자이토우
지에 교차지점
교통 북문 평일은 홍35, 홍51C, 301번
을 이용하여, 셩리루(勝利路) 역에서 내
린 후, 셩리루( 勝利路) 우측편으로 약
20m 직진 후 목적지 도착. 공휴일은 문
화버스 찌우청노선( 舊城線 )을 이용하
여 목적지 도착.
동문 평일은 301, 홍51A, 홍51B번을
이용하여 청펑루역(城峰路站)에서 내
린 후, 청펑루(城峰路) 우측편으로 약
30m 직진후 목적지 도착. 공휴일은 문
화버스 찌우청노선( 舊城線 )을 이용하
여 목적지 도착.
산니우우육면
주소 가오슝 줘오잉구 셩리루 85하오
전화 +886-(7)588-7264 시간 11:00~20:30
교통 평일은 고속철도 줘오잉역( 高鐵
左營站)에서 35, 301, 홍51A、홍51B、
홍51C번을 이용하여, 렌츠탄역( 蓮池
潭站)에서 내린 후, 셩리루( 勝利路) 우
측편으로 약40m 직진 후, 목적지 도착.
공휴일은 문화버스 찌우청노선(舊城線
)을 이용하여 쮄춘(眷村)문화관에서 내
린 후, 뒷측 주차장을 통과한 후 셩리로
(勝利路)에서 우회전, 약10m후 도착.
위샹 미식
주소 가오슝 줘오잉구 청펑루 311하오
전화 +886-(7)588-2685
시간 09:30~19:00，월요일과 화요일 휴관
동문 평일은 301, 홍51A, 홍51B번을 이
용하여 청펑루역(城峰路站)에서 내린
후, 우측편으로 약10m 직진 후 목적지
도착. 공휴일은 문화버스 찌우청노선(舊
城線)을 이용하여 찌우청동먼역(舊城東
門站)에서 내린 후, 청펑루(城峰路)에서
뒷측 방향으로 약50m직진후 도착.

TIP

옛성 문화 버스 일일권 티켓 가격은 50
원이며, 당일에 한하여 무제한으로 탑
승이 가능함(익일 무효), 자세한 정보
는 P40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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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하마싱 검은 깃발

완자 대왕 (哈瑪星黑旗魚丸大王)

가오슝 자유여행 맛집

신선하고 달콤한 맛의 완자

G. 항원 우육면

여행은 바로 끊임 없이 먹고 계
속 노는 거죠!!

(港園牛肉麵)

60년의 역사가 베어
있는 우육면 전문식당

I. 샹펑투퉈위껑(수프)
(尚芳土魠魚羹)

신선하고 맛있는 수프

C. 카이쉔 야시장 (凱旋夜市)
A. 야로쪈 (鴨肉珍)

향기로운 냄새로 사람
들을 사로잡는 야로판
(鴨肉飯, 오리고기 덮밥)

B. 똥펀왕 (당면
요리) (冬粉王)

고향을 떠나 온 여
행객들에게 고향의
맛을 선사합니다.

리우허 관광 야시장(六合觀光夜市)
루이펑 야시장(瑞豐夜市)
단 한번으로 현지의
모든 먹거리를
정복합니다.

D. 따코우팡 직화구
이 샌드위치

(大ㄎㄡ

胖炭烤三明治)

옛 맛 그대로를
살린 직화 구이
샌드위치

J. 광동 산토우셩웨이
소고기 샤브샤브

(廣東汕頭勝味牛肉火鍋店)

우위에티엔(五月天, 대만 유명
가수밴드)도 즐겨 찾는 맛집

E. 찐원쪼우
훈툰따왕

(金溫州餛飩大王)

K. 티엔티엔샤차
산토우 샤브샤브

오래된 명성의
원쪼우 큰 만두

(天天沙茶汕頭火鍋)

예전부터 전해내려 온
비밀 소스가 최고의 맛
을 보장합니다.

F. 티엔찌 또우장

L. 가오슝 할머니 빙수

(田記豆漿)

info
A. 야로쪈

주소 가오슝시 옌천구 우브시루 258호
전화 +886-(7)521-5018
시간 10:00~20:20 (화요일 휴관)
교통 MRT옌청푸역(02) 4번 출구로 나
오신 후 우푸4로를 따라 서우산 방향으
로 치셴3로까지 이동. 소요시간 약 5분

B. 똥펀왕

주소 가오슝 옌청구 치씨엔3루 168하오
전화 +886-(7)551-4349
시간 09:00~20:00
교통 전철 옌청푸(鹽埕埔)역(O2) 2번
출구 따용루(大勇路)에서 직진 후, 따
런루(大仁路)에서 좌회전, 치씨엔3루(
七賢三路)에서 우회전후 도착.

손님들의 길게 선 줄이 끊
임없는 아침 식사 가게
C. 카이쉔 야시장(기 펑산 청년
야시장과 합쳐짐)

주소 가오슝 치엔쩐구 카이쉔4루 758
하오
시간 목-일 17:30-24:00
교통 라이트 레일 탑승하여 카이쉬엔
뢰이뎬역(凱旋瑞田站(C2)까지

리우허 야시장

주소 가오슝 치엔쩐구 리우허2루
시간 17:00~ 아침01:00
교통 전철 레드 라인/오렌지 라인 메이
리다오(美麗島)역(R10 /O5) 11번출구

루이펑 야시장

주소 가오슝 꾸산구 창안지에 11하오
전화 +886-956-516-023
시간 17:00~00:30, 월요일과 수요일
휴무

D. 따코우팡 직화구이 샌드위치

주소 가오슝시 옌청구 따꽁루 78하오
전화 +886-(7)561-0262
시간 07:00~10:50 , 18:00~22:50
교통 지하철 옌청푸 역 (O2)2번 출구
보도 약 8분 거리

E. 찐원쪼우 훈툰따왕

주소 가오슝 옌청구 신러지에 163샹 1
하오
전화 +886-(7)551-1378
시간 월~금요일14:00~20:30，토~일
요일11:30~20:30
교통 전철 옌청푸( 鹽埕埔)역(O2)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분거리.

(高雄婆婆冰)

F. 티엔찌 또우장

주소 가오슝 옌청구 신러지에 75-3하오
전화 +886-(7)551-2136
시간 05:00~11:30 ,16:00~23:30(일
요일 저녁 휴무)
교통 전철 옌청푸( 鹽埕埔)역(O2)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거리.

G. 항원 우육면

주소 가오슝 옌청구 따청지에 55하오
전화 +886-(7)561-3842
시간 10:30~20:30
교통 전철 옌청푸( 鹽埕埔)역(O2)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4분거리.

H. 하마싱 검은 깃발 완자 대왕

주소 가오슝 꾸산구 구포지에 27-7하오
전화 +886-(7)521-0948
시간 10:30~20:00
교통 전철 시즈완( 西子灣 )역(O1) 1번

새콤 달콤함이 전해지는 최고의 빙수
출구 린하이2루( 臨海二路)에서 직진
후, 구포지에(鼓波街)에서 따이티엔궁(
代天宮)으로 좌회전 후 도착.

I. 샹펑투퉈위껑

주소 가오슝 옌청구 푸예루 22하오
전화 +886-(7)521-4520
시간 10:30~20:00(화요일 휴관)
교통 전철 옌청푸( 鹽埕埔)역(O2) 2번
출구 따용루(大勇路)에서 푸예루(富野
路)로 좌회전 후 도착.

J. 광동 산토우셩웨이 소고기
샤브샤브

주소 가오슝 옌청구 치씨엔3루 65하오
전화 +886-(7)551-1352
시간 11:00~14:00、17:00~23:30
교통 전철 옌청푸( 鹽埕埔)역(O2) 1번
출구에서 좌측 우푸4루( 五福四路)에

서 좌회전 후, 도보 5분거리로 치씨엔3
루(七賢三路)에서 좌회전 후 도착

K. 티엔티엔샤차 산토우 샤브샤브

주소 가오슝 옌청구 치씨엔3루 240하오
전화 +886-(7)551-8868
시간 11:30~14:00、17:00~23:00,일
요일 오후 22:30까지 영업(목요일휴관)
교통 전철 옌청푸(鹽埕埔)역(O2) 2번
출구 따용루(大勇路)에서 직진 후, 따
런루(大仁路)에서 좌회전, 치씨엔3루(
七賢三路)에서 우회전 후 도착.

L. 가오슝 할머니 빙수

주소 가오슝 옌청구 치씨엔3루 135하오
전화 +886-(7)561-6567
시간 09:00~24:00 (격주 화요일 휴무)
교통 전철 옌청푸(鹽埕埔)역(O2) 3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10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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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찌우쪈난(舊振南)

가오슝 자유여행 선물

백년동안 내려온 전통 있는 가게

E. 가오슝 문물 전시관(高雄物產館)

현지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다가 혹시 더 이상 드실 수 없다구요? 그렇
다면, 선물용으로 사가서 가족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쯔빈 된장을 이 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B. 씨치엔위엔마름과자 (렌츠탄)

F. 치아오토우
타이청 고기만두

(繫前緣菱角酥(蓮池潭))

황금 위엔바오 (중국의 옛 화폐)의 전설

(橋頭太成肉包)

전통 적인 쫄깃한 만두피
와 풍성하게 가득찬 속

A. 다고우 부침개 (打狗餅舖)

I. 우바오춘 빵

전통 부침개를 개량하여 만든 건강
식 고섬 유질 음식

(吳寶春麥方店)

세계 1등의 베이커리

C. 까바이얼
자연양과자

G. 부얼찌아
서우산 부침개

(呷百二自然洋果子)

웰빙과 건강을 위한 과자

info

A. 다고우 부침개

주소 가오슝 링야구 쫑쩡1루 135하오
전화 +886-(7)771-1909
시간 09:00~21:00
교통 전철 우콰이춰(五塊厝)역(O8) 4
번 출구에서 우회전 후 직진. 혹 찌치
관(技擊館站)역(O9) 2번출구에서 좌
회전 직진 후 도착.

B. 씨치엔위엔마름과자(렌츠탄)

주소 가오슝 줘오잉구 공잉루 78하오
전화 +886-(7)588-7310
시간 09:00~22:30
교통 전철 줘오잉역(左營站)(R16)에서 홍
51 번버스를 이용하여 줘오잉구청(左營
區公所)에서 내림.

(不二家壽山Q餅)

항구 도시에서 처음
으로 선정된 인기 부
침개 맛집

J. 동슌찌 숭어알
(東順記老牌烏魚子)

명성이 오래된 숭어 전
문점

K. 종와이빙 가게 (中外餅舖)

D. 빠탕 꿀 케이크(巴堂蜂蜜蛋糕)

역사가 있는 대표적인 맛집

대만의 나가사키 케이크
C. 까바이얼 자연양과자

주소 가오슝 줘오잉구 쯔요2루 342-1하오
전화 +886-(7)556-0279
시간 09:00~21:30
교통 MRT 쮜딴(아레나)역(R14) 2번
출구에서우회전하여 위청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즈요우2로에서 좌회전하
면도착.

D. 빠탕 꿀 케이크

주소 가오슝 옌청구 따용루 127하오
전화 +886-(7)561-3649
시간 09:00~21:30（전년무휴）
교통 전철 옌청푸(鹽埕埔)역(O2)에서 우
푸 4루(五福四路)방향으로 직진 후, 따용루
(大勇路)에서 좌회전. 도보거리는 약4분.

E. 가오슝 문물 전시관 (롄탄 플레그쉽
스토어)

주소 가오슝 줘오잉구 추이화로 1435호
전화 +886-(7)582-5885
시간 09:30~21:30
교통 MRT 생태유원지구역(R15) 2번 출구
로 나와 충더로에서 오른쪽으로 약 15분
걸으면 도착.

F. 챠오터우 타이청 고기만두

주소 가오슝 챠오터우구 성공루 164하오
전화 +886-(7)611~0153
시간 07:00-19:00(월요일 휴업)
교통 전철 챠오터우 (橋 頭 )설탕공 장 역
(R22A) 2번출구에서 청공베이루(成功北
路)로 직진.

G. 부얼찌아 서우산 부침개

주소 가오슝 신싱구 쫑쩡4루 31하오
전화 +886-(7)241-2727#6
시간 08:30~21:30
교통 전철 메이리다오(美麗島)역 2번출구

H. 찌우쪈난

주소 가오슝 치엔찐구 쫑쩡4루 84하오
전화 +886-(7)288-8202
시간 09:30~21:00
교통 전 철 메 이 리 다 오 ( 美麗島) 역
(R10/O5) 1번출구 쫑쩡4루(中正四
路)에 서 도보로 도착.

I. 우바오춘 빵

주소 가오슝 링야구 스웨이3루 19하오
전화 +886-(7)335-9593#1

시간 평일10:00~20:30, 휴일9:30~20:30
교통 전철 산뚜어상췐(三多商圈)역
출 구 에 서 , 산 뚜 어 3 루 ( 三多三 路 ,
SOGO백화 점방향)에서 도보로 용띵
지에(永定街)에 서 좌회전 후 직진, 목
적지는 스웨이3루 (四維三路)입구.

J. 동슌찌 숭어알

주소 가오슝 옌청구 치씨엔3루 107하오
전화 +886-(7)521-7012
시간 09:00~22:00
교통 전철 옌청푸(鹽埕埔)역(O2) 3번
출 구에서 도보로 약5분거리.

K. 종와이빙 가게

치빙 문화창작
주소 가오슝 줘오잉구 렌탄루 60-1하오

전화 +886-(7)588-6366
시간 08:00~21:00
교통 전철 줘오잉역(左營站)(R16) 2번
출구 에서 301A/301B번 버스를 이용
하여, 셩 리루역(勝利路站)에서 내린
후, 도보로 직진 후 렌탄루(蓮潭路)에
서 좌회전, 직 진 후 바로 도착.
본점
주소 가오슝 줘오잉구 줘오잉대로 98하오
전화 +886-(7)581-8766
시간 08:00~22:00
교통 전철 스윈(世運)역(R17) 2번출
구에 서 205번 버스를 이용하여, 줘오
잉농회역 (左營農會站)에서 내린 후,
도보로 목적 지까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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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슝 여행 정보
교통 정보
항공 정보

가오슝 국제 공항역 (시아오강 공항, 小港機場)
국내선 +886-(7)8057630 (국내선 항공편 정보 서비
스) 업무 시간: 06:00-21:00
국제선 +886-(7)8057631(국제선 항공편 정보 서비스) 업무
시간：05:00-21:00
웹 사이트 www.kia.gov.tw
공항 주소 가오슝 시아강구 쫑산4루 2하오
업무 시간 08:30-12:30 13:30-17:30 (월요일~금요일)

대만 까오티에(台灣高鐵 고속철도, HSR)

대만 고속철도 줘오잉역(左營站)에 내리시면 가오슝 지하철
(捷運)과 바로 연결되어 각 명소들을 쉽게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전화 （핸드폰 사용시02추가）4066-3000
웹 사이트 www.thsrc.com.tw

대만 기차(臺灣鐵路)

전화 + 8 8 6 - 8 0 0 -76 5 - 8 8 8（시내통화）、+ 8 8 6 (2)2191-0096（시내외통화、핸드폰)
웹 사이트 www.railway.gov.tw

가오슝 지하철(高雄捷運)

가오슝 도시를 연결하는 지하철은 레드라인(紅線, 난깡
산-시아오강 (南岡山─小港))과 오렌지라인(橘線, 시즈완따랴오（西子灣─大寮)）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영시
간은 06:00-24:00입니다. 그린라인 라이트 레일 리쯔네이
(籬仔內)- 하마싱(哈瑪星(C14) 운영시간7:00~22:00

전화 +886-(7)793-8888 웹 사이트 www.krtco.com.tw

가오슝 축제, 꽃 축제, 농특산물 일람표
1월

나마샤, 타오웬
벚꽃 축제

축제 행사
꽃 축제
농어물특산

꿀대추(다서, 옌
차오, 아리엔)
쟈시엔 토란

2월

등축제

이카통(一卡通, 교통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한번 등
록하시면, 쉽게 공공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 무료. 31-60분까지 5원, 61-90분까지
10원, 90분 후 30분마다 20원 추가.
대여 스시템 운영 시간 00:00-24:00
24시간 서비스 센터 +886-800-255995
도로 구조 서비스 시간 07:00-23:00
웹 사이트 www.c-bike.com.tw

20.3

일조시간

16.0

20.5

평균강우 일수

16.0

20.5

3. 펑산 휴일 문화 버스：평일 휴무，휴일의 경우 매30분 1회，
10:00-18:00。전화 +886-(7)745-2639

웹 사이트 culturalbus.khcc.gov.tw

여행객들을 위한 전용 버스로 곳곳의 관광 명소를
연결합니다. 티켓 가격도 저렴하며 운행횟수도 많습니
다. 따수치푸 노선(大樹祈福)과 하버드 쾌선 라인(哈佛
快線)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 +886-800-011-765
웹 사이트 www.taiwantrip.com.tw

현재 가오슝에 총 40여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장의 티켓안에 교통, 여행 안내, 보험등 모든 것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전문
가이드의 명쾌한 해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 +886-800-011-765
웹 사이트 www.taiwantourbus.com.tw

가오슝 문화 버스(高雄市文化公車)

하마싱 문화 버스(哈瑪星文化公車), 찌우청 휴일 문
화 버스(舊城假日文化公車), 펑산 휴일 문화 버스(鳳山
假日文化公車)가 있으며, 모든 버스는 50원짜리 일일권
으로 이용합니다. 당일에 한해 여러 번, 그리고 다른 문

3월

4월

네이먼 송쟝쩐 차전놀이
봄철 예술제

나마샤 반딧불 축제

5월

38.8

38.8

무덕전

시즈완 역
2번 출구

2

3

따이티엔궁

다고우 영국
영사관

4

5

바나나 창고
역사 박물관
부두

꾸산 어시장

7

6

보얼 예술
특구

(줘오잉)옛성 문화 버스 (휴일 운행)

1

쪼우즈 습지
공원

줘오잉 고속
기차역

2

3

옛성 동문

쮄춘 문화관

4

5

옛성 북문

옛성 남문

6

펑산 문화 버스 (휴일 운행)

1

펑이 서원

따동 문화
중심

6월

따수 펑리쯔 문화 축제

따수 리쯔(위허바오)

나마샤, 타오웬 수밀도

22.6

하마싱 문화 버스（월요일 휴무）

1

타이완 관광 버스(台灣觀巴)

메이농 화하이

19.3

1. 하마싱 문화 버스：평일（화-금）10:00-17:00，한 시간 1회。
휴일10:00-18:00，매 30분1회。월요일 휴무。전화 +886(7)531-6209
2. 옛성 휴일 문화 버스 전화：평일 휴무，휴일의 경우 매 30분 1
회，10:00-18:00。전화+886-(7)862-9110

타이완 하오싱(台灣好行)

마오린 나비 축제

평균기온(섭씨)

화버스의 탐승이 가능하며, 따수치푸 라인(大樹祈福線)또
한 이용가능합니다. (익일 무효) 또한 시내의 모든 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관광 버스(客運 ), 구급차(就醫公車),
국도 버스(國道快捷公車)는 이용 불가)

가오슝 공공 자전거(高雄公共腳踏車)

2

3

핑청 요새

펑산 기차역

7월

4

5

7

숭성사

빙즈시장

청란 요새

8월

6

따깡상 롱옌 벌
꿀 분화 축체

8

공묘

8

여행 정보 서비스

교통부 관광국 여행 서비스 센터

24시간 여행 정보 무료 안내 +886-800-011-765
사이트 taiwan.net.tw
가오슝 서비스 지점 +886-(7)281-1513、+886-800-711765
대만 타오위엔 국제 공항 여행 서비스 센터
제1청사+886-(3)398-2194, 제2청사 +886-(3)398-3341
가오슝 국제 공항 여행 서비스 센터 +886-(7)8057888
가오슝 여행 사이트 khh.travel

여행 서비스 센터

가오슝 여행 서비스 센터-가오슝 기차역(高雄火車站)
+886-(7)236-2710
가오슝 여행 서비스 센터-까오티에 줘오잉역(高鐵左營站)
+886-(7)862-9110
가오슝 국제 공항-국내청사 여행 서비스 센터
+886-(7)801-9206

여객 센터

티엔랴오 달의 세계 이암 지질 생태 공원 안내 센터
(田寮月世界泥岩地質生態解說中心)
+886-(7)636-7036

9월

가오슝 치진 모래조각 예술제

69.8

69.8

27.5

197.4

197.4

10월

11월

줘오잉 완니엔
축제

메이농
백옥무

가오슝 영화축제

리오꾸이 금황 망고

28.5

415.3

415.3

29.2

390.9

390.9

12월

다이랴오
팥 축제

꿀대추(다서, 옌
차오, 아리엔)

마오린 나비 축체(11월에서 이듬 해 3월)
쟈시엔 토란(11월에서 이듬해 1월)

가오슝 상시 특산품：구아바(다서, 옌차오, 아리엔), 파인애플(따수, 네이먼), 파파야(치산, 메이농), 바나나(치산, 메이농)
25.4

호텔
QR code

7

펑산 용산사

28.7

416.7

416.7

챠오터우 화하이

28.1

26.7

24.0

241.9

42.7

18.7

241.9

42.7

18.7

20.6

16.2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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