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슝(高雄)은 타이완 서남부에 위치하여 남북방향으로 좁고 길 형태를 하고
있다. 1년내내 맑은 날씨에 기후가 알맞다. 면적은 2,94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해만(海灣)이 자연 형성되어 서쪽으로는 타이완해협(台灣海峽)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까오핑강(高屏溪), 핑둥(屏東)과 인접해 있다. 풍부하고 다양한
지모(地貌)로 산, 바다, 강, 항구가 모여서 만들어진 독특한 도시경관과 여러
민족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 풍부한 역사 인문, 산해자원 및 국민의 호탕함과
따뜻함으로 생명력 가득한 남방도시로써 명실상부한 해양관광수도가 되었다.

가오슝 Kaohsiung

열정의

살고 싶은 도시

서울
Seoul

베이징
Beijing

2시간35분

3시간 21분

3시간 15분

부산
Busan

2시간 30분

상하이
Shanghai
2시간 10분

타이베이
Taipei
1시간
1시간 15분

홍콩
Hong Kong

가오슝
Kaohsiung

도쿄
Tokyo

오사카
Osaka

2시간 40분

가오슝(高雄)의 이해
가오슝의 지리적 위치

가오슝(高雄)은 타이완 서남부에 위치하여

남북방향으로 좁고 긴 형태를 하고 있다. 총면적이 약 2946.2671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북쪽과 동쪽으로 각각 지아난(嘉南), 핑동(屏東)
평원과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타이완해협(台灣海峽)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바시해협과 가까워서 해륙적 위치가 우세하다. 동아시아에서
남태평양으로 통하는 중요 길목으로 이상적인 무역항이기도 하다. 자연적
조건이 뛰어나 빠르게 도시의 국제화를 이룩하였다.
가오슝에는 국제공항이 있으며 많은 아시아권 도시와 직항노선이 있다.
타이완 타오위엔(桃園)국제공항(Taiwan Taoyuan International Airport)에서
환승하면 각국 대도시로 갈 수 있으며, 타이베이(台北)-줘잉(左營)행
타이완고속철도 (台灣高鐵)를 타면 약 1시간 반이면 도착 가능하다.

항만의 가오슝(高雄)
4시간 5분

싱가포르
Singapore

가오슝 국제공항
※이는 평균 비행시간으로
자세한 정보는 각 항공사에
문의하십시오.

가오슝항(高雄港)은

타이완

최대의

대외무역항이며, 세계 13대(2012) 컨테이너 터미널이기도 하다. 넓은
항구, 따뜻한 기후에 인접한 바다에는 좁고 긴 사주(砂洲)가 있어
전형적인 항만 형세를 갖추고 있다. 현재 항구 내 수역(水域)면적은
26.66평방킬로미터이며, 항로는 총 18킬로미터에 달한다. 제1, 제2
부두가 있어 십만톤급 이하의 거선들이 출입할 수 있다. 가오슝항(高雄

편리한 작은 지식
화

港)은 가오슝관광산업에 있어 중요역할을 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무역항으로 항만의 아름다움은 세계 유명 항구에 뒤지지 않는다.

폐

타이완의 유통 화폐는 뉴 타이완 달러(NT$)：
■뉴 타이완 달러의 각지폐: 2000위엔(元), 1000위엔, 500위엔, 200
위엔, 100위엔.
■뉴 타이완 달러의 동전: 50위엔, 20위엔, 10위엔, 5위엔, 1위엔.
환전은 정부외환에서 지정한 은행 혹은 국제관광호텔에서 환전을 할 수
있으며 환전시 받은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출국시 미사용한 뉴 타이완
달러와 같이 제출하면 환전 받을 수 있습니다.
뉴 타이완 달러 관련 정보는 중앙은행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가오슝 택시 비용 표준
기본요금：1.5km 85위엔(元)
이후요금：250m당 5위엔
지연계산：시속 5km이하 누적3분당 5위엔
심야할증： 23:00-06:00 20% 추가
가오슝시정부교통국 택시정보
설날할증：추석 2일전부터 초5일까지 메타기
요금에서 50위엔 추가
관광택시 운행요금 상한：
4시간내 2,400위엔, 4시간후 1시간당 500위엔 추가
서비스비용:트렁크 사용시 10위엔 추가
■무료 택시 호출 서비스전화：0800-001-006
■본국 언어 및 외국어 서비스：
본 도시서비스 전화(중국어, 타이완어, 하각어, 영어)：1999
국제관광외국어(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무료 전화：
0800-011-765
※가오슝 택시관련 자세한 정보 검색은 가오슝시정부교통국:
http://www.tbkc.gov.tw/supervision_01.aspx

실용적 전화
영어 전화번호 안내 106
화재, 구급차, 소방 119
전화고장신고
신고
112
110
실시간 알림 서비스 117
국제전화
100
기상국
시내 전화번호 안내 104
166
교통상황보도
시외전화번호 안내 105
168
교통부관광국 여행상담전화
(02)2717-3737
교통부관광국call center 여행상담 전화
(0800)011-765
외국인을 위한 타이완 생활상담 전화
(0800)024-111
관광국 타이완 타우위엔(桃園) 국제공항 여객 서비스센터
제1터미널
(03)398-2194
제2터미널
(03)398-3341
관광국 가오슝 국제공항 여객 서비스센터 (07)805-7888
국제무역국
(02)2351-0271
타이완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02)2725-5200
타이완관광협회
(02)2594-3261
외교부
(02)2348-2999
경찰방송국
(02)2388-8099
영어 가능 택시
(02)2799-7997

기

상

교통부 중앙기상국(02)2349-1234
http://www.cwb.gov.tw/V7/
남구 기상센터 (06)345-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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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gshan Station

냐오송(鳥松)습지

鳳山西(高雄市議會)站

O11

Fongshan West Station
(Kaohsiung City Council)

Weiwuying Station

리우허(六合)야시장

市議會(舊址)站

City Council
(Former Site)Station

O4

까오슝역사박물관

鹽埕埔站

쇼우산커플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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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선 버스

레드선 MRT 셔틀버스 오랜지선 MRT 셔틀버스
일반 시내버스

관광, 문화버스

http://www.tbkc.gov.tw/service03_01.aspx

F

【가오슝문화버스】

2013년1월4일, 일생일세(一生一世
)의 의미를 취하여 정식으로
개장하였다. 쇼우산(壽山) 충열사(
忠烈祠) 옆에 있으며, 찬란한
해돋이 및 아름다운 등불의 야경을
볼 수 있다.

3

하마싱철도문화단지
(哈瑪星鐵道文化園區)

녹화(綠化) 면적이 축구장 12배에
달하며, 보얼예술특구(駁二藝術特區
)와 합쳐져 철도문화, 예술 공간을
가지고 있어 역사적, 발전적 의의를
모두 고려하였다.

2

펑산선
(鳳山線)

http://culturalbus.khcc.gov.tw/

찌우청선
(舊城線)

솔라보트

홍마항(紅毛港)의 문화적 자산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고 천혜의
항구다. 타이완에서 최단거리 화물
입출항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이다.

발오빌딩
(八五大樓)

드림 몰

치진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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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부두(香蕉碼頭)

O1

西子灣(哈瑪星)站

Sizihwan(Hamasing)Station 치진(旗津)해안공원

구산(鼓山) 나룻배역
치진(旗津) 나룻배역
쇼우산동물원
시쯔만(西子灣)
(壽山動物園)
따거우(打狗)영국영사관

보얼예술특구(駁二藝術特區)

못쓰는 창고를 개조하여 남타이완의
예술요충지로 거듭났다. 예술 문화,
공간적 특색을 띄고 있어 사진 촬영 시
어느 곳이나 멋진 배경이 된다.

1
6

치진해안(旗津海岸)

자연적인
방식으로
해변을
보호함으로써 치진(旗津)에서 오래
전에 잃어버렸던 햇볕, 모래사장,
해양 등의 풍경을 되찾았다.

까오슝전시관(高雄展覽館)

물결형태의 외관에 실내 빛이
유리장막의 외벽으로 투과되어
마치 해안의 큰 등불과 흡사하여
까오슝항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운영노선
레드선
(샤우강-난강산(小港-南岡山))

오랜지선
(시즈완-따랴우(西子灣-大寮))

도면 비율
러브보트

관광교통페리
관광 항구 투어

http://kcs.kcg.gov.tw/

홍마오항 문화단지
(紅毛港文化園區)

5

R4A

홍마오항 문화단지

【가오슝관광페리】
홍마오항선(紅毛港線)

하마싱선
(哈瑪星線)

쇼우산커플전망대
(壽山情人觀景台)

R7

치허우포대︵旗後砲台︶

주간선 버스

3

R4

보얼예술특구

E

【버스노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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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발오빌딩(八五大樓) 까오슝전시관
장미성모 성주교성당(玫瑰聖母聖殿主教座堂)
해양문화 및 최신음악센터(공사중)

치진︵旗津︶등대

쇼우산
(壽山)

O2
무덕전

하마싱철도문화단지
쇼우산(壽山)국립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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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리(大立)상권

R3

아이허(愛河)

Yanchengpu Station

17

R8

17

R6
Kaisyuan Station

R9

옌청미식

Kaohsiung Station

高雄車站

Houyi(KMU)Station

後驛 高(醫大 站)

Aozihdi Station

까오슝시립미술관

R10
O5

R11

카이쉬엔찐쭈안
(凱旋金鑽)야시장

凱旋站

R12

凹子底站

치진해안

리엔츠탄
(蓮池潭)

R13

까오슝시영화관

R14

리엔탄치린점(蓮
潭旗艦店)(물산관) 루이펑(瑞豐)야시장

Shihjia(Labor Park)Station

까오슝우체국점(高雄郵局店)(물산관)

獅甲 勞(工公園 站)

O6

Sinyi Elementary
School Station

Sanduo Shopping District Station

信義國小站

三多商圈站

O7

싼뚜어︵三多︶상권

Cultural Center
Station

Central Park Station

文化中心站

中央公園站

Formosa Boulevard Station

산 위의 영사관저, 산 아래
영사사무실 및 두 곳을 연결하는
등산로가 있다.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영사관과 영사관저가
모두 있는 문화 단지이다.

O8

Wukuaicuo
Station

신쥐에지안︵新崛江︶상권

따거우(打狗)영국영사관

五塊厝站

1

O9

Martial Arts
Stadium Station

美麗島站

쥐단(巨蛋)상권

2

국립과학공예박물관

Ecological District
Station

生態園區站

R15

Kaohsiung Arena Station
(Sanmin Household & Commercial High School)

10

巨蛋 三(民家商 站)

1

技擊館站

Cianjhen Senior High School
(Wujia)Station

O10

衛武營站

前鎮高中 五(甲 站)

웨이우잉예술문화센터

Siaogang Station

O12

鳳山站

Kaohsiung International Airport

청칭호수
(澄清湖)

네덜란드 건축가인 프란신 하우벤이
설계하여 직사각형 라인이 마치
음파가 움직이는 것 같아 시적인
상상을 하게 만든다. 센터의 남쪽에는
난후(南湖), 여름대도,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이 있다.

펑산룽산사
(鳳山龍山寺)

1

청칭호(澄清湖)풍경구

R16
Zuoying(THSR)
Station

R17

까오티에주어잉점︵高鐵左營店︶︵물산관︶

(半屏山)

左營 高(鐵 站)

R18

빤핑산

신주어︵新左︶상권

R19

1

O13

Dadong Station

웨이우잉예술문화센터
(衛武營藝術文化中心)

Caoya(KRTC)Station

10

반핑산︵ 半屏山︶자연공원

World Games(National Sports Complex)Station

Oil Refinery Elementary School Station
(Guoguang Laboratory School,NSYSU)

油廠國小 中(山大學附中 站)

Ciaotou Station

Houjing(NKMU) Station

Cingpu(NKFUST)
Station

Nanzih Export
Processing Zone Station

楠梓加工區站

R20

後勁 海(科大 站)

青埔站

Metropolitan
Park Station

R22

都會公園站

Ciaotou Sugar
Refinery Station

橋頭糖廠站

R23

R21

橋頭火車站

Gangshan South Station

南岡山站

D

챠오터우설탕업문화단지

R24

22

世運 國(家體育園區 站)

대까오슝
자전거도로
리엔츠탄 일주 자전거 여행
홈페이지
(蓮池潭環潭自行車之旅) (大高雄自行車道網)

깡산(岡山)양고기

국가체육관(國家體育館)
(월드 게임 주창관)

일본 건축가인 이토 토요(伊東豐雄)
가 설계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양에너지 광전판을 사용한 그린
건축 운동장이다.

치린(旗津)해안 자전거도로

R22A

大東站

4

草衙 高(雄捷運公司 站)

7

펑산(鳳山)일주 코스

가오슝그림자극장

펑산칭니엔(鳳山青年)야시장

현지 문화에 다원화된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지은 전시공연센터이다.
펑산시(鳳山溪)연안의
녹지대를
연결하여 문화 예술의 전당을
형성하였다.

시린항(西臨港)선 자전거도로

C

따둥예술문화센터
(大東藝術文化中心)

4

高雄國際機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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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인기 노선】

O14

Fongshan Junior High
School Station

小港 小(港醫院 站)

鳳山國中站

가오슝(高雄)은 MRT, 버스, 배,
공용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

B

88

OT1

Daliao Station

따둥예술문화센터

Kaohsiung

大寮站

이다아울렛몰

A

가오슝을
편안히 여행하자

관광 크루즈, 바다 축제

도면

버스

관광 명소 표시

타이완 철도, 고속철도

공항

자전거 도로

노선기호

일반역
교차역

R11

노선색상
정거장 번호

1

2

3

4

5

가오슝
2012연합국 살기 좋은 국제도시상 금상

구 석 구 석 을 여 행 하자
A

Kaohsiung

MAP

那瑪夏區
나마시아구

Namasia Dist.

네이먼송강진
(內門宋江陣)

나마시아(那瑪夏)민취엔(民權)초등학교

20

29

쟈시엔샤오린 기념공원(甲仙小林紀念公園)
단지 내에는 문화, 역사 및 생태 경관이 한데 어우러져
샤오린(小林)촌의 녹지모습을 옛날 그대로 구현하였다.
벚꽃으로 붉게 물든 기념공원의 경치로 인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과 촌민들에게 생명력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

나마시아(那瑪夏)민취엔(民權)초등학교

쟈시엔샤오린 기념공원

88풍재(八八風災)이후 재건한 민취엔초등의
그린 에너지 학교건물은 풍력과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만든다. 교육, 재난 방지, 지역 특색, 환경
보호 차원에서 새로 지었다. 태국식 가옥과
20
환경보호를 위한 생태연못 등 그린 에너지
건축물 또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다.

샤오린핑푸문물관

B
따강산(大崗山)풍경구
산호초 석회암에 속하는 지질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구곡까지 있어 다양하고 매력적인
자연 경관을 만들어 냈다. 등산로 길을 따라
볼만하고 쉴 만한 명소가 20여 곳이나 있다.

甲仙區
쟈시엔구

2013연합국 살기 좋은 국제도시상 은상

Jiasian Dist.

네이먼 308고지(內門308高地)
네이먼(內門)과 타이난 주어전(臺南左鎮),
룽치(龍崎)의 경계점에 있으며 해발308
미터에서 그 이름이 지어졌다. 인근 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깝게는 악지형이, 멀게는
지아난평원(嘉南平原)이 보인다. 경관이
수려하고 변화무쌍하다.

악지형(惡地形)과 이화산(泥火山)이 가장 많이 발달한
지역이다. 전혀 가공하지 않은 기괴하고 황량한 원시적
악지형 경관은 마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지질 생태
교실을 연상케 한다.

C

창의성과 불후의 신위러브스토리 를
결합시켰으며 낭만적인 유럽 레저 스타일을
도입한 싱다항( 興達港 )은 예술문화 공연으로
항만의 운치를 더하면서 관광, 수산물, 맛있는

六龜區
류구이구

Liouguei Dist.

27
杉林區
샤린구

가오슝산린따아이단지
美濃區
메이농구

스바뤄한산(十八羅漢山)

Meinong Dist.

阿蓮區
아리엔구
Alian Dist.

17甲

1

1

치에딩(茄萣)커플부두

치싱주에띠(七星墜地)

路竹區
루주구

永安區
융안구

19甲

3

10
19甲

梓官區
쯔꽌구 Zihguan Dist.

橋頭區
챠오터우구

포광산포투어기념관

大社區 따셔구 Dashe Dist.

따셔관인산(觀音山)풍경구

싱다(興達)어항(漁港)

조롱박조각예술관(葫蘆雕刻藝術館)

메이농구(美濃區)
「타이완 10대 경관도시(臺灣十大觀光小城)」인 메이농
(美濃)은 전원의 수려한 풍경에 농촌의 평화로움, 인문
역사가 가득하다. 물 맑고 산 좋은 객가(客家)의 경치 또한
매력적이고 독특하다.

Dashu Dist.

17

左營區
주어잉구

1

Zuoying Dist.

鼓山區
구산구

仁武區
런우구
Renwu Dist.

鳥松區 까오핑(高屏)구철교습지
냐오송구

三民區
Niaosong Dist.
싼민구 Sanmin Dist.

Gushan Dist.

치산(旗山)옛거리

Sinsing Dist.

鳳山區
펑산구

前金區
치엔진구

Fongshan Dist.

Cianjin Dist.

Yancheng Dist.

Cijin Dist.

Lingya Dist.

大寮區
따랴오구

Daliao Dist.

88

旗津區
치진구

포광산포투어기념관(佛光山佛陀紀念館)

25

苓雅區링야구

고금동서가 융합된 기념관으로써 문화, 교육,
지혜, 수행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앞에는
여덟 탑이, 뒤로는 대불(大佛)이, 남쪽에는 영산
靈山이, 북쪽에는 기원(祇園)이 」있어서 아주
웅장하다. 포광대불(佛光大佛)은 그 높이가 108
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銅)좌불이다.

29

小港區
샤오강구
Siaogang Dist.

범례
일반철도
고속철도
국도
성도
현도

가오슝산린따아이단지(高雄杉林大愛園區)

1

新興區
신싱구

鹽埕區
옌청구

조롱박 조각가인 허밍시엔(何明賢)이 자신의
농장인「葫蘆藝術文化村」에 각종 조롱박 조각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휴일에는 조롱박DIY
를 예약하여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산린(杉林)
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관광코스이다.

大樹區
따수구

楠梓區
난쯔구

E

마오린(茂林)산업연합전시센터

10

3

Ciaotou Dist.

Nanzih Dist.

몽썅치페이관(夢想起飛館)

마오린(茂林)나비계곡
신웨이(新威)삼림공원

옌워우산딩이화산(燕巢烏山頂泥火山)

미투오(彌陀) 빈하이 유락구
뤄디산(漯底山)자연공원

롱터우산(龍頭山)

旗山區
치산구

Cishan Dist.

Gangshan Dist.

뚜어나흔들다리(多納高吊橋)

3

29

1
岡山區
깡산구

27

2012연합국 살기 좋은 국제도시상 동상

Tianliao Dist.

燕巢區
옌차오구

Yanchao Dist.

田寮區
티엔랴오구

아공띠엔저수지(阿公店水庫)

Yong’an Dist.

茂林區
마오린구
Maolin Dist.

이곳은 세계에서 유명한 월동형 나비계곡 2곳
중의 한 곳이다. 오색나비(紫斑蝶)는 매년 11
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따뜻한 마오린(茂林)
유곡에 날아 들어 자리를 잡고 약 2개월 동안
추위를 피하고 번식활동을 시작한다. 군집을
이룬 오색나비의 기이한 경관을 볼 수 있다.

28

1

彌陀區
미투어구 Mituo Dist.

중정호(中正湖)

28

Lujhu Dist.

D

3

현월전망대(弦月觀景台)
이암(泥岩)지질생태해설센터

따강산(大崗山)풍경구

17

메이농객가문물관

치산(旗山)옛거리
티엔랴오달세계(田寮月世界)
치산톈허우궁(天后宮)

28

싱다(興達)어항(漁港)

F
F

마오린나비계곡(茂林紫蝶幽谷)

융링산린(永齡杉林)유기농업단지

Neimen Dist.

29

Hunei Dist.

茄萣區
치에딩구 Jiading Dist.

텅즈(藤枝)국립삼림유락단지

조롱박조각예술관

內門區
네이먼구

湖內區
후네이구

17

20

20

Shanlin Dist.

3

네이먼 308고지

요리가 모두 모여 있는 어항이 되었다.

Taoyuan Dist.

바오산얼(寶山二)그룹

29

티엔랴오달세계(田寮月世界)
치에딩(茄萣)커플부두

찌엔산(建山)특색산업공방

桃源區
타오위엔구

17 칭수이암(清水巖)풍경구
前鎮區
치엔전구

Cianjhen Dist.

17

林園區
린위엔구

Linyuan Dist.

치산( 旗 山 ) 기차역에서 시작되며,
바로크건축양식에서 중국식 홍처( 洪 厝 )
로 교차된다. 치산기차역은 빅토리아식
외관과 고딕 양식의 팔각지붕으로 되어
있다. 길을 따라 늘어선 다양한 풍격의
건축물은 시공이 교차된 것 같은 느낌을
주며 옛 거리의 매력 또한 느낄 수 있다.

2009년 모라꼿 태풍재해 이후, 따아이단지는(大
愛園區) 가원을 중건한 중요기지이다. 내부에는
교회, 공방, 희망광장, 원주민 문화공원이
있으며, 그리고 민족특색을 띈 「가옥어록(家屋
語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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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절 축제

문화 창의적
예술

역사적인 고적 10

(原鄉幽谷)

생태 녹지

12

쇼핑 상권

24

4 계절 축제
활력 가득한 가오슝(高雄)에는 1년 내내 각 계절마다 다양한
도시 축제가 열린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각 구(區)에서도 특산
문화 축제가 열린다. 여행 이외에도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농수산물을 맛볼 수 있다.

＊축제 일정은 참고만 바랍니다. 일정은 다소 바뀔 수 있으니 주최기관의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등불축제
(燈會)

송년파티

사자춤예술축제

봄예술축제(春天藝術節)
네이먼송강진(內門宋江陣)

까오슝영화제

깡산낚시통축제

메이농화해(美濃花海)

주어잉만년계

(岡山籮筐會)

(左營萬年季)

나마시아 반딧불축제(那瑪夏賞螢)

류구이(六龜)
매화(梅花)

축전 행사
꽃철 특산물 나마시아(那瑪夏) 타오위엔(桃源) 벚꽃

메이농 백옥 무 축제
(美濃白玉蘿蔔節)

따강산 롱안꿀 쟈시엔
문화축제 토란,죽순 축제

따수 파인애플,여지 문화관광축제
(大樹鳳荔文化觀光季)

차오터우화해(橋頭花海)

(大崗山龍眼 (甲仙芋筍節)
蜂蜜文化節)

미투어
따랴오
슬목어 문화축제 팥 문화축제

나마시아 타오위엔 복숭아
나마시아
타오위엔
류구이
쟈시엔(甲仙)
매실

따셔(大社)
옌차오(燕巢)
티엔랴오(田寮)
아리엔(阿蓮)
까오슝
구아바,청대추 축제

(跨年
晚會)

(戲獅甲藝術節)

(彌陀虱目魚
文化節)

(大寮紅豆
文化節)

융안 우럭바리 루주 토마토
문화축제
문화축제
(永安石斑魚
文化節)

류구이(六龜) 진황(金煌)망고

(路竹蕃茄
文化節)

치에딩 가물치
문화축제
(茄萣烏魚
文化節)

(高雄芭棗節)

평균온도(섭씨)

19.3

20.3

22.6

25.4

27.5

28.5

29.2

28.7

28.1

26.7

24.0

20.6

평균강우일수

3.2

3.7

4.0

5.8

9.3

13.8

12.9

16.3

11.2

3.5

2.6

2.3

일조시수

174.7

165.8

187.0

189.1

198.5

199.9

221.4

193.7

175.7

182.4

16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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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처럼 활기찬
가오슝은 쾌적한 기후로 4계절 내내 아름다운 화훼를
감상할 수 있다. 매년 11월에서 1월의 메이농(美濃)과
챠우토우(橋頭) 꽃바다는 관광객이 반드시 방문하는
명소이며; 겨울에만 있는 매화와 벚꽃은 산간지방인
료우괴이(六龜), 타우위엔(桃源) 및 나마샤(那瑪夏)에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신나게 볼 수가 있다.

타오위엔 매화

문화 창의적
예술
메이농화해

생태 녹지

위엔샤우등불축제

역사적인 고적

차오터우화해

찬란한 축제

악지형 경관

가오슝은 여러 민족이 통합한 도시로 해마다
서로 다른 여러 축제가 톡특한 문화적 특색으로
위엔샤우(元宵) 등불축제, 내이뭔쏭짠젼(內門宋
江陣)뿐만 아니라 원주민 특색이 있는 각종 축제
및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문화축제와 모임이 있다.

풍요로움의
고향

또나흑미축제

랴우위 해안
쇼핑 상권

류구이(六龜) 진황(金煌)망고

따깡산(大崗山)꿀

따수찐촨(大樹金鑽) 파인애플

나마샤(那瑪夏)복숭아

짜띵(茄萣) 숭어알

종교순례

03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산 해 강 항구 도시가 모여있는 톡특한 지리적 모양이
가오슝 특유의 생활형태를 구축하였으며 계절별 여러
특산물을 생산한다. 예를 들면 따깡산(大崗山) 롱안꿀,
따수찐촨(大樹金鑽) 파인애플과 위허바우 (玉荷包/리치
), 료우괴이(六龜) 망고….등등이 있고 해안지역에는
각종 신선한 해산물이 있어서 가오슝에서 언제든지
맛있고 다양한 특산품을 맛 볼 수 있다.

원향유곡

네이먼송강진

객가산성 은

네이먼송강진

살기 좋은 도시
ng
siu
oh
Ka

Ka
oh
siu
ng

ng
siu
oh
Ka

Ka
oh
siu
ng

가오슝은 2011년부터 연합국 환경기획서(聯合國環境規劃署)
와 국제공원협회(國際公園協會)가 손잡고 주최한 「살기 좋은
국제도시대회(國際宜居城市大賽)」에 참여하여 3년간 금 7개,
은 5개, 동 7개를 획득하여 타이완에서 수상을 가장 많이 한
도시로써 새로운 중요 관광지가 되었다.

2013
살기 좋은 도시

금상

가오슝전시관(高雄展覽館)
2013연합국 살기 좋은 국제도시상 금상
조형설계를 통해 강, 바다, 돛, 항만의 이미지를 결합시킨
파도형의 지붕과 범선 도형의 유리 장막은 도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다. 전시관은 높이 27미터에, 1100개의
표준진열대를 수용가능하며, 관내의 중앙 내부 길을 가로질러
서쪽 광활한 녹지와 해안으로 갈 수 있다.
젼졘구(前鎮區) 청꽁2루39호(成功二路39號) (07)213-1188
MRT레드선： 산또상권(三多商圈)역에서 도보로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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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168(환상간선(環狀幹線)), 홍16, 70

2013
살기 좋은 도시

금상

하마싱철도문화단지 (哈瑪星鐵道文化園區)
2013연합국 살기 좋은 국제도시상 금상
12개의 축구장을 합친 크기의 녹지에 오래된 타이완 철도(台鐵)
가오슝항역(高雄港車站)에 세워진「따꼬우철도스토리관(打狗鐵
道故事館)」은 철도 현장의 작업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얼예술특구(駁二藝術特區)의

철도문화,

예술적

공간을

결합시켜 문화와 역사 및 발전의 모습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구산구 구산1루 32호(鼓山區鼓山一路32號) (07)531-6209
MRT오랜지선:시즈완(西子灣)역 2번 출구

ng
siu
oh
Ka

Ka
oh
siu
ng

ng
siu
oh
Ka

Ka
oh
siu
ng

버스:우프간선(五福幹線)31, 219

2012
살기 좋은 도시

동상

보얼예술특구(駁二藝術特區)
2012연합국 살기 좋은 국제도시상 동상
버려진 창고를 개조하여 가오슝(高雄)시의 디자인, 문화, 창의,
공연의 장소로 변모하였다. 예술 문화적 공간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장치예술품들로 꾸며져 있어 젊은이들이 자주 찾고, 사진
찍기에 매우 좋은 풍경이 있는 곳이다.
옌쳔구 따융루 1호(鹽埕區大勇路1號) (07)521-4899

04

MRT 오랜지선：옌쳔부(鹽埕埔)역(O2역)1번 출구에서 따융루(大勇路)
를 따라 남쪽으로 도보로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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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마오항 문화단지(紅毛港文化園區)

2013
살기 좋은 도시

동상

2013연합국 살기 좋은 국제도시상 동상
가오슝항(高雄港) 2호부두 입구쪽에 있으며, 3.42헥타르의 단지
내에는 까오쯔탑(高字塔)을 개조한 회전레스토랑, 부락전시관,
하늘보도(天空步道), 바다전망대(觀海平台)등이 있다. 홍마오항(
紅毛港) 사람들의 생활상을 전승하고 있으며, 거선이 입항하는
것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샤오강구난싱루 2808호(小港區南星路2808號) (07)871-1815
MRT 레드선: 샤오강(小港)역에서 전용셔틀버스로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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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창의적
예술

ng
siu
oh
Ka

치진해안(旗津海岸)
2013연합국 살기 좋은 국제도시상 금상

역사적인 고적

2013
살기 좋은 도시

금상

해안선 보호를 통해 생태, 방재, 경관 및 레저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매력적인 해양 풍경을 볼 수 있다.

생태 녹지

치진(旗津) 나룻배역
치찐구 하이안루10호(旗津區海岸路10號) (07)571-2542
구산(鼓山) 나룻배역
구산구 빈하이1루 109호(鼓山區濱海一路109號) (07)551-4316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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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연합국 살기 좋은 국제도시상 은상

악지형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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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엔랴오달세계(田寮月世界)

2013
살기 좋은 도시

풍요로움의
고향

악지형(惡地形)과 이화산(泥火山)이 가장 많이 발달한 지역이다.
전혀 가공하지 않은 기괴하고 황량한 원시적 악지형 경관은 마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지질 생태 교실을 연상케 한다.

은상

톈랴우구 충더리 위에치우루 36호(田寮區崇德里月球路36號) (07)636-6611

랴우위 해안

버스：강산(岡山), 타이난(台南)에서 가오슝버스(高雄客運)의 구팅(古亭)
-위에스지에(月世界)역행을 탄다.
운전：국도1호의 루주(路竹)인터체인지에서 내려 184현도(縣道)를 따라
가다가 강산터우(崗山頭)에서 5km 더 가면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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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연합국 살기 좋은 국제도시상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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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시엔샤오린 기념공원(甲仙小林紀念公園)

객가산성 은

표지판을 따라가면 도착한다.

2012
살기 좋은 도시

원향유곡

금상

단지 내에는 문화, 역사 및 생태 경관이 한데 어우러져 샤오린(小
林)촌의 녹지모습을 옛날 그대로 구현하였다. 벚꽃으로 붉게
물든 기념공원의 경치로 인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과
촌민들에게 생명력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

쇼핑 상권

「타이완 10대 경관도시(臺灣十大觀光小城)」인 메이농(美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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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연합국 살기 좋은 국제도시상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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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농구(美濃區)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지야시엔구(甲仙區) 우리푸(五里埔)
버스：가오슝기차역(高雄火車站)／치산 버스터미널(旗山轉運站)8032
→산린(杉林)→쟈시엔 (주말휴일관광버스 07-7462141)
운전：10번 국도에서 치산(旗山)끝→메이농(美濃)→산린→타이(台)29
→지야시엔(甲仙)→샤오린기념공원(小林紀念公園)

2012
살기 좋은 도시

동상

전원의 수려한 풍경에 농촌의 평화로움, 인문 역사가 가득하다. 물
맑고 산 좋은 객가(客家)의 경치 또한 매력적이고 독특하다.

05

종교순례

메이농객가문물관
메이농구 민주루 49의 3호(美濃區民族路49之3號) (07)681-8338
버스：고철(高鐵) 줘잉(左營)역→치메이(旗美)국도버스→
치산버스터미널(旗山轉運站)→메이농
운전：1번 국도→10번 국도→치산(旗山)끝→안내 표지판을 따라
가면 도착한다.

매력적인 항만
푸른 바다풍경에 현대적인 빌딩들이 더해져 해안선을 따라
현대적인 전시관을 감상하고 보얼예술특구(駁二藝術特區)
의 문화적인 활력을 느낄 수 있다. 관광요트나 유람선을
타고 홍마오항 문화단지(紅毛港文化園區) 혹은 치진(旗津)
에 가서 아시아의 신항구의 매력을 몸으로 느껴 보자.
위엔샤우(元宵) 가오슝(高雄) 등불축제 예술절 아이허(愛河)변 찬란한 불꽃

아이허 (愛河)
아이허( 愛河 )는 런우구( 仁武區 ) 빠과랴오( 八卦寮 )부터 시내를
거쳐 가오슝항( 高 雄 港 )을 통해 바다로 흐른다. 강변에는
가오슝시( 高雄市 )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중두벽돌공장( 中 都 磚 窯 場 ), 중두습지( 中 都 濕 地 ), 아이허의
마음( 愛 河 之 心 ), 미술관단지( 美 術 館 園 區 ) 등 강 아래부터
위까지 많은 관광명소가 있다. 아이허롄츠탄( 愛 河 蓮 池 潭 )의
자전거도로를 따라 롄츠탄풍경구( 蓮 池 潭 風 景 區 )까지 달리다
보면 가오슝( 高雄 ) 수자연을 제대로 관광할 수 있다.
낮에는 강가 주변에서 각종 전시와 공연이 열리며, 저녁에는
수면을 따라 알록달록한 빛들이 일렁인다. 동서쪽 강변에는 각기
다른 분위기의 커피숍이 있어 매력적인 경치를 만들어낸다.
이곳을 여행하면서 항만도시의 아름다운 해안 경치를 즐기고,
거리예술가들의 예술과 활기찬 이곳을 감상하고, 사랑의 유람선
혹은 곤돌라를 타고 해안의 경치를 유람할 수도 있다.

아이허(愛河)연선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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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 및 최신음악센터(공사중)
링야구 우프1루 67호(苓雅區五福一路67號)
광롱 부두
링야구 하이비엔루(苓雅區海邊路) (하이비엔루(海
邊路)와 신뎬루(新田路) 길목)
가오슝시영화관
옌쳔구 허시루10호(鹽埕區河西路10號) (07)551-1211
개관시간：화~일요일 13:30-21:30
휴관시간：매주 월/설날(섣달그믐, 음력 1월1일)
가오슝역사박물관
옌쳥구 종정4루 272호(鹽埕區中正四路272號)
(07)531-2560
개관시간：화~일요일09:00-17:00 (월요일 휴관)
러브보트 정보
하아허(愛河) 젼아이부두(真愛碼頭)에서 종정교(中
正橋)간 운행
지엔찐구 종정4루 211호 5층의 3 (前金區中正四路
211號五樓之3) (07)216-0668
평일：궤빈역15:00-22:00 런아이역18:00-22:00
주말 및 국정공휴일：
궤빈역09:00-22:00런아이역15:00-22:00
일반인NT.120원；가오슝(高雄)시민NT.80원

4계절 축제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항만

시쯔만

아름다운 서양과 천연암초로 유명하고 지역내에는 시즈완(西子灣) 해수욕장, 하이빈(海濱)
공원, 따꼬우(打狗) 영국영사관…등 명소가 있으며; 바다경치와 멀리 가오슝항를 볼 수 있고;
열대 느낌이 가득한 해수욕장은 석양과 어선 (漁船)의 등불이 반짝여서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한다.
구산구 롄하이루(鼓山區蓮海路)
MRT：MRT 오랜지선시즈완역(西子灣站)1번 출구에서 → 오랜지1 셔틀버스로 환승.
버스：1、3루 탑승으로 바로 시즈완(西子灣) 풍경지역에 도착.

문화 창의적
예술

바나나부두(香蕉碼頭)

역사적인 고적

원래 명증은「바나나창고」로 50년대 타이완 바나나가 일본으로 대량
수출시 오픈식으로 건설한 가오슝항 유일의 개방식 창고이다. 바나나
이야기관, 국제크루즈진출관구(國際郵輪進出關口),부두구 뿐만 아니라
각종 레스토랑은 저녁에 야경 관상을 할 수 있는 미식 부두 이다.
구산구 펑라이루23호(鼓山區蓬萊路23號) (07)561-2295
MRT：MRT 오랜지선 시즈완역(西子灣站)2번 출구→보행으로 약 5분.
MRT 오랜지선 옌천부역(鹽埕埔站)1번출구→보행으로 약 15분.
버스：버스248, 우프(五福)간선을 탑승하여 신빙부두역(新濱碼頭站)에서 하차
→보행으로 약 5분.

치찐구 치찐2루(旗津區旗津二路)

원향유곡
쇼핑 상권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치찐해안공원 및 패각전시관
치찐구 치찐3루990호(旗津區旗津三路990號)
(07)571-8920
개방시간：10:00-17:00，(월요일 휴관)
치찐(旗津) 띠엔호우공(天后宮)과 장터
치찐구 먀우첸루86호(旗津區廟前路86號)
치허우포대(旗後砲台)
치찐구 지강단(旗津區旗港段)1231, 1232 번지
치찐(旗津)등대
치찐구 지샤샹34호(旗津區旗下巷34號) (치호우산
(旗後山)상)
치호우(旗后)관광시장
치찐구 치찐3루1050 (旗津區旗津三路1050)
(07)571-0825

7개 독특한 모양의 클로버풍차는 바다를 향해
쉬지 않고 돌아간다. 공원내에는 관해대(觀海台)
와 공연 광장이 있고 귀여운 바다 생물만들기는
생동감과 재믿는 모양으로 치찐(旗津)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명소이다.

객가산성 은

치찐(旗津)은 대형 선함처럼 가오슝항(高雄港)을 안고있다.
구산선착장 (鼓山輪渡站) 에서 배를 탑고 치찐(旗津)으로
향하는 느낌을 매우 로맨틱하며 섬에는 치호우포대(旗后砲
台), 치찐등탑(旗津燈塔), 띠엔호우공(天后宮)등 고적이
있고 해양풍경과 매력이 넘쳐흐른다.

랴우위 해안

치찐 풍차공원

치찐

풍요로움의
고향

구산구 롄하이루 20호(鼓山區蓮海路20號) (07)525-0100
MRT：MRT오래지선:시즈완역(西子灣站) 1번 출구→
오랜지1 셔틀버스로 환승.
버스：99루 버스를 탑승하여 영국영사관에서 하차.
개방시간：월~일요일 09:00-21:00
입장료 정보：일반NT.66원 우대NT.39원 할인NT.49원(단체 및 학생)

악지형 경관

타이완에 있는 첫번째 영국정부의 영사관이다. 관저, 영사관 및
서로 연결되여 있는 등산길은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보존되있다.
영사관은 샤우촨토우부두( 哨 船 頭 碼 頭 ) 옆에 자리하고
영사관저는 작은 언덕에 설립되여 가오슝항 지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최적의 전망이다. 또한, 오후에는 영국식 티타입 스타일을
즐기고 저녁에는 서양을 관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생태 녹지

따거우(打狗)영국영사관

수안 금삼각 매력 여행
보얼특구(駁二特區) 투어는 젼아이( 真愛 ), 광롱부두(光榮碼頭)와 아시아
신완구 (亞洲新灣區) 를 지나서 근거리로 대형 선박이 가져다 주는 놀라움을
느껴본다; 홍마우항문화공단지(紅毛港文化園區)에서 역사 문화를 기역해
보고; 가오슝의 장려한 항구경치를 볼 수 있고 멀리 쇼산(壽山), 따꼬우(打狗)
영국영사관문화공원 및 치찐등탑(旗津燈塔)등 여러명소를 투어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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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치찐항선/ 항해거리：구산(鼓山) - 치진(旗津)，승선장소：구산 나룻배역、치진 나룻배역
홍마우항문화요트/ 항해거리：보얼(駁二) - 홍마오항(紅毛港)，승선장소：보얼예술특구、홍마오항 문화단지

문화 창의적 예술
창의력 가득한 문화 도시！거리 설치 예술, 대형 테마
전시회, 독특한 예술 문화 공간, 영화제 디자인축제
등등.1년 사계절 다른 각도에서 항구 도시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따둥예술문화센터(大東藝術文化中心)
반야외건축물로써 895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전시관을 가지고 있다. 열기구와 같은 특이한 외관에
자연바람을 도입한 움직임과 빛으로 동양 선학(禪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펑산구 광위엔루 161호(鳳山區光遠路161號)(07)743-0011
http://dadongcenter.khcc.gov.tw/home.aspx
MRT 오랜지선을 타고 따둥(大東)역에서 하차.

중앙공원(中央公園)역（R9）

메이리다오(美麗島)역（O5/R10）

MRT 레드선의 중앙공원(中央公園)역은 건축가 리차드 로저스가

세계 10대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역 가운데 한 곳이다. 「광즈치옹딩(光

「비양(飛揚)」이란 이름으로 역을 중앙공원의 녹색 이미지와

之穹頂:빛의 아치천장)」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인 수선(水仙)

결합시켜 설계하였다. 미국 여행 웹사이트인 「BootsnAll」에서

대사가 유리, 채색 및 조명을 조합하여 직경이 30미터에 달하며 우주의

2012년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역에서 중앙공원역이 4

탄생, 성장, 영화 및 소멸이라는 4대 테마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위로 선정되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단품 유리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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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절 축제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항만

보얼예술특구(駁二藝術特區)
디자인과 창의적 에너지를 모아 부두 창고를 개조하여 특색 있는
예술문화의 공간이자, 시민들에게 최고의 휴식처로 조성하였다.
과거 부두가에 있던 화물 운송용 시린강(西臨港)선 철도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었다. 자전거 도로는 보얼예술특구
(駁二藝術特區)를 관통하고 있다. 도로를 따라 놓여진 장치예술은
젊은 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 창고들은 사용 용도의 제약에서
벗어나 예술문화로 세계와 연결시키고 계절마다 다른 특색
전시까지 선보여 시민들에게 매번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문화 창의적
예술

옌쳔구 따융루 1호(鹽埕區大勇路1號) (07)521-4899
MRT 오랜지선：옌쳔부(鹽埕埔)역(O2역)1번 출구에서 따융루(大勇路)
를 따라 남쪽으로 도보로 5분 소요.

점유지 면적이 상당히 광활한 이곳은 예술, 문화, 창의, 생태,
교육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적인 휴양단지이다. 미술관, 인공호수,

생태 녹지

야외조각공원, 어린이 미술관 등도 있다.

악지형 경관

가오슝시립미술관
구산구 미술관루 80호(鼓山區美術館路80號) (07)555-0331
어린이미술관
구산구 마카따오루 330호(鼓山區美術館路330號) (07)555-0331#300
(안내소)
개방시간：화~일요일，9:30-17:30（월요일, 섣달그믐 휴관）

풍요로움의
고향

웨이우잉예술문화센터
(衛武營藝術文化中心)（O10）
네덜란드 건축가인 프란신 하우벤이 설계하여 직사각형

랴우위 해안

라인이 마치 음파가 움직이는 것 같아 시적인 상상을 하게
만든다. 센터의 남쪽에는 난후(南湖), 여름대도,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이 있다.

챠오터우설탕업문화단지(橋頭糖業文化園區) (R22A)

원향유곡

챠오터우설탕공장(橋頭糖廠)은 타이완 최초의 현대화된 기계식
설탕제조 공장이었다. 단지 내에는 붉은 벽돌 수탑(紅磚水塔),
타이완설탕업박물관(台灣糖業博物館) 등 일제식민시대의
건축물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 산책, 빙설 먹기, 오분차(五分車)
타기, 스구원촹단지(十鼓文創園區)의 공연 감상 등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축제를 즐겨보라.

객가산성 은

펑산구 난징루 449-1호(鳳山區南京路449-1號) (07)763-8088
MRT：MRT 오랜지선 웨이우잉공원(衛武營公園)역

쇼핑 상권

챠오토우구 챠오난리 탕창루 24호
(橋頭區橋南里糖廠路24號) (07)611-3691
MRT：MRT 레드선 챠오터우설탕공장(橋頭糖廠)역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스구챠오탕원촹단지(十鼓橋糖文創園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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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슝(高雄) 챠오토우설탕공장(橋頭糖廠) 내에 있으며, 스구
(十鼓)는 약 백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은 설탕공장창고,
방공호, 기차레일 등을 재건하여 역사 속 원래 모습은
보존하면서 고악(鼓樂)에 예술적 새 생명을 주입하였다.
단지 내에는 시간의 복도(時光長廊), 생태청우헌(生態聽雨
軒), 오행고박구(五行鼓博區), 옌총극장(煙囪劇場) 등이 있다.
타이완 설탕업 역사와 고악예술사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챠오토우구 챠오난리 탕창루 24호(橋頭區橋南里糖廠路24號) (07)611-9629
MRT：MRT 레드선 챠우토우역

역사적인 고적

미술관단지(美術館園區)

역사적인 고적
가오슝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건축의
아름다움을 실컷 볼 수 있고, 세월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사를 볼
수 있다. 옛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 속 여행을 떠나 보자.

치찐등탑(旗津燈塔)
치호우산(旗後山) 꼭대기에 1883년에 지어진 타이완 섬에
제2 등대로써 1918년 일본인이 가오슝항(高雄港)에
증축하여 등대를 재건하였다. 탑 앞에는 벽이 흰색인
서양식 사무실이 있고 잔디밭에는 해시계가 있다. 등대
몸체는 팔각형으로 높이가 11미터에 달한다. 가오슝항(高
雄港)의 전체가 보이는 베란다가 있으며, 현재 내부에
사용하고 있는 항법 설비는 최신식4등분 회전 투과경
전등으로 광력강도가 85만와트이다.
치찐구 지샤샹34호(旗津區旗下巷34號)
개방시간：화~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월요일 및 국정공휴일
다음 날 휴관) 9:00-16:00(월요일 및 국정공휴일 다음날 휴관)
교통/MRT 오랜지선 시즈완(西子灣)역에서 버스248, 31,
우프간선(五福幹線)으로 환승한 후 구산선착장(鼓山輪渡)
에서 하차한 후, 배를 타고 치찐(旗津)에 도착한다.

가오슝(高雄) 무덕전(武德殿)
일본 통치 시기, 경정(警政) 체계의 운영에 쓰였다. 평상시 무도 연습 및
특정 무도시합 외에도 다양한 단체 훈련 및 강습 활동 사용에 쓰였다.
구산구 덩산지에 36호(鼓山區登山街36號)
교통/ MRT 오랜지선 시즈완(西子灣)역의 2번 출구에서 구산초등(鼓山國小)
방향으로 걸어서 3~5분정도 소요된다.

중두벽돌공장(中都磚窯場)
유일하게 아이허(愛河) 중류에 위치한 국가지정유적지로
전국 최초의 팔괘벽돌공장이기도 하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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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민구 중화헝루 220호(民區中華橫路220號)
교통/MRT 레드선 가오슝역(高雄車站) 하차→시내버스 88
번으로 환승→허빈초등(河濱國小)역에서 하차→ 도보로 타이완
벽돌회사(台灣煉瓦會社) 따꼬우 공장(打狗工場)에 도착

4계절 축제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항만
문화 창의적
예술
역사적인 고적

롄츠탄(蓮池潭)은 가오슝(高雄)시 줘잉(左營) 동남쪽에 있으며, 청대
(清代)에 풍경명승지로 개발되었다. 풍경지로는 춘추각(春秋閣),
등이 있어 지금까지 여전히 가오슝시(高雄市)에서 전통적 색채가
가장 짙은 풍경구로 남아있다. 연못가의 정자누각, 거대한 신상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낡은 성(舊城)」은 고적 명승지, 고택, 권촌
줘잉(左營)의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도 있다.

랴우위 해안

펑산(鳳山)에서 노닐다
중건한지 이백년이 넘었으며 여러 부족의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있어
다원화된 면모를 보여준다. 차오공젼(曹公圳)으로 둘러싸인 성지를 따라
포대(砲台)유적 3곳을 가 보면 고대 성곽의 옛 규모를 짐작케 되고 정통 펑산

객가산성 은

(鳳山)의 멋을 느끼게 될 것이다.

원향유곡

핑청포대(平成砲台)：펑산구 차오공루25-3호(鳳山區曹公路25-3號)
청란포대(澄瀾砲台)：펑산구 푸싱지에(復興街)와 리즈지에(立志街) 입구
동편문(東便門), 동복교(東福橋)：펑산시 산민루 44시항 28호(鳳山市三民路44巷28號)
(산민루(三民路) 끝과 펑산계곡(鳳山溪)이 만나는 곳)
쉰펑포대(訓風砲台)：펑산구 중산루(中山路) 용산사(龍山寺) 우측 골목 안
봉이서원(鳳儀書院)：펑산구 중정루 129시항 3농12호(山區中正路129巷3弄12號)
교통/MRT 오랜지선 펑산(鳳山)역 혹은 따둥(大東)역에서 도보

풍요로움의
고향

(眷村) 등이 보존되어 있는 생활촌락으로 옛 거리와 전통시장에서는

악지형 경관

용호탑(龍虎塔), 공자묘(孔廟), 북극현천상제(北極玄天上帝)…

줘잉성(左營城)입구 위치
남문：줘잉대로(左營大路)와 구산3루(鼓山三路)의 교차지. 217번을
타고 하이칭상공(海青商工)역에서 하차.
북문：셩리루(勝利路), 이민항(義民巷), 피쯔터우지에(埤仔頭街)가
만나는 곳.
301번을 타고 셩리루(勝利路)역에서 하차.
동문：둥먼루(東門路)와 청펑루(與城峰路)의 교차지, 따이초등(大
義國中)뒷편301, 38번을 타고 청펑루(城峰路)역에서 하차

생태 녹지

롄츠탄(蓮池潭)연못가 낡은 성 여행

핑청포대(平成砲台)

쇼핑 상권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동편문(東便門)

종교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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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펑포대(訓風砲台)

생태 녹지
생태 자원이 풍부하고 습지 생태 또한 완벽히 갖추고 있다.
대면적의 잔디, 풍부한 생태의 해안 공원이다. 화훼 식물로
장식된 도시 경관을 자랑한다. 가오슝을 환경 보호가 잘 된
생태도시로 만들었다.

쇼우산동물원(壽山動物園)
살아있는 자연박물관으로써 최적의 동물성장환경 및
전시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장소와 연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매우 교육적인 곳이다. 대형 동물전시장,
타이완 원시생물구역, 어린이목장, 조류전시구역,
교육센터, 워터광장 등이 있어 시민들이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56번 쇼우산동물원(壽山動物園)전용버스
1. 기차역 출발→MRT 옌천부(鹽埕埔)역→동물원
2. MRT 옌천부(鹽埕埔)역 탑승장소：4번출구에서 우프쓰루
(五福四路) 화난은행(華南銀行) 앞에서 탑승
3. 버스운행시간
매일08:30-17:30, 평일 1시간마다 1대, 휴일 15-20
분에 1대 운행.(월요일 휴원으로 운행 안 함)
야간 연장 개방기간에는 56번 버스가 발차시간을 연장한다.
동물원 정문의 막차 발차시간은 야간9시임으로 많은 이용
바란다.

쇼우산커플전망대(壽山情人觀景台)
일생일세( 一生一世 )의 의미를 가진 이곳은 쇼우산
( 壽 山 ) 충열사( 忠 烈 祠 ) 옆에 위치하고 있다.
전망대에는 32종류의 사랑의 선언문자판이 있어
사랑은 국경이 없는 공통언어임을 상징한다. 또한
커플 장치예술인「LOVE전성통( 傳 聲 筒 :소리를
전달하는 통)」및 원숭이 석조모형 3개가 설치되어
있다. 각각 연애 시의 구애, 열애, 결혼의 단계를
상징하고 있다. 찬란한 해돋이 및 아름다운 등불의
야경이 눈 아래 펼쳐진다. 가오슝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가운데 한 곳이 되었다.

12

충열사(忠烈祠)전방
버스/ 56번 충열사 정류소

4계절 축제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항만
문화 창의적
예술

청칭호(澄清湖)풍경구

역사적인 고적

청칭호( 澄清湖 )는 국내 유명 여행지로, 103헥타르의 호수 주위로는
7km에 달하는 호수 일주로가 있고 곳곳에 정자누각이 있다. 산책을
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 경치를 볼 때 독특한 복고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호수가를 따라 매롱춘효( 梅隴春曉 ), 곡교구월( 曲橋鉤月 ),

생태 녹지

류안관연( 柳岸觀蓮 ), 고구망해( 高丘望海 ), 심수명금( 深樹鳴禽 ),
호산가기( 湖山佳氣 ), 삼정람승( 三亭攬勝 ) 및 봉조용금( 蓬島湧金 )
등 청칭호 8경은 호수 주변 풍경 잘 어우러져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강 휴양지이다.

악지형 경관
풍요로움의
고향

냐오송구(鳥松區) 따피루(大埤路) 32호
풍경구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조회 바랍니다.chengcinglake.water.gov.tw
기차：가오슝기차역(高雄火車站), 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60번 탑승
MRT：웨이우잉(衛武營)역 3번 출구에서 70번 버스로 환승
버스： 60, 70, 79, 217번
운전：1번국도 중정(中正)IC에서 내려 펑산(鳳山) 방향으로 가다가
청칭루(澄清路)에서 좌회전해서 직진하면 된다.

냐오송습지( 鳥 松 濕 地 )는 타이완 최초의 인공습지공원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 특색을 가지고 있어 매우 아름다운 야외
생태 학습 장소이다. 주말 휴일에는 생태 해설 프로그램이
등이 습지 물가에서 노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원향유곡

냐오송구(鳥松區) 따피루(大埤路) 32호(청칭호(澄清湖)정문 옆)
관광예약：가오슝시 야생조류학회(07)236-1086
기차：가오슝기차역(高雄火車站), 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60번 탑승
MRT：웨이우잉(衛武營)역 3번 출구에서 70번 버스로 환승
버스： 60, 70, 79, 217번
운전：1번국도 중정(中正)IC에서 내려 펑산(鳳山) 방향으로 가다가
청칭루(澄清路)에서 좌회전해서 직진하면 된다.

객가산성 은

있고, 목잔도( 木棧道 )를 걷다 보면 청둥오리, 쇠물닭, 쇠백로

랴우위 해안

냐오송(鳥松)습지

쇼핑 상권

관인산풍경구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관인산( 觀 音 山 )은 유명한 맨발 자연
공원으로 철분이 풍부한 사암이 풍화 거친
후 토질이 곱게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등산, 하이킹, 운동을 한다.
교통/
고철(高鐵) 줘잉(左營)역→홍(紅)60번 버스→
따셔종산루(大社中山路)→
택시 혹은 걸어서 관인산(觀音山) 도착

종교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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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지형 경관
악지형(惡地形)은 주로 이암(泥岩), 사암(砂岩), 혈암(頁岩)등으로
구성된다. 가공하지 않은 기괴하고 황량한 원시적인 경관은 마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지질 생태 교실을 연상케 한다. 땅
표면에는 빛을 발하는 광물질이 있어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을 발해서 달세계라는 명칭을 얻었다.

옌차오(燕巢)풍경구
옌차오(燕巢)구내에는 악지형, 이화산(泥火山), 나암(裸岩), 폭포 등
특이한 지리적 경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다. 풍경구 내의
악지형은 지관산 (雞冠山), 태양곡(太陽谷), 창어호(嫦娥湖)가 있고,
이화산 지형에는 양뉘호(養女湖), 군수이산(滾水山), 신양뉘호(新養
女湖) 및 우산딩이화산자연보호구 (烏山頂自然保留區)가 있다.
옌차오 진산리 판티엔루 피디시항(燕巢區金山里番田路埤底巷) 옌차오
구공소 (07)616-1411
교통/
국도1호 강산(岡山) 인터체인지에서 내려 186공로로 가다 옌차오종민루(燕
巢中民路) 혹은 종화루(中華路)까지 가서 진산(金山) 3번 다리를 지나
판쯔티엔(番仔田) (진산초등(金山國小))까지 가면 곧 도착한다.
옌차오시앙위엔차오인문협회(燕巢鄉援剿人文協會) (07)614-2381

우산딩이화산자연보호구(烏山頂泥火山自然保留區)
타이완에서 가장 작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진산촌(金山村) 부근에 있다.
진흙을 뿜는 추형(錐型) 이화산 2곳이 있다. 높이 3-5미터에 달하며
타이완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가진 화산으로 장관을 이룬다.
옌차오 진산리 션수이단 183-8호(燕巢區金山里深水段183之8號)
(07)616-1411(옌차오 구공소)
개방시간：8:00-17:30 이곳에서는 천연 광물 진흙 채집 및 불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보호구 입장 시 「우산딩이화산입장허가신청서(烏山頂泥火山進
入許可申請表)」를 작성해야 한다. )
교통/ 옌차오(燕巢) 인터체인지에서 내려 186현도(縣道)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
보면 옌차오(燕巢)가 나온다. 옌차오(燕巢)시가지에서 종민루(中民路)를 따라
진산촌(金山村)으로 진입한다.

아공띠엔저수지(阿公店水庫)
가오슝시(高雄市) 옌차오(燕巢), 톈랴우(田寮) 2곳의 아공띠엔계곡
(阿公店溪)의 중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산 속의 호수가 있어 아주
아름답다. 타이완 최소 저수지 일주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으로
10km달하는 도로는 흔들다리 2곳과 연결되어 있고 길을 따라 10
경이 있다. 산책을 할 경우 약 2시간이 걸린다.
옌차오구 시옌촌 공청루 9호(巢區西燕村工程路9號) (07)616-5641
운전：고속도로 강산(岡山) 인터체인지에서 내려 186현도(縣道)
옌차오(燕巢) 방향으로 가다가 옌차오신성루(燕巢新生路)에서
북쪽으로 14향도(鄉道)를가다 보면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14 버스：강산(岡山)-옌차오(燕巢)행, 혹은 옌차오(燕巢)-치산(旗山)
행가오슝버스(高雄客運)저수지 입구에서 하차한다.

4계절 축제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항만
문화 창의적
예술

위에스지에(月世界) 악지형에서 심오함을 찾다

전혀 가공하지 않은 기괴하고 황량한 원시적 악지형 경관은 마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지질 생태 교실을 연상케 한다.
中心)」를 중심으로 해서 호수 일주 보도와 산골짜기를 연결한
환형 코스는 악지형을 감상하기에 좋은 코스이다. 이외에도
보도는 우리컹(五里坑)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어진다.

생태 녹지

「위에스지에 이암지질 생태해설센터(月世界泥岩地質生態解說

톈랴우구 총더리 위에치우루 36호
(田寮區崇德里月球路36號) (07)636-6611
운전：국도1호 루주(路竹) 인터체인지에서 내려 184현도(縣道)를
따라 가다강산터우(崗山頭)에서 5km를 더 가면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안내표지판의 안내를 따라 가면 도착한다.
버스：강산(岡山), 타이난(台南)에서 가오슝버스(高雄客運) 구팅(古
亭)행서틀을 타고 위에스지에(月世界)에서 하차하면 된다.

역사적인 고적

악지형(惡地形)과 이화산(泥火山)이 가장 많이 발달한 지역이다.

악지형 경관

산호초 지형
따깡산풍경구(大崗山風景區)는 산호처 석회암 지형에 속한다. 조원사(朝

풍요로움의
고향

元寺) 뒷산 보도를 따라 일선천(一線天), 석모유(石母乳), 정인동(情人
洞), 수신동(瘦身洞)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자연비경이 분포되어 있다.

랴우위 해안

크고 작은 이화산(泥火山)이 있다. 그 중에 총더리(崇德里)
의 작은 샤오군수이(小滾水)와 구팅촌(古亭村) 따군수이

원향유곡

톈랴우(田寮)에서 치산(旗山) 타이(台)28선까지 길을 따라

객가산성 은

크고 작은 군수이(滾水)이화산(泥火山)

(大滾水)는 가장 편하게 이화산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지질이 산호초 석회암에 속하며, 게다가 석회암 지질의

쇼핑 상권

따강산풍경구(大崗山風景區)
계곡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곳으로

유명하다.

따깡산(大崗山)풍경구는

인문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곳이 되었다.
따깡산(大崗山)자연생태구의

면적은

80헥타르이며,

등산로를 따라 광물전시관, 녹원(綠園) 및 상사보도(相
思步道), 자연공원 전망대 등 감상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20여곳이 있다. 야생 동물도 많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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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순례

아리엔구 푸안루(阿蓮區復安路) 아리엔구공소
(07)631-1177
교통/ 가오슝버스(高雄客運) 8012(치산(旗山)-아리엔
(阿蓮)-강산(岡山)행)→강산터우(崗山頭)역에서 하차
→택시 혹은 도보로 도착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있다. 서편에 위치한 아리엔(阿蓮)은 명산고찰들이 많은

풍요로움의 고향
가오핑(高屏) 계곡물이 따수따랴오(大樹大寮)를 지나 린위엔(林園)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산물이 풍족하며 따수(大樹) 위허바오(玉荷包) 여지와 진쭈안
(金鑽)파인애플, 따랴오(大寮)의 팥, 린위엔(林園)의 신선한 생선 등이 까오핑
(屏溪)계곡의 풍족한 이미지로 인해 풍요로운 농수산물의 도시가 되었다.

까오핑구철교습지
죠디에챠우( 舊鐵橋 )는 가우핑시( 高屏溪 )위에
있는 철교이며 본명은 샤딴쉐이시디에챠우
( 下淡水溪鐵橋 )로 총 길이는1526m, 24절( 節 )
강철구조로 조성되여 타이완 유일의 제2급
고적의 철도용 교량이다. 오른쪽 습지는
생태복원을 통해 이미 접적부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청둥오리, 쇠오리등
조류의 중요한 서식지가 되였으며 동물 식물등
생태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따수구 주랴우리 주랴우루 109호
(大樹區竹寮里竹寮路109號) (07)652-2292
운전:국도1 혹은 국도3에서 국도10으로 연결하여
링커우(嶺口) 인터체인지 (따수(大樹), 퍼광산(佛
光山)출구)로 나가서 오른쪽 타이 (台) 29선
방향으로 표지판 따라 약 12km후 도착.
기차:죠츄당(九曲堂)기차역, 보행 혹은 택시 사용.

과일고향 방문─따수
따수구( 大 樹 區 )는 가오핑시( 高 屏 溪 ) 옆에
자리하고 타이완 최대의 리치( 荔

枝 )

재배지역이며 과일 왕후인 위허바우( 玉荷苞 )의
제일 중요한 생산지이다. 매년 5-6월은 즙이
풍부한 리치( 荔枝 ) 생산계절이고 위허바우 ( 玉
荷 苞 ) 소시지과 리치술 등 제품도 생산한다.
또하나의 명산은 파인애풀이고 음식, 과일 혹은
피클음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년 4계절
먹을 수 있으며 찐촨( 金 鑽 )파인애풀의 맛은
적당한 신맛과 단맛이 입안을 최적화로 만들어
시장에서 매우 인기를 받고있는 과일로 따수( 大
樹 ) 방문시 반드시 먹어봐야 할 맛이다.
16

4계절 축제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항만

산허와요
기와산업이 따수구(大樹區)에서 전성시기때는 20
여 가구가 있어고 몰락후 남은 산허와요(三和瓦窯)
는 현지 문화 역사와 결합하여 각종 DIY 및 타일
가마 제품을 개발하여 여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문화 창의적
예술

따수구 주랴우리 주랴우루 97호
(大樹區竹寮里竹寮路97號) (07)651-2037
버스：가오슝기차역→퍼광산(佛光山)행 가오슝버스
(高雄客運)을 탑승하여 롄라이촌역(蓮萊村站)
에서 하차후 보행으로 약10분후 도착.

주랴우취쉐이짠

역사적인 고적

1911년 건설 완료한 주랴우취쉐이짠( 竹
寮 取 水 站 )은 중국전통건축의 와전 ( 瓦
鎮 )과 산지양( 山牆 )를 구비한 외관으로

고딕건축과 유사한 중서( 中 西 ) 특색을
융합하여 3급고적으로 임명되여있다.

부처님기념관은

( 鳳山轉運站 )에서 따수지프선 ( 大樹祈福線 )

기념성이 있는 건물로 내에 있는 불광대불은

버스를 탑승하여 따수주랴우산( 大 樹 竹 寮 山 )

세계 최고의 동구좌불(銅構坐佛)이며 높이는

주류장, 죠디에챠우 ( 舊鐵橋 )습지공원, 펑리( 鳳

50m, 성불대도(成佛大道) 에는 8탑, 천궁은

荔 )문화관, 구산( 姑山 )창고, 롱무단지 ( 龍目社

중국식 7층보탑으로 중국과 인도 스타일을

區 ), 퍼광산( 佛光山 )등 명소를 투어할 수 있고 50

융합한 건물이고 부처님 참뵈, 점등, 기도를 할

위엔( 元 ) 1일표 가격은 각 코스에서 자유롭게
1.가오슝기차역→치산(旗山), 메이농(美濃), 지야시엔
(甲仙), 료우괴이(六龜) 등 (퍼광산(佛光山)노선을
지나간다)으로 운행하는 가오슝버스을 탑승.
2.고철→쭤잉(左營)1번 출구 앞 5번
플랫폼에서 퍼광산(佛光山) 직행
이따버스(義大客運)으로 환승.

국제박물관으로 선택되여다.
따수구 싱뎬루153호(大樹區興田路153號)
(07)656-3033#4002

원향유곡

승하차 가능과 횟수에 제안을 안 받는다.

에 선발되여고 2014년은 ICOM인증을 통해

객가산성 은

수 있으며 2013년에는 「타이완 종교백경」

랴우위 해안

불교의

풍요로움의
고향

MRT오랜지선 따동역( 大東站 )앞 펑산버스터미널
퍼광산(佛光山)옆

악지형 경관

따수(大樹) 축복 투어

부처님 기념관

생태 녹지

따수구 주랴우루47호(大樹區竹寮路47號)
(07)651-2077
기차：죠츄당(九曲堂)기차역→택시로 환승하여 도착.
운전：
(1)국도1호→난즈(楠梓)인터체인지→치난공로(旗楠公
路)→ 리링따챠우(里嶺大橋)→타이(台)29선으로
우회전→종정1루(中正一路)→주랴우루(竹寮路) 도착.
(2)국도3호→타이(台)29선→종정1루(中正一路)→
주랴우루 (竹寮路) 도착.

쇼핑 상권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종교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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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우위 (療癒) 해안
가오슝의 해안선은 65Km에 달한다. 쯔관(梓官)의 커자이랴오 어항
(蚵仔寮漁港), 미투오해안(彌陀海岸)에서 치에띵(茄定)까지 달하는
싱다항(興達港)은 신선하고 바다의 맛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해변의
아름다운 석양으로 인해 힐링해안이라고도 불린다.

난랴오어항(南寮漁港)
미터우( 彌 陀 )는 슬목어의 고향이며, 서남해변이
난랴우어항( 南 寮 漁 港 )으로 미터우항( 彌 陀 港 )
이라고도 불린다. 2010년 10대 아름다운 어항
「정정금생( 情 定 今 生 )」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여우치공원( 遊 憩 公 園 )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강,
목잔도( 木 棧 道 ), 정자 및 백사장놀이구역 등 개방된
공간이 있으며,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미터우구어회( 彌 陀 區 漁 會 )는 각종 해산물 가공품
선물세트 및 스샹치( 虱 想 起 ) 시리즈 관련 상품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광을 마친 후에 맛있는
기념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미터우구 난랴우리 위강1루 60호
(彌陀區南寮里漁港一路60號) (07)617-7063
교통/
강산(岡山) 인터체인지에서 내려 186번 현도(縣道)로 진입,
미터우(彌陀) 17번 현도(縣道)로 직진 혹은 타이1성도(台1省
道)에서 미터우구(彌陀區)로 갈아타면 도착한다.

커자이랴오 어항(蚵仔寮漁港)
가오슝에서 유명한 관광 어시장으로 매일 오후 당일 잡아온
신선한 해물이 가득한 어선이 들어오며 샛줄멸, 게 맛살,
오징어 등 무게 제한 없이 모두 도매가격으로 판매하여
민중들의 열기는 대단하고 휴일이되면 많은 여객들이
모여들어 구매를한다.
어항(漁港)의 아름다운 석양 사진은 2008년 「감정 상처
치료」를 테마로한 매력어항상 (魅力漁港獎) 을 수상하여고
2011년에는 10대 매력어항의 영광을 획득하여다.즈관어회
(梓官漁會)는 롄롄거자이랴우(戀戀蚵仔寮)점포를 성립하여
현지의 다양한 어산 가공품 선물세트를 마련하여고 숭어알
또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새해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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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관구 종정루 306호(梓官區中正路306號) (07)619-4100
기차：깡산(岡山)기차역 하차 → 가오슝버스(高雄客運) 8017
(깡산(岡山) – 가오슝 (高雄))으로 환승→ (츠칸(赤崁))거랴우역(蚵
寮站)에서 하차→택시로 환승하여 도착
버스：가오슝버스(高雄客運) 8017 (깡산(岡山) 탑승→(츠칸(赤
崁))거랴우역 (蚵寮站) 에서 하차 →택시로 환승하여 도착

4계절 축제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항만

황금해안
해안길이는 약 2km, 매우 넓은 시야와 석양하에
황금색 해빗이 모래에 앉아있어서「황금해안」
이라고 하며 낚시, 차를 달이고,바베큐, 자전거 등
각종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다.

문화 창의적
예술

미터우구 광허촌 광허루(彌陀區光和村光和路) (07)619-1216
(미터우구공소(彌陀區公所))
교통/ 깡산(岡山)기차역에서 깡산초등학교로 보행 → 8018
(깡산(岡山) – 난랴우 (南寮))탑승→종정시루역(中正西
路站)에서 하차→택시로 환승하여 도착

역사적인 고적

칭런부두(情人碼頭)

생태 녹지

「칭런부두(情人碼頭)」에 오면 로맨틱한 해변에서
산책을 하면서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저녁의 시원한
바람 및 해상의 흰 갈매기를 볼 수 있으며 근처 관광
어시장의 어물장터에는 먹거리와 쇼핑을 즐길 수
있으므로 인간과 바다가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명소이다.

랴우위 해안

싱따항어회(興達港漁會) 빌딩앞에 위치하고 황혼시간에는 약 6, 70개
노점이 진입으로 가지각색의 수산물 판매 및 「바로 잡은」어물들은 여러
신선하 물고기, 새우, 조개류와 게 종류등을 포함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및 간식들도 있으며 주변에는 대형 해산물상점과 어업문화의
수집상점을 참관할 수 있다! 휴일에는 많은 인파로 인하여 이미 타이완
남부 관광객이 제일 많은 어항중 하나이고 영업시간은 오후5시에서 저녁
7,8시 사이이다.

풍요로움의
고향

싱따항(興達港) 관광어시장

악지형 경관

짜딩구(茄萣區) 치로우완해안
싱따항구어회(興達港區漁會):짜딩구 동팡루1단 239호(茄萣
區東方路一段239號) (07)698-8233
기차：국철 따후역(台鐵大湖站)하차후 동팡루(東方路)로
직진(약5km)후 도착.
운전：국도1호 루주(路竹)인터체인지→루주방향으로 직진
→동팡루(東方路)로 연결하면 도착

객가산성 은
원향유곡

짜딩구 치로우촌 따파루(茄萣區崎洛村大發路) 일대 (07)698-8233
公車：홍71루 버스(싱따항(興達港)관광어시역)（興達港觀光魚市站）。
운전:타이(台)17에서 동팡루(東方路)로 직진 →정따루(正大路)로 연결 →
민즈루(民治路)→민쵠루(民權路) 좌회전 → 민요우루 (民有路) 우회전 →
따파루(大發路) 좌회전.

쇼핑 상권

짜딩(茄萣)빈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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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딩구 빈하이루(茄萣區濱海路 )와 런아이루(仁愛路)
건널목
교통/ 국도1호 루주(路竹) 인터체인지→타이(台)28선
(환쵸우루(環球路))에서 루주(路竹)방향으로→
타이(台)28(동팡루(東方路))에서 서쪽 타이17로
직진 →민즈루(民治路)에서 빈하이루(濱海路)로
우회전하고 런아이루 (仁愛路) 직진하면 도착.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해안선 길이는 약900m로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복지면적은 약5헥타르로 공원에는 생장이
완정한 목마황 방풍 숲이 보육되 있고 근래에는
넓은 그린 갤러리공간으로 변신하여 시민들에게
파도, 석양, 어장 관람에 사용하여 짜딩(茄萣)의
새로운 매력을 재현한다.

객가산성(客家山城)은
객가문화, 요리, 전통공예 외에도 인문 특색, 사찰 고적, 진두
(陣頭) 문화 등 풍부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 객가 풍습은
소박하며 산성의 경관 또한 더없이 아름답다.

정이 많은 하카(客家)─메이농
고박(古樸)한 유지(油紙)예술, 탱탱한 반탸우(粄條)와 독득한 하카(客家)풍정으로
메이농 (美濃) 이 2012년 10대 관광도시중 하나로 선발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게되여다.

중정호(中正湖)
쳉칭후(澄清湖) 다음으로 가오슝에서 2번째 큰 인공호수이다. 매년 10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많은 겨을 철새들이 머물어서 남부에서 조류 관상하기 최적의
장소이며 자전거로 호수 투어도 매우 적합하다.

동먼로우
1755년에 건설하여고 1937년 청조 롱짠펑거(龍簷鳳閣) 외관을 모방하여
모델링하여 우뚝 솟은 장엄한 모습이 메이농(美濃)의 지표이며 메이농인의 풍부한
생활의 고박이 담아있고 동먼로우(東門樓) 하에 메이농허(美濃河)는 옛날 부녀들의
공공빨래장이다.

메이농객가문물관(美濃客家文物館)
2001년 설립후 하카(客家) 문화역사의 보존과 전승의 중요한 사명감이 있고 이엔로우
(菸樓)스타일 적용과 합원(合院) 디자인적 건축 스타일로 차분하고 박실하다.
메이농구 민주루 49의 3호(美濃區民族路49之3號) (07)681-8338
개방시간:화~금9：30-16：30월요일 휴관；
양력 1월 1일, 구정 설날(섣달그믐, 음력 1월 1일), 청명절, 단오절, 추석 휴관

족군웅합─샤린
위에광산(月光山) 터널을 지나서 조용하고 우아한 전나무가 환영한다.
팔팔풍재(八八風災)후
따아이단지(大愛園區),
용링(永齡)유기농장에
잔나무, 호로(葫蘆) 조각기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잔나무는 여행인
마음에 스트레스를 푸는 뒤공원이 되여다.

따아이단지는(大愛園區)
2009년 모라꼿 태풍재해 이후, 따아이단지는(大愛園區)
가원을 중건한 중요기지이다. 내부에는 교회, 공방,
희망광장, 원주민 문화공원이 있으며, 그리고 민족특색을
띈 「가옥어록(家屋語彙)」이 있다.

호로 조각의 미(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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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박 조각가인 허밍시엔(何明賢)이 자신의 농장인「葫蘆
藝術文化村」에 각종 조롱박 조각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휴일에는 조롱박DIY를 예약하여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산린(杉林)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관광코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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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의 고향─치산
타이완은「바나나왕국」의 미예가 있어고 가오슝 치산(旗山)은
독특한 기후와 환경 우세로 인해 우수한 품종과 맛이 제일하는
바나나를 재배하여 번영한 치산시기도 있어다. 그로인하여 진한
문화와 인문풍정이 있는 역사 마을이 되여다.

치산옛거리(旗山老街)
치산의 옛 명층은 판수랴우제(蕃薯寮街)로 거리는 비토리아식

문화 창의적
예술

외관의 치산기차역을 기점으로 거리에는 바로크식 건물, 석 아치
회랑거리 집, 투카초(Thokakchhu/土埆厝), 삼허원 등 건축형식
및 스타일이 치산지역이 일치시대 부터의 문화 변천을 반영하여
휴일이면 많은 여객이 모여들고 지방 간식 및 어름 먹거리도 매우

역사적인 고적

유명하다.

치산(旗山)기차역

생태 녹지

치산 옛 거리(旗山老街) 정점에 자리하고 기차역의 건물 스타일은
일본식, 비토리아식과 고딕 스타일을 융합한 가벽고 활발한
리틈감을 표현하였으며 지금은 전시장 및 치산(旗山) 기념품과
문화 창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악지형 경관

치산구 종산루 1호(旗山區中山路1號) (07)662-1228
버스:가오슝기차역에서 가오슝버스305 혹은 308로 환승하여 치산역
(旗山站)에서 하차
운전:국도3호 톈랴우(田寮) 인터체인지→184현도(縣道) 따라 동쪽을
진행하면치산(旗山)에 도착

풍요로움의
고향

예진(藝陣)의 고향─네이먼
어린이가 큰 칼을 휘든다, 내이먼(內門) 노중청 3대의 졘토우(陣
頭) 기예는 매우 많다. 5가구의 1가구가 절대적인 기술을 가춰
있고 하나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들도 자기만의 전설이 있으므로

랴우위 해안

풍경만 희귀한게 아니고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네이먼송강진(內門宋江陣)
타이완 민속예진 (藝陣) 국보지역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여
한 마을 한 특색이 되여고 그중 쏭짠졘(宋江陣)은 전국 최고로
매년 3,4월간은「가오슝 내이먼 쏭짠졘 카니발(高雄內門宋江陣

청나라 시대 타이양(臺陽) 팔경중 하나로 그뜻은 내이먼구(內門區)
경내는 녹색 청회암으로 구성된 악지지형으로 모여있는 봉우리 배열이
전체 산 지역을 날아다니는 기러기 같아서 그 이름이 부쳐저다.

네이먼 308고지(內門308高地)

종교순례

21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가오슝시내이먼구) 산핑촌 우시론(高雄市門區三平村烏西崙)
交通/ 국도10호 종점 출구에서 치산(旗山)방향으로 →타이(台)3선 (치핑루
(旗屏路)) →치웬루(旗文路)→종정루(中正路)→난핑루(南屏路)→
짜핑공루(嘉屏公路)→산칸뎬루(三崁店路)후 표지따라 직행하면
도착

쇼핑 상권

네이먼(內門)과 타이난 주어전(臺南左鎮), 룽치(龍崎)의 경계점에
있으며 해발308미터에서 그 이름이 지어졌다. 인근 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깝게는 악지형이, 멀게는 지아난평원(嘉南平原)이
보인다. 경관이 수려하고 변화무쌍하다.

원향유곡

嘉年華會)」로 유명한 민속축제가 되여다.

안무연우

객가산성 은

내이먼구(內門區)는 전국에서 민속 졘토우(陣頭)가 제일 많아

원향유곡(原鄉幽谷)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 맑은 물이 흘러 그 경관이 아주 웅장하다.
폭포, 유곡, 반딧불 등 자연 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원주민의
거주지이기도 한 이곳은 원주민 부락의 문화, 특색요리가 있어
원주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류구이─스바뤄한산(十八羅漢山)

라오농계곡(荖濃溪)옆에 있고 크기가 다른 40여 직립 산봉우리로 이루어져있다.
스바뤄한산(十八羅漢山)의 산형은 산핑린반도로(扇平林班道路)의 전망대로
가거나 라오농계곡(荖濃溪) 아래 맞은편의 185현도(縣道) 옆에서 감상할 수 있다.

지야시엔(甲仙)에서 영화 발일적하
(拔一條河)를 쫓다
가오슝( 高 雄 )의 산성이 지야시엔( 甲 仙 )을 주촬영지로 한
다큐멘터리
《발일적하( 拔一條河 )》
상영 이후, 사실적인 줄거리와
진실한 생활상을 보여주어지야시엔( 甲仙 )에 새로운 관광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차오위빙( 炒芋冰 /토란 아이스크림)을 체험하고,
메이쯔지요리( 梅子雞大餐 /매실닭 요리), 토란 죽순요리와 같은
제철 요리, 현지 먹거리를 맛보는 것 외에도, 농특산물 및
특색가공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샤오린핑푸(小林平埔)밤축제(夜祭)
매년 음력 9월 15일 보기 드문 핑푸족(平埔族)의 밤축제(夜祭)는
샤오린(小林)지역에서 완벽하게 보전되어왔다. 우리푸의(五里埔)
의 「공지에(公廨)」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태조의 제례의식이
끝난 후에 여자영매인 왕이(尪姨)가 핑푸족 부족인을 이끌고
부족인을 보호 해달라는 의미의 「카라와(喀拉哇)」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샤오린핑푸문물관(小林平埔文物館)
핑푸토대옥( 平埔土台屋 )을 특색으로 한 문물관으로 중건의
의지를 보여준다. 실물을 통해 그 동안의 샤오린촌( 小林村 )
발전 과정을 완벽하게 구성하였다.
지야엔구 샤오린촌 우리푸50호(甲仙區小林村五里埔50號)
(07)676-1455
버스：가오슝기차역(高雄火車站)／치산(旗山)에서 8032으로 환승→
산린(杉林)→지야시엔(甲仙)(주말 휴일 관광버스)
운전：국도10호를 타고 치산(旗山)→메이농(美濃)→산린(杉林)→
타이(台)29→지야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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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린국가풍경구(茂林國家風景區)

문화 창의적
예술

타우위엔(桃源), 료우괴이(六龜), 마오린(茂林) 등
지역을 뛰어넘어 높은 산, 험준한 계곡, 곡류, 폭포,
협곡, 온천 등이 중앙 산맥 깊이 자리잡고 있다. 푸농
(布農), 루타이(魯凱) 등 원주민의 전통거주지이기도
하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국제급 겨울나기형
나비계곡(紫蝶幽谷)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부락에는 석반옥(石板屋), 흔들다리,
인문제전(人文祭典) 및 특색요리가 있어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이다

마오린나비계곡(茂林紫蝶幽谷)

역사적인 고적

이곳은 세계에서 유명한 월동형 나비계곡 2곳 중의 한
곳이다. 오색나비(紫斑蝶)는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3
월까지 따뜻한 마오린(茂林)유곡에 날아 들어 자리를 잡고
약 2개월 동안 추위를 피하고 번식활동을 시작한다.
군집을 이룬 오색나비의 기이한 경관을 볼 수 있다.

타오위엔─가득히 핀 꽃을 감상하다

풍요로움의
고향

위산(玉山)의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내의 지형은 산세에 의지하고
있으며 라오농계곡(荖濃溪)이 이곳을 관통하고 있다. 풍부한 지리적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진귀한 자원과 생태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푸농족(布農
族), 저우족(鄒族) 및 파이완족(排灣族) 등 원주민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겨울 매화가 만개하여 꽃을 감상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악지형 경관

마오린국가풍경구(茂林國家風景區)
운전：국도3호 지우루(九如)인터체인지→타이(台)3선 북(北)
행→리강(里港)→타이(台)22선 동(東)행→타이(台)27선
북(北)행→까오수(高樹)→마오린(茂林)

생태 녹지

버스: 타이완 철도 가오슝(高雄)역→가오슝버스(高雄客運)
(료우괴이(六龜), 라오농(荖濃), 바오라이(寶來)행)→

바오산얼(寶山二)그룹

랴우위 해안
객가산성 은

바오산(寶山), 얼지두안(二集團)은 텅즈삼림유락구(藤枝森林遊樂區)의 부락 2
곳을 지나가며, 산벚꽃(山櫻花)을 대규모로 키우고 있어 개화시기 때마다
벚꽃들이 화려하게 만개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바오산(寶山)은 야생차,
푸농극장(布農劇場), 터우지엔산(頭剪山) 등산, 우롱차(烏龍茶), 알로카시아, 옛
유적지 등 생태보도(生態步道) 6곳을 조성하였다. 이 6곳 모두 숨이 멎을 만큼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다. 。
바오산지역사회 발전협회(寶山社區發展協會)：타우위엔구 바오산리 7린 98
호(桃源區寶山里七鄰98號) (07)689-3769
안내 문의 전화：0912-120403（천펑쟈오(陳鳳嬌)

팔팔풍재( 八 八 風 災 )이후 재건한 민취엔초등( 民 權 國 小 )의 그린
에너지 학교건물은 풍력과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만든다. 태국식
가옥과 환경보호를 위한 생태연못 등 그린 에너지 건축물 또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다.

종교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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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리 녹색건물(美麗綠建築)─
민취엔(民權)초등학교

쇼핑 상권

풍부한 삼림자원, 맘 따뜻한 원주민, 반딧불의 고향으로 부농( 布 農 )
족과 저우( 鄒 )족이 주로 산다. 일년 사계절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여름에는 삼림욕, 물놀이, 나비 감상을 할 수 있고, 매년 4-6
월은 반딧불의 계절이다. 4,5월달의 사이제( 射 耳 祭 :활쏘기 행사),
복숭아축제( 水 蜜 桃 季 )는 바로 나마샤( 那 瑪 夏 )의 봄 축제이며,
사이제와 부농족의 팔부합음( 八部合音 )은 매우 유명하다.

원향유곡

나마시아─생태 여행으로 기분을 바꿔보자

쇼핑 상권
백화점과 쇼핑광장 주변의 상권이 MRT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쇼핑을 하든, 영화를 보든, 맛있는
음식을 먹든 모두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다.

드림 몰(統一夢時代購物中心:Dream Mall)
쇼핑센터, 식당가, 영화관, 옥상
공중공원의 이름은「가오슝의 눈」의
HELLO KITTY페리스 휠이 특색이다.
젼졘구 종화5루 789호(前鎮區中華五路789號)
(07)973-3888

싼뚜오상권(三多商圈)
MRT산또역( 三 多 站 )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3개
백화점과 상점 그리고 야시장이 있어서 가오슝에서
제일 인기있는 쇼핑지역중 하나이다.
신광미츠코시:젼졘구 산또산루213호(前鎮區三多三路213號)
(07)336-6100
태평양SOGO：젼졘구 산또산루217호 (07)338-1000
따왠바이:링야구 산또4루21호(苓雅區三多四路21號)
(07)972-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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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리(大立)상권
해만곡선형의 건축으로 외관 유리는 LED 라이트
효과로 인해 활기찬 면모를 선사한다.
젼찐구 우프3루57호(前金區五福三路57號)(07)261-3060
한션백화점
젼찐구 청꽁1루266-1호(前金區成功一路266-1號)
(07)215-7266

신죈짱‧위쥬상권

문화 창의적
예술

MRT중앙공원역( 中央公園站 ) 양옆에 있는 상권으로
유행과 패션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가있는
쇼핑천국이다.
교통：MRT 홍선중앙공원역(中央公園站)

역사적인 고적

쥐단(巨蛋)상권
가오슝 아레나( 高雄巨蛋 )를 중심으로 주변 야시장과 상점을
결합한 북가오슝 최대 상권이다.

생태 녹지

한션쥬딴(漢神巨蛋)쇼핑 플라자:줘잉구버아이2루777호
(左營區博愛二路777號) (07)555-9688
교통：MRT 홍선 쥬딴역(巨蛋站)

신주어(新左)상권

악지형 경관

남타이완 첫 번째 역형태 상권으로 3철공구( 三鐵共構 )하는
신줘잉역 ( 新 左 營 車 站 )에 자리하여 관광객 및 비즈니스
여객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고 많은 먹거리와 쇼핑도
즐길 수 있다.
줘잉구 짠지엔베이루1호2F-4F(左營區站前北路1號2F-4F) (07)585-9999
교통：MRT 홍선 줘잉역(左營站)

풍요로움의
고향

이따(義大) 테마파크 및 쇼핑 몰

랴우위 해안

이따( 義 大 ) 테마파크는 그리스환경을 위주로
디자인하여 이국적 여행 재미를 체험할 수 있고 타이완
최초로 창설한 대형OUTLET MALL이다. 페리스 휠은
이따( 義大 )쇼핑 몰A동에 자리하고 해발215m의 타이완
최고로 높은 페리스 휠은 가오슈 핑동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따!

객가산성 은

따수구 쇄에청루1단12호(大樹區學城路一段12號)：0800-656077

원향유곡
쇼핑 상권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종교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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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음식
가오슝의 먹거리는 다양하고 풍부하다. 국제적 대형
레스토랑, 현지 먹거리와 야시장 먹거리가 있어서 맛있는
미식을 통해 현지 문화와 풍속민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생향미(色香味)가 구비된 미식여행을 즐길 수 있다.

권촌(眷村)미식

산채백육꿔 & 권촌 특색 음식

펑산(鳳山), 깡산(岡山)와 줘잉(左營) 3지는 가오슝권촌(眷
村)의 본지이다. 인상이 깊은 것은 여러 곳에서 온 권촌의
맛이다. 탄력이 있는 핸드메이드 면종류, 단계적 특색이
있는 샤으빙(燒餅), 가전 3대의 계화샤으찌 (桂花 燒雞),
홍샤우(紅燒)황어 그리고 숱불로 끓인 산채백육화과 (酸菜
白肉火鍋) 은 미식가들의 미각을 붙 잡는다.
뉴로우몐

계화샤으찌

옌청미식(鹽埕美食)
옌청구(鹽埕區)는 초기 가오슝 제일 번화한 지역으로 아름다운 옛
건물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먹거리도 많아서 가오슝의 미식 천당이다.
지역내에는 유명한 간식류는 루외이(滷味), 미까우(米糕), 와쾌이(碗
粿), 수죄몐(酥脆麵), 스무위죽(虱目魚粥), 과일빙수, 아몬드차 등 모든
상가는 상당한 역사가 있으므로 먹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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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수죄몐

따완꽁 과일핑수

미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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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카(客家)미식
특별한 재료, 소스와 요리는 연절, 4계절 생산하는 산림산물
진행에 따란 변화한다. 쌀이 주식인 하카인( 客家人 )은 쌀로
만든 각종 각식와 반류( 粄 類 )가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한다.
조리는 간단하게 요리는 향미처리를 중요히 보고있으며
향료와 소스를 절묘하게 융합하여 하카( 客家 )음식의 특색을
표현한다.

커짜샤우챠우

문화 창의적
예술
역사적인 고적

커짜 펑러우

커짜 레이챠

깡산(岡山)양고기

원주민 음식

내이먼( 內門 )에서는 5가구당 1가구가 반더
( 辦桌 )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자기만의
특기가 있다. 매년 쏭짱졘( 宋 江 陣 ) 경기
주최기관은 총포사( 總 舖 師 )를 초청하여
그들의 요리 솜씨를 맛보며 현지 재료를
쏭짱졘( 宋江陣 )정신에 융입한다.

깡산3보( 岡山三寶 )는 또반짱( 豆瓣醬 ), 꿀과
양고기이다. 당시 각 상점은 본토 흑양고기를
자체 생산, 자체 판매방식으로 맛을 보증하여
점차적으로 명성이 커저서 지금의 깡산( 岡山 )
양고기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되여다.

가오슝은 다양한 족군의 도시로 원주민
음식도 중요한 특색으로 원주민 교향
부락을 여행하면 원주민의 삶 관람뿐만
아니라 원주민 특유의 음식 맛을 잊을 수
없다.

풍요로움의
고향

총빠우양런우

악지형 경관

내이먼 반더

생태 녹지

커짜반탸우

원주민 음식

랴우위 해안
객가산성 은

리우허(六合)야시장
신씽구 료우허2루(新興區六合二路)
(07)337-3184~5
교통：MRT 메이리다오역
영업시간：17:00-새벽

카이쉬엔찐쭈안
(凱旋金鑽)야시장

줘잉구(左營區)의 위청루(裕誠路)와 난빙루(南屏路)
교통：MRT아레나역
영업시간：화、목、금、토、일

교통：MRT 카이션역
찐촨영업시간：화、목、금、토、일
카이션영업시간：월~일요일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루이펑(瑞豐)야시장

쇼핑 상권

타이완의 제일 톡득한 음식문화이며
저렴하면서 맛 있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버블밀크티, 샹지파이(닭튀김), 톡득한 맛의
어아졘( 蚵 仔 煎 /굴요리) 및 한번 먹으면
중독되는 쵸또브( 臭 豆 腐 ) 등등이 한번만
시도해도 영원히 잊을 수 없게된다.

원향유곡

야시장 먹거리

화츠샤우(오징어구이)

아Q똥위엔

타코야키

종교순례

27

스포츠 레저
가오슝(高雄)의 복지는 넓고 기후가 쾌적하여 스포츠 레저에
적합한 장소가 많고 그중 자전거투어, 워터스킹을 체험하는
재미와 녹색 잔디가 있는 골프장도 좋은 선택이다.

자전거 즐기기
가오슝시(高雄市)은 밀접한 자전거 도로망이
구성되여 있어서 자전거를 타면서 항구,
먹거리, 고적 감상, 인문감상 등 각종 가오슝
(高雄)의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가 볼 수가
있다. 250개가 넘는 공공잔전거 대여역은
MRT주변 및 유명한 명소지에 분배되 있어서
사용상 매우 편리하다. 또한, 미국 CNN
에서는 아시아 5대 자전거 타기 적합한
도시로 평가받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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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항만선
시린항(西臨港)선 자전거도로
(위런부두(漁人碼頭)에서 통이몽스따이(統一
夢時代))
치린(旗津)해안 자전거도로
(하마싱(哈瑪星)은 치찐(旗津)을 지나서
싱광쉐이안공원(星光水岸公園)까지)
수안영풍선
아이허 자전거노선
(젼아이부두(真愛碼頭)에서 롄츠탄(蓮池潭))
롄탄구성선
주어잉롄탄(左營蓮潭)자전거 노선
(MRT생태공원(生態園區)역에서 줘잉구성(左
營舊城))
빈하이어항선
짜띵어촌풍경 자전거 노선
(얼렝계곡(二仁溪)출해입구에서 짜띵습지(茄
萣濕地))
펑산구성선
펑산계곡(鳳山溪) 젼졘허 자전거노선
(MRT펑산역(鳳山站)에서 젼졘허(前鎮河)
자전거도로)
치메이산성선
치산 메이농 자전거노선
(치산 옛 거리(旗山老街)에서 메이농(美濃
무지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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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홀리데이

문화 창의적
예술

가오슝(高雄)의 화창하고 쾌적한기후는
골프스윙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가오슝(
高雄) 에는 여러 표준골프장이 있고 각
골프장의 시설은 완벽하여 레스토랑 및
회의실 시설까지 구비되여있다. 편리한
위치에 있어서 바쁜 업무후에도 여유를
내서 나만의 골프홀리데이를 보낼 수
있다!

역사적인 고적
생태 녹지

가옹슝골프장
냐오송구 쳐우창루270호(鳥松區球場路270號)
골프 필드 총수:18홀, 길이:7,000야드, 표준파:파72타

악지형 경관

신이골프장
따수구 신이루1호(大樹區信誼路1號)
골프 필드 총수:18홀, 길이:7,377야드, 표준파:파72타

풍요로움의
고향

관인산 골프장
따수구 산허루140호(大樹區三和路140號)
골프 필드 총수:18홀, 길이:7,030야드, 표준파:파72타

랴우위 해안

따깡산골프장
톈랴우구 장산루1호(田寮區長山路1號)
골프 필드 총수:18홀, 길이:7,225야드, 표준파:파72타

객가산성 은

따웨잉골프장
치산구 커우핑루98-3호(旗山區溝坪路98-3號)
골프 필드 총수:9홀, 길이:3,295야드, 표준파:파36타

원향유곡

케이블 워터스킹 인기
가오슝 롄츠탄(蓮池潭)「케이블 워터스킹장」은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안전한 케이플을 사용하여 7살 어린이도 즐기 수 있다. 케이플은
수면에서 5각형 궤적으로 쉬지 않고 운행하며 주요 설비는 독인 안전

쇼핑 상권

TUV인증을 받아다. 케이블 워터스킹은 여름에 매우 인기있는 운동으로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수상 스포츠다.

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종교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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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순례
가오슝(高雄) 산과 물은 조용하고 명산에는 많은 고적들이
있어서 명부기실한 종교성지이다.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른
역사문화가 있고 특색은 통상적으로 건축물에 반영되여
여행 관상뿐만 아니라 관련 이벤트 에 같이 참여하여
영혼을 정화하면서 다른 종교문화를 체험해본다.

매이꾀이성모성전주교좌당
1859년(청함풍( 清 咸 豐 )9년)때 창시한 천주교회가
타이완에서 재 개교( 開 教 ) 를 위해 설립한 첫 번째
교회이며 근대 타이완 천주교회의 발상지이고
지금은 천주교 가오슝교구 주교좌당( 主教座堂 )이며
2001년 타이완 역사건축백경 선발에서 전국 일등을
획득하여다.
지엔찐구 우프3루151호(前金區五福三路151號) (07)221-4434
버스：남(북) 、2、11、33、50 총5선버스

신위 천대산
일관도( 一貫道 )도장으로 도금유리기와가 금벽휘황
( 金碧輝煌 )하고 전내 백옥불상은 전 아시아 최대의
백옥석으로 조각한 것이고 외아한 건축은 산봉을
점유하여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발산하고
경치는 산과 물이 공존하여 사람에게 차분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료우괴이구 신랴우촌 산민루81호(六龜區新寮村三民路81號)
교통/ 국도3에서 국도10으로 그리고 타이(台) 28호 도로에서
타이(台)27 갑(甲)도로로 연결하고 약 13.6KM에서
좌회전하면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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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광산사( 佛光山寺 )는 개산종장 싱윤( 星雲 )대사님께서 1967년 창설한 것으로
「대불성 ( 大佛城 )」
을 퍼광산( 佛光山 )지표로 주위에는 480개 작은 금신( 金身 )
아미타불동상으로 둘러싸임으로 상당히 엄숙한 경치이다.
퍼광산( 佛 光 山 )옆 부처님기념관은 불교의 기념성이 있는 건물로 내에 있는
불광대불은 세계 최고의 동구좌불( 銅構坐佛 )이며 높이는 50m, 성불대도( 成佛
大 道 ) 에는 8탑, 천궁은 중국식 7층보탑으로 중국과 인도 스타일을 융합한
건물이고 부처님 참뵈, 점등, 기도를 할 수 있으며 2013년에는「타이완
종교백경」에 선발되여고 2014년은 ICOM인증을 통해 국제박물관으로
선택되여다.
버스 (1)가오슝기차역→치산(旗山), 메이농(美濃), 지야시엔(甲仙), 료우괴이(六龜)
등 (퍼광산(佛光山)노선을 지나간다)으로 운행하는 가오슝버스을 탑승.
(2)고철→쭤잉(左營)1번 출구 앞 5번 플랫폼에서 퍼광산(佛光山) 직행
이따버스(義大客運)으로 환승.

문화 창의적
예술

따수구 싱뎬루153호(大樹區興田路153號) (07)656-1921

4계절 축제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항만

퍼광산/ 부처님 기념관

역사적인 고적

시안산

생태 녹지

나마샤구( 那 瑪 夏 區 ) 난싸루니( 南 沙 魯 里 )에
자리하고 서기1963년때 신약 ( 新約 )교회의 선지( 先
知 )가 개간을하여 기도교신자들의 생활영역을
「평안한 산을
설립했다. 시안산( 鍚 安 山 )의 뜻은
주십시오」
이며 여기의 신자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각종 유기야채와 과일을 재배하고 그중 매실이 재일
유명하여 자가 식용 및 여객에게도 판매한다.
매년납월( 臘 月 /12월)이면 산에는 매화꽃이
활작피여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악지형 경관
풍요로움의
고향

전화：(07)670-1218
지야시엔(甲仙)→타이(台)29나마샤쪽으로→계속12호
챠토우(橋頭)까지 진입 → 입구에 설명표시판이 있으며
시안산(錫安山) 입구이다.

진복산

랴우위 해안

이는 샨꿔시( 單 國 璽 ) 추기경 마음속에 구상한 사회복지공원으로
신자들의 사회봉사 응집, 선교 교류공원으로 사용하고 다기능
활동센터, 양로원, 유아원등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들이 뛰어
놀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아름다운 산책길도 있다. 작은 산에
자리하여 사방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멀리 산린( 杉 林 )의 전원
풍경을 볼 수 있다.

객가산성 은

산린구 허샌항160호(杉林區合森巷160號) (07)677-2345
교통/ 국도10호→치산(旗山) 종점→메이농(美濃)으로 직행하여 위에광산(月光山)
터널지나서→ 타이(台)29 선으로 변경하여 산린(杉林)쪽으로→249K좌회전
→산린대교(杉林大橋) 지나서→허샌항(合森巷)으로 우회전→졘프산(真福山)

3백년 넘은 역사가 있고 창건( 創 建 ) 초에
관음보살
「비로( 飛爐 )」
가 나타
난 전설도 있다. 이곳은 풍수상에서 말하는
연화혈( 蓮 花 穴 )이고 본전은 관세음이며 매년
음력 관음보살 탄생일, 득도( 得道 ), 출가일( 出家
日 )에는 축제가 있어 많은 신자들이 모여든다.

중국식 건축으로 지리상에는
「부수연꽃( 浮 水
蓮花)」
지형(地形)이고 사원 앞은 용하투항( 龍
蝦 鬥 港 )으로 좋은 환경이다. 옆에 있는
쏭짠병기관 ( 宋 江 兵 器 館 )은 방문 명소중
하나이고 관내에는 가지각색의 쏭짠병기
문물이 진열되여 있다.

내이뭔구 관팅리 종정루115항18호
(內門區觀亭里中正路115巷18號)
국도10호→치산(旗山) 마지막 인터체인지→
타이(台)3선(치산구(旗山區), 내이뭔구(內門
區) )→내이뭔 즈주사(紫竹寺)

내이뭔구 내이펑리 내이프 82호
(內門區內豐里內埔82號 )
국도10호→치산(旗山) 마지막 인터체인지→
타이(台)3선(치산구(旗山區), 내이뭔구(內門
區) )→난하이 즈주사

남식궁전 구조로 사원은 외아( 巍 峨 )하면서
금벽휘황( 金碧輝煌 )하고 내전 에는 마주( 媽
祖 ) 신기( 神 蹟 )가 나타났어고 천장 벽화의
신호( 神虎 )는 360 도 회전한다. 사원 앞에는
조용한
「성모호수( 聖母湖 )」
가 있고 부근에는
등산길이 있어 기도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내이뭔구 내이난리 챠이위엔딩8호-8
(內門區內南里菜園頂8號-8)
국도10호→치산(旗山) 마지막 인터체인지→타이(台)
3선(치산구(旗山區), 내이뭔구(內門區) )→순시엔궁

종교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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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먹거리 스포츠 및 레저

순시엔궁

쇼핑 상권

난하이 즈주사

원향유곡

내이뭔 즈주사

여행정보
수상교통정보

가오슝(高雄)에 가는 방법
가오슝 국제공항 가오슝항공 국내선 안내창구 0800-090-108 www.kia.gov.tw
타이완 고속철도 주어잉역(07)960-5000 / 고속철도고객센터 (02)4066-3000
타이완철도

가오슝역 (07)237-1507 / 일반철도고객센터 0800-765-888

아이허(愛河) 솔라보트 즐기기
까오슝(高雄) 아이허(愛河)강변 경치가 수려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까오슝 관광 시 찾는 여행명소가 되었다.
【궤빈역】허동루(河東路)와 민셩2루(民生二路)
교차구(꿔삔호텔(國賓飯店)옆)
영업시간：15:00-22:00；휴일09:00-22:00

가오슝 시내 교통

【런아이역】허시루(河西路)와 종정4루(中正四路)

가오슝 MRT

(07)793-8888

www.krtco.com.tw

가오슝시 공용 자전거 City Bike

0800-255-995

www.c-bike.com.tw

가오슝 증기선회사

(07)216-0668

http://kcs.kcg.gov.tw

가오슝시버스 정보 및 노선

(07)740-5517

교차구(런아이공원(仁愛公園)옆)
영업시간：18:00-22:00
입장료 정보：일반인 일반120원, 반액60원，가오슝시민
일반80원、반액40원，단체110원
전화：(07)216-0668

http://www.tbkc.gov.tw/service03_01.aspx

아이허(愛河) 공또라보트 투어
영업시간：평일18:00-23:00，휴일16:00-23:00
입장료 정보：일반200원，반액100원
전화：0922282680

가오슝버스

(07)746-2141~5 www.ksbus.com.tw

깡두버스

(07)366-1986

www.gdbus.com.tw

한쳥버스

(07)342-4299

www.ibus.com.tw

이따버스

(07)657-7258

www.edabus.com.tw

동난버스

(07)753-6569

http://southeastbus.com

난타이완버스

(07)310-1111

www.stbus.com.tw

통롄버스

(07)235-6593

www.ubus.com.tw

허신버스

(07)235-7699

www.ebus.com.tw

크루즈 항구 투어
관광교통 크루즈항선
치진(旗津) 나룻배역-구산(鼓山) 나룻배역
입장료：일반15元、학생12원、할인8원
전화：(07)216-0668

아로하버스

(07)235-0358

www.aloha168.com.tw

관광 크루즈 투어

꿔광버스

(07)235-2616

www.kingbus.com.tw

가오슝(高雄)관광크루즈투어는 100분의 항해에서 1
항구에서 2항구 경치를 감상하면서 가오슝(高雄)의
신비한 면사포를 열어볼 수 있다，매일17:00
출항(뷔페와 항구가이트 해설 포함)
입장료：일반700원、할인500원

가오슝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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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Bike

가오슝 MRT

가오슝 기선

전화：(07)216-0668

명소정보
가오슝전시관(高雄展覽館)(P04)

치진해안(旗津海岸) (P05)

주소：젼졘구(前鎮區) 청꽁2루39호(成功二路39號) 치진(旗津) 나룻배역：치찐구 하이안루10호(旗
전화：(07)213-1188
개관시간：9:00-18:00

하마싱철도문화단지(哈瑪星鐵道文化園
區) (P04)
따꼬우(打狗)철도이야기관
주소：구산구 구산1루 32호(鼓山區鼓山一路32號)
전화：(07) 531-6209
개관시간：화~일요일10:00-18:00
휴관시간：매주 월

보얼예술특구(駁二藝術特區)(P04)
주소：옌쳔구 따융루 1호(鹽埕區大勇路1號)
전화：(07)521-4899
개관시간：월~목요일 10:00-18:00
금~일요일 10:00-20:00

홍마오항 문화단지(紅毛港文化園區) (P05)
주소：샤오강구난싱루 2808호(小港區南星路
2808號)
전화：(07)871-1815
개원시간：
월~금요일 15:00-20:00‧수요일 휴원
토, 일, 국정공휴일 10:00-21:00
※폐원 1시간 전에 입장권 판매 중지
입장료 정보：일반NT99원/할인NT.79원
우대NT.49원

가오슝역사박물관 (P06)
주소：옌쳥구 종정4루 272호
(鹽埕區中正四路272號)
전화：(07)531-2560
개관시간：화~일요일 09:00-17:00
휴관시간：매주 월
관광안내：개관일09:00-17:00(중국어)
※영/일본어 관광안내는 1주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가오슝시영화관 (P06)
주소：옌쳔구 허시루10호 (鹽埕區河西路10號)
전화：(07)551-1211
개관시간：화~일요일13:30-21:30
휴관시간：매주 월/설날(섣달그믐, 음력 1월1일)

바나나부두(香蕉碼頭) (P07)
주소：구산구 펑라이루23호(鼓山區蓬萊路23號)
전화：(07)561-2295

따거우(打狗)영국영사관 (P07)
주소：구산구 롄하이루 20호(鼓山區蓮海路20號)
전화：(07)525-0100
개방시간：월~일요일09:00-21:00
※20:30 입장권 판매 및 입장 금지
입장료 정보：일반NT66원/우대NT.39원
할인NT.49원(단체 및 학생)

가오슝(高雄) 무덕전(武德殿) (P10)
주소：구산구 덩산지에 36호(鼓山區登山街36號)
전화：(07)531-8845
안내시간：10:00-17:30 월요일은 공휴일

장미성모 성주교성당(玫瑰聖母聖殿主教
座堂) (P30)
주소：젼찐구 우프3루151호
(前金區五福三路151號)
전화：(07)221-4434
개방시간：월, 화, 수, 금,
9:00-12:00 /14:00-17:00
목 11:00-12:00 /14:00-17:00

津區海岸路10號)
전화：(07)571-2542
구산(鼓山) 나룻배역：구산구 빈하이1루 109호
(鼓山區濱海一路109號)
전화：(07)551-4316
영업시간：每日 05:00-24:00/24:00-02:00
입장료 정보：일반NT15원/할인NT.48원
학생NT.12원/550c.c.550c.c.이하 오토바이
NT20 자전거 무료

치찐해안공원 및 패각전시관 (P07)
주소：치찐구 치찐3루990호(旗津區旗津三路
990號)
전화：(07)571-8920
개관시간：화~일요일10:00-17:00
휴관시간：매주 월

치찐 띠엔호우공(旗津天后宮) (P07)
주소：치찐구 먀우첸루93호(旗津區廟前路93號)
전화：(07) 571-2115
개방시간：06:00-24:00

치허우포대(旗後砲台)(P07)
치찐구 지강단(旗津區旗港段)1231, 1232 번지

치진(旗津)등대 (P07)
치찐구 지샤샹34호(旗津區旗下巷34號)
개방시간：
화~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09:00-16:00
※월요일 및 국정공휴일 다음 날 휴관

치호우(旗后)관광시장 (P07)
주소：치찐구 치찐3루1050호(旗津區旗津三路
1050號)
전화：(07)571-0825
영업시간：10:00-17:00

미술관단지(美術館園區) (P09)
가오슝시립미술관
주소：구산구 미술관루 80호(鼓山區美術館路
80號)
전화：(07)555-0331
개관시간：화~일요일 9:30-17:30
휴관시간：매주 월요일 및 섣달그믐

어린이미술관
地址：구산구 마카따오루 330호
전화：(07)555-0331#300((안내소)
개관시간：화~금요일9:00-16:30
※낮12:00-13:30 청소, 보수 작업
토, 일 09:30-17:30((낮에는 휴관하지 않음)

웨이우잉예술문화센터(衛武營藝術文化中心) (P09)
주소：펑산구 난징루 449-1호
(鳳山區南京路449-1號)
전화：(07)763-8088

챠오터우설탕업문화단지(橋頭糖業文化
園區) (P09)
주소：챠오토우구 챠오난리 탕창루 24호(橋頭區
橋南里糖廠路24號)
전화：(07)611-3691
영업시간：연중무휴 08:00-21:00

스구챠오탕원촹단지(十鼓橋糖文創園區)(P09)
주소：챠오토우구 챠오난리 탕창루 24호
전화：(07)611-3691
개원시간：월~일요일09:00-17:00
공연시간：10:30、15:00
일반NT300원/학생NT.280원
사회단체할인NT230원
유치원단체할인NT150원

줘잉성(左營城)입구 위치(P11)
남문：줘잉대로(左營大路)와 구산3루(鼓山三路)의
교차지
북문：셩리루(勝利路), 이민항(義民巷), 피쯔터우지에
(埤仔頭街)가 만나는 곳.
동문：둥먼루(東門路)와 청펑루(與城峰路)의 교차지.

핑청포대(平成砲台)：펑산구 차오공루25-3호
청란포대(澄瀾砲台)：펑산구 푸싱지에(復興街)와
리즈지에(立志街) 입구

동편문(東便門), 동복교(東福橋)：펑산시 산민루 44
시항 28호(산민루(三民路) 끝과 펑산계곡(鳳山溪)이
만나는 곳)
쉰펑포대(訓風砲台)：펑산구 중산루(中山路) 용산사
(龍山寺) 우측 골목 안
봉이서원(鳳儀書院)：펑산구 중정루 129시항 3농12호

청칭호(澄清湖)풍경구 (P13)
주소：냐오송구(鳥松區) 따피루(大埤路) 32호
전화：(07)370-0821
개방시간：
하계/ 4월-9월 06:00-18:00
동계/ 10월-익년3월 06:00-17:30
입장료 정보：일반NT100원/반액NT50원
소아NT30원/단체30명20% 할인
대형차NT60원/소형차 평일NT60원
휴일NT100원/오토바이NT30원

냐오송(鳥松)습지 (P13)
냐오송구(鳥松區) 따피루(大埤路) 32호（청칭호(澄清湖)
정문 옆）

옌차오(燕巢)풍경구 (P14)
주소：옌차오 진산리 판티엔루 피디시항(燕巢
區金山里番田路埤底巷)
전화：옌차오 구공소 (07)616-1411

우산딩이화산자연보호구(P14)
쇼산(壽山)동물원 (P12)
주소：구산구 완쇼루350호(鼓山區萬壽路350號)
전화：(07)521-5187
개원시간：화~일요일09:00-17:00
※16:30 입장권 판매 및 입장 금지
휴원시간：매주 월요일 및 섣달그믐
※만약 월요일이 국정공휴일이라도 개방함.
입장료 정보：일반NT40원 반액NT20원

따둥예술문화센터(大東藝術文化中心) (P08)
주소：펑산구 광위엔루 161호
(鳳山區光遠路161號)
전화：(07)743-0011

따동(大東)예술도서관
개관시간：화~토요일 10:00-21:00
일 10:00-17:00
휴관시간：월요일 및 국정공휴일

주소：옌차오 진산리 션수이단 183-8호
전화：(07)616-1411(옌차오 구공소)

아공띠엔저수지(阿公店水庫) (P14)
주소：옌차오구 시옌촌 공청루 9호(巢區西燕村
工程路9號)
전화：(07)616-5641

따강산풍경구(大崗山風景區) (P15)
주소：아리엔구 푸안루(阿蓮區復安路) 아리엔구공소
전화：(07)631-1177

티엔랴오달세계(田寮月世界) (P15)
地址：톈랴우구 충더리 위에치우루 36호(田寮區
崇德里月球路36號)

포광산포투어기념관(佛光山佛陀紀念館) (P17)
주소：따수구 싱뎬루153호(大樹區興田路153號)
전화：(07)656-3033#4002
개방시간(평일)：09:00-19:00
개방시간(휴일)：0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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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정보
까오핑구철교습지(高屏舊鐵橋溼地) (P16)

내이뭔 즈주사 (P31)

주소：따수구 주랴우리 주랴우루 109호
전화：(07)652-2292

주소：내이뭔구 관팅리 종정루115항18호
전화：(07)667-1602
개방시간：월~일요일 5:00-22:00

산허와요 (P17)
주소：따수구 주랴우리 주랴우루 97호
전화：(07)651-2037

주랴우취쉐이짠 (P17)
주소：따수구 주랴우루47호(大樹區竹寮路47號)
전화：(07)651-2077

난랴오어항(南寮漁港) (P18)
주소：미터우구 난랴우리 위강1루 60호
전화：(07)617-7063

커자이랴오 어항(蚵仔寮漁港) (P18)
주소：즈관구 종정루 306호(梓官區中正路306號)
전화：(07)619-4100

난하이 즈주사 (P31)

금요일, 휴일 하루 전 11:00-22:30
토요일 및 연속 휴일 중의 휴일10:30-22:30
일요일 및 휴일 10:30-22:00

이따(義大)세계아울렛물 (P25)

주소：내이뭔구 내이펑리 내이프 82호(內門區內豐
里內埔82號)
전화：(07)667-1400
개방시간：05:00-21:30

주소：따수구 쇄에청루1단12호
문의전화：0800-656-080
영업시간：월~금요일 11:00-22:00
토/일요일 및 휴일 10:00-22:00

순시엔궁 (P31)

이따(義大)테마파크

주소：내이뭔구 내이난리 챠이위엔딩8호-8
전화：(07)667-2706
개방시간：05:00-21:00

주소：따수구 쇄에청루1단10호
무료 안내 전화：0800-588-887
영업시간：월~일요일 09:00-17:00
토 09:00-19:30
야간표 판매 및 입장시간 14:00
일반 NT.899원／학생 NT.799원
할인 NT.580원／장애인 NT.450원
야간 NT.650원

쇼

핑

드림 몰(統一夢時代購物中心) (P24)

황금해안(미투오 빈하이 유락구) (P19)

주소：젼졘구 종화5루 789호(前鎮區中華五路789號)

주소：미터우구 광허촌 광허루
전화：(07)619-1216(彌陀區公所)

전화：(07)973-3888

칭런부두(情人碼頭) (P19)

금요일 11:00-22:30

짜딩구(茄萣區) 치로우완해안(싱따항구어회)
주소：茄萣區東方路一段239號
전화：(07)698-8233

토요일 및 휴일10:30-22:30

리우허(六合)야시장 (P27)

휴일 마지막 날 10:30-22:00

주소：신씽구 료우허2루(新興區六合二路)
전화：(07)337-3184~5
영업시간：17:00-새벽

싱따항(興達港) 관광어시장 (P19)
주소：짜딩구 치로우촌 따파루 일대
전화：(07)698-8233

짜딩(茄萣)빈해공원 (P19)
주소：짜딩구 빈하이루(茄萣區濱海路)와
런아이루(仁愛路) 건널목

메이농객가문물관(美濃客家文物館) (P20)
주소：메이농구 민주루 49의 3호
전화：(07)681-8338
개관시간：화~일요일(월요일 휴관)09:00-17:00
휴관시간：매주 월/설날(섣달그믐, 음력 1월1일)

치산(旗山)기차역 (P21)
주소：치산구 종산루 1호(旗山區中山路1號)
전화：(07)662-1228
개관시간：화~금요일 10:00-18:00
토, 일 10:00-19:00
휴관시간：월요일

샤오린핑푸문물관(小林平埔文物館) (P22)
주소：지야엔구 샤오린촌 우리푸50호
전화：(07)676-1168
개관시간：화~일요일 09:00-17:00
휴관시간：월요일

마오린국가풍경구(茂林國家風景區) (P23)
주소：핑동현 산띠뭔향 싸이짜항120호(屏東縣三
地門鄉賽嘉巷120號)

안내시간：월~일요일 08:30-17:30

영업시간：월~목요일 11:00-22:00

신광미츠코시(P24)
주소：신광미츠코시:젼졘구 산또산루213호
전화：(07)336-6100
영업시간：평일/휴일11:00-22:00

태평양SOGO (P24)
주소：신광미츠코시:젼졘구 산또산루217호
전화：(07)338-1000
영업시간：
목~일요일 11:00-21:30
금, 토요일 및 휴일 하루 전 11:00-22:00

따왠바이 (P24)
주소：링야구 산또4루21호(苓雅區三多四路21號)
전화：(07)972-8888
영업시간：
목~일요일 11:00-22:00
금, 토 11:00-22:30
국정공휴일 하루 전에는 22:30까지 연장 영업

따리(大立)상권 (P25)
주소：젼찐구 우프3루57호(前金區五福三路57號)
전화：(07)261-3060
영업시간：월~목요일 11:00-22:00
금요일, 휴일 하루 전 11:00-22:30
토요일 및 연속 휴일 10:30-22:30
일요일 및 휴일 10:30-22:00

신위 천대산 (P30)

한션백화점 (P25)

주소：료우괴이구 신랴우촌 산민루81호(六龜區新
寮村三民路81號)
전화：(07) 687-2106
개관시간：월~일요일 06:00-17:00

주소：젼찐구 청꽁1루266-1호
전화：(07)215-7266
영업시간：
월~목요일 11:00-22:00
금요일, 휴일 하루 전 11:00-22:30
토요일 및 연속 휴일 10:30-22:30
일요일 및 휴일 10:30-22:00

시안산 (P31)
주소：까오슝시(高雄市) 쟈시엔구(甲仙區) 양안산
(鍚安山)
전화：(07) 670-1218
개방시간：07:00-17:30

진복산 (P31)

한션쥬딴(漢神巨蛋)쇼핑 플라자 (P25)

주소：산린구 허샌항160호
전화：(07)677-2345
개관시간：08:30-17:00 연중무휴

주소：버아이2루777호(左營區博愛二路777號)
전화：(07)555-9688
영업시간：월~목요일 1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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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펑(瑞豐)야시장 (P27)
주소：줘잉구(左營區)의 위청루(裕誠路)와
난빙루(南屏路)
영업시간：화, 목, 금, 토, 일 18:00-01:00

카이셴(凱旋)야시장 (P27)
주소：젼졘구 카이셴4루758호(前鎮區凱旋四路758號)
전화：(07)821-4685
영업시간：월~일요일 17:00-2:00

찐촨(金鑽)야시장 (P27)
주소：젼졘구 카이셴4루788호(前鎮區凱旋四路788號)
전화：(07)812-5188
영업시간：화, 목, 금, 토, 일

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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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옹슝골프장 (P29)
주소：냐오송구 쳐우창루270호(鳥松區球場路
270號)
전화：(07)370-1101

신이골프장 (P29)
주소：따수구 신이루1호(大樹區信誼路1號)
전화：(07)656-3211
영업시간：05:00-19:00

관인산 골프장 (P29)
주소：따수구 산허루140호(大樹區三和路140號)
전화：(07)657-8190

따깡산골프장(P29)
주소：톈랴우구 장산루1호(田寮區長山路1號)
전화：(07)636-6219

따웨잉골프장 (P29)
주소：치산구 커우핑루98-3호(旗山區溝坪路
98-3號)
전화：(07)669-3699
영업시간：5:30-18:30

롄탄(蓮潭)수상스키장 (P28)
주소：줘잉구(左營區) 롄츠탄(蓮池潭) 시난 수역
및 육역
전화：(07)581-1556
영업시간：월~일요일10:00-18:00

가오슝(高雄) 합법적인 민숙-치산구(旗山區)
아이즈(愛至)민숙

(07)662-6964

치산구 청꽁1제7,8호(旗山區成功一街
7,8號)
화치산장(花旗山莊)민숙
(07)662-4416
치산구 청꽁제1,2호(旗山區成功街1,2號)
라우토우(老頭)민숙
(07)341-2718
치산구 화치2루11항 6호(旗山區花旗二路11巷6號)
치산(旗山)민숙
0918-183715
치산구 양쵸항 11-1호(旗山區楊厝巷11-1號)
차산리징(旗山麗景)민숙
(07)662-1965
치산구 종죠루 꺼우디항 1-3호(旗山區中洲路溝底巷1-3號)
따이(大益)호텔
(07)661-2181
치산구 옌핑1루563호(旗山區延平一路563號)
화샹(花鄉)리조트
(07)661-2828
치산구 종샤우제39호(旗山區忠孝街39號)
치펑(旗峯)민숙산장
(07)682-2577
치산구 수런루199항 51호(旗山區樹人路199巷51號)
매이꾀이화위엔(玫瑰花園)모텔 (07)662-9898
치산구 동죈항 98호(旗山區東圳巷98號)
샌메이바우(森美寶)모텔
(07)661-6656
치산구 화치2루2호(旗山區花旗二路2號)
롱화(龍華)산장리조트
(07)662-2018
치산구 화치2루300항 2호(旗山區花旗二路300巷2號)
쵠지(春吉)호텔 (07)661-3816 치산구 브신동제6호(旗山區復新東街6號)
위엔탄(圓潭)호텔 (07)669-2378
치산구 치짜루2단396호(旗山區旗甲路二段396號)
치산산허위엔(旗山三合院)민숙 0919-106412
치산구 종싱제이6호(旗山區中興街6號)

가오슝(高雄) 합법적인 민숙-메이농구(美濃區)
메이싱(美興)호텔

(07)681-2102

메이농구 종산루29호(美濃區中山路
29號)
후메인(湖美茵)천연민숙 (07)681-2255
메이농구 종산루2단782항 52호(美濃區中山路2段782巷52號)
종메이(中美)호텔 (07)681-2205
메이농구 종싱루1단687호(美濃區中興路一段687號)
옌쳥(菸城)민숙 (07)685-1110
메이농구 종화루7항 17호(美濃區中華路7巷17號)
린짜(林家)민숙 (07)682-0658 메이농구 민쭈루53-7호(美濃區民族路
53-7號)
런즈(人字)산장 (07)682-2159
메이농구 민죈루66-5호(美濃區民權路
66-5號)
즈짱(自強)민숙 (07)681-8242
메이농구 즈짱제1단316호(美濃區自強街1段316號)
메이농(美濃)민숙 (07)681-0621
메이농구 즈짱제1단318호(美濃區自強街1段318號)
칭위엔(清園)민숙 (07)681-0621
메이농구 즈짱제1단320호(美濃區自強街1段320號)
빠이꿔위엔(百果園)민숙 (07)681-8587
메이농구 브싱제1단58항 5호(美濃區復興街1段58巷5號)
메이뤼(美綠)민숙 (07)685-1111
메이농구 스산리 주뭔14-2호(美濃區獅山里竹門14-2號)
메이농칭(美濃情)레저관광민숙 (07)681-1368
메이농구 루싱리 상주외이14호(美濃區祿興里上竹圍14號)
종정후오(中正湖)유럽산장 (07)681-2736
메이농구 브메이루28호(美濃區福美路28號)
종정후(中正湖)민숙 (07)681-2736 메이농구 브메이루30호(美濃區福美
路30號)
메이농윤산쥬(美濃雲山居)민숙 (07)683-3808
메이농구 롱산제56-1호(美濃區龍山街56-1號)
펑위엔(峰園)민숙 (07)682-0839
메이농구 스완펑제8-20호(美濃區雙峰街8-20號)

가오슝(高雄) 합법적인 민숙-쟈시엔구(甲仙區)
삐꽁(碧宮)호텔 (07)675-1229
지야시엔구 동안리 왼화난루18호(甲仙區東安里文化南路18號)
쵠롱(全龍)호텔 (07)675-1502
지야시엔구 동안리 왼화루23호(甲仙區東安里文化路23號)

가오슝(高雄) 합법적인 민숙-샤린구(杉林區)
위예광샹챠우(月光香草)민숙레저산장 (07)677-2586
산린구 동주루208-2호(杉林區桐竹路208-2號)

가오슝(高雄) 합법적인 민숙-네이먼구(內門區)
주량(竹亮)산장

(07)667-3963 내이뭔구 주꺼랴우8-3호(內門區竹戈寮8之3號)

가오슝(高雄) 합법적인 민숙-마오린구(茂林區)
요셩(友生)민숙
(07)680-1101
마오린구 또나리2린30-1호(茂林區多納里2鄰30-1號)

가오슝(高雄) 합법적인 민숙-티엔랴오구(田寮區)
화찌(花季)리조트 호텔
(07)636-2288
톈랴우구 난안리 깡베이루111호(田寮區南安里崗北路111號)
토우젼위엔(頭前園) 레저 레스토랑
(07)636-6687
톈랴우구 총더리 총더루9호(田寮區崇德里崇德路9號)

가오슝(高雄) 합법적인 민숙-류구이구(六龜區)
샨핑(扇平)산장
(07)689-5882
료우괴이구 종싱리 위에좡45-3호(六龜區中興里尾庄45-3號)
산쉐이엔(山水炎)민숙
(07)689-1257
료우괴이구 종싱리 위에좡55-2호(六龜區中興里尾庄55-2號)
산샤화위엔(山下華園)
(07)689-1888
료우괴이구 종싱리 위에좡68-68호(六龜區中興里尾庄68-68號)
르징위엔(日景園)
(07)689-1317
료우괴이구 왼우리 광밍항 37-1호(六龜區文武里光明巷37-1號)
싱왕(星旺)민숙산장
(07)689-5449
료우괴이구 왼우리 브싱항 37-8호(六龜區文武里復興巷37-8號)
야채(雅砌)민숙
(07)282-1787
료우괴이구 라오농리 난헝루132호(六龜區荖濃里南橫路132號)
(연락주소:산민구 시종1루 384항 89호(三民區市中一路384巷89號)
마이커야론(麥克亞倫)리조트
(07)679-1383
료우괴이구 신파리 허핑루130-5호(六龜區新發里和平路130-5號)
투샤(土夏)생기화원민숙
(07)679-1000
료우괴이구 신파리 허핑루130-5호(六龜區新發里和平路130-72號)
챠우띠런(草地人)민숙
(07)679-1736
료우괴이구 신파리 신카이루33-1호(六龜區新發里新開路33-1號)
뿌라우(不老)온천리조트 (07)679-1888
료우괴이구 신파리 신카이루82호(六龜區新發里新開路82號)
동밍(東明)호텔
(07)689-1001
료우괴이구 이바우리 타이핑루26호(六龜區義寶里太平路26號)
종산(宗山)호텔
(07)689-2777
료우괴이구 이바우리 타이핑루60호(六龜區義寶里太平路60號)
송버린(松柏林)민숙
(07)689-1010
료우괴이구 싱롱리3린 투롱37-8호(六龜區興龍里3鄰土壟37-8號)
무샌린샹챠우(木森林香草)민숙
(07)689-5866
료우괴이구 싱롱리 져우탄21-1호(六龜區興龍里舊潭21-1號)
녀우녀우와 멍카(妞妞與夢卡)민숙
(07)688-1725
료우괴이구 바우라이리 종정루16호(六龜區寶來里中正路16號)
메이광(梅礦)민숙
(07)688-3330
료우괴이구 바우라이리 주린루 65-31호(六龜區寶來里竹林路65-31號)
왕뭔(王門)호텔
(07)688-3838
료우괴이구 바우라이리 신바우31호(六龜區寶來里新寶31號)

가오슝물산관
리엔탄치린점(蓮潭旗艦店) (07)582-5885
줘잉구 췌화루1435호(左營區翠華路1435號)
가오슝우체국점(高雄郵局店) (07)261-6508
신씽구 종정3루177호(新興區中正三路177號)
까오티에주어잉점(高鐵左營店) (07)960-5239
줘잉구(左營區) 고철 줘잉역(高鐵左營站)2F로비

관광호텔
위엔산(圓山)호텔
(07)383-5911
가오슝시 냐오송구 위엔산루2호(高雄市鳥松區圓山路2號)
꿔삔(國賓)호텔
(07)211-5211
가오슝시 젼찐구 민셩2루202호(高雄市前金區民生二路202號)
한라이(漢來)호텔
(07)216-1766
가오슝시 청꽁1루266호(高雄市成功一路266號)
화왕(華王)호텔
(07)551-8211
가오슝시 옌쳥구 프４루42호(高雄市鹽埕區五福四路42號)
한셴(寒軒)국제호텔
(07)332-2000
가오슝시 링야구 스외이3루33호(高雄市苓雅區四維三路33號)
가오슝 부화(福華)호텔 (07)236-2323
가오슝시 신씽구 치센1루311호(高雄市新興區七賢一路311號)
쥰홍(君鴻)국제호텔
(07)566-8000
가오슝시 젼찐구 즈장3루1호(高雄市前金區自強三路1號) 37-85층

가오슝 시내 교통
가오슝 MRT：(07)793-8888 www.krtco.com.tw
가오슝시 버스 정보：(07)740-5517 http://ibus.tbkc.gov.tw/bus/
＊버스노선은 가오슝 시정부 교통국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07)229-9825 www.tbkc.gov.tw

가오슝시 공용 자전거City Bike http://www.c-bike.com.tw
분실신고 및 국제전화 안내 100국제안내전화

가오슝 관광정보 홈페이지
(高雄旅遊網)
http://khh.travel

국제전화「직접 전화번호 누르는 순서」
002+국가번호+지역번호+고객전화번호
국제전화 안내사항 문의 080-080100
국제전신 업무전화 조회(무료) 0800-731123
영어안내전화106
쇼핑 분쟁은 여행업계품질보증협회(旅行業品質保障協會)에 문의하십시오 (02)2516-9090
여행 분쟁은 타이완해협양안관광여행협회(台灣海峽兩岸觀光旅遊協會)에 문의하십시오
0800-811-883 / 0800-811-884 / 0800-811-885

타이완 숙박정보 홈페이지
(台灣旅宿網)
http://taiwanstay.net.tw

여행업계는 전국연합협회(全聯會)에 문의하십시오 (02)2779-0008
여행상담은 중국여행객 자유행 연합서비스센터(陸客自由行聯合服務中心)
24시 여행상담 문의전화 0800-011-765
중국동포증 분실은 출입국 및 이민서 24시 서비스 문의전화 (02)2375-7372
응급구조는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 양안인민 응급구조 서비스센터 24시 응급서비스
문의전화 (02)2712-9292
기타 해협양안여행교류협회(海峽兩岸旅遊交流協會) 타이베이판사처(台北辦事處)
(02)2707-2188

가오슝 시정부 관광국
가오슝시 펑산구(鳳山區) 광푸루(光復路)2단 132호1F(펑산행정센터) (07)799-5678

가오슝문화버스
http://culturalbus.khcc.gov.tw/
홍마오항선(紅毛港線)、하마싱선(哈瑪星線)
、펑산선(鳳山線)、찌우청선(舊城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