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중국어로 위앤(元), 영어로는 New Taiwan Dollar(NTD)를 사용한다.
화폐 종류는 주화 총 5종(50, 20, 10, 5, 1), 지폐 총 5종(2000, 1000, 500, 200, 100)이 있는데 20, 200, 2000대만달러는 보기 드문
편이다. 50, 500, 1000대만달러는 간혹 위조화폐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환전방법
외화는 외환지정은행이나 호텔, 대형백화점에서 환전할 수 있다. 환전 영수증은 대만을 떠나기 전에 사용치 않은 대만달러를 환전하기 위
해 제시해야 한다. 시내 은행에서 환전은 수속이 번거로운 편이므로 공항에서 환전하는 편이 편리하다. 백화점에서도 환전할 수 있으나 일
반 은행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신용카드 이용
타이베이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편리한 편이다. 신용카드와 연계된 모바일 페이도 많이 보급돼 있다. 그러나 소규모 식당
/점포, 전통시장의 경우 현금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현금도 충분히 소지하는 편이 좋다.

나. 교통

교통상황
타이베이시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08~09시, 18~19시)에는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다. 이 시간대에는 오히려 MRT를 활용하는 편이 시
간을 절약할 수 있다.

버스
시내버스 운행시간은 보통 06~24시로 구간요금제를 사용한다. 1구간 15대만달러, 2구간 30대만달러를 지불한다.
요금은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된다. 주화를 투입할 경우 거스름돈이 따로 나오지 않으므로 승차 전에 잔돈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으며 1구간 이용 시 승차 또는 하차 시 1번만 지불, 2구간 이용 시 승/하차 시 각각 요금을 지불한다.
버스 도착시간은 버스정류장의 실시간 도착정보 전광판,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스 내부 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정류장
도착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
타이베이시정부가 제공하는 타이베이시 공식 교통정보App 'Fun Travel in Taipei'를 다운 받으면 버스를 비롯한 지하철, 택시, 공공자전
거 이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택시
타이베이에는 택시가 많은 편이며 차량 색상을 노란색으로 통일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처럼 조수석 유리 상단에 빈 차 표시등이 있
으므로 표시등에 빨간 불이 들어온 택시를 잡으면 된다.

기본요금은 70대만달러이며 1.25km 이후부터 200m당 5대만달러가 추가되고 정차 시 1분 20초마다 5대만달러가 추가된다. 야간시간
(23~06시)에는 할증요금 20대만달러가 추가되므로 미터기 표시요금이 100대만달러일 경우 120대만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다른 지역
의 경우 기본요금이 상이하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택시를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콜택시를 부르는 편이 좋다.

차량 크기는 세단, SUV가 많고 이용요금은 동일하다. 최대 4명 탑승을 원칙으로 하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착용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된다. 우버택시도 이용 가능한데 일반 승용차 외관이므로 노란색 일반 택시와 구별이 용이하다.

기타 교통수단
ㅇ 전철(MRT)
- 타이베이시, 가오슝시에서 각각 7개, 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타이중시는 1호선 개통을 준비 중이다.
- 이용요금은 타이베이가 20~65대만달러, 가오슝이 20~60대만달러이며 거리에 따라 산정된다. 일회용 승차권은 구매 당일만 사용
가능하고 여행용 무제한 승차권(24/48/72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다.
- 역사 및 전철 내에서는 흡연, 음주를 비롯한 일반 식음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위반 시 최고 7500대만달러(원화 26만 원)에 달하는 벌금
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웹사이트 : (타이베이) https://www.metro.taipei, (가오슝) http://www.krtco.com.tw

ㅇ 철도
- 일반 열차와 고속철도로 분류된다. 고속철도는 2007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해 총 12개 역을 운영 중이다.
- 고속철도는 타이베이에서 가오슝까지 105~130분이 소요되며 일반 좌석 편도요금은 1,490대만달러이다.
- 일반 열차로는 타이베이에서 가오슝까지 4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요금은 843대만달러이다.
- 웹사이트 : (일반열차) http://www.railway.gov.tw, (고속열차) http://www.thsrc.com.tw

ㅇ 항공
- 국제공항은 타오위앤, 타이베이쑹산, 타이중, 가오슝 등 4개, 국내공항은 16개가 있다.
- 국내선은 펑후, 진먼과 같은 도서 지역을 위주로 운항한다. 타이베이에서 펑후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요금은 편도 기준 1,500대만
달러 내외이다.

다. 통신

핸드폰
국내 통신사 로밍을 이용하거나 대만 통신사의 유심칩 구입 또는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유심은 공항 또는 시내 통신사 전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중화텔레콤, 타이완 모바일 등 대만 주요 통신사는 여행자용 4G 요금제를 제
공하고 있다. 기간별 가격대는 3일(300대만달러), 5일(500대만달러), 7일(700대만달러), 10일(800대만달러), 30(1000대만달러) 수
준이다. 유심칩 구매 시 여권, 한국 신분증을 모두 요구하므로 필히 지참해야 한다. 기간 만료 후 서비스는 자동종료되므로 다 쓴 유심칩은
폐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인터넷(와이파이)
한국 통신사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국이나 대만에서 포켓 와이파이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대만 출국장에도 포켓 와이파
이 대여점이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대만에서 구매한 여행자용 유심칩도 데이터 무제한이 가능한데 동반자가 있을 경우 포켓 와이파이를
대여해 공유할 수 있다.
타이베이시의 경우 식당, 편의점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곳이 많으므로 이용 가능하다.

라. 관광명소

ㅇ 지우펀(Jiufen)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신베이
No.89, Qiche Rd., Ruifang Dist., New Taipei City, Taiwan
24시간
연중무휴
1920~1930년대 금광 채굴로 번성했던 도시로 대만 영화 '비정성시', 한국 드라마 '온에어' 등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탔다. 홍등으로 장식된 전통 가옥, 바다 전경이 뛰어난 야경을 자랑한다.
전화 : +886-2-2406-3270(지우펀관광안내소)

ㅇ 타이베이101 빌딩(Taipei 101)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타이베이
No.7, Sec.5, Xinyi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MRT 타이베이101/월드트레이드센터 4번 출구
)
09:00~22:00(전망대 기준)
연중무휴
2004년 완공된 타이베이시 랜드마크다. 높이 509미터로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마천루이다. 88~89층
전망대에서 타이베이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전화: +886-2-8101-8800
홈페이지: https://www.taipei-101.com.tw

ㅇ 고궁박물원(National Palace Museum)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타이베이
No.221, Sec.2, Zhishan Rd., Shilin Dist., Taipei City, Taiwan
08:30~18:30(금~토는 18:30~21:00 야간개장)
연중무휴
소장품이 60만 점을 넘는 세계 4대 박물관이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
탄 미술관 다음)
북송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월 단위로 교체해 전시한다.
전화: +886-2-8101-8800
홈페이지: https://www.npm.gov.tw/ko

ㅇ 국부기념관(National Dr.Sun Yat-sen Memorial Hall)
도시명
주소

타이베이
No.505, Sec.4, Renai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MRT 국부기념관 4번 출구)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휴무일

음력 12.31, 1.1 휴관

명소소개

비고

대만이 국부로 칭하는 쑨원(손중산) 선생의 100세를 기념하기 위해 1972년 설립했다. 내부에는 상설/특별
전시, 극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시 정각마다 의장대 교대식이 있다. 타이베이101 빌딩이 잘 보이는 곳
중에 하나로 작은 호수 공원이 있어 현지인들은 도심 속 공원으로 많이 찾는다.
전화: +886-2-2758-8008
홈페이지: https://www.yatsen.gov.tw

ㅇ 중정기념당(National Chiang Kai-Shek Memorial Hall)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타이베이
No.21, Zhongshan N. Rd., Zhongzheng Dist., Taipei City, Taiwan(MRT 중정기념당 5번 출구)
월~일, 09:00~18:00
228평화기념일, 음력 12.31, 1.1 휴관
장제스(본명이 중정) 초대 총통을 기리기 위해 1980년 설립했다. 기념당 앞 광장에는 좌우로 희극원
(National Theater)과 콘서트홀(National Concert Hall)이 위치해 있고 기념당 내 전시홀에서도 각종 특
별전시가 개최된다. 국부기념관과 마찬가지로 매시 정각마다 의장대 교대식이 있다.
전화: +886-2-2343-1100
홈페이지: https://www.cksmh.gov.tw

ㅇ 스린 야시장(Shilin Night Market)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타이베이
No.101, Jihe Rd., Shilin Dist., Taipei City, Taiwan(MRT 지앤탄 2번 출구)
월~금 16:00~12:00, 토~일 15:00~01:00
연중무휴
타이베이에서 대표적인 관광 야시장으로 대만식 길거리 음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다. 고궁박물원 관람 후 다
음 코스로 많이 찾는다.
전화 : +886-2-2882-0340
홈페이지 : http://shi-lin-night-market.com.tw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딘타이펑(Din Tai Fung)
도시명

타이베이

전화번호

(본점)886-2-2321-8928

주소

(본점) No.194, Sec.2, Xinyi Rd., Daan Dist., Taipei City, Taiwan

가격

샤오롱바오 기준 약 10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본점 기준, (월~금)10:00~21:00 (토/일, 공휴일) 09:00~21:00
연중무휴

소개

대만의 대표적인 샤오롱바오 전문점. 예약 불가(선착순)

비고

타이베이101점 운영

ㅇ 키키(Kiki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타이베이
(본점)886-2-2781-4250

주소

(본점) No.47, Ln.280, Guangfu S. Rd., Daan Dist., Taipei City, Taiwan

가격

단품별 6달러 이상

영업시간
휴무일

본점 기준, (월~토) 11:30~15:00, 17:15~22:30 (일) 11:30~15:00, 17:15~22:00
연중무휴

소개

사천요리 전문점(고추를 많이 사용해 한국인 입맛에 적당한 편), 사전예약 가능

비고

홈페이지: https://www.kiki1991.com

ㅇ 춘수이탕(Chun Shui Tang)
도시명
전화번호

타이베이
886-2-2723-9913

주소

(신광미쓰코시백화점 점포) B1, No.9, Songshou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가격

우육면 기준 5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일~목)11:00~21:30, (금/토, 공휴일 하루 전)11:00~22:00
연중무휴
대만 중부 타이중 맛집으로 버블티의 원조로 유명. 우육면 등 대만식 딤섬 요리도 취급

ㅇ 가오지(KaoChi)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타이베이
(본점) 886-2-2341-9984
(본점) No.1, Yongkang St., Daan Dist., Taipei City, Taiwan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상하이식 군만두 기준 8달러
(월~금) 09:30~22:30
(토/일) 08:30~22:30
연중무휴
상하이식 딤섬 요리 전문점(상하이식 군만두가 유명)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 한국식당
ㅇ 삼원가든(Samwon Garden)
도시명
전화번호

타이베이
886-2-8752-3222

주소

No.45, Ln.188, Ruiguang Rd., Neihu Dist., Taipei City, Taiwan

가격

(코스요리) 160~317달러
(평일 점심 정식) 25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월~일, 11:30~14:30, 17:30~21:00
연중무휴

소개

고급 한정식점으로 손님 접대에 적합

비고

타이중에 본점이 있고 타이베이에는 1, 2호점 운영 중

ㅇ 한국관(없음)
도시명
전화번호

타이베이
+886-2-2781-1119

주소

No.6, Ln.380, Sec.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가격

(평일 점심 정식) 약 7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일, 11:30~14:00, 17:00~21:30
비정기적
타이베이101, TWTC 타이베이 전시장과 인접

ㅇ 서라벌(없음)
도시명
전화번호

타이베이
886-2-2358-1211

주소

No.5, Ln.14, Yongkang St., Da'an Dist., Taipei City, Taiwan

가격

(평일 점심 정식) 약 8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일, 11:30~14:30, 17:00~22:00
비정기적
미식거리인 융캉지에(MRT Dongmen역)에 위치

ㅇ 북창동 순두부(Dubu House Korea)
도시명
전화번호

타이베이
886-2-7743-2088

주소

(타이베이101 인근 점포) 5F., No.12, Songshou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가격

(찌개류) 약 10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월~금) 11:00~14:30, 17:00~22:00
(토/일, 공휴일) 11:00~22:00
연중무휴

소개

순두부찌개 전문 한식 프랜차이즈(10% 서비스료 추가, 일인당 최소 주문금액 10달러), 매운 정도를 선택
가능(총 5단계로 구분)

비고

홈페이지: http://www.dubuhouse.com.tw

ㅇ 미트러브(Meat Love)
도시명
전화번호

타이베이
886-2-2729-9488

주소

No.468, Sec.4, Xinyi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가격

(평일 점심 정식) 약 11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30~01:00
연중무휴
고기구이 전문점으로 타이베이101, TWTC 타이베이 전시장과 인접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타이베이 하워드(The Howard Plaza Hotel Taipei)
도시명
주소

타이베이
No.160, Sec.3, Renai Rd., Daan Dist., Taipei City, Taiwan

전화번호

886-2-2700-2323

홈페이지

http://www.howard-hotels.com.tw/taipei

숙박료
소개

130달러 이상/1박
타이베이 시내 번화가(인근에 SOGO백화점)에 위치

ㅇ 태평양비즈니스호텔(Pacific Business Hote)
도시명
주소

타이베이
No.495, Guangfu S.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전화번호

886-2-8780-8000

홈페이지

http://www.businesscenter.com.tw

숙박료
소개

130달러 이상/1박
TWTC 타이베이 전시장에서 가까움(전시회 개최기간에는 조기 만실 가능성)

ㅇ 형제호텔(Brother Hotel)
도시명
주소

타이베이
No.255, Sec.3, Nanjing E. Rd., Songshan Dist., Taipei City, Taiwan

전화번호

886-2-2712-3456

홈페이지

http://www.brotherhotel.com.tw

숙박료
소개

170달러 이상/1박
타이베이 쑹산공항에서 가깝고 교통 편리(MRT 난징푸싱역 바로 옆에 위치)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 게스트하우스
ㅇ 스타 호스텔 타이베이 메인스테이션(Star Hostel Taipei Main Station)
도시명
주소

타이베이
4F., No.50, Huayin St., Datong Dist., Taipei City, Taiwan

전화번호

886-2-2556-2015

홈페이지

https://www.starhostel.com.tw/home-kr

숙박료

싱글룸: 약 50~105달러
도미토리: 약 20~22달러

소개

타이베이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 무료 조식 제공

비고

메일: info@starhostel.com.tw

ㅇ 스페이스 인(Space Inn)
도시명
주소

타이베이
No.549, Guangfu S.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전화번호

886-2-2722-0808

홈페이지

http://www.spaceinn.com.tw/XY/kr/index.php

숙박료

40달러

소개

타이베이101 근처 위치, 2016년 오픈했으며 시설이 깨끗한 편임

비고

메일: service.tp.xy@spaceinn.com.tw

ㅇ 와우호스텔 시먼(Wow Hostel Ximen)
도시명
주소

타이베이
8F., No.42, Hanzhong St., Wanhua Dist., Taipei City, Taiwan

전화번호

886-2-2331-0530

홈페이지

http://ximenwow.com

숙박료

15~27달러

소개

젊은층 번화가인 시먼딩에 위치

비고

메일: ximenwow@gmail.com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사. 치안

치안상황
대만은 외교부 발령 여행경보가 없는 지역(2018.11월 기준)으로 치안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종종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지품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골목길에서 날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방은 도로 반
대쪽으로 드는 편이 좋고 밤늦게 여성 혼자 택시를 타거나 어두운 골목으로 다니는 것은 삼가는 편이 좋다.

ㅇ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현황 조회: http://www.0404.go.kr/m/dev/main.do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는 구급차를 불러 먼저 병원으로 이송하고 현지 경찰서에 연락해 순찰차를 호출하고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대만
은 통상 자체 합의, 중재기관에 중재신청, 고소(형사 6개월 이내, 민사 2년 이내) 순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로 연락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신고전화 : 국번 없이 110

이에 앞서 교통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비보호 좌/우회전 차량, 보행 중이나 하차 시에 오토바이 측면 질주에
유의해야 한다. 버스나 대형 트럭의 경우 좌/우회전 시 사각지대가 큰 편이므로 신호등 대기 시 인도 안쪽에서 기다려야 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분실 신고, 여권발급 신청 순으로 대처한다. 여권분실을 대비해 여권과 신분증 복사본, 사진 파일 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ㅇ 여권분실신고
- 신고기관 : 대만 이민서(National Immigration Agency) 지역별 서비스센터
- 구비서류 : 신고서(Report on Passport Lost/Recovered), 사진 2장, 여권 이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ㅇ 여권발급신청(단기 출장자 또는 여행자는 단수여권 발급)
- 신청기관 :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영사처
- 주소 : Rm.1506, 15F., TWTC International Trade Bldg., No.333, Sec.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 전화 : +886-2-2-2758-8320~5 Ext.15, 32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긴급여권신청 사유서, 여권용 사진 2매, 이민서 여권분실신고증명서, 여권 사본(소지 시
), 여권 이외의 신분증 및 사본(소지 시), 귀국 항공권 사본
- 수수료 : 450대만달러

3) 응급전화번호

ㅇ 화재 신고 : 국번 없이 119
ㅇ 범죄 신고 : 국번 없이 110
ㅇ 의료 : (구급차 호출) 국번 없이 119
- 110, 119번 모두 연결되지 않을 시 긴급구출핫라인 연결 : 국번 없이 112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