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晴耕雨讀小書院
晴耕雨讀，意味著晴天努力耕作，雨天勤讀詩書，跟隨
自然的節奏生活。店家主人從庸碌的都市生活抽離，帶
著對生活的理想，創造力晴耕雨讀小書院。店家自己親
手打造起書院的每一寸方圓，原木老屋的書院建築，佈
有陽光綠地的茵茵庭院，店內陳列的每一本書籍、獨立
刊物、明信片等，以及許多店內精心安排的擺設、細節
，歡迎遊客們前來細細體會，充滿人情溫度的獨立特色
小書院。
청경우독 라이프 스타일 북스토어
칭경우독(晴耕雨請)은 갠날에는 밖에나가 농사일을 하고,
비오는 날에는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자언의 흐음을
따른다는 것을의미합니다. 청경우독의 주인은 숨가쁜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삶을 마주하자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청경우독

라이프

스타일복스토어의

문을

열었습니다.주인이 손수 하나씩 만들어 나간이곳은 본래
서원으로 사용되었던 옛 건물로, 초록빛이 건물 안을 밝게
비추는

이곳에서는

서적,

독립

솔판물,

엽서

등을

판매합니다. 또한, 점내는 방문한 모든 사람이 인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꾸며져 있습니다.

1

烏樹林從前從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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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園市龍潭區龍平路115巷138弄76號
0905-016-957
24小時

우수린 비포(Before)

타오위안시 룽탄구
룽핑로 115항 138농 76호
0905-016-957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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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탄 호수 호숫가 레포츠 광장
타오위안시 중리구 중펑로
상린단 115항 11호
03-4993129

桃園市立圖書館龍潭分館
暨鄧雨賢台灣音樂紀念館
桃園市龍潭區中興路680號
03-2866189
(一)流通櫃檯及鄧雨賢音樂
紀念館開館時間
週二~週六：08:30-21: 00
週日~週一：08:30-17:00
(二)自習室開放時間
週一~週六：08:30-21:00
週日 ：08:30-17:00
(三)休館日：經政府公告之國定假日
(含紀念日、民俗節日等)為休館日。
(四)清潔日：
每月最後一個星期四，不對外開放。

평일：11:00-21:00
휴일：0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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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천궁

타오위안시 용담구 신룡로77호
03-4792375
05:30-20:30
9

룽탄 성지팅 석자탑

타오위안시 룽탄구 주워쯔단 20지호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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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원호텔
타오 위안시 룽 탄구 다창로 1 단 169 호
03-4992881
10:30-14:00,16:3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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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味喜宴餐廳
桃園市龍潭區五福街262巷67-2號
03-4995966、0935-303-400
週一至五：09:30-20:30
週六日：09:30-21:30

지미잔치 식당

타오위안시 롱탄구 우푸
거리 262 항 67-2호
03-4995966,0935-303-400
월~금：09:30-20:30
토요일：09:30-21:30

도원 시 용 담 구 호 정 사무소
도원 시 용 담 구 중흥 로 700 호
03-4792394
월~금：08:00-17:00
토：09:00-12:00(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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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山行
桃園市龍潭區五福街35號
03-4700296
10:00-20:00 (每週三公休)

桃園市龍潭區東龍路246號前
視各店家營業時間而定

룽위안궁 상권

차, 산싱 티 라운지

타오위안시 룽탄구 난룽로 246호 앞
상점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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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圓大飯店
桃園市龍潭區大昌路一段169號
03-4992881
10:30-4:00、16:30-21:00

桃園市龍潭區戶政事務所

龍元宮商圈

龍潭聖蹟亭
桃園市龍潭區竹窩子段20地號
24小時營業

桃園市龍潭區中興路700號
03-4792394
週一~週五：08:00-17:00
週六：09:00-12:00 (週日公休)

3

南天宮
桃園市龍潭區神龍路77號
03-4792375
05:30-20:30

타오위안시립도서관
룽탄 분관 및 등위센
대만 음악 기념관

타오위안시 룽탄구 중싱로 680호
03-2866189
(1)출납 카운터 및 덩위셴 음악
기념관 개관 시간
화~토：08:30-21: 00
일~월：08:30-17:00
(2)자습실 개방 시간
월~토：08:30-21:00
일：08:30-17:00
(3)휴관일:정부가 발표한 법정 공휴일
(기념일, 민속 세시 등)에 휴관
(4)환경 정비의 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은
환경 정비의 날의 날로 폐관

龍潭大池水岸休憩廣場
桃園市龍潭區中豐路上林段115巷11號
03-4993129
平日：11:00-21:00
假日：09:00-22:00

타오위안시 룽탄구 우푸가 35호
03-4700296
10:00-20:00(수요일 휴무)

菱潭街興創基地
桃園市龍潭區南龍路44號
週六~週日：11: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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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楊梅鵝莊 龍潭分店
桃園市龍潭區神龍路96巷2號
03-4806330
11:00-14:00、17:00-21:00

릉탄가 이노베이션 센터

타오위안시 룽탄구 난룽로 44호
토~일：11:00-18:00

대양매아장 용담점
타오위안시 룽탄구 신룽로 96항 2호
03-4806330
11:00-14:00,17: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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鍾肇政文學生活園區
桃園市龍潭區東龍路196號、
南龍路3-11號及南龍路15-17號
4096682
08:30-17:00
(週一、選舉日及國定例假日公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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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면점
도원시 용담구 중정로235호
03-4806235
11:00-20:30

중자오정(鍾肇政)
문학생활원구

도원시 용담구 동룡로196호,
남룡로3-11호 및 남룡로15-17호
4096682
08:30-17:00
(월요일, 선거일 및 국가 정기
공휴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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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潭觀光大池
桃園市龍潭區中豐路上林段115巷11號
24小時營業

룽탄 관광 호수

타오위안시 중리구
중펑로 상린단 115항 11호
24시간

好伴麵店
桃園市龍潭區中正路235號
03-4806235
11:00-20:30

1

龍情花生 龍潭總店
桃園市龍潭區龍元路164號
(龍潭觀光大池正對面)
03-4896569
週一～週四：09:00-21:00
週五～週日、國定假日、連假前一天：
08:00-21:00

룽칭땅콩 룽탄 본점

타오위안시 룽탄구
룽위안로 164호 (룽탄 관광 호수 맞은편)
03-4896569
월~목：09:00-21:00
금~일,법정 공휴일, 연휴 전날：
08:00-21:00

晴耕雨讀小書院
地址：桃園市龍潭區福龍路二段169巷181弄30衖90號
電話：03-4802377
營業時間：週三~週日及國定假：10:00-18:30(週一、二公休)

청경우독 라이프 스타일 북스토어
주소：타오 위안시 룽 탄구 푸롱로 2 단 169 번 골목 181 번 골목 30 번 90 호
전화：03-4802377
영업 시간：수 ~ 일 및 공휴일：10:00-18:30(월, 화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