磊園活魚餐廳
磊園活魚餐廳為石園活魚的旗艦店，為服務更多遠道而
來的顧客，能夠來此嚐鮮，故興建磊園活魚餐廳。內部
空間古色古香，挑高的主廳，更顯大氣，很適合辦理大
型宴會或喜宴。磊園會秉持創辦人勇於創新的執行力，
獨門養生料理，饕客讚不絕口，更分享屬於石門的樂活
旅程，放眼文創產業與生態旅遊。
레이위안 활어 식당
레이위안 활어 식당은 스위안 활어 식당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멀리서 걸음 해주신 고객께 신선한 맛을 선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전통적인 색채로 꾸며진 내부에는 옛 멋이
가득하고 유난히 높은 천장을 지닌 메인 홀은 과감한 느낌을
주어 대형 연회 또는 피로연에 안성맞춤이다.용감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던 창립자의 실천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레이위안. 레이위안만의 양생 요리는 수많은 미식가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다. 맛을 즐기는 것 이외에도 스먼에서
로하스 여행을 즐기며 문화창작 사업과 생태 여행을
둘러보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인문학적
관광지와 자전거 도로를 결합하고 스먼 활어 거리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소개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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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潭永福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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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園市龍潭區三坑老街66號
03-4712420
06:00-18:00

도원시 용담구 가안로 2호
03-4115419

타오위안시 룽탄구 산컹
옛거리 66호
03-4712420
06:00-18:00

三坑老街

10

가안리(석문11부)

룽탄 융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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佳安里(石門十一份)
桃園市龍潭區佳安里佳安路2號
03-41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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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園市龍潭區三坑老街45號
24小時

산컹 옛거리

타오위안시 룽탄구
산컹 옛거리 45호
24시간

石門大草坪

大平紅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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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園市龍潭區佳安里佳安路5號
03-4713748
11:00-20:00

다핑 붉은 다리

스먼화위안 활어 식당

타오위안시 룽탄구 스먼로 55항 내부
(룽탄향 다핑리와 산컹리 교차 지점)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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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門花園活魚餐廳

桃園市龍潭區石門路55巷內
(龍潭鄉大坪里與三坑里交界處)
24小時

三坑自然生態公園

타오위안시 룽탄구 자안리 자안로 5호
03-4713748
11: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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祥和園活魚餐廳

磊園活魚餐廳

桃園市龍潭區佳安里佳安路2號
080-0200-233
08:00-17:00

桃園市龍潭區三坑里堤防旁
03-4793070
24小時

桃園市龍潭區中正路三坑段779號
03-4713279、03-4711561
09:00-21:00

스먼 잔디밭

산컹 자연 생태공원

샹허위안 활어 식당

營業時間：10:00-20:00

타오위안시 룽탄구
03-4793070
24시간

타오위안시 룽탄구 자안로 2호
080-0200-233
08:00-17:00

타오위안시 룽탄구 중정로
산컹단 779호
03-4713279,03-4711561
09:00-21:00

地址：桃園市龍潭區中正路三坑段711號
電話：03-4713769、03-4711777

레이위안 활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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黑白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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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園市龍潭區
03-3322101
24小時

清水坑古道
칭수이컹 옛 길

1

빨래터
타오위안시 룽탄구
03-3322101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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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門大圳櫻花步道

三坑鐵馬道
桃園市龍潭區中正路三坑段304號
03-3322101
24小時

桃園市龍潭區石門大圳

스먼 큰 도랑 벚꽃길

싼컹 자전거 도로

타오위안시 룽탄구 중정로
산컹단 304호
03-3322101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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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坑子崎頭石爺伯公
桃園市龍潭區中正路三坑段98號
24小時

싼컹즈 치터우 돌 영감님
타오위안시 룽탄구
중정로 산컹단 98호
24시간

桃園市龍潭區佳安里十一分路200號
03-4713992、03-4713866
週一至五：09:30-20:30
週六日：09:30-21:30

桃園市龍潭區中正路三坑段525-1號
03-4115868
週一~週日：11:30-21:00
(最後點餐20:30)

전화：03-4713769,03-4711777

신란 활어 식당

볜징이잔 텍사스
바비큐-룽탄점

心蘭活魚餐廳

타오위안시 룽탄구
자안리 스이펀로 200호
03-4713992,03-4713866
월~금：09:30-20:30
토,일：09:30-21:30

타오위안시 룽탄구
스먼 큰 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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邊界驛站-龍潭店

주소：타오위안시 룽탄구 중정로 산컹단 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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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蘭活魚
桃園市龍潭區佳安里十一分58號
03-4712696
平日：11:00-14:00、17:00-21:00(週三公休)
假日：11:00-15:00、16:00-21:00

위란 활어 식당

타오위안시 룽탄구 자안리
스이펀로 58호
03-4712696
매주 수요일 휴무.
평일：11:00-14:00,17:00-21:00
휴일：11:00-15:00,16:00-21:00

타오위안시 룽탄구 중정로
산컹단 525-1호
03-4115868
월~일：11:30-21:00
(마지막 주문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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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坑老爹
桃園市龍潭區永昌路51巷18弄18號
03-4115350
24小時

싼컹 라오뎨 민박

타오위안시 룽탄구 융창로
51항 18농 18호
03-4115350
24시간

영업 시간：10:0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