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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天農場
位於虎頭山旁的春天農場，廣闊的園區本身就值得您細
細賞玩，被虎頭山系包圍的土地有著自然的生態、乾淨
的水源、完好的土質，真是都市中難得一見的淨土，非
常值得與大家分享。堅持著對鄉村農舍的熱愛，及對餐
飲的專業，希望建構一個讓都市人能夠就近親近的自然
樂土，吸引了無數朋友前來享受美好環境及浪漫的時光
，大約近6公頃的空間，足以提供都市人親子、夫妻、情
侶、朋友..等的遊憩空間。這裡，是都市人的天堂祕境。
춘텐농장
후터우산 옆에 있는 커다란 춘텐농장의 극락과도 같은
면모는 한번쯤 천천히 구경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사면을 감싸는 후터우산의 자연과 생태, 그리고 맑은 수원과
완벽한 토양까지 갖추고 있어 도시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정토(淨土)인 이곳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다. 이곳은 시골
농촌에 대한 열정과 요식업에 대한 전문성으로 도시
친구들도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워진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연낙토이다. 약
6ha라는 넓은 부지를 자랑하는 이곳은 도시에서 거주 중인
가족, 부부, 연인, 친구 등에게 최고의 휴식 공간이 될
것이다. 이곳이야 말로, 도시인의 숨겨진 명소가 아닐까.

春天農場
地址：桃園市龜山區長壽路272號
電話：03-3502953
營業時間：平日09:00-18:00
假日09:00-21:00
춘텐농장

주소：타오위안시 구이산구 창서우로 272호
전화：03-3502953
영업 시간：평일：09:00-18:00
휴일：0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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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園忠烈祠暨神社文化園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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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園市桃園區三民路一段1號
03-3194510
05:00-18:00

타오위안 충렬사 및
신사문화구역

타오위안시 시립 체육관
타오위안시 타오위안구
산민로1단 1호
03-3194510
05:00-18:00

타오위엔구타오위엔시
타오위엔구 청꽁로 3단 200호
03-3325215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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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頭山環保公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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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園假日花市
桃園市桃園區壽山路100號
0933-105-064
僅週六日營業：07:30-18:00

桃園市桃園區成功路三段
03-3946061
24 小時

타오위안휴일화시

호두산 친환경 공원

도원시 도원구 수산로100호
0933-105-064
토요일만 영업 : 07:30-18:00

타오위안시 타오위안구
청궁로3단
03-3946061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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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園市立體育館

桃園市桃園區成功路三段200號
03-3325215
09:00-17:00

南崁溪自行車道
桃園市蘆竹區南崁溪沿岸
24 小時

大有梯田生態公園

난칸강 자전거길

桃園市桃園區民富十三街底
0928-883-235
園區24小時開放，
部分設施有開放時段

타오위안시 루주구 난칸강 연안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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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유 계단식 생태 공원
타오 위안시 타오
위 안구 민푸 13 번가 하단
0928-883-235
공원은 24 시간 운영되며
일부 시설은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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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園市桃園區公園路42號
03-3946061
24 小時

삼민운동공원

도원시 도원구
삼민로 131호
24시간

후토우산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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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위안시 타오위안구
궁위안로 42호
03-3946061
24시간

타오위안시 토지공문화관
타오위안시 타오위안
삼민로 100호
03-3366860
09:00-17:00(월요일 휴무)

新梅龍鎮復古餐廳
桃園市桃園區中山東路147號
03-3311933
11:00-21:30

뉴메롱타운 레트로 레스토랑

眷村故事館
桃園市龜山區光峰路43號
03-3296662
10:00-18:00(週一、二公休)

도원시 도원구 삼민로2단 63 호
03-3333165
11:00-21:30

꿰이산 줸춘 꾸쓰관
(군인공동체마을 스토리 박물관)
타오위안시 구이산구 광펑로 43호

桃園市土地公文化館
桃園市桃園區三民路一段100號
03-3366860
09:00-17:00(週一公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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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96662
10:00-18:00(월,화 휴무)

經國梅園
桃園市桃園區三聖路
03-3946061
24 小時

국매원경
타오위안시 도원단지 삼성로
03-3946061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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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光二村
桃園市龜山區大同路138巷
03-3197132
週三至六：
09:00 – 17:30(週日至二公休)

후이광얼춘 마을

후이광얼춘 마을
03-3197132
수~토：09:00-17:30(일~토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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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軍小館
桃園市桃園區中山東路147號
03-3333165
週一至五：11:00-14:00、17:00-21:00
週六、日：11:00-21:00

육군 박물관

타오 위안시 타오 위 안구 중산동로 147 호
03-3333165
월~금：11:00-14:00,17:00-21:00
토요일：11:00-21:00

飛米子
桃園市龜山區長壽路165-1號
03-3193777
11:00-19:30(週一及週日公休)

페이미쯔 루러우판
타오위안시 구이산구 창서우로 165-1호
03-3193777
11:00-19:30
(월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타오 위안시 타오 위 안구 민
광동로 272-1 호
03-3172809
월~금：15:00-22:00
토요일：11:00-22:00

桃園明倫三聖宮

타오위안시 구이산구 싼성로 639호
03-3345679
05:00-18:00

奧爾森林學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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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브랜드 로메이 본점

桃園市龜山區三聖路639號
03-3345679
05:00-18:00

타오위안 명룬삼성궁

黑牌滷味本鋪
桃園市桃園區民光東路272之1號
03-3172809
週一至週五：15:00-22:00
週六日：11:00-22:00

타오위엔구청공로 3단
03-3946061
24시간

콩먀오(공자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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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터우산 공원

三民運動公園
桃園市桃園區三民路一段131號
24 小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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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廟
桃園市桃園區公園路42號
03-3325215
08:00-12:00、13:00-17:00
타오위안시 타오위안구
궁위안로 42호
03-3325215
08:00-12:00,13:00-17:00

虎頭山公園
桃園市桃園區成功路三段
03-3946061
24 小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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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光三越
桃園市桃園區大有路189號
03-3318888
週日至週四：11:00-21:30
週五至六：11:00-22:00

신광 미츠코시

도원시 도원구 대광로 189호
03-3318888
일～목：11:00-21:30
금～토：11:00-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