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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슝 골프여행상품 안내( )高雄

골프상품 특징■

특 급 호텔 사용 성급1 (5 , )▶ ★★★★★

최고급 식사 미식가를 위한 만찬( )▶

인천공항에서 시간 분 거리2 40▶

골프 최적의 기후 조건 섭씨 도( 25 )▶

최상급 골프장 곳에서 분산 라운딩7▶

가남남보남일산호관가오슝대강산신의 사용( , , , , , , )

노쇼핑 최고급 만족 일정,▶

카오슝 대만 경제의 중심지 소개( / )■ 高雄

카오슝은 경제 무역의 중심지이다 그 중에서도 카오슝 항구의 화물 수송량은 세계 위의 거대한, . 4

규모를 자랑하며, 타이완 무역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내 중심가에는 층의 똥띠스. 85

빌딩과 층의 창구( ) 50 ( )東帝士 長谷 세계무역 빌딩 등 수많은 마천루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어 마치,

세계시장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는 카오슝시의 위력을 상징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카오슝 시민들은 타이완 남부의 인정 많고 손님맞이를 좋아하는 천성으로 인해 언제나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있다 아이허 일대는 여러번의 보수 개축공사. ( ,Love River) ,愛河

를 거쳐 항구도시의 우아한 풍치를 더하였으며 연안을 따라 설립된 허삔공원 과 이곳의 야, , ( )河濱公園

경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원소절의 등불축제나 단오절의 드래곤 보트 축제의 주요 무대가 되기도 한다 년부. 2001

터 카오슝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등불축제는 이미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가 되었다 그 외에도.

카오슝 시립역사 박물관 시립 미술관 및 기초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공예 박물관 등에서는 카오슝시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 인문의 향기를 전해주고 있다.

신쿠쟝 상권 싼뚜어 상권 등 대형 백화점들이 주변 상가들과 결합하여 형성된( ) ( )、新堀江商圈 三多商圈

몇몇 상업거리는 카오슝에서 꼭 들러보아야 할 쇼핑거리로 자리 잡았다 만약 여기에 예부터그 명성이.

자자한 리우허야 시장 신싱 야시장 치진 해산물거리 등의 풍부한 먹( ) ( ) ( )、 、六合夜市 新興夜市 旗津海鮮

거리 등을 더한다고 하면 이러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든 활동들이 결코 이 여행을 헛되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카오슝 날씨■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최고 기온 25 26 27 27 29 31 34 33 31 28 24 24

최저 기온 18 18 19 20 21 23 25 24 23 20 19 19

타이완은 국토가 우리나라의 경상 남북도 정도의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열대와 열대에 걸쳐 구분

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 계의 구별은 분명하지 않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페이와 그 주변 북부4 .

지역은 아열대지역으로 월은 짦은 옷이 적당하며 월에 비가 잦은 편이지만 겨울철에6 10 , 12 3～ ～

남부지역은 날씨가 온화하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 다만 월에 매일 스콜이 내리므로 여름. , 5 10～

더위를 식혀 준다.

여 행 정 보■

대만 플러그 정보

대만은 우리나라와 달리 를 사용합니다110V .▶

여행 출발 전 반드시 변환플러그를 준비해주세요.

카오슝 골프장 안내지도 대만 출입국 신고서



골 프 소 개 
◎신의골프장 Hsin Yi Golf Country Club 

 
 

★가오슝 시내에서 30 분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골프장 총면적은 100 헥타르로 나뭇잎이 펼쳐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언덕은 완만하여 공을 

치기에 적합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내에서 기르는 야자수와 2 홀에서는 유명한 

사장교를 볼 수 있습니다. 

 

 



◎대강산골프장 Ta Kang Shan Golf Country Club 

 
 

★도심과 인접해 있으며 북쪽 타이난에서 20km, 남쪽 가오슝에서 40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골프장 밖 길 양쪽에는 후프소나무와 무성한 산림들이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한편의 

풍경화를 연출합니다.  18 홀 코스는 계곡 산마루와 함께 자연지형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지형마다 크고 작은 호수가 색다른 운치와 재미를 더해 줍니다. 

 

★유일한 야간 골프장으로 면적은 약 48 만평에 18 홀 라운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산호관골프장 Sunwood Lake Golf Club 

 
 

★2008 년 전문코치와 프로골퍼들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대만 PGC 프로골프협회 

지정골프장으로써, 가오슝의 대무산 아래 122 헥타르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준 27 홀이 각각 다르게 설계되어 다른 두 개의 코스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조합된 각 

홀은 7,000 야드 이상 국제표준 72 타 홀들입니다. 

 

 

 
 



◎남보골프장 Nan Pao Golf Country Club 

 
 

★27 홀이 남·북향으로 설계되어 태양을 등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어 눈부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홀마다 독특한 특색을 가진 호수가 많아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남국의 기후와 역동적인(도전적인)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주위에는 시냇물과 원시림들로 둘러싸여 있고, 라운드의 기복이 심하지 않아 모든 

연령층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가오슝골프장 Kaohsiung Golf Country Club 

 
 

★가오슝 CC 는 대만 초대 총통 장개석이국민체육 증진과 골프 인재육성을 장려하기 위해 

건설한 골프장입니다. 

 

★대만 남부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골프장입니다. 1961 년 9 홀로 시작한 가오슝 CC 는 

1977 년~1983 년 동안 국제대회 및 대만프로골프대회를 주최하였으며,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타이난골프장 Tainan Golf Club 

 
 

★도심과 인접해 있으며 북쪽 타이난시에서 20km, 남쪽 가오슝시에서 40km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합니다. 골프장 밖 길 양쪽에는 후프소나무와 무성한 산림들이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한편의 풍경화를 연출합니다.  

 

★18 홀 코스는 계곡 산마루와 함께 자연지형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지형마다 크고 작은 

호수가 색다른 운치와 재미를 더해 줍니다. 유일한 야간 골프장으로 면적은 약 48 만 평에 

그림같이 18 홀 라운드로 설계돼 있습니다. 

 

 



호 텔 소 개 
◎한라이호텔 The Grand Hi Lai Hotel 

 
★한라이호텔은 가오슝 시내 중심에 위치한 5 성급 호텔로써 공항,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호텔 건물 안에는 한신 백화점이 함께 위치해 있어 최고 수준의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약 540 여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객실에서 아름다운 가오슝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호텔의 부대시설 및 서비스로는 카페, 각종 고급 레스토랑, 선물용품점, 

비즈니스센터, 실외수영장, 휘트니스센터, 사우나, 장애인 편의시설, 룸 서비스, 세탁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가오슝한센호텔 Han-Hsien International Hotel 

 
★호텔은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이며 가오슝시 지역을 관광하시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호텔은 가오슝 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25 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친절한 직원들이 투어 데스크에서 가오슝시 액티비티 계획 및 예약을 도와 드립니다. 

★호텔에서는 전 객실에 WiFi 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4 시간 프런트 데스크, 장애인용 

시설, 수화물 보관 등을 편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준호텔 The Lees Hotel 

 
★리준호텔은 최고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곳 입니다.호텔은 

도심의 부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관광, 사업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가오슝을 

방문하시는 모든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텔에서 공항까지는 차로 약 25 분 거리, 주변 관광지는 30 분 이내에 대부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트 인 호텔 Greet Inn Hotel 

 
★15 층 건물로 이뤄진 본 호텔은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도록 빈티지와 가오슝 항구문화를 

접목하여 공예풍 인테리어로 꾸몄습니다. 

 

★본 호텔은 “직원들에게는 즐거운 호텔, 여행자들에게는 더욱 편안한 호텔”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웃을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호텔 주변 육합야시장과 아이허는 

가벼운 산책을 하기 아주 좋으며, 가오슝 시의회(MRT)역이 도보 2 분거리에 있습니다. 

 



 

식 당 소 개 

◎리준호텔 The Lees Hotel 

 
★뷔페 레스토랑은 리준호텔 2 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다국적 해물요리, 스테이크, 

각종 야채요리 등 재료에 맞게 다양한 요리법을 선보이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 즐기기에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최고의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어 손님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오슝한센호텔 Han-Hsien International Hotel 

 
★한센호텔의 식당은 가오슝에서 명성이 대단합니다. 40 층에 위치한 유명한 홍콩요리식당에서 

여러가지 맛있는 홍콩 딤섬과 대만전통요리를 맛 보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공간을 

원하시는 손님을 위해 식당 내 3 곳의 룸을 준비하였습니다.  

 

★42 층에 위치한 미니바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아름다운 가오슝 야경을 즐길실 수 있습니다. 

 

 



◎가오슝하워드프라자호텔 Howard Plaza Hotel Kaohsiung 

 
★하워드프라자호텔에는 고급 레스토랑 3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 층 홍콩요리의딤섬 

레스토랑, 그리고 6 층 대만 전통 코스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 6 층 대만 전통 코스요리 레스토랑은 하워드 프라자호텔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으로 전문 

사천요리를 맛 볼 수 있습니다. 

 

 



◎맛있다 한국식당 Masitda Korean Restaurant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고급 한식당으로 여행 중에도 한국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메뉴는 비빔밥, 삼겹살, 찌개류, 한국 반찬 등 여러가지 한식이 준비된 한상차림입니다. 
 

 

 
 
 



◎커리아불고기뷔페 KORIYA RESTAURANT 

 
★대만 가오슝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샤브샤브 식당 '커리아불고기뷔페'입니다. 1968 년에 오픈 

후 지금까지 변함없는 최고의 서비스와 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뷔페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고기, 돼지고기, 해물종류, 각종 야채 등의 재료를 마음껏 

가져다가 직접 샤브샤브 또는 석판에 요리하여 드실 수 있고 그 외에 케이크,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 통 소 개 
◎Volkswagen 승합차 

 
★4~6 명 탑승이 가능합니다.(기사+가이드 불포함) 

 
★6~8 명 탑승이 가능합니다.(기사+가이드 불포함) 

◎43 인 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