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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은빛과 새하얀 성으로 변신해 진짜
같은 첫눈이 내릴 올해의 크리스마스 랜드
에는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어린이 카니
발」, 푸중 상권의 새하얗게 멋진 「화이트 
파티」, 팬들이 기대해 마지 않는 「슈퍼스
타 크리스마스 콘서트」, 그리고 이국적 분
위기의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 등의 이
벤트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Disney＋3D 레이저 프로젝션 맵핑쇼
매년 놀라운 감동을 선사하는 신베이 크리
스마스 랜드의 「타이완 최대 면적 프로젝
션 맵핑쇼」가 올해에는 싱가포르 맵핑 기술
팀에 의해 Disney＋테마 3D 레이저 프로젝
션 맵핑쇼로 연출됩니다.
이벤트 기간 매일 17시 30 분부터 정각과 
30 분마다 메인 조명쇼가 시작될 뿐 아니
라, 올해에는 최초로 「오로라 (Aurora)」
를 신베이 크리스마스 랜드로 옯겨와 조명

2022 신베이시 크리스마스 랜드

쇼가 열릴 때마다 마치 환상의 겨울 왕국에 
발을 들여놓은 듯 몽환적인 눈꽃이 흩날려 
새로운 체험과 시각적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
다!

더블 메인 조명구역  Disney＋ 6 대 브랜드 
등장
올해에는 두 개의 메인 조명구역이 신베이
를 밝힙니다. 그중 「신반 조명구역」 범위

진 조명 장식 육교입니다! 또한 바이양 빌
딩 육교의 「흰눈 조명길」, 반차오 기차
역 육교의 「오로라 조명길」, 신잔로 육교
의 「환상적 조명길」, 신푸로 육교의 「아
름다운 조명길」, 샤오위안 백화점 육교의 
「보석 조명길」 등에도 멋진 조명 장식이 
연출됩니다.

2022신베이시 크리스마스 랜드

 금일부터 2023/01/02
 신베이시광장，반차오역 광장，

   완핑 공원，푸중 업무 지구
 christmasland.ntpc.gov.tw

에는 시민 광장, 잔첸 광장, 완핑 공원이 
포함되고, 「푸중 조명구역」은푸중 상권에 
있습니다.
시민 광장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의 울라프가 랜드마크 크리스마스 트
리에 등장하고, 「이글루 스노우풀」과 「얼
음 궁전 회전목마」가 출시되며, 중산로, 
신푸로 입구에는 《I am Groot》 장치가 
선보입니다! 반차오 기차역 잔첸 광장에서
는 빛으로 반짝이는 하얀색 오두막을 볼 수 
있고, 북극성처럼 찬란하게 반짝이는 조명 
장식,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어드벤처 아
이언카」와 「신기한 미니 열차」도 있습니다. 
완핑 공원 조명구역은 픽사가 제작한 《인
사이드 아웃》, 《토이 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등의 유명 장면과 캐릭터 장치
를 선보입니다.
올해 푸중 상권은 환경 이슈를 푸중의 미학
적 의미에 결합하고 신베이 AI 데이터를 통
합하여 독특한 사운드와 빛의 이미지로 전
환함에 따라,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따라 극
지의 경관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멋진 조명으로 장식된 핫포토 플레이스 육
교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육교는 매년 가장 
인기있는 핫포토 플레이스입니다!
그중 《스타워즈》 콘셉트로 반차오 기차역
과 버스 정류장 옆 리바오 육교의 「스타워
즈 조명길」, 쉔민대로 리바오 육교의 「은
하 조명길」은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는 멋

커버 스토리 편집자의 선택

신좡 사찰 거리에는 풍부한 역사 문화, 지역 예술 문화가 담겨 있고, 골목 속에
는 백 년 역사의 사찰들, 역사적 건물 및 풍부한 무형자산, 미식, 역사 문화 등
의 문화적 소양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신베이 시정부 문화국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신좡의 문화적 의미를 보
여 주고 지역의 문화 이야기를 공유하여 해마다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12 월 10 일부터 2주 연속 열리는 「2022 신좡의 함께 즐기는 예술」은 신좡 지역 
백 년 역사의 사찰, 문화자산, 미식뿐 아니라, 2 대 인형극 관련 전람, 문화자산 
미니 투어를 연계합니다. 또 신베이시 29 개 지역 커뮤니티 단체를 신좡 사찰 거
리로 초대하여 지역을 벗어나 신좡 백 년 사찰의 문화 정신을 연계하고, 기념 스
탬프 수집, 부스 개설, 정적 전람, 공연 및 체험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온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활기차고 신나는 문화 행사에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
기며 신좡 지역의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베이 시립 스산항 박물관은 5G 기술을 활용해 스산항 고고학적 유적 발굴 현장을 
만드는 새로운 가상현실(VR)「스산항의 비밀 해제」을 출시합니다. 체험자는 가상현
실 세계에서 고고학자로 변신해 유적에서 고고학적 탐색을 경험하며 스산항 주민들
이 남긴 거미줄 같은 흔적을 찾고, 다양하고 신기한 아이템을 사용해 유물을 분석 
연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아리 복원이나 원시적인 야금 작업에도 참여하여 선
사인들의 노동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락성과 교육성이 겸비된 VR 체험「스산항의 비밀 해제」제작팀은 스산항 유적 관련 
연구 자료를 정리하여 유적 발굴 현장을 재현하고 과학 기술적인 실험실 장면을 만
들었습니다. 전시 참관 체험자들은 30여 년 전 아직 고층빌딩이 세워지기 전 바리 
평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미래 세계와 같은 연구 
장소에 들어가 선사 문화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스산항의 비밀 해제」에는 선택적 체험을 위해 5G 고속, 저지연, 광범위한 연결의 
특성이 매치된 4 개의 고고학적 탐색 지하도가 설정되어 있고, 다른 체험 참여자의 
진행 상황과 획득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므로 경쟁성 및 상호 협력 분위기가 더
해질 수 있습니다.

2022 신좡의 함께 즐기는 예술 새로운 5G VR 체험 ─ 스산항의 비밀

 12/10-12/24
 신베이시 신좡구
 02-2960-3456#4622  
 www.culture.ntpc.gov.tw

 금일부터
 신베이 시립 스산항 박물관
 02-2619-1313
  www.sshm.ntpc.gov.tw



               

신베이 시립 스산항 박물관 홍마오청 푸종 15 신좡（新莊） 문화예술센터 공군 싼총(三重)1촌은

신베이시 우라이(烏來) 타이야(泰雅) 박물관

신베이시 하카 (客家) 문화원구는

신베이시 미려용안(美麗永安) 예술문화센터

수린 예술문화센터

반차오(板橋) 435 아트 존

신베이시 예술문화센터

신베이시 핑린 찻잎 박물관

신베이시 국립 고적 임가화원

신베이 시립 잉거 도자기 박물관

신베이시립 황금박물관

09:30-17:00（매월 첫 번째 월요일의 공휴일）
NT$80
02-2619-1313
 신베이시 바리구 보우관로 200 호
  지하철 →지하철 단수이역 1 번 출구→페리→
홍 13 번 버스 → 스산항 박물 관.

  09:30-17:00（매월 첫 번째 월요일의 공휴일）
NT$80
02-2623-1001
 신베이시 단쉐이구 중정로 28 항 1 호
 MRT →단수이역은 종착역으로 , 하차한 후에 
홍 26 (저상버스 ;low floor bus)혹은 836 (주
말과 공휴일만 운행 ) 혹은 857 을 타면 바로「 
홍마오청역」에 닿는다.

 09:30-18:30（매월 첫 번째 월요일의 공휴일）
Free
02-2968-3600#211
 신베이시 반차오구 푸종로 15 호
  버스→「 푸종역」,「 반차오구 행정사무소역」
에서 내린 후 도보로 약 3 분이면 도착합니다 

   09:00-17:00, (매월 첫 째주 월요일 휴관)
Free   02-2276-0182#101
 신베이시 신좡구 중핑로 133 호
  지하철 반난선을 타고 신푸역에서 하차한 후, 5번 
출구로 나와서 805번으로 갈아타고「 신타이 수영 
장역」에서 하차합니다. 블루 18, 813, 845, 918번
으로 갈아타고「 신좡 고등학교역」에서 하차합니다.

10:00-18:00(매월 첫 째주 월요일 휴원)
Free
02-2979-1815
 신베이시 싼총구 정이난로 86 항
 「중허(中和) 신루선(新蘆線)-회이롱 (迴
龍 )선」을 타고「 타이베이(臺北橋) 다리」
에서내려 도보로 원화난로(文化南路) →푸더
난로(福德南路) →정이난로(正義南路 ) 86 
항 (巷 )으로 이동하십시오.

  09:30-17:00（매월 첫 번째 월요일의 공휴일）
Free
02-2661-8162
 신베이시 우라이구 우라이리 우라이가 12 호
  지하철 신덴선을 타고 종점인 신덴역에서 하차

  09:00-17:00（매월 첫 번째 월요일의 공휴일）
Free
02-2672-9996
 신베이시 산샤구 롱언가 239 호
  지하철→ 반난선을 타고 용닝역에서 내린 후 
, 타이베이 여객 917 번으로 갈아타고하카 문
화원 구에서 하차합니다 .

 09:00-17:00(매월 첫 째주 월요일 휴관)
Free
02-2929-8830
 신베이시 중허구 중허로 390 호 2 층
  지하철 오렌지 라인을 타고 용안시장역에서 하
차합니다 .

  공연장 개방시간: 공연 시작 60 분 전에 티켓
을 확인한 후 로비로 입장하셔야 하고, 객석 
입장은 공연 시작 30 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02-2682-0035
 신베이시 수린구 수신로 40-8 호
  수린 기차역 앞역(종첸가) 출구 방향에서 좌
회전하여 도보로 약 8분 (슈타이 영화관 옆).

 09:00-17:00 (매월 첫 째주 월요일 휴관)
Free
02-2969-0366
 신베이시 반차오구 중정로 435 호
  지하철 →반난선 (블루 라인) 을 타고 신푸역에
서 하차한 후 , 4 번 출구로 나와 우회전하여 횡
단보도를 건넙니다 . 원화로 2 단 182 항 입구까
지 직진해서 우회전한 후 약 3 분간 직진하면 도
착합니다 .

   09:00-17:00 ( 매월 첫 째주 월요일 휴관 )
Free
02-2253-4417
 신베이시 반차오구 좡징로 62 호
  반난선 ( 블루 라인 ) 을 타고 신푸역에서 하차한 
후 , 4 번 출구로 나와 우회전하여횡단보도를 건넙
니다 . 원화로 2 단 182 항 입구까지 직진해서 우
회전한 후 약 3 분간직진하면 도착합니다 .

  09:00-17:00（매월 첫 번째 월요일의 공휴일）
NT$80
02-2665-6035
 신베이시 핑린구 수이더리 수이송치컹 19-1 호
  버스 → 신디엔 지하철역에서 핑린 방향의 
923 번 버스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

 09:00-17:00（매월 첫 번째 월요일의 공휴일）
NT$80
02-2965-3061#23
 신베이시 반차오구 시먼가 9 호
  지하철→ 지하철 반난선을 타고 푸종역 1 번 출
구로 나온 후 , 푸종로를 따라 약 200 미터를 
전진하고 , 원창가에서 우회전하여 끝까지 걸어
가면 임가화원에 도착하며 , 도보로 약 15 분 
정도 소요됩니다 .

  09:30-17:00（매월 첫 번째 월요일의 공휴일）
NT$80
02-8677-2727
 신베이시 잉거구 원화로 200 호
  버스 → 타이베이 여객 702, 917, 981, 851 
번이나 타오위안 여객 5005 번을 타고「도자 
기 박물관」에서 하차합니다 .

  09:30-17:00（매월 첫 번째 월요일의 공휴일）
NT$80
02-2496-2800
 신베이시 루이팡구 진과스 진광로 8 호
  기차 → 타이베이에서 동부간선 이란 , 화리엔 
방향 기차를 타고 루이팡역에서 하차한 후 , 
루이팡 경찰국 옆 구민광장까지 도보로 약 100 
미터를 걸어가서 지롱여객 (788) 을 타고 진과
스로 갑니다 .

금일부터 
새로운 5G VR 체험 ─ 스산항의 비밀

금일부터  
단수이 개항 후 유일한 승리, 바다에 남은 선박

금일부터 2023/03/05
영화 감상부터 영화의 품에 안기기까지

12/02-12/21 
고요•선경─장진린 수채화 창작전

금일부터 2023/02/28
맑은 하늘 아래 수호자 ─ 싼총1촌과 방공부대의 기억 특별 전시회

금일부터 
화려하고 정교한 편직예술

12/15-2023/01/03 
기발한 그림 ─ 왕수추, 린위안위 연합전

금일부터 2023/03/19 
장인 정신 -전통 공예전

금일부터 2023/05/08
차 문화 예술 특별전

금일부터 12/11 
테이블 풍경 ─ 도자기와 향기의 만남

금일부터 12/12 
중산 비훼이서 「소동파 기념회」 ─ 대가 참관 및 서예전

금일부터 2023/01/02
5G 기술로 화려하게 빛나는 신화 임가화원 ─ 앰비언트 라이트 전시회

금일부터 
대지관─「광산 투시」 상설전

12/14［토］14:30 
TMO 타이베이 음악가 관현악단 《크리스마스 사운드, 거룩한 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