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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첫차 막차�운행시간

자전거�휴대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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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탑승�시�주의사항

출
구

NTD 80 / 장
자전거를�휴대할�경우�자전거�휴대비용을�별도로�계산하지 
않으며�승차�거리에�관계없이�일률적으로�정가요금을 
받습니다.

개방시간：  휴일: 종일   평일 10:00~16:00, 22:00~운행마감.

원후선(文湖線) 및�순환선(環狀線)의�모든�역과�단수이(淡水)
역, 타이베이�메인(台北車站)역, 중샤오신성(忠孝新生)역, 
중샤오푸싱(忠孝復興)역, 난징푸싱(南京復興)역, 다안(大安
)역을�외에�나머지 85개의�전철역이�자전거를�가지고�탑승�혹은 
환승�가능합니다. 

판매가： 편도요금�기준

10인(포함) 이상，1인당�편도요금의 20% 할인.
40인(포함) 이상，1인당�편도요금의 30% 할인.

판매처： 각�전철역�안내소.

사용방법：
구매�당일에만�사용�가능하며, 사용�후에는�환불이 
불가합니다.

판매처： 각�전철역�승차권�자동�발매기.
구매�당일에�한해서�유효하며�기한을�넘기면�사용할�수 
없습니다. 중도에�역을�나가면�환불되지�않으므로�편도 
승객에게�적합합니다.
사용방법： 
입구：개찰구�단말기�센서에 1회용�승차권을�가볍게 
터치하면�역으로�들어가실�수�있습니다.
출구：1회용�승차권을�개찰구�코인�투입구에�투입하면 
바로�역에서�나가실�수�있습니다.

NTD150 / 장

판매처： 각�전철역�안내소.

사용방법： 
스스로�선택한�날짜에�전철역�개찰구를�통과하면 
카드가�자동으로�개통됩니다. 개통된�날부터 
운영시간에�타이베이 MRT를�무제한�이용 
가능합니다. 단, 매번�사용시 1인에�한합니다. 

1일�승차권

24/48/72
시간�티켓

NTD100 / 장 

보증금이�없으며�사용가능�금액이 0원이므로
사용�전에�먼저�충전해�주시기�바랍니다.
판매처：각�전철역의�안내소. (유유카와�이카통에 
한함), 편의점�등.
사용방법：

재충전�사용이�가능합니다.
전철�탑승�시 편도요금�전액을�차감합니다.
잔액이�부족할�경우에도 1회에�한해�역을�나올 
수�있지만�역을�나온�후�즉시�충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1장당�전철역�출입인원은 1인으로 
제한됩니다. 여러�장의�카드를�동시에�태그하지 
말아�주십시오.

환승할인：
전자�티켓을�이용할�때 1시간�안에�타이베이 
MRT와�버스, 단하이�경전철, 그리고�안컹 
경전철의�쌍방향�환승을�할�수�있습니다.
요요카(이지카드)를�이용할�때 1시간�안에 
타이베이 MRT와 YouBike의�쌍방향�환승을 
할�수�있습니다.

충전방법：
충전기기 : 자동�발권�및�충전기, 요요카드
(이지카드) 판매�및�충전기. (모두�거스름돈 
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수동충전 : 역�안내소.

환불규정：
해당�충전카드�업체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카드를�이곳에�터치해�주십시오.
단말기화면�안내�메시지를 
확인해�주십시오.
개찰구�문이�열리면�전철역 
출입이�가능합니다.

유료구역�내에서�머물�수�있는�시간에�관한�규정은�아래와�같습니다：
탑승역과�내리는�역이�다른�경우：2시간, 같은�역�출입�시:15분. 
시간초과�시�추가�요금이�부과됩니다. 역내�안내소에서�지불하거나�개찰구 
단말기에서�당사가�공지한�최저�편도�운임이�자동으로�차감됩니다.

6세� 미만� 어린이(키 115cm, 신분증명서� 제출)와� 키 115cm 미만의 
어린이는�탑승권을�구매한�동반자와�함께�무료로�탑승합니다.

경찰견, 시각� 장애인� 안내견, 시각� 장애인� 안내� 유아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머리, 꼬리� 및� 사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용� 소형 
케이지(우리)에� 넣어� 이동하며, 탑승권을� 구매한� 승객1인당� 케이지� 한 
개로�제한합니다.

흡연, 침뱉기(빈랑즙과�찌꺼기�포함), 쓰레기�버리기(담배꽁초, 껌, 과일껍질, 
과일�씨, 과일�찌꺼기�및�일반�폐기물�포함), 역내�음식물섭취 (물포함), 
껌이나�빈랑을�씹는�행위.

신베이터우(新北投)역
02-28912972

졘탄(劍潭)역
02-28830313

시먼(西門)역
02-23753096

타이베이 101/
세계무역센터역
02-27586593

롱산스(龍山寺)역
02-23025903

단수이(淡水)역
02-26267613

상응되는�역에서 20분�이내에�역외�환승이 
가능하며, 추가�요금은�없습니다.

편도승차권을�소지한�승객은�노란색�환승 
개찰구를�이용해�주십시오. 충전카드를�소지한 
승객은�모든�개찰구를�이용해�역�외부로�나갈 
수�있습니다.

상응되는�역에�도착하면�모든�개찰구를�통해 
티켓을�태그하고�역으로�들어가�계속�탑승할 
수�있습니다. 상응�전철역�안내도

［ 타이베이 MRT 이용안내］
▪노선도

▪전철�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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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  GO (台北捷運GO)」App을�다운�받으신�후, 
「따뜻한�서비스(溫馨服務) → 유실물센터(遺失物協尋) → 유실물�등록

(協尋登錄)」 화면에서� 유실물� 정보를� 등록하시면, 해당� 유실물이� 있을 
경우�당사는�문자나�전화로�먼저�연락드리며�확인하겠습니다. 
24시간�고객센터�전화 02-218-12345

주의사항: 우산�등의�유실물은�각�역에서�직접�찾아가실�수 
있습니다.

원후(文湖)선

단수이‧신이(淡水信義)선

숭산‧신뎬(松山新店)선 

중허‧신루(中和新蘆)선 

반난(板南)선 

순환(環狀)선 

베이터우(北投)-신베이터우 (新北投) 

치장(七張)-샤오비탄(小碧潭)

약2~4분 약4~10분 약12분

출퇴근시간*
노선

평상시

배차간격
23:00 이후

약3~7분

약4~7분

약5~10분 약12~15분

약7~8분 약10~12분

약12~20분

*출퇴근�시간 : 평일 07:00~09:00 및 17:00~19:30

흡연 음식물섭취

배려와�양보
노약자와�어린이, 자리�양보

스티커�또는�임신부�브로치를
부착했거나�거동이�불편한�분들을�위해
능동적인�배려와�양보를�부탁드립니다.

먼저�내리고
나중에�타기
하차�승객에게
먼저�양보해

주시기�바랍니다.

몸이�불편할�경우
감기�증상이�있거나
몸이�불편할�경우
마스크를�착용해
주시기�바랍니다.

백팩은�손에�들기
객차�안에서는�다른

승객에게�영향을�주지
않도록�백팩은�손으로
들어�주시기�바랍니다.

쓰레기�버리기침뱉기

주의사항

1.
2.

지하철�이용�시�아래와�같은�행위는�금지사항입니다. 위반�시�법에�따라�벌금이�부과됩니다.

충전카드

여객�안내센터

20
23

.0
3 

인
쇄

24시간 NTD 180 / 장

48시간 NTD 280 / 장

72시간 NTD 380 / 장

판매처： 각�전철역�안내소.

사용방법： 
스스로�선택한�날짜에�전철역�개찰구를�통과하면 
카드가�자동으로�개통됩니다. 교통카드�이용하실 
때부터�운영시간에�연속 24/48/72시간�동안 
타이베이 MRT를�무제한�이용�가능합니다.



공원은�위안산(圓山), 메이수(美術), 신성(新生)
의�세�구역으로�나뉘어�있다.
위안산(圓山)역 1번�출구로�나오면�바로�위안산 
공원이다. R50번�버스를�이용하거나�걸어서 
다른�구역으로�이동할�수�있다.
http://www.expopark.taipei

초고속(전망대까지37초) 엘리베이터를�타고 89
층�전망대까지�올라가�도시�전경을�한눈에�볼�수 
있다.
타이베이101 / 스마오(世貿)역 4번�출구.
https://www.taipei-101.com.tw

행천궁 (行天宮 싱텐궁)은�관우(關公)를�모시는 
도교사찰로�대만�북부에서�가장�많은�참배객이 
찾는�사찰�중에�하나다.
싱톈궁(行天宮)역 3번�출구에서�송쟝루(松江路) 
와�민촨둥루(民權東路) 사거리�방향으로�걸어서 
약 4분�거리.
https://www.ht.org.tw

중국�궁전�식으로�건축된�국립고궁박물관은 5천 
년의�중국�역사를�망라하는�유물을�소장하고 
있다.
지하철�스린(士林) 역 1번출구에서 R30、304、
255、815、소(小)18、소(小)19번�버스로 
환승하여�고궁박물관까지�이동.
https://www.npm.gov.tw

대만�최초의�현대미술관으로�대만�및�외국�현대 
예술작품을�전시하고�있다.
위안산(圓山)역 1번�출구로�나와�도보로�위안산 
공원을�가로질러�지난�후�중산북로 3단(中山北路
三段) 쪽으로�좌회전하면�도착한다.
https://www.tfam.museum

단수이�홍수린은�전형적인�하구생태계로, 
맹그로브�나무, 말뚝망둥어, 농게, 물새�등이 
풍부한�자연생태계를�이루고�있다.
홍수린(紅樹林)역 2번�출구. 
https://conservation.forest.gov.tw/0000106

전철�주변�관광명소 본�여행정보는�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내용은�각�관광지의�홈페이지를�통해�문의하거나�현장공지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안산�엑스포공원
(圓山花博公園)

싱톈궁
(行天宮)

청나라�시기에�지어졌으며, 기품�있게�단장된 
근사한�화원은�건립�당시에도�보기�드문�대형 
건축물이었다. 타이완에�현존하는�가장�완전한 
원림식(園林式) 건축물이기도�하다. 
푸중(府中)역 1번�출구에서�푸중로(府中路)를 
따라�직행하다가�원창제(文昌街)에서 
우회전하고�시먼제(西門街) 입구에서�좌회전하여 
약 30미터�거리에�위치한다.
http://www.linfamily.ntpc.gov.tw

위안산(圓山)지역의�중요한�랜드마크�중�하나로 
1969년에�중국�고궁(故宮)의�태화전(太和殿) 
건축양식을�본떠�건립되었다.
다즈(大直)역에서 208번�버스로�이동하고 
중례츠(忠烈祠)역에서�내린다.
https://afrc.mnd.gov.tw/faith_martyr

사림관저에는�중국식�정원, 서양식�정원, 
장미화원, 신란정과�분수�등이�있으며, 정원내 
다양한�꽃과�식물을�재배하여�경관이�매우 
아름답다.
스린역 2번�출구에서�푸린로(福林路) 방향으로 
걸어서�약 10분�거리.
https://www.culture.gov.taipei/frontsite/
shilin/index.jsp

중정기념당�단지에는�아트갤러리, 강연장, 
중국식�정원�등이�있어�타이베이�시민의 
휴식공간이�되고�있다.
중정지녠탕(中正紀念堂)역 5번�출구.
https://www.cksmh.gov.tw

1738년에�건립되었으며�대만에서�보존이�가장 
완벽한�민간사찰�중의�하나로�국가급�고적으로 
지정되었다.  
룽산스(龍山寺)역 1번�출구에서�시위안루(西園
路)를�따라�북쪽으로�약 5분�거리.
http://lungshan.org.tw

타이베이�시립동물원은�자연보호, 연구, 교육, 
놀이와�휴식�기능을�결합한�사회교육기관이다.
둥우위안(動物園)역 1번�출구에서�걸어서�바로 
도착할�수�있다.
https://www.zoo.gov.taipei

린쟈화위안
(林家花園)

충렬사
(忠烈祠)

스린관저
(士林官邸)

중정기념당
(中正紀念堂)

용산사
(龍山寺)

타이베이�시립�동물원
 (台北市立動物園)

가족이�함께�즐길�수�있는�교육과�레저를�겸비한 
놀이공원이다.
졘탄(劍潭)역 3번�출구에서 41、R30、셔틀버스 
2호선、529번�버스 (휴일�운행중지) 로�이동.
스린(士林)역 1번�출구에서 255구(區)、R30、
620、셔틀버스１호선 (평일�운행중지)으로�이동.
즈산(芝山)역 1번�출구에서�셔틀버스 1호선 (평일 
운행중지)으로�이동.
https://www.tcap.taipei

중국�고대�궁전�양식의�건축물로�야외�스포츠와 
휴식을�즐길�수�있는�레저�장소일�뿐만�아니라 
문예전시�등�다양한�문화행사가�열리는�장소다.
궈푸지녠관(國父紀念館)역 4번�출구.
https://www.yatsen.gov.tw

마오콩(貓空) 케이블카는�대만에서�가장�긴 
케이블카다. 멀리�타이베이 101을�바라보며 
케이블카를�타고�마오콩(貓空)에�올라�산책로의 
정취와�이색적인�다과를�즐길�수�있다.
둥우위안(動物園)역 2번�출구에서�걸어서 마오쿵 
케이블카�탑승�장소까지�이동.
https://www.gondola.taipei

타이베이�아레나(台北小巨蛋) 메인�홀은 
다목적체육관과�예술문화�공연장이며, 서브홀에는 
대만�유일의�국제규격�실내스케이트장인�아이스 
랜드(ICELAND)가�있다.
타이베이�샤오쥐단(台北小巨蛋)역 2번�출구.
https://www.arena.taipei

운동과�휴식, 교육과�훈련�및�지하철 
재난안전체험관�등�시설을�갖춘�다목적 
레저회관이다.
푸싱강(復興崗)역 2번�출구에서�걸어서�약 6분 
거리.
https://btresort.metro.taipei

타이베이�시립�어린이�새놀이동산
(台北市兒童新樂園)

국부기념관
(國父紀念館)

마오콩�케이블카
(貓空纜車)

타이베이�아레나
(台北小巨蛋)

베이터우�회관
(北投會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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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우위안(動物園)역
Taipei Zoo

마오콩�란처(貓空纜車)
Maokong Gondola

홍수린�자연보호구역
(紅樹林自然保留區)

국립�고궁�박물관
(國立故宮博物院)

스린(士林)역
Shilin

졘탄(劍潭)역
Jlintan

타이베이�시립미술관
(台北市立美術館)

타이베이 101
(台北101)

타이베이 여행 웹사이트
http://www.travel.taipei

신베이시 관광여행 웹사이트
https://newtaipei.travel

타이베이 여행티켓 선택하기

홍수린(紅樹林)역
Hongshulin

스린(士林)역
Shilin

위안산(圓山)역
Yuanshan

중정지녠탕(中正紀念堂)역
Chiang Kai-Shek Memorial Hall

스린(士林)역
Shilin

위안산(圓山)역
Yuanshan

푸싱강(復興崗)역
Fuxinggang

타이베이 101 역 / 스마오(世貿)역
Taipei 101/ World Trade Center

룽산스(龍山寺)역
Longshan Temple

다즈(大直)역
Dazhi

싱톈궁(行天宮)역
Xintian Temple

푸중(府中)역
Fuzhong

타이베이�샤오쥐단
(台北小巨蛋)역
Taipei Arena

궈푸지녠관(國父紀念館) 역
Sun Yat-Sen Memorial Hall

전철노선도

본�노선도는�참조용�개략도로�실제 
위치가�아닙니다.
Routes are depicted schematically 
and do not reflect the exact 
lo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