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아 매너의 풀코스패키지
“올인클루시브(All Inclusive) 풀패키지 여행”은 애써서 일정을 짤 필요 없이 깊이가 있는 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 방식입니다. 일정한 가격으로 숙박, 다이닝, 호텔시설과 맞춤형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
민이 필요 없는 여행을 체험하려면 해외 섬나라에 갈 필요없이 사계여춘(

)의 컨딩에서 바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글로리아 매너의 “풀코스 여행 패키지”는 12개 실외활동이 포함됩니다. 체력만 있으면 모
든 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자연 속에 아름다운 컨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유일한 “풀코스패키지”는 완벽한 휴가 숙박과 다이닝, 그리고 풍부한 액티비티를 모두 포함합
니다. 별도로 추가 비용이 없으며, 다른 호텔에서 제공한 패키지와 다릅니다. 혼자서 힘들게 일정을 계획
할 필요 없이 헝춘반도(

)의 다양하고 독특한 풍경과 문화를 편하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션

뷰 룸에 2박 1일 이상 2명이 투숙할 경우에, 1인 1박에 NT$5,000+10% 부터(조식, 점심, 저녁 포함)이
며, 입주 기간에 글로리아 매너가 제공한 실외 및 실내활동을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
태의 여행으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자연과 가까이 지내보세요!

실외황동
/
상시운영
서딩(

서딩(

소요시간: 약 2.5시간

) 꽃사슴 탐방

) 작업소는 대만에서 유일한 사슴 보육 센터이며, 반권양(

)의 방식으로 사슴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작업소는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컨딩국가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자연풍경을 관람한 후에 꽃사슴들이 뛰어다니는 매력을 느껴보세요.
상시운영
모시림(

서딩(

)모시림(

)명소

소요시간: 약 3시간

)은 대만단향목의 속칭입니다. 일제감정기부터 보호를 받은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전

신청하면 가까이 구경할 수 있습니다. 140헥타르 크기의 보육림은 고용하고 옹장합니다. 하늘을 향한
벵골보리수를 보면 감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태평양의 바다 풍경과 찌아러수이(

)해안선, 그리고

롱판공원까지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시운영

서딩(

) 생태체험

소요시간: 약 2.5시간

여행객은 해설사에 따라 드문 방문 노선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노선에서는 나비가 모인 “나비 협
곡”과 “나비 산책길”을 만날 수 있으며, 높은 산호초암, 바람으로 인해 모양이 바꾼 나무와 하늘에 자유
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벽에 놀러 다니는 원숭이, 파란 하늘과 풀밭, 자유로운
꽃사슴과 염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연중 적용】서딩(

) 야간생태 체험

소요시간: 약 2.5시간

여행객은 해설사에 따라 서딩의 아름다른 밤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도깨비불”로 불리는 형광 버섯, 춤
을 추고 있는 반딧불이와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하는 개구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별
하늘 밑에 있는 생물들로 인해 인상 깊은 체험이 될 겁니다.

(
용수(

)

(

소요시간: 약 2시간

)

) 단지에는 유기농 벼농사를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푸른 논은 이곳의 특생이며, 맑은 시냇물

에 물고기와 조개, 새우 등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다 풍부한 먹거리 있어 많은 오리와 기러
기, 백로 등 조류가 여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조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놓칠 수 없는 관광코스가 되
었습니다. 용수(

) 단지의 농부 어르신들이 친환경의 이념과 옛 농사 방식으로 16 헥타르의 유기농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깨끗한 "용수(

) 유기농 랑챠오(

)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 어르신들과 함께 유기농 벼농사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롱수에서 조개잡기 및 홍구이궈(

소요시간: 2시간

)만들기

용수는 대만에서 남아 있는 아름다운 유기농사지역이며, 자연적인 용천과 촉촉한 밭두렁에서 가끔 수조
가 머물기도 합니다. 여기서 센짜이(
구이궈(

)라는 조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용수쌀로 전통적인 홍

)를 만들어보고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옛날 농촌 사람들의 지혜와 생활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후벽호 조간대 탐색하기

후벽호(

)

소요시간: 약 2.5시간

조간대는 해양 생물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기점입니다. 후벽호의 넓은 조간대에 널찍하고 평탄한 산호초
해식 지형이 있고, 생물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바닷물을 퇴조한 오후에는 말미잘, 성게, 불가사리 등 각
종 귀여운 생물을 만날 수 있어 가족여행에 적절한 여행지입니다.
후벽호 스노클링

후벽호(

)

소요시간: 약 2~3시간

컨딩의 가장 아름다운 “후벽호 해역”에 평탄한 해상에 풍부한 해저 자원을 생산했습니다. 수영을 못해도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전문적인 코치에 따라 파란 세상에 열대어를 만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유명한
산호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5-10월 한정】참게와의 낭만적인 만남--항구에서 야 항구
간 참게 생태 관람

소요시간: 약 3시간

매년 5월 이후부터 항구와 시냇가에 육지에서 사는 참게를 볼 수 있습니다. 추석 전후에는 참게가 많이
생산하는 시기라 여러가지의 참게가 열심히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밤에 해설사와 함께
참게를 찾고, 파도 소리와 함께 재미있는 참게 생태를 접근해보세요.
컨딩수목공원 비경 탐험하기

컨딩 수목공원

소요시간: 약 1.5~2시간

컨딩수목공원은 열대식물원이었고, 국내외에서 데려온 많은 열대식물을 재배해 왔습니다. 열대식물로
인해 여기서 서식하고 있는 조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일선천(
)”, “은룡동(

)”이란 공양 산호초와 “선동(

)”과 같은 석회암 지형 등도 대만에서 흔하지 않은 경치로써 환경교육에 좋은 장소

입니다. 글로리아 매너가 만든 비경 지도를 가지고 나무 그늘에 향기를 맡으면서 자연이 알려준 아름다
운 이야기를 즐겨보세요.
루징에서 꽃사슴과 친해지기

(헝춘)

소요시간: 약 1.5시간

“컨딩의 작은 나라”라고 불리는 루징에서 꽃사슴과 가까이 놀고 음식을 먹일 수 있으며, 꽃사슴들의 귀
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문 대만물사슴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랍니다.

실내활동

로하스 요가

소요시간：1시간 10분

비정기적으로 주말에 제공하는 요가수업입니다. 호흡조절과 심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상쾌한 느낌을 무
료로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예약 및 자세한 정보는 카운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핸드메이드캔들

소요시간: 약 1.5시간

자신이 고른 향기로 만든 소이 캔들은 선물용 및 자기 소장용으로 모든 적합합니다. 콩을 원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파라핀이 배출된 유해 독소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시간도 전통
캔들보다 길어지며, 향기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핸드메이드비누

소요시간: 약 1.5시간

화학성분이 없는 천연아로마를 사용하고, 자신이 고른 향기로 비누를 만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용
및 자기 소장용으로 모두 적합합니다.

소요시간: 약 1시간

DIY사진액자다자인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만든 DIY사진액자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독특한 기념품도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명절 핸드메이드 공예 교실

소요시간: 약 1시간

글로리아 매너는 명절에 맞춰 다양한 핸드메이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
마스 장식품, 단오절에는 향낭, 할로윈데이에는 마스크를 만듭니다. 다양한 핸드메이드 이벤트를 통해
명절마다 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듭니다.
장제스 서재
글로리아 매너는 장제스 행관(

소요시간: 약 1시간
)였던 곳입니다. 장제스가 머물었을 때 남겼던 당송가구를 복원되어

1층에 장제스 서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제스와 관련 책과 사진들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월
을 흘러갔던 그 시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