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타이베이국제도서전
프로그램 안내
2017. 2

대한출판문화협회
해외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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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타이베이국제도서전 개요
1. 도서전 개요
가. 개최 기간 : 2017. 2. 8. ~ 2. 13. (6일간)
나. 장소 :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Taipei World Trade Center) Hall 1, 3
다. 관람 시간 : 2. 8.(수) 10:30 ~ 21:00
※ Hall 1에 한하여 3PM 이전에는 출판 전문가만 입장 가능.
2. 9.(목) 10:30 ~ 21:00
2. 10.(금) 10:30 ~ 22:00
2. 11.(토) 10:30 ~ 22:00
2. 12.(일) 10:30 ~ 21:00
2. 13.(월) 10:30 ~ 21:00
* 참가사들은 8일(수)에는 1시간, 다른 날에는 30분 일찍 입장 가능합니다.
라. 주최 : 재단법인 타이베이도서전기금회 (Taipei Book Fair Foundation)
마. 전시장 규모 : 30,198 ㎡
바. 전시장 구성
- Hall 1(23,450 ㎡) : 일반 도서, 만화, 디지털 출판, 국제관(한국관 위치)
- Hall 3(6,748 ㎡) : 아동 도서, 문구류 전시
사. 참가 규모(2016) : 66개 국 626개 사
아. 방문객(2016) : 500,000명
자. 주제국 : 없음. 주제관 “Sharing the Joy of Reading” 으로 대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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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관 운영 안내
1. 한국관 개요
가. 위치 : Hall 1, A922
나. 규모 : 90㎡(2016년 : 54㎡)
다. 한국관 참가사 : 여원미디어, 에릭양 에이전시, 이지 에이전시, 그리고 갤러리, ㈜키즈엠,
㈜교원, 카라멜트리, 북이십일, 피케이 에이전시, 에이전시 량, 캐럿코리아에이전시,
㈜씽크플러스 (총 12개 사)
라. 위탁전시 참가사 : ㈜풀과바람, ㈜현암사, (사)한국잡지협회, 시공주니어, 파란자전거, 한국장로
교출판사 (총 6개 사, 24종)
마. 전시도서 : 총 500 여 종

2. 한국관 세부 운영방안
가. 인포메이션 데스크 공간 : 참가사 및 관람객, 참관 출판관계자, 외국 출판관계자들의 문의에
응하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나. 출판사 전시 공간 : 한국관 참가사들이 미팅 및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는 공간
다. 위탁도서 전시 공간 : 한국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출협에 위탁한 도서를 전시하는 공간
라. 특별전 전시 공간 : 출협에서 기획한 특별전 도서를 전시하는 공간

3. 특별전 전시 구성
가. 주제 : 꿈과 상상 (Dreams and Imagination)
나. 내용 : 2016 볼로냐아동도서전 한국관 그림책 특별전
다. 전시수량 : 58종(총 28개 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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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전 주요 행사
1. 도서전 개막식 및 도서 시상식 개최
가. 일자 및 시간 : 2017. 2. 8.(수) 오전 11:00
나. 장소 : 타이베이 무역센터 (TWTC) Hall 1, 주제광장 (Theme Square)

2. International Bar 이벤트 스케쥴
International Bar는 2017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의 주요행사 중 하나로써 까페의 컨셉을 바탕으로
오픈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쉼과 동시에 다양한 나라의 출판 문화를 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International Bar는 국제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A1009), 약 30명의 청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미국, 동양, 그리고 대양주에서 온 전시
자들이 스피치, 강의, 독서시간, 함께 노래하기, 출판사 소개, 그리고 문화 공연 등의 다양한 활
동을 제공합니다.
International Bar 이벤트 스케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

이벤트

주최

2/8 (수)
14:00－15:00

유럽연합을 알게 되어 좋다 part 1

European Economic
and Trade Office

15:15－16:15

이스라엘의 맛

Israel Economic and
Cultural Office in
Taipei

16:30－17:30

유럽연합을 알게 되어 좋다 part 2

European Economic
and Trade Office

17:45-18:45

Arpita Das : 디지털 시대에서의 인도
독서문화

Arpita Das, Publisher,
Yoda Press

19:00-20:00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들” 과 “중심적
(Central)” - 페루

Commercial Office of
Peru in Taipei

2/9(목)
11:00－12:00

최남단 국가 여행하기

Lily Huang, Author of
Southernmost/
Argentina Trade and
Cultural Office

14:00－15:00

“꿈을 크게 가져라  세상은 너의 것이
다” 언어와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어
떻게 기회의 문을 여는지에 대하여!

Britis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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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6:15

16:30－17:30

호주 책과 작가들

William Webster,
Inspiring Publishers

헝가리를 갈구하다

Égeni Nikolett
Deputy Representative
Hungarian Trade
Office

2/10(금)
Ema Ko, Author of
Travel Note of
Wandering in Peru /
Commercial Office of
Peru in Taipei

11:00－12:00

페루 방랑 여행기

14:00－15:00

“해수면 아래에서 글쓰기 
문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

15:15－16:15

벨기에 코믹에 대한 퀴즈대회

Belgian Office Taipei

16:30－17:30

메트로폴 유럽

Tomáš Řízek,
Illustrator

17:45－18:45

홍콩 재구성하기: 공간적 정의부터 지역
발전까지

CHOW Sung-ming

함께 탱고 춥시다!

연설자: Daniel Liu
댄서: Agustin Chu,
Samantha Kuo
음악가: Mark Wu

19:00－20:00

독일 시와

Jikkie Verlare and
Sander Wit,
Netherlands Trade
&Investment Office

2/11(토)
11:00－12:00

100% 벨기에  철학적인 그림책들 by
Kitty Crowther and Anne Herbautsy

Angelique Lin/
Belgian Office Taipei

14:00－15:00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는 100가지 좋은
이유들

Alliance Française

15:15－16:15

Te Reo (마오리 언어)  함께 노래하는
공연

Sharon and Alan Holt
Publishers, Writing
Bug

16:30－17:30

슬로바키아 문화 맛보기

Slovak Economic and
Cultural Office Taipei

19:00－20:00

안녕 안녕 마닐라: 필리핀의 일상생활

Jimmeh Aitch,
Yi-Yu Lai

2/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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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책 프레젠테이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마세요” 고등
학생 Tanya 의 대만에 관한 통찰

Tanya Bruyas, Dimitri
Bruyas

14:00－15:00

폴란드를 발견하다

Warsaw Trade Office
in Taipei

15:15－16:15

페루의 커피: 품질이 맛을 의미한다

Commercial Office of
Peru in Taipei

16:30－17:30

일상생활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

Yijia Huang, Faculty
&Curriculum
Development at The
School of Life Taipei

19:00－20:00

중국 출판산업과 말레이시아 커뮤니케이
션 산업의 발전

Angeline, Lim Wooi
Tee

2/13(월)
11:00－12:00

매력적인 아르헨티나

Tony Shyu, Marketing
Director, CASA PINO
/ Argentina Trade and
Cultural Office

14:00－15:00

독일 아동도서 독서와 독일 축제 문화 소
개

Goethe Institut Taipei

16:30－17:30

이탈리아를 탐험하다

Italian Economic,
Trade and Cultural
Promotion Office

17:45－18:45

52Hz: 30초간의 책 소개

52Hz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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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me Pavilion (주제관)  “독서하는 즐거움 나누기: 책과 독서에 대한 추억 공유”
가. 2017 타이베이국제도서전에서는 주빈국이 없는 대신에 대만의 독서 및 출판 역사에 대해 전
시하고 소개하는 주제관이 진행됩니다.
나. 장소 : Hall 1, 주제관
다. 전시는 총 4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제너레이션(세대) X 독서 : 독서에 대한 추억 공유
- 전시 큐레이터: Feng De-ping (Wenhsun 매거진의 상무이사)
- 1950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단위로 대만 도서 및 출판계에 있었던 일을 시대별로 전시.
(2) 시나리오 X 독서 : 독서공간을 향한 무한한 상상
- 4명의 아티스트를 초대하여 그들의 독서에 대한 견해를 미술작품으로 표현할 예정.
- Neil Tien: 욕실 / Yen-Chao Huang: 침실 / Andy Yen: 대자연 / 221 Trees: 스포츠
(3) 테크놀로지 X 독서 : 다양한 독서방법 탐험하기
- 비디오, 오디오책,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생방송 등의 다양한 디지털 매체 소개 예정.
- 이미지, 소리 및 가상현실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을 디지털 독서 환경으로 초대합니다.
(4) 공유하기 X 독서 : 독서의 즐거움 공유하기
- 전국 곳곳에 지식을 전달하여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동 도서관”을 전시할 예정.
- 타이베이국제도서전 주최측은 모든 대만 출판사들이 전국에 있는 이동 도서관에 책을 기부하
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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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장 종합 안내
1. 전시장 내 편의 시설 안내
시설

내용

위치

인포메이션 센터

도서전 관련 사항 문의(영/중)

홀마다 입구에 위치

저작권 센터

국내외 참가사들 저작권 상담 공간

Hall 1, 2층

비지니스 센터

인터넷/팩스/복사 등 서비스 제공

프레스 센터

인터넷/팩스/복사 등 서비스 제공

Hall 1, 2층
Hall 1 2층 & Hall 3 인포메이션 카
운터
Hall 1, 2층

세미나실
의무실

전시장 입구 인포메이션 센터 옆 위
치(Hall 1)

환전 / 금융 / 우편 은행과 우체국 위치/시티은행 ATM

Hall 1, Xinyi Road 방면 입구(전시
장 남쪽 입구 및 101타워)

식당 및 편의점

Hall 1, 2층 - 편의점, 식당 등, 전시
장 옆 101타워(지하 1층 푸드코트)
5층  까페

각 홀마다 가판대, 음료 자판기 있음.

2. 전시장 교통 안내
공항 -> 전시장 오시는 방법
※ 주의 : 승차 시 목적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타셔야 합니다. 택시나 버스 기사 분들은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어로 된 목적지를 적어서 쪽지로 보여주시는 방법을 사용
하신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택시
- 약 NTD 1,100의 택시 요금 예상 (타오위안 국제공항 홈페이지 참고)
- 트렁크에 짐을 실을 경우 NTD 10 추가
2) 버스
- ⼤有東線2060巴⼠(CitiAir Bus 2060)를 타고 君悅飯店(Grand Hyatt
Taipei)에서 하차. (요금 : NTD145)
타오위안 국제공항(桃園 - Grand Hyatt 호텔 바로 옆 타이베이세계무역센터(TWTC) Hall 1로
國 際 機 場 ， T a o y u a n 입장
International Airport)
◆ 타오위안 국제공항
http://www.taoyuan-airport.com/english/Index/
◆ 버스(⼤有)
참고 http://www.taiwanbus.tw/information.aspx?Lang=En&Line=3
463#(영문)
http://www.taiwanbus.tw/information.aspx?Lang=&Line=346
3(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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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
- 약 6km 거리로 비교적 가까움(약 NTD 200 안으로의 택시요금 예
상, 트렁크에 짐을 실을 경우 NTD 10 추가)
2) MRT(捷運)
송산공항(松⼭國際機場, - 松⼭機場(Songshan Airport) ⇒ 動物園(동물원) 방향 전철 탑승 ⇒
⼤安(Daan)에서 환승 ⇒ 像⼭(Shangshan)역 방향 전철 탑승 ⇒ 台北
Songshan Airport)
101/世貿(Taipei 101 / World Trade Center)에서 하차
◆송산공항 홈페이지
참고 http://www.tsa.gov.tw/editor_model/u_editor_v1.asp?id={0F
81D26D-23DE-4A8B-80F3-1BE70E9AE43B}
지하철 노선 안내
2호선(Tamsui-Xinyi Line)

台北101 / 世貿(Taipei 101 / World Trade Center)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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