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타이베이국제도서전
프로그램 안내
2018. 2

대한출판문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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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타이베이국제도서전 개요
가. 개최 기간 : 2018. 2. 6. ~ 2. 11. (6일간)
나. 장소 :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Taipei World Trade Center) 홀 1, 3
다. 관람 시간 : 2. 6.(화) 10:00 ~ 20:00
※ Hall 1에 한하여 오후 3시 이전에는 출판 전문가만 입장 가능.
2. 7.(수) 10:00 ~ 20:00
2. 8.(목) 10:00 ~ 20:00
2. 9.(금) 10:00 ~ 22:00
2. 10.(토) 10:00 ~ 22:00
2. 11.(일) 10:00 ~ 20:00
* 참가사들은 6일(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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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59개 국 621개 사
아. 방문객(2017) : 580,000명
자. 주빈국 : 이스라엘 [주제: 이스라엘, 끝나지 않는 이야기(Israel  a never-ending story)]

2. 한국관 운영 개요
1) 한국관 개요
가. 위치 : Hall 1, A922
나. 규모 : 90㎡
다. 한국관 참가사 : ㈜교원, ㈜다락원/해피하우스, ㈜북이십일, ㈜비상교육, 에릭양 에이전시,
에이전시 량, 한국문학번역원 (총 7개 사)
라. 위탁전시 참가사 : 도서출판 움직씨, 산지니, 서해문집(파란자전거), 엣눈북스, ㈜주택문화사,
㈜풀과바람, ㈜한림출판사, ㈜현암사, D&C MEDIA, KIDA Press (총 10개
사, 31종)
마. 전시도서 : 총 500 여 종
2) 한국관 세부 운영방안
가. 인포메이션 데스크 : 출협 관계자 및 통역 지원인력이 상주하여 참가사 및 관람객, 외국 출판
관계자들의 문의에 응하고 편의를 돕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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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판사 전시 : 한국관 참가사들이 미팅 및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는 공간
다. 위탁도서 전시 : 한국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출판사들에게 위탁받은 도서를 전시하는 공간
라. 특별전 전시 : 출협에서 기획한 특별전 도서를 전시하는 공간
마. 미팅 룸 : 참가사와 방문객의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정수기 및 다과가 비치되어 있는 공간.
한국관 참가사는 사전 예약을 통해 미팅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3) 특별전 전시 구성
가. 주제 : 자연, 동물 그리고 사람 (Harmony with Nature)
나. 내용 : 자연과 동물의 조화로운 삶을 엿볼 수 있는 도서를 엄선하여 전시하고 이를 해외 출판
관계자에게 소개
다. 전시수량 : 50종(총 39개 사 협조)
4) 한국관 홍보물
- 한국관 종합안내 브로셔(중문) : 한국관 안내도, 한국관 참가사 및 주력도서 소개
- 2017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원명부(영문)
- 2018 서울국제도서전 영문 참가신청서

3. 2018 타이베이국제도서전 주요 행사 프로그램 안내
1) 도서전 개막식 및 도서 시상식 개최
가. 일시 : 2018. 2. 6.(화) 오전 11:00-11:45
나. 장소 : 타이베이 무역센터 (TWTC) Hall 1, 주제광장 (Theme Square)
2) 참가사 환영 리셉션
가. 일시 : 2018. 2. 6.(화) 19:00-22:00
나. 장소 : 쉐라톤 그랜드 타이베이호텔(Sheraton Grand Taipei)
다. 내용 : 타이베이국제도서전에 참가한 국내외 참가사와 작가를 위해 마련된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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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 타이베이국제도서전 해피아워
가. 일시 : 2018. 2. 7.(수) 17:30-18:30
나. 장소 : 타이베이 무역센터 (TWTC) Hall 1, A1213 International Bar
다. 내용 : 전시장 내에서 케이터링과 함께 다양한 출판인을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
4) APPA 공동 홍보관
가. 일시 : 2018. 2. 6. ~ 2. 11. (6일간)
나. 장소 : A1113 APPA 공동관
다. 내용 : APPA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여 회원국의 도서를 홍보하고 전시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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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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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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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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송산공항 홈페이지
https://www.tsa.gov.tw/tsa/ko/home.aspx
지하철 노선 안내

2호선(Tamsui-Xinyi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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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대만 지하철(MRT)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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