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Destination Taipei

Taipei, By Design
As Taipei celebrates its status as World Design Capital 2016, Taiwanese artists are 

stepping into the spotlight with innovative creations that reflect the best of 
Asian design in architecture, crafts, food and more.

세계 디자인 수도, 타이베이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는 2년마다 특유의 지역성 및 사회·문화적 개성을 디자인을 매개로 

풀어내는 도시를 선정해 ‘세계 디자인 수도’ 지위를 부여한다. 서울, 헬싱키, 케이프타운에 이어 올해는 

타이베이다. 건축과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동양적 디자인의 감성을 덧입힌 타이베이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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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이 도시에 영향을 미칠 것들이 많습니다.” ‘세계 디자인 

수도 타이베이 2016’의 최고경영자를 맡은 디자인 전도사 

우한의 말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모토는 ‘사고의 전환’인데, 일반 

대중과 정부 기관이 갖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자인이 도시의 거의 모든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세계 디자인 수도의 여러 행사를 개최할 쑹산원촹위안취

(松山文創園區) 단지의 부즈스(不只是) 도서관에 있는 우한의 

사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벗겨진 페인트와 오래된 나무는 

바로 옆의 ‘MIT’, 즉 ‘메이드 인 타이완’ 스타일이 어우러진 

에슬라이트 호텔의 눈부신 강철이나 유리 재질과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도서관 창문을 통해 

보행자 통로 너머에 있는 에슬라이트 스펙트럼 몰의 2층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곳에 입점한 이스케이프 아티스트에서 점심을 

먹으며 그림을 그리는 시민들의 모습은 타이완이 예술과 공예에 

남다른 열정을 보유한 나라임을 새삼 떠올리게 했다.

타이베이에는 다양한 공예를 직접 시도해볼 수 있는 곳이 

많다. 목공이나 유리 공예는 물론이고, 쑹산원촹위안취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수스푸누(徐氏父女)’라는 곳에서는 가죽 세공 

years,” says Wu Han, the design evangelist who is  

CEO of WDC Taipei 2016. “A driving force behind this 

project is to change mentalities, both at street level and 

at the governmental level. We need to demonstrate that 

design can have a serious influence on almost any aspect 

of how our city functions.”

I am sitting with Wu in his headquarters in the Not 

Just Library at Songshan Cultural and Creative Park, the 

venue that is hosting many of the WDC events this year. 

The chipped paint and old wood form an atmospheric 

counterpoint to the glimmering steel and glass of the 

neighboring Eslite Hotel, which boasts a mix of traditional 

styles and “MIT” (Made in Taiwan) modernizations. 

Through the window, I can look into the second floor of 

the Eslite Spectrum mall and see yet more proof of the 

Taiwanese infatuation with arts and crafts: patrons at The 

Escape Artist painting pictures while they eat lunch.

Taipei is full of places where people can try their hands 

at different crafts. Options range from woodworking and 

glassblowing to making handbags under the guidance of 

leatherwork specialists Hsu & Daughter, just a few blocks 

from Songshan Cultural and Creative Park. Visitors to 

Taipei can begin creating before they even arrive. Play 

Design Hotel takes the custom-designed boutique hotel 

concept to revolutionary extremes, allowing guests to 

become designers themselves. After booking a room 

쑹산원촹위안취(松山文創園區) 단지는 세계 디자인 수도 타이베이 2016 행사의 

주무대다(왼쪽 페이지). 타이베이 101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공공미술 작품(아래 

왼쪽). 에슬라이트 호텔은 타이베이가 지정한 디자인 명소 중 하나다(아래 오른쪽). 

Songshan Cultural and Creative Park is the site of many World Design 
Capital (WDC) Taipei 2016 events (opposite). Public artwork decorates 
the entrance to Taipei 101 (below left). The Eslite Hotel is one of WDC 
Taipei’s 70 designated design destinations (below right).

“우리 타이완 사람들은 줄 서는 걸 좋아해요.” 화가인 페이지 

쩌우가 웃으면서 말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반듯하게 줄을 

서고, 야시장에서 음식을 살 때도 줄지어 차례를 기다립니다. 

디자인계에서도 전통적으로 선구자보다는 추종자들이 

많았던 편이고요. 하지만 2016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기회라면, 타이완의 디자인을 세계에 선보이는 한편, 타이완 

디자이너들에게 우리 스스로 그저 유행을 따라가는 데 안주하지 

않고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이베이는 ‘디자인이 디자이너, 국가 공무원, 그리고 

일반 대중 간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고 

북돋울 수 있는가’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에 의해 ‘2016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되었다.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국제 

디자인 하우스 전시’의 조직위원회를 이끌 쩌우는 타이완의 

수도에 집중된 전 세계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케이프타운과 서울을 포함한 이전의 디자인 수도들은 이 행사의 

의미가 단지 세계 무대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도되는 프로젝트 중에는 10년 후에도 

“Taiwanese people love to stand in line,” artist Page 

Tsou laughs. “We stand neatly in line on the MRT and 

we wait neatly in line at night markets. Traditionally, too 

many people have been followers in the area of design 

too. But 2016 has brought us two things: we’re exhibiting 

Taiwanese design to the world and showing local 

designers that we’re able to set trends, not just follow.”

This year has seen Taipei declared World Design Capital 

2016, selected thanks to the city’s focus on how design can 

improve living standards and bolster connections between 

designers,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general public. 

As the man organizing the International Design House 

Exhibition (October 13-30), Tsou is well aware that the eyes 

of the world have turned to Taiwan’s capital. Previous WDC 

cities, including Cape Town and Seoul, have shown that 

the designation represents far more than just a fleeting 

moment on the world stage.

“Many of the initiatives that began as pilot projects this 

year will still be having a beneficial impact on our city in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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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shan 
Cultural and 
Creative Park

Not Just Library

Sun Yat-sen 
Memorial Hall 

Station 
Taipei 101

Ounce

Good Design Institute

Xiang Se

Lovely Taiwan
Play Design Hotel

Le Zinc

OrigInn Space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후드에 걸터앉아 옛것에 대한 애정을 토로했다. 짐 천의 골동품 

가게인 ‘델리컷’, 그리고 요리사인 조이 양과 공동 운영하는 

빈티지풍의 식당 ‘샹 써’는 모두 타이베이에서 디자인 명소로 

선정한 70여 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이탈리아풍 중정 

느낌을 주는 샹 써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감춰져 있으며, 위치를 

알려주는 X자만 외벽에 그려져 있다.

이처럼 도심 한편에 숨어서 운영하는 신비주의 전략은 소수의 

디자인 술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데, 다안취의 한 카페 뒤 

숨은 비밀문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처럼 찾기 힘든 ‘온스’

와 폐관한 영화관 같은 건물 앞쪽에 숨겨둔 버튼을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한코 60’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서는 진과 자몽으로 만든 

세계 디자인 수도 공식 칵테일을 맛볼 수 있다. 

플레이 디자인 호텔은 투숙객이 직접 객실 가구와 장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왼쪽 

페이지). 산업용 자재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그네 공원 ‘스윙스 파크’(아래).

Play Design Hotel offers guests the opportunity to select the furniture 
and decorations they want in their rooms (opposite). Swings Park was 
created using recycled industrial material (below).

online as an empty space, guests are able to select the 

furniture, decorations and even the lighting system they 

want from the hotel’s catalog of locally designed products.

In the Da’an District, Chen Van at Good Design Institute 

has come up with other ways of offering something new. 

“Cafés here often only have three good years unless 

they’re able to adapt,” he says. “So once a month we run 

classes, which range from glassblowing to leatherwork, 

and we redecorate the café with these artifacts for the 

coming month.” The elegant glass vases on display 

contrast with the test tubes and lab flasks the coffee is 

served in, and also with Chen’s taxidermy collection.

Northwest of the Good Design Institute, in the 

Zhongzheng District, songwriter Jim Chen leans against 

the hood of his classic 1970s Mercedes and talks about 

his love for old things. Both Chen’s antique shop, Delicate, 

and the restaurant Xiang Se, which he co-owns with chef 

Zoe Yang, feature in WDC Taipei’s list of more than 70 

전문가들이 핸드백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타이베이를 찾는 

여행객은 심지어 이 도시에 도착하기도 전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플레이 디자인 호텔은 투숙객에게 디자이너가 되어볼 

기회를 제공해 ‘맞춤형 부티크 호텔’이라는 개념을 획기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온라인으로 텅 빈 객실을 예약한 다음,  

현지 디자인 제품이 가득한 카탈로그를 보면서 가구와 장식품은 

물론 조명까지 직접 선택해 꾸밀 수 있다. 

타이베이 중부 다안취(大安區) 지구에 위치한 굿 디자인 

인스티튜트의 천반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 지역 찻집 가운데 고작 3년 채우고 문을 닫는 

곳이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성 확보 차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강습을 진행하게 됐는데, 주제는 유리 공예부터 가죽 

공예까지 다양합니다. 거기서 만든 것들로 다음 한 달 동안 찻집을 

새로 꾸미는 거죠.” 연구실에 전시해놓은 우아한 유리 화병들은 

커피를 담아내는 실험용 플라스크나 시험관, 그리고 천반이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박제 컬렉션과 근사한 대조를 이루었다. 

굿 디자인 인스티튜트 북서쪽 방향인 중정취(中正區) 

지구에서는 작곡가 짐 천이 1970년대에 생산된 벤츠 자동차의 

design-inspired sites. Reminiscent of 

an Italian courtyard, Xiang Se is entirely hidden, with 

just a printed “X” to mark the spot on the wall outside.

This mysterious seclusion extends to Taiwan’s small 

but select list of designer speakeasies, including the 

elusive Ounce (behind a secret door at the back of a Da’an 

café) and HANKO 60, which visitors enter by pushing a 

hidden button and where you can order the official WDC 

gin-and-grapefruit cocktail.

Taipei

TAIWAN

Tai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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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발상으로 ‘스윙스 파크’와 ‘키즈 앰비션 

파크’라는 놀이터를 다안취에 조성했다. 또 재생예술공방을 찾은 

사람들은 재활용품으로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도 있다. 

타이완 디자이너들은 오래전부터 전자기기에 일가견이 

있었고, 몇몇은 나날이 커지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앞서 

깨닫기도 했다. 도시 전역에 설치된 125개가 넘는 배터리 

은행에서 연료를 충전해 움직이는 전기 스쿠터 ‘고고로’는 이제 

타이베이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타이베이 북부 베이터우취(北投區) 지구에 자리한 타이베이 

공공 도서관은 지구 친화적인 나무와 재활용이 가능한 강철로 

지었다. 이 우아한 목조 건물을 치싱 공원에서 건너다보면 마치 

커다란 통나무집처럼 보인다. 이게 미래의 건축이라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2016년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을 계기로 마침내 우리는 

타이완 사람들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예술과 디자인이 지닌 

진정한 영향력을 이해하게 되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넘치는 

수많은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타이베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글 사진 마크 에벌리

and artwork out of recycled objects. 

Taiwanese designers have long had their fingers on 

the electronic pulse of the world, and some have been 

among the first to realize that the heartbeat of our planet 

is faltering. Gogoro electric scooters, fuelled by more 

than 125 battery banks all over the city, are increasingly 

common on Taipei’s streets. Even more eco-friendly are 

the city’s public YouBikes.

Over in the Beitou District, the wonderful local branch 

of the Taipei Public Library claims to be built from “earth-

friendly wood and recyclable steel.” Seen from across 

Qixing Park, the elegant timber building looks like an 

immense tree house. If this is the architecture of the 

future, there may be hope for us all.

Thanks to Taipei’s WDC 2016 status, the world is 

finally getting an idea of what Taiwanese art and design 

really entails. With so many creative ideas, the result 

is innovation that will be enhancing the lives of Taipei’s 

citizens for years to come.  Text and photographs by Mark Eveleigh

WHAT’S OLD IS NEW The Taiwanese seem to have a 

penchant for mystery, for things that are not what they first 

appear to be. Celebrated designer Pili Wu is best known 

for his famous Loop Chair. Combining the tradition of fine 

hand-lacquered Ming furniture with the form of the plastic 

stools that are ubiquitous in Taipei’s noodle shops and 

night markets, the Loop Chair is at once a work of art and a 

tongue-in-cheek attack on mass-market culture.

“I enjoy creating furniture,” says Wu, “but what I really 

love is working on social and community projects.” With 

his friend Yeh Wen-hong, Wu transformed a team of 

autistic adults into artists whose eye-catching creations 

at Sun Yat-sen Memorial Hall MRT Station welcome the 

thousands of visitors who pass through it every day. “What 

have always been perceived as ‘disadvantages’ have 

actually proved to be advantages as artists,” Wu explains. 

“These people often have a unique way of looking at things 

that can lead to unusually revealing artwork.”

Meanwhile, Taiwanese designer Agua Chou has worked 

alongside Spanish artist collective Basurama Asociación 

to create the Da’an District’s innovative Swings Park and 

Kids Ambition Park playgrounds. The former features 

swings made out of old tires, while the latter was built 

using recycled lampposts and abandoned water tanks. On 

a smaller scale, the Lovely Taiwan Foundation’s Creative 

Reuse Center allows visitors to make their own models 

온고지신 이렇듯 겉으로 보이는 첫인상과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타이완 사람들은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유명한 디자이너인 필리 우의 대표적인 작품은   

‘루프 체어’인데, 타이베이의 국숫집이나 야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명나라 때 꽃피운 수제 칠기 공예 기법을 

접목한 이 의자는 대중문화에 유쾌한 한 방을 날린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구 만드는 작업은 정말 즐거워요. 하지만 더욱 좋아하는 

일은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프로젝트죠.” 필리 우의 

말이다. 그는 자신과 막역한 사이인 예원훙과 함께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는 일단의 자폐증 성인들을 전문적인 예술가로 

변신시켰는데, 지하철 국립국부기념관역에 가면 수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들의 작품이 걸려 있다. 필리  

우는 “우리가 지금껏 약점으로 인식한 것들이 예술가에게는 

강점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들은 사물을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그것이 아주 비범한 작품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타이완인 디자이너 아과 저우는 스페인의 예술가 

그룹 ‘바수라마’와 함께 낡은 가로등과 버려진 물탱크를 활용한, 

국제예술촌은 타이완이나 해외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가득하다(아래 왼쪽). 

타이베이의 친환경 자전거 ‘유바이크’(아래 오른쪽). 타이베이 공공 도서관 

베이터우 분관은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건축됐다(오른쪽 페이지).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is filled with works by both Taiwanese and 
foreign artists (below left). YouBikes provide an eco-friendly way of 
getting around Taipei (below right). The Taipei Public Library’s Beitou 
branch was built in a way that limits its carbon emissions (opposite).



26    
MORNINGCALM

“바오짱옌은 원래 1940년대에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빈민촌이었습니다. 재건 작업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이주했지만 

일부는 되돌아왔고, 오늘날에는 

인기 있는 관광지로 변모해 

전시나 수공예품을 감상하려고, 

혹은 관광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심 노자의 설명이다. 노자는 

네덜란드 출신인 베니 메이크, 

영국 출신의 예술가 겸 교육자인 

찰리 에번스와 함께 산비탈에 

있는 이 작은 마을에 사는 상주 

디자이너다. 세 사람은 수제 

종이와 은 장신구, 자수 작품 등을 

만드는 예술가 공방촌 ‘마이크로 

로프트(微型群聚)’ 옆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한다. 공방촌 내에는 

‘포어트리 커피’ 찻집, ‘토이 시어터’, 

“Treasure Hill was originally 

settled as an illegal slum by ex-

soldiers and their families in the 

1940s,” Dutch designer Siem 

Nozza explains. “Most were 

evicted when renovation started, 

but some returned in 2010 to 

a village that’s now a popular 

tourist site where visitors — 

mostly locals — come to see 

exhibitions and handicrafts, 

or simply to wander.” Nozza 

is a Designer in Residence in 

the hillside hamlet and works 

in studios alongside “Micro 

Lofts” that are dedicated to the 

production of handmade paper, 

silver jewelry and embroidery. 

Nearby there is also the Poetry 

Coffee salon, Toy Theater and 

even something called the More 

심지어 ‘유용한 차원을 능가하는 

탐정 연구소’라는 특이한 이름의 

작업실도 있다. 방문객들은 곳곳의 

숨은 공간과 그늘진 광장에서 

예술가들의 작품을 발견할 것이다. 

메이크는 타이베이에 거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도심 속 

녹지를 대하는 타이완 사람들의 

태도가 무척 흥미롭다고 말했다.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둔 건물이 종종 보이는데,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철거할 

경우 오랜 세월에 걸쳐 흙벽돌과 

뒤엉킨 상태가 되어버린 숭고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작은 마을의 

태평스러운 분위기가 남아 있지만, 

노자는 현지 주민들이 공동체의 

향후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국을 

설득할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Than Useful Detective Lab. The 

alleys of the old village have a 

unique charm, and in hidden 

rooms and shady plazas visitors 

come across the works of 

artists who lived here previously. 

Designer Bennie Meek, also 

from Holland, has been inspired 

to explore the Taiwanese 

attitude toward natural green 

spaces in cities. “You often come 

across crumbling buildings that 

have been left intact, primarily 

because to demolish them 

would be to condemn some old 

tree — entwined over the years 

with the brickwork — to death,” 

he says. The local families who 

remain in the village achieve a 

level of privacy through signs 

on their pathways that read 

“Treasure Hill Homeland — 

Please DO NOT come in without 

invitation.” An easygoing hamlet 

atmosphere remains, but 

Nozza is anxious to convince the 

authorities that local residents 

should be allowed to play a 

more active part in the future of 

this unique community.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예술가의 집합소

바오짱옌 국제예술촌

‘타이베이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바오짱옌(寶藏巖) 국제예술촌. 이 작은 마을은 오랜 원주민은 물론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예술인에게 새로운 기회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Known as the attic of Taipei, this little village has been given a new lease on 
life, both for long-term residents and for international designers and artists.

Special Destination    Guid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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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는 2016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방문객들이 도시 곳곳을 두루 

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 트래블 

루트’ 12개를 고안했다. 그중 

1번과 2번 루트를 결합하면 교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까지의 타이베이 

역사가 서린 다다오청 일대와 

디화지에(迪化街)를 속속들이 

둘러볼 수 있다. 고풍스러운 

물건의 보고(寶庫)와도 같은 

‘오리진 스페이스’는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데코 컬렉트’ 

같은 디자이너 부티크를 지나갈 

때는 ‘에이에스 왓슨 앤드 코’ 건물 

전면의 장식과 세련된 찻집 겸 

와인바 ‘르 쟁그’가 입주해 있는 

‘아트야드’를 꼭 둘러보아야 한다. 

여기서 멀지 않은 ‘라이스 앤드 

샤인’은 수확한 쌀을 보관하던 

곡물 창고를 문화 공간으로 

As part of its status as World 

Design Capital 2016, Taipei 

has created a dozen Design 

Travel routes to help visitors 

discover different parts of the 

city. Combining routes one and 

two provides a thorough look 

at the historical riches of the 

Dadaocheng neighborhood 

and Dihua Street in the Datong 

District, the riverfront area 

where Taipei developed as a 

trading center. Do not miss 

OrigInn Space (www.facebook.

com/OrigInnSpace), a treasure 

trove of vintage artifacts. 

As you stroll past designer 

boutiques like Deco Collect, be 

sure to glance up at the ornate 

facade of the AS Watson & Co 

building and the upper story 

복원한 건물이다. 남동쪽으로 

두 블록 떨어진 곳의 ‘위두’는 

조명 디자이너인 챵치양이 

1910년대부터 운영한 할아버지의 

치과 병원을 복원한 시설이다. 

거기서 남동쪽으로 몇 블록 더 가면 

있는 ‘원위쩌우마(文魚走馬)’는 

건축가 린원위가 지은 지 80년 된 

집을 세련된 찻집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1890년에 문을 연 후 

가문 대대로 운영해온 ‘왕티’나 

타이완 장인의 공예품과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 ‘러블리 타이완’ 같은 

찻집에서 기력을 보충하는 것도 

좋다. 반드시 들러야 할 곳 중에 

‘리싱 활자 주조소(日星鑄字行)’가 

있다. 이 가게는 디지털 인쇄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쓰던 전통 

중국 활자 주조소라고 한다. 몇몇 

활자는 이 역사적인 도시의 독특한 

기념품으로 손색이 없다.

of ArtYard, which houses the 

charming Le Zinc café and 

wine bar (www.facebook.com/

LeZinclo). Nearby is Rice & 

Shine, a restored rice depot and 

cultural space. A couple blocks 

southeast is WeDo, where light 

designer Chiang Chi-yang has 

recreated his grandfather’s old 

dental surgery. From there, 

continue a few blocks southeast 

to Wenism (www.vvwenism.

com), where architect Lin Wen-

yu has created an irresistibly 

cool café in an 80-year-old 

house. Boost your energy at 

family-run Wang Tea (www.

wangtea.com.tw), established 

in 1890, or in the tearoom 

at Lovely Taiwan (www.

lovelytaiwan.org.tw), which 

exhibits arts and crafts from 

indigenous craftspeople. End at 

Ri Xing Type Foundry. This truly 

enchanting shop is the world’s 

last traditional cutter of Chinese 

character typefaces, used in 

pre-digital printing. A few choice 

characters make a unique 

souvenir from this historic city.

Traipsing Timeless Taipei 타이베이 신(新)여행법

디자인 트래블 루트

혼자서 도시를 돌아볼 수 있도록 12개 루트로 구성한 ‘디자인 트래블’ 프로그램은 타이베이의 명소를 

깊이 들여다볼 좋은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건 다퉁취를 지나는 1번과 2번 루트다. 

Twelve self-guided Design Travel routes offer insight into some of the city’s 
most enchanting quarters, including the historic Datong District.

Special Destination    Guide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