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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북페스티벌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페스티벌에 . 

참여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북페스티벌의 참여는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 

인식 도서관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참여자의 북페스티벌 인식은 , .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영향력 은 미미한 , , (2.1~4.7%)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페스티벌 참여만족도는 . , ‘도서 및 전시판매’ 참여만족은 개인의 독서생활에 영향을 (30.1%) 

미치고 있었으며 체험부스 참여만족은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 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반적인 , (22.4%), (26.4%) . 

참여만족 역시 참여자의 독서생활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5%), (20.1%), (27.5%) . 

키워드 북페스티벌 독서문화 독서생활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 도서관 활성화: , , , ,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book festivals on personal reading habituation and library 

revitalization. The survey of participants of book festivals is conducted. As a result, it appears that 

participation of book festivals has a impact on personal reading habituation and recognition of and using 

library. The followings are results of this survey: recognition of participants about book festivals has 

a impact on personal reading habituation and recognition of library and using library, but the 

effect(2.1~4.7%) is slight; Satisfaction of book fair(display and selling booths) has a impact on personal 

reading habituation(30.1%); Satisfaction of experience booths has a impact on recognition of 

library(22.4%) and using library(26.4%); Satisfaction of participating in book festivals also has a impact 

on participant's reading habituation(24.5%), recognition of library(20.1%) and using library(27.5%).

Keywords: Book festival, Reading culture, Recognition of library, Using library, Library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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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 , 

서의 선진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문화적 측면의 선진화는 대중문화의 전반적인 발전 국민 교. , 

양의 향상 문화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문화적 마인드 등의 자연스러운 확장을 통해 ,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김만수 이러한 관점에서 책과 독서는 빼 ( 2010, 23). 

놓을 수 없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삶에 필요한 .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식기반사회에서 독서라는 행위는 인간이 정보, 

를 획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독서를 통해 인간은 삶에 필요한 정보 및 .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상상력 의사결, , 

정능력과 같은 고도의 지적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서는 대중에게 많은 사회적 .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에 대한 인식의 ,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다양한 독서관련 정책이 양산되었다, . 

한국에서는 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으로 매년 월 독서의 달이 시행되었으며1994 9 , 

이후 년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서 관련 행사 연 회 이상 의무 개최를 법제2007 1

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관련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되기 시작했다. 

이후 년 2014 ‘국민참여형 독서운동’을 기조로 제 차 독서문화진흥계획을 통해 독서운동의 활성2

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책을 주제로 한 행사의 대표 격인 . , ‘책 축제’가 보편화되었으며, 

북페스티벌은 한국의 독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북페스티벌이 현장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페스티벌에 대한 이

론적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외 연구의 경우 특정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 

관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북페스티벌의 문화적 활동 양태 등을 분석하는 수준으 , 

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독서 행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 

순히 개인적 행위의 하나로 치부되었던 독서 행위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데 있어 북페

스티벌의 역할론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에서의 이론적 연구는 도서관 및 독서진. 

흥법이 정비되고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 행사들이 활성화된 년대 후반, 2000

에 들어서야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 현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처럼 최근 시작된 북페. 

스티벌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대중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거나 특정 , 

북페스티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미미하게 진행됨으로써 각 지역과 단체를 중

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북페스티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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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 사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 

페스티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북페스티벌 참석이 개인의 독서생활 및 북페스티벌 프

로그램 진행의 핵심 기관인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북페스티벌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행연구2. 

북페스티벌은 개념의 복잡성과 그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간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

지 못하였으나 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독서행위를 개인이 아닌 집합적 행동으로 보는  , 2000

시각이 확장됨에 따라 북페스티벌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

었다 해외의 연구는 크게 북페스티벌의 관객을 중심으로 한 연구. (Johanson and Freeman 

와 북페스티벌이 가진 역할담론을 사회적으로 해석하2012; Driscoll 2015; Weber 2015) , 

는 연구 그리고 북페스티벌이 책과 책에 관련된 개인(Ommundsen 2009; Stewart 2009), 

의 내적 동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뉜다(Meehan 2005) .

과 은 년에 실시된 태풍의 눈 라이터스 페스티벌을 사례로 Johanson Freeman(2012) 2009

삼아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독서 경험을 개인에서 공중으로 확장하는 의미에서 리터러

리 페스티벌을 해석하였다 특히 현대 사회의 리터러리 페스티벌이 개인이 향유하는 예술 형. 

태로서의 ‘문학’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중독서운동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화적 , 

공동체성을 구성하는 북페스티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은 리터러리 페스티벌이 문화적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기념한다고 전제하Driscoll(2015)

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리터러리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관객을 연구하기 위해 이들이 감정을 . 

표현하는 표현을 연구함으로써 가설을 증명하고자 했다 멜버른 라이터스 페스티벌에 관련된 . 

건의 트위터를 감성 분석 함으로써 관객들이 강연을 진행하는 20,189 (Sentiment analysis) , 

저자들과 얼마나 연결되어있느냐에 따라 더욱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 

연결감은 관객이 얼마나 저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자와 독자, 

와의 관계가 리터러리 페스티벌의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임을 방증하였다. 

W 는 리터러리 페스티벌이 가진 공론적 가치와 사회참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페eber(2015)

스티벌의 주제인 문학을 접하는 관객의 경험이 보다 깊은 층위에서 비판적인 참여의 개념으로 

수행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리터러리 페스티벌에 관련된 개념의 다양성과 선행연구. 

들에서 비롯된 접근 양태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인터넷 블로그에서 표출된 , 

페스티벌 관객 개개인의 경험의 다양성 및 복잡성을 범주화 및 개념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는 리터러리 페스티벌이Ommundsen(2009)  ‘문학’이라는 예술의 영역을 문화적으로 소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매체로서의 책을 뛰어넘어 관객의 경험을 재생산하는지를 년 수행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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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호주의 문학과 공공문화(Australian Literature and Public Culture)’ 프로젝트를 예 

시로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리터러리 페스티벌이 책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독자와 작가가 구축. 

한 현실세계의 체계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문학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 

현실을 전도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책을 향유하는 문화를 재구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현대의 라이터스 페스티벌이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Stewart(2009)

어떻게 구축하고 그 산업적 경제적 기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페, · , 

스티벌에 관련된 문화적 관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지 페스티벌에 관한 사례연. 2

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개인 차원에서 사회를 보는 관점을 재구축하는 연구와 달리 사회적 . 

차원에서 북페스티벌이 가질 수 있는 함의를 제시했다는 데에서 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는 문학적 생산물 즉 글로 표현된 내용들을 실체화시키는 차원으로 북페Meehan(2005) , 

스티벌을 접근하였다 특히 거대화된 출판 산업으로 인해 획일화되어버린 문화를 표현하는 . 

그 자체로서의 성질을 띠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적 차원에서 문학의 가치 본연을 , 

복권시키는 페스티벌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 강조되는 점은 축제가 가진 전도적 속. 

성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아왔던 것 혹은 이미 형성된 관계를 새롭게 포장하며 책 그 자체, 

와 저자 또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새로이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터러리 페스티벌은 . 

당황과 혼란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고 더욱 활발하게 상상할 수 있

게 하며 문학 속에서 빚어진 현실 세계를 더욱 명확히 목도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반면 국내에서는 주로 도서관을 위시로 한 공공영역에서 개최되는 북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학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만수 는 독서행위가 삶에 미치는 영향성을 강조하여 연구의 당위를 설명하고 공(2008)

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독서진흥행사에 관련된 실태를 연구하였다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 

활성화 방안으로 전담부서의 조직 사서교사의 업무 담당 공간 홍보활동 관련단체와의 협, , · ·

력 예산편성 등을 강조하고 다양한 절기 및 주간에 따른 행사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 . 

조찬식 은 성북구의 (2013) ‘원 북 성북, ’ 독서캠페인을 바탕으로 대중독서운동의 내용과 요 

소를 분석하였는데 이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북페스티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북페스티벌, . 

을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대중독서운동의 꽃’이라고 표현하며 북페스티벌, 

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각이 이어져서 조찬식 은 . (2016)

북페스티벌을 중심 화두로 년 성북구 책모꼬지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 2015 . 

는 그동안 공공도서관의 역할 중 하나 혹은 대중독서운동의 화두 등 부차적으로 제시된 북페, 

스티벌을 연구 주제로 제시한 최초의 국내 연구이며 또한 북페스티벌의 역할을 지역사회의 , 

공동체성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축제 분야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여 북페스티벌에 관련된 연

구 분야를 확장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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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강혜라 홍소람 은 북페스티벌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북페스, , (2016)

티벌의 역사 및 정책 사례조사를 통하여 북페스티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북페스티벌이 가, 

지는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이처럼 북페스티벌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일부 북페스티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서 독

서운동으로서 북페스티벌이 가지는 의미망을 추출해내거나 문학이나 출판 산업과의 관계망, 

을 통해 개인 혹은 사회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도서관과의 연계. 

성을 강조하더라도 이것이 실증적으로 도서관 이용 및 독서활동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북페스티벌의 배경 및 사례. Ⅱ

북페스티벌의 배경1. 

가 북페스티벌 개념. 

북페스티벌 은 국내에서는 책모꼬지 책축제 책잔치라고 표현되거나 해외(book festival) , , , 

에서는 리터러리 페스티벌 이나 라이터스 페스티벌 등(literary festival) (writers' festival) 

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안찬수 조찬식 이처럼 다양하게 명명되는 행( 2014, 16; 2016, 136). 

사들은 ‘책’과 ‘독서 , ’ ‘공동체’라는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라이터스 페스티벌이나 리터러리 페스티벌은 그동안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되어왔던 . 

독서 행위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독자와 독자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특

징을 지닌다 이와 더불어 책이라는 대상화된 매개에서 한걸음 나아가 책을 바탕으로 한 상. , 

호경험을 나누는 독자와 저자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Johanson and Freeman 2012; Meehan 2005).

이들 리터러리 라이터스 페스티벌의 핵심은 다양한 저자의 강연이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 . , 

는 수백 명에 이르는 연사들을 초대하여 일정표에 맞춰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실

제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페스티벌의 내용이다 특히 때로는 단순. 

히 책의 작가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기업인 사회적 유명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사를 , 

초청함으로써 문학이나 작가의 범주에서 벗어난 지적 담론의 장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북페스티벌은 이런 리터러리 라이터스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개념에 북페어 / , 

등으로 대변되는 매체적인 책의 교환 및 교류의 개념을 한꺼번에 함의한다 그래서 책의 내용. 

이나 작가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출판 행위 더 나아가서는 책을 생산하는 출판업계 자체, 

에 대한 화두도 북페스티벌의 중요한 한 꼭지가 된다 따라서 북페스티벌은 매체로서의 . ‘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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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의 ‘독서 ,’ 행위자로서의  ‘공동체’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나 북페스티벌 역사.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리터러리 페스티벌은 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세계 20 . 

최초의 리터러리 페스티벌로 꼽는 것은 년 영국에서 시작한 첼튼엄 리터러리 페스티벌1949

과 이를 벤치마킹해 년 호주에서 시작한 애들레이드 (Cheltenham Literary Festival) 1960

작가 주간 이다(Adelaide Writers' Week) (Cheltenham Literary Festival Homepage 

이후 이 페스티벌들을 벤치마킹하여 주로 영미권 국가를 2016; Ommundsen 2009, 20).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현행 북페스티벌의 많은 형태가 이 두 개의 페스티벌에 기반을 둔다, .

한국의 페스티벌이 리터러리 라이터스 페스티벌과 달리 / ‘북페스티벌 , ’ ‘책축제’ 등으로 명명 

되는 것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최초 책 관련 행사가 북페어와 유사한 형태의 도서전이었기 때

문이다 광복 이래 최초로 책 및 독서 관련 행사가 열렸던 것은 년 월 경기도 학무국 . , 1947 10

주최의 교육전람회이다 서울국제도서전 홈페이지 이 행사를 바탕으로 년 문교( 2016). 1954

부 시교육미공보원 미국교육사절단 중앙교육연구소 국립도서관이 함께 주최한 제 회 독서, , , 1

주간 행사가 열렸으며 이후 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현재 서울국제도서전의 효시라고 할 1958

수 있는 국내도서전시회가 개최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본격적 의미에서의 북페스티벌은 년도를 전후하여 이루어졌는데 년대 에2000 , 2000 MBC

서 방영되었던 책 책 책을 읽읍시다 등의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책과 독서에 < ! ! >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된 것과도 많은 부분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도서관 차원에서의 책 . 

관련 행사가 활성화된 것은 법률적 정책적 영향이 가장 크다 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 . 1995

진흥법이 기틀을 마련하면서 그 이전에 제정되었던 독서의 달이나 책의 날 등 기념일에 관련

된 다양한 행사들이 당위를 갖춤에 따라 북페스티벌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대중화되었다.

다 북페스티벌 정책. 

한국적 북페스티벌 정책의 근간이 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년에 각각 도서관법2007

과 독서문화진흥법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법률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년 . 2007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제 조 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회 이상 개최하9 2 1

도록 의무화시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였다 더불어 독서문화진흥법 조에서 독서문화진흥. 5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년 제 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를 2009 1 . 

통해 대중독서운동에 대한 관심이 정책화됨으로써 독서운동의 일환으로서 독서의 달 행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화되었다.

특히 제 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보완하여 년 제시된 제 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1 2013 2

획에서는 ‘국민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를 명문화하여 일상적 차원에서 계기별 독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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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이라는 항목에서도 ‘국민 참여형 독서

운동을 전개’한다는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전략과저에서는 독서의 달을 계기로 한 전국. 

단위 독서운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책의 날이나 다른 주제가 있는 기간에도 독서와 연관시킨 

행사를 장려함으로써 법적 체계와 함께 정책적 차원에서도 관 주도의 북페스티벌 추진의 근

거를 마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 2013, 35-36).

한국의 정책방향성을 국외의 대중독서운동 관련 정책과 비교해보면 영미권과는 상당히 다

른 양상을 보이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에서는 행정이나 재정 측면에서만 지원 및 자문, 

을 제공할 뿐 대중독서운동을 이끄는 핵심은 민간을 위시로 한 개인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 

는 프리랜서 기획자나 시민단체 등이 대중독서운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경향

을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원의 영역을 저자 출판사 서점 등 연관된 직종 및 산업의 . , , 

영역으로 넓히며 독서행위를 권장할 뿐 아니라 출판생태계 활성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자 하였다 책과 교육연구소 핀란드의 경우에는 도서관이 삶의 일상 영( 2015, 59-96, 145). 

역에 보편적으로 매우 깊게 녹아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위시로 대중독서운동이 진행되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거나 홍보적인 북페스티벌 등의 독서운동보다 일반적 정

보서비스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책과교육연구소 ( 2015, 127-135).

일본과 같은 경우는 한국과 유사한 방향성을 띠고 있다 이는 . ‘공독( )共讀 ’이라는 표현을 

년 문부과학성의 2011 ‘국민독서 추진에 관한 협력자 회의’ 보고서에서 사용함으로써 독서 경 

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일본도 한국에서의 . 

독서의 달과 유사하게 ‘어린이 독서주간’과 ‘독서주간’을 각각 봄과 가을에 운영한다 다만 일. 

본의 경우 독서진흥정책의 주요 배경이 젊은 세대의 ‘활자 이탈’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상상력을 배양하고 사고의 힘을 함양하고자 하는 한국의 정책방향성과는 , 

다소 차이가 있다 책과교육연구소 ( 2015, 164-165).

따라서 한국적 북페스티벌은 해외의 여타 책 관련 페스티벌과 그 역사적 배경 및 정책적 

방향에서 많은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주요 시발점이 도서전이었으며 법. 

적 정책적으로 관 주도의 행사가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 독서 행위를 개인의 기호 측면이 · , 

아닌 사회통합 및 발전의 기틀로써 보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따라서 한국의 북페스티벌이 . 

가진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기반이 되는 정책적 목적에 얼마나 부합,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북페스티벌의 국내 외 사례조사2. ·

국내 북페스티벌 중에서 년 이상 개최되고 있고 주최 주관기관별로 특색이 있는 북페스5 , ·

티벌을 대표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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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페스티벌의 운영이 대다수 상기 언급한 정책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제 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유관 기관과 지역민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 2

‘독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의 북페스티벌은,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축제의 운영방향에 있어 . , ‘문화의 소외계층’

을 위한 공공성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 북페스티벌 중에서 영미권에서 개최되는 북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주최 주관기관별, ·

로 다른 특징을 가진 북페스티벌을 대표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 참조< 2 >. 

국외 북페스티벌은 ‘작가 독자의 토론 및 강연 만남- , ’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있었

으며,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리 비영리단체 개인의 . · ·

후원을 장려함으로써 유관단체 및 개인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었으며, ‘개인의 자아발전’을 

북페스티벌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1) 일제강점기에 양곡창고로 쓰이던 창고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 외관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있다 책과삶  ( 2014. 

10. 01).

축제명 서울 와우북페스

티벌
서울북페스티벌 강동북페스티벌 파주북소리 삼례북페스티벌 제주책축제

분류

시작 2005 2008 2010 2011 2000 2006

주최·
주관

사 와우책문화( )
예술센터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강동구도시관리
공단

강동구립도서관

파주북소리조직위원회,
출판도시문화재단

완주군청, 
책박물관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주요
특징

지역문화 정체성 -
기반 축제 홍대: 
책과 다른 매체-
예술매체 와의 ( )

융합을 통한 새
로운 콘텐츠 발
전 도모
문화적 소외 및 -
격차를 줄이는 
문화 창구 역할

시민참여형 북페-
스티벌
공공성이 높은 -
북페스티벌
다수의 도서관이 -
참여하는 북페스
티벌 축제도서관: 
활발한 사서들의 -
참여 독려

-독서동아리 등 봉
사자를 통한 운영

공공도서관 최-
초로 북페스티
벌 주관
도서관축제와 -
거리축제 북페(
스티벌 로 나)
뉘어 축제 진행
주민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기
반으로 공동체
성 강화

-‘파주출판도시’라는 
지역정체성 기반 : 

명의 출판업 8,500
종사자
출판사 주도 프로그-
램 다수 구성

-국제교류프로그램 다
수 구성 국내 최다→
에든버러 국제 북페- 
스티벌과 헤이온페
스티벌을 모티브로 
삼음

학생 대상-
고서를 다루는 -
북페스티벌
삼례예술촌을 -
통한 융합적 문
화접근 가능
역사적 공간에 -
축제라는 활동
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재생성 
지원1)

도교육청 최초로 -
북페스티벌 주최

-학생들이 주 대상
-도내 학교 교과연, 

구회의 부스 참여
학교와 연계한 -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또래독서문
화 형성

-‘제주’지역 방언 
부스 마련 문화: 
지속성

정대근 강혜라 홍소람 연구를 수정 보완함, , (2016) ·※ 

표 국내 북페스티벌 사례< 1> 

축제명 미국의회도서관 

내셔널 북페스티벌
에든버러 국제 북페스티벌 첼튼엄 리터러리 페스티벌 애들레이드 작가 주간

분류

시작 2001 1983 1949 1960

주최·
주관

Library of Congress
The City of Edinburgh Council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Arts Council England Adelaide City Council

개최국 미국 영국 영국 호주

주요 사서출신인 미국영부인- 국제적인 작가 포럼 개국 작- : 55 세계 최초의 북페스티벌- -‘Adelaide Festival of Art’

표 국외 북페스티벌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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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북페스티벌의 가장 큰 차이점은 · ‘프로그램의 구성 , ’ ‘테마 , ’ ‘프로그램 유 무료/ ’에서 나타

난다 먼저. , ‘프로그램 구성’의 측면에서 국내는 독서문화의 확산을 북페스티벌의 목표로 하기 때문

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체험부스 , ’ ‘도서전 교환( )’의 프로그램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국외는 과거 작가들만의 모임에서 작가 독자의 모임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 ‘작가의 강연’

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때문에 국내는 매년 특정 테마. ‘ ’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및 강연자가 

선정되는 반면 국외는 많은 수의 작가를 초청하기 때문에 특정한 테마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

또한, ‘프로그램 가격’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국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되고, , 

유료인 프로그램도 소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국외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유료로 진행, 

되고 있었다 이는 국내외의 프로그램 구성과 북페스티벌의 근본적인 목적 공공성 개인의 자. ( /

아개발 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기관이 ) . ‘주관 주최· ’한다는 

점과 ‘지역공동체의 참여’의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축제명 국내 국외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서울

북페스티벌

강동

북페스티벌
파주북소리

삼례

북페스티벌
제주책축제

미국

의회도서관 

북페스티벌

에든버러 

국제 북페

스티벌

첼튼엄 리

터러리 페

스티벌

애들레이드

작가 주간
분류

개최주최
사회적

기업

지역

도서관
공공기관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지방

자치단체

교육청, 

교육연구회
국가도서관

정부, 

시의회
예술위원회 시의회

지역공동체 참여 O O O O X O O △ △ O

테마 O O O O X X X O X X

도서와 관련된 체험부스 도서전 및 도서 교환 중심 구성, 작가의 강연 중심 구성

프로

그램

구성

강연 ✓ ✓ ✓ ✓ ✓

전시 ✓ ✓

문화공연 ✓ ✓

체험 ✓ ✓ ✓ ✓ ✓ ✓ ✓

도서전

교환( )
✓ ✓ ✓ ✓ ✓ ✓

국제교류 ✓ ✓ ✓

프로그램 유무료/ 무료 부분유료( ) 유료 각 프로그램마다 결제 부분무료( , )

프로그램구성 프로그램의 형태를 기반으로 구분: , ※ 

삼례북페스티벌은 년 프로그램 기반2015※ 

표 국내 외 북페스티벌 비교분석 < 3> ·

특징

이 명예의장으로 활동
모든 종류의 스토리텔-
링 매체들을 대상으로 
기획
가족 간의 독서프로그-
램 운영
개인 단체의 후원으로 - &
운영

가 참석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 다수 운영-
관객과 작가들이 세계의 시급한 -
문제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
독립적인 도서판매전의 수익금과 -
후원 및 협찬으로 운영
연령층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다양한 계층의 저명인사들-
이 참여하여 토론 진행

를 선정 토론-Big Read , 
문학‘ ’에 국한되지 않고 다
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강연
자로 초청
연간회원 축제멤버십 을 - ( )
운영하여 차등적으로 축제 
참여

과 같이 진행 하위 축제: 
년대에 현재의 북페-1970~80

스티벌 형태를 갖춤
첼튼엄 리터러리 페스티벌의 영-
향을 받음 각계각층의 연사들 →
초청
가까운 도서관에서 강의를 스트-
리밍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의 시민들을 위한 축제-
로의 입지

정대근 강혜라 홈소람 연구를 수정 보완함,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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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 Ⅲ

연구문제1. 

이 연구는 문화가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확장되어가고 있는 독서문화 활동의 일환인 북페스티벌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북페스티벌의 참석이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북페스티벌 참여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북페스티벌 인식 및 참여 만족도 도서1. , 

관 활성화 인식 및 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가( ) ?

연구문제 북페스티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 인식 2. (

및 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북페스티벌  참여만족도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 인식 및 이용3. ( )

에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2. 

북페스티벌이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차3

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차 설문조사는 년 월 일까지 북페스티벌을 참석. 1 2016 7 31

한 후 에 글을 게시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차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에서 SNS , 2

실시한 북페스티벌에 참석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차 설문조사. 3

는 년 월 이후부터 년 월 일까지 북페스티벌에 참석한 후 에 글을 게시2016 8 2016 10 19 SNS

한 참석자로 차 온라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1 . 

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약 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부2016 7 31 ~2016 11 6 3 , 510

구분

차1 차2 차3

계
페이스북 블로그

광주광역시

남구민북페스티벌
블로그

조사기간 2016.07.31~08.07 2016.09.23 2016.10.19~11.06 2016.07.31~11.06

조사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온 오프라인/

조사대상 명150 명150 명60 명150 명510

회수 회수율( ) 명49 (16.3%) 명56 (93.3%) 명41 (27.3%) 146명(28.6%)

표 설문조사 개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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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포하여 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부를 제외한 부를 분석에 146 , 9 137

사용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기술통. SPSS 21.0 , , 

계분석 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단순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T- , , . 

설문 문항은 실질적으로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설문문항의 작성 시 북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매체로서의 책과의 관련성 및 참여자의 입장에

서 도서전 체험부스 무대행사 등 가지로 구분하였고 전체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요소, , 3 , 

를 제시하였다 준거는 류정아 가 축제 기획에서 제시한 요소를 추출하였다 근거에 따. (2015)

른 문항 추출 내용은 다음 표 와 같다< 5> .

구분 문항 세부 문항( ) 문항수

북페스티벌 

참여 이력
정보 습득 경로 참여 횟수 참여 페스티벌 종류 참여 목적 페스티벌 내 참여 행사, , , , 문항5

북페스티벌 

인식

행사 필요성 도서 전시 및 판매 책 중고 벼룩장터 무대행사 저자 및 출판업계 강연 공예 및 ( , , , , 

제작 등의 체험 부스 책 관련 , OSMU)
문항6

행사 중요 요소 참여와 공감 재미와 체험 개방과 포용 지속 가능성 호혜적 상생( , , , , ) 문항5

참여 만족도

도서 전시 및 판매 지역성 흥미성 포괄성 체험성 스토리 확장성 상품성 및 경제성( , , , , , ) 문항6

공연 및 강연 지역성 흥미성 포괄성 체험성 스토리 확장성( , , , , ) 문항4

체험부스 지역성 흥미성 포괄성 스토리 확장성 상품성 및 경제성( , , , , ) 문항5

북페스티벌 전반적인 만족도 개방성 시설 진행 스토리 확장성 목적달성 재방문 의사( , , , , ) 문항5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이용 영향 독서생활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 , , ) 문항3

일반현황 성별 연령 거주 지역, , 문항3

계 문항42

표 설문 문항 추출 요소< 5> 

연구결과. Ⅳ

일반현황 분석1. 

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 , 

이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의 참여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을 위해 설문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를 분석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 표 과 같다, , , < 6> . 

성별은 남성 에 비해 여성 의 비율이 높았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대와 (31.4%) (68.6%) , 20 30

대가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 대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거주지는 32.1% , 40 , 50 .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를 차지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한 광· 50.4% , 

주 전라권이 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의 경우 참여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 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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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북페스티벌의 주요 참여자는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20~30 .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성별

남성 43 31.4

거주

지

서울 경기권ㆍ 69 50.4

여성 94 68.6 강원도 - -

계 137 100.0 대전 충청권ㆍ 2 1.5

연령

대 이하10 12 8.8
광주 전라권ㆍ 58 42.3

대20 44 32.1

대30 44 32.1 부산 대구 경상권ㆍ ㆍ 6 4.4

대40 24 17.5 제주권 2 1.5

대50 13 9.5
계 137 100.0

계 137 100.0

표 응답자 일반현황< 6> 

나 북페스티벌 참여 경로 및 목적. 

북페스티벌의 참여 경로 및 목적은 표 과 같다 북페스티벌을 참여하게 된 경로는 지방< 7> . 

자치단체 및 북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되어 참여한 비율이 전체의 를 차24.1%

지하였으며 도서관을 통해 알게 되어 참석한 비율도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개인블, 22.6% . 

로그 전단지 신문 방송기사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학교(15.3%), (8.8%), · (6.6%) . , 

지인소개 온라인서점 독서모임 인터넷카페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 .

북페스티벌 참여자의 참여 목적을 살펴보면 ‘체험 부스를 참여하기 위해’ 북페스티벌을 참 

여한 경우가 전체의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4.1% , ‘책 관련 행사를 향유하기 위

해서’가 로 나타났다21.9% . ‘자녀 독서 교육 및 경험 , ’ ‘다양한 출판사의 책 체험 및 구매를 

위해서’ 북페스티벌을 참여한 비율은 였으며15.3% ,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참여한 경우’도 

나 되었다 기타로는 자원봉사 및 부스 운영을 목적으로 참여하였다10.9% . .

참여경로 빈도 명( ) 백분율(%) 참여목적 빈도 명( ) 백분율(%)

개인블로그 21 15.3 자녀 독서 교육 경험· 21 15.3

홈페이지 지자체 공식 등( , ) 33 24.1 다양한 출판사 책 체험 구매· 21 15.3

도서관 31 22.6 책 관련 행사 향유 30 21.9

전단지 12 8.8 체험 부스 참여 33 24.1

신문 방송기사· 9 6.6 지나가던 길에 참여 15 10.9

기타 31 22.6 기타 17 12.4

계 137 100.0 계 137 100.0

표 북페스티벌 참여 경로 및 목적< 7> 

다 북페스티벌 참여횟수 및 참여 기관. 

설문 응답자들의 는 북페스티벌에 회만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북페스49.6% 1 . 

티벌 참여 경험이 회 이상인 응답자도 전체의 로 나타났다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북페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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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벌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북페스티벌이 전체의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9.6% , 

서울 경기 지역의 대표 북페스티벌인 파주 북소리 와우북 페스티벌 서울 북페스티벌 등은 · , , 

등 비슷한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28.5~23.4% < 8 >. 

참여횟수 빈도 명( ) 백분율(%) 참여 행사 빈도 명( ) 백분율(%)

회1 68 49.6 와우북 페스티벌 35 25.5

회2 22 16.1 서울 북페스티벌 32 23.4

회3 17 12.4 파주 북소리 39 28.5

회4 4 2.9 지자체 북페스티벌 68 49.6

회 이상5 26 19.0 개별 도서관 북페스티벌 16 11.7

계 137 100.0 사회단체 및 기관 주최 북페스티벌 13 9.5

기타 4 2.9

계 137 100.0

표 북페스티벌 참여횟수 및 참여 행사< 8> 

라 북페스티벌 인식. 

북페스티벌 참가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 내 행사의 

필요성과 북페스티벌 행사의 중요 요소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 <

와 같다9> .

본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6 , 

토대로 북페스티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북페스티벌. 

에 참여한 참여자의 인식이 가장 높은 행사는 ‘출판사 및 서점의 도서 전시 및 판매 부스

(4.139)’였으며 다음으로 , ‘책의 내용과 관련된 영화나 음악 연극 등 다른 매체 작품 상연 , 

행사(4.117)’로 나타났다 반면에 . ‘지역 사회 주민 중심의 무대행사’의 경우 점으로 상3.467

대적으로 인식도가 낮았다 북페스티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은 리커드척. 

도 점 만점에 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5 3.965 .

북페스티벌 행사에 있어 중요 요소에 대한 질문은 전체평균 점으로 모든 요소에 대4.286

해 매우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세부 요소 중 북페스티벌이 계속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한 요소인 ‘지속 가능성’을 점으로 가장 4.526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방문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야 한다는 ‘재미와 체험(4.460) ,’ 특정 계층이 소외되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개방과 포용(4.307)’ 등의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지역의 문화유산 및 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 

나타내는 ‘호혜와 상생’에 있어서는 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3.964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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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

행사의 필

요성

출판사 및 서점의 도서 전시 및 판매 부스 137 4.139 .7782

3.965

책 중고 벼룩장터 137 4.051 .8073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무대행사 137 3.467 .9240

책의 저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강연 137 4.058 .9217

공예 및 제작 등의 체험 부스 137 3.956 .9064

책의 내용과 관련된 영화나 음악 연극 등 다른 매, 
체 작품 상연

137 4.117 .7383

행사 

중요 

요소

참여와 공감 137 4.175 .8566

4.286

재미와 체험 137 4.460 .7073

개방과 포용 137 4.307 .7818

지속 가능성 137 4.526 .6651

호혜적 상생 137 3.964 .9503

표 북페스티벌 인식< 9> 

마 북페스티벌 참여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도서전시 및 판매 공연 및 강연, , 

체험부스 등으로 구분하여 참여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전반적인 북페스티벌의 만족도를 별, 

도로 조사하였으며 다음 표 과 같다, < 10> .

북페스티벌에 이루어지는 행사 분야별 참여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체험부스에 대한 만족

도’가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3.781 ,  ‘공연 및 강연(3.582) , ’ ‘도서 전시 및 판매

(3.304)’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 전시 및 판매의 세부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북페스 . 

티벌의 ‘도서전이 흥미로웠다’는 응답이 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3.620 , ‘책 판매 및 중고장터 

등에서 책을 구입’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페스티벌에서 진3.058 . 

행된 공연 및 강연에 대한 세부 만족도는 ‘북페스티벌에서 진행된 공연 및 강연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796 , ‘지역사회에서 활동하

는 아티스트 및 강연자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체험부스의 3.460 . 

경우 ‘지역 사회의 동호회나 단체들이 체험부스를 운영(3.810)’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

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양한 계층의 참여(3.606)’ 및  ‘체험부스에 지불한 비용에 대

한 합리성(3.606)’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북페스티벌의 ‘전반적인 참여 만족도’는 점으로 북페스티벌 참석자들은 북페스티벌에 3.704 ,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북페스티벌의 . ‘재참여 의사’에 있어서는 점으4.051

로 향후 북페스티벌에 대해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 

‘시설적 편리성 점(3.453 )’과 ‘진행의 편리성 점(3.489 )’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만족은 하고 있

으나 상대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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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전시 

및 판매

지역 출판사 서점 인식도/ 137 3.161 1.0448

3.304

도서전 흥미도 137 3.620 .9404

다양한 책 출판사 참여/ 137 3.489 1.0369

중고장터 참여 137 3.058 1.3216

도서전 주제 테마/ 137 3.350 1.0261

저렴한 책 137 3.146 1.1539

공연 및 

강연

지역 아티스트 강연자 참여/ 137 3.460 .9626

3.582
공연 강연 유익/ 137 3.796 .8587

다양한 계층의 참여 가능 137 3.569 .9377

공연과 책과 연관성 137 3.504 .9165

체험부스

지역사회 참여 137 3.810 .8535

3.718

콘텐츠 재미도 137 3.788 .8864

다양한 계층의 참여 가능 137 3.606 .9343

체험부스와 책의 연관성 137 3.781 .8970

합리적 비용 137 3.606 .8433

북페스티벌 

전반적인 만

족도

많은 사람들의  즐거운 참여 137 3.796 .8672

3.704

시설의 편리함 137 3.453 .9998

진행적 편리함 137 3.489 .9861

참여 목적 달성 137 3.730 .9035

재참여 의사 137 4.051 .8772

표 북페스티벌 참여 만족도< 10> 

바 독서생활 및 도서관활성화 영향 .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후 참여자들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있어 변화

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북페스티벌의 참석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는 응답인 점 만점 중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5 3.956 ,  ‘개인의 독서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으로 3.657 . ‘도서관 이용으로 연결되

었다’는 응답은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참조3.365 < 11 >. 

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독서생활 137 3.657 .9191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인식 137 3.956 .9383

도서관 이용 137 3.365 1.0702

표 북페스티벌이 독서생활 및 도서관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11> 

영향요인 분석2. 

가 개인특성에 따라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북페스티벌의 인식 및 참여 만족도 개인의 독서 생활, , 

도서관 인식 및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 12> . 

에 따라서는 인식 및 참여 만족도 개인의 독서 생활 도서관 인식 및 이용 모두에서 차이가 , ,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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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평균 값t P

북페스티벌 

인식

행사의 필요성
남성 3.892

-1.162　 .247　
여성 3.998

행사 중요 요소
남성 4.265

-.314　 .754　
여성 4.296

참여만족도

도서전시 및 판매
남성 3.306

.021　 .983　
여성 3.303

공연 및 강연
남성 3.663

.879　 .381　
여성 3.545

체험부스
남성 3.833

1.279　 .203　
여성 3.666

전반적인 만족도
남성 3.777

.770　 .443　
여성 3.670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 

독서생활에 도움
남성 3.744

.750　 .454　
여성 3.617

도서관 긍정적 인식
남성 3.837

-1.004 .317
여성 4.011

도서관 이용 횟수 증가
남성 3.395

.224　 .823　
여성 3.351

유의확률 *p<0.05, **p<0.01

표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12>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북페스티벌의 인식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 중.  ‘도서 전시 및 판매 , ’ ‘공연 및 강연’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반면 체험부스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부스의 경우 대 이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전반. 10 , 

적인 만족도의 경우 대 이하가 대나 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생활에 있어서10 20 30 . 

도 대 이하와 대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대의 경우 대보다 10 20 , 10 20

독서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인식 및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는 연령. 

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횟수에 따라서는 독서 생활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생활의 경우 참여횟수가 회인 이용자에 비해 참여횟수가 1 3

회인 이용자가 개인의 독서 생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13 >.

북페스티벌의 참여경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북페스티벌 인식 < 14> . 

요소인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여경로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행사의 중요 요소에 있, 

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를 통해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참여자. 

에 비해 도서관을 통해 참여한 참여자의 경우가 ‘참여와 공감 , ’ ‘재미와 체험 , ’ ‘개방과 포용 , ’

‘지속 가능성 , ’ ‘호혜적 상생’ 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 

만족도에 있어서는 참여경로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생활에 있어서도 ,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관 인식에 있어서는 도서관을 통해 북페스티벌을 참. 

여한 참여자들과 학교나 지인을 통해 참여한 참여자에 비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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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도 도서관을 통해 참여한 이용자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참여한 , 

참여자에 비해 도서관 이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령 참여횟수

연령 평균 F P 사후분석 참여횟수 평균 F P 사후분석

북
페스
티벌 

인식

행사의 
필요성

대 이하10① 3.944

1.907 .113

회1① 3.880

1.935 .108

대20② 3.867 회2② 3.985

대30③ 4.008 회3③ 3.922

대40④ 4.167 회4④ 4.333

대 이상50⑤ 3.795 회 이상5⑤ 4.141

행사 중
요 요소

대 이하10① 4.467

2.410 .052

회1① 4.203

1.540 .194

대20② 4.177 회2② 4.309

대30③ 4.232 회3③ 4.306

대40④ 4.533 회4④ 4.750

대 이상50⑤ 4.215 회 이상5⑤ 4.400

참여
만족도

도서전
시 및 
판매

대 이하10① 3.611

.951 .437

회1① 3.240

1.654 .164

대20② 3.201 회2② 3.091

대30③ 3.273 회3③ 3.343

대40④ 3.444 회4④ 3.750

대 이상50⑤ 3.218 회 이상5⑤ 3.558

공연 및 
강연

대 이하10① 4.125

2.011 .097

회1① 3.669

2.248 .067

대20② 3.494 회2② 3.227

대30③ 3.528 회3③ 3.515

대40④ 3.615 회4④ 4.125

대 이상50⑤ 3.500 회 이상5⑤ 3.615

체험부
스

대 이하10① 4.483

4.322 .003*

> ① ②
> ① ③
> ① ④
> ① ⑤

회1① 3.862

2.080 .087

대20② 3.659 회2② 3.564

대30③ 3.682 회3③ 3.800

대40④ 3.567 회4④ 3.400

대 이상50⑤ 3.615 회 이상5⑤ 3.469

북페스
티벌 전
반적인 
만족도

대 이하10① 4.367

2.934 .023*
> ① ②
> ① ③

회1① 3.700

.747 .562

대20② 3.605 회2② 3.518

대30③ 3.596 회3③ 3.906

대40④ 3.733 회4④ 3.950

대 이상50⑤ 3.739 회 이상5⑤ 3.700

독서
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 

독서생
활에 도

움

대 이하10① 4.250

3.355 .012* > ① ②

회1① 3.500

3.475 .010* > ① ③

대20② 3.318 회2② 3.500

대30③ 3.818 회3③ 4.176

대40④ 3.625 회4④ 3.000

대 이상50⑤ 3.769 회 이상5⑤ 3.962

도서관 
긍정적 
인식

대 이하10① 4.000

1.664 .162

회1① 3.926

.170 .953

대20② 3.705 회2② 4.045

대30③ 4.068 회3③ 4.059

대40④ 3.958 회4④ 3.750

대 이상50⑤ 4.385 회 이상5⑤ 3.923

도서관 
이용 횟
수 증가

대 이하10① 3.750

1.842 .125

회1① 3.456

.640 .635

대20② 3.045 회2② 3.364

대30③ 3.568 회3③ 3.471

대40④ 3.333 회4④ 3.250

대 이상50⑤ 3.462 회 이상5⑤ 3.077

유의확률 *p<0.05, **p<0.01

표 연령 및 참여횟수에 따른 차이 분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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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

경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분석
구분

참여

경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분석

북

페스티

벌 인

식

행사의 

필요성

① 21 3.8413 .59038

.795 .555 　

참여

만족도

도서

전시 및 

판매

① 21 3.3730 .56986

1.691 .141

② 33 3.4192 .69112② 33 4.0404 .57287

③ 31 3.2849 .79372③ 31 3.9892 .42369

④ 12 3.4306 .68703④ 12 4.0000 .59033

⑤ 9 4.1296 .23241 ⑤ 9 3.6667 .47140
⑥ 31 3.8817 .44136 ⑥ 31 3.0000 .94084

행사 중

요 요소

① 21 3.9333 .63034

2.814 .019* >③ ①
공연 및 

강연

① 21 3.4405 .74542

1.412 .224

② 33 4.3333 .54237
② 33 3.7879 .61276③ 31 4.3677 .45342

④ 12 4.4833 .67935 ③ 31 3.7097 .66174
⑤ 9 4.4667 .30000 ④ 12 3.4375 .81968
⑥ 31 4.2645 .40129 ⑤ 9 3.5556 .30046

독서

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 

독서생

활에 도

움

① 21 4.095 .7003

1.969 .087 　

⑥ 31 3.3952 .88688② 33 3.606 .9334

③ 31 3.710 .9727

체험

부스

① 21 3.5048 .72005

1.746 .129

④ 12 3.833 .8348 ② 33 3.6242 .74793

⑤ 9 3.222 .8333
③ 31 4.0194 .61178

⑥ 31 3.419 .9583

도서관 

긍정적 

인식

① 21 4.095 .8891

2.615 .027* >③ ⑥

④ 12 3.6333 .70238
② 33 3.788 .9924

⑤ 9 3.6000 .38730
③ 31 4.419 .7199

북

페스티

벌 전반

적인 만

족도

⑥ 31 3.7290 .77554

.785 .563

④ 12 3.833 .9374

⑤ 9 3.778 .4410 ① 21 3.6952 .74998
⑥ 31 3.677 1.0766

② 33 3.7636 .67353

도서관 

이용 횟

수 증가

① 21 3.238 1.2611

2.734 .022* >③ ⑤

③ 31 3.8774 .77576
② 33 3.333 1.0206

④ 12 3.5667 .81278③ 31 3.871 1.0244

④ 12 3.250 1.0553 ⑤ 9 3.6889 .41366
⑤ 9 2.556 .7265

⑥ 31 3.5290 .85565
⑥ 31 3.258 .9650

개인블로그 홈페이지 지자체 도서관 전단지 신문 방송기사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⑥

유의확률 *p<0.05, **p<0.01

표 참여경로에 따른 북페스티벌 인식 및 참여만족도 차이 분석< 14> 

나 북페스티벌 인식이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에서는 북페스티벌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에 ,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 , < 15> . 

북페스티벌의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북페스티벌의 행사 중요 요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크게 ,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독서생활의 경우 행사 중요 요소에 대한 인식. 

은 개인의 독서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 

값이 로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도서관 인식의 경우도 행사의 필요성은 R2 4.7% . 

행사 중요 요소는 로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의 경우 행사의 4.1%, 8.3% , 

필요성은 행사 중요 요소는 로 북페스티벌이 도서관 인식 및 이용에 영향을 미6.4%, 10.8%

치고 있으나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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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R2 t p
B 표준오차 베타(R)

독서생활
행사의 필요성 .398 .155 .216 .047 2.573 .011*

행사 중요 요소 .250 .148 .143 .021 1.683 .095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인식

행사의 필요성 .435 .180 .203 .041 2.409 .017*

행사 중요 요소 .584 .167 .288 .083 3.492 .001**

도서관 

이용

행사의 필요성 .475 .156 .253 .064 3.036 .003*

행사 중요 요소 .585 .145 .329 .108 4.043 .000**

유의확률 *p<0.05, **p<0.01

표 북페스티벌 인식과 독서생활 도서관 활성화 영향관계< 15> , 

다 북페스티벌 참여만족도가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는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인식 및 이용에 모든 항목에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16 >.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R2 t p
B 표준오차 베타(R)

독서생활

도서전시 및 판매 .662 .087 .549 .301 7.631 .000**

공연 및 강연 .438 .102 .346 .119 4.280 .000**

체험부스 .449 .105 .347 .120 4.297 .000**

북페스티벌 전반적인 만족도 .617 .091 .504 .254 6.776 .000**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인식

도서전시 및 판매 .521 .112 .371 .137 4.639 .000**

공연 및 강연 .550 .118 .373 .139 4.670 .000**

체험부스 .717 .114 .475 .226 6.279 .000**

북페스티벌 전반적인 만족도 .640 .110 .449 .201 5.832 .000**

도서관 

이용

도서전시 및 판매 .443 .099 .360 .129 4.480 .000**

공연 및 강연 .509 .102 .394 .155 4.981 .000**

체험부스 .680 .098 .514 .264 6.958 .000**

북페스티벌 전반적인 만족도 .655 .092 .524 .275 7.153 .000**

유의확률 *p<0.05, **p<0.01

표 북페스티벌 참여만족도와 독서생활 도서관 활성화 영향관계< 16> ,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 중 독서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도서 전시 및 판

매’에 대한 만족도로 설명력이 였으며 전반적인 북페스티벌의 만족도 역시 설명력이 30.1% , 

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4% . ‘공연 및 강연’(11.9%), ‘체험 부

스’ 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0%) . 

도서관 인식에 있어서는 ‘체험부스’에 대한 만족도 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22.6%)

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도서관 인식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29.1%) 

로 나타났다. ‘도서 전시 및 판매’(13.7%), ‘공연 및 강연’ 역시 도서관 인식에 긍정(13.9%)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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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의 경우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의 설명력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북페스티27.5%

벌의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험부스 역시 , 

의 설명력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4% . ‘도서관 전시 및 판매’(12.9%), 

‘공연 및 강연’ 은 도서관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15.5%)

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3.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북페스티벌에 대한 인

식 및 참여만족도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 참여경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북페스티벌 공식 홈페

이지를 통한 비중이 높았으며 서울 경기 지역의 대 여성의 참여 비중이 높았다 또, · 20~30 . 

한 참여목적으로는 체험부스 의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독서교육이 참여목적인 이‘ ’ , 

용자도 상당수 있었다 참여연령과 참여목적을 감안할 때 북페스티벌의 실질적 참여이유는 . 

본인보다는 자녀들의 독서교육 및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 

북페스티벌의 기획에 있어 자녀 부모 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북페스티벌의 인식에 관련하여서는 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 ‘출판사 및 서점의 도서관 전시 및 판매 부스’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 ‘지역사회 주민 중심으로 무대행사’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행사 중요 요소 역시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행사의 ‘지속가능성’으로 단기적인 행사가 아닌 장

기적인 하나의 축제 더 나아가 문화로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반면 지역문화와의 연계를 , . 

통한 북페스티벌의 발전을 의미하는 호혜적 상생 요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북페스. 

페벌에 대한 인식적 부분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보면 북페스티벌이 책과 관련한 주요 행사로

써 높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로의 발전에 있어

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문화와 연계한 북페스티벌의 행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는 리커드척도 점 만점에 로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5 3.3~3.7

나타나 북페스티벌이 책을 매개로한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북페스티벌에서 참여만족도가 가장 높은 행사는 . , ‘체험부스’로 참여자의 참여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현재 시행되는 북페스티벌은 참여자의 참여목적은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 ‘도서 전시 및 판매’ 요소에 있어  ‘도서전’ 

자체는 상당한 만족을 느끼고 있으나 도서 판매와 관련한 , ‘중고장터 및 저렴한 책’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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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북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참석자의 경우 북페스티벌을 통해 책을 .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페스티벌에 참여하나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 

인해 북페스티벌에서 조차 저렴하게 도서를 구입할 수 없는 상실감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북페스티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정가제의 개정을 통해 북페스티벌을 통한 

도서판매의 경우 유연한 법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북페스티벌 참여만족도는 . 

시설이나 진행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북페스티벌의 재참여 의사가 로 북페스티벌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에서의 기반은 마련되4.05

었다고 볼 수 있어 시설적인 측면과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 확실한 , 

지역 독서문화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북페스티벌이 개인의 독서생활과 도서관에 대한 인식변화 및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페스. 

티벌 인식의 경우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던 반면 북페

스티벌의 참여만족도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페. 

스티벌 인식이 개인의 독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로 매우 낮았으며 도서관 활성2.1~4.7% , 

화 측면에서도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 요소가 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10.8%

나타났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북페스티벌 참여만족도는 개인의 독서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 

고 있었는데, ‘도서 전시 및 판매’의 경우 그 영향력이 였으며 전반적인 북페스티벌 30.1% , 

만족도 역시 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24.5% .  ‘공연과 강연(11.9%)’ 및  

‘체험부스(12.0%)’ 등은 개인의 독서생활에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생활과는  . 

반대로 도서관의 인식 및 이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는 ‘체험부스 도서관 인식( (22.6%), 

도서관 이용(2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 전시 및 판매’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페스티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도서관 인식 및 이용. (20.1%) 

에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27.5) . 

연구결과 북페스티벌의 참석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에 대한 인식 도서관 이용에 긍, ,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는 개인의 독서생활과 . 

도서관 활성화라는 둘 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개인의 독서생활은 , ‘도서 전시 및 판매’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 독서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관의 인식. 

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험부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이

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북페스티벌의 개최에 있어 북페스티벌의 개최기관 . 

및 개최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실질적 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 

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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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Ⅴ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에 대한 인식이 변화

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독서활성화 정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년 독서문화, . 2007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회 이상 의무적으로 , 1

개최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을 중심으로 북페스티벌의 개최 빈도가 . 

높아졌으며 북페스티벌을 통해 국민의 독서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늘어났다 이, . 

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북페스티벌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의 실질적인 영향, 

력을 조사 분석하였다· . 

이 연구는 북페스티벌 참석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페스티벌의 경우 서울 경기 지역의 대 여성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며 참석, · 20 30 , ～

경로는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북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였다 참여목적은 체험부스. 

의 참석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본인과 더불어 자녀의 체험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었고 자녀의 독서교육을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북페스티벌의 개최 시 프, . 

로그램 구상에 있어 영유아 및 초등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자녀 부모 연합 -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북페스티벌 인식은 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 

특히 ‘출판사 및 서점의 도서관 전시 및 판매 부스’에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 행사 중요 요소 . 

중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단기적인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축제 문화로 발, , 

전되기를 원하였다 반면 지역문화와의 연계를 통한 북페스티벌의 발전을 의미하는 호혜적 . 

상생 요소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페스티벌이 책과 관련한 주요 행사로써 높은 . 

인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로의 발전에는 한계를 보였

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셋째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는 점으로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북페, 3.3~3.7

스티벌이 책을 매개로한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페스티벌에서 참여만족도가 가장 높은 행사는 ‘체험부스’로 참여목적으로 볼 때 참여자의 

참여목적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 ‘도서 전시 및 판매’는 도서를 전시해 주는 

‘도서전’ 의 만족도는 높으나 도서의 판매와 관련한 , ‘중고장터 및 저렴한 책’ 부분의 만족도는  

낮았다 이는 북페스티벌에서는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도서. 

정가제의 시행으로 그렇지 못한데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페스티벌의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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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북페스티벌에 대한 도서정가제 예외 규정을 통해 참여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전반적인 북페스티벌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시설이나 진행적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설과 진행적 측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참여 의사의 경우 로 한 번 참여한 참여자는 또 다시 북페. 4.05

스티벌을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볼 때 북페스티벌이 지역문화와 독서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북페스티벌 참여는 참여자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의 인식 도서관 이용에 긍정적인 ,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페스티벌에서 . ‘도서 전시 및 판매’는 개인의 독서생활에 영

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양한 참석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서 전시 및 판매, 

를 통해 개인의 독서생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페스티벌에서 . ‘체험

부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참석자는 도서관의 인식과 이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각급 도서관에서는 북페스티벌에 다양한 체험부스를 설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서

관의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 참여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

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북페스티벌 개최 시 주관기관의 개최목적에 따라 도출. 

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 이를 통해 기관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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