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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주간 표어의 내용  구조 분석

Analysis of Content and Structure of Library Week Slo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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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도서  주간은 1964년에 설정된 이래 2020년까지 56년 동안 이어지면서 도서  분야의 가장 크고 

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한국도서 회는 도서  주간 홍보에 활용하기 한 표어를 공모 

 선정하여 포스터 제작 등에 활용하는데, 본 연구는 그 내용과 효과에 해 분석하여 랜딩 략 차원에서 

보다 효율 인 표어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 목  달성을 해 도서  

주간 공식 표어로 선정된 116개의 내용을 박 (2001)이 제안한 언어  기법과 핵심 단어에 따라 분석했는데, 

그 결과 ‘한  문자’로만 이루어진 것이 103개(88.79%) 고, 문자 구조 유형은 ‘문장형’이 46개(39.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표어에 포함된 핵심 단어를 분석한 결과 ‘도서 ’이 포함된 것이 111개(96.52%)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도서  주간 표어는 ‘도서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한  문자’로 이루어진 ‘문장형’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도서  행사, 도서  주간, 표어, 도서  표어, 랜딩 략

ABSTRACT : Library Week was established in 1964 and has continued without interruption for 

56 years. It has grown to become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activities within the 

library field today.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publicly selects slogans to be used for Library 

Week publicity purposes and their poster advertising campaign. A study and evaluation analyzing 

slogan content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overall effects of these slogans on the public 

and provide suggestions for more effective and focused slogans as part of a branding strategy.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ontents of 116 official slogans of the library week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linguistic techniques and key words suggested by Young-Jun Park (2001). 

As a result, there were 103 slogans (88.79%) composed of only ‘Korean characters’. And the 

key scoring type with the highest number of hits was the word ‘sentences’ 46 units (39.66%). 

Furthermore the word in the slogans resulting in the highest number of hits was ‘library’ with 

111 units (96.52%).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most of the weekly slogans of the library 

are ‘sentence type’ consisting of ‘Korean characters’ containing the word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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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세계 최 의 랜드 컨설  그룹  한 곳인 인터 랜드(2020)에서 발표한 ‘Best Global Brands 

2019: The ranking of the 100 most valuable global brands’ 결과에 따르면, 최상  랜드 1 는 

애 (Apple), 2 는 구 (Google), 3 는 아마존(Amazon)이 차지를 했다. 이어서 같은 기 에서 

발표한 ‘2019년 베스트 코리아 랜드’ 결과에 따르면, 1 는 삼성 자, 2 는 자동차, 3 는 

기아자동차가 차지를 했다. 

이상에서 열거한 랜드들은 랜드가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을 밝 내는 ‘재무 측’, 

랜드에 의해 발생한 무형 이익 비율을 토 로 한 ‘ 랜드의 역할 지수 계산’, 향후 랜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의 순 재가치를 도출하기 해 랜드의 특정 험성을 측정하는 ‘ 랜드 

강도 평가’ 등의 요소에 따라 평가를 받은 뒤 순 가 매겨졌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나 

공공기 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결국 들의 심, 인정, 지속 인 요구가 없다면 존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 따라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품이나 실천하고자 하는 활동을 

극 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나 공공기 들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마다의 

랜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 이 수행하는 홍보는 국정 운 에 한 국민의 지지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인 커뮤니 이션 과정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사 인 

이익이 아니라 공 인 이익을 목 으로 하는 기 인 공공기 은 특정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민 체를 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홍보보다 근성이나 효과

인 정보 달이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 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잘 홍보되었는가를 기 으로 단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강은정 2012, 1). 

1964년에 제정된 이래 벌써 5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도서  주간은 도서 계의 표 인 행사

이다. 따라서 매년 한국도서 회를 주축으로 회원 도서 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행사를 운 하

며, 도서 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려 도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도서 회와 더불어 도서 계를 표하는 행사이자, 도서 의 역할을 내외

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기회이다.

이때 표어는 도서  주간의 공식 주제로 선정 되어 포스터  수막으로 만들어져 국 곳곳에 

걸리는 등, 도서  주간 홍보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간략하고 명료하면서 

행동으로의 실천을 꾀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표어의 특성은, 사람들의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사람들에게 가 될 수만 있다면, 긴  읽기를 싫어하고 주의 집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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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인들에게 알맞은 홍보 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변화 속도만큼 사람들의 심사도 빨리 바 고 기  수  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방식에 한 검,  시 에 한 분석, 기   고객들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 하여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과 과정은 도서 들이 해마다 실시하는 

운  평가나 이용자 설문 분석 과정과 비슷한데, 결국 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효과 으로 

인식  유지를 시켜 지속 으로 성장해 나가기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 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려 도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운 되고 있는 도서  주간의 표어를 내용과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여, 랜딩 략 차원에서 

보다 효율 인 표어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2. 연구문제  방법

본 연구는 도서  주간의 표어를 내용과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여 랜딩 략 차원에서 보다 

효율 인 표어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목 을 이루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이론  측면에서 도서  주간과 표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선행연구들을 고찰하 다.

둘째, 도서  주간 공식 표어로 선정된 116개의 내용을 박 (2001)이 제안한 언어  기법과 

핵심 단어에 따라 분석하 고, 더불어 표어의 구조  특성인 간결성, 도치성, 구성, 반복성의 

측면에서도 분석하 다.

셋째, 도서 과 도서  주간, 표어를 랜드 포지셔닝, 랜드 가치  개성, 랜드 약속의 

측면과 연결 지어 랜드 마  략 방안을 제안하 다.

Ⅱ. 이론  배경

1. 도서  랜드

Walton(2008)은 경  분야의 문헌을 조사해 랜드의 이론과 개발 방법을 확인하고 여러 도서  

문가들의 의견도 검토한 뒤, 도서  랜드의 필요성과 역할에 해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첫째, 도서 과 같은 비 리 서비스 조직에서는 랜드가 핵심 략으로 작용하고, 서비스 부문

에서는 서비스의 품질과 서비스에 한 인식이 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도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한 강력한 도구로서 랜드 개발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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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서  랜드는 도서  서비스 품질과 한 련이 있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강력한 도서  랜드는 도서 의 가시성(visibility)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도서 이 채울 수 있는 고유의 틈새시장 즉, 포지셔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다. 

이러한 랜드의 창조, 개발, 배포에 있어서 도서  직원은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랜드는 한 번의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지속하기 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에서 

지속가능한 랜딩 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서 의 랜드화는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는 한 가지 안이 될 수 있다. 정 인 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앞으로 도서 의 변화와 생존에 꼭 필요한 활동이다. 효과 인 랜드 

략을 추진하기 해서는 도서 에 한 기존의 이미지와 인식을 먼  정립해야 하고, 도서  

고유의 아이덴티티와 이 인식하는 도서  이미지가 일치되도록 하는 노력의 요성을 인정해

야 한다(Harriff and Rowley 2011, 34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서  주간 표어는 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직원들

이 창조  개발, 배포의 역할을 담당해 이용자들에게 효과 으로 인식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한 56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실천할 수 있는 장기 이면서도 경제

 략일 수 있다. 따라서 한 랜딩 략만 뒷받침 된다면 국민들에게 도서 이라는 랜드

의 정체성을 효과 으로 인식  유지시켜 지속 으로 성장해 나가는 랜드가 될 것이다.

2. 도서  주간

한국도서 회에서는 도서 의 가치와 필요성을 극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964년부터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도서  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개하고 있다. 

1964년 4월에 발표된 도서  주간의 의의와 역사에 한 취지문에 따르면, 도서  주간은 책과 

도서 의 사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요한 향력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도서 이 그 국

가의 문화와 교육발 에 단히 요하다는 것을 리 인식시키고 국민의 독서를 도와주는 커다

란 연 행사의 한 주간이다. 한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도서 이란 무엇인가를 일반 시민에게 

이해를 진시키는 사회 인 운동이다(한국도서 회 2010, 76).

다음의 <표 1>은 그동안의 도서  주간에 국 각  도서 을 심으로 실시되었던 주요 행사

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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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 캠페인
도서  직원 상호 력 증진을 한 모임(체육 회, 좌담회, 

강연회 등)

감사장 수여 도서  직원과 이용자와의 모임 개최

감상회(명곡, 명화, 화)
독서 발표회, 퀴즈 회, 토론회, 독후감 쓰기, 독후 감상화 

그리기 경연 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 , 좌담회(라디오, 신문, TV) 모범 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선진 도서  견학

개  시간 연장 모범 도서  직원 표창  다과회

고 문화 한마당 모범 이용자와의 좌담회

공연( 소리, 탈춤, 사물놀이)
목록 등 자료집 발간 배부(선정도서목록, 추천도서목록, 취

업 련도서목록 등)

내 등학교 학생 도서  장 학습 문화교실 발표회, 백일장, 시 낭송회

교양․문화 강좌 선진국 도서  황 소개

구연동화 어린이 상 도서  이용을 내용으로 한 인형극

 정부 결의문 채택, 건의 외국 도서  탐방  국제회의 참가 보고

도서  모범 이용자  장서 수집가 표창 장서 기증 운동 

도서  무료 개방 국공공도서 장 회의

도서   도서  주간 홍보
시회( 통 문화, 향토 자료, 독서 자료, 고서, 특별 도서, 

도서  시설 사, 사진, 통계 자료, 포스터 등)

도서  안내지  지역 도서  지도 발간 배부 주간 표어 부착  입간 , 수막 걸기

도서  알림 회 주간 표어 스티커  기념품(책갈피 등) 제작, 배부

도서  책 채우기 운동 주민 1일 장제

도서  견학 지역 도서  공동 모임

도서  이용법 강좌 청소년 도서 코  설치

도서 장과 도서  직원과의 간담회 특별 순회문고, 자동차 이동도서  연장 운

도서  주간 리본 패용
특별 자료실 는 코  비치(사서 선정 권장도서, 우량만화 

코  등)

도서  주간 주훈 제정 포스터  표어 공모, 인쇄, 배포

도서  주간 행사에 참여한 도서 에 참여 증서 발

<표 1> 도서  주간 주요 행사(한국도서 회 2010, 77)

<표 1>에 정리한 45개의 도서  주간 행사들을 보면 공공도서 장 회의,  정부 결의문 채택과 

건의, 도서  주간 행사에 참여한 도서 에 참여 증서 발 , 도서 장과 도서  직원과의 간담회, 

도서   도서  주간 홍보를 해 안내지  지역 도서  지도 발간과 배부, 가두 캠페인, 도서  

주간 리본 패용 등과 같이 한국도서 회와 각 도서 들이 비  참여해야 하는 것과, 도서  

직원과 이용자와의 모임 개최, 도서  책 채우기 운동 등과 같이 도서 과 이용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 도서  모범 이용자  장서 수집가 표창, 공연, 강연회 등과 같이 이용자들을 한 것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  주간은 한국도서 회, 국의 각  도서

들, 이용자들이 함께 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다음의 <표 2>는 한국도서 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도서  주간 동안 국의 

공공도서 들에게 권장하는 행사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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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내용

도서  주간 홍보
- 포스터․표어 설치, 수막 부착, 도서  주간 리본 패용 등 

- 도서  자체 으로 홍보물 제작 배부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을 한 행사 - 책 읽기를 통한 장애 체험 등

가두 캠페인 - 도서 에서 가까운 유동 인구  지역 추진

도서  활동을 소재로 한 각종 회
- 독서퀴즈 회, 도서  소개 회 등

- 독후감 쓰기 회, 동화 그리기 회 등

각종 시상식
- 모범 이용자, 다독자 추천

- 직원 표창

이용자와의 만남 - 도서 장․직원과 이용자들의 만남의 자리 마련

시회  강연회 등 문화행사

- 독서 포스터, 그림책, 원화 시 등

- 작가, 과학자, 경제학자 청 강연회

- 화 감상회, 도서  음악회

지역 도서  연계 - 지역 도서  지도 제작, 각종 목록 제작 등

기타 - 장서 기증 운동, 특별 순회문고, 이동도서  연 장 운행 등

<표 2> 도서  주간 권장 행사(한국도서 회 2020)

<표 2>에 정리한 한국도서 회가 권장하는 도서  주간 행사들은 지역 도서 들이 서로 연계

하여 가두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이용자와의 만남을 한 여러 행사를 기획  

실천하여 결국 지역 주민들의 도서  이용을 활성화 시키자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표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실이나 

원리를 간결하게 제시해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사상이나 단, 심 등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에 합한 언어표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표어가 생성되었다고 한다(박 환 1984, 173-174).

표어는 주의, 주장, 강령 따 를 간결하게 나타낸 짧은 어구를 의미한다. 표어는 slogan의 번역어

로 ‘slogan’의 어원은 랑스어 ‘slaugh(군 )’와 ‘gairm(고함)’의 합성어로써 ‘ 쟁  소리치는 

함성(war cry)’에서 유래하 다(Denton 1980, 10). 우리나라의 경우 동학 쟁 당시 주문이나 가사 

등과 같은 주술  메시지가 이 같은 선  기능으로서의 구호 역할을 하기도 하 다(장인 , 

김치수, 김명숙 1999, 2-3).

표어는 형식의 특성상 간단명료하고 친근하며 함축 이어서, 표상된 메시지에 하여 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인 항감을 인다. 한 표  이면에 깔린 숨은 의미와 새로 생겨나는 의미

들이 표어를 보는 사람들의 추론과 결합하여 무의식 으로,  무조건 으로 들의 마음속에 

환기되고 표상된다. 따라서 표상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달하기에 더할 나  없이 효과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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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나 이데올로기에 상당한 향을  수 있는 것이다(권

익수 2013, 4).

이러한 표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능을 지닌다. 첫째로 알림 기능이 있다. 표어의 알림 

기능은 사회군 구성자의 극 인 활동을 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를 인식시키거나 의의

가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알림으로써 차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통하여 제도의 효과를 리려는데 있다. 둘째로 설득 기능이 있다. 이는 사회군 구성자의 심리를 

극 으로 자극 내지 환기하는 기능으로써 표어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인상 

기능이 있다. 이는 사람들이 표어의 내용을 장기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강렬한 

인상을 부여하는 기능을 말한다. 넷째로 교육 기능이 있다. 이는 알림  설득 기능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써, 표어를 보는 이로 하여  합리 인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훌륭한 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기능이다(박 환 1984, 175). 

그런가 하면 표어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로 표어는 한 시 의 어느 지역

이나 계층의 들을 계도하거나 그들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고나 선 을 해 사용되는 것인 

까닭에 실성이 있어야 한다. 시간 으로 공간 으로 실과 동떨어진 표어는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둘째로 목 이 뚜렷해야 한다. 즉, 표어의 제작 의도가 그를 하는 이에게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목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표어는 비교  그 가치가 다. 셋째로 속성

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한다. 훌륭한 표어는 의 심 에 오래 남아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 반복성의 원리가 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넷째로 표어는 독창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표어에 독창성이 결여되면 내용 달에 한 언어가 되며 심지어는 들에게 자극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미건조하고 틀에 박힌 표어의 제작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표어는 단순하고 간결해야 한다. 표어의 내용은 순간 인 암시를 해 평범하면서

도 단순한 것이어야 하며, 그 표 은 간결하고 짤막해야 한다. 그 다고 해서 내용면에서 유치하다

거나 형식면에서 극도로 압축된 것은 좋지 못하다. 평범한 내용을 비범한 언어로 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는 일곱 단어 이상으로 표어를 만들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6음 을 넘

지 않는 범  내에서 표어가 제정되는 것이 례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표어의 단순성과 간결성

에 련된 것이다(박 환 1984, 176-178). 

이어서 표어의 유형은 구조 , 문장, 주제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조  유형은 짧고 간결하며 

도치법을 쓴다. 한 구( 句)와 반복법 형식이다. 이어서 문장 유형은 청유형이고 서술형이며 

명사형이다. 한 순수 국어로 많이 창작된다. 마지막으로 주제별 유형은 비유나 상징 신 강조

법이 많이 사용되고 주제는 시 에 따라 많이 변한다. 한 의미상 같은 주제 안에서도 립이 

되고 정 ․부정 으로 호소하는 주제가 많으며, 주제가 직설 으로 표 된다(이만수 2005, 

1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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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발달에 따라 표어의 활용은 더욱 보편화되었고, 이제는 공익을 한 홍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업  목 을 한 고에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표어는 일상  

삶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커다란 향을 미치는 강력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한성일 2009, 138-139).

4. 도서  주간 표어

도서  주간 표어는 도서 의 사회  역할을 확 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많은 도서

에서 심을 갖고 좋은 로그램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국도서 회가 개인 

 단체 회원들을 상으로 공모  선정하고 있다. 

제56회를 맞은 2020년도의 도서  주간 표어는 도서  이미지를 우리 사회  삶 속에 깊이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2월 13일 목요일부터 2월 21일 요일 18시까지 한국도서 회 단체 

 개인 회원을 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한국도서 회 도서  주간 공모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도서  주간 표어가 선정되기까지는 

총 두 차례의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1차 심사는 회 직원들(평균 20명)의 투표로 평균 응모작 

100-150편 가운데 20편 내외를 뽑는다. 이어서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20편 내외의 표어를 

놓고 회 회원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이 되는데, 투표 참여 건수는 평균 700-1000건에 이른다. 

2차 심사를 한 투표는 2월 27일 목요일부터 3월 2일 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가 되었으며,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1편에게는 상장  30만원 상당의 부상, 우수작 2편에게는 상장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졌다. 신 도서  주간 표어로 선정이 된 작품에 한 작권은 한국도서

회에 귀속이 된다.

다음의 <표 3>은 도서  주간의 역  표어를 정리한 것으로, 1967년에는 통령  국회의원 

선거로 도서  주간 행사를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에 표어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1회(1964년)와 

2회(1965년), 4회(1968년)의 표어는 포스터를 참고한 것이며, 5회(1969년)부터 15회(1979년)까

지는 ‘도서  주간의 의의와 역사’에서 그 로 인용한 것으로 각 연도  회차별로 어떤 표어를 

선정해 활용한 것인지에 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해 한국도서 회에 문의한 결과, 

‘한국도서 회 60년사’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

기에 연도와 회차 구분 없이 기술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표 3>에 정리한 역  도서  주간 

표어는 총 1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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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연도 표어 출품자

1 1964 향상과 발 의 길

-2 1965 향상과 발 의 열쇠

3 1966 읽어서 얻은 곳, 주어서 기쁜 곳

1967 통령  국회의원 선거로 미개최

4 1968 다 같이 이용하자 온 겨 의 서재를! -

5 

~ 

15

1969 

~ 

1979

도서 , 정보와 지식의 터

문화와 창조의 열린 마당, 도서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도, 도서 은 졸업할 수 없다

도서 , 지역문화의 뿌리. 도서 , 한국역사의 뿌리. 도서 , 문화의 뿌리.

도서 은 문화의 뿌리요, 꽃이다.

국민이 원하는 도서  사, 도서  건립으로 이룩된다

국민의 곁으로 도서 을 이동하자

살아 움직이는 도서  열람 사, 살아 숨쉬는 도서  참고 사

우리가 사하는 도서 , 국민이 만족하는 도서

20세기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 , 21세기 문화를 주도하는 도서

우리는 도서 에서 지식정보사회를 열어갑니다

도서 은 커다란 책, 우리 모두의 자산

도서 은 지식과 정보의 샘, 우리 함께 키웁시다

도서 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 , 같이 리는 밝은 미래

21세기 새 천년, 도서 이 그 희망입니다

열린 도서 , 열린 학습, 열린 미래

도서 에서 꽃피는 새로운 미래

우리 마을에 도서 을 만들자

지역주민의 힘으로 도서 에 책을 채우자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도서 에서

일상생활과 같이 하는 도서  생활은 행복이 주어지고 지혜가 얻어진다

도서 은 문화인의 스승

국민이 쉬운 도서  이용을 하여 작은 도서 을 많이 만들자

세우자 도서  기르자 나라힘

찾는 도서  얻는 새 정보(새 지식)

-

16 1980 도서 문화 일으켜서, 독서문화 살 우자.

17 1981 독서하는 문화시민, 발 하는 시민사회

18 1982 도서 이 함께하는 정보사회

19 1983 사하는 도서 , 만족하는 국민의식

20 1984 살아있는 도서 , 생동하는 국민정신

21 1985 도서 을 이용하는 문화시민, 문화시민이 이룩하는 민주사회

22 1986 도서 , 국민의 서재

23 1987 도서 , 문화의 샘터

24 1988 도서 , 지혜의 샘

25 1989 도서 , 국민 문화 복지의 요람

26 1990 매일매일 이용하는 도서 ,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 지식

<표 3> 도서  주간 역  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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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연도 표어 출품자

27 1991
도서 , 문화의 뿌리

이용하는 도서 , 발 하는 나의 삶

28 1992 앞서가는 도서 , 밝아오는 미래사회

29 1993 열린 도서 , 꽃피는 정신문화

30 1994 도서  미래를 여는 문

31 1995 도서 , 생활 속의 열린 문화 공간

32 1996
도서 ! 문화와 미래가 있습니다

도서 , 정보화 사회의 기수

33 1997
함께하는 도서  밝아지는 우리 미래

열린 도서 , 세계로 가는 길

34 1998
도서 에 가서 보면 길이 보인다

주름 잡힌 우리경제, 도서 에서 희망 있다

35 1999
도서 , 보다 나은 세상으로 열린 문

도서 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36 2000
도서 , 꿈이 이루어지는 곳(dream@Library)

지식정보사회 나의 경쟁력, 도서 에서 키워갑니다

37 2001
도서 에 가면 먼 곳이 보인다

도서 , 지식정보시  나의 경쟁력

38 2002

좋은 도서 ,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아! 도서 에 가고 싶다.

도서 은 지혜의 보고, 도서 에서 미래를 캐자.

39 2003

도서 이 일상의 꿈과 행복을 드립니다.

도서 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도서 이 국민과 함께 참여시 를 열어갑니다.

40 2004

e-도서 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이 실 됩니다. 정병진

지식․정보․꿈@도서 이순효

당신이 도서 의 친구입니다. 이해진

41 2005

도서 은 당신께 귀한 선물이고 싶습니다 한국도서 회

세계를 움직이는 힘, 도서 에서 기르자 정병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유토피아, e-도서 박정미

42 2006

도서 , 내가 찾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황 경

세상을 바꾸는 힘 도서 에 있어요 정병진

꿈이 열리는 창, 도서 이인경

43 2007

변화와 창조의 희망 아이콘, 도서 김명순

내 인생의 멘토, 도서 이해진

어서 오세요, 당신이 도서  주인입니다 윤병훈

44 2008

도서 , 내일을 여는 행복한 즐겨찾기! 김수

도서  그곳에 가면 당신의 꿈은 실이 됩니다 김숙찬

도서 , 내 삶의 포털 동 문구 정보화도서

45 2009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이끄는 힘, 도서
이화여자 학교

앙도서

늘 숨 쉬는 그곳, 행복을 주는 도서 나래아트홀도서

도서 ,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성장 비타민 부산 학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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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연도 표어 출품자

46 2010

성장하고 있는 나를 만난다. 나는 도서 에 있다.
서울시립 학교

앙도서

21C 문화놀이터, 도서 ! 조

The Answer = Library
단국 학교

퇴계기념 앙도서

47 2011

내 혼의 러 마크, 도서 강소

사랑해요 도서 ,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안양시립 석수도서

꿈꾸는 미래와의 소셜네트워크. 도서 박창

48 2012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도서 입니다. 인천 역시 율목도서

책과 사람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곳, 도서 화랑도서

도서 에서 당신의 꿈을 열람하세요.
포항공과 학교

청암학술정보

49 2013

힐링이 필요한 순간, 도서 이 함께 합니다 고성도서

도서  log-in, 꿈을 검색하다 강동구립 강일도서

나를 만나러 가는  다른 세상, 도서 주시립도서

50 2014

도서 ! 세상과의 평생 소통, 미래와의 설 는 동행
청주교육 학교 

학술문화원

만지作 꼼지  함께 즐겨요! 도서  바른샘 어린이도서

365일 당신의 꿈을 향해 도서 이 함께 달립니다
경상북도립 

성주공공도서

51 2015

도서 의 , 책을 , 미래를 다 리도서

펼치는 순간, 도서 의 힘은 시작됩니다
은평구립

증산정보도서

지식을 나 고 문화를 창조하는 따뜻한 삶 터! 도서 ! 장기섭

52 2016

도서 , 책 속에서 설렘이 물들다! 충청남도 평생교육원

꽃 피는 , 책 피는 도서 동 문구 답십리도서

도서 으로 발걸음, 내일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 박종범

53 2017

다독다독(多讀多讀),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 연천군 앙도서

꿈을 클릭하고, 미래를 터치하는 도서 경북 학교도서

멈춘 듯이 걷는 곳, 도서 거창도서

54 2018

오늘은 책읽기 좋은 날, 도서  가는 날 서천도서

내일을 꿈꾸는 행복의 장, 도서
곡문화체육센터

도서

도서 에서 책을 읽다, 세상을 읽다 신수경

55 2019

도서 ,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 달성군립도서

늘 곁에 있는 도서 , 꿈꿀 수 있는 공간
인천 역시 

미추홀도서

꿈꾸는 자들의 핫 이스 #도서 숭실 학교 앙도서

56 2020

도서  책 한 권, 세상을 테이크아웃하다
구 역시 

북구구수산도서

도서 님이 당신의 인생을 팔로우합니다 강남구립 열린도서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 도서 평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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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1964년 제1회 도서  주간부터 2003년 제39회까지는 표어를 

공모하지 않고 한국도서 회에서 지정  공표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제40회 던 2004년부터

는 해당 표어를 출품했던 회원 혹은 기 의 이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으로 봤을 때 공모 

 심사 후 선정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0회부터 제56회까지 최종 선정된 표어 

51편을 살펴본 결과 단체 회원의 출품은 31건, 개인 회원은 19건, 한국도서 회에서 출품한 

것도 1건이 있었다.

5. 선행연구

사회 여러 분야를 통해 쉽게 할 수 있고 많은 정  기능도 갖고 있는 표어에 한 학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도서  주간  독서 표어에 한 연구도 각각 한 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행연구는 언어학, 국어교육, 고  시각디자인 분야의 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만수(2004)는 ‘독서에 한 표어 조사 분석: 독서의 달을 심으로’ 연구를 통해, 독서진흥을 

하여 표어의 특징, 유형에 한 이론을 정리하고 독서 주간과 독서의 달의 표어를 조사 분석하

다. 그 결과 독서의 달 표어는 간결하고 도치된 표 , 구와 반복 음 을 쓴 것이 많았으며, 

청유형과 서술형, 명사형이 많고 국어로 된 단어가 부분이라는 결과를 도출하 다.

이만수(2005)는 ‘도서 에 한 표어 조사 분석: 도서  주간을 심으로’ 연구를 통해, 도서  

발 을 하여 표어의 특징  유형에 한 이론을 정리하고 도서  주간의 표어를 조사하고 

분석하 는데, 그 결과는 독서의 달 표어 조사 분석 연구와 같았다.

한성일(2009)은 ‘표어(標語)의 응결성에 한 연구’를 통해, 설득 텍스트의 한 유형인 슬로건 

텍스트 분류에 도움을 주기 한 목 으로 공공기  슬로건에 반 된 다양한 언어 략의 양상의 

응집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공공기 의 슬로건은 단순성, 리듬성, 강조성을 한 음운  응집력

의 장치로 운율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슬로건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16음 의 텍스트라는 결론

을 도출하 다. 한 청 이 메시지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유도해 슬로건 의미를 효과 으로 달

하기 해 명사나 명사구로 끝나는 것이 많다는 특징도 발견해냈다.

권순희(2008)는 ‘표어의 정․부정  표 을 통한 표  교육 방향’ 연구를 통해, 2005년 12월

부터 2008년 6월까지 수막으로 내걸렸던 주 지역의 표어를 상으로 표어에 나타난 이데올로

기와 사회  태도와의 련성 속에서 직업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표어 표  양상을 분석함

으로써, 감정, 감각,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정  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다. 

이희복(2010)은 ‘우리나라 도시 랜드의 슬로건 분석: 역시와 일반시의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도서 랜드 슬로건의 사용과 슬로건에 나타난 특성과 평가를 살펴 도시 랜딩의 략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이에 역시 16곳, 기 시 77곳 등 총 93곳의 슬로건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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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에 랜드가 포함되었고, 문이 많았으며, 단어 형식으로 구성되었고, 운율과 비유의 사용이 

었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나아가 슬로건을 통한 도시 랜드의 커뮤니 이션은 랜드  

리 차원에서 매우 요하기 때문에, 랜딩 략 차원에서 슬로건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 다. 

권윤경(2008)은 ‘ 학의 슬로건 개발과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 변하고 있는 학의 환경 변화

와 함께 학의 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여 강력한 워 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획기

인 랜드 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시 임을 감안해, 경  략  마  로그램으로서 

개발되어야 할 슬로건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안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여섯 편 가운데 이만수(2005)의 ‘도서 에 한 표어 조사 분석: 

도서  주간을 심으로’ 연구는 도서  주간 표어를 분석했다는 에서 본 연구와 비슷한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만수(2005)의 연구 이후 15년이나 지난 시 에서 이루어져 분석 상 

표어가 116개로 훨씬 증가했으며, 분석 방법도 박 (2001)이 제안한 ‘표기 문자와 구성 형식’의 

측면에서 ‘문자별 비율(한 , 자, 한자, 숫자, 특수문자, 복)’과 ‘문자 구조 유형별 빈도( 형 

수식 구조형, 명사구 수식 구조형, 문장형)’를 밝히는 언어  기법과 핵심 단어에 따라 실시하 고, 

더불어 표어의 구조  특성인 간결성, 도치성, 구성, 반복성의 측면에서도 분석하 다. 한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랜딩 략 차원에서 보다 효율 인 표어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  시와 함께 제시했다는 차이 이 있다.

Ⅲ. 도서  주간 표어 분석

도서  주간 표어 분석은 박 (2001)이 제안한 언어  기법  핵심 단어 분석, 그리고 표어

의 특성인 간결성, 도치성, 구성, 반복성의 측면을 통한 구조 분석의 차원에서 각각 실시하 다. 

박 (2001)이 제안한 언어  기법은 ‘표기 문자와 구성 형식’, ‘ 구와 조’, ‘두운과 각운’, ‘직

유와 은유’, ‘ 상 표 ’, ‘ 달 의미의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표어를 분석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진할 목 으로 활용된 고 표어(슬로건)를 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도서  주

간 표어와의 차이 이 있다. 그럼에도 그가 제안한 방법을 분석 도구로 활용한 이유는 표어 생성

의 상을 기술하고 어떤 언어 기법이 사용되었는가를 밝히면서 보다 효과 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표기 문자와 구성 형식’의 측면에서 ‘문자별 비율(한 , 자, 

한자, 숫자, 특수문자, 복)’과 ‘문자 구조 유형별 빈도( 형 수식 구조형, 명사구 수식 구조형, 

문장형)’  핵심 단어를 심으로 분석하 다. 한 간결성, 도치성, 구성, 반복성의 측면을 

통한 구조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각 특성이 표어에 모두 용되지만 표  형태에 따라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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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석 후 더 효과 인 방안을 제안하기 해서이다. 

1. 내용 분석

도서  주간 표어의 내용은 문자별 비율(한 , 자, 한자, 숫자, 특수문자, 복)을 심으로 

분석했으며, <표 4>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문자 표어 비율

한 향상과 발 의 길 등 (이하 생략)
103개

(88.79%)

자 The Answer = Library
1개

(0.86%)

한 + 자
도서 , 꿈이 이루어지는 곳(dream@Library) 2개

(1.73%)도서  log-in, 꿈을 검색하다

한 +한자
만지作 꼼지  함께 즐겨요! 도서  2개

(1.73%)다독다독(多讀多讀),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

한 +숫자

20세기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 , 21세기 문화를 주도하는 도서
3개

(2.58%)
21세기 새 천년, 도서 이 그 희망입니다

365일 당신의 꿈을 향해 도서 이 함께 달립니다

한 +특수문자
지식․정보․꿈@도서 2개

(1.73%)꿈꾸는 자들의 핫 이스 #도서

한 + 자+숫자

e-도서 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이 실 됩니다.
3개

(2.58%)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유토피아, e-도서

21C 문화놀이터, 도서 !

<표 4> 도서  주간 표어 문자별 비율

<표 4>에 정리한 도서  주간 표어 문자별 비율을 보면 116개의 도서  주간 표어  103개

(88.79%)가 한  문자로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 한 과 숫자, 한 과 자  숫자가 

복되어 있는 것은 각각 3개(2.58%) 고, 한 과 자, 한 과 한자, 한 과 특수문자가 복되어 

있는 것은 각각 2개(1.73%) 다. 그리고 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1개(0.86%) 다. 이 

결과는 도서  주간 표어가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서 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려 도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든 한 만 알고 

있으면 비교  쉽게 그 의미를 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다음의 <표 5>는 도서  주간 표어의 문자 구조 유형별 빈도에 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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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표어 비율

형 수식 구조형

읽어서 얻은 곳, 주어서 기쁜 곳

29개

(25%)

다 같이 이용하자 온 겨 의 서재를

문화와 창조의 열린 마당, 도서

살아 움직이는 도서  열람 사, 살아 숨쉬는 도서  참고 사

20세기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 , 21세기 문화를 주도하는 도서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 , 같이 리는 밝은 미래

열린 도서 , 열린 학습, 열린 미래

세우자 도서  기르자 나라힘

찾는 도서  얻는 새 정보(새 지식)

살아있는 도서 , 생동하는 국민정신

매일매일 이용하는 도서 ,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 지식

이용하는 도서 , 발 하는 나의 삶

앞서가는 도서 , 밝아오는 미래사회

열린 도서 , 꽃피는 정신문화

함께하는 도서  밝아지는 우리 미래

열린 도서 , 세계로 가는 길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유토피아, e-도서

내 인생의 멘토, 도서

늘 숨 쉬는 그곳, 행복을 주는 도서

The Answer = Library

내 혼의 러 마크, 도서

나를 만나러 가는  다른 세상, 도서

만지作 꼼지  함께 즐겨요! 도서  

다독다독(多讀多讀),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

멈춘 듯이 걷는 곳, 도서

오늘은 책읽기 좋은 날, 도서  가는 날

내일을 꿈꾸는 행복의 장, 도서

늘 곁에 있는 도서 , 꿈꿀 수 있는 공간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 도서

명사구 수식 구조형

향상과 발 의 길

41개

(35.34%)

향상과 발 의 열쇠

도서 , 정보와 지식의 터

도서 , 지역문화의 뿌리. 도서 , 한국역사의 뿌리. 도서 , 문화의 뿌리.

우리가 사하는 도서 , 국민이 만족하는 도서

도서 은 커다란 책, 우리 모두의 자산

도서 에서 꽃피는 새로운 미래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도서 에서

도서 은 문화인의 스승

독서하는 문화시민, 발 하는 시민사회

도서 이 함께하는 정보사회

사하는 도서 , 만족하는 국민의식

<표 5> 도서  주간 표어 문자 구조 유형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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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표어 비율

도서 을 이용하는 문화시민, 문화시민이 이룩하는 민주사회

도서 , 국민의 서재

도서 , 문화의 샘터

도서 , 지혜의 샘

도서 , 국민 문화 복지의 요람

도서 , 문화의 뿌리

도서  미래를 여는 문

도서 , 생활 속의 열린 문화 공간

도서 , 정보화 사회의 기수

도서 , 보다 나은 세상으로 열린 문

도서 , 꿈이 이루어지는 곳(dream@Library)

도서 , 지식정보시  나의 경쟁력

지식․정보․꿈@도서

꿈이 열리는 창, 도서

변화와 창조의 희망 아이콘, 도서

도서 , 내일을 여는 행복한 즐겨찾기!

도서 , 내 삶의 포털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이끄는 힘, 도서

도서 ,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성장 비타민

21C 문화놀이터, 도서 !

꿈꾸는 미래와의 소셜네트워크. 도서

책과 사람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곳, 도서

도서 ! 세상과의 평생 소통, 미래와의 설 는 동행

도서 의 , 책을 , 미래를 

지식을 나 고 문화를 창조하는 따뜻한 삶 터! 도서 !

꽃 피는 , 책 피는 도서

도서 으로 발걸음, 내일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

꿈을 클릭하고, 미래를 터치하는 도서

꿈꾸는 자들의 핫 이스 #도서

문장형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도 도서 은 졸업할 수 없다

46개

(39.66%)

도서 은 문화의 뿌리요, 꽃이다.

국민이 원하는 도서  사, 도서  건립으로 이룩된다

국민의 곁으로 도서 을 이동하자

우리는 도서 에서 지식정보사회를 열어갑니다

도서 은 지식과 정보의 샘, 우리 함께 키웁시다

도서 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21세기 새 천년, 도서 이 그 희망입니다

우리 마을에 도서 을 만들자

지역주민의 힘으로 도서 에 책을 채우자

일상생활과 같이 하는 도서  생활은 행복이 주어지고 지혜가 얻어진다

국민이 쉬운 도서  이용을 하여 작은 도서 을 많이 만들자

도서 문화 일으켜서, 독서문화 살 우자.

도서 , 문화와 미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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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정리한 도서  주간 표어 문자 구조 유형별 빈도를 보면 ‘ 형 수식 구조형’은 29개

(25%), ‘명사구 수식 구조형’은 41개(35.34%), ‘문장형’은 46개(39.66%)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도서  주간 표어는 ‘문장형 구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장형’은 도서

이라는 랜드의 속성을 직간 으로 표 하는 키워드를 서술형으로 나타내거나 기존의 문구에 

입해 활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주목성을 높이는데 유리할 것이다.

다음의 <표 6>은 핵심 단어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핵심 단어는 명사 가운데 여섯 번 이상 

포함이 된 ‘도서 ’, ‘독서(책 읽기)’, ‘책’, ‘꿈’, ‘미래’, ‘희망’ 등 6개이다. 

유형 표어 비율

도서 에 가서 보면 길이 보인다

주름 잡힌 우리경제, 도서 에서 희망 있다

도서 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지식정보사회 나의 경쟁력, 도서 에서 키워갑니다

도서 에 가면 먼 곳이 보인다

좋은 도서 ,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아! 도서 에 가고 싶다.

도서 은 지혜의 보고, 도서 에서 미래를 캐자.

도서 이 일상의 꿈과 행복을 드립니다.

도서 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도서 이 국민과 함께 참여시 를 열어갑니다.

e-도서 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이 실 됩니다.

당신이 도서 의 친구입니다.

도서 은 당신께 귀한 선물이고 싶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도서 에서 기르자

도서 , 내가 찾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도서 에 있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이 도서  주인입니다

도서  그곳에 가면 당신의 꿈은 실이 됩니다

성장하고 있는 나를 만난다. 나는 도서 에 있다.

사랑해요 도서 ,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도서 입니다.

도서 에서 당신의 꿈을 열람하세요.

힐링이 필요한 순간, 도서 이 함께 합니다

도서  log-in, 꿈을 검색하다

365일 당신의 꿈을 향해 도서 이 함께 달립니다

펼치는 순간, 도서 의 힘은 시작됩니다

도서 , 책 속에서 설렘이 물들다!

도서 에서 책을 읽다, 세상을 읽다

도서 ,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

도서  책 한 권, 세상을 테이크아웃하다

도서 님이 당신의 인생을 팔로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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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단어 표어 비율

도서 도서 , 정보와 지식의 터  등
111개

(96.52%)

독서

(책 읽기)

도서 문화 일으켜서, 독서문화 살 우자.

6개

(5.21%)

독서하는 문화시민, 발 하는 시민사회

도서 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다독다독(多讀多讀),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

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도서  가는 날

도서 에서 책을 읽다, 세상을 읽다

책

도서 은 커다란 책, 우리 모두의 자산

11개

(9.57%)

도서 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지역주민의 힘으로 도서 에 책을 세우자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도서 에서

책과 사람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곳, 도서

도서 의 , 책을 , 미래를 

도서 , 책 속에서 설렘이 물들다!

꽃 피는 , 책 피는 도서

오늘은 책읽기 좋은 날, 도서  가는 날

도서 에서 책을 읽다, 세상을 읽다

도서  책 한 권, 세상을 테이크아웃하다

꿈

도서 , 꿈이 이루어지는 곳(dream@Library)

18개

(15.65%)

도서 이 일상의 꿈과 행복을 드립니다.

e-도서 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이 실 됩니다.

지식․정보․꿈@도서

꿈이 열리는 창, 도서

도서  그곳에 가면 당신의 꿈은 실이 됩니다

도서 ,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성장 비타민

꿈꾸는 미래와의 소셜네트워크. 도서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도서 입니다.

도서 에서 당신의 꿈을 열람하세요.

도서  log-in, 꿈을 검색하다

365일 당신의 꿈을 향해 도서 이 함께 달립니다

도서 으로 발걸음, 내일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

다독다독(多讀多讀),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

꿈을 클릭하고, 미래를 터치하는 도서

내일을 꿈꾸는 행복의 장, 도서

늘 곁에 있는 도서 , 꿈꿀 수 있는 공간

꿈꾸는 자들의 핫 이스 #도서

미래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 , 같이 리는 밝은 미래

14개

(12.17%)

열린 도서 , 열린 학습, 열린 미래

도서 에서 꽃피는 새로운 미래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도서 에서

<표 6> 도서  주간 표어 핵심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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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정리한 도서  주간 표어 핵심 단어 분석 결과를 보면 핵심 단어  ‘도서 ’이 포함된 

것은 111개(96.52%) 다. 한 ‘독서(책 읽기)’는 6개(5.21%), ‘책’은 11개(9.57%), ‘꿈’은 18개

(15.65%), ‘미래’는 14개(12.17%), ‘희망’은 7개(6.09%) 다. 하나의 표어에 핵심 단어가 복으

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각각의 항목에 포함을 시켜 분석을 했는데, 결과 으로 도서  주간 표어

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핵심 단어는 ‘도서 ’이며, ‘꿈’, ‘미래’, ‘책’, ‘희망’, ‘독서(책 읽기)’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결과에서 ‘도서 ’은 주제 분야를 나타내는 공통어이기 때문에 도서  주간 

표어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도서 이라는 랜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의 선택이라 볼 수 있고, ‘꿈’, ‘미래’, ‘책’, ‘희망’, ‘독서(책 읽기)’라는 핵심 

단어가 포함된 표어가 많은 것은 도서 이 독서를 통해 미래의 희망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라는 정  이미지 형성을 한 략의 반 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2. 구조 분석

이론  배경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표어의 구조  유형에는 짧고 간결하며, 도치법을 쓰고, 

구( 句) 형식과 반복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구조 분석은 이 네 가지 유형을 심

으로 실시하 다.

핵심 단어 표어 비율

앞서가는 도서 , 밝아오는 미래사회

도서  미래를 여는 문

도서 , 문화와 미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도서  밝아지는 우리 미래

도서 은 지혜의 보고, 도서 에서 미래를 캐자.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이끄는 힘, 도서

꿈꾸는 미래와의 소셜네트워크. 도서

도서 ! 세상과의 평생 소통, 미래와의 설 는 동행

도서 의 , 책을 , 미래를 

꿈을 클릭하고, 미래를 터치하는 도서

희망

21세기 새 천년, 도서 이 그 희망입니다

7개

(6.09%)

주름 잡힌 우리경제, 도서 에서 희망 있다

도서 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e-도서 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이 실 됩니다.

변화와 창조의 희망 아이콘, 도서

도서 ,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성장 비타민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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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결성

다음의 <표 7>은 도서  주간 표어를 음 에 따라 정리하여 간결성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한

로만 이루어진 표어 103개를 상으로 하 다. 

음 표어 비율

7
향상과 발 의 길 2개

(1.94%)도서 , 지혜의 샘

8

향상과 발 의 열쇠

5개

(4.85%)

도서 , 국민의 서재

도서 , 문화의 샘터

도서 , 문화의 뿌리

도서 , 내 삶의 포털

9

도서  미래를 여는 문

4개

(3.88%)

아! 도서 에 가고 싶다.

꿈이 열리는 창, 도서

내 인생의 멘토, 도서

10

도서 은 문화인의 스승

4개

(3.88%)

찾는 도서  얻는 새 정보(새 지식)

꽃 피는 , 책 피는 도서

멈춘 듯이 걷는 곳, 도서

11

도서 , 정보와 지식의 터

4개

(3.88%)

도서 , 정보화 사회의 기수

열린 도서 , 세계로 가는 길

내 혼의 러 마크, 도서

12

읽어서 얻은 곳, 주어서 기쁜 곳

9개

(8.74%)

우리 마을에 도서 을 만들자

세우자 도서  기르자 나라힘

도서 이 함께하는 정보사회

도서 , 국민 문화 복지의 요람

열린 도서 , 꽃피는 정신문화

도서 에 가면 먼 곳이 보인다

당신이 도서 의 친구입니다

도서 의 , 책을 , 미래를 

13

문화와 창조의 열린 마당, 도서

8개

(7.77%)

도서 은 문화의 뿌리요, 꽃이다.

열린 도서 , 열린 학습, 열린 미래

도서 에서 꽃피는 새로운 미래

도서 , 생활 속의 열린 문화 공간

도서 ! 문화와 미래가 있습니다

도서 에 가서 보면 길이 보인다

도서 , 책 속에서 설렘이 물들다!

<표 7> 도서  주간 표어의 간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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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표어 비율

14

다 같이 이용하자 온 겨 의 서재를!

11개

(10.68%)

국민의 곁으로 도서 을 이동하자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도서 에서

이용하는 도서 , 발 하는 나의 삶

도서 , 보다 나은 세상으로 열린 문

도서 , 지식정보시  나의 경쟁력

세상을 바꾸는 힘 도서 에 있어요

변화와 창조의 희망 아이콘, 도서

늘 숨 쉬는 그곳, 행복을 주는 도서

내일을 꿈꾸는 행복의 장, 도서

도서 에서 책을 읽다, 세상을 읽다

15

도서 은 커다란 책, 우리 모두의 자산

12개

(11.65%)

사하는 도서 , 만족하는 국민의식

살아있는 도서 , 생동하는 국민정신

앞서가는 도서 , 밝아오는 미래사회

함께하는 도서  밝아지는 우리 미래

좋은 도서 ,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도서 , 내일을 여는 행복한 즐겨찾기!

도서 에서 당신의 꿈을 열람하세요.

나를 만나러 가는  다른 세상, 도서

오늘은 책읽기 좋은 날, 도서  가는 날

늘 곁에 있는 도서 , 꿈꿀 수 있는 공간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 도서

16

독서하는 문화시민, 발 하는 시민사회

11개

(10.68%)

도서 이 일상의 꿈과 행복을 드립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도서 에서 기르자

어서 오세요, 당신이 도서  주인입니다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이끄는 힘, 도서

도서 ,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성장 비타민

사랑해요 도서 ,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꿈꾸는 미래와의 소셜네트워크. 도서

펼치는 순간, 도서 의 힘은 시작됩니다

꿈을 클릭하고, 미래를 터치하는 도서

도서  책 한 권, 세상을 테이크아웃하다

17

도서 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9개

(8.74%)

지역주민의 힘으로 도서 에 책을 세우자

도서 문화 일으켜서, 독서문화 살 우자.

주름 잡힌 우리경제, 도서 에서 희망 있다

도서 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도서 은 당신께 귀한 선물이고 싶습니다

도서 , 내가 찾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힐링이 필요한 순간, 도서 이 함께 합니다

도서 님이 당신의 인생을 팔로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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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 정리한 도서  주간 표어 음  분석 결과 15음 로 된 것이 12개(11.65%)로 가장 

많았다. 가장 짧은 것은 7음 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가장 긴 것은 29음 이었는데, 14음 과 

16음 로 된 것이 각각 11개(10.68%) 기 때문에 도서  주간 표어의 1/3은 15음  내외로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6음 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표어가 제정되는 것이 

례라고 하 다. 그 이유는 한국  정서의 운율인 4.4조 리듬이 느껴져 더 강한 인상을 주어 

쉽게 읽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  주간 표어도 16음  이내로 제한해 간결하면서도 인상 이

게 만들 필요가 있다. 

나. 도치성

다음의 <표 8>은 도서  주간 표어 가운데 뜻을 강조하기 하여 앞뒤 음 을 바꾸어 표 한 

것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음 표어 비율

18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도서 입니다.
3개

(2.91%)
책과 사람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곳, 도서

도서 ,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

19

도서 은 지식과 정보의 샘, 우리 함께 키웁시다

7개

(6.80%)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 , 같이 리는 밝은 미래

도서 은 지혜의 보고, 도서 에서 미래를 캐자.

도서 이 국민과 함께 참여시 를 열어갑니다.

도서  그곳에 가면 당신의 꿈은 실이 됩니다

성장하고 있는 나를 만난다. 나는 도서 에 있다.

도서 으로 발걸음, 내일을 꿈을 이루는 첫걸음

20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도, 도서 은 졸업할 수 없다

5개

(4.85%)

우리가 사하는 도서 , 국민이 만족하는 도서

우리는 도서 에서 지식정보사회를 열어갑니다

도서 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도서 ! 세상과의 평생 소통, 미래와의 설 는 동행

21
지식정보사회 나의 경쟁력, 도서 에서 키워갑니다 2개

(1.94%)지식을 나 고 문화를 창조하는 따뜻한 삶 터! 도서 !

22
국민이 원하는 도서  사, 도서  건립으로 이룩된다 2개

(1.94%)매일매일 이용하는 도서 ,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 지식

25

살아 움직이는 도서  열람 사, 살아 숨쉬는 도서  참고 사
3개

(2.91%)
국민이 쉬운 도서  이용을 하여 작은 도서 을 많이 만들자

도서 을 이용하는 문화시민, 문화시민이 이룩하는 민주사회

28 도서 , 지역문화의 뿌리. 도서 , 한국역사의 뿌리. 도서 , 문화의 뿌리.
1개

(0.98%)

29 일상생활과 같이 하는 도서  생활은 행복이 주어지고 지혜가 얻어진다
1개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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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표어 비율

1 다 같이 이용하자 온 겨 의 서재를!

19개

(16.38%)

2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도서 에서

3 지식․정보․꿈@도서

4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유토피아, e-도서

5 꿈이 열리는 창, 도서

6 변화와 창조의 희망 아이콘, 도서

7 내 인생의 멘토, 도서

8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이끄는 힘, 도서

9 21C 문화놀이터, 도서 !

10 The Answer=Library

11 내 혼의 러 마크, 도서

12 꿈꾸는 미래와의 소셜네트워크, 도서

13 책과 사람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곳, 도서

14 나를 만나러 가는  다른 세상, 도서

15 지식을 나 고 문화를 창조하는 따뜻한 삶 터! 도서 !

16 멈춘 듯이 걷는 곳, 도서

17 내일을 꿈꾸는 행복의 장, 도서

18 꿈꾸는 자들의 핫 이스 #도서

19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 도서

<표 8> 도서  주간 표어의 도치성

도치법은 표어에서 많이 활용되는 수사법으로,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읽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여 결과 으로 인식도를 높이는데 활용된다. <표 8>에 정리한 도서  주간 표어

의 도치성 분석 결과 체 116개 가운데 도치법이 활용된 것은 19개(16.38%) 다. 따라서 그동안 

선정된 도서  주간 표어들의 약 84%는 도치법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강조가 약해서 

들의 인식도를 높이지 못했을 것이다. 

다. 구( 句)성

다음의 <표 9>는 도서  주간 표어 가운데 표 이 비슷한 어구를 나란히 늘어놓은 구법이 

활용된 것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구법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등 계를 정리하고 강조하며 주목하게 

하는 표 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으로, 사람들에게 강한 기억을 남기기 한 목 으로 표어에서 

많이 활용된다. <표 9>에 정리한 도서  주간 표어의 구성 분석 결과 체 116개 가운데 구법이 

활용된 것은 12개(10.34%) 다. 따라서 그동안 선정된 도서  주간 표어들의 약 90%는 구법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효과가 부족해 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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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표어 비율

1 읽어서 얻은 곳, 주어서 기쁜 곳

12개

(10.34%)

2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도, 도서 은 졸업할 수 없다

3 살아 움직이는 도서  열람 사, 살아 숨쉬는 도서  참고 사

4 우리가 사하는 도서 , 국민이 만족하는 도서

5 세우자 도서  기르자 나라힘

6 찾은 도서  얻는 새 정보(새 지식)

7 독서하는 문화시민, 발 하는 시민사회

8 사하는 도서 , 만족하는 국민의식

9 살아있는 도서 , 생동하는 국민정신

10 매일매일 이용하는 도서 ,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 지식

11 이용하는 도서 , 발 하는 나의 삶

12 함께하는 도서  밝아지는 우리 미래

<표 9> 도서  주간 표어의 구성

라. 반복성

다음의 <표 10>은 도서  주간 표어 가운데 강조를 해 반복 음 을 사용한 것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순번 표어 비율

1 도서 , 지역문화의 뿌리. 도서 , 한국역사의 뿌리. 도서 , 문화의 뿌리. 

8개

(6.90%)

2 열린 도서 , 열린 학습, 열린 미래

3 도서 을 이용하는 문화시민, 문화시민이 이룩하는 민주사회

4 도서 의 지혜의 보고, 도서 에서 미래를 캐자.

5 도서 의 , 책을 , 미래를 

6 꽃 피는 , 책 피는 도서

7 오늘은 책읽기 좋은 날, 도서  가는 날

8 도서 에서 책을 읽다, 세상을 읽다

<표 10> 도서  주간 표어의 반복성

반복된 음 은 강조를 통해 속 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즉, 자극이 되풀이되면 될수록 

지각될 가능성은 더 커지며, 그 자극은 습 이 되고 결국 신념이 되어 새로운 사회  습 형성으

로 이어질 수 있다. <표 10>에 정리한 도서  주간 표어의 반복성 분석 결과 체 116개 가운데 

동일 단어가 두 번 이상 사용된 반복법이 활용된 것은 총 8개(6.90%) 다. 따라서 그동안 선정된 

도서  주간 표어들의 약 93%는 반복법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조 효과를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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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도서 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려 도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운 되는 도서  주간의 표어를 내용과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여 랜딩 략 차원에서 보다 

효율 인 표어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이에 1964년부터 2020년

까지 도서  주간 공식 표어로 선정된 116개를 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도서  주간 표어는 116개  103개(88.79%)가 한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2000년도 

이후 자, 한자, 숫자, 특수문자가 사용되기도 했으나 그 비율은 어 한 에 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도서  주간 표어가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서 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려 도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남녀

노소 구든 한 만 알고 있으면 비교  쉽게 그 의미를 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호소력과 각인성에 있어서 자, 한자, 숫자, 특수문자를 병용하는 등 다양한 

표  방법이 효과 일 것인가에 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도서  주간 표어의 문자 구조 유형별 빈도는 ‘문장형’이 46개(39.66%)로 나타나 가장 

많았지만, ‘ 형 수식 구조형’과 ‘명사구 수식 구조형’ 등 다른 유형들도 골고루 선정이 된 상태

라 다양한 표어의 유형과 특징이 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도서  주간 표어의 핵심 

단어는 ‘도서 ’이 111개(96.52%)로 가장 많아 홍보 략의 측면에서 랜드 노출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꿈’, ‘미래’, ‘책’, ‘희망’, ‘독서(책 읽기)’가 뒤를 이어, 도서 이 책과 독서를 통해 

미래의 희망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라는 정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

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셋째, 도서  주간 표어는 15음 로 된 것이 12개(11.65%), 14음 과 16음 로 된 것이 각각 

11개(10.68%)여서 체의 1/3은 15음  내외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17음  이상인 것도 

30%가 넘기 때문에, 간결성을 통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해서라도 자 수에 한 제한이 필요

하겠다. 한 표어의 구조  특징인 도치법이 활용된 것은 19개(16.38%), 구법이 활용된 것은 

12개(10.34%), 반복법이 활용된 것은 8개(6.90%)에 그쳐 표어의 특성을 제 로 살리지 못한 것이 

부분이므로, 각인 효과 등을 고려해 수사법을 히 활용한 표어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랜딩 략 차원에서 보다 효율 인 표어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결성은 사람들이 표어를 기억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16음 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표어가 제정되는 것이 례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도서  주간 표어도 ‘독서하는 

문화시민, 발 하는 시민사회’처럼 16음  이내로 제한해 간결하면서도 인상 이게 개발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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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한 간결성을 해 ‘나, , 당신, 우리’와 같은 주어와 조사나 어미를 생략한 것, ‘불 불 

불조심’과 같은 표어처럼 명사나 명사형으로만 표 되어 상징  달 효과까지 거두는 것을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어의 구조  특징인 도치법, 구법, 반복법은 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사법이다. 

따라서 표  방법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수사법을 활용한 표어를 선정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를 해서 동원되는 어휘는 ‘독서하는 문화시민, 발 하는 시민사회’와 같이 립어 이외

에 동의어이거나 의미 범주가 같은 말들로 유사한 언어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 구의 효과

는 도치를 통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와 같은 표어처럼 같은 어휘를 구 에 따라 달리 배치해 체 의미를 깊게 

만들어 주는 것을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  주간 표어는 도서 의 사회  역할을 확 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한 

목 으로 선정  개발되기 때문에, 목  달성을 해서는 결국 홍보가 요하다. 따라서 홈페이지 

게시, 수막 게시 등 기존 방법에 인스타그램, 트 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

는 마  략을 추가해 극 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소셜 미디어 마 은 사용자 간 계

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럴(Viral)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  주간의 표어를 내용과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여 랜딩 략 차원에서 보다 

효율 인 표어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었다. 따라서 목 을 이루기 

해 도서  주간 공식 표어로 선정된 116개의 내용과 구조  특성을 분석했는데, 실제 개발  

활용된 표어가 얼마나 효과 이었는가에 해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매년 개발  활용되고 있는 도서  주간 표어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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