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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주간 포스터의 표  방식에 한 선호도 분석

Analysis of the Preference in Expression Style for the Library Weekly Poster

임 성 관(Seong-Kwan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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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1964년부터 57년 동안 이어진 도서  주간의 공식 포스터 31개의 표  방식  문자 

이아웃 형식과 색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밝  향후 포스터 제작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 목  달성을 해 포스터 표  형식을 분석한 

결과 문자 이아웃은 ‘문자의 상단 치’가 13개(41.9%)로 가장 많았고, 색채에서 색의 분류는 ‘유채색’이 

30개(96.8%), 색의 온도감은 ‘한색’과 ‘후퇴색’, ‘수축색’이 각각 18개(58.1%)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문자(표어) 이아웃의 경우 ‘상단 치’를, 색의 분류에서는 ‘유채색’과 ‘한색’, ‘진출색’과 ‘팽창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  주간 포스터의 문자 이아웃은 ‘문자의 심 치’에, 색은 

‘유채색’과 ‘난색’, ‘진출색’과 ‘팽창색’을 활용해 제작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도서  주간, 포스터, 도서  주간 포스터, 표  방식, 선호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 and color of the letter layout among 

31 expression methods of official posters during the library week from 1964, for 57 year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of poster production in the future by revealing what citizens prefer 

most by conducting a survey based on the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ster expression 

form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most common character layout was ‘the top 

position of the character’ in 13 out of 31(41.9%), and in color, ‘chromatic color’ in 30 out of 

31(96.8%), and the temperature of color with ‘cold color’, ‘fading color’ and ‘shrink color’ in 18 

out of 31(58.1%),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most preferred was 

‘top position of characters’ for letter layout, and ‘chromatic color’ and ‘cold color’, ‘advance color’ 

and ‘expansion color’ were the most preferred for the color classification. Therefore, the character 

layout of the weekly poster for the library needs to be produced using ‘the center position of 

the letter’, and the colors need to be made using ‘chromatic color’, ‘warm color’, ‘advance color’ 

and ‘expansion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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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1964년에 제정된 이래 5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도서  주간은 도서 계의 표 인 행사이다. 

따라서 매년 한국도서 회를 주축으로 회원 도서 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행사를 운 하며, 도

서 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려 도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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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기회이다(임성 , 2020, 54).

이때 포스터는 도서  주간 공식 표어를 일반 에게 리 알리기 해 제작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국 곳곳에 걸리는 수막과 함께 도서  주간 홍보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 요소가 활용되고 조형 으로도 훌륭한 디자인이 구 되며, 지질, 

인쇄 수 까지 높은 포스터들이 량 제작  배포될 필요가 있으며, 시각  차별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시민들이 도서 에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 기술의 디지털화로 말미암아 기존 커뮤니 이션 패러다임의 변화가 야기되면서, 

미디어는 다양한 랫폼을 심으로 보다 복합 인 구도로 진화되고 있으며, 개인형 미디어와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은 홍보 매체 환경에도 동일하게 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날로그 패러다임에서 홍보 활동이 미디어의 재  기능에 의존했다면 디지털 패러다

임 하에서는 공 과의 직 인 계 설정 방식이 부각될 것으로 상된다(문철수, 2005, 252). 

따라서 분야를 막론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홍보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  소통과 네트워킹의 장이 되었기 때문에 직  계 설정

을 통해 홍보를 할 수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특정 고객들을 한 맞춤 홍보도 

가능하므로 더욱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고 해서 간 이면서 통  홍보 매체인 

텔 비 , 라디오, (지역)신문, 잡지, 수막, 포스터, 단, 우편, 구두 등이 모두 의 요 홍보 

매체인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로 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인들

의 디지털 미디어에 한 심도  활용도가 계속 높아지는 만큼, 상 으로 통  홍보 매체의 

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 방안을 수립한 뒤 활용해야 목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1964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까지 57년 동안 이어진 도서  주간의 공식 

포스터 가운데 재 확인이 가능한 31개를 상으로, 표  방식  문자 이아웃과 색채를 분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서  주간 포스터 제작 방향에 참고가 될 것이며, 나아가 포스터를 활용한 

도서  주간 홍보의 효과로 인한 시민들의 도서  방문 의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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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방법

본 연구는 도서  주간 공식 포스터 31개의 표  방식  문자 이아웃 형식과 색채를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밝 , 향후 포스터 

제작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목  달성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이론  측면에서 도서  주간과 포스터, 포스터의 표  방식  이아웃과 색채, 선호도

에 한 개념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하 다. 

둘째, 1964년 제1회부터 2021년 제57회까지의 도서  주간 공식 포스터  확인이 가능한 31개

를 바탕으로 문자 이아웃과 색채 표  방식을 분석했다.

셋째, 표  방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도 분석하 다.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서  주간 포스터의 제작 방향에 해 제언하 다.

Ⅱ. 이론  배경

1. 도서  주간 포스터

가. 도서  주간

1964년부터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9월 1일(화)부터 9월 

7일(월)까지)로 설정되어 국의 도서 을 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개되는 도서  주간은, 한

국도서 회에서 도서 의 가치와 필요성을 극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서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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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문화와 교육발 에 단히 요하다는 것을 리 인식시키고 국민의 독서를 도와주는 커

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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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서 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도서  주간 권장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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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  주간 권장 행사(한국도서 회, 2021)

나. 포스터

(1) 포스터의 개념

포스터(Poster)는 기둥의 의미인 포스트(Post)에서 유래하 는데, 고나 벽보의 부분이 기

둥에 부착되기 때문이다. 일반  의미의 포스터는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임의의 이차원 공간에 

디자인  요소를 배열해 정보나 행사들을 알리거나 상품 고 등을 해 시각  요소나 이미지를 

정착시킨 것이다. 포스터를 미국과 국은 포스터(Poster), 랑스는 아퓌쉬(Affiche), 독일은 

라카트(Plakat)라고 한다. 유럽에서는 흔히 ‘거리의 벽화’란 의미로 정해진 공간의 시가 아닌 

‘거리’라는 개장된 공간에서 상에 한 극 이며 보편  제시의 장으로 량 달의 기능을 

하는 술의 한 형태이다(조 제 외, 2000, 42).

포스터는 일반 으로 시각디자인의 표 인 고 형태로 표 하고자 하는 내용과 색채 등 

조형 인 아름다움에 강한 시각  고 달력으로 다양한 장소에의 게시와 량 복사가 가능하

다는 이 을 가지고 있다(윤수진, 장미경, 2013, 312). 

(2) 포스터의 목 과 기능

포스터는 다양한 목 을 가지고 있다. 상품의 로를 확장하는 목 에서부터 공공의 목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목 에 따라 포스터는 정치인들의 정강정책 포스터, 교육용 포스터, 

각종 행사를 알리는 홍보용 포스터, 용 포스터까지 다양한 종류로 구분된다. 이처럼 목 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 포스터의 가장 요한 기능은 포스터가 정보를 확실하게 알려 다는 데

에 있다. 이는 포스터가 다른 조형 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창작이며 미술  요소를 가진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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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사회와 한 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박미향, 2006, 22).

포스터는 들의 행동을 유발시킬 만큼 표 력이 담기는 것이어야 한다. 한 포스터는 자유로

운 표 과 색채 효과 등 조형 인 아름다움과 시각 인 강한 소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 포스터

는 에게 시각 인 인상을 순간 으로 자극시켜 보는 사람의 잠재의식에 의한 반응과 연쇄작용

을 일으켜 강한 선  효과와 달 효과를 거두는 기능  특징을 지니게 된다(김민희, 2007, 20).

포스터는 한 가지 주제가 홀로 떨어져 보여지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문 잡지가 갖는 지면

의 제약에 구애되지 않고 크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규격의 자유를 갖고 있고, 자가 독자의 

수 과 매량에 따라 달되는 개별성 제한성을 갖고 있는데 비하여 거리를 오고가는 사람이면 

구에게나 달되는 일반성과 공개성 한 포스터의 특징(문태선, 1986, 312)이다.

(3) 좋은 포스터의 조건

좋은 포스터의 조건은 일단 알기 쉬워야 한다. 포스터를 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어야 

그것을 바라볼 마음이 생기며, 그 게 시선을 잡아두면 달하고자 하는 흐름을 인식시키는 것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그 요소들은 첫째, 읽기 쉽고, 둘째, 이해하기 쉽고, 셋째, 공간배치가 

잘 되고, 넷째, 간결한 핵심이 있어야 한다(박미향, 2006, 34).

포스터의 궁극 인 목 은 정보 달이므로, 정보 달의 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해서 

필요한 필수조건을 요약하면, ① 시선을 유도하는 주시성, ② 정확하고 인상 깊게 하는 기억성, 

③ 혼란의 요소를 최소화 하는 정확성, ④ 질서 있는 미의 창조인 조형성, ⑤ 기호에 맞고 세련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시 성 등이다(박선의, 최호천, 2003, 16).

오늘날의 포스터는 상품을 팔거나 행사를 알리고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진시키는 본래의 기능

을 수행함은 물론 거리 환경을 한 장식품으로서의 역할도 요시되기 때문에, 일단 게시되면 

바로 이해되고 소구되어야 하며 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강한 시각  인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논리 인 설명형 방법보다는 감각 이고 인상 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며, 읽

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효과 인 의사 달 방식이다(윤수진, 장미경, 2013, 312). 

다. 도서  주간 포스터

도서  주간 포스터는 한국도서 회가 회원들에게 공모  선정한 표어 가운데 최우수작 

1편만을 상으로 제작  배포가 된다. 공식 표어가 선정되면 한국도서 회에서는 4-5개의 

업체로부터 각각 2개씩의 포스터 시안을 받은 뒤, 표어가 가장 잘 표 된 1종을 선정하기 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다. 최종 선정 이후 제작되는 포스터 원본의 크기는 가로 520mm×세로 

750mm(4×6 지 2  크기)이며, 총 4천장이 국 공공도서 에 배포된다.

1964년에 설정된 도서  주간은 2020년까지 56회가 운 되었기 때문에 도서  주간 포스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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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 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도서 회에 확인한 결과 재 보유하고 있는 포스터

는 총 30 뿐이며, 그 외 포스터에 해서는 기록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2005년 제41회 때부터

의 역  도서  주간 포스터는 한국도서 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포스터의 이아웃과 색채

가. 이아웃

이아웃이란 타이포그래피, 사진  일러스트 이션, 여백 색상 등의 구성요소들을 제한된 지면 

안에 배열하는 작업을 말한다. 구성요소들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논리 으로 배열되었을 때 내용이 쉽고 

정확하게 달된다. 이럴 때 성공 으로 이아웃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송민정, 2006, 9).

이아웃의 형식은 스타일 는 구성 형식에 의해 비주얼 심의 형식과 문자 심의 이아웃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형식은 상 인 개념으로 성립되나 상호보완 이기도 하다(민명선, 

2001, 37). 

비주얼(사진  일러스트 이션 메인 이미지) 심의 이아웃 유형은 이미지의 비 을 크게 

분할하여 안정 이며 통속 이고 명료한 고 효과를 나타낸다는 장 이 있다. 문자 이아웃 유형

은 크게 문자 심 치, 문자의 상․하 치, 문자의 좌․우 치, 기타 치로 나 어진다. 이러한 

문자의 구성은 각 요소들의 크기와 색채 등의 체 인 조화를 계획 으로 구성하면 목 에 알맞은 

시각  효과를 주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윤진주, 2014, 18). 한 정보가 text 형태일 경우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에서 아래로 시선이 이동하는 패턴을 보 으며, graphic 형태의 정보일 경우

에는 이와는 조  달리 앙에서 좌우, 아래 로 이동하는 경향을 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달하

고자 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서 배치의 기 을 달리해야 한다(김범식, 이정운, 박민용, 1998, 1). 

다음의 <표 2>는 이아웃 형식을 분류해 정리한 것이다.

형식 A B C D

분류

문자의 상하 치 문자의 심 치 문자의 하단 치 문자의 상단 치

━

━

━

━

━

형식 E F G

분류

문자의 우측 치 문자의 좌측 치 기타 치

┃ ┃

<표 2> 이아웃 형식(이염추, 20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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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색채

색채는 가장 신속하며, 직 이며, 정확하게 인간의 의사를 변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으로

써 그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색채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지각 과정을 통하여 

인지된다. 즉, 색채는 빛, 약품, 기와 같은 여러 가지 자극으로 이 흥분하여 생기는 느낌을 

말하며, 물리  상으로서의 색채가 감각기 인 을 통해서 지각되어졌거나 그와 같은 지각

상과 마찬가지의 경험효과를 가리키는 심리  상이다(데 그란디스, 1995, 83).

(1) 색의 분류

일반 으로 색은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뉘며 인간이 별할 수 있는 색은 계측기가 별

할 수 있는 색을 훨씬 뛰어넘으며, 1000만 가지 색을 인식할 수 있는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이맹요, 2011, 16-17). 

다음의 <표 3>은 색을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 어 정리한 것이다.

무채색(achromatic color) 유채색(chromatic color)

백색, 회색, 흑색 계통에 속하는 색으로서 색깔을 갖지 않는 

색을 지칭한다.

무채색 이외의 모든 색으로 빨강, 노랑, 녹색 등 명색, 암색, 

청색, 탁색 부가 포함된다.

<표 3> 색의 분류: 무채색과 유채색(동양디자인쎈타, 1989, 101)

(2) 색의 심리  기능(김주 , 2006, 4-6)

색채에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색상과 계가 있다. 색 계통은 따뜻한 

느낌을, 청색 계통은 찬 느낌을 다. 색채를 분류하거나 조사, 기획하는 단계에서 온도감을 최우선

으로 하는 이유는 안락함과 불쾌감 그리고 긴장감을 직  표 하는 색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옥외의 표지나 고물 등을 멀리서 바라보면 잘 보이는 색과 그 지 않은 색이 있다. 이 상을 

‘색의 시인성’이라고 한다. 색이나 황색을 에 띄는 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색의 시인성’의 

좋고 나쁨은 첫째는 배경과의 명도 차이의 크고 음, 둘째는 채도 차이, 셋째는 색상 차이가 

향을 다. ‘시인성’을 높이는 데는 이 순서로 차이를 크게 하면 된다. 시인성은 특히 배경과의 

비가 심을 이루는 색채 효과이다. 따라서 항상 배경색과의 계를 먼  생각해야 한다.

색이 다르면 찰자 쪽으로 다가오던지, 후퇴되어 보인다. 이와 같이 색에 따라 보이는 거리(깊이)

가 변화해 보이는 것을 ‘진출색’이라든가 ‘후퇴색’이라고 한다. 일반 으로 난색계는 ‘진출색’, 한색계는 

‘후퇴색’이며, 밝은 색이 어두운 색보다 진출한다. 

그림의 형태나 크기가 같더라도 색에 따라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은 

‘크기 지각’의 상으로서 ‘팽창색’이라든가 ‘수축색’이라고 한다. 일반 으로 한색계보다 난색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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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이 크게 보인다.  주 의 색이 밝을수록 안쪽의 색이 작게 보인다.

3. 선호도

선호(preference)와 기호(taste)라는 용어는 상호 교환 으로 사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구분되

어진다. Abeles와 Chung(1998)은 기호가 상 으로 장기  가치 혹은 넓은 범 의 상과 사건

에 해 몰입하는 것을 뜻하며, 반면에 선호는 일정한 범 의 가능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더 즉각

이고 특정한 선택을 의미한다고 하 다. 한 Radocy와 Boyle(1997)은 선호는 좀 더 외  행

로 기호나 태도보다 선택을 하고 분명하게 상을 표명하는 행 와 련된다고 하 으며, Peery

와 Peery(1986)는 선호도는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며, 취향이 체 이고 

긴 안목에서 보는 시각이라면 선호도는 특정한 상에 한 것이며 단기 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 다.

Ⅲ. 포스터 표  방식  선호도 분석

1. 표  방식 분석

도서  주간 포스터는 한국도서 회가 회원들에게 공모  선정한 표어 가운데 최우수작 

1편만을 상으로 제작  배포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 의 가치와 필요성을 극 홍보하고 

도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포스터 제작의 핵심 요소

인 표어는 결국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심의 이아웃을 우선 으로 분석하고, 더불어 가장 빠르

면서도 직 이고 정확한 커뮤니 이션 수단이 될 수 있는 색채도 분석하 다. 

가. 이아웃 분석

도서  주간 역  포스터의 문자 이아웃 형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먼  

도서  주간 포스터의 문자 이아웃 형식은 ‘문자의 상단 치’가 13개인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자의 심 치’가 12개로 38.7% 다. 한 ‘문자의 하단 치’가 3개로 9.7%, 표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타 치’로 구분한 것도 3개인 9.7% 다. 마지막으로 제42회, 제43회, 제54회

는 ‘문자의 좌측 치’ 경향을, 제47회는 ‘문자의 우측 치’ 경향도 보 다. 이상의 결과는 정보가 

text 형태일 경우 사람들의 시선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에서 아래로 이동한다는 이론에 정확히 

부합되기 때문에, 도서  주간 포스터에 표어인 문자가 정 치에 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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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도서  주간 포스터의 문자 이아웃 형식은 2010년 제46회 도서  주간까지는 주로 상단

에 치하다가 2011년 제47회 때부터 심 치로 옮겨가 재까지 그 경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도서  주간 포스터의 문자 이아웃 형식은 ‘문자의 심 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측된다.

회차

(연도)
포스터 표어 이아웃 형식

제1회

(1964)
향상과 발 의 길 문자의 상단 치

제2회

(1965)
향상과 발 의 열쇠 문자의 상단 치

제3회

(1966)

읽어서 얻은 곳, 

주어서 기쁜 곳

기타 치

(표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제5회

(1968)

다같이 이용하자 

온겨 의 서재를!
문자의 상단 치

<표 4> 도서  주간 포스터 문자 이아웃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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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연도)
포스터 표어 이아웃 형식

제17회

(1981)

독서하는 문화시민, 

발 하는 시민사회

기타 치

(표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제21회

(1985)

배우자 도서  

기르자 나라 힘
문자의 하단 치

제32회

(1996)

도서 ! 

문화와 미래가 있습니다
문자의 상단 치

제33회

(1997)

함께하는 도서  

밝아지는 우리미래
문자의 상단 치

제35회

(1999)

도서 , 

보다 나은 세상으로 열린 문

기타 치

(표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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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연도)
포스터 표어 이아웃 형식

제36회

(2000)

도서  꿈이 이루어지는 곳

Dream@Library
문자의 심 치

제37회

(2001)

도서 에 가면 

먼 곳이 보인다!
문자의 하단 치

제38회

(2002)

좋은 도서 ,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문자의 심 치

제39회

(2003)

도서 이 일상의 

꿈과 행복을 드립니다.
문자의 상단 치

제40회

(2004)

e-도서 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이 실 됩니다.
문자의 하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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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연도)
포스터 표어 이아웃 형식

제41회

(2005)

도서 은 당신께 

귀한 선물이고 싶습니다
문자의 상단 치

제42회

(2006)

“도서 , 

내가 찾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문자의 좌측 치

문자의 상단 치

제43회

(2007)

변화와 창조의 

희망 아이콘, 도서

문자의 좌측 치

문자의 상단 치

제44회

(2008)

도서 , 내일을 여는 

행복한 즐겨찾기!
문자의 상단 치

제45회

(2009)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이끄는 힘, 

도서

문자의 상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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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연도)
포스터 표어 이아웃 형식

제46회

(2010)

성장하고 있는 나를 만난다. 

나는 도서 에 있다.
문자의 상단 치

제47회

(2011)
내 혼의 러 마크, 도서

문자의 우측 치

문자의 심 치

제48회

(2012)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도서 입니다.
문자의 심 치

제49회

(2013)

힐링이 필요한 순간, 

도서 이 함께 합니다.
문자의 심 치

제50회

(2014)

도서 ! 

세상과의 평생 소통, 

미래와의 설 는 동행

문자의 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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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연도)
포스터 표어 이아웃 형식

제51회

(2015)

도서 , 

책 속에서 설렘이 물들다!
문자의 심 치

제52회

(2016)

도서 의 , 

책을 , 미래를 
문자의 상단 치

제53회

(2017)

다독다독,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
문자의 심 치

제54회

(2018)

오늘은 책읽기 좋은 날, 

도서  가는 날

문자의 좌측 치

문자의 심 치

제55회

(2019)

도서 ,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
문자의 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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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색채 분석

도서  주간 역  포스터의 색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먼  색의 분류는 

제1회를 제외한 모든 포스터의 색이 ‘유채색(97%)’이었다. 포스터 이미지에는 워낙 다양한 색깔

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분법 으로 색을 분류하기가 어렵고, 실물이 아닌 사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단을 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는 색깔과 반 인 분 기를 고려해 

분류한 결과 거의 부분 ‘유채색’이었다. 

색의 온도감은 ‘한색(차가운 색)’이 주를 이루는 포스터가 18개(58.1%) 고, ‘난색(따뜻한 색)’

은 13개(41.9%) 다. 색의 온도감 분류에도 주 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례로 록은 한색과 

난색의 경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이 어떤 단을 했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색이다. 

본 연구자는 록을 ‘한색’으로 분류했는데, 그 결과 도서  주간 포스터에는 ‘한색’이 더 많았다. 

결론 으로 ‘한색’이 더 많다는 것은 시민들이 도서  주간 포스터를 볼 때 따뜻함과 안락함보다는 

차가운 느낌을 더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  주간 포스터 가운데 ‘진출색’과 ‘후퇴색’은 일반 으로 ‘난색’이 ‘진출색(13개, 41.9%)’이

고 ‘한색’이 ‘후퇴색(18개, 58.1%)’이다. 한 ‘팽창색(13개, 41.9%)’은 밝고 채도가 높은 색이고 

‘수축색(18개, 58.1%)’은 반 이다. 따라서 도서  주간 포스터에는 ‘후퇴색’과 ‘수축색’이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벽에 게시했을 때 시민들의 에 잘 띄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회차

(연도)
포스터 표어 이아웃 형식

제56회

(2020)

도서  책 한 권, 

세상을 테이크아웃 하다
문자의 심 치

제57회

(2021)

당신을 로하는 

작은 쉼표 하나, 도서
문자의 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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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호도 분석

도서  주간 포스터의 표  방식에 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한 설문조사는 20  이상 성인들을 

상으로 5월 7일 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총 5일 동안 온라인으로 모집과 동시에 실시했다. 

설문조사 상은 연구자의 SNS(카카오톡, 밴드, 인스타그램)를 통한 홍보로 모집했으며, 최종 337명의 

회차(연도) 색의 분류 색의 온도감 진출색/후퇴색 팽창색/수축색

제1회(1964) 무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2회(1965)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3회(1966)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5회(1968)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17회(1981)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21회(1985)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32회(1996)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33회(1997)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35회(1999)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36회(2000)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37회(2001)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38회(2002)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39회(2003)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40회(2004)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41회(2005)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42회(2006)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43회(2007)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44회(2008)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45회(2009)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46회(2010)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47회(2011)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48회(2012)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49회(2013)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50회(2014)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51회(2015)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52회(2016)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53회(2017)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54회(2018) 유채색 난색 진출색 팽창색

제55회(2019)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56회(2020)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제57회(2021) 유채색 한색 후퇴색 수축색

<표 5> 도서  주간 포스터의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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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충실하지 않은 121명의 답변을 제외한 총 216개의 응답 내용에 해서만 분석을 실시했다. 

다음의 <표 6>은 설문 문항 구성을 정리한 것으로, 질문은 ‘문자(표어) 이아웃 형식’에 한 

내용 1개, ‘색채’에 한 내용 4개, 인구통계학  측면에 한 내용이 2개인 총 7개이다.

질문 유형 질문 내용

문자(표어) 이아웃 형식

1. 다음의 도서  주간 포스터  가장 선호하는 문자(표어) 배치 형식에 의한 이아웃은 
무엇입니까?

  ① 문자의 상단 치 ② 문자의 심 치 

  ③ 문자의 좌측 치 ④ 문자의 우측 치 
  ⑤ 문자의 하단 치
  ⑥ 기타 치(문자(표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색채

다음의 도서  주간 포스터에 사용된 색채를 보고 가장 선호하는 것을 각각 골라주십시오.

2. ① 무채색 ② 유채색
3. ① 한색 ② 난색
4. ① 후퇴색 ② 진출색

5. ① 수축색 ② 팽창색

인구통계학

6.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7. 귀하의 연령 는?

  ① 20   ② 30   ③ 40   ④ 50  이상

<표 6> 설문 문항 구성

이어서 다음의 <표 7>은 설문에 응답한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성 45 20.8

여성 171 79.2

종합 216 100

연령

20 89 41.2

30 30 13.9

40 54 25

50  이상 43 19.9

종합 216 100

<표 7> 연구 상

<표 7>에 정리한 연구에 참여한 상들의 인구통계학  정보를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171명

(79.2%)으로 ‘남성’ 45명(20.8)의 4배에 달했다. 한 연령 는 ‘20 ’가 89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40 ’가 54명(25%), ‘50  이상’이 43명(19.9%), ‘30 ’가 30명(13.9%)의 순이었다. 

다음의 <표 8>은 문자(표어) 이아웃 형식에 한 선호도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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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형 질문 내용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문자(표어) 

이아웃 형식

다음의 도서  주간 포스터  

가장 선호하는 문자(표어) 배

치 형식에 의한 이아웃은 무

엇입니까?

① 문자의 상단 치 106 49.1

② 문자의 심 치 17 7.9

③ 문자의 좌측 치 19 8.8

④ 문자의 우측 치 56 25.9

⑤ 문자의 하단 치 1 0.4

⑥ 기타 치(문자(표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7 7.9

종합 216 100

<표 8> 문자(표어) 이아웃 형식 선호도 분석 결과

<표 8>에 정리한 문자(표어) 이아웃 형식 선호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문자(표어) 배치 

형식에 의한 이아웃은 ‘문자의 상단 치’를 선택한 사람이 106명(4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문자의 우측 치’를 선택한 사람이 56명(25.9%), ‘문자의 좌측 치’가 19명(8.8%), ‘문

자의 심 치’와 ‘기타 치(문자(표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가 각각 17명(7.9%), ‘문자의 

하단 치’가 1명(0.4%)이었다. 이 결과에서 ‘문자의 상단 치’를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다는 

은 문자의 정보가 text 형태일 경우 사람들의 시선 흐름이 에서 아래로 이어진다는 이론에 

부합된다. 마침 제57회까지의 도서  주간 공식 포스터 31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문자의 상단 

치’ 이아웃이 가장 많은 13개(41.9%) 기 때문에, 향후 제작될 도서  주간 포스터에 본 연구 

결과를 반 한다면 문자 이아웃은 ‘상단 치’가 하겠다. 그러나 ‘문자의 좌측 치’보다 

‘문자의 우측 치’를 선택한 사람이 많다는 은 시선의 흐름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된다는 

이론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표 9>는 색채에 한 선호도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색채

다음의 도서  주간 포스터에 

사용된 색채를 보고 가장 선호

하는 것을 각각 골라주십시오.

① 무채색 11 5.1

② 유채색 205 94.9

종합 216 100

① 한색 113 52.3

② 난색 103 47.7

종합 216 100

① 후퇴색 33 15.3

② 진출색 183 84.7

종합 216 100

① 수축색 29 13.4

② 팽창색 187 86.6

종합 216 100

<표 9> 색채 선호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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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 정리한 색채 선호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채색’이 205명(94.9%)으로 ‘무채색’을 

선택한 11명(5.1%)을 압도했다. 한 ‘한색’을 선택한 사람이 113명(52.3%)으로 ‘난색’의 103명

(47.7%)보다 10명(4.6%)이 더 많았다. 이 결과 역시 그동안의 도서  주간 공식 포스터를 분석

한 결과 ‘한색’이 주를 이루는 포스터가 18개(58.1%)로 ‘난색’보다 많았다는 과 일치는 하지만, 

‘진출색’이 183명(84.7%), ‘팽창색’이 187명(86.6%)으로 ‘후퇴색’ 33명(15.3%)과 ‘수축색’ 9명

(13.4%)보다 압도 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을 고려한다면, ‘진출색’과 ‘팽창색’은 ‘난색’이

기 때문에 향후 도서  주간 포스터 제작에는 ‘난색’을 활용하는 것이 하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57년 동안 이어온 도서  주간을 시민들에게 효과 으로 알리기 해 제작  

활용되었던 포스터 31개를 상으로 문자 이아웃 형식과 색채 표  방식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호도를 확인하기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포스터 표  방식 분석 결과 ‘문자 이아웃 형식’은 ‘문자의 상단 치’가 13개(43.3%)로 

가장 많았다.

둘째, 포스터 표  방식 분석 결과 ‘색의 분류’는 ‘유채색’이 30개(96.8%), ‘색의 온도감’은 ‘한색’

과 ‘후퇴색’, ‘수축색’이 각각 18개(58.1%)로 가장 많았다. 

셋째, 설문조사 분석 결과 ‘문자(표어) 배치 형식에 의한 이아웃’ 선호도는 ‘문자의 상단 치’

가 106명(49.1%)으로 가장 높았다. 

넷째, 설문조사 분석 결과 색채는 ‘유채색’을 205명(94.9%)이, ‘한색’을 113명(52.3%)이, ‘진출

색’을 183명(84.7%)이, ‘팽창색’을 187명(86.6%)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는 기존의 문자를 매개체로 하는 단순한 커뮤니 이션 시스템에서 시각  이미지가 

심이 되는 비주얼커뮤니 이션 시스템으로 환되어 왔다. 그러한 비주얼커뮤니 이션 매체들 

 포스터는 가장 핵심 인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윤수진, 장미경, 2013, 310). 따라서 도서

 주간 포스터도 계속 제작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들을 도서 으로 이끈다는 

목  달성을 해 다음과 같이 제작 방향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도서  주간 포스터의 문자(표어) 이아웃은 ‘상단 치’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용된 도서  주간 포스터를 살펴보면 2010년 제46회까지는 주로 상단에 치하던 문자 이아

웃 형식이 2011년 제47회 때부터 ‘ 심 치’로 옮겨간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문자 이아웃 형식이 ‘ 심 치’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선호도와 시선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문자의 상단 치’가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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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서  주간 포스터의 색채는 ‘유채색’과 ‘난색’, ‘진출색’과 ‘팽창색’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난색’은 시민들로 하여  따뜻함과 안락함을 느끼게 하고 ‘진출색’과 ‘팽창색’은 밝고 

채도가 높으며 돌출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스터를 벽에 게시했을 때 에 잘 보이면

서 도서 에 가보고 싶은 마음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SNS를 통한 홍보로 모집된 20  이상 성인들 216명의 응답만을 상

으로 도서  주간 포스터의 선호도를 분석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

므로, 향후에는 도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로 응답자 범 를 넓힐 필요

가 있다. 한 응답 시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이유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그 내용까지 포스터 

제작에 반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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