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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독서운동으로 평가받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이해
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분석하고자 ‘원북원부산(One Book, One Busan)’ 운
동을 고찰하였다.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애틀 시민이 책 한 권을 같이 읽는
다면’이라는 생각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소설책 한 권을 선
정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읽도록 권장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같은 책을 읽었다
는 동질감에 공공장소에서 책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책으로
토론회를 열고 학교 수업에 활용하면서 시민들은 독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한 권의 책을 공유하며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시
카고 시의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를 시작으로 이 운동은 미
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캐나다, 호주, 한국 등으로 옮겨갔다. 국내에서는 2003
년 서산의 시범 사례에 이어, 2004년 순천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추진하면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이 연구는 독서
운동으로서 ‘한 책, 한 도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15년째를 맞은 부산
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인 ‘원북원부산’ 운동을 개관하여, 그 현황을 정리한 후, 개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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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관찰한
경험 연구이면서, 선행 연구와 ‘원북원부산’ 운동을 정리한 네 권의 자료집을 대상
으로 한 문헌 연구이다. 사례 연구의 특성상, 원북원부산 운동의 실무자, 운영위
원, 선정위원 대상의 인터뷰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례 연구가 ‘한 책, 한 도시’
운동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보완하여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한 책, 한 도시’, 원북원부산, ‘한 책’, 독서운동

Ⅰ. 머리말
최근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독서가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 도움
이 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성인 73.4%, 학생 71.9%로 여전
히 적지 않았다.1) 그런데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성인의 경우 22.2%에 그친다. 독서량이 많을수록 대체로 공공
도서관 이용률도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독서 인구의 감소로 공공도
서관 이용자가 줄어들고, 책은 읽는 사람만 읽으며, 그들만 도서관을 주로 이
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
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이용자의 독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2) 여기서
‘공중’이란 일반인을 의미하기에 독서 인구의 점진적 감소는 결국 공공도서관
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통해 ‘책 읽는 사
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지역의 독서환경
조성’(31.0%)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3) 연간 도서관을 한 번이라도 이
용한 적이 있는 성인이 22.2%에 그친다는 통계를 고려한다면, 결국 지역의 독
서환경 조성이 단순히 공공도서관의 물리적 확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책 읽는 사회를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운동
1)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18, 89쪽 참조.
2) 도서관법, 제2조 4항, 2018.3.13. 시행, 참조.
3)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보고서, 1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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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34.2%임을 전제한다면, 이제 공공도서관은 공중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책 읽는 사회
를 만들기 위한 독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그 노력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이다.(이하 ‘한 책’ 운동)
미국의 시애틀 시에서 1998년 처음 시작된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은 금세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한 가장 두드러지는 독서운
동의 하나이면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개혁(innov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책’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권의 책을 온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한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공공도서관이 전자정보와 영상매체에 탐닉
하는 대중에게 ‘다시 책으로’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 같은 노력은 이전까지 지역사회에 파고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사명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시간, 미국 전역과 다른 나라에까지 ‘한 책’ 운동이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같은 ‘한 책’ 운동의 개혁적 시도가 현재까지는 성공
적임을 알 수 있다.4)
국내에서는 2003년 서산의 시범 사례에 이어, 2004년 순천시와 부산시교육
청이 각각 독자적으로 ‘한 책’ 운동을 추진했다. 연이어 원주, 청주, 포항, 김해
등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날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의 중요한 독서진흥 활동으로 자리하고 있다. 독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시
점에서 ‘한 책’ 운동이 대중의 관심이 책을 향하게 하는 효과적인 독서운동으
로 국내 환경에 정착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중심의 ‘한 책’ 운동
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황과 특성, 개선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4년 ‘한 책’ 운동을 독자적으로 시작하여 올해로 15년
째를 맞이하는 부산의 사례 연구는 부산의 ‘한 책’ 운동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관련 독서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서산의 시범 운동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여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5) 부산의 ‘한 책’ 운동 ‘원북원부산(One Book, One
4)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004, 46쪽.
5)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008,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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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운동을 사례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한 책’ 운동과 관련하여 윤정옥은 미국의 ‘한 책’ 운동 소개부터 ‘책 읽는 청
주’ 관련 사례 제시까지 꾸준한 연구를 통해 ‘한 책’ 운동의 학술적인 연구와 발
전을 이끌었다. 윤정옥은 미국의 ‘한 책’ 운동을 연구하여 청주에서 전개된 ‘한
책’ 운동에 접목했으며, 문헌 연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현황에 적합
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용재도 초기 원북원부산 운동과 관련하여 여러 연
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한 책’ 운동이 지니는 의미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
다.6) 두 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 이외에 ‘한 책’ 운동과 관련한 연구가 간헐적
으로 발표되었으나, ‘한 책’ 운동과 관련한 학술 연구는 2017년 김해시의 사례
를 연구한 윤유라의 연구 이외에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책’ 운동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부산에서
전개되고 있는 ‘원북원부산(One Book, One Busan)’ 운동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서운동으로서 ‘한 책, 한 도시’를 먼저 이해하
고, 원북원부산 운동의 운영 현황과 개선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원
북원부산 운동의 운영위원장으로 5년간 운영 전반을 이끌며, 선행 연구를 검
토하여 운영에 적용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참
여하고 관찰한 경험 연구이면서, 선행 연구와 원북원부산 운동을 정리한 네
권의 자료집을 대상으로 한 문헌 연구이다. 사례 연구의 특성상, 원북원부산
운동의 실무자, 운영위원, 선정위원 대상의 인터뷰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
례 연구가 ‘한 책, 한 도시’ 운동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보완하여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Ⅱ. 독서운동과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이해
독서운동은 책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펼치

6) 여러 논문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 주로 참고한 것은 아래 두 편의 논문이다.
이용재, ｢부산 북스타트 운동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안｣, 한국민족문화 25, 2005.
이용재,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전략 - ‘원북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
관·정보학회지 39(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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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체의 활동이다.7) 독서운동이라는 말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적인 느낌
의 ‘독서’와 동적인 어감의 ‘운동’이 결합된 말로, 이때 ‘운동’은 국립국어원 표
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을
뜻하며, 영어로 ‘movement’ 혹은 ‘campaign’에 가깝다. 독서가 ‘책 읽는 행위’
를 뜻한다면, 독서운동은 ‘책 읽는 행위를 이루려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
다. 캠페인(campaign)은 ‘사회ㆍ정치적 목적 따위를 위하여 조직적이고도 지
속적으로 행하는 운동’을 뜻하며, 국립국어원에서는 캠페인을 ‘운동’이나 ‘홍
보’로 순화할 것을 권장한다. 요컨대, 독서운동은 책 읽기를 권장하려는 목적
으로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행하는 홍보이자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독서운
동이란 언표에서 캠페인의 함의가 짙을수록 ‘계몽’이라는 말이 지니는,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에 거부감을 느끼
는 공중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작 독서운동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독서운동은 독서문화진흥의 대표적인 실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의 전문을 읽어보면, 그 정책과 시행에서 몇 가지
원리가 보인다.8) 먼저 자발성의 원리이다. 독서는 그 어떤 외적인 강제가 동
원되지 않고, 오롯이 개인의 자발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다음으로,
다원성의 원리이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목적과 방향에 고착되지 않고, 개
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끝으로, 평등
성의 원리이다. 독서의 권리는 ‘독서소외인’9)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평등해
야 하며, 특정한 계층이나 지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독서진흥의 이러한 기본 원리는 독서운동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독서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주체들이 유념해야 할 내용이다.
국내 대표적인 독서운동으로 북스타트 운동, 아침독서운동,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꼽는다.10) 문화체육관광부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도 국
7) 한국어문교육연구소·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독서교육사전, 교학사, 2006, 144쪽.
8)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17.3.21. 참조
9)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3항에서는 ‘독서소외인’을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
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
를 말한다.
10) 우윤희, ｢우리나라 ‘한 도시 한 책’ 운동 선정도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2014,
3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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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독서운동이 영국의 ‘북스타트 운동’,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 일본의
‘아침독서운동’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중화된 독서운동들을 벤치마킹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한국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독서운동을 추진할 필
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1) 이 중에서 ‘북스타트 운동’과 ‘아침독서운동’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지역
공동체의 성인이 대상이기에 계몽의 곡해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이
끌어내야 한다. 특히 국내 ‘한 책’ 운동은 공공도서관, 교육청, 지역자치단체
중심이기에 관 주도 캠페인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12) ‘한 책’ 운동은 지역
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를 책을 매개로 하여 토론하는 운동이다. 성인 독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에서 이들을 도서관으로 이끌어내고 정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로 여겨지던
독서를 공동체 중심의 소통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
‘왜 굳이 한 권만 읽어야 하느냐’, ‘한 권을 선정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소외되는
다양한 책들의 가치는 어떻게 하느냐’, ‘독자가 읽고 싶으면 읽을 텐데, 왜 관
이 나서서 한 권을 정하고 읽어라 하느냐’ 등의 비판적 지적을 오해로 단정하
지 않고, 섬세하게 다가서는 홍보 노력이 필수적인 것이 ‘한 책’ 운동이다.
‘한 책’ 운동은 책을 매개로 공동체가 함께 읽고 토론하는 지역사회 독서운
동으로 구성원 간의 사고와 정서를 교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부 논문에
서 이를 대중독서운동이라 명명하나,13) 같은 지역의 구성원이 책을 매개로 상
호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동체의 미덕을 중심에 두기에 ‘공동체 독서운동’이라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늘날 ‘한 책’ 운동과 같은 공동체 중심의 독서운동의
의미가 각별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영역이라 여겼던 독서의 개념을
공중의 영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독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적
인 활동으로 그 범위를 자신의 서재로 국한하고 있었다면 현대의 독서는 타인
과 함께 하는 동적인 소통 활동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현대의

11) 문화체육관광부,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8, 44쪽.
12) 이러한 오해가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연구자가 부산
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인 ‘원북원부산’ 운동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 항의성 문의를 많이 받
았다.
13) 윤유라와 조찬식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조찬식,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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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활동은 개인의 수양과 지식의 습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같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회적 공동체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는 말이다.14)
‘한 책’ 운동과 같은 공동체 중심의 독서운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지
니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참여로 대부분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한 책’ 운동을 전제로 한 지역사회는 지리적·행정적 분
할에 의해 나누어진 일정 지역의 사회를 의미한다. 과거 폐쇄적인 자급자족
단위로서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정치적 지배 단위로서만 의미를 지니게 되면
서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는 전과 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오늘날
지역사회는 예전과 같은 자생적·자연적 단위가 아니고, 인위적·행정적 단
위로 성립되어 정치단위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구성원의 공감과 소통
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체 중심의 독서운동이라 하여도
이질적이고도 불특정한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다음으로, 공동체 독서운동은 ‘책’을 매체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매체
(media)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물을 전달하는 수단이나 방편을 말한다. 기술
의 발달로 기존의 인쇄매체인 책, 신문, 잡지 등의 영향력이 이전만 못하지만,
책만큼 오랫동안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된 매체는 드물다. 특히 서기 400년경
두루마리 형태의 책들이 코덱스로 바뀌면서 혁명적인 편리함으로 책은 매체
의 중심에 섰고, 구텐베르크의 발명품 이후 코덱스 형태의 책은 제작 속도, 텍
스트의 통일성, 값이 싸다는 이점 등으로 인류의 주요 매체로 자리하게 되었
다.15)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디지털 기반의 상호작용이 보장되지 않는 책이 다
른 올드미디어와 함께 고전하고 있으나, ‘한 책’ 운동은 오랫동안 정적이고 개
인적인 활동으로 여겨졌던 독서 행위에서 벗어나 매체로서의 책에 관심을 두
고, 인류 가장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근본적으로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간접적 만남이며, 그 만남은 책을 매개로 하
는 의사소통 행위이기도 하다. 독서는 책 속의 환경과 자신이 속한 사회, 현실
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이 힘
은 혼자 할 때보다 책을 매개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할 때 더욱 커진다.
14) 윤유라, 한국의 대중독서운동 중 ‘한 책’ 운동에 대한 사례연구, 인문학논총 43, 2017, 194쪽.
15) 알베르토 망구엘, 정명진 역, 독서의 역사, 세종서적, 2000, 191~20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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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동체 독서운동은 독서와 독서 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공동체의식
을 함양한다. 앞서 밝혔듯, 오늘날 지역사회는 예전과 같은 자생적·자연적
단위가 아니고, 인위적·행정적 단위로 성립되어 공동체 의식이 약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 의식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상호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독서만큼 인간의 이해와 인식에 영
향을 끼치는 행위는 드물다. 따라서 공동체 독서운동은 구성원이 독서를 즐기
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문화적 기반을 구
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이러한 공동체 독서운동을 대표하는 ‘한 책’ 운동은 2003년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서산시는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와 행
정자치부의 2003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 대상사업의 일환으로 ‘한 책’
운동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식기반사회를 앞두고 지역의 독서문화진흥과
도서관을 통한 지역 단위 지식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 도시 지역 구성원 모두
가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목적으로,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새
로운 형태의 독서운동인 ‘한 책, 한 도시 운동(One Book, One City)’이 우리나
라에도 접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기획되고 추진된 사업이다.
서산시에서의 ‘한 책’ 운동은 “서산 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면!”
이란 구호를 내세우며, ‘시애틀 시민이 책 한 권을 같이 읽는다면(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으로 시작한 시애틀 공공도서관 프로젝트를 참
고하며 시작하였다.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함께 읽고 다양한 프로그
램을 진행하였는데, 대상도서 선정 작업은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서산시립도
서관에서 9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에 걸친 회의로 선정했다. 10월 27
일 서산시장이 대상도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책 읽기 운동이 시작되
어, 10월부터 12월 초까지 각종 독서 프로그램이 서산시 전역에서 진행되었
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작가강연회, 작가초청 시민토론회, 원화전시회, 연극
<마당을 나온 암탉> 비디오 상영, 관련되는 영화 <치킨 런>을 상영하였으며,
‘한 책’ 운동의 핵심인 토론모임도 조직하였다. 특히 토론 자료집을 배포하여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 책’으로 백일장 대회도 열었다. 국내 처음 시도되는 독서운동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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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언론 보도와 함께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를 위하여
대상도서를 선물하는 ‘책 선물 릴레이’를 시도했고, 도서관에 책을 많이 비치
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시민들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전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16)
미국, 캐나다 등의 ‘한 책’ 운동을 조사하고 이를 국내 환경에 접목한 서산의
시범 사례는 이후 다른 지역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지역 특성에 따라
운영 방식의 다양성이 있겠으나, 대부분 지역의 ‘한 책’ 운동은 서산의 시범 사
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산의 시범 사례에 이어, 2004년 순천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각각 독자적으로 ‘한 책’ 운동을 추진했고, 같은 해 시민단체를 중심
으로 원주에서, 2005년에 익산, 2006년에 청주, 포항, 2007년에 여수, 서귀포,
대전, 김해 등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어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중요한 독서진흥 활동으로 자리하고 있다.

Ⅲ. 부산의 ‘한 책, 한 도시’, ‘원북원부산’ 운동 개관
부산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인 원북원부산(One Book, One Busan)운
동은 2004년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한 BBS(Busan Book Start) 운동을 모태로
한다.17) 범시민독서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BBS 운동은 부산광역시
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비법정 전입금을 지원받아 원북원부산 운동 전개, 쌈
지도서관 건립사업,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까지 학생,
학부모와 시민의 독서를 장려하는 홍보에 집중하였고,18) 2006년 본격적으로
부산시 22개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면서 원북원부산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16) 박미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서산시 시범사업 사례｣, 도서관문화 45(6), 2004, 463~465쪽
참조.
17) 다른 도시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김해의 책’, ‘책 읽는 청주’ 등으로 명칭을 우리말로 옮겨
사용했다면, 부산은 미국의 ‘One Book, One City’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8) BBS는 부산지역의 독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공공도서관이 빠져 있는 것
이 한계였다. 북스타트 운동과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이
러한 운동의 주체 또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선진국에서 이러한 운동들이 장기적으
로 지속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이 운동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이용재, ｢부산 북스타트 운동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안｣, 한국민족문화 25, 2005, 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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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9)
원북원부산 운동의 목적은 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읽고 토론하
며, 다양한 독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대 계층을 넘어 남녀노소가 서로 공
감하고 소통하는 범시민독서생활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나아가 책 읽기
를 통한 다양한 독서문화콘텐츠를 계발·운영하여 독서 인구 저변 확대와 시
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 책’을 선정하는 과정은 먼저 학생, 학부모, 독서전문가, 시민들로부터
‘한 책’ 후보도서 추천을 받아 도서 목록을 만들고, 다음으로 학계, 도서관계,
독서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10종의 후보도서를 선정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한 책’을 선정하며 지금까지 선정된 ‘한
책’은 [표 1]과 같다.
[표 1] ‘원북원부산’ 운동 역대 선정도서
순번

선정
연도

1

2004

괭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창비

2

2005

사람 풍경

김형경

아침바다

3

2006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푸른숲

4

2007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김현근

사회평론

5

2008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박경철

리더스북

6

2009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7

2010

산동네 공부방, 그 사소하고 조용한 기적

최수연

책으로여는세상

8

2011

책만 보는 바보

안소영

보림

9

2012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조병국

삼성출판사

10

2013

가족의 두 얼굴

최광현

부키

11

2014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

유복렬

눌와

12

2015

금정산을 보냈다

최영철

산지니

13

2016

비숲

김산하

사이언스북스

14

2017

여행하는 인간

문요한

해냄

15

2018

아몬드

손원평

창비

서명

저자명

출판사

19) 원북원부산 운동자료집(2004~2009), 부산광역시립도서관, 2010, 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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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원북원부산 운동은 선정도서인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핸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부산’ 독서축제 한마당을 열었
다. 지역 해수욕장에 야외 특설무대를 마련하여 인기 개그맨과 방송 리포터가
사회를 보며, ‘한 책’ 운동 선정도서를 배부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 행
사를 하였다. 퀴즈, 축하공연, 고등학교 독서퀴즈대회를 여는 등 대부분 기획
행사 중심의 활동을 하였다. 이후 부산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BBS 범시민
독서축제 한마당’을 열어 김중미 작가와 토론회를 열고, ‘가족독서퀴즈대회’
등을 열었지만, 이 역시 일회성 행사에 가까웠다. 첫해 부산의 ‘한 책’ 운동은
서산 ‘한 책’ 운동의 시범 사례와 비교해도, 그 취지와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교육청 중심의 사업이었기에 책 선정부터 학생들의 취향에 맞추었고,
대부분의 행사도 일회성에 그쳐, 지역 공동체 중심, 토론 중심으로 이끌지 못
했다. 또한, 선정도서로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펼치지 못했기에 원북원부산
운동의 첫해는 ‘한 책’ 운동에 관한 충분한 사전 연구와 검토 없이 운영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사서,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원북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후
보도서 10권을 선정하였고, 시민투표로 최종 ‘한 책’을 뽑아 시민에게 배포하
였다. 이후 심포지엄을 열어 원북원부산 운동 추진 방향과 외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운영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거치며, 원북원부산 운
동은 틀을 갖추어 갔다. ‘원북북클럽’을 구성하고, 독서 릴레이, 작가초청 강
연, ‘한 책’ 대상 독후감 공모, 사이버 북카페 개설과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
였으며, ‘한 책’인 사람풍경을 두고 ‘토론도움자료(Discussion Toolbox)’를 제
작·배포하여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어 독서클럽
활동 세미나, 작가와의 대화, 원북낭독회, ‘한 책’인 사람풍경의 이미지를 살
려 ‘사람풍경 부산풍경’ 전시회 및 공연을 펼치는 등 ‘한 책’ 운동의 취지에 맞
게 운영하였고, 연말에는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2006년 원북원부산 운동은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사업이 이관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을 주축으로 공공도서관이 주
체가 되어 현재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독서진흥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2006년 원북원부산 운동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한 책’ 도서선정의 민주적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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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꼽을 수 있다. 시민, 도서관사서, 독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1차 ‘한 책’
후보도서를 추천받아, 교수, 교사, 사서,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원북운영위원
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권을 선정한 후, 시민투표로 부산을 대표하는
한 권의 책을 최종 선정하였다. 2005년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던 시민 직접 투
표 방법은 ‘한 책’ 선정과정부터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관 주도, 행사 위주의 독
서운동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독서운동으로 나
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부터 도서 선전을 위한 길거리 홍보를 시작했는
데, 시민 속으로 들어가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현장에서 스티커를 붙여 투표하
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식이 홍보 효과는 있었으나, 정작 시민이 책을
읽지 않고 투표하게 됨으로써 독서운동의 효과보다 독서의 의미와 가치가 흐
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2007년에 눈 여겨 볼 운동 방식은 작가 초청 선상문학체험이었다. 부산의
지역 특성을 살려 부산 앞바다 선상에서 25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작가 초청
행사를 하였다. 2009년까지 해운대모래축제와 연계하는 등 지역 축제와 연계
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고, 작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선상문학체험을 지속하
였다.
2010년 원북원부산 운동은 시작한 지 6년 만에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한 책’으로 선정되었다.20) 지역민의 이야기를 일 년 동안 읽으며, 공동체 구성
원과 토론하고 이야기의 장을 넓혀간다는 것은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취
지와 가장 부합하는 일이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공부방 이야기인 최수연
의 산동네 공부방 - 그 사소하고 조용한 기적은 지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
키며 나눔의 가치를 독서를 통해 환기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지역민의
따뜻한 이야기는 독서릴레이, 가족 독서골든벨, 북콘서트, 독서토론회 등 많
은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부산 시내 지하철, 대학가 북카
페와 시내 중심가 찻집을 ‘원북카페’로 정하여 역대 ‘한 책’을 비치하고 토론 공
간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2012년 원북원부산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서선정의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한 책’ 운동은 ‘한 책’의 선정 과정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엄격

20) 원북원부산 운동자료집(2010~2012), 부산광역시립도서관, 2013, 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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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해에는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후
보도서를 3단계에 심사를 거쳐, 시민 투표로 선정하였으며, ‘한 책’ 연계 행사
를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대학, 작은도서관,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 곳
곳에서 개최하여 독서문화행사가 공공도서관에서만 열렸던 한계점을 개선하
였다. 2011년까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시민투표를 실시한 결
과, 다수의 시민이 후보도서를 읽지 않고 투표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
를 개선하고자, 선정된 후보도서 163권을 운영위원과 실무추진단이 책을 읽
고 이틀간 토론을 거쳐 1차 후보도서 10권을 선정하고, 2월 한 달 간 274개 기
관에서 1,615명이 독서릴레이를 실시한 후, 후보도서 5권을 선정하였으며, 최
종 ‘한 책’은 951개 기관에 비치한 후보도서 5권을 읽은 부산시민 72,395명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한 책’ 독서릴레이를 강화하고자 지역 금융기관의
후원으로 5,000부를 추가 제작하여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 곳곳에 비
치하고, 연중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이 일 년 내내 책을 읽고 즐
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부산점자도서관의 지원으로 ‘한 책’ 점자도서
를 제작함으로써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운동을 2012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2012년부터 다음 해 ‘한 책’ 선정을 두고 교수, 교사, 사서 등 8명으로 이
루어진 ‘원북도서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매월 1회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 일 년 전부터 도서선정 작업을 추진하여 모든 후보도서는 반드시 책을
끝까지 읽고 선정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2013년 10년째를 맞는 원북원부산 운동은 운영윈원 41명, 실무추진단 31명
등 ‘한 책’ 운동을 실천하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예산과 인력 등에서 체계적
인 면모를 갖추었고, 10년 동안의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다양한 관련
독서프로그램이 안착하게 되었다. 원북원부산 운동 10년을 기념하여 독서에
세이집 책을 담다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독서운동에 참여한 사서들의 에세
이를 모은 것으로, 사서들이 저자가 되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책을 추천하
기만 하던 사서들이 책의 저자가 되어 봄으로써 책의 의미와 가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1년 전부터 선정위원회를 매달 열어 후보도서 목록을 축적해
왔기에 원북원부산 운동은 도서목록 자체에 자신감을 가지고, 단계별 후보도
서 목록을 만들고 이를 배포하여 시민이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
였다. ‘100권-50권-30권-10권-5권’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토론을 거쳐 후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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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엄선하는 과정에서 “왜 굳이 한 권만 읽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한 권
부터 시작하자”는 의미임을 확장된 도서목록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실제
2013년부터 공공도서관은 물론이고,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자치단체
등에서도 원북원부산 운동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목록을 참고하여, 책을 수
서하고 활용하였다. 이는 원북원부산 운동이 지역의 독서문화를 선도하는 위
치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2015년은 다른 지역의 ‘한 책’ 운동 관련 학술 연구에서 참고 사례로 제시할
만큼 성과가 큰 해였다.21) 1년 전인 2014년부터 후보도서 선정 작업에 들어가
100권-50권-30권-10권-5권으로 후보를 압축해 갔으며, 100권 목록부터 외부
에 공개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모든 선정 과정은 치열한
토론으로 진행했으며, 100권부터 후보도서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5권 선정 과정은 이틀간 진행했으며, 운영위원
44명과 실무추진단 36명이 참여하였다. 5권의 후보도서를 두고, 독서릴레이
를 통해 책을 읽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부산 지역의 중
견 시인인 최영철의 열 번째 시집 금정산을 보냈다가 선정되었다. 부산 시
민에게 모태와 같은 금정산을 소재로 한, 이 시집은 심포지엄을 통해 확인되
었듯 문학적으로 뛰어난 시편이면서 지역의 정서와 애환을 담아낸 시집이라
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부산에서 선정된 ‘한 책’ 중 시집이 처음이었고, 다
른 지역의 ‘한 책’ 운동에서도 시집이 선정된 사례는 없었다. 시집으로 토론하
고 독후감을 쓰는 것이 시민이 낯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북독서토론동
아리 연수를 하였으며, 시문학 전공자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열어 시민에게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알렸다. 2015년 부산은 ‘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가 주목 받았고, ‘한 책’의 저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이었기에, 통상
적인 행사에 머물지 않고, 공공도서관, 학교, 지역자치단체 등에서 일 년 내내

21) 윤유라는 ‘김해의 책’ 독서운동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적 특징을 담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참고 사례로 2015년 부산의 ‘한 책’사업에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시
인의 시집 금정산을 보냈다를 선정하였고, 이 시집이 지역적 색깔을 뚜렷이 담고 있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함께 즐기는 과정을 통해 낯선 시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이 같은
부산의 사례는 ‘한 책’ 사업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해 준 사례로 김해 뿐
아니라 다른 여타지역의 독서운동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윤유라, 앞의 논문, 18~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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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초청 강연과 토론회로 이어져 지역 기반의 독서운동으로 성과가 컸다.
2016년 원북원부산 운동에서 특기할 사항은 선정도서가 자연과학분야 도
서로 한국 최초 야생 영장류학자인 김산하의 비숲이 선정되어 자연의 아름
다움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원북독서토론동아
리는 지역에 뿌리를 내려 2016년에만 일반 58개팀, 학생 32개팀 합쳐 90개의
독서동아리가 운영되었으며, ‘한 책’ 연계 프로그램에 30개 기관이 공모 지원
할 만큼 규모 면에서 틀을 갖추게 되었다.22)

Ⅳ. ‘원북원부산’ 운동의 운영 현황과 개선점
1. ‘한 책’ 선정의 기준과 절차
‘원북원부산’ 운동이 2004년에 정한 ‘한 책’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23)
① 남녀노소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
② 사람들이 원북을 통하여 토론하기 좋은 책
③ 작가와의 만남, 심포지엄, 토론회(인터넷 북카페 포함),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연극, 낭송회, 퍼포먼스, 시화전, 영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기에 적합한 책
④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
⑤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책
⑥ 부산의 문화, 정서, 역사 등을 느낄 수 있으면 좋으나 필수적 사항은 아님
⑦ 디지털시대에서 사람들이 다시 책을 읽고, 느끼고, 향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⑧ 가급적 최근에 발간되어 감동과 함께 시의성도 있는 작품
⑨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을 참조함
⑩ 역사와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 시민단체의 도서목록을 참조함

2013년 평가회를 바탕으로 ‘한 책’ 선정 기준은 일부 수정되었으며, 구체적

22) 2017년은 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2018년은 진행 중이며, 연구자도 2016년 후보도서 선정
까지만 관여하고 운영위원장을 그만두었기에 내부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23) 원북원부산 운동자료집(2004~2009), 부산광역시립도서관, 2010, 34쪽 참조.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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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24)
① 남녀노소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
② 사람들이 원북을 통하여 토론하기 좋은 책
③ 작가와의 만남, 심포지엄, 토론회(인터넷 북카페 포함),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연극, 낭송회, 퍼포먼스, 시화전, 영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기에 적합한 책
④ 우리나라 및 우리 지역 작가의 작품
⑤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책
⑥ 부산의 문화, 정서, 역사 등을 느낄 수 있는 책
⑦ 디지털시대에서 사람들이 다시 책을 읽고, 느끼고, 향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⑧ 가급적 최근에 발간되어 감동과 함께 시의성도 있는 작품

원북원부산은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독서운동이다. 2004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④와 ⑥의 기준을 통해 우리 지역 작가의 책, 부산의 문화, 정서, 역
사 등을 느낄 수 있는 책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⑨와 ⑩의 기준
은 당연한 절차였기에 불필요하여 삭제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원북원부
산 운동 운영위원회의 자체 역량이 굳이 다른 목록을 참고하지 않아도 될 만
큼 강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책’ 운동의 취지에 맞는 선정도서 기준인지 검토하려면, 먼저 시카고에
서 처음 ‘한 책’ 운동을 시작했을 때, 책 선정 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시애
틀 시의 ‘시애틀 시민이 책 한 권을 같이 읽는다면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 프로젝트가 ‘한 책’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시카고 시
의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운동을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 책’이라는 이 독서
운동의 이름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25)
시카고 공공도서관은 시카고와 같이 크고 다원화된 도시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기보다는, 시카고 공공도서관

24) 원북원부산 운동자료집(2013~2014), 부산광역시립도서관, 2015, 31~32쪽.
25)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004, 49~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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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서들이 집중적 토론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추어 결정하도록
하였다.
① 시카고 시민들/사람들이 매일 다루는 보편적인 문제들을 반영한다
② 소설/비소설을 포함하여 다양해야 한다 (반드시 베스트셀러일 필요는 없다)
③ 다른 언어로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인쇄본으로 널리 구할 수 있어야 한다(도서관과 서점들이 수천 권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⑤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적합해야 한다
⑥ 시카고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
⑦ 프로그램들에 연결하기 쉬워야 한다 - 성인 독서토론 그룹, 작가의 방문, 연극,
영화, 전자도서 등
⑧ ‘도발적인 토론(provocative discussion)’을 불붙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첫해 선정된 하퍼 리(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
는 ‘시카고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편견
과 이해, 용서, 인종, 성별 갈등 등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와 관용’ 이라는 시카
고와 오늘의 세계에 관련된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되었
다.26)
원북원부산의 ‘한 책’ 선정기준은 첫해에 비해 2013년에 정리되었음에도 여
전히 복잡하며, 역대 선정도서와 선정 기준이 들어맞지 않고, 선정회의 과정
에서도 기준이 복잡하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청주의 ‘한 책, 한 도
시’ 운동의 도서선정위원회는 ‘한 책’의 선정 기준을 단순하게 “첫째, 되도록
청주의 지역적 특성을 지닌 책. 둘째, 다양한 연령층, 관심 계층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 셋째, 토론이 가능한 책”으로 제시하였다.27)
연구자는 시카고와 국내 여러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고, 5년 동안 선정과정
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 기준을 제안해 보려 한
26) 윤정옥, 앞의 논문, 50쪽 참조.
27)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책을 찾기
란 매우 어려웠고 특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책에 대한 조건이 가장 장애가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결국, 이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되 집착하지는 않으면서 융통성 있게 ‘좋은 책’을 선정하도록 하
였다.”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
정보학회지 42(1), 2008,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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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제안에도 선정 과정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① 성인, 청소년에게 적합한 책
- 기존 “남녀노소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에서 남녀노소는 유아나 아동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아나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운동으로 북스타트운동, 아침
독서운동 등이 있고, 독서교육의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에 ‘한 책’
운동은 그 주요 대상을 성인으로 하고,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실제 15년 동안 선정된 15권의 ‘한 책’ 중에서 아동에게 적합한 책은 첫해 선정
도서인 괭이부리말 아이들 말고는 없었음을 고려할 때, 대상을 성인과 청소
년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② 독서 이후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적합한 책(독서토론, 글쓰기, 저자와의 만남,
심포지엄, 문화프로그램, 연극, 영화, 낭송회 등)
- 2013년 평가회를 바탕으로 수정한, 8개의 ‘한 책’ 선정 기준 중에서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 ②와 ③의 기준은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③ 국내 저자의 책을 중심으로 하되, 부산과 연관이 있는 책
- ④와 ⑥을 합쳤다. ⑤에서 강조한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책’은 스테디셀러
가 시간이 검증한 책이기에 신간 위주의 ‘한 책’ 선정도서에서 실현되기 어려우
며 ⑧의 기준과도 모순된다.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는 판매량 기준이기에
이와 상관없이 책 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작가 초청 강연 등 여러
행사를 위해 국내 저자의 책을 선정하고, 이왕이면 부산과 연관이 있는 책을 우
선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부산과 연관이 있는 책으로 한정할 경우 후보도
서를 선정하기 어렵기에 이는 참고 기준 정도로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럼
에도 ‘부산과 연관이 있는 책’을 적시해야 하는 이유는 2010년 산동네 공부방｣,
2015년 금정산을 보냈다를 선정했을 때, 지역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공부방
을 운영했던 저자의 책과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의 시집이 선정되어, ‘한 책’ 운
동의 취지에 걸맞으면서도 저자가 참여하는 활동과 행사가 원활했기 때문이
다. 무엇보다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책이 구심점이 되어 토론과 행사에서
‘한 책’이 가지는 영향력이 컸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독서운동의 성격상
같은 지역에 저자와 독자가 공존한다는 것만으로 독서운동의 효과가 컸음을 경
험했다. 따라서 책의 본질적 가치를 우선하되, 그러한 책 중에서 부산과 연관이
있는 책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작업도 ‘한 책’ 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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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사회 구성원이 누구나 토론할 만한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 책
-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지역사회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독서운동이 소통을 중시하는 토론 중심의 활동이 중심이기에 특정 분야나 주
제를 다룬 책보다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책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합
하다.

교육청, 공공도서관, 지역자치단체 등에서 양서를 추천한다는 명분으로 선
정 주체가 정작 책을 숙독하지 않고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가 2012년
원북원부산 운동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되고, 처음 참여한 ‘한 책’ 선정회의도
같은 경우였다. 2012년부터 원북원부산 운동은 ‘반드시 읽고 선정한다’는 상
식적인 원칙부터 명확히 하고 시작하였다. 그해에는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
고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도서를 3단계에 걸쳐 엄중한 심사를 거쳐 책
읽는 시민의 투표로 선정하도록 진행하였다. 하지만 원북선정회의에서 200권
에 이르는 후보도서를 위원들이 제대로 읽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매달 토론 방식으로 책을 읽고 선정하는, 책 선정만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1년을 임기로 사서, 교사, 교수 등 8명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달 한 차례 모여 밤늦게까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서
로가 읽고 추천할 책을 가져와 토론하였다.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여 한 달에 1
회를 넘어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선정목록을 축적해갔다.
연말 원북선정회의에 선정위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2013년부터 원북선정회
의는 이틀에 걸친 치열한 토론식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표1>에 나타나
듯, 초기 선정도서는 모두 베스트셀러였다. 잘 팔리는 책을 선정하면 대중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양서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맞지
않으며, ‘한 책’ 선정기준을 고려해도 맞지 않는 책이 많았다.
원북선정회의에서 100권-50권-30권-10권-5권으로 후보도서를 압축해 갔으
며, 100권 목록부터 외부에 공개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모든 선정 과정은 치열한 토론으로 진행했으며, ‘한 책’이 최종 선정된 이후에
도 100권의 목록부터 후보도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책 선택에 도움
을 주고자 하였다. 처음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시작한 시카고와 국내 여러 지
역의 ‘한 책’ 운동이 그러했듯 ‘한 책’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책을 찾기 쉽
지 않았다.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준 항목을 줄이고, 이를 절대적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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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참고할 기준으로 삼아 선정을 진행해야 양질의 책을 선정할 수 있다.
‘한 책’ 선정 기준과 절차에서 앞으로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 책’
선정 기준을 단순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에 기준을 4항목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 첫째, 성인, 청소년에게 적합한 책. 둘째, 독서 이후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적합한 책(독서토론, 글쓰기, 저자와의 만남, 심포지엄, 문화프로그램,
연극, 영화, 낭송회 등). 셋째, 국내 저자의 책을 중심으로 하되, 부산과 연관
이 있는 책. 넷째, 지역사회 구성원이 누구나 토론할 만한 보편적인 주제를 다
룬 책.
다음으로, 책 선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대부분 사서, 교사, 교수, 문인, 언
론인 등이기에 평범한 시민 대표가 책 선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원북원부
산 운동은 15년의 운영 경험을 축적하여 ‘한 책’ 선정 절차가 체계적이고 공정
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원북독서토론 동아리에 꾸준히 참여한 시민이 선
정위원으로 위촉된다면 ‘한 책’ 운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역할을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책을 읽은 시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실무자의 인터뷰
결과 여전히 책을 읽지 않는 시민이 투표하는 성향이 두드러졌다. 원북운영위
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았으나 쉽지 않았
다. 만약, “반드시 읽고 추천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고, 시카고나 청주의 사례처럼 선
정위원들이 토론 끝에 ‘한 책’을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책’ 운
동은 독서운동이다. 독서 없이 ‘운동’만 남는다면 원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2. ‘한 책’ 중심의 독서토론 활성화
‘한 책’ 선정은 다른 어떤 기준보다 ‘토론에 적합한 책’이라는 기준이 우선되
어야 한다. 시카고에서 처음 ‘한 책’ 운동을 시작하며 선정기준으로 ‘도발적인
토론(provocative discussion)을 불붙일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독서토론은 독자가 독서한 내용을 두고 구성원과 서로 의견을 나누며
상호 작용함으로써 깊고 다양한 의미의 이해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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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일반적인 토론, 즉 논제에 대하여 긍정 측과 부정 측이 논거를 들어 자
신의 주장이 옮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반
박하는 활동과는 다르다. 이러한 토론은 ‘debate’나 ‘argument’에 가깝다. 독서
토론은 ‘discussion’에 가까우며, 이 단어는 우리말로 ‘토의’나 ‘논의’로 옮길 수
있다.28) 독서토론이 책 내용을 두고 구성원이 서로 해석과 이해, 판단을 나눈
다면 토의에 가깝고, 내용에서 논제를 끌어내어 서로 해석과 판단의 타당성을
논거 중심으로 주장한다면 토론에 가깝다. 요컨대, 독서토론은 토론 과정에서
토의(discussion)와 토론(debate)이 갈마들며, 토의의 끝이 토론의 시작이 되
기도 하고, 토론의 끝이 다시 토의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한 책’ 운동과 같은
공동체 독서운동에서의 독서토론은 함께 선정한 책을 읽고 각자의 반응을 공
유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책 내용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
고, 자신의 경험을 책 내용과 관련지어 우리 사회와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원북원부산 운동은 선정위원들이 매달 독서토론을 거쳐 후보도서를 선정하
는데, 자신이 추천하는 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를 두고 토의를 거쳐 후
보도서를 압축하고,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토론 방식으로 후보도서를 선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말 운영위원과 실무추진단이 모두 참석하여
이틀에 걸쳐 토론 방식으로 책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한 책’ 선정 과정을
독서토론으로 시작하여 한 해 행사도 토론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
다. “반드시 읽고, 읽은 후에 토론한다”는 생각이 독서운동 주체에서부터 뿌리
내려야 시민의 독서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2년에 원북독서토론동아리 42개 팀을 구성하였고, 2013년은 63개 팀,
2014년 66개 팀, 2015년 75개 팀, 2016년 90개 팀 등, 해가 갈수록 독서토론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독서토론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매년 2회 상반기와 하
반기로 나누어 5월과 9월에 원북독서토론동아리 연수를 하였으며, 매년 11월
에는 독서토론 동아리 전체가 참여하는 ‘원북독서토론회’를 열었다.
2015년 선정도서는 최영철의 시집 금정산을 보냈다이었고, ‘한 책’ 최초
로 시집이 선정되었기에, 독서토론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집
28) 독서교육사전에서도 ‘book discussion’을 ‘독서 토의’로 수록하고 있다.
한국어문교육연구소·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독서교육사전, 교학사, 2006,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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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독서토론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은 편견에 가까웠다. 예컨대, 원북독서
토론동아리 ‘부일 책마루’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에게 시를 통해 많은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주제로 시집에서 관련되는 주제의 시를 4편을 뽑
아 낭송하고, 이를 중심으로 독서토론을 함으로써 시집으로도 얼마든지 주제
중심의 토론이 가능함을 확인해 주었다.29)
향후 ‘한 책’ 운동에서 독서토론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자 한다. 먼저 공식적인 원북독서토론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예기치 않은 토론이 촉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한
다. 예컨대, ‘한 책’의 표지를 배지(badge)로 만들어 그해 ‘한 책’을 완독한 사
람에게 배포하고, 완독한 독자가 배지를 옷이나 모자, 가방 등에 부착한다면
학교, 직장, 카페, 공원 등지에서 독자들끼리 서로 배지를 확인하고 ‘한 책’에
관한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 독서토론도 시작은 책을 두고 나누는
대화이다. 가벼운 대화로 시작한 소통이 가족, 학교, 직장에서 진지한 토론으
로 이어진다. ‘한 책’ 운동은 공독(共讀)으로부터 출발한다. 지역 사회에서 많
은 사람이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공통의 책을 선정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
께 읽는 것이다. 같은 도시에 살고 같은 책을 읽되,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만나 서로의 다름을 기꺼이 인정하고 토론한다면, 그리하여 직장과 학교, 가
정에서 벗이나 동료 혹은 사제와 부모 자식이 서로의 생각을 내놓고 명징하게
대화하고 토론한다면, ‘한 책’ 운동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원북독서토론동아리 지도자를 대상으로 ‘독서토론의 이해와 실
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서토론 동아리 참
여자의 연수가 2회 열리지만, 그 내용이 행사에 그쳐, 실제 동아리 참여자들이
토론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좋은 책은 악보와 같아서 악
보가 같아도 연주자마다 연주가 다르듯, 독자마다 그 책을 수용하는 기대지평
은 자유롭게 열려 있어야 한다. 원북원부산 운동은 초기에 토론도움자료
(Discussion Toolbox)을 만들어 배포하였지만, 이는 자칫 토론의 다양성을 저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토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데 머물지 않
고, 독서토론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공공도서관에서 양성한다

29) 원북원부산 운동자료집(2015~2016), 부산광역시립도서관, 2017, 1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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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들이 ‘한 책’ 운동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견인하는 역할
을 담당할 것이다.

3. 홍보와 주요 행사
원북원부산 운동과 같은 공동체 독서운동은 그 운동의 성과가 홍보에 좌우
될 수밖에 없다. 원북원부산 운동이 여러 어려움에도 지금까지 시민투표 방식
을 지속하는 이유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다. 2015년의 사례를 보면, 3월에 13,649명의 시민이 투
표에 참여하였다. 운영위원회는 5월에서 12월까지 육교 현판(2회), 지하철 역
사 내 포스터 게시(108곳), 자치구내(13개), 현수막(54건)을 설치하여 선정도
서를 홍보했으며, 독서토론동아리 성인 55팀, 학생 20팀을 구성하여, 홍보에
활용하였다. 4월 21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지역의 유관 기관장을 초청하여
선포식을 열고, 이 행사가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홍보되는 역할을 하였다. 5
월에는 ‘한 책’ 도서교환전을 열어 역대 ‘한 책’과 읽은 책을 교환하는 행사로
홍보하였으며, 학교,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작은도서관, 원북카페 등을 중
심으로 6,714권의 선정도서를 배부하고 독서릴레이를 실행하였다. ‘한 책’ 연
계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을 통해 다양한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8,120명이
참여하였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행사를 통한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선정도서 금정산을 보냈다를 큰글자도서
1,180권, 점자도서 100부를 제작·배부하여 독서소외인30)이 ‘한 책’ 운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원북독서토론동아리 연수를 5월과 9월로
나누어 부산시민도서관에서 열었고, 지역 내 65개의 카페를 원북카페로 지정
하여 매장 내 도서코너 설치 공간을 마련하고 역대 ‘한 책’을 지원하였다. 7월
부터 9월까지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나누어 ‘한 책’ 독후감 955편을 응모 받
아 우수 독후감 41편을 시상하였고, 가을독서문화축제와 연계하여 홍보부스
를 부산의 중심가인 중구 광복로 일대에서 운영하였으며, 선정도서가 시집이

30) 공동체 독서운동도 독서진흥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독서문화진흥법은 제2조 ‘정의’에서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기본 계획 수립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밝혔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17.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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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에 시문학 관련 학자와 시인 등을 발표자로 하여 원북 심포지엄을 10월에
개최하였다. 11월에는 원북토론동아리 전체와 교사, 일반 시민 등 170명이 참
여하여 전체 독서토론회를 열었고, 토론회 이후 독후감 수상자를 발표하여 함
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원북원부산의 주요 행사 마무리는 12월 원북평가
회였다. 원북평가회는 운영위원, 실무추진단, 도서선정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
석하여 운영 성과를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토의한 후에 그 내용을
자료집에 수록하여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원북원부산 운동 홍보와 주요 행사는 큰 변화 없이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그해 원북원부산 운동을 시작하는 선포식이 지나치게 형식에 맞춰 진
행되고 있다. 시장, 교육감, 지역 언론사 사장 등을 중심으로 의전 위주의 행
사를 치르고, 참여한 시민도 기관이나 단체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많았다. 선
포식 장소도 닫힌 공간인 시청 대강당이어서 관 주도의 독서운동이란 이미지
를 시작부터 시민에게 심어주었다. 예컨대, 시민공원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한다면, 시민 중심의 독서
운동의 의미와 함께 홍보 효과도 클 것이다.
둘째, 홍보 면에서 방송과 언론, 디지털 매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
다. 원북원부산 운동 운영위원회에는 지역 방송과 언론 관계자가 매해 위원으
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단발성 기사가 나갈 뿐 ‘한 책’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 투표 대상의 최종 후보도
서 5권을 선정했을 때, 전문가 패널들이 참여하여 자신이 추천하는 책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팟캐스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원북원부산 관련 앱(App)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휴대 전화가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
는 지능형 단말기이다. 스마트폰에서 ‘원북원부산’을 검색하면 관련 앱이 나오
고, 이 앱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행사 알림 및 시
민의 의견 수렴에 활용한다면, 책과 멀어져가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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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선정되지 않은 최종 후보도서 4권의 책을 활용하는 행사가 필요하다.
모든 행사가 ‘한 책’에 집중되는 것은 ‘한 책’ 운동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연하
다. 그럼에도 원북원부산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책’ 선정 과정이 체계적이
고 공정하다는 것이다. 특히 100권 후보부터 목록을 공개하였고, 시민 투표에
부치는 최종 5권 선정은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일 년 동안 이루어진다. 따라
서 ‘한 책’이 지니는 구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한 책’ 운동이 ‘한 권만 읽
자’가 아니라, ‘한 권부터 시작하자’는 독서진흥 운동임을 관련 행사를 통해 알
릴 필요가 있다.

Ⅴ. 마무리
독서는 즐거운 행위이고, 이를 통해 자신이 성장하며, 책이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는 매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다. 삶이 우리에게
안기는 온갖 어려움과 영욕의 순간에도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고, 삶의 의
미와 가치를 공급해주는 힘이 독서에 있다. 독서가 저자와 독자의 가상 대화
라면, 같은 책을 읽고 다른 독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실제 대화이며, 일상의
독서라 할 수 있다. 인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미디어이자, 여전히 영향력
있는 미디어가 책이다. 미디어란 매체이며 동시에 ‘매개’를 뜻한다. 그래서 책
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지 못한다면 책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나라
는 성마른 도시화로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도시의 시민
공동체가 미처 형성되지 못했다.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애틀 시민이 책
한 권을 같이 읽는다면’이라는 생각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시애틀 공공도서관
은 소설책 한 권을 선정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읽도록 권장했다. 책을 읽은 사
람들은 독서 배지를 착용하였고 같은 책을 읽었다는 동질감에 지하철이나 공
원 등 공공장소에서 책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아가, 그 책
으로 토론회를 열고 학교 수업에 활용하면서 시민들은 독서에 관심을 두기 시
작했다. 한 권의 책을 공유하며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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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시카고 시의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를 시작으로 이 운
동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캐나다, 호주, 한국 등으로 옮겨갔다. 국내에
서는 2003년 서산의 시범 사례에 이어, 2004년 순천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독자
적으로 ‘한 책’ 운동을 추진하면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이 연
구는 독서운동으로서 ‘한 책, 한 도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15년째
를 맞은 부산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인 ‘원북원부산’ 운동을 개관하고, 그 현황
을 정리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과 관
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자의 경험과 관찰, 자료집을 중심으로 한 문
헌 연구, 실무자와 운영위원, 선정위원 대상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
하였다. 이론적으로 수용 가능해 보이는 비판과 대안이, 정작 운동의 실천 현
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숱하게 보았다. ‘원북원부산’과 같이, 관이 주도
하는 독서운동은 운영 기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예산과 인력의 부족, 상위
기관의 정책 방향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서산의 시범 사례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식 출범한 ‘한 책, 한
도시’ 운동인 원북원부산 운동은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로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서운동으로 뿌리 내렸다. 앞으로 ‘한
책’ 선정, 홍보와 행사 등에서 관성을 경계하여 끊임없이 개선하고 내실화하
며, 시민의 비판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 책 읽기가 일상화된 시민이라면, ‘한 책, 한 도시’와 같은 공동체 독서
운동이 ‘책’을 매체로 인식한다는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 오랫동안 정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으로 여겨졌던 독서 행위에서 벗어나 매체로서의 책에 관심을
두고 인류 가장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환기했으면 한다. 분
주한 일상으로 하릴없이 책과 멀어진 시민이라면, 이 운동에 동참하여 한 권
부터 읽기 시작했으면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함께 사는 사람과 책을 매개
로 소통하고 연대했으면 한다. 관 주도에, 한 책만 읽어라 말하는, 이 운동은
여전히 홍보 부족과 그보다 더 큰 이해 부족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책의 가
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헌신으로 ‘한 책’ 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원북원부
산 운동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다.31) 올해 15년째를 맞
은 원북원부산 운동은, 긴 연혁 때문에 지금까지의 운동을 개관하여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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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부족하나마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벅찬 연구였다. 앞으로 이
운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지금까
지 선정한 15권의 ‘한 책’이 공동체 독서운동의 취지에 적합한 책인지, 역대 선
정도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로, 이 논문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한다.

논 문 투 고 일 2018년 9월 30일
논 문 심 사 일 2018년 10월 17일
논문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13일

31) 이용재,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전략 - ‘원북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
관·정보학회지 39(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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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ne Book, One City’ as a Reading Movement
Lee, Kook-Hwan
This paper studied ‘One Book, One Busan’ movement to study case
studies after understanding ‘One Book, One City’ movement, which is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reading movement in Korea. In 1998, Seattle,
USA, the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 movement began. The
Seattle Public Library selected a book of fiction and encouraged all citizens
to read it together. The people who read the book talked about the book in
a public place, the discussion about the book, and the use of the book in
the classroom. By sharing a book, citizens naturally became community
conscious. Starting with Chicago's ‘One Book, One Chicago’, the reading
movement sprea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moved to Canada,
Australia, and South Korea. In Korea, following the pilot case of Seosan in
2003, the Suncheon City and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dependently spread the ‘One Book, One City’ movement in 2004,
centering on public libraries. This study understanding the ‘One Book, One
City’ reading movement and based on this, I studied 15 years ‘One Book,
One Busan’ movement. After summarizing the present situation, I proposed
improvement points. This study is a research study on four books which
summarized the ‘One Book, One Busan’ movement, reviewing the previous
research, as well as an empirical study I participated and observed in the
‘One Book, One City’ movement. The nature of the case study included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steering committee members, and book
selection committee members of the ‘One Book, One Busan’ movement. I
hope that this case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One
Book, One City’ Movement in Korea by complementing previou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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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theme ‘One Book, One City.
Key Word : ‘One Book, One City’, ‘One Book, One Busan’, ‘One Book’,
Reading Movement

110

석당논총 72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