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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 에서 운  되었던 독서마라톤 회의 황을 비교 분석하여 성과 향상을 한 과제를 

탐색하고, 더불어 향후 이 회를 용할 곳들을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목 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 

목  달성을 해 코로나-19 팬데믹 이 부터 2021년까지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한 공공도서  다섯 곳의 

황을 수집하여 그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다섯 곳의 공공도서 이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한 

평균 기간은 10년이었고, 한 해 동안 회 기간은 평균 5.87개월이었다. 한 완주 비율이 가장 높은 상은 

아동이었으며, 완주에 한 보상으로는 증서를 발 하고 출권수를 상향시켜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회 담당자들은 신청자 확보  증 , 도달한 거리 산정 등에 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마라톤 회 성과 향상을 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한 해결 방안도 제언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asks for improving performance skill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eading marathon competitions operated in public libraries, 

and to provide guidelines for institutions to operating of this competition in the future.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competition status information collected in 2021 for five 

public libraries operating reading marathon competitions from before the COVID-19 pandemic 

were collected and the cont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average period 

for five public libraries running a reading marathon was 10 years, and the average period for 

each year was 5.87 months. In addition, children had the highest rate of completion, and as 

compensation for completion, certificates were issued and the number of loans increased the 

most. However, the competition managers complained of difficulties in securing and increasing 

applicants and calculating the distance reached, so based on the analysis, they developed task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reading marathon from several different solution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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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기원  490년,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야에서 그리스의 티아데스(Miltiades)가 

침략해온 페르시아 군을 격 했을 때, 군 병사

가 약 40㎞를 달려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리스

의 승리를 알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다고 

한다(황 조, 1998). 육상의 한 종목인 마라톤

은 이 같은 고사에서 유래되어 1896년에 시작

된 근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

었으며, 재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있

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종목이라

고도 할 만큼 엄청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운동(권순 , 2014, 7)으로, 일반 으

로 인기 있는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역동 인 

장면이나 긴박감 같은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다. 물론 특별히 문 인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나 일상  참여 성격을 갖는다는 

이 근성을 높여주기는 해도, 고된 수련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자신의 한계와 고통에 부

딪히면서 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스포츠인 것이다(황 조, 2018, 2). 

이와 같은 마라톤의 특성은 꾸 한 독서 활

동을 해 요구되는 측면들과 비슷하다. 즉, 독

서는 가만히 앉아 책에 집 해야 하는 신체

․정신  활동이라서 2배의 의지가 필요하

다.  의지만으로 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

문에 어떤 책이든 어려워하지 않고 읽을 수 있

는 습 , 신체를 제한하고 집 하는 습 을 먼

 만들어야 한다(사이토 다카시, 2015, 68). 

따라서 국의 공공도서 들은 이미 오래 

부터 지역 주민들이 독서습 을 형성해 평생

의 독자이자 도서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해 독서문화진흥 련 로그램을 기

획  운 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 폰으로 표

되는 빠르고 편리한 미디어들의 등장과 보편  

사용은, 사람들로 하여  인쇄매체를 멀리하

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도서 에서의 도서 출이나 열람 비율도 계

속 어들고 있는데, 상 으로 독서의 필요

성과 가치는 더 높아졌기 때문에 공공도서

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독서 생활을 회복시키

기 한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독서마라톤 회는 최근까지 국

의 공공도서   학교도서 에서 극 으로 

도입  실천되던 북 큐 이션의 뒤를 이어, 

차 변을 넓 가고 있는 독서문화 로그램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 체를 

상으로 몇 개월 이상 운 을 해야 하는 로

그램이기 때문에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

지는 않은 상태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마라톤 회 운  

황을 비교 분석하여 성과 향상을 한 과제

를 도출해 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에 

착안해, 코로나-19 팬데믹 이 부터 2021년까

지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하고 있는 공공도서

 다섯 곳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 다. 따라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독서마라톤 회를 계획 

 운 하고자 하는 공공도서 에 시사 을 제

공해  것이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독서 생

활과 도서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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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문제  방법

본 연구는 공공도서 에서 운 되었던 독서

마라톤 회의 황을 비교 분석한 뒤 성과 향

상을 한 과제를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

하고, 향후 독서마라톤 회를 용하고자 하

는 공공도서  등의 기 들을 한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연구 목  

달성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

행하 다.

첫째, 이론  배경에서 독서마라톤의 개념을 

정립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이 부터 2021년까

지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한 공공도서  다섯 

곳을 선정하여, 총 회 운  기간, 1년  회 

기간, 구간 설정, 회 참여 방법, 참여 상  

신청자 수, 완주자 수  완주 비율, 완주자  

간 탈락자에 한 보상, 도 탈락자 방지  

참여 독려를 한 방안, 독서마라톤 회 운  

시 힘든 , 독서마라톤 회 활성화 방안을 비

교 분석하 다. 

셋째,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 향

상을 한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 인 해결 방

안을 모색해 제언하 다.

2. 이론  배경
 

2.1 독서마라톤

독서마라톤은 독서를 마라톤처럼 이어간다

는 데서 착안하여, 책을 1쪽 읽으면 1m 달린 것

으로 환산하여 주최 측에서 지정한 거리만큼 달

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독서 활동을 지속하는 

로그램이다. 독서마라톤은 리 알려진 독서

인증제와 유사한 성격의 독서 로그램으로서 

기본 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목표로 설정된 분

량의 책읽기를 끝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기획

된 독서 운동  하나이다(최 인, 2018, 4).

2022년 재 제17회째 빛고을독서마라톤 

회를 구나 쉽게 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로그램으로 운  인 주 역시 교

육연구정보원은, 회 목 을 범시민 독서운동

을 개하여 독서 기반 문화 심도시를 구축하

고 다양하며 지속 인 독서운동으로 책 읽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한 독서활동을 마라톤에 목시켜 독서 동기

를 유발시키고 범시민 독서 운동을 통해 독서

의 생활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  효과

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서마라톤 로그램은 지역 주민

의 독서흥미를 유발하여 자발 으로 책을 즐겁

게 읽으며 독서습 을 형성하고, 책과 평생 친구

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한 가정 내에서 

독서의 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독서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하며, 책에 

한 화를 나 는 등 서로의 독서 활동에 매제

가 되어  수 있다(이경란, 2013, 103).

독서마라톤 회는 완주 지 까지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몇 개월 이

상 운 되는 로그램으로 계획이 된다. 그러

나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 24시간 동안 혹은 정

해진 시간 내에 한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읽은 

뒤 총 페이지의 양을 합하거나, 한 권의 책을 여

러 사람이 돌려가며 읽는 릴 이의 개념으로 인

식되어 있다. 그 로 미국의 Pollard 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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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에서 주최한 ‘2020 Kerouac Marathon 

Reading’의 안내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목표

는 Kerouac의 첫 소설 500페이지를 주말 이틀 

동안 18시간에 걸쳐 읽는 것이며, 각 참가자는 

약 5분에서 7분 동안 연단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을 것이므로, 사용할 책이 비되어 있지만 

직  갖고 와도 된다.’고 되어 있다. 한 독서를 

장려하고 독서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하기 해 독서마라톤을 시작했다는 요르

단의 Abdul Hameed Shoman Public Library

의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행사 결과에 따르면, 

Jabal Amman과 Jabal Al Ashrafieh 두 분 에

서 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0명이 넘는 독

자가 참여해 총 25,986페이지를 읽었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독서마라톤은 읽은 페이

지를 거리로 환산해 주최 측이 지정해 놓은 기

간 동안 완주를 했는가에 한 여부로 단하

는 방식과,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을 

읽었는가를 통해 최종 성과를 단하는 방식으

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독서마라톤

이 어떤 방식이든 독자들이 끈기를 갖고 참여

해야 할 로그램이라는 , 마라톤 경기에서

처럼 페이스를 잘 조 해야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 결국 지역 주민들이 독서

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한  하나의 이벤

트라는 에서는 차이가 없다. 

2.2 선행연구

우리나라 공공도서 에서 독서마라톤 회

가 10년 넘게 운 되어 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국 여러 도시로 변이 확 되어 가는 추세

인 을 보면, 분명 독서마라톤 회는 공공도

서  운   독서문화진흥에 기여를 하고 있

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황에 비해 독서마라톤 

회의 운 과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수

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경란(2013)은 ‘공공도서  독서마라톤 

로그램이 독서량과 도서  이용 빈도에 미치는 

향’ 연구를 통해, 독서와 마라톤을 목하여 

개발 운 한 공공도서 의 독서진흥 로그램

이 독서 활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참여자를 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독서마라톤 로그램의 만족도

가 높은 사람들이 독서량이 증가되고 도서  

이용 빈도가 더 많았고, 독서마라톤 참여 이후

에 가족들과 책에 한 화가 더 많아지는 등 

독서마라톤 로그램이 독서 활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최 인(2018)은 ‘ 등학교 1학년 학생의 독

서마라톤 참여 경험에 한 연구’를 통해, 2017

년 북 주 소재 공립 등학교에서 실시한 

독서마라톤에 참여한 등학교 1학년 학생들 3

명, 학부모 3명, 교사 2명의 경험과 향을 탐색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독서

마라톤  학생들은 한자리에서 목표한 분량의 

책을 쌓아 두고 읽는 방식으로 독서를 진행하

고 많이 읽기 해 쉬운 책을 고르고 되도록 

빨리 읽으려 노력하 다. 둘째, 독서마라톤  

이루어진 독서 행 는 독후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독서와 련된 소통도 부재하 다. 셋

째, 연구 참여자들이 독서마라톤  보 던 집

 독서의 주된 동력은 ‘상을 받고자 하는 욕

구’ 고 시상식이 이루어진 후 그 효과는 격

히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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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숙(2020)은 ‘온라인 독서커뮤니티 참여

자들의 미메시스 실천 사례에 한 연구: <빛

고을 독서마라톤>과 <독서마라톤 걷기편>을 

심으로’에서, 루서가 제시한 텔 마틱 정보사

회의 ‘창조  상상’과 벤야민의 미메시스 이론

을 토 로 독서마라톤 참가자들의 디지털 미디

어 활용 방식과 미메시스  실천 양상을 조명

하 다. 그 결과 독서 활동이 디지털 기술의 발

에 힘입어 사이버 공간으로 확 되었고, 온

라인 독서마라톤 로그램은 독서 주체들이 서

로 소통하면서 사회  연 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독서 운동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

해 보면, 독서마라톤 로그램은 개인의 독서

량을 증가시킨 것은 물론이고 도서  이용 빈

도도 높여주는 등 독서 활동에 정 인 향

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 독서 이후 가족들

과 책에 한 화를 더 많이 하는 등,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사회  연 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독서 운동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도 지니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고 나면 독서에 한 집 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결과를 통해서는, 

보상이 없더라도 독서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이 주 처가 되어 독서

마라톤 회를 운 한 곳들만 상으로 선정했

다는 , 코로나-19 팬데믹 이 부터 2021년까

지 운 한 곳만을 상으로 황을 비교 분석

했다는 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이 이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이 주 을 하고 있으나 코로

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운 을 시

작한 곳과 공공도서  이외의 기 이 운 한 

독서마라톤 회에 한 사례는 포함시키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넓은 범 의 연

구는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독서마라톤 회 운  황 비교

독서마라톤 회 운  황은 상으로 선정

한 공공도서  다섯 곳을 심으로 비교 분석

하 다. 분석을 한 항목 구성은 체육 회 운

 실태를 분석하기 해 강한나(2007)가 구성

한 설문 문항 가운데 ‘체육 회 로그램 구성 

 계획’, ‘연간 실시 횟수’, ‘학생, 학부모, 교사

의 참여 태도’, ‘체육 회의 효과’, ‘체육 회의 

평가’를 독서마라톤 회에 용해 ‘독서마라톤 

회 운  기간’, ‘ 회 기간’, ‘구간 설정’, ‘ 회 

참여 방법’, ‘참여 상  신청자 수’, ‘완주자 

수  완주 비율’, ‘완주자에 한 보상’, ‘ 도 

탈락자에 한 보상’, ‘ 도 탈락자 방지  참

여 독려를 한 방안’, ‘독서마라톤 회 운  

시 힘든 ’, ‘독서마라톤 회 활성화 방안’에 

한 항목으로 나 어 각각 분석하 다. 

분석을 한 자료는 2022년 2월 13일부터 5

월 4일까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각 도

서 의 담당자에게 직  요청하여 수집하 으

며, 각 도서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도 추가

로 참고하 다. 그 가운데 운  기간은 각 공공

도서 들이 독서마라톤 회를 시작한 년도부

터 2021년까지를 기 으로 삼았으며, 회 기

간과 구간 설정, 참여 방법은 2021년 한 해 동

안의 내용을 심으로 정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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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 상  신청자 수, 완주자 수, 완주자

에 한 보상, 도 탈락자에 한 보상, 참여 

독려를 한 방안에 해서는 매해 운  기간 

동안의 결과를 심으로, 독서마라톤 회 운

 시 힘든 과 독서 마라톤 회 활성화 방안

에 해서는 담당자들이 직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 다.

3.1 비교 상 공공도서

독서마라톤 회 운  황 비교 상으로 

선정한 공공도서 은 총 다섯 곳으로, 경기도

의 A시립도서 , 경상북도의 D구립도서 , 

라북도의 J시립도서 , 라남도의 Y시립도서

, 제주특별자치도의 W도서 이다. 운  

황 비교 상으로 선정한 다섯 곳의 도서  외

에도, 재 우리나라에서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하는 곳은 주 역시교육연구정보원, 정

읍시립도서 , 부천시립도서 , 안양시립도서

, 증평군립도서  등이 있다. 그러나 2005년

부터 독서마라톤 회를 시작해 2022년 재까

지 우리나라에서 독서마라톤 회를 가장 오래 

운 하고 있는 주 역시교육연구정보원은 공

공도서 이 아니기 때문에 상에서 제외했고, 

그 외 네 곳은 2020년부터 회를 시작했기 때

문에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속에서 운 했던 

2년 동안의 황만 갖고 있다는 한계 이 있었

다. 따라서 그 이 부터 독서마라톤 회를 운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환경에서는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해서

도 분석할 수 있는 황을 갖고 있는 공공도서

 다섯 곳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3.2 운  기간

비교 상인 다섯 곳의 공공도서  에서 

독서마라톤 회를 가장 오래 운 한 곳은 경

상북도의 D구립도서 과 제주특별자치도의 W

도서 으로, 두 곳은 2009년에 시작해 2021년

까지 각각 13년 동안 지속하 다. 이어서 라

북도의 J시립도서 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그 외 경기도의 A시립도서 과 라남도

의 Y시립도서 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각

각 7년을 운 하 다. 따라서 다섯 곳의 공공도

서 이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한 평균 기간은 

10년이었다. 다음의 <표 1>은 이상의 내용을 정

리한 것이다.

3.3 회 기간

2021년 한 해 동안 독서마라톤 회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경기도의 A도서 으로, 총 8

순번 도서 운  기간

1 A시립도서 2015년-2021년, 7년

2 D구립도서 2009년-2021년, 13년

3 J시립도서 2012년-2021년, 10년

4 Y시립도서 2015년-2021년, 7년

5 W도서 2009년-2021년, 13년

<표 1> 운  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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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도서 회 기간

1 A시립도서 2021. 3. 4.(목) - 10. 31.(일), 8개월

2 D구립도서 2021. 4. 1.(목) - 8. 10.(화), 4개월 10일

3 J시립도서 2021. 3. 2.(화) - 9. 30.(목), 7개월

4 Y시립도서 2021. 4. 1.(목) - 9. 30.(목), 6개월

5 W도서 2021. 5. 1.(토) - 8. 31.(화), 4개월

<표 2> 회 기간 비교

개월에 걸쳐 운 되었다. 이어서 라북도의 J

시립도서 은 7개월, 라남도의 Y시립도서

은 6개월, 제주특별자치도의 W도서 은 4개월

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운 되었으며, 경상북

도의 D구립도서 은 행사 종료가 월 말이 아닌 

10일이라는 차이 이 있었다. 결론 으로 다섯 

곳의 공공도서 이 2021년 한 해 동안 운 했던 

독서마라톤 회의 기간은 평균 5.87개월이었

다. <표 2>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4 구간 설정

독서마라톤 회의 구간은 개인과 단체의 2

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다만 경상북도

의 D구립도서 은 개인 부문만 있었으며, 단체

의 경우는 경기도의 A시립도서 과 라북도

의 J시립도서 처럼 그 기 을 인원으로만 구

분 지은 곳, 라남도의 Y시립도서 처럼 가족

을 포함시킨 곳, 제주특별자치도의 W도서 처

럼 독서 동아리 등의 동아리를 단체의 개념으

로 용하는 곳도 있었다. 이어서 종목은 개인

과 단체에 따라 다른 코스를 설정해 두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평균 으로 개인이 4개 

종목, 단체가 2.25종목이기 때문에 독서마라톤 

회는 단체보다는 개인을 한 종목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종목별 거리를 살펴

보면 라북도의 J시립도서 처럼 개인  단

체 모두 풀코스(42.195㎞)를 완주 지 으로 설

정한 곳도 있지만, 그 외 도서 들은 개인의 경

우 하  코스(21.097㎞) 이하를 최종 도착 지

으로 설정을 한 차이가 있다. 한 단체의 경

우는 참여 인원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A시

립도서 처럼 완주 지 을 더블 풀코스(84㎞)

로 설정한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

도 D구립도서 과 라남도의 Y시립도서 은 

종목을 거리로만 구분을 지은 반면, 그 외 세 

곳의 공공도서 들은 ‘걷기 코스’, ‘단축 코스’, 

‘책 심도시 코스’, ‘시작 코스’, ‘도  코스’, ‘열

정 코스’와 같이 별도의 이름을 붙여 구분하기

도 했다. 다음의 <표 3>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3.5 회 참여 방법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하는 도서 들은 참

가 신청과 독서 분량  감상평을 기록할 수 있

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었다. 따라

서 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독서마라톤 

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참가 신청

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비교  간단하

다고 할 수 있다. 한 본격 인 참여와 완주를 

해서 독서 일지에 감상평을 기록해야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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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도서 부문 종목

1 A시립도서

개인

걷기 코스(5㎞)

단축 코스(12㎞)

하  코스(21㎞)

단체

(2인 이상 6인 이하 개인 회원 신청, 

가족 회원 신청 불가)

풀코스(42㎞)

더블 풀코스(84㎞)

2 D구립도서 개인

등 1-3학년 3㎞

등 4-6학년 5㎞

학생 이상, 성인 7㎞

등생-성인 하 코스(21.097㎞)

3 J시립도서

개인

3㎞

5㎞

10㎞

하  코스(20㎞)

‘책 심도시’ 코스(30㎞)

풀코스(42.195㎞)

단체
2-4인

‘책 심도시’ 코스(30㎞)

풀코스(42.195㎞)

5인 이상 풀코스(42.195㎞)

4 Y시립도서

개인

3㎞

5㎞

7㎞

10㎞

가족/단체
21.098㎞

42.195㎞

5 W도서

개인

시작 코스(3㎞)

도  코스(5㎞)

열정 코스(10㎞)

동아리
하  코스(20㎞)

풀코스(40㎞)

<표 3> 독서마라톤 구간 설정 비교

인정되거나 추가 인정이 되는 곳들은, 그 부분

에 한 설명과 시를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다음의 <표 4>는 각 공공

도서  별 독서마라톤 회 참여 방법을 정리

한 것이다.

3.6 참여 상별 신청자 수  완주 비율

3.6.1 A시립도서  참여 상별 신청자 수  

완주 비율

경기도 A시립도서 이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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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도서 회 참여 방법

1 A시립도서

∙도서  정회원 가입  회원증 발

∙도서  홈페이지에서 독서마라톤 회 참가 신청

∙ 회 기간 내 출하여 반납 완료된 도서의 페이지 수+ 독서 감상평 기록 추가 인정

2 D구립도서

∙도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참가 신청

  - 신규 회원: 신상정보 정확하게 기재하여 회원 가입

  - 통합 회원: 로그인(통합 미인증자는 인증 후 로그인)

∙독서마라톤 메뉴 클릭

∙참가 신청

∙신청서 작성

∙책을 읽은 후 마라톤 일지를 홈페이지에 주기 으로 작성

3 J시립도서

∙독서마라톤 홈페이지 속 후 회원 가입

∙참가 신청

∙홈페이지 상의 일지에 당일 독서 분량의 감상평 기록

4 Y시립도서
∙도서  홈페이지 독서마라톤 메뉴에서 참가 신청

∙책 1권 완독 후 독서 일지 작성

5 W도서
∙‘책섬 제주’ 홈페이지 속 후 회원 가입

∙독서마라톤 참가 신청

<표 4> 독서마라톤 회 참여 방법

신청자 수는 1,558명이었고, 그  완주자 수는 

854명으로 최종 완주 비율은 54.8% 다. 신청

자 수  완주자 수를 참여 상별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7년 동안의 아동 신

청자 수는 905명이었고 완주자 수는 526명으로 

최종 완주 비율은 58.1% 다. 한 청소년은 

신청자 수가 61명에 완주자 수가 30명으로 최

종 완주 비율이 49.1% 고, 성인은 신청자 수

가 583명에 완주자 수가 291명으로 최종 완주 

비율은 49.9%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 A

시립도서  독서마라톤 회의 신청자 수와 완

주자 수, 완주 비율이 가장 높은 상은 아동이

었다. 

이어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신청

자 수 합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회가 시

작된 2015년 이후 2017년까지는 매년 신청자 

수가 증가하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차 감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 팬

데믹이 본격 으로 시작된 2020년 이후에는 다

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가장 많

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A시립도서 의 독서마라톤 회 담당자의 

답변에 따르면, <표 5>에 정리한 바와 같이 연

도별 상별 신청자 수와 완주자 수, 완주 비

율에 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2015년의 경

우 A시립 J도서 에서만 운 하던 것을 2016

년부터 A시립도서  체로 범 를 확장했기 

때문이었다. 한 어린이의 경우 부모님의 권

유와 지속 인 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  

완주 비율이 높았으나, 청소년들은 학업에 많

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독서량을 유지하

기 어려웠을 것이며, 성인은 평소 독서량이 많

은 이용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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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참여 상 신청자 수(명) 완주자 수(명) 완주 비율(%)

2015

아동 42 26 61.9

청소년 6 2 33.3

성인 38 22 57.8

합계 86 50 58.1

2016

아동 103 37 35.9

청소년 5 3 60

성인 73 27 36.9

합계 181 67 37

2017

아동 133 69 51.8

청소년 6 3 50

성인 68 36 52.9

합계 207 108 52.1

2018

아동 124 83 66.9

청소년 6 1 16.6

성인 58 46 79.3

합계 188 130 69.1

2019

아동 106 57 55.3

청소년 3 3 100

성인 51 23 45

합계 170 83 48.8

2020

아동 165 75 45.4

청소년 8 1 12.5

성인 84 47 55.9

합계 257 133 51.7

2021

아동 232 179 77.1

청소년 27 14 51.8

성인 211 90 42.6

합계 469 283 60.3

총계 1,558 854 54.8

<표 5> A시립도서  참여 상별 신청자 수  완주 비율

3.6.2 D구립도서  참여 상별 신청자 수  

완주 비율

경상북도 D구립도서 이 독서마라톤 회

를 운 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 동안

의 총 신청자 수는 21,873명이었고, 그  완주

자 수는 7,685명으로 최종 완주 비율은 35.1%

다. 이어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신청자 수 합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회

가 시작된 2009년에는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

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거나 답보 상태를 보이

다가 2021년에는 다시 년 비 300명가량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완주자 수와 

완주 비율이 년 비 하락한 해도 있지만, 꾸

히 증가하여 2019년과 2021년에는 신청자의 

반 이상이 완주했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D구립도서 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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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참여 상 신청자 수(명) 완주자 수(명) 완주 비율(%)

2009 합계 2,214 314 14.1

2010 합계 2,074 397 19.1

2011 합계 1,987 485 24.4

2012 합계 1,823 572 31.3

2013 합계 1,824 712 39

2014 합계 1,659 801 48.2

2015 합계 1,812 610 33.6

2016 합계 1,756 668 38

2017 합계 1,692 524 30.9

2018 합계 1,327 659 49.6

2019 합계 1,381 752 54.4

2020 합계 1,009 502 49.7

2021 합계 1,315 689 52.3

총계 21,873 7,685 35.1

<표 6> D구립도서  참여 상별 신청자 수  완주 비율

료에는 참여 상별로 신청자 수와 완주자 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체 결과만 분석할 수 있

었다.

3.6.3 J시립도서  참여 상별 신청자 수  

완주 비율

라북도 J시립도서 이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의 총 

신청자 수는 16,539명이었고, 그  완주자 수는 

5,098명으로 최종 완주 비율은 30.8% 다. 신청

자 수  완주자 수를 참여 상별로 살펴보면, 

아동 신청자 수는 1,330명이었고 완주자 수는 

642명으로 최종 완주 비율은 48.2% 다. 한 

청소년은 신청자 수가 5,253명에 완주자 수가 

1,743명으로 최종 완주 비율이 33.1% 고, 성인

은 신청자 수가 2,407명에 완주자 수가 406명으

로 최종 완주 비율은 16.8% 다. 따라서 라북

도 J시립도서  독서마라톤 회의 신청자 수와 

완주자 수가 가장 많은 상은 청소년이었고, 완

주 비율이 가장 높은 상은 아동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참여 상에 한 통계가 락되었거

나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2012년부터 2015

년까지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어서 J시립도서 은 타 도서 들과는 달

리 공무원을 별도 상으로 구분하고 있었는

데, 신청자 수는 386명이었고 완주자 수는 126

명으로 완주 비율은 32.6% 다. 한 2019년도

부터는 참여 상에 단체가 추가되었는데, 2021

년까지 신청자 수는 28명이었고 완주자 수는 

16명으로 완주 비율은 57.1% 다. 아동과 청

소년은 2016년도에 신청자가 가장 많았다가 

차 하락세를 보이더니 2021년도에 다시 증

가하 고, 성인은 2017년에 가장 많은 신청자 

수를 보이다가 이후 반 이하로 어들더니 

2021년에 다시 약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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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참여 상 신청자 수(명) 완주자 수(명) 완주 비율(%)

2012

아동

세부 자료 없음 세부 자료 없음 -
청소년

성인

공무원

합계 1,187 296 24.9

2013

아동

세부 자료 

없음

98

-

청소년 163

성인 91

공무원 28

합계 380

2014

아동

세부 자료 없음

352

-
청소년 333

성인 105

공무원 19

합계 3,159 809 25.6

2015

아동

세부 자료 없음

275

-
청소년 285

성인 91

공무원 26

합계 2,253 677 30

2016

아동 569 165 28.9

청소년 1,313 344 26.1

성인 235 61 25.9

공무원 42 18 42.8

합계 2,159 588 27.2

2017

아동 536 148 27.6

청소년 987 292 29.5

성인 966 60 6.2

공무원 98 28 28.5

합계 2,587 528 20.4

2018

아동 180 86 47.7

청소년 652 249 38.1

성인 213 53 24.8

공무원 66 21 31.8

합계 1,111 409 36.8

2019

아동 206 98 47.5

청소년 804 324 40.2

성인 273 65 23.8

단체 14 7 50

공무원 57 20 35

합계 1,354 514 37.9

<표 7> J시립도서  참여 상별 신청자 수  완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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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수 합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회

가 시작된 2015년 이후 2017년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8년도에는 년 비 50% 이상 

신청자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행히 2021년도에는 1,500명 까지 회복이 되었

지만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4년도에 비

하면 반밖에 안 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추

세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향이라기보다는 인

쇄 매체에 한 심 하락과 읽기 방식의 변화

에 따른 결과라고 단된다.

J시립도서 의 독서마라톤 회 담당자의 

답변에 따르면, <표 7>에 정리한 바와 같이 연

도별 상별 신청자 수와 완주자 수, 완주 비율

에 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완주자에게 주

어지는 보상 때문이었다. 특히 청소년이 신청

자 수와 완주자 수, 완주 비율에서 다른 상을 

압도한 이유는 완주 여부를 학생기록부에 기록

해 주기 때문이었다. 즉, 도서 에서 주는 보상 

외에 학교에서도 실 으로 인정을 해  것이 

독서마라톤 회에 한 청소년들의 심과 참

여를 높 다는 것이다. 

3.6.4 Y시립도서  참여 상별 신청자 수  

완주 비율

라남도 Y시립도서 이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7년 동안의 

신청자 수는 1,891명이었고, 그  완주자 수는 

648명으로 최종 완주 비율은 34.2% 다. 신청자 

수  완주자 수를 참여 상별로 살펴보면, 아동 

신청자 수는 400명이었고 완주자 수는 170명으로 

최종 완주 비율은 42.5% 으며, 청소년 신청자 

수는 272명에 완주자 수가 41명으로 최종 완주 

비율이 15%, 이어서 성인은 신청자 수가 1,092명

에 완주자 수가 390명으로 최종 완주 비율은 

35.7% 다. 따라서 라남도 Y시립도서  독

서마라톤 회의 신청자 수와 완주자 수가 가장 

많은 상은 성인이었고, 완주 비율이 가장 높

은 상은 아동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시 기록 

리 보존표’에 따른 보존 기간 경과로 결과 확

인을 못한 2015년도를 제외한 2016년부터 2021

년까지 6년 동안의 내용만을 분석한 것이다. 

이어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신청

자 수 합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회가 시

연도 참여 상 신청자 수(명) 완주자 수(명) 완주 비율(%)

2020

아동 125 57 45.6

청소년 714 297 41.5

성인 241 53 21.9

단체 3 3 100

공무원 55 18 32.7

합계 1,138 431 37.8

2021

아동 250 88 35.2

청소년 783 237 30.2

성인 479 114 23.7

단체 11 6 54.5

공무원 68 21 30.8

합계 1,591 466 29.2

총계 16,539 5,09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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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2015년 이후 2018년까지는 매년 신청자 

수가 증가하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차 감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2021년에는 

2020년의 2배 이상이자 역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하 다. 따라서 Y시립도서 의 추세 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다.

Y시립도서 의 독서마라톤 회 담당자의 

답변에 따르면, <표 8>에 정리한 바와 같이 연

도별 상별 신청자 수와 완주자 수, 완주 비율

에 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도서  주변 주

민 분포도의 차이 때문이었다. 한 참여 상 

 청소년의 회 참가 비율이 낮은 이유는 독

서마라톤 회가 진학 등 진로와의 련성이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아동  청소년은 

학부모의 지도나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경

연도 참여 상 신청자 수(명) 완주자 수(명) 완주 비율(%)

2015

아동

세부 자료 없음 세부 자료 없음 -청소년

성인

합계 127 47 37

2016

아동 57 19 33.3

청소년 38 4 10.5

성인 128 34 26.5

합계 223 57 25.5

2017

아동 42 13 30.9

청소년 35 8 22.8

성인 157 60 38.2

합계 234 81 34.6

2018

아동 62 23 37

청소년 46 14 30.4

성인 222 77 34.6

합계 330 114 34.5

2019

아동 76 29 38.1

청소년 44 7 15.9

성인 195 63 32.3

합계 315 99 31.4

2020

아동 44 19 43.1

청소년 31 2 6.4

성인 136 61 44.8

합계 211 82 38.8

2021

아동 119 67 56.3

청소년 78 6 7.6

성인 254 95 37.4

합계 451 168 37.2

총계 1,891 648 34.2

<표 8> Y시립도서  참여 상별 신청자 수  완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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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따라 인원이 달라지는 경향도 높다고 진

단했다. 이어서 완주자 수는 완주에 한 보상

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한 

단 여부가 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3.6.5 W도서  참여 상별 신청자 수  

완주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W도서 이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 동안

의 총 신청자 수는 6,112명이었고, 그  완주자 

수는 1,741명으로 최종 완주 비율은 28.4% 다. 

아동  청소년, 성인의 신청자 수  완주자 수

에 한 분석은 달받은 통계 자료의 미비로 

실시할 수가 없었으며, 동아리의 경우 총 신청

자 수는 1,413명이었고 완주자 수는 562명으로 

완주 비율은 39.7% 다. 

이어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신청

자 수 합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회가 시작

된 2009년 이후 2011년까지는 매년 신청자 수가 

50명가량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계속 감소세 다. 이후 2019년까지는 다시 증가

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 으로 시작된 

연도 참여 상 신청자 수(명) 완주자 수(명) 완주 비율(%)

2009

아동

391

37

-청소년 6

성인 19

동아리 117 20 17

합계 508 82 16.1

2010

아동

379

41

-청소년 14

성인 16

동아리 174 61 35

합계 553 132 23.8

2011

아동

470

59

-청소년 8

성인 20

동아리 137 25 18.2

합계 607 112 18.4

2012

아동

342

59

-청소년 8

성인 20

동아리 94 42 44.6

합계 436 129 29.5

2013

아동

255

46

-청소년 8

성인 26

동아리 178 49 27.5

합계 433 129 29.7

<표 9> W도서  참여 상별 신청자 수  완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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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참여 상 신청자 수(명) 완주자 수(명) 완주 비율(%)

2014

아동

258

37

-청소년 10

성인 22

동아리 152 18 11.8

합계 410 87 21.2

2015

아동

247

44

-청소년 13

성인 22

동아리 37 18 48.6

합계 284 97 34.1

2016

아동

321

62

-청소년 22

성인 30

동아리 61 33 54

합계 382 147 38.4

2017

아동

349

28

-청소년 7

성인 19

동아리 51 22 43.1

합계 400 76 19

2018

아동

371

41

-청소년 10

성인 60

동아리 48 39 81.2

합계 419 150 35.7

2019

아동

374

32

-청소년 10

성인 61

동아리 73 59 80.8

합계 447 162 36.2

2020

아동

560

38

-청소년 13

성인 84

동아리 161 109 67.7

합계 721 244 33.8

2021

아동

382

48

-청소년 13

성인 66

동아리 130 67 51.5

합계 512 194 37.8

총계 6,112 1,741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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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2019년보다 100명가량이 감소하

고,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신청자 수와 완주자 

수가 두 배 이상 많아졌다.

W도서 의 독서마라톤 회 담당자의 답변

에 따르면, <표 9>에 정리한 바와 같이 연도별 

상별 신청자 수와 완주자 수, 완주 비율에 

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종목 선택을 잘못해 

완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음 해에는 종목을 

변경해 다시 도 해서 완주를 했기 때문이었다. 

한 어린이들의 완주 비율이 높은 이유로 독

서  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상 으

로 많은 , 독서의 요성에 한 인식이 높은 

보호자들의 독려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3.7 완주자에 한 보상

독서마라톤 회 운  결과 분석 상이었던 

다섯 곳의 도서  가운데 네 곳은 완주자에 

한 보상으로 완주 증서를 발 하고 출권수를 

상향시켜 주고 있었다. 특히 A시립도서 과 J

시립도서 , W도서 은 출권수를 년도의 2

배로 상향시켜 주는 방법으로 완주자들이 독서

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A시립도서 과 D구립도서 , Y시립도

서 , W도서 은 완주자들에게 메달과 함께 별

도 선정자들에게는 시상을 통해 상패  기념품

을 주기도 하 다. 한 J시립도서 은 공무원 

신청자들에게 상시학습 시간을 최  20시간까

지 인정해 주고 있었고, 더불어 시에서 주최한 

독서  행사에 우선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도 제공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W도서 에서

는 연체 시에도 바로 출을 할 수 있는 구제 

쿠폰을 증정하는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보상 제도가 독서마라톤 

순번 도서 완주자에 한 보상

1 A시립도서

∙완주 증서 발   메달 수여

∙ 출권수 상향(10권→20권)

∙한국도서 회 주  ‘책 읽는 가족’ 상패  증서 수여

2 D구립도서

∙완주 증서 는 완주 메달 부여

  ※ 회 신청 시 본인 선택

∙종목별 3명 총 12명 D구청장상

3 J시립도서

∙완주 증서 발   메달 수여

∙ 출권수 상향(30권→60권)

∙2021 주독서  청 강연 등 로그램 참 여 우선권 배부

∙ 주시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최  20시간)

4 Y시립도서

∙완주 증서 발   독서기록일지 제작 지

∙ 출권수 상향(5권→7권)

∙우수 완주자 시상(훈격: 시장)

5 W도서

∙완주 증서 발

∙완주 기념품 증정

∙ 출권수 상향(2배)

∙연체 구제 쿠폰 증정

∙우수 완주자 시상(훈격: 시장)

<표 10> 완주자에 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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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완주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독서마라톤 회에서 완주를 

하려면 최소 3천 페이지 이상을 읽어야 하기 때

문에, 이미 독서를 좋아해서 평소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완주자 

부분도 그런 이용자들일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면, 출권수를 상향해 주는 것이 독서마라톤 

회를 완주하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겠다. <표 10>은 독서마라톤 

회 완주자에 한 보상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8 도 탈락자에 한 보상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하고 있는 다섯 곳의 

공공도서 들은 도 탈락자에 한 보상을 별

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다음의 <표 11>은 

독 탈락자에 한 보상 여부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3.9 도 탈락자 방지  참여 독려를 한 방안

독서마라톤 회에 신청한 사람이 도에 탈

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독려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곳은 경상북도의 D구립

도서 과 라남도의 Y시립도서 , 제주특별

자치도의 W도서 이었다. 그 가운데 D구립도

서 은 신청자들에게 완주 독려 문자를 보냈고, 

Y시립도서 은 SNS 홍보 이벤트를 실시해 선

정된 사람들에게 선물을 지 함과 동시에 회

를 알리는 방안으로도 활용하고 있었으며, W

도서 은 신청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독려 

문자를 발송하고 사서들이 도서를 추천하며 서

평 강의도 운 을 하는 등 세 가지의 방안을 활

용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12>는 각 공공도서

들이 갖고 있는 독서마라톤 회 도 탈락

자 방지  참여 독려를 한 방안들을 정리한 

것이다.

순번 도서 도 탈락자에 한 보상

1 A시립도서 없음

2 D구립도서 없음

3 J시립도서 없음

4 Y시립도서 없음

5 W도서 없음

<표 11> 도 탈락자에 한 보상

순번 도서 도 탈락자 방지  참여 독려 방안

1 A시립도서 없음

2 D구립도서 완주 독려 문자 발송

3 J시립도서 없음

4 Y시립도서 SNS 홍보 이벤트 실시

5 W도서
∙사서 추천 도서 안내
∙서평 강의 운
∙주 1회 문자 독려를 통한 도 탈락자 방지

<표 12> 도 탈락자 방지  참여 독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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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독서마라톤 회 담당자 인터뷰

3.10.1 독서마라톤 회 운  시 힘든 

독서마라톤 회 담당자들은 회를 운

하면서 힘든 으로 ‘신청자 확보  증 ’, ‘홈

페이지의 안정성 확보’, ‘ 회 종결 후 결과 집

계’를 꼽았다. 이상의 답변 내용은 각 공공도

서 이 가장 을 두고 있거나 재 어려움

을 느끼고 있는 측면들이겠지만, 결국 독서마

라톤 회가 성공 으로 운 되기를 바라는 

모든 곳들이 공통 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

이다. 다음의 <표 13>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10.2 독서마라톤 회 활성화 방안

독서마라톤 회 담당자들은 ‘ 내 학교와의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운 ’, ‘완주자에 

한 혜택 강화’, ‘ 상별 완주자 보상’, ‘온라인  

오 라인 등 극 인 홍보’, ‘SNS를 활용한 홍

보와 완주 독려’, ‘ 도 탈락자들에게 재 기회 부

여’ 등을 회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이 방안들은 모두 회 신청자 수를 확보하

거나 증 시키기 한 것으로 <표 13>에 정리한 

독서마라톤 회 운  시 힘든 을 해소하기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4>는 

각 공공도서  독서마라톤 회 담당자들이 제

안한 활성화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순번 도서 독서마라톤 회 운  시 힘든 

1 A시립도서 신청자 확보  증

2 J시립도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를 운 하다 보니 네트워크 장애나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속 오류가 발생할 경우 참여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3 Y시립도서
독서문화 활성화라는 운  취지에 맞게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매년 가장 힘든 이며, 성취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함. 

4 W도서

독서마라톤을 운 하는 동안 오류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홈페이지

의 안정성이 요하며, 일지 작성이 마감된 후 결과 집계와 인정 외 

사항을 수작업으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 힘들다.

<표 13> 독서마라톤 회 운  시 힘든 

순번 도서 독서마라톤 회 활성화 방안

1 A시립도서
내 학교와 연계하여 수업의 형태로 운 하며, 련한 이벤트  강연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J시립도서
회 종료 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완주자에 한 혜택 부분에서 아쉬움

을 느낀 의견이 많았습니다.

3 Y시립도서
온라인  오 라인 홍보, SNS 홍보 이벤트 등을 시행하여 완주 독려, 

상별 완주자 보상을 시행한다면 행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4 W도서

극 인 홍보 활동과 지속 인 운 으로, 완주하지 못한 참가자들이 다음 

해에 다시 참여하여 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 14> 독서마라톤 회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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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공공도서 에서 운 되었던 독서

마라톤 회의 황을 비교 분석한 뒤 성과 향

상을 한 과제를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

하고, 향후 독서마라톤 회를 용하고자 하

는 공공도서  등의 기 들을 한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는데 목 이 있었다. 이에 연구 목  

달성을 해 코로나-19 팬데믹 이 부터 2021

년도까지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한 공공도서

 다섯 곳을 선정하여, 총 회 운  기간, 1년 

 회 기간, 구간 설정, 회 참여 방법, 참여 

상  신청자 수, 완주자 수  완주 비율, 완

주자  간 탈락자에 한 보상, 도 탈락자 

방지  참여 독려를 한 방안, 독서마라톤 

회 운  시 힘든 , 독서마라톤 회 활성화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

와 함께 과제를 도출하 다.

첫째, 황 비교 상으로 선정한 다섯 곳의 

공공도서 이 독서마라톤 회를 운 한 평균 

기간은 10년, 연  회 기간은 평균 5.87개월

이었다. 그런데 연  회 기간이 길수록 참가

자들의 완주 비율 한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에 한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둘째, 독서마라톤 회 구간은 개인과 단체 

2개 부문으로 개인 부문은 평균 4개 종목, 단체

는 평균 2.2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가장 짧은 구간은 3㎞, 가장 긴 구간은 84㎞

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개인 부문의 경우 

42.195㎞를 완주해야 하는 곳은 한 곳 뿐이었

다. 이상과 같이 설정된 구간 별 거리는 결국 

참가자들이 독서 후 감상문을 써서 제출해야 

할 분량을 뜻하기 때문에, 부담을 낮추면서 완

주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

황이었다. 

셋째, 독서마라톤 회에 가장 많이 참여한 

상은 각 공공도서 마다 아동, 청소년, 성인

으로 달랐으나 완주 비율은 아동이 가장 높았

다. 따라서 개인과 단체 모두 참가자 수와 함께 

완주 비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넷째, 완주자에 한 보상으로는 완주 증서

를 발 하고 출권수를 상향시켜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상에도 최  

완주 비율은 50%를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재의 보상 체계가 완주 비율에 어느 정도 기여

를 하는지, 참가자들이 원하는 보상과 일치를 

하는지에 한 조사와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

황이었다. 

다섯째, 각 공공도서 의 연도별 상별 독

서마라톤 회 신청자 수와 완주자 수, 완주 비

율에 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

믹은 독서마라톤 회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지 않았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독서마라톤 회는 공

공도서 의 입장에서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운 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따라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되어 지역 주민들의 독서 

생활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출된 

과제들의 해결을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독서마라톤 회 참가자들의 완주 비

율은 회 기간이 길수록 높았다. 따라서 연구 

상 공공도서  다섯 곳의 회 평균 기간인 

5.87개월을 고려해 독서마라톤 회는 최소 6

개월 이상 운 하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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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독서마라톤 회 구간 완주는 참가자

들의 독서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참가

자들이 회 기간 동안 충분히 완주할 수 있는 

구간 설정이 필요한데, 문화체육 부에서 발

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연간 종합 독서량은 성인이 5권, 등학생이 

67권, 학생이 24권, 고등학생이 13권이다. 따

라서 성인을 한 도서 1권의 평균 200페이지

라고 한다면 5권을 읽었을 때 1,000페이지이기 

때문에 마라톤 거리로는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실태를 반 해 개인 부문

의 경우 완주를 한 최소 코스를 1㎞로 설정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셋째, 독서마라톤 회에 참가  완주를 한

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 큰 동기와 함께 의지

가 따라야 하는 일이다. 한 참가자 본인이 페

이스 메이커의 역할도 해야 한다면 부담은 더 

커진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인 개개인의 동

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 내 

학교나 직장 등과 연계하여 단체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의 장 이라면 선생님

이나 장 등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담당할 분

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제 역할만 해  수 

있다면 완주 비율 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독서마라톤 회에는 이미 독서습 을 

갖춘 우수 이용자들이 반복 으로 참여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완주 증서나 

출권수 상향이 매력 인 보상으로 느껴지지 않

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참가자들이 원하

는 보상은 무엇인지 조사한 뒤 반 을 한다면, 

모든 상의 참여 동기가 향상되면서 신청자 

수와 완주자 수도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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