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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마포구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독립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 및 제시

독립서점은 현재 정확한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좁은 의미로는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서점’에서 넓은 

의미로는 ‘대형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문화컨셉과 개성을 기반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서점’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대형·인터넷, 중·소형 서점과 구별하기 위해 규모 또는 판매하는 책, 서적 

판매 이외에 서점에서 하는 활동 등으로 독립서점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한다. 독립서점이 일반 서점과 가장 차이

를 보이는 부분은 독립출판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 큐레이션을 통해 책을 선별하여 판매한다는 점이며, 이 외에

도 다른 업종과 서점이 융합되어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서점공간에서 기획

되어 진행되고 있는 점이 독립서점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독립서점은 지역 문화와 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끼친다. 독립서점은 문화소비자를 유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문화 소비에 적극적인 성향이 강한 20~30대는 독립서점의 주 고객층으로 매년 독립서점을 이용하는 인원은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독립서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독립서점에 대한 언급이 증가

하고 있으며, 독립서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독립서점은 지역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역

할을 제공한다. 독립서점에서 진행하는 문화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에게도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독립서점 공간은 카페,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 독립서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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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독립서점은 대부분 홍대, 합정, 망원, 연남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며 

각각의 컨셉과 개성을 가지고 활동

마포구의 독립서점은 2010년대 초반 서서히 발생하였다. 초기에는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서점들이 점차 독립서

점으로 발전을 하였고 각각의 서점들은 다양한 형태로 서점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큐레이션을 제공하였다. 

주로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망원동, 성산동, 합정동 지역에 입지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서 떨어져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작은 공간을 가지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독립서점은 서점과 함께 카페, 스튜디

오 등이 접목된 형태로 기존의 일반 서점과 다른 모습의 운영 형태를 보였으며, 서점 운영자는 서점 운영 이외에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출판, 책 관련 콘텐츠 제작, 작가 등 출판 및 서점과 

관련된 업종에서 종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독립출판물과 특정 분야의 책을 다루며 점차 일반 서적, 분야의 

확장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는 출판과 관련된 업체와 관계자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독립서점은 여전히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마포구 독립서점 분포 

마포구 독립서점 정책은 능동적이며 출판사와 서점을 보호할 수 있고 지역 독립서점의 운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연계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본 과제는 마포구 독립서점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기존에 마련한 지역서점 조례

의 내용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제안하였으며, 두 번째는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독립서점을 

보호 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독립서점의 운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독립서점의 서적을 

지역에서 우선 구매하고 인증제를 통해 독립서점의 신뢰성과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독립서

점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하며, 다섯 번째는 

독립서점과 지역 관련 기관·조직의 유기적 연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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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업 개요

1 ∙ 과업 배경 및 목적

1) 과업 배경 

◦ 문화·관광 및 산업경제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독립서점에 대한 관심 증대

‐ 기존과 차별성을 가지는 새로운 경관을 바탕으로 공간 소비 

‐ ‘소확행’이라는 젊은층의 새로운 소비형태와 부합 

◦ 마포구의 기존 자산을 바탕으로 차별성을 가진 독립서점 다수 분포 

‐ 지역 문화 거점공간으로 지역 문화트렌드 등 생산

‐ 마포구 인쇄·출판 산업의 한 축으로 산업·경제적 가치 생산

◦ 독립서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여 문화·관광 및 산업 정책에 적극적인 활용 어려움

◦ 마포구 관광·산업자원으로서 독립서점의 특성 파악 및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 독립서점 지원 및 활용을 위한 특성 파악

‐ 독립서점 관련 정책방향 제시 

2) 과업 목적

◦ 마포구 독립서점의 특성 파악

◦ 지역 내 독립서점의 유형 및 현황 분석

◦ 독립서점과 관련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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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일대 

‐ 독립서점이 밀집하여 입지하고 있는 망원, 연남, 서교, 합정 등을 중심으로 독립서점의 특

성 파악

2) 내용적 범위 

◦ 마포구 독립서점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독립서점의 입지 특성

◦ 독립서점의 유형 및 활동 모습

◦ 독립서점 관련 정책 제언

3) 시간적 범위 

◦ 2020년 3월 ~ 2020년 11월(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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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1) 과업 내용

◦ 마포구 독립서점의 현황 및 여건 파악

◦ 마포구 독립서점 특성 분석

◦ 독립서점 관련 정책 제언

2) 과업 수행 흐름도 

◦ 독립서점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를 위한 수행 흐름도

[그림 1-1] 마포구 독립서점 특성과 정책방향 과제 흐름도



01 과업 개요 5

3) 추진 연혁

◦ 마포구 독립서점 특성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경위

구분 경위 주요내용

’20.03.25. 착수보고 ∙ 독립서점 특성과 정책방향 과제 착수보고

’20.08. 현장 조사

∙ 마포구 독립서점 운영 실태 조사  
∙ 마포구 독립서점 분포 현황 파악
∙ 독립서점 유형 조사
∙ 독립서점 활동 형태 조사

’20.09. 종사자 인터뷰

∙ 독립서점 활동 
∙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 독립서점의 향후 전망
∙ 독립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 독립서점에서 공공의 역할
∙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
∙ 공공에게 바라는 점

’20.11.17. 최종보고
∙ 마포구 독립서점 관련 정책방향 제시
∙ 정책 추진 시 고려 사항 논의

[표 1-1] 마포구 독립서점 특성과 정책방향 과제 수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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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독립서점 모습

1 ∙ 서점 환경 변화

1) 서점 시장 규모의 감소

◦ 종이책 시장의 규모 감소 및 독서인구의 꾸준한 감소

‐ 영상 및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로 종이책 시장 규모 감소

‐ 성인 독서율1)은 2013년 71.4%에서 2019년 52.1%로 약 20%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독서인구의 감소 추세 

‐ 종이책 독서율이 2017년 59.9%에서 52.1%로 감소한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같은 기간 

14.1%에서 16.5%로 2.4% 증가

단위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그림 2-1] 국내 독서율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2017 2019 2017 2019

전체 6,000 59.9 52.1 14.1 16.5 3.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국민독서실태조사

[표 2-1] 국내 도서 매체별 이용률 변화

1)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독서인구 비율



02 독립서점 모습 9

◦ 오픈마켓,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등의 공격적 마케팅

‐ 성인 종이책 구입처는 시내 대형서점(39.4%)이 가장 많으며, 인터넷 서점·쇼핑몰(30.0%), 

동네 소형서점(9.0%) 순

‐ 서적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년 16,818억 원에서 2019년 18,587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2)

‐ 온라인 서점은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서적 검색과 구매가 편리하다는 

점이 소비자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 

‐ 중·소형서점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물리적 제약을 지닌 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와 

대형서점, 온라인서점과의 공급률 차별 정책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문제로 어려움 발생

단위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그림 2-2] 국내 도서구입처 현황

◦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은 증가하고 중소형 서점은 운영난과 서점 수의 축소

‐ 전국 서점 수는 2005년 3,429개에서 2017년 2,050개로 지속적으로 감소

‐ 전체 서점에서 500평 이상 규모와 100~500평 미만 규모의 대형 서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각각 0.9%, 6.7%에서 2017년 1.3%, 13.5%로 증가

‐ 반면에 20평 미만의 소형 서점은 같은 기간 전체 서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9%에서 

27.5%로 대폭 감소

‐ 2000년 이후 대형 온라인서점의 지점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동네서점, 지역서점이라고 불

리는 중소형 서점이 대거 몰락

2)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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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년 2009년 2013년 2017년

서점수 비율 서점수 비율 서점수 비율 서점수 비율

500평 이상 32 0.9% 43 1.5% 34 1.5% 26 1.3%

100~500평 미만 230 6.7% 244 8.6% 284 12.2% 277 13.5%

50~100평 미만 280 8.2% 317 11.1% 339 14.5% 247 12.0%

20~50평 미만 1,108 32.3% 1,056 37.1% 887 38.0% 922 45.0%

20평 미만 1,179 51.9% 1,186 41.7% 787 33.8% 563 27.5%

계 3,429 100% 2,846 100% 2,331 100% 2,050 100%

자료 : 뉴스페이퍼, 2019, [도서정가제 기획 특집] (1)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종복 회장 “서점과 책의 미래 생각해야”

[표 2-2] 국내 서점 현항(2005~2017)

2) 도서정가제의 도입

◦ 정부는 중소형서점을 살리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도서정가제를 도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부터 시행

‐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마련

‐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현금 할인 10%+간접 할인 5%)로 제한

◦ 긍정적인 변화

‐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간의 비중이 늘어나고, 과도한 할인 판매가 중단

‐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중소형서점으로부터 도서구입을 활성화

◦ 부정적인 변화

‐ 구간3) 판매가 위축되어 출판사와 서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서, 현행 도서

정가제의 허점을 이용한 제휴카드 청구할인 등 우회적 방법이 성행

‐ 서점으로 볼 수 없는 사업체가 공공기관의 도서 납품에 참여

‐ 도서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독서 수요를 확대 창출하기 위한 노력 미흡

3) 예전에 나온 책을 의미하는 한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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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진흥법 주요 개정내용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4.5.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삭제 <2014.5.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2]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표 2-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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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서점 분야의 탄생과 성장

◦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과도한 가격 경쟁은 멈추었으나 서점의 서적 판매 감소

‐ 온라인 서점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이루어진 할인 판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도서정가

제 이후의 책값을 비싸다고 인식

‐ 도서정가제 시행 직전 서점들의 광폭 할인 행사는 소비자들의 책값에 대한 인식을 더 부

정적으로 만듦

‐ 전반적으로 도서 구입이용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온·오프라인의 서적 판매가 급감하는 모

습 나타남

‐ 서점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지역 중소형 서점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계획

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서점 환경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형 서점의 생존을 위한 차별화가 필연적으로 발생

‐ 중소형 서점들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

점이나 대형 서점과 차별화를 시도

‐ 서점 공간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 제공 시도

‐ 서점마다 개성을 가진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방문객이 독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립서점 등장 및 성장

[그림 2-3] 독립서점의 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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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독립서점 분류

1) 독립서점의 성장 배경

◦ 2014년 도서정가제 시행 전후로 서점업계의 큰 변화 발생

‐ 온라인 서점의 급격한 성장은 도서 구매패턴의 전환을 유발하여 오프라인 서점의 위기를 

초래

‐ 새로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할인판매 경쟁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유통환경 조성

‐ 새로운 유통환경은 ‘특성화 서점’이라는 유형의 서점을 탄생시켜 개인 서점들이 각각 개

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마을서점, 독립서점으로 발전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서 문화, 

감성, 체험 등의 요인의 중요성 증대

‐ 소비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감성,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강화

‐ 물리적,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소비에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 가치가 높은 소비를 원

하는 소비자 증가

‐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전시, 공연, 정보제공 등과 더불어 소비

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공간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서점 공간 변화

‐ 독립서점은 차별적인 공간 활용을 적용하여 특정 콘텐츠를 제공하고 특성화된 독창성과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주목

2) 독립서점의 정의 및 특성

(1) 서점의 유형과 분류

◦ 서점의 유형은 상품판매 경로, 규모, 운영방식 등에 의해 분류

‐ 서점의 상품판매 경로에 따라 오프라인서점과 온라인서점으로 구분

‐ 서점의 규모에 따라 대형서점과 중소형서점으로 구분

‐ 독립서점은 규모상 중소형서점에 포함되나 운영방식에서 기존 서점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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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물리적 

공간 유무
규모 입지

도서 
보유

특징

오프라인

대형
서점

필요
200평 
이상

시내 중심가 대량
- 높은 집객효과
- 도서, 문구, 기기 등 문화상품 및 

콘텐츠 종합 유통

중소형
서점

필요
200평 
미만

지역 중심가 중소량
- 주로 학교 인근 입점
- 주로 도서만 취급하나, 차이가 있음

온라인 불필요 없음 없음 대량
- 할인 판매, 편리한 택배 서비스 등
- 도서, 교육, 지식 포탈 등 종합지식 

정보제공

자료 : 김효선(2014)

[표 2-4] 서점의 유형

(2) 독립서점의 정의와 특징

◦ 독립서점의 일반적 정의

‐ 대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개인이 운영하는 서점

‐ 외부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개별적 소유나 경영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서점

‐ 지역 서점, 동네서점, 동네 책방, 작은 책방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하게 통

용된 명칭과 용어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기존 중소형서점과 차이

‐ 지역 서점은 오프라인서점에서 대형서점을 제외한 것으로 소규모의 매장을 갖추고 전국 

곳곳에서 소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서점(김효선, 2014)

‐ 독립서점은 지역서점과 다르게 출판물을 직접 생산하고 운영자의 선택에 따라 선별된 서

적을 다루는 점에서 운영방식의 차이

‐ 소량의 책이 큐레이션 되어 판매되고 독립출판물4)을 제작 또는 유통

‐ 일부는 펍, 카페, 공연장, 전시장 등 다른 업종과 함께 운영하는 형태를 갖춤

‐ 독서 모임, 세미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

4) 독립된 자본과 독립된 출판 시스템으로 만든 출판물로 개인 또는 소규모팀이 기획부터 유통까지 출판의 과정을 담당하는 출판물(구선아·장원호, 
2018) 독립서점은 독립출판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유통경로인 동시에 확산경로로서 역할을 수행. 보통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 
실험적인 출판, 상업성이 없는 출판, 문화 운동의 일종으로 진행하는 춮판, 문화 이슈를 다루는 소규모 자가 출판 등을 의미. 2007년 이후 
독립출판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는 출판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를 다루는 서점이 생기면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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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출판물을 다루고 운영자에 의해 큐레이션되는 책의 판매는 독립서점만의 특성을 구축

‐ 운영자의 큐레이션에 따라 책들이 구성되어 기존의 서점들에서 찾기 어려운 책들이 발견

되고 재평가 됨

‐ 특화된 주력 분야의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문서점의 역할을 수행5)

‐ 기존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없는 독립출판물을 다루어 상업성의 이유로 일반적인 유통망

을 통해 출판되지 못하는 독립출판물을 소비자들에게 제공

‐ 책을 매개로 문화기획, 전시, 교육, 강연, 모임 등을 활발히 제공하여 서점 공간을 문화공

간화

◦ 독립서점은 책을 매개로 문화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는 서점

‐ 책을 매개로 공간과 사람을 연결

‐ 사람들의 문화적 다양성 욕구에 부응

‐ 책을 구매하는 소비자 선택지 확장

‐ 서점을 문화공간화

‐ 독자들의 습관적 방문 도출

자료 : 구선아·장원호(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그림 2-4] 독립서점의 개념 및 특징

5) 사진책 전문서점, 인문학 전문서점, 여행 전문서점, 동화책 전문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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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독립서점이 지역에 미치는 주요 영향

1) 문화소비자의 유입 증가

◦ 독립서점을 이용한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독립서점을 이용해 본 인원은 14년 1만 3천여 명에서 18년 5만 명으로 점차 증가(신한

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 독립서점의 이용계층은 20~30대가 전체의 79%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

‐ 독립서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새로운 관심 상승 및 긍정적 이미지 형성 

자료 : 이코노믹리뷰, [서점 新풍속도] 책만 팔던 시대는 지났다(2020.02.19.)

[그림 2-5] 서점에 대한 인식 변화

2) 지역 커뮤니티의 강화

◦ 지역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서점과 지역의 지속적인 교감 시도

‐ 미국 독립서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는 서점을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하고 직원이 직접 손님에게 책을 추천하며 건네주는 핸드 

셀링(Hand-selling)을 통해 감성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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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책 추천을 넘어 대화를 목적으로 고객과 교류하며 지속적인 관계 추구

‐ 국내 독립서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독서인들이 모이도록 유도

서점 프로그램명 내용

책방사춘기 일상의 작가

-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및 성인을 대상
- 읽고 쓰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 감정을 

끌어내어 상상력과 문학적 기법으로 창작
- 창작 과정을 공유하고 가족과 소통

책방연희

나의 첫 
독립출판물 

만들기

- 독립서점, 글에 관심있는 사람들 대상
- 독립출판 기획, 콘텐츠 다듬기, 제작/가제본 

인쇄방법알기, 서지작성 및 유통방법, 홍보

북토크
- 다른 독립서점과 연계하여 북토크 진행
- 독립출판 작가들을 중심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자리 

마련

타샤의책방

이야기가 있는 
커피파티

- 성인 대상
- 커피 역사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커피 시음 행사

그림책 만들기
- 아이들 대상
-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재미있는 내용을 

동화책으로 제작

[표 2-5] 독립서점의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3) 서점의 문화복합공간화

◦ 책을 매개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공간으로 서점을 구성

‐ 카페, 펍, 공연장, 편집샵을 서점과 함께 운영

‐ 책을 주제로 하는 전시, 스터디, 세미나, 작가와의 대화 등을 진행하고 공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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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서점의 문화복합공간화

4) 젠트리피케이션

◦ 서점이 지역 명소화되고 관심을 끌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

‐ 독립서점이 입지하고 지역명소화 됨에 따라 지역에 대한 관심 주목

‐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가·임대료의 상승 및 상업자본의 유입 발생

‐ 지역 특성을 형성한 형성주체들이 지역을 이탈하고 지역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

[그림 2-7]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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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외 사례분석

1 ∙ 해외 사례

1) 프랑스

(1) 일반 현황

◦ 프랑스에서 독립서점은 한국의 독립서점과 개념적 차이

‐ 출판사나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작은 서점을 의미

‐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서점은 ‘대형 문화상품 판매 공간’으로 분류하여 대형문화상품 판매 

공간 내에 대형체인서점이 포함

‐ 대형서점은 문화상품 판매 공간으로 분류되어 서점에서 제외

‐ 시민들은 서점뿐만 아니라 잡지판매점, 클럽, 가판대 등을 책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

◦ 서점의 규모, 출판 능력 등을 기준으로 레벨 분류

‐ 레벨 1은 대형서점 및 체인서점이 포함

‐ 레벨 2의 서점은 작은 중소 규모서점이며 독립서점도 레벨2에 포함

‐ 레벨 3은 서적을 파는 소규모 매장이나 마트, 문구점, 소규모 도서 판매대 등이 해당

‐ 서점의 거래액, 서점의 상징성, 서점 운영자의 협상 능력 등이 서점 평가대상에 포함

‐ 프랑스의 독립서점은 약 2500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

◦ 다양한 유통경로에 의해 도서 유통채널 중 서점의 유통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

‐ 2018년 프랑스 내 전체 책 판매액은 2017년에 비해 0.63% 감소

‐ 거대 유통망을 보유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아마존, 대형 체인서점으로 인해 독립서점

의 운영이 어려움

◦ 독립서점의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정부의 개입

‐ 도서정가제를 엄격하게 유지하여 서점 생태계의 보호 도모

‐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한 반 아마존 법의 제정

‐ 국가 및 민간단체의 광범위한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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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서점 지원 사례

◦ 프랑스 국립도서센터

‐ 출판사, 서점, 도서관 등 책과 관련한 다양한 업체 및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서점 창업 및 인수, 문화행사, 도서자산 구축, 프랑스어 도서 해외 판매 지원 등 다양한 사업 

활동

‐ 독립서점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해 ‘모범서점 인증 라벨 제도’ 지원 정책 추진

◦ 공공에서의 지원과 별개로 독립서점을 살리기 위한 민간에서도 지원사업 진행

‐ 서점창업개발협회(ADELC)는 독립서점의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역 간 도서연맹(FILL)은 지역단위 독서 활동 지원

‐ 독립서점협회(SLF)는 서점관측소를 창설하여 각 독립서점의 입고, 판매, 회전율 등 서점운

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

① 모범서점 인증 라벨 제도

◦ 국립도서센터가 독립서점 중 모범이 되는 서점을 선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

‐ 독립서점의 질적 측면 향상과 지역문화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 2007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법을 개정

‐ 2009년 첫 시행하여 직업세 등 면세 혜택 및 지원 혜택 제공

◦ 모범서점 인증 라벨 충족 요건

‐ 신간 도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

‐ 매출의 1/8 이상을 서점 직원 보수로 지출

‐ 오프라인 서점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

‐ 일반서점의 경우 6,000권 이상의 서적, 전문서점의 경우 3,000권 이상의 서적을 보유

‐ 주기적인 주민 문화 활동을 시행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점은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국립도서센터장 이름으로 자격 부여

◦ 모범서점 혜택

‐ 모범서점으로 선정되면 3년간 자격 유지

‐ 서점 입구에 라벨을 붙여 홍보 가능

‐ 인증서점 검색 사이트에서 지역, 분야 등으로 서점 검색 및 연락처, 사진 등 서점 관련 정

보 제공

‐ 세금 혜택

‐ 도서공급업체로부터 금액할인과 미판매도서 반환기간의 단축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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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점관측소

◦ 2015년 프랑스 서점 협회에서 설립

‐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 공유 시스템

‐ 서점 운영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 일일 구매, 판매, 반품 등의 데이터가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는 가입에 동의한 독립서점

들에게 공유

◦ 정보 제공 방식과 내용

‐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서점이 관측서비스에 가입

‐ 가입한 서점의 정보를 서점 협회에서 데이터 집계 후 제공

‐ 입고, 판매, 반품, 재고보유량, 재고 기간, 이익률, 회전율 등의 정보를 제공 및 공개

‐ 날짜, 배포자 등 필터링을 거쳐 데이터 검색이 가능

‐ 제공되는 자료는 도표 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화

◦ 독립서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점

‐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제 지표를 표시, 비교 가능

‐ 각 독립서점의 판매를 모니터할 수 있고, 책의 재고 여부를 확인하여 서점의 효율적인 운

영을 지원

자료 : 서점관측소 홈페이지 (http://www.observatoiredelalibrairie.com)

[그림 3-1] 프랑스 서점운영정보공유시스템(서점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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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1) 일반 현황

◦ 미국 서점 시장 현황

‐ 미국 서점 시장은 아마존 등 온라인서점이 성장하고 전자책 시장이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종이책 매출액 등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

‐ 미국의 독립서점은 체인 서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서점을 의미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독

자적인 운영을 하는 특징을 가짐

◦ 독립서점 수는 꾸준히 증가

‐ 독립출판으로 출간된 도서는 2017년 100만 종 이상으로 2016년보다 30만 종 이상 증가6)

‐ 미국서점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독립서점 수는 2009년 1,651개에서 2015년 2,227개로 매

년 꾸준히 증가

자료 : https://blog.naver.com/fedex_kr/221856614484의 이미지 인용

[그림 3-2] 미국 독립서점 수 변화

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8), 『2018 해외 출판 시장 조사연구』,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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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 시장의 위기에서 독립서점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경제적 이익에 사회적 가치를 결합

하는 노력 시도

‐ 대형, 온라인에 집중되는 소비문화를 전환하기 위해 ‘바이 로컬(buy local)’운동 주도

‐ 중소업체, 영세업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Small Business Saturday’에 독립서점 축

제인 ‘인디 퍼스트’를 개최

‐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지역 공동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 네트워크를 형성

‐ 독립서점을 모임장소, 커뮤니티 거점으로 형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 다양한 문화 활동 기

회 마련

(2) 독립서점 활성화 활동 사례

① 미국독립서점연합회(ABA)

◦ 미국 내 독립서점들이 만든 비영리 조직

‐ 독립서점의 운영을 돕고 지역 커뮤니티의 주체로 서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

할 수행

‐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

‐ 대표적인 독립서점 지원 활동으로 ‘인디 퍼스트’ 캠페인을 진행

◦ 인디 퍼스트(Indie First)

‐ 독립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저자, 출판사, 독자들이 개최하는 캠페인

‐ 매년 ‘스몰 비즈니스 새터데이(Small Business Saturday)’에 개최하여 독립서점을 지원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작가 사인회, 책 낭송회, 유명인사의 독립서점 방문 활동을 진행

◦ 독립서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새로운 작가들에 대한 정보 제공, 서점업계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전망, 서적 장르별 마케

팅 및 홍보 방법, 경영 및 운영 교육 등을 제공

‐ 서점 포럼을 개최하여 서점 동향 정보 교류

② 독립서점의 노력_보니 슬로니 쿡북스

◦ 보니 슬로니 쿡북스는 뉴욕 소재 요리책 전문 독립서점

◦ 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책을 확보하고 큐레이션 제공

‐ 시기별로 테마를 두어 선정한 책과 요리 소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매하는 큐레

이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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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국가별, 지역별, 연령별, 재료별 요리 카테고리를 구분

하여 책을 분류하고 식사, 요리사 등과 관련한 책도 함께 판매

‐ 소수민족, 절판본, 희귀본 등 구하기 어려운 책을 구비하여 요리 전문가, 종사자의 많은 방

문이 이루어짐

◦ 꾸준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신뢰, 커뮤니티 구축

‐ 서점공간에서 작가와의 만남, 출간 기념행사 진행

‐ 요리책을 주제로 한 북클럽을 만들어 회원들이 요리책을 읽고 토론 및 요리 활동을 하도

록 유도

‐ 북클럽 행사를 온라인 등으로 공개하여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방문 유도

‐ 요리 관련 행사 및 커뮤니티에 참석

‐ 요리를 주제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과 모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서점에 대한 신뢰와 개

성 구축

3) 일본

(1) 일반 현황

◦ 일본 출판시장은 매년 위축되는 추세이며, 서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 2004년 일본 서점 수는 2만여 개였으나 2014년 1만4천여 개로 감소

‐ 폐점된 서점은 대부분 주로 지역의 중소, 영세, 오래된 서점들

◦ 서점의 대형, 체인화 증가 추세

‐ 새로 개점하는 서점의 매장 면적은 증가

‐ 기존 서점의 경우 카페 또는 펍 형태의 매장을 접목하여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

‐ 술집에서 술과 관련된 책을 소개하고 판매하거나 미용실에서 미용과 관련한 책을 판매하는 

등 서점이 아닌 타 업종에서 관련 서적을 비치하여 업종 관련 전문 서점화 현상 확대

◦ 서점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

‐ 단순한 책을 파는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문화와 책을 연결해주는 공간으로 인식 변화

‐ 저자와의 대화, 독서모임, 북세미나 등의 커뮤니티 활동 등 독자와 소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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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서점 활성화 노력 사례

◦ 공공에서의 노력

‐ 주요 서점, 유통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대중들에게 공개

‐ 정부나 지자체가 도서 및 자료 구매 시 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매

‐ 지역 내 학교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도서관 운영 지원

◦ 민간에서는 서점대상을 진행하여 서점 및 출판 활성화 도모

‐ 서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팔고 싶은 책을 추천 받아 선정

‐ 서점들은 후보작들을 알리는 자발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작가에게 상금 및 트로피 수

여

‐ 대중성이 강하고 파급력이 커 서점 홍보에 높은 효과 발생

① 북 스타트 프로젝트

◦ 공공도서관에서 일정 시기에 맞추어 아이들에게 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는 지역 사회 프로

젝트의 일환

‐ 어린이에게 책을 가까이 두어 독서에 익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

‐ 선물한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와 부모의 교감

‐ 책을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

◦ 행정기관이 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 지자체가 프로젝트 예산을 지원

‐ 민간 자원봉사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그림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육아 정보를 제공

‐ 육아에 도움이 되는 지역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연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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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내 사례

1) 독립서점 현황 및 특성

(1) 일반 현황

◦ 새로 개점하는 독립서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57%가 서울과 경기도에 주로 입지

‐ 서울의 독립서점 수는 2017년 134개에서 2018년 185개로 51개 증가

‐ 서울 이외에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시 등에서 독립서점의 수가 크게 증가

◦ 휴·폐점하는 업체의 수는 2015년 4개에서 2018년 50개로 증가 추세

‐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운영난, 임대료 상승,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휴·폐점

‐ 독립서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경영 개선으로 연결 부족

‐ 지속적인 서점운영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 방안 필요

◦ 독립출판물과 독립서점의 저변 및 활동 범위 확장을 위한 노력으로 독립출판 페어 등 개최

‐ 언리미티드 에디션, 세운상가 커넥티드 북페어, 언더그라운드 마켓, 망원동 퍼블리셔스 테

이블 등 다양한 북페어 개최

‐ 대체로 개최지역의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사를 중심으로 진행

(2) 특성

◦ 독립출판물을 다루어 서점만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책과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및 소비

‐ 각 서점들은 독자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 서점만의 특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

‐ 독럽서점들은 독립출판물을 다루어 차별점을 형성하고 독자들에게 접해보지 못한 경험과 콘

텐츠를 제공

‐ 독립출판물 이외에도 서점 특성을 형성하기 위해 식음료를 판매하거나 다른 상품을 판매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시나 공연, 특정 주제나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등의 방법으

로 서점 브랜드 강화 노력 지속

◦ 서점에서 책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독립서점은 대형·온라인 서점보다 책을 들여오는 단가가 높아 책 판매만으로는 서점 운영

이 어려움

‐ 독서모임, 작가와의 대화, 북콘서트 등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부수적인 수익 창출

‐ 또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커뮤니티 등과 연계하여 독립서점 중심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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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형성

‐ 모임, SNS 활동 등을 통해 독립서점은 지역 문화를 발생하는 장소 및 지역 사랑방처럼 

운영되며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형성

지역
서점 수

증감
2017 2018(비율)

서울특별시 134 185(44.47%) 51

경기도 34 52(12.50%) 18

부산광역시 16 26(6.25%) 10

제주특별자치도 11 24(5.77%) 13

광주광역시 10 17(4.09%) 7

인천광역시 8 14(3.37%) 6

경상남도 8 13(3.13%) 5

전라북도 8 13(3.13%) 5

충청북도 11 12(2.88%) 1

강원도 8 11(2.64%) 3

경상북도 9 11(2.64%) 2

대구광역시 10 11(2.64%) 1

대`전광역시 6 8(1.92%) 2

전라남도 5 8(1.92%) 3

충청남도 3 8(1.92%) 5

울산광역시 2 2(0.48%) 0

세종특별자치시 0 1(0.24%) 1

합계 283 416(100%) 133

자료 : 노미령(2020); 퍼니플랜((https://www.funnyplan.com) 

[표 3-1] 국내 독립서점 현황

연도 운영중인 서점 휴·폐점 서점 합계

2015 97 4 101

2016 180 6 186

2017 283 25 308

2018 416 50 466

자료 : 노미령(2020); 퍼니플랜((https://www.funnyplan.com)

[표 3-2] 독립서점 운영 및 휴·폐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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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사례

(1) 지역서점 조례

◦ 조례 제정 목적

‐ 지역 독서문화 진흥

‐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 지역서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대다수는 조례에서 지역경제와 독서문화를 언급

‐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기대

◦ 조례 제정 현황 및 주요 내용

‐ 2016년 서울시가 가장 먼저 지역서점 조례 제정

‐ 2019년 기준 13개 시·도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하였고 4개 시·도 교육청이 지역

서점 조례 제정

‐ 대전, 경상남도, 충청북도는 독서문화진흥조례에 지역서점 지원 조항을 포함

‐ 기초자치단체는 31개 지자체가 지역서점 조례를 제정

시·도 조례명 제정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07.1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09.21.

경기도 경기도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1.0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12.3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2017.01.01.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04.1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08.10.

경상북도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09.18.

전라남도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11.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4.0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11.08.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07.1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2019.10.18.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09.2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06.1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2017.06.14.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2019.11.08.

[표 3-3] 지역서점 조례 제정 현황(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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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09.26.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3.0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12.13.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4.11.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4.11.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2019.04.25.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2019.07.10.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8.12.14.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06.

광명시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14.

용인시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9.

안양시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0.17.

고양시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3.30.

양주시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17.

평택시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18.

동두천시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0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04.02.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04.12.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2019.11.11.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6.14.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7.13.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2.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0.02.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2.13.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05.20.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2019.07.12.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2019.10.01.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5.15.

천안시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1.21.

공주시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07.

[표 3-4] 지역서점 조례 제정 현황(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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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정가제

◦ 도서정가제의 개념

‐ 출판사가 도서의 가격을 정하고, 유통사는 원칙적으로 출판사가 정한 도서 가격으로 소비

자에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 생산자인 출판사가 정한 가격을 고정하여 유통사의 가격변동 권한을 제한

‐ 도서에 문화재로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중소 서점들을 통해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고 

전 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보장하고자 시행

‐ 우리나라는 2003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

행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유사한 도서정가제 시행

◦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들은 문화자산 보호, 도서의 다양성 보존, 도서 시장의 비

정상적인 상황 교정 등을 목적으로 토대인 서점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정가제 시행

국가 도서정가제 시행 목적

독일
- 문화적 자산으로서 책 보호
- 다양한 도서 공급 토대 보장
- 서점을 포함한 도서판매점의 생존 지원

스페인
- 도서 및 출판물의 문화적 가치 및 다양성 보존
- 문화에 대해 모든 국민의 평등한 접근 보장

이탈리아
- 도서 가격 규제
- 도서 춮판 분야의 발전, 문화 창작 지원, 도서 및 문화의 다양성 보장 기여

포르투갈

- 개인의 독서 향유 보장
- 개인의 도서 접근성 보장
- 밀도있는 서점 네트워크 지원
- 비정상적인 도서 시장 개선

[표 3-5] 국가별 도서정가제 시행 목적

◦ 국내의 도서정가제는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법개정으로 도서 정가와 할인 제한 폭을 

두어 판매하도록 함

‐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

‐ 반대론자들은 자유시장경제론 관점에서 인위적인 개입은 합리적인 도서공급을 방해할 것

으로 보며 도서정가제를 반대

‐ 또한, 도서정가제로 도서 및 문화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측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

며 도서정가제보다 독서·글쓰기를 통한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과 창조 산업에 대

한 지원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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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론자들은 책을 문화적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

‐ 지속가능한 출판산업과 유통을 문화 보존 및 다양성 유지의 측면으로 이해하고 소매업체, 

중소 서점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찬성

‐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교차보조7)를 할 수 있게 하여 전문 도서 출판, 신진 

작가 발굴 등 도서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봄

도서정가제 찬성론자

- 문화다양성, 경제민주화 관점으로 도서정가제 접근
- 중소출판사 균형발전 보장
- 다양한 서점 증가 
- 새로운 작가, 실험적인 도서 등 도서다양성 보장
-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도서정가제 반대론자

- 자유시장경제 관점으로 도서정가제 접근
- 합리적인 도서공급 방해
- 도서가격의 인상 초래
- 소비자의 이익 감소

[표 3-6] 도서정가제 찬·반 입장

(3) 공공기관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입제도

◦ 지역제한 입찰제도에 따라 지자체가 도서 구입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법률 기반 

마련

◦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는 제도

‐ 문체부는 2014년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공공기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이용 협조 요

청’ 공문을 발송

‐ 최저가 낙찰방식을 지양, 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제 도입 권고

‐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시 시·군의 실제 운영중인 지역서점을 적극 활용

(4) 지역서점 인증제도

◦ 민간단체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나 이후 기초 지자체 조례에 도입되어 광역 지자체 조례로 확산

‐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2015년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 창원시는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지역서점 인증심

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성북구, 안양시, 광주 광산구, 인천 동구는 조례에 지역서점 인증제를 포함

7) 출판사가 베스트셀러 등으로 얻게 된 수익을 이용하여 전문도서, 새로운 작가, 문학 실험 등 모험적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보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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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2018년부터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선정

‐ 울산시는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자료 : 지역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oba.or.kr/)

[그림 3-3] 지역서점조합연합회의 지역서점인증제 서점 찾기

3) 주요 독립서점

(1) 책방 연희

◦ 일반현황

‐ 책과 놀다(play)라는 의미의 ‘연희(演戲)’를 합친 독립서점

‐ 2018년 연희동에서 서교동으로 이전하여 운영

‐ 도시인문학을 주요 콘텐츠로 하며 주로 중소출판사 및 독립출판물 작가의 책과 상품을 전

시·판매

◦ 주요 특징

‐ 도시인문학서점을 테마로 도시문화콘텐츠를 기획하여 서점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영

‐ 독립출판물 만들기, 북토크 등 책과 노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독립출판을 기

획하여 독립서점의 특성을 유지하려 노력

‐ 대중들에게 책이 쉽고 가까이에 있는 문화라는 인식을 주고자 노력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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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출판물 제작 프로그램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다른 독립서점과 연계한 

북토크 프로그램

[표 3-7] 책방 연희 문화프로그램

[그림 3-4] 책방 연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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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땡스 북스

◦ 일반현황

‐ 1세대 독립서점으로 2011년 홍대에 개점

‐ 큐레이션 서점으로 홍대 지역 정서 및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책을 선별하고 소개

‐ 출판사와 공동으로 기획 전시를 진행하여 서점 정체성을 제시

◦ 주요 특징

‐ 책을 매개로 하는 정기적인 기획 전시를 서점 내에서 진행

‐ 특정 주제를 출판사와 협업하여 책을 소개하는 방식의 전시 진행

‐ 전시를 통해 책의 시각적인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책 판매를 촉진

‐ 기존의 도서 분류에서 벗어나 서점의 방식에 따라 독창적인 형태로 진열 및 전시

[그림 3-5] 땡스 북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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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도북스

◦ 일반현황

‐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의 이름에서 따온 독립서점

‐ 연남동에 위치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운영

‐ 건축을 주요 콘텐츠로 관련 독립출판물과 기성출판물을, 소품 등을 판매

‐ 주변 독립서점과 연계 프로그램, 작가와 함께하는 책만들기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진

행

◦ 주요 특징

‐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문화 생산 공간 역할 수행

‐ 심야책방, 낭독회 등 독자와 작가가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진행

‐ 주변 독립서점과 연계한 지역 프로그램을 진행

‐ 동화만들기, 3분 출판 워크샵 등 대중들이 독립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그림 3-6] 안도북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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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사점

1) 공공의 제도적인 관리 및 지원

◦ 독립서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범위 선정과 혜택 내용에 대한 고려 필요

‐ 프랑스 국립도서센터는 독립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모범서점 인증제도를 실시 

‐ 단순히 서점의 양적 기준만을 고려하지 않고 신간 도서 매출, 서점직원의 보수, 주기적인 

지역문화 활동 기여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

‐ 선정된 서점에게는 면세, 관련 지원 사업에 혜택 부여 등 이익 제공

‐ 국내는 2010년대 중반부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서점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점에 혜

택 지원

◦ 단기성 사업보다 장기적인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관리·실행할 필요

2) 서점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노력 및 지역연계

◦ 서점의 판매량, 재고량, 이익률 등을 파악하여 원활한 서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프랑스 서점협회는 각 서점들의 동의를 받아 각 서점의 운영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는 시

스템 구축

‐ 공개된 정보를 통해 서점들은 다양한 책 정보, 판매량, 보유량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고 

및 매출 관리 가능

‐ 각 서점의 이익이 공개되면서 출판사마다 다른 이익률이 체계화되어 정리

◦ 미국의 경우 서점, 출판사, 지역주민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활동 및 서점 활성화 

노력

‐ 서점협회는 서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점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가, 서

점 시장의 변화 및 새로운 시장 정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정보를 제공

‐ 또한, 협회가 단체를 통한 서점의 보험 가입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서점의 운영 부담 절감 

지원

‐ 서점과 협회는 인디 퍼스트 캠페인을 함께 참여하며 대중에게 독립서점을 알리고 참여 독

려

‐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의 독립서점에서 북토크, 작가 사인회 등을 개최하여 로컬 독립

서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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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은 지역 커뮤니티 장소로 공간을 제공하여 책과 지역 주민들의 교류를 유도하고 지역 

내 문화 커뮤니티 공간 역할 수행

‐ 국내의 경우 ‘동네책방네트워크’가 2018년에 설립되어 독립서점의 상황을 지원하고 친목 

및 정보교환 제공

3) 서점의 수익성에 대한 대안 필요

◦ 대다수의 독립서점은 책 판매만으로는 수익 창출과 서점 운영이 어려운 상황

‐ 임대료 부담으로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저렴하고 작은 공간에 입지

‐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거나 타 업종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수

4) 차별성을 가진 콘텐츠

◦ 꾸준히 운영이 가능한 독립서점들은 자신만의 콘텐츠 또는 테마를 보유 

‐ 요리 전문 서점인 ‘보니 슬로니 쿡북스’, 1주일에 한 권의 책만 선정하여 판매하는 ‘모리

오카 서점’, 독자와 대화를 통해 책을 처방해 주는 컨셉의 ‘사적인 서점’ 등

‐ 전문성을 가지고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큐레이션 제공

‐ 콘텐츠와 개성에 맞는 서적 분류 및 배치

‐ 기존의 서점 형태 및 운영방식과 다른 독특한 개성으로 독자와 대중에게 관심 유발

‐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 및 깊은 이해 필요

◦ 서점의 개성을 만들기 위해 지역 콘텐츠 활용 가능

‐ 지역 문학, 예술 등 지역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고 판매하여 지역 명소로 자리잡은 독

립서점

‐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서점 방문 유도 및 관련 콘

텐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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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마포구 독립서점 특성 및 실태 분석

1 ∙ 마포구 독립서점 현황

◦ 2010년대 초반 서울을 중심으로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이 생겨나는 움직임 발생

‐ 마포구는 독립서점이 생성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독립서점이 개점되어 독립출판물을 생성, 소

개하고 대중들의 관심 유발

‐ 2011년 홍대 지역에 땡스북스가 개점하는 등 1세대 독립서점들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

으며 새로운 독립서점들이 꾸준히 새롭게 입지 

‐ 초기에는 독립출판물을 주로 판매하는 서점이 많았으나, 이후 소형 출판사의 일반 출판

물과 중대형 출판사의 책 판매도 나타남

◦ 2010년 이후로 발생하기 시작한 마포구 독립서점은 2020년 현재 70여 개 정도로 증가

‐ 기존 종합 서점과 다른 서점만의 컨셉과 장르를 가진 다양한 형태의 서점 출현

‐ 인문학 전문 서점 책방 연희, 여행 전문 서점 사이에, 약국과 함께 운영하는 서점 아직 독

립 못한 책방, 펍 형태의 서점 공상온도, 심야까지 운영하는 서점 책과 밤,낮 등

‐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면서 개점 후 운영 어려움을 겪다 폐업하는 서점도 증가

1) 일반 현황

◦ 독립서점 개점 시기

‐ 2011년 땡스북스가 홍대 상상마당 인근에 오픈을 한 이후 독립서점은 홍대 지역을 중심

으로 점차 증가

‐ 2010년대 중반 이후 독립서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이에, 위트엔시니컬 등 

개성을 갖춘 독립서점이 급속히 증가

◦ 독립서점 입지 현황

‐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망원동, 성산동, 합정동에 주로 밀집하여 입지

‐ 지역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로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작은 

공간을 가지고 운영

‐ 201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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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서점들이 독립서점으로 발전

‐ 서점만의 컨셉,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방문객에게 큐레이션 제공

[그림 4-1] 마포구 독립서점 분포 현황

◦ 독립출판물 제작이 가능한 서점 현황

‐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독립서점 중 독립출판물을 직접 출판하기도 함

‐ 서점 주인이 직접 독립출판물을 제작, 편집하여 출판하거나 독립출판 제작 전문가를 통해 

독립출판물 제작 수업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독립출판물 제작

‐ 직접 독립출판물을 제작하지 않는 독립서점의 경우 서점 내에 독립출판물을 선정, 비치

하여 판매

◦ 책 판매 이외의 활동 모습

‐ 기본적인 서점 형태에서 카페, 레스토랑, 세미나실 등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운영

‐ 서점 공간에서 북토크, 문화강습, 낭독회, 독서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하며 방문하는 사람들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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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포구에서 운영중인 대표 독립서점

◦ 땡스북스 

‐ 큐레이션 전문 서점

‐ 2011년 오픈

‐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

‐ 홍대와 어울리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큐레이션하여 판매

‐ 서점에서 커피를 함께 판매하며, 전시회, 작가사인회, 상품판매, 세미나 등을 기획하여 진

행

‐ 책을 매개로 하는 정기적인 기획 전시 진행, 출판사와 협업하여 특정 주제의 책을 소개

◦ 책방 연희 

‐ 도시인문학 분야를 주로 다루는 큐레이션 서점

‐ 2017년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오픈하여 운영하다 2018년 경의선 책거리 인근으로 이전하

여 운영

‐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

‐ 책방 연희의 연희는 지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놀다는 의미의 ‘연희(演戲)’가 포함된 의

미로 사용

‐ 책을 매개체로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 세미나, 스터디, 작가와의 대화 등을 통해 책방 내, 책방 간 연대 행사를 기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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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포구 독립서점 특성

1) 기존 일반 서점과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운영

◦ 독립서점은 직원 또는 운영인원이 상주하며 책을 판매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가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서점과 다른 모습을 가짐

‐ 마포구의 독립서점들도 대체로 중소규모의 공간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내부 컨셉과 운영방

식으로 서점 운영

‐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편집숍, 디자인작업을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커피나 음료를 판매하

는 카페, 술을 마시는 펍 형태 등을 접목

◦ 서점 운영자는 서점운영 이외에도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 다수(출판, 책 관련 콘텐츠 제작, 

작가 등 서점 관련 겸업이 다수)

저희 사장님도 그렇고 기존 출판 업계라던가 책과 관련한 일을 하다가 서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편집자 출신이시고... 마포구에 출판사가 많이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마포구에

서 일을 하다가 서점을 열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서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림 4-2] 펍과 함께 운영하는 독립서점(책과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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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출판물과 특정 분야의 책을 큐레이션하여 판매

◦ 국내 독립출판물의 수량, 분야 등이 한계가 있어 독립서점에서 독립출판물만을 다루고 운영

하기 어려운 실정

‐ 일반적으로 독립출판물과 일반 서적을 서점만의 특징과 컨셉을 고려하여 선별, 비치, 추

천 및 판매

‐ 안도북스(건축 분야), 서점 리스본(여행 분야), 짐프리(여행 분야), 사이에(여행 분야), 조은

이책(그림책 분야), 베로니카 이펙트(동화책 분야) 등 각각의 서점은 북 큐레이션을 통해 

서점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강조

◦ 공간의 제약과 자본의 한계를 지닌 독립서점 특성을 반영

‐ 특성상 보편성보다는 개성, 희귀성을 강조

◦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분야를 확장하거나 분야를 바꾸는 서점도 발생

‐ 서점 간 판매하는 책들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

‐ 서점 주인들은 서점의 개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고민하고 노력

저희는 유명한 기성 출판물은 받지 않고 있어요. 안도 북스의 고집이라면 고집이겠지만 저만의 큐레이

션을 만들려 책방을 연 것인데 출판사나 큰 기업체에 휘둘리기 싫은 점이 있어 받지 않고 있어요.

원래  건축  디자인  전공자로서  어느  시기엔  건축  원서나  공간  이야기, 마을  이야기, 공간

을  한정된  책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좋아하는  독립

출판물이  훨씬  더  발전했고 인디  문학이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있죠. 지금은  개척의  시기이지

만  점점  더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경쟁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04 마포구 독립서점 특성 및 실태 분석 45

3)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며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활용

◦ 거의 모든 서점에서 책 판매 외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진행

‐ 북토크, 워크숍, 독서모임, 상품판매 등

‐ 대부분 서점 공간 내에서 문화프로그램 진행하며 일부 경우 주변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

‐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활동, 사회적 활동 진행

‐ 문화 프로그램은 서점 정체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

◦ 서점의 활동과 문화프로그램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SNS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 책을 통해 사람 간 소통과 문화적 향유 공유

‐ 사람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룹 형성

‐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적 활동을 펼치고 콘텐츠 생산 

4) 주변에 위치한 출판업계 및 관련 업종과 연결

◦ 다양한 분야, 크기의 출판사가 마포구에 밀집하여 입지

◦ 마포구 독립서점은 다양한 형태로 주변 출판사와 관계 형성

‐ 출판업계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우

‐ 마포구 중소형 출판사의 서적을 서점에 입고하여 판매

‐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 및 지식 교류

◦ 마포구는 독립서점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

구분 방송업 출판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특화산업지표(NOHI) 3.05 2.17 1.64

자료 : 전국 사업체 조사

[표 4-1] 마포구 특화산업도(NO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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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적인 운영 어려움 개선을 위한 노력

◦ 책 판매 수익만으로는 서점 운영 불가능

◦ 대다수가 겸업을 통해 서점운영비용과 인건비 충당

‐ 책과 관련된 업무나 직종에 종사하며 서점 운영

‐ 책과 관련없는 직종에 종사하며 서점 운영

‐ 두 명이 공동으로 서점 운영

◦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 

‐ 카페, 펍 형태로 식음료를 함께 판매

‐ 문화 프로그램도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의 일부

◦ 국가 및 지자체, 출판진흥원,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사업에 지원

책 판매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적어요.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들 다른 일을 하시는 

거고...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책만 팔아서는 유지가 안되니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비용 지원이에요. 이런거 지원하는 것도 

이제 일이 되었어요. 프로그램 지원만 해줘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이해하긴 하는데 아쉽죠.. 

그런 단기적인 시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서점업계를 살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도서정가제 같은 부분을 유지해주는 지원이 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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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사점

1) 독립서점에 대한 인식 부족

◦ 아직 독립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

‐ 현재 우리나라는 종이책 독서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 지역에 독립출판물을 다루고 판매하는 독립서점이 생겨도 주민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한 장

소로 인식하고 관심이 부족한 상황

‐ 독립서점을 일반 서점 또는 책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

‐ 서점에 비치된 독립출판물에 대해서도 기존에 벗어난 형식과 내용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

고 책으로 인식하지 못함

◦ 일반서점과 다른 판매 형태에 대해서도 이해 부족

‐ 독립서점에서도 일반서점과 마찬가지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

‐ 독립서점에 대해 알고 방문하는 20~30대 고객 이외에는 방문하여 책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음

◦ 특히 유동인구가 적은 동네, 주택가에 입지한 독립서점은 문화적 여건이 미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독립서점을 생소하게 인식

자료 :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그림 4-3] 독립서점 이용계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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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독립서점에 대해 긍정적 인식

◦ 독립서점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점차 독립서점에 대한 인식 변화 발생

‐ 독립서점에 대해 이해하고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증가

‐ 방문객들은 독립서점에서 일반 서점 및 대형 서점과 다른 새로운 가치 및 개성을 요구

◦ 독립서점은 책을 판매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가치의 재발견

‐ 작가와의 대화, 소규모 공연, 북세미나 등 책을 매개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 독립서점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독립서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책을 판매하는 공간

보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

자료 :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그림 4-4] 독립서점에 대한 인식 변화



04 마포구 독립서점 특성 및 실태 분석 49

3) 지역 및 산업 특성 상 서점과 관련한 업무 종사자 및 업체 다수 분포

◦ 마포구는 출판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높은 산업 특화도 발생 지역

‐ 출판업체가 밀집하여 분포하며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이 활발

‐ 출판업체들은 출판사와 연계한 서점을 직접 운영하거나 서점에 자신들의 출판물을 제공

하기 용이

◦ 출판·도서 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직접 서점 운영

‐ 출판 및 도서 산업에 종사하며 업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직접 서점을 운영하는 경우 

다수

‐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애정을 바탕으로 서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을 통

한 수익보다 독서 문화의 확산 및 활성화에 중점

4) 젠트리피케이션 등 임대료 상승으로 운영 위기

◦ 독립서점은 문화 소비에 적극적인 계층의 이동이 활발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

‐ 독립서점은 유동인구가 많고 문화 소비가 활발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이상적

‐ 마포구 홍대를 중심으로 연남, 상수, 합정 지역은 문화 소비가 활발한 소비지역과 출판·서적 

관련 산업이 활발한 지역의 접점으로 많은 독립서점이 생성

‐ 하지만 서점들의 세부 위치를 살펴보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인

근 주택가에 주로 입지

‐ 개점 시 입지조건에 임대료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싼 임대료로 입

지가 가능한 지역에서 개점

◦ 임대료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운영

‐ 다수의 독립서점은 운영적자를 감수하며 운영

‐ 서점 특성상 단골을 유치하기 위해 같은 자리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업종이지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 상승으로 같은 장소에서 재계약하기 어려움

‐ 운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클래스 운영 등 부가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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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책제언

1 ∙ 정책 방향 제시

1) 지역 서점조례에 대한 적극적 검토

◦ 마포구 의회는 2019년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 조례안” 제정

◦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지자체 내 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구매 확대

◦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서점에 대해서 도서업종에 대한 혜택 및 의무를 받도록 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4.25 조례 제12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

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점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제외)

   4. 일반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5. 구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표 5-1] 마포구 지역서점 지원 조례



05 정책제언 53

제3조(적용범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

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

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도서정가제 지지

◦ 2020년 11월 일몰 예정이었던 도서정가제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찬반 논란 심화

◦ 대다수의 독립서점 운영자들은 도서정가제의 확대 강화 희망

◦ 독립서점이 많이 분포하고 관련 종사자가 많은 마포구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정가제의 보호 

또는 도서정가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 마련 시 독립서점과 지역 문화 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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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도서정가제에 대한 입장 차 현황

[그림 5-2] 지자체의 지역서점 인증제 모습 및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모습

3) 지역서점 인증제도 및 우선구매 의무화

‐ 프랑스에서 시작한 지역서점 인증제는 국내에 도입되어 각 지자체에서 실시 중

‐ 인증제를 통해 독립서점을 지역 서점으로 결정하여 지정 서점 중심으로 자금 지원 및 입

찰 참여 기회 제공

‐ 구 홈페이지, SNS, 도서관 등에서 서점 정보 제공

‐ 관내 도서관, 학교에 독립출판물 책을 비치하여 서점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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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서점에 대한 장기적 지원

◦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장기적 안목의 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 필요

‐ 지자체 담당자의 인식 변화와 장기적 시야로 정책 마련

‐ 독립서점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기초자료 마련

[그림 5-3] 독립서점 지원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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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과 공공의 연계

◦ 독립서점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

‐ 지자체의 관련 정책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각 기관·조직들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접촉

을 시작할 필요

‐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조체계 구성 

‐ 긴 호흡의 업무 관계 설정과 지속적인 대화·만남 유지 

[그림 5-4] 독립서점 관련 주체들의 연계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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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and suggestions for the policy directions regarding the 

facilitation of independent bookstores, multi-cultural spaces that 

enhance the local culture, in Mapo-gu

Joon-Young Lee

While a precise definition of independent bookstores does not exist, it is deemed to refer to 

'bookstores dealing with independent publications' in a narrow sense and 'bookstores ran by 

individuals based  on various cultural concepts and unique characters, independent from 

large-scale capital.' In general, the concept of independent bookstores is accepted based on 

their size, books they sell and the activities they carry out other than selling books to distinguish 

from the existing bookstores including major ones and their online malls and small-to mid-sized 

ones. They are primarily distinguished from regular bookstores by their characteristics – treating 

independent publications, selling curated books, sometimes being operated together with other 

businesses in the same space and/or running diverse programs. 

Independent bookstores influence the local culture and industries. They attract culture 

consumers. Most of these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tend to consume culture actively 

and are increasing by the year. The growing interest is reflected online as seen in many references 

made, creating positive impressions. These bookstores also enrich local communities by 

providing their cultural programs to the residents and exerting efforts to facilitate the local 

culture. Furthermore, they serve as  multi-cultural spaces as cafes, performance sites and other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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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o-gu's independent bookstores are located in areas with large 

floating population such as Hong-ik University, Hapjeong, Mangwon and 

Yeonnam and have different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Independent bookstores began to appear in Mapo-gu since the early 2010's. The bookstores 

that initially focused on independent publications transformed into independent bookstores 

and each of them started to provide curation services showing individual and unique characters. 

They are mostly in Seogyeo-dong, Donggyeo-dong, Yeonnam-dong, Mangwon-dong, 

Seongsan-dong and Hapjeong-dong, away from the busy main streets in relatively small spaces 

at resident areas and alleys. Some ran cafes, studios and other kinds of businesses along with 

the bookstores, unlike existing regular bookstores, and many owners had other jobs in addition. 

Quite a lot of such jobs were publication and bookstore related, such as including publication, 

creating book related contents and writing. The bookstores gradually expanded their scope from 

independent publications and books in specific fields to general books and fields, providing 

various cultural programs and making use of social medias. In particular, Mapo-gu has a high 

number of publication related firms and personnel that enables relationships in varying forms. 

However, independent bookstores are still experience difficulties and are making attempts to 

overcome the situation. 

Mapo-gu's policies on independent bookstores to aim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shing companies and the bookstores and to provide support 

and coope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operational difficulties

This report suggests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Mapo-gu's 

independent bookstores. First, Mapo-gu should implement proactive administrative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ordinance on local bookstores. Second, policies 

should be oriented towards protecting independent bookstores in a stance supporting the fixed 

price book sales system. Third, supports should be provided to improve the operational 

difficulties through increased reliability and use of the bookstores e.g. encouraging residents to 

buy books from independent bookstores and certify the purchase via a certain procedure. 

Fourth, a structure and long-term support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support 

in a systematic manner. Fourth, a cooperative relationship should be formed among the 

independent bookstores and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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