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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가 은희경, 작가 전이수, 뮤지션 하림, 시인 정호승 등과 소통
- 북커버 전시, 북커버 에디터 체험, 나만의 디지털 시집 만들기

‘2021 목포문학박람회’가 유명 작가와의 이야기 장을 마련한다.

문학을 주제로 전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목포문학박람회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
0월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문학관 일대, 원도심, 평화광장 등 목포 전역에서 전시, 행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 중 하나로 출판관이 관심을 모은다. 갓바위문화타운 목포문학관 일원 주행사장에 설치될 출판관은 국내 주요 출판사의 기획전과 어
린이출판사 20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현장 라이브 스튜디오와 함께 출판 마케팅의 트렌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전시물로 관람객에게 흥
미를 제공할 전망이다.

라이브 스튜디오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커머스와 라이브토크쇼를 진행한다. 전라도 출신 여성 소설가인 은희경·공선옥·정지아, ‘이수
의 일기’ 작가 전이수, 유명 뮤지션 하림, 장편·역사 만화를 주로 그리는 작가주의 만화가 박건웅, 위로에세이 작가 장아영, ‘불편한 편의
점’의 소설가 김호연, 북마케터 박대리 등이 네티즌과 소통하는 가운데 정호승 시인이 마지막을 장식한다.

라이브 스튜디오 옆에는 출판마케팅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된다. 특히 도서 구매를 유도하는 중요한 창구인 책표지(북커버)를
소설, 시·에세이, 인문학, 경제·경영 등 장르별로 전시한다.

열린책들, 김영사, 문학동네, 민음사, 다산북스, 난다, 21세기북스, 웅진주니어, 주니어김영사, 사계절 등 국내 유명 출판사의 북커버가 
전시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출판마케팅을 개괄할 수 있다.

북커버는 관람에서 머물지 않고 만들어보는 ‘나만의 북커버 에디터 체험’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제공되는 키워드로 시를 창작하고 디
지털 시집을 만드는 체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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