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구역

A-01 상황실 & 안내부스

A-02 상황실 & 안내부스

A-03 바다출판사

A-04 바다출판사

A-05 온고당서점

A-06 온고당서점

A-07 (주)유피에이

A-08 (주)유피에이

A-09 디자인북

A-10 디자인북

A-11 글담출판

A-12 글담출판

A-13 현암사

A-14 현암사

A-15 마음산책

A-16 마음산책

C-15 (주)미르북컴퍼니

C-16 (주)미르북컴퍼니

C-17 더숲

C-18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C-19 안내부스

D 구역

D 와우책시장 & 예술장터

E 구역

E-0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E-0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E-03 (주)예림아이

E-04 위고×제철소×코난북스

E-05 우리학교

E-06 (주)해냄출판사

E-07 솜씨/SOMSSI

A-17 자음과모음

A-18 자음과모음

B 구역

B-01 (주)사계절출판사

B-02 (주)사계절출판사

B-03 김영사

B-04 김영사

B-05 아작

B-06 아작

B-07 따비&창비

B-08 따비&창비

B-09 매거진랜드

B-10 매거진랜드

B-11 (주)북메카

B-12 (주)북메카

B-13 한스미디어·컴인·봄나무

B-14 한스미디어·컴인·봄나무

E-08 IVP

E-09 반니

E-10 사이언스북스·세미콜론·

반비

E-11 스스로 문구 “SeWooSe”

E-12 (주)민음인

E-13 주한미국대사관 
아메리칸센터 U.S. Embassy 
Seoul

E-14 동아시아 출판사

E-15 마일스톤

E-16 허밍버드&나무수

F 구역

F-01
도서출판 구픽/눈빛출판사

/(주)도서출판 나무생각

/어떤책

F-02
안나푸르나/오마이북 

/내셔널지오그래픽 매거진 

/필로소픽

F-03~06 진격의 1인출판

B-15 을유문화사

B-16 을유문화사

C 구역

C-01 (주)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C-02 민음사

C-03 (주)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C-04 민음사

C-05 동남도서 주식회사

C-06 동남도서 주식회사

C-07 새봄출판사

C-08 드림메카

C-09 북극곰

C-10 파란미디어

C-11 보림출판사

C-12 보림출판사

C-13 고래뱃속

C-14 북로그컴퍼니

F-07~10 WOW 휴게공간

F-11~14 서울독립출판축제

G 구역

G-01~20 
G-22
G-24

체험프로그램

G-21

G-23

상황실 

G-25 사랑의 책꽂이

G-26 안내부스 

H 구역

어린이 책놀이터

야외무대

사랑의 책꽂이 캠페인

9.22(금)~9.24(일) 

11:00~18:00, G구역

책으로 사랑을 전하는 나눔 프로젝트

참여는 이렇게!

① 행사장 내 ‘사랑의 책꽂이’를 

찾아주세요.

② 기부하고 싶은 책들을 책꽂이에 

꽂으면 기부 완료!

③ 책장에서 구매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원하는 금액만큼 모금함에 기부하고 

책을 구매하면 됩니다.

※ 책 기증자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는 출판사에서 

후원받은 책들과 여러분이 기증한 책들을 

모아 지역아동센터 등에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1인출판사 특별부스 이벤트

〔이벤트1〕

1인 출판사×동네 책방에서 

인증샷 찍기!

① 아래에 소개된 동네 책방 중 3곳을

방문해 인증샷(서점 간판&본인 얼굴)을 

찍는다.

② F구역 <진격의 1인 출판> 부스에서 

선물 받는다. (1인 출판사 도서 1권 증정)

〔이벤트2〕 

개성만점 1인출판사 책도 사고, 

굿즈도 받고!

F구역 <진격의 1인 출판> 부스에서 4만 원 

이상 도서 구매 고객에게 알라딘 굿즈 증정

* 이벤트는 경품 소진시 마감됩니다. 
(선착순)

북촌손만두

EVENT  서울와우북페스티벌에서 책도 사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강연권 북마크 컵 북마크 에코백 북마크 에코백 컵 북마크

당일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당일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당일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당일 7만 원 이상 
구매 고객 

아프지만 들여다봐야 할 현재

9/20 19:00 악어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악어 프로젝트』 -오매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9/22 19:00 나의 선택이 세계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 이형주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9/23 14:00 비혼 인생기 - 위근우, 나영, 이민경 (KT&G상상마당 6층)

9/24 14:00 그게 혐오야! - 최태섭, 홍성수, 홍승희, 시우 (KT&G상상마당 6층)

‘다음에 오는 것들’을 고민한다

9/20 19:00 다음에 오는 것들, 한국 문학의 새로운 기미들 - 함돈균, 장은수, 조원규, 백가흠, 박시하, 유희경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9/20 19:00 물고기를 주자! - 박권일, 홍기빈, 박유형, 이재명 (레드빅스페이스)

9/23 13:00 영화 토크 <내일Demain> - 강양구, 박찬일, 홍기빈 (레드빅스페이스)

9/23 16:00 아날로그의 역습 - 정윤수, 방대욱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9/23 19:00 사피엔스의 미래 - 전병근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천천히 깊게 읽어본다, 책을

9/21 19:00 우리의 지금, 사랑의 다음 - 서효인, 김혜진, 최진영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9/21 19:00 시의 리듬을 말하다 -  김경주, 김민정, Jake Levine (레드빅스페이스)

9/22 19:00 작가의 일 : 소설가 천명관과 함께 - 천명관, 정용준 (KT&G상상마당 6층)

9/23 19:00 독자의 일 : 가장 치열한 최초의 독자, 번역가 - 김선형, 금정연 (KT&G상상마당 6층)

9/24 17:00 존 버거를 위하여 - 백다흠, 김현우, 최재원 (KT&G상상마당 6층)

영화, 음악, 음식, 퍼포먼스를 만나 춤추는 텍스트

9/22 16:00 웹툰 & 그래픽노블 특별전 <Storytelling City> 아티스트 토크 - 정소연, 홍작가, Gareth Brookes, Zoe Gilbert (더 갤러리 지하 1층)

9/22 19:00 마음산책옆 영화관 <도쿄이야기> 박창학 (레드빅스페이스)

9/23 13:00 타유방의 요리서 - 로랭 달레, 황종욱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9/23 19:00 언어 너머 Beyond Words - 김민정, 성기완, 황유원, Steven J. Fowler, Luke Kennard, Hannah Silva (레드빅스페이스)

9/23 19:00 까칠한 개 올드독의 제주 라이프 & 제주 먹거리: 『올드독의 맛있는 제주일기』 - 정우열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그림과 책이 빚어내는 상상력

9/20~9/24

상상만발 책그림전 - 책그림 공모전 당선자들 (더 갤러리 2층)

웹툰 & 그래픽노블 특별전 <Storytelling City> (더 갤러리 지하)

욜로욜로, 오늘을 사는 당신을 위한 책 - 오진경, PaTI 배우미들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캘리그라피 술통 글꽃회 정기회원전 <다음에 오는 것들> -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캘리그라피디자인그룹 ‘글꽃’ 

(윤디자인 갤러리)

와우 추천 코스

페스티벌 근처 동네책방

 동네서점

땡스북스(*지도 참조), 

매거진랜드(*지도 참조), 온고당, 

아이디앤북, 짐프리, B Platform, 

베로니카이펙트

복합문화공간

공상온도

 북카페

그림책까페 노란우산(*지도 참조), 

빨간책방, 1984, 이후북스

만화서점

한양퉁크, 북새통문고

헌책방

공씨책방, 숨어있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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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aA 뮤지엄

시연

Mura

CU

BABEANS
COFFEE

롤링홀

세븐일레븐

오브젝트

용다방

노PD네 콩볶는 집 

플로랄고양이나비 

웰
빙
할
인
마
트

秀노래방(구)

Luxury
秀노래방

에이랜드

조폭떡볶이

탐앤탐스

CASTLE PRAHA

DGDB

Cafe Nostalgia

Urban Tree

GS25

A

B

C

D

E

F

G

H

더 갤러리

서교예술실험센터

상상마당

마포디자인·
출판지원센터

윤디자인
갤러리

레드빅스페이스

매거진랜드

잔다리로 28
Thanks books 2층, 
지하 1층
전화: 02-325-0321

잔다리로6길 33 
지하/1층
전화: 02-333-0246

어울마당로 65
상상마당빌딩 4층
전화: 02-330-6227

어울마당로 44-1
라꼼마 빌딩
전화: 02-3144-1231

독막로9길 13 
㈜두킴사옥 지하
전화: 02-332-5611

잔다리로6길 5 지하
전화: 02-323-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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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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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6번

출
구

땡스북스

그림책카페
노란우산

야외무대

어린이책놀이터 K
ID

S Z
O

N
E

F  1인출판사 

특별부스
1인 출판사×동네 책방에서 

인증샷 찍기!
개성만점 1인출판사 책도 

사고, 굿즈도 받고!

사랑의 책꽂이 

캠페인 G
9. 22(금)~9. 24(일) 

11:00~18:00
※ 책 기증자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개막식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풍성한 야외공연

〔콘서트〕

1  제13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개막식

‘다음에 오는 것들’

9.22(금) 19:00 | 무료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장필순, 시대 정신과 작가 정신이 있는 작업들을 

해온 색깔 있는 뮤지션 조동희. 두 싱어송라이터의 

공연으로 제13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의 개막을 알린다.

사회_ 오수진(방송인)

참여_ 장필순(가수), 조동희(가수)

장소_ H구역 야외무대

와우스페셜
강연, 포럼 등을 통해 변화의 기점에 선 한국 사회에 

‘다음에 오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탐구하는 자리

〔토크〕

2  다음에 오는 것들, 한국 문학의 새로운 기미들

9.20(수) 19:00 | 참가비 5,000원

문학 환경이 급변하는 증후가 뚜렷한 지금, 전통적 문학 

장의 경계-너머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섯 명의 

대안적 문학기획자와 함께 한국문학의 ‘다음에 오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 

사회_ 함돈균(문학평론가)

참여_   장은수(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조원규(시인), 

백가흠(소설가),  박시하(시인), 유희경(시인)

장소_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토크〕

3  존 버거를 위하여

9.24(일) 17:00 | 참가비 5,000원

올해 작고한, 저명한 작가이자 사회비평가, 미술평론가인 

존 버거. “말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아예 말해지지 않을 

위험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분투한 그의 삶을 

조명해본다. 

사회_ 백다흠(악스트 편집장)

참여_ 김현우(번역가), 최재원(독립큐레이터)

함께하는 곳_ 열화당

장소_ KT&G상상마당 6층

〔토크〕

4  작가의 일 - 소설가 천명관과 함께

9.22(금) 19:00 | 참가비 5,000원

소설보다 더 극적인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작가의 본질과 작가의 

일을 소설가 천명관과 정용준의 대화를 통해 들여다본다. 

참여_ 천명관(소설가), 정용준(소설가)

장소_ KT&G상상마당 6층

〔토크〕

5  독자의 일 - 가장 치열한 최초의 독자, 번역가

9.23(토) 19:00 | 참가비 5,000원

최초의 독자, 선구자적 독자, 그리고 가장 치열한 독자, 

번역가의 다른 이름이다. 가장 강도 높은 독서, 번역을 

통해 읽는 자와 읽는 일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참여_ 김선형(번역가), 금정연(서평가)

장소_ KT&G상상마당 6층

〔영화강연〕

6  내일 Demain

9.23(토) 13:00 | 참가비 5,000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에너지, 경제, 민주주의, 

교육 다섯 가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들을 소개하는 프랑스 다큐멘터리 ‘내일’. 영화 감상 후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사회_ 강양구(기자)

참여_ 박찬일(쉐프), 홍기빈(글로벌 정치경제 연구소 소장)

장소_ 레드빅스페이스

〔강연〕

7  물고기를 주자!

9.20(수) 19:00 | 참가비 5,000원

기본소득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4차산업혁명과 함께 떠오르는 

기본소득에 대해 노동, 재원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회_ 박권일(사회 비평가)

참여_   홍기빈(글로벌 정치경제 연구소 소장), 

박유형(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재명(성남시장)

장소_ 레드빅스페이스

〔토크〕

8  아날로그의 역습

9.23(토) 16:00 | 참가비 5,000원

숨 가쁘게 달려온 디지털화도, 뒤이은 아날로그의 역습도 그 

주체는 인간이다. 디지털 라이프의 한계와 그 바깥에 실재하는 

아날로그 세계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참여_   정윤수(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 

방대욱(다음세대재단 대표)

장소_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강연〕

9  사피엔스의 미래 

9.23(토) 19:00 | 참가비 5,000원

전병근 북클럽 오리진 큐레이터가 알랭 드 보통 × 

스티븐 핑커 작품 『사피엔스의 미래』를 중심으로 인간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 지식 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한다.

참여_ 전병근(북클럽 오리진 대표)

장소_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토크〕

10 그게 혐오야!

9.24(일) 14:00 | 참가비 5,000원

혐오 관련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오는 요즘, 자신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안의 

혐오를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안의 혐오를 자각하고 성찰해 보는 자리. 

참여_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홍승희(예술가), 

시우(문화연구자), 최태섭(문화평론가)

장소_ KT&G상상마당 6층

〔토크〕

11 비혼 인생기

9.23(토) 14:00 | 참가비 5,000원

비혼을 선택한 혹은 선택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비혼’의 정의에 대해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들이 많다. 비혼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주체적으로 선택’한다는 

것. 재기발랄한 비혼 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비혼이 

선사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함께 상상해 본다.

사회_ 위근우(기자) 

참여_   나영(지구지역행동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민경(페미니스트), 

장소_ KT&G상상마당 6층

와우판타스틱서재

〔요리토크〕

12 타유방의 요리서

9.23(토) 13:00 | 10,000원

중세 최초의 요리서에 나오는 음식과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요리 토크. 14세기 왕궁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함께 시식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참여_   황종욱(타유방의 요리서 역자),   

로랭 달레(프랑스대사관 총주방장)

장소_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시리즈 강연〕 

‘백인백책 릴레이 강연’이 진행됩니다. 

큰 출판사 위주로 빠르게 회전하는 출판 시장 구조에서 

묵묵히 작고 강한 책을 만드는 1인 출판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 1인출판사의 가치를 공유하는 

릴레이 강연회가 마련됩니다.

13 악어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악어 프로젝트』

9.20(수) 19:00 | 무료

강연_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함께하는 곳_ 푸른지식

장소_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14 어느 헌책방 라이더의 고난 극복 서점순례 

버라이어티: 『오토바이로, 일본 책방』 

9.21(목) 19:00 | 무료

강연_ 조경국(작가, 책방지기) 

함께하는 곳_ 도서출판 유유

장소_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15 나의 선택이 세계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9.22(금) 19:00 | 무료

강연_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대표) 

함께하는 곳_ 책공장더불어

장소_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16 까칠한 개 올드독의 제주 라이프 & 제주 먹거리 : 

『올드독의 맛있는 제주일기』

9.23(토) 19:00 | 무료

강연_ 정우열(만화가)

함께하는 곳_ 어떤책

장소_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17 1인 출판사 대표들이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시작합니다. 1인 출판 상담소>

9.24(일) 16:00 | 무료

사회_ 박태근(편집자를 위한 실험실 연구원) 

참여_   임윤희(나무연필 대표), 조영남(알렙 대표), 

최재천(아작 대표)

함께하는 곳_ 나무연필, 알렙, 아작

장소_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북토크〕

18 우리의 지금, 사랑의 다음

9.21(목) 19:00 | 무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랑 이야기. 혐오와 불신의 

시대에서 꿋꿋하게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최진영, 

김혜진 작가의 목소리를 듣는다.

사회_ 서효인(시인, 편집자)

참여_ 김혜진(작가), 최진영(작가)

함께하는 곳_ 민음사 

장소_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영화강연〕

19 마음산책옆 영화관 <도쿄이야기>

9.22(금) 19:00 | 무료 

오즈 야스지로의 국내 첫 번역서 『꽁치가 먹고 싶습니다』  

출간을 기념해 대표작 <도쿄 이야기>를 상영. 영화가 끝난 

후 역자 박창학이 오즈 야스지로의 글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강연_ 박창학(번역가)

함께하는 곳_ 마음산책

장소_ 레드빅스페이스

〔낭독/강연〕

20 『詩누이』 싱고와 함께하는 토닥토닥 시 읽기

9.22(금) 19:00 | 무료

시로 ‘마음의 온도’를 맞춰주는 싱고의 ‘토닥토닥’ 웹툰 

에세이는 시 읽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일상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강연_ 싱고(신미나, 시인)

함께하는 곳_ 도서출판 창비

장소_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강연〕

21 북디자이너가 문제를 푸는 세 번째 방식: 거리와 온도, 

위치와 목소리에 관하여

9.23(토) 15:00 | 무료

새 원고를 받았을 때 북디자이너가 떠올릴 수 있는 

방법들, 텍스트와 파라텍스트 그리고 책이 완결되는 

지점들.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오진경 북디자이너만의 

노하우를 들어본다.

강연_ 오진경(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출판디자인연구소 소장)

함께하는 곳_ 사계절출판사

장소_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강연〕

22 소복이 작가의 만화로 내 마음속 들여다보기

9.24(일) 16:00 | 무료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만화 그리는 게 좋아 

만화가가 되었다. 일상을 소재로 하거나 주변 인물에게 

영감을 받아 소소한 이야기를 그리는 소복이 작가와 함께 

만화의 뒷이야기를 들어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일기로 

직접 그려본다. 

강연_ 소복이(웹툰 작가)

함께하는 곳_ 사계절출판사

장소_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강연〕

23 공부에 바빠 공부를 잃은 그대

9.24(일) 15:00 | 무료

자기계발이라는 탈을 쓴 자기 착취에서 자기를 돌보고 

창조와 향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공부의 전환을 

모색한다.

강연_ 엄기호(사회학자)

함께하는 곳_ 따비

장소_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강연〕

24 『왕은 사랑한다』 김이령 작가와의 만남

9.24(일) 14:00 | 무료

인기드라마 <왕은 사랑한다>의 원작자 김이령 작가와 

문학평론가 서희원 교수가 나누는 역사로맨스에 대한 대담.

사회_ 서희원(문학평론가)

참여_ 김이령(작가)

함께하는 곳_ 파란미디어 출판사

장소_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강연〕

25 이루리와 함께 그림책 여행

9.24(일) 17:00 | 무료

그림책 작가 이루리와 함께 행복을 찾아 그림책 여행을 

떠난다. 웃기거나 찡한 그림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강연_   이루리(그림책 작가), 남강한(그림책 작가), 

임시은(그림책 작가)

함께하는 곳_ 북극곰 출판사

장소_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북토크〕

26 쓸데없이 현실적인 귀촌 라이프 『풀 뜯어먹는 소리』: 

‘국씨와 밥씨의 웹툰식탁’ 팟캐스트 공개방송

9.23(토) 13:00 | 무료

북토크로 만나는 팟캐스트 공개방송, 쓸데없이 현실적인 

귀촌 라이프 『풀 뜯어먹는 소리』의 실체가 공개된다.

사회_ 국씨와 밥씨(팟캐스트 진행자)

참여_ 글피(웹툰 작가)

함께하는 곳_ 자음과모음

장소_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와우상상만찬
독립예술가, 그림책 작가 등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전시

〔전시〕

27 상상만발 책그림전

9.20(수)~10.1(일) 12:00~20:00

10.2(월) 12:00~18:00 | 무료

상상만발 책그림전 공모전 수상 작가들의 그림책을 

전시하고, 당선 작가들과 출판계를 이어주는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한다.

함께하는 곳_ 그라폴리오

장소_ 더 갤러리 2층

〔워크숍〕

28 내 고양이 초상화

9.23(토) 16:00 | 참가비 5,000원

자신의 반려 고양이 초상화를 그려보는 시간. 고양이가 

등장하는 그림동화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고양이 성격과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그림 재료를 골라 ‘내 고양이 

초상화’를 그려본다.

강연_ 샤샤미우

함께하는 곳_ 재미공작소

장소_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전시〕

29 캘리그라피 술통 글꽃회 정기회원전 <다음 이야기>

09.20(수)~09.24(일) | 무료

국내 대표적인 캘리그라피 아티스트인 강병인과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글꽃회’ 회원들이 

변화하는 세상의 ‘다음 이야기’를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 글씨로 옮기는 전시. 

함께하는 곳_   강병인 캘리그라피연구소, 

캘리그라피디자인그룹 ‘글꽃’

장소_ 윤디자인 갤러리

〔체험〕

30 손글씨로 만드는 나만의 책갈피

체험 9.22(금) 14:00, 9.23(토) 14:00, 

9.24(일) 14:00/16:00 | 참가비 5,000원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글꽃회’와 함께 평소 좋아하는 

문구를 손글씨로 직접 써서 나만의 책갈피를 만들어본다. 

함께하는 곳_   강병인 캘리그라피연구소, 

캘리그라피디자인그룹 ‘글꽃’

장소_ 윤디자인 갤러리

〔전시〕

31 욜로욜로, 오늘을 사는 당신을 위한 책

09.20(수)~09.24(일) | 무료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와 사계절출판사의 첫 

번째 산학협동 프로젝트 ‘욜로욜로(YOLO YOLO)’. PaTI 

배우미들과 오진경 디자이너가 일 년간 제작한 열 권의 

욜로욜로 책을 전시한다. 

참여_   PaTI 오진경, 박하얀, 이주은, 박예나, 윤성서, 김윤정, 

고진영, 이예성, 박성희, 손아용, 김지애, 조신철, 

한수영, 강소이, 곽해나, 윤재희, 오선정, 김경진

함께하는 곳_ 사계절출판사

장소_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와우책거리
홍대 주차장 거리에 펼쳐지는 책의 향연

32 와우거리도서전

9.22(금)~9.23(토) 11:00~20:00

9.24(일) 11:00~18:00

홍대 주차장 거리에 국내 대표 출판사 100여 곳이 ‘책의 

거리’를 만든다! 도서 할인 판매, 독자 참여 행사 등 읽을 

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장소_ 홍대 주차장 거리

〔장터〕

33 책시장 & 예술장터

9.22(금)~9.24(일) 11:00~18:00

안 보는 책이나 책 관련 소품, 혹은 수공예 아트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민 장터.

장소_ D구역

〔캠페인〕

34 사랑의 책꽂이

9.22(금)~9.24(일) 11:00~18:00

책장에 묻어 있는 안 읽는 책을 기부해 책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사랑 나눔’ 프로젝트. 

장소_ G구역

국제교류프로그램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시, 소설, 웹툰, 그래픽 노블 

등 새롭게 진화해가는 문학의 여러 모습을 들여다보고 

양국의 예술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교류의 장

〔낭독/퍼포먼스〕

35 언어 너머 Beyond Words

9.23(토) 19:00~20:30 | 무료

양국에서 초청한 각 3명의 시인이 콜라보로 완성한 

새로운 작품들을 낭독과 퍼포먼스로 선보인다. 살아 숨 

쉬는 현대시와 시인들의 케미스트리를 엿볼 수 있는 시간.

참여_ 김민정, 성기완, 황유원, Steven J. Fowler, Luke 

Kennard, Hannah Silva

함께하는 곳_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소_ 레드빅스페이스

〔전시/토크〕

36 웹툰&그래픽노블 특별전 <Storytelling City>

전시 9.20(수)~24(일), 

아티스트 토크 9.22(금) 16:00~17:30 | 무료

한국의 웹툰과 영국의 그래픽 노블, 유사하지만 다른 두 

미디어의 협업을 통해 각각의 도시에 맞추어 진화해가는 

문학의 미래를 내다본다.  

참여_ 정소연(소설가), 홍작가(웹툰 작가), Gareth 

Brookes(그래픽 노블 작가), Zoe Gilbert(소설가)

함께하는 곳_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국문화원

장소_ 더갤러리 지하 1층

〔전시/토크〕

37 시의 리듬을 말하다

9.21(목) 19:00~20:30 | 무료

우리말로 된 시의 말맛과 문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 

그 도전과 즐거움을 한국 현대시를 영역하는 번역가이자 

시인인 제이크 르빈과 김민정 시인, 김경주 시인이 함께 

선보인다.

참여_ 김경주(시인), 김민정(시인), 

Jake Levine(번역가, 시인)

함께하는 곳_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소_ 레드빅스페이스

〔토크〕

38 시의 목소리, 시의 영혼

9.24(일) 13:00~14:30 | 무료

목소리로 시작한 시가 활자를 넘어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시인 성기완과 황유원, 영국의 실험시집단 The 

Enemies Project가 모여 시의 본령, 목소리와 그 영혼을 

이야기한다.

참여_   성기완(시인, 음악가), 황유원(시인, 번역가),   

The Enemies Project(실험시집단)

함께하는 곳_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소_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어린이 책놀이터
9월 22일(금)~9월 24일(일) 11:00~18:00

아이들이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놀거리를 마련하는 공간

장소_ G, H구역

어린이 책놀이터 - 공연 프로그램

9.22(금)~9.24(일) 11:00~18:00

신나는 공연에서부터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낭독까지, 

아이들의 오감만족 책놀이터 

장소_ H구역

K1 도토리와 함께하는 인형극 

‘하루’

9.22(금) 14:30~15:30 

세상에 행복을 나눠주는 인형극단 도토리와 함께 즐기는 하루!

‘세계 전래동화 이야기’

9.23(토) 16:30~17:30 

우리나라의 흥부 놀부와 유사한 베트남의 ‘금구덩이, 

은구덩이’, 콩쥐팥쥐와 닮은 ‘섭한 아가씨와 비단 신발’을 

엮어 소개한다. 

함께하는 곳_ 인형극단 도토리

장소_ H구역

K2 북캐스터가 읽어주는 책

9.22(금)~9.24(일) 15:30

좋은 책을 좋은 목소리로 감상하는 동화 낭독회

낭독_ 김지효, 강아랑, 배혜지(방송인)

장소_ H구역

K3 빨간 부채 파란 부채

9.22(금) 16:30~17:30 

주술의 힘을 가진 부채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연극

함께하는 곳_ 심지현

장소_ H구역

K4 책속으로 떠나는 여행

9.23(토) 13:00~14:00

여행의 기억을 음악으로 남기는 여행음악 프로젝트

함께하는 곳_ 라마여행기

장소_ H구역

K5 아빠 책 읽어주세요

9.23(토)~24(일) 14:30

아빠들의 동화책 읽기 경연대회 

참여_ 시민 참여
※ wowbookfest.com에서 사전 접수 중 (문의 02-323-0244)

K6 딩링링나라의 이야기극장

‘사랑해주세요’

9.24(일) 13:00~14:00 

사랑해주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주는 이야기

‘빨간저고리와 늑대’

9.24(일) 16:30~17:30 

천방지축 말썽꾸러기 빨간저고리 소녀와 꽃과 나비를 

좋아하는 소심한 늑대의 우정을 다룬 이야기

함께하는 곳_ 플레이그룹 잼잼

장소_ H구역 

어린이 책놀이터 - 체험 프로그램

9.22(금)~24(일) 11:00~18:00

쓱싹쓱싹, 뚝딱뚝딱 책으로 무엇을 만들까? 상상으로 

그려내고 조막손으로 만들어 보자. 

※ 일부 프로그램은 체험비가 있습니다.

장소_ G구역

K7 수호천사 꼭두 인형 만들기

9.22(금)~24(일) 11:00~18:00

참여_ 꼭두꼭두 

장소_ G구역

K8 말랑말랑 액자만들기

9.22(금)~24(일) 11:00~18:00

참여_ 맘스노리

장소_ G구역

K9 최루시아와 함께 느리게 쓰기

9.22(금)~24(일) 11:00~18:00

참여_ 붓터치

장소_ G구역

K10 팝업 놀이터 & 업사이클링 팝업북!

9.22(금)~24(일) 11:00~18:00

참여_ 팝업 놀이터

장소_ G구역

K11 금속공예 가죽공예 체험

9.22(금)~24(일) 11:00~18:00

참여_ 힐링필링협동조합

장소_ G구역

K12 스토리텔링 보드게임 체험

9.22(금)~24(일) 11:00~18:00

참여_ 와이스토리

장소_ G구역

K13 나만의 우드체험과 크림클레이 공예

9.22(금)~24(일) 11:00~18:00

참여_ 피니랑우드랑

장소_ G구역

K14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 행복한 어린이를 위한 미술체험 활동

9.22(금)~24(일) 11:00~18:00

참여_ 빅피쉬(예경 출판사)

장소_ G구역

K15 공룡 팝업북 만들기 ‘책 속에 공룡이 살아있어요!’ 

9.22(금)~24(일) 11:00~18:00

참여_ (주)팝업북코리아

장소_ G구역

K16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하는 가상현실(VR) 체험

9.22(금)~24(일) 11:00~18:00

참여_ 유엔난민기구(UNHCR)

장소_ G구역

K17 피치마켓의 느린 학습자를 위한 읽기 쉬운 책 체험 

9.22(금)~24(일) 11:00~18:00

참여_ 피치마켓

장소_ G구역

※ 모든 강연은 사전에 참가신청 할 수 있습니다.  wowbookfest.com제13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프로그램

강연&공연

9/20 (수)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마포디자인·
출판지원센터

레드빅스페이스

19:00
2  다음에 오는 것들, 

한국문학의 새로운  

기미들

13 백인백책 『악어 

프로젝트』

7  물고기를 주자!

9/21 (목)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마포디자인·
출판지원센터

레드빅스페이스

19:00
18 우리의 지금, 

사랑의 다음

14 백인백책 

『오토바이로, 일본 책방』 

37 시의 리듬을 말하다

9/22 (금)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마포디자인·
출판지원센터

레드빅스페이스 상상마당 6층 야외 무대

19:00 20 『詩누이』 싱고와 

함께하는 토닥토닥 

시 읽기

15 백인백책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19 마음산책옆 영화관 

<도쿄이야기>

4  작가의 일 - 

소설가 천명관과 함께

1  제13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개막식

9/23 (토)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마포디자인·
출판지원센터

레드빅스페이스 상상마당 6층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13:00 12 타유방의 요리서 26 쓸데없이 현실적인 

귀촌 라이프 

『풀 뜯어먹는 소리』

6  내일 Demain 

14:00 11 비혼 인생기

15:00 21 북디자이너가 

문제를 푸는 세 번째 

방식: 거리와 온도, 

위치와 목소리에 관하여

16:00 8  아날로그의 역습 28 내 고양이의 초상화

19:00 9  사피엔스의 미래 16 백인백책 『올드독의 

맛있는 제주일기』

35 언어 너머 Beyond 

Words

5  독자의 일 - 

가장 치열한 최초의 

독자, 번역가

9/24 (일)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마포디자인·
출판지원센터

레드빅스페이스 상상마당 6층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13:00 38 시의 목소리, 시의 

영혼

14:00 24 『왕은 사랑한다』 

김이령 작가와의 만남

10 그게 혐오야!

15:00 23 공부에 바빠 

공부를 잃은 그대

16:00 17 백인백책 

<시작합니다. 1인 출판 

상담소>

22 소복이 작가의 

만화로 내 마음속 

들여다보기

17:00 25 이루리와 함께 

그림책 여행

3  존 버거를 위하여

상시 전시&체험

9/20 (수) ~ 9.24 (일)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윤디자인 갤러리 더 갤러리 2층 더 갤러리 지하

31 욜로욜로, 오늘을 사는 

당신을 위한 책

29 캘리그라피 술통 글꽃회 

정기회원전 <다음 이야기>

※ 손글씨로 만드는 나만의 

책갈피 체험 프로그램이 

22일~24일까지 

4회 진행됩니다.

27 상상만발 책그림전

※ 상상만발 책그림전은 

9.20(수)~10.2(월) 동안 

진행됩니다. 

36 웹툰&그래픽노블 특별전 

<Storytelling City>

※ 아티스트 토크 9.22(금) 

16:00 더갤러리 지하1층에서 

진행됩니다.

 32 와우거리도서전이 홍대 주차장 거리에서 열립니다. 9.22(금)~9.23(토) 11:00~20:00, 9.24(일) 11:00~18:00

 33 와우책시장&예술장터가 D구역에서 열립니다. 9.22(금)~9.24(일) 11:00~18:00

 34 사랑의 책꽂이가 G구역에서 열립니다. 9.22(금)~9.24(일) 11:00~18:00

어린이 책놀이터 KIDS ZONE

9월 22일(금) 9월 23일(토) 9월 24일(일 체험프로그램(상시)

13:00 K4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K6 딩링링나라의 

이야기극장:사랑해주세요

K7 수호천사 꼭두 인형 만들기

K8 말랑말랑 액자 만들기

K9 최루시아와 함께 느리게 쓰기

K10 팝업놀이터 & 업사이클링 팝업북!

K11 금속공예 가죽공예 체험

K12 스토리텔링 보드게임 체험

K13 나만의 우드체험과 크림클레이 공예

K14 행복한 어린이를 위한 미술체험 활동

K15 공룡 팝업북 만들기

K16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하는 

가상현실(VR) 체험

K17   피치마켓의 느린 학습자를 위한 

읽기 쉬운 책 체험 

※ 운영 시간 : 11:00~18:00

14:30 K1 하루 K5 아빠 책 읽어주세요 K5 아빠 책 읽어주세요

15:30 K2 북캐스터가 읽어주는 책 K2 북캐스터가 읽어주는 책 K2 북캐스터가 읽어주는 책

16:30 K3 빨간 부채 파란 부채 K1 세계 전래동화 이야기 

첫  번째

K6 딩링링나라의 

이야기극장:빨간 저고리와 

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