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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2005 미국도서관대회 기조연설에서  “도서관은 

보다 넓은 세계를 향한 창이며, 인간 역사의 발전을 돕는 위대한 아이디어나 

심오한 생각을 구하러 가는 곳으로, 인간의 정신을 다스리는 힘을 얻고자  

할 때 도서관에 간다”며 그 소중함을 설파하였습니다.

  이렇듯 도서관은 생각하는 힘의 원천으로서 기존의 지식을 소비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인간의 문화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대한 지식정보의 
흐름 속에서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자에게 연결하는 도서관의 역할은 그  

어떤 시대보다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부터 도서관 발전의 일환으로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공모에는 

총 24편이 제출되어 8편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수록된 사례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관 현장의 이용서비스 개선을 위해 애쓰신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수사례집이 도서관의 새로운 사업 개발과 사서의 업무향상을 위해 도서관 

현장에 적극 활용될 뿐만 아니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일선의 연구 활동 또한 

널리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공모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귀중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참여해 주신 전국의   

사서 여러분과 심사위원님, 그리고 도서관연구소 관계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24일

                              국립중앙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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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2008년 4월 16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개 한 구미도서 은 각 분야의 최신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교육 로그램

과 문화행사 운 을 통해 지역사회 종합 문

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

계발능력 향상을 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 디지털 시 에 맞추어 RFID시스템  무인 출반납시스템, 좌석 리 시스템

을 도입하여 최첨단 디지털 도서  환경을 구축하 고, 어린이 사이버 어학습 체

험  ‘English Zone’을 운 하는 등 정보 달 매체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멀티미

디어 콘텐츠를 갖춘 시민들의 유비쿼터스 도서 으로 거듭나고 있다. 

  구미도서 은 문화, 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친화 인 독서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을 해 서비스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

는 100만 성남시민 모두의 도서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수사례 개요

  성남시 구미도서 의 특화사업 ‘청소년 특성화 서비스’는 성인이나 아동에 비해 

공공도서  서비스 혜택을 게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한 서비스를 강화해 보고

자 하는 취지로 실시되었다. 즉, 도서 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인 도서제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소년 로그램을 개발․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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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인 구미도서  청소년 특성화 서비스는 ‘Reading Books to Children!’으로, 

이는 청소년 자원 사 어린이 어책 읽어주기 로그램’이다. 자 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어에 능숙한 자원 사 학생들이 지속 으

로 참가하게 되며, 이 학생들은 등학생 참가자에게 맨투맨으로 어책 읽기를 지

도한다. 이 로그램은 올해 신설되어 획기 인 청소년 련 도서  로그램으로 많

은 심이 집 되었고, 더불어 어린이 참가자들에게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독서회를 조직하여 한 달에 두 번 독서토론을 한 만남이 지속

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특성화코 를 마련하여 ‘고등국어 연계도서  요

약자료 시’, ‘세계 명작  청소년 필독서코 ’ 등 다양한 장서를 비치하고, ‘청소

년 입시자료 시코 ’를 운 하여 유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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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모든 이용자들에게 평등하게 정보 서비스 하도록 한국 도서  기 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용자들에 비해 통 인 도서  서비스의 혜택을 리지 

못하는 이용자 군이 있다. 이들은 바로 ‘청소년’이다. 실제로 2005년 조선일보 통계

에 따르면, 국내 460여개 공공도서   어린이 열람실을 운 하는 곳은 80%가 넘

지만 청소년 로그램을 실시하는 공공도서 은 70여 곳에 불과했다. 재까지 공공 

도서 에서 청소년 서비스를 강화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지

만, 지 까지 독서 련 로그램 이외에 공공도서 의 청소년 서비스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러한 실은 구미도서  ‘청소년 특성화 사업’ 담당 사서인 나에게 

구름 낀 하늘같은 답답함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하늘이 항상 구름에 덮여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서서히 그 구름이 걷히고 란 조각하늘을 보여주는 그런 날도 있었다. 

손바닥만한 조각하늘을 보기 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

Ⅱ.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운영배경

1. 도서관 서비스에 소외받는 청소년

  도서  업무 에서 ‘청소년 특화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업무 분장을 받아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해 가

장 먼  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들은 선배 사서도, 학시  교수님도 이구동성으

로 말 하셨다. “청소년 사업은 어려워요. 잘해야 본 일겁니다.” 청소년 사업에 

해서는 문외한이었기에 더 많은 자료와 사이트를 찾아보았고, 다른 공공도서 에 

화를 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청소년서비스 담당 사서

와 화 할수록, “잘해야 본 일겁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자포자기 하는 심

정이었다. 청소년 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같았고, 본 만 하자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들기 직 이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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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무능한 사서가 청소년들을 도서 에서 소외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도서 을 이용하는 목 이 무엇이든 도서  이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들이 

청소년이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장차 어른이 되고, 그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도서

 이용습 을 물려  것이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은 공공도서 의 재 고객일 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 고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청소년들을 공공도서 은 

소외시키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노력해도 어렵다는 단이 

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문제 들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히 목시켜 그들이 스스로 도서 을 찾고, 도서 을 즐기도록 하기 해서 보

다 략 이고 장기 으로 근해 보기로 하 다.   

2. 일생에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청소년 특성화 사업’은 일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구미도서 이 치한 분당구는 학

부모들의 교육열이 뜨겁기로 유명하고 아이들은 학과공부와 진학 외에는 어떤 것에

도  돌릴 틈이 없어 보 다.

  청소년들이 평생 도서  이용자가 되고 정보이용능력과 도서  서비스를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앞서 “당장 어떻게 해야 이들을 도서 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

까?”라는 원 인 질문에 한 해답부터 찾아나서야 했다. 

3. 청소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구미도서  제2문헌정보실 내에 청소년 특성화 코 가 마련되어 있다. 50㎡ 남짓 

크기의 이 공간에는 웹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PC와 음악을 감상 할 수 있는 청

음기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까지 들은 부분의 사람들은 도서 에서 청소년들이 헤

드폰을 끼고 자유로이 음악을 감상하고, 독서를 하며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웹 강

의를 해 PC에 앉는, 기존의 도서 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실은 달랐다. 홍보가 부족했던 도 있었지만 그보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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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하면서도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우선 도서 으로 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 다. 그 

다음은 도서 은 이용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곳

임을, 그리고 도서 을 이용하는 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연스럽

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추상 인 생각들을 다음【Ⅲ. 구미도서  

[청소년 특성화 사업] 황】에서 다 지는 청소년 서비스와 로그램들로 어떻게 

실성 있게 변화하고 탄생되었는지 표로 간단히 나타내 보았다.

<표 1> 청소년 로그램 연상 흐름도

자원봉사 청소년을 위한 모임
청소년을 위한 공간

(도서 및 자료 포함)

청소년들은 도서 에서 자원

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 서가정리나 

자료 찾는 것을 도울 수 있

고, 컴퓨터 사용을 도울 수도 

있으며, 아동들에게 이야기

를 들려  수 있고 숙제를 

도와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공부와 독서뿐

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

를 나 고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을 원한다. 유
익한 조직 속에 속해 배우

고, 보고, 느낄 수 있을 때 

도서 의 일차원  도서

출 서비스에서 다차원  정

보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을 한 공간을 

보다 기분 좋은 곳으로 만

들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

년들은 그들만을 한 공

간을 원한다. 그곳에서 유

익하다고 여겨지는 도서나 

다양한 자료들을 할 수 

있다면 도서 에 한 생

각은 달라질 것이다. 

[Reading Books to 

Children!]

어린이 영어책 읽어주기 

자원봉사 프로그램

구미도서관 

[청소년 독서회]

[청소년 특성화 코너]

및 [청소년 전시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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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미도서관 청소년 특성화 사업 현황

1. [Reading Books to Children!]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

  청소년들은 도서 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도서 에 한 여러 가지 역

할기 가 있을 것이다. 그 의 하나가 자원 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아

이들은 주말  휴일을 이용해 자원 사를 하기 해 도서 을 찾는다. 이는 획기

인 기회이다. 목 과는 다르지만 청소년은 도서 의 문화를 하고, 서가에 꽂힌 책

의 향기를 느끼게 된다. 자원 사는 청소년들의 과외 활동  필수 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자원 사 시간이라는 것에 을 두고 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우

선 단순히 서가를 정리하고, 책을 꽂는 일 외에 청소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 사 로그램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장기간 문화행사 진행에 몸담아 

왔던 이윤희 선배사서의 조언을 듣게 되었다. 자녀를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시킨 

문화강좌 강사 선생님께서 자녀에게 어떤 자원 사를 시켜야 할지 고민을 하시던 

 도서 에도 청소년들이 자신 있는 분야를 활용하여 자원 사를 할 수 있는 로

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선배사서는 분당구 인근의 외

국어 고등학교가 두개 있다는 것에 을 두고, 어에 자신 있는 아이들이 어로 

자원 사를 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것은 

구미도서 의 ‘어린이 어 특성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운 한다면 청소년, 어린이 

사업 모두를 성공 으로 이끌 수 있는 그야말로 략(win-win strategy)이었다.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공공도서  사서의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화 속에

서 획기 인 로그램의 윤곽을 잡을 수 있었고, 이 아웃라인을 토 로 실 으로 

로그램화 하여 진행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09년 3월 구미도서  청소년 자원 사 ‘Reading Books to Children! 어린이 어

책 읽어주기 로그램(이하 RBtoC)’이 탄생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체계화된 사

체험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어체험을 확보해 으로써 건 하고 창의

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했다. 한, 지속 인 자원 사자 지원을 

해 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지역학교와의 유  강화를 통한 도서

 서비스 확 의 기회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직 인 홍보의 계기를 만들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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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 청소년 상 서비스를 리 알리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도서 에 한 

심과 로그램 참가의욕을 증폭시킬 수 있었다. 

  RBtoC 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바쁜 일상을 고려하여 토요휴업일인 둘째 주 토요

일에 운 하게 되었고, 2009년 4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9개월간), 월 20명의 청소년 

자원 사자와 20명의 어린이들을 상으로(연간 약 360명 참가) 운 계획을 수립하

다.

  로그램 세부 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청소년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범  안에서 어린이들에게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했다. 어린이 어지도 학원 강사와 수차례에 걸친 화통화와 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생, 자원 사 소양교육 담당교사, 로그램 진행 사서의 사  미 이 이루어졌다. 꼼

꼼한 체크리스트를 비하여 이를 토 로 세부사항을 추진해 나갔다. 다음은 자  

로그램에 용 가능한 내용들을 추려낸 체크리스트이다.

<표 2> 청소년 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 체크리스트1)

○ 자원 사자의 의견과 제시 사항을 반 하고 있는가.

○ 청소년들이 의견을 직  제안하고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 청소년들이 로그램을 실행, 평가 할 수 있는가.

○ 청소년들이 진행 가능한 로그램인가.

○ 로그램의 내용은 유익하고, 재미가 있는가.

○ 청소년들을 도서 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분 기 조성이 가능한가.

○ 청소년들과 어린이 참가자들이 호감을 가질만한 내용인가.

○ 청소년들의 자기개발 요구에 근거한 로그램인가.

○ 정 인 인 계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인가.
  

 이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세부 계획을 수립했고, 세부 로그램 각각에 부합하는 

교육 자료를 작성했다.

1) <Jones, Gorman and Suellentrop - 청소년참여 로그램 개발 시 고려할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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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로그램 운  흐름도

제 1단계

자원봉사자 및

어린이 참가자 접수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20명, 어린이( 등학생) 20명 

   ( 로그램 참여 어린이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수)

제 2단계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영어도서배포

 ․운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 ~ 09:50(50분)
 ․운 장소 : 제1문화교실

 ․소양교육 담당 : 성남외고 김학규 부장님

 ․도서배포 : RBtoC 로그램용 도서 비치(사 습용)

제 3단계

영어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진행

 ․운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0:00 ~ 12:00(2시간)
 ․운 장소 : 제1, 2문화교실

              (자원 사자  어린이 맨투맨 지도형식 진행)
 ․지정도서 : 사 배포도서  자율선정습도서 읽어주기

 ․참여 상 : 자원 사자  등학생어린이

 ․ 로그램 세부 진행사항

  10:00 ~ 10:30
- Looking for your partner!( 트  찾기)
- Introducing yourself!(자기소개하기)

  10:30 ~ 11:30
- English vocabulary word game!(단어게임)
- Reading Books with your partner!(독서하기)

  11:30 ~ 12:00
- English Conversation!!(도서  어회화)

제 4단계

설문 조사 및

소감문 작성

 ․ 로그램 참여 련 설문조사 작성

 ․자원 사 소감문 작성(우수소감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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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근 외국어 고등학교 양해각서(MOU) 체결

  구미도서  인근에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두 곳 있다. 성남외국어 고등학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 동 산 68)와 한국외국어 학교 부속외국어고등학교(경기도 용인

시 모 면 왕산리 232)이다. 로그램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각 학교의 자

원 사 담당선생님과의 을 시도했다. 구보다 바쁜 청소년들을 상으로 로

그램을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으나, 

상과는 달리 학교 측에서는 정 인 반응으로 답해주었다. 

  외국어고등학교 측은 RBtoC 로그램이 단순한 도서의 서가 정리에서 벗어나 청

소년 자원 사의 내용이 자기계발에 도움을  수 있다는 을 높이 평가했고, 어린

이들과 맨투맨으로 진행되는 로그램 특성상 그에 한 책임과 권한이 히 주

어진다는 이 부담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극제로 작용하며 간  인성교육의 효과 

한 얻을 수 있다는 단을 내렸다고 했다.

  2009년 3월 20일 성남외국어고등학교장, 한국외국어 학교 부속외국어고등학교장, 

구미도서 장, 도서 장, 실무담당자가 모여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는 

지속 인 로그램 참여 학생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도서 을 지속 으로 이

용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에서 정 인 평가를 받았다. 한 도서 이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 를 제공하 고, 도서 과 지역사회 기 의 네

트워크 형성을 성공 으로 이루어 냈다는 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림 1] 성남외고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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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외 부속외고(좌) 성남외고(우) 양해각서 체결

    [그림 3] 성남외고 약서          [그림 4] 한국외 부속외고 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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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조선일보                    [그림 6] 경기신문

 

[그림 7] 수도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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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기 도민일보 [그림 9] 기호일보

           [그림 10] 시민일보                    [그림 11] 서울일보

2) 자원봉사 소양 교육 및 프로그램 연구

  RBtoC 로그램을 비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과연 청소년 자원 사자들

이 등학생 참가자들을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었다. 이와 더불어, 

필요에 의해 자원 사를 신청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원 사에 한 간단한 

안내를 해 으로써 로그램에 참여하는 본인 스스로가 자부심과 보람을 안고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그래서 RBtoC 본 로그램 에 자원

사자들의 사 소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장 시 한 것은 소양교육을 담당할 강

사를 모집하는 것이었다. 여러 기 의 사람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동료들과 의논하고 

고민한 결과, 연계 학교의 자원 사 담당 선생님이 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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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도서 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학교와의 지속 인 계유지에 있어서도 

했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친숙한 존재 기 때문이다. 성남외고 청

소년연맹 김학규 부장님께서 흔쾌히 소양교육을 담당해 주셨다. 아무런 가 없이 

외고학생들과 함께 자원 사로 참여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소양교육 담당선생님으

로서의 자질이 충분하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

  사  소양교육에 한 진행이 해결되자 등학생 참가자들과 함께 본 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가 고민되기 시작했다. 이때 기  네트

워크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학교 측에서도 도서  못지않게 

로그램에 해 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원 사 학생들과 담당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두 시간 동안 어책만 읽어주는 것은 무리라는 고민을 함께 공유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고민의 결과, 낯선 만남이 어색한 분 기를 풀어가기 한 세부 코 로 ‘ 어이름 

지어주기’, ‘ 어자기소개 세 문장 쓰기’를 넣었고, 즐거운 게임을 통해 친 감이 형

성될 수 있도록 ‘ 어단어게임’, ‘도서  어회화 역할극’등을 번갈아가며 진행하기

로 했다. 청소년 로그램을 담당하는 사서로서 청소년들이 극 으로 도서  로

그램에 참여하고 능동 인 자세로 도서 을 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가슴 설 고 

감사했다.

청소년 자원 사학생 어 자기소개쓰기 도서 어 한마디 도서 어 역할극

로그램 참가자 어책 읽기1 어책 읽기2 어책 읽기3

[그림 12] RBtoC 로그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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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toC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성남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이재은

  막연히 두렵기도 했다. 비록 아이들이긴 했지만, 조기유학이 성행하는 오늘날에 내

가 담당하게 될 아이가 나보다 어를 못하리란 보장도 없었다. 나에게 잔득 기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실망시켜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도 

잠시, 아이들이 와르르 쏟아져 들어오자, 그 작고 귀여운 함성들이 곧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언니, 언니.”

  내가 맡았던 등학교 2학년의 아이는 모든 게 신기하다는 듯이 재잘재잘 떠들었다. 

  “언니 공부 잘해요? 어는 잘해요? 나는 어가 좋은데 좀 어려워요.”

  내가 그 아이만한 나이 어도 당연히 궁 했을 법한 질문들이었다. 역시 순수한 어

린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해졌다.

  “지 이는 어 책도 되게 좋아하나 ? 언니는 어렸을 때 어 책은 별로 못 읽어 

봤어. 지 이는 벌써부터 열심히 하니까 나 에 언니만큼 크면 어 엄청 잘하겠다, 그

치?”

  헤헤 웃는 모습이 락없는 등학교 2학년이었다. 책을 고르러 가자고 일어나는 내 

손을 꼬옥 붙잡고 짧은 다리 잰 걸음으로 책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무나도 귀여웠다. 

읽고 싶은 책 세 권을 골라 집어 자리에 돌아왔다. 나름 로 그림이 많고 쉬워 보이는 

책을 골라서 살짝 안심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애매한 단어가 많았다. 지 이가 반짝 반

3) 자기계발 및 지역봉사

  RBtoC 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을 도서 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면 도서

에서 계획한 첫 번째 목 은 달성된 것이다. 그 다음은 부차 이지만 첫 번째 목

보다 더 요할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의 평가가 건이었다. 로그램을 처음 기획한 

의도를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공공도서 에 한 이미지 변화가 있

는지, 로그램 참여 이외에 도서 의 구석구석에 한 심이 생겨났는지, 궁 한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 궁 증에 한 답은 학생들이 작성한 로그램 참여 

소감문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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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을 빛내며 기 하고 있는 모습에 차마 잘 모르겠다며 쩔쩔매는 모습은 보여  수

가 없어 앞 뒤 이야기를 생각하며 몇몇 단어의 뜻을 얼추 추측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나 에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부분의 단어를 정확히 추측했던 모양인지 내 상

과 빗나가는 것은 거의 없었다. 아이의 반짝이는 망울이 나에게 부여해  힘이었을

까? 지루해하지 않게 하기 해서 나 나름 로 목소리도 흉내 내가며, 표정, 손짓, 발

짓, 내가 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동화를 달했다. 그런 나의 노력이 통한 

것인지, 지 이는 연신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이것 것 물으며 내가 묘사한 고양이의 

목소리를 따라 흉내 내고, 어 단어를 더듬더듬 읽어나가기도 하는 등 능동 인 자세

를 보여줬다. 발갛게 상기된 볼이 지 이가 얼마나 집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아 

더더욱 힘이 났다. 춤추기를 좋아하는 고양이 이야기, 친구들 몰래 나무를 먹다 반성

하는 팬더 이야기, 책을 무나도 좋아해 스스로의 집을 도서 으로 만들어 버린 어느 

소녀의 이야기 등을 읽고 나자, 정말로 목소리는 이미 본래의 것이 아니었고 기운도 

빠져버렸다. 그 지만 무 재미있다고, 오길 잘했다고 말하는 지 이의 과 표정, 볼

이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의 박수를 주는 것 같아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애 에 내가 이 사활동을 선택한 것은, 학교 내 청소년 단체의 정기 일정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사활동 시간을 받자는 안일한 생각에서 기도 했다. 그 지만 아

이들을 맞을 때의 반가움, 동화책을 읽을 때의 아이들의 망울, 우물우물 따라 읽는 

조그만 입, 언니가 무 좋다고 말해 주는 아이의 표정, 내가 가르쳐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나게 했던 율동, 활동시간이 끝나게 되어 헤어질 때의 그 아쉬움 등은 나에

게 더욱 값진 선물을 남겨주었다. 

  지 아, 언니가 를 만난 건 언니의 조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나 . 그

지만 언니가 지 이랑 함께 책을 읽으며 보냈던 그 시간들이 지 의 언니에겐 더욱 소

하다는 걸 알았어. 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잘 해주지 못해서 미

안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랄게. 물론 나에게도 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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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홈페이지 RBtoC게시판 - 프로그램 응원메세지]

제목 :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박성은

  윤기  맘입니다. 아이가 다녀와서 함께 한 나도 좋고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이 게 좋은 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 고맙습니다.         작성자 : 조인숙

  18번 임강선 엄마입니다. 아이가 2시간의 로그램을 다녀와서 일기장에 빼곡히 

그 날의 감동을 었더라구요.. 함께했던 정  학생이 친 하고도 따뜻하게 해 

 것과 어를 엄청 잘 하는 한 형에 한 이 인상 깊었나 니다. 잠깐의 시

간이었지만 헤어질 때 마음이 아팠다며, 다음번에도 꼭 신청해서 정  학생을 만

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 도서 에서 다양한 로그램을 해 봤지만 아이에게 가장 많은 느낌을 줬던 

로그램이라 생각됩니다. 무도 좋은 아이디어로 로그램을 이끌어 주신 담당자

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구미도서 이 지향하고 있는 도서

 특화 사업에 많은 발 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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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청소년독서회 모집 안내문

2. [꿈을 좇는 아이들!] 구미도서관 청소년 독서회 

  구미도서  청소년 독서회는 도서  

내에 청소년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의

도에서 시작되었다. 자연스러운 분 기

의 독서회 모임이 운 된다면, 이것은 

향후 도서 의 막강한 힘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서비스의 상이 도서

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 으로 제시되

고 있다는 에 착안하여 역으로 도서

 서비스 상의 집 과 선택으로 단

골을 만들고자 했다. 도서 을 도서

답게 이용하는 우수한 청소년 이용자, 

도서 의 자료와 책을 애용하는 청소년

들에게 주목하고 서비스를 집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생을 상으로 청소년 독서회를 

조직했고, 독서 토론  신문함께 읽기

(의견교환)을 통해 독서능력 향상과 학습에 한 탐구심을 키워주고 좋은 책을 고르

는 안목 확보  사고력 확장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처음 청소년 독서회 모집 안내문을 만들어 붙이면서 수자가 많을 경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해 고민했지만, 이는 쓸데없는 고민이었다. 처음 시작은 본인의

사로 직  수한 학생 한명과 어머니가 모집 안내문을 보고 리 신청한 학생 두 

명, 그리고 담당사서까지 총 네 명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세 명의 아이들이 

독서회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해 최선을 다했고, 이들을 통해 도서 과 독

서에 심 있는 청소년에게 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8명의 학

생이 청소년 독서회를 꾸려나가게 되었다. 

  청소년 로그램 담당 사서로써 독서회 경험이 없었다는 은 매우 부끄러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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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없다고 피할 수는 없었다. 먼  학생의 독서 감상 수 을 악하기 해 공

부했다. 개인차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책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싶었다. 

  ○ 학생 독서감상 수 : 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책이 좋다는 것을 경험하

고 더욱 분명하게 책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을 존 한다. 책에 해 비평 감각을 

갖게 되어 책으로부터 얻는 단순한 흥미가 요하지 않고 책 속에서 자신에 

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 인생의  다른 면에도 흥미를 갖게 되며 사회 속의 

자신에 해 생각하게 된다. 기, 신문, 수필 등에 심을 갖게 된다.2)

  의 은 짧지만 학생의 독서 수 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이다. 이 을 곱씹

으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청소년 독서회 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은 토론도서의 선정이었

다. 고민 끝에 경험이 있는 사서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한국 도서 회에서 주

한 ‘2008년도 도서 을 활용한 청소년 독서캠 학교’에서 인연을 맺게 된 타 도서  

청소년 독서회담당 사서와의 수차례 의견교환으로 토론도서를 선정했다. 

  일정표를 토 로 2009년 1월 10일 1회를 시작하여 격주 토요휴업일 오  10시부

터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 신문토론(인상 인 기사 함께 읽고 그에 한 의견 공유

하기)과 독서토론을 병행하고 있다.   

  청소년 독서회를 운 하던  한통의 화를 받았다. 올해 갓 학생이 되어 독서

회에 참여하는 학생의 어머니 다. 독서회 활동에 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 었

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유익한 책 목록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목록책자를 

받아볼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 다. 단지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힘들게 독서

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이 났다. 그런데 상황은 달랐다. 어머님은 아들

이 집에 돌아와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독서회가 싫었지만 욕

심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친구들과의 의견공유를 통해 많은 것을 얻는다고 했다. 도

서  서가에 빽빽이 꽂힌 책들을 보면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좋은 책과 자신을 연결

해주는 사서선생님이 있어서 도서 이 시험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 화 한통에 마음이 뭉클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동

2) <공공도서 과 청소년 서비스/박온자 /아세아문화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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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론 으로만 배웠던 일들이 실화 되는 모습에 신기할 따름이었다. 처음 마

음 그 로 독서회는 꾸 히 그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표 4> 2009년 청소년독서회 일정표

차시 날짜 주 제 선  정  도  서 비고

1 1/10  마음 열기
인사나 기

독서회에서 나 고 싶은 이야기들

2 1/24
나를 찾아서

꽃들에게 희망을/시공주니어, 연어/안도

3 2/14 네모의 책/니콜바샤링.도니니크시모네/사계

4 2/28  세상읽기1
(공동체와 

규칙)

아빠 찰리가 그러는데요.1.2/해나무

5 3/14 동물농장/조지오웰

6 3/28 리 왕/월리엄골딩

7 4/11 특별활동1 자원 사-도서  바로알기!
8 4/25 우리 문화의 

뿌리 알기

주강 의 우리문화1.2/아이세움

9 5/9 미술로 보는 우리역사/ 국역사교사모임/푸른나무

10 5/23 세상읽기2
(문명 뒤에) 설탕의 세계사/가와기타미노루/좋은책만들기

11 6/13 숨겨진 이야기
춤추는 노 들/팔라폭스/사계

자유의 길/ 리어스 스터/낮은산

12 6/27 세상읽기3
(환경이야기)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박경화/북센스

13 7/11 블루백/ 원트/ 와

14 7/25 특별활동2 자원 사-사서1일 체험!

15 8/8 세상읽기4
(미디어

바로보기)

생각이 크는 고이야기 머리가 크는 고이야기 
/권 선/자음과 모음

16 8/22 미디어로 여는 세상/강정훈 외/한나래

17 9/12 통계속의 재미있는 세상이야기/통계청

18 9/26 특별활동3 2009년 청소년 독서회 문집 만들기

19 10/10
지  우리는

수 바퀴 아래서/헤르만 헤세

20 10/24 죽은 시인의 사회/톰슐만

21 11/14
희망을 찾아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한비야/푸른숲

22 11/28 제 친구들하고 인사 하실래요/조병 /그린비

23 12/12 우리는 걷는다/윤병용/효형출

24 12/26 특별활동4 청소년독서회를 마무리하며…

※ 출처: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선정 학생을 한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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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특성화 코너 운영

1) 청소년을 위한 도서비치

  도서  문헌정보실 데스크에서 받는 문의 ,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질

문이 있었다. ‘우리아이가 학생인데 책 읽기를 무 싫어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뒤

쳐지는 것 같아요. 어떤 책부터 읽 야 할까요? 좋은 책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책이 이 게 많은데 무슨 말 을 하시는 것일까?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잠시 했

다. 질문의 의도를 악하지 못한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한 책, 바쁜 

아이들에게 시간은 인데 그 을 쪼개어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책을 원하는 것이

었다. 개인  수 , 성향, 심분야에 따라 달리질 수 있을 테지만 청소년 체를 

상으로 한다는 에서 그들에게 필독도서라 불려지는 책들이 있다. 이를 해 구미

도서 은 청소년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한 도서를 별도 구매 하고 있

고, 별치에 ‘청’을 주어 청소년을 한 도서임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으로 이용자들

은 ‘청소년을 한 책’을 구분할 수 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세분화된 서비스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도서들을 한데 묶어 주제별로 비치하고 목록을 만들었다. 이 서비스는 의외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었다. 이는 도서 이 책을 한 이용자에게 한 

시기에 제공한다는, 통 인 서비스라는 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고등국어 교과연계 도서 비치

  경기도립 성남 도서 에서 청소년들을 한 유익한 책을 발간했다. 고등국어 각 

단원별 요약과 연계도서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국어 교과서에 담긴 짧은 만으로

는 심화학습이 어렵고 참고서 이상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연계도서 목

록은 유익한 정보 다. 그래서 단원별 요약 내용과 연계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고등

국어 요약자료  연계도서 비치 코 ]를 운 하 다. 국어(상) 18장, 국어(하)12장 

총 30장의 요약자료와 최재천의 ‘개미제국의 발견’ 등 275권의 연계도서가 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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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교과연계 요약자료 제작 시

    (2) 세계 명작 시리즈  청소년 필독서 코 운  

  생 텍쥐베리의 ‘어린왕자’, 안도 의 ‘연어’ 등 청소년들이 읽으면 유익하다고 여

겨지는 책들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상으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이

를 조사해보면 그 비율은 상외로 매우 낮다고 한다. 

  독서회를 진행하기 해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쓸함을 느 다. 고등학교 시 에 읽었던 그 느낌과 무나 달랐다. 같은 책도 

읽는 이의 상황에 따라 그 감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 다. 청소년들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책읽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지  그들의 순수하고 푸른 혼이 받아들이는 책의 느낌

이 세월이 지나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시 느끼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코 에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책따세)’의 청소년 추천도서, 세

계 명작 시리즈 등 청소년들의 감성을 두드리고 많은 명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도

서들을 비치했다.  

    (3) 주제별 도서비치

  도서를 비치하면서 가장 비 을 둔 것은, 바쁜 청소년들이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

지 않은 책들을 골라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불가능한 일 인지도 모른다. 독서를 통해 실리를 추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

기 해 해당코 는 청소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들을 주제별로 묶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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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다양한 분야의 도서에 근 을 제시해야 하는 도서 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책

을 찾을 때 검색하고 라우징 하는 범 를 조  좁 주었다는 에 의의를 두고 이 

코 를 운 하기로 했다. 코 는 크게 논술서, 자기계발서, 공부방법서 세 가지 주제

의 책들 1000여권을 골라 비치하 다. 이들은 요즘 가장 출이 잦은 분야의 책들이

었다. 이 책을 먼  읽어야 한다는 강요가 아니라, 이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요? 라는 제안의 제스처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랬다. 청소년과 학부형들이 넓은 서가

를 둘러보다 막막할 때 이 서가에 있는 책부터 뽑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코  운

의 의도가 이용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2) 청소년 입시자료 전시

  청소년 특성화 코 를 꾸려 나가면서 도서비치는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유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져보았다. ‘정보력이 어느 때보다 요하게 

작용하는 시기에 그 힘을 도서 에서 얻어간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떠올림과 동

시에 청소년들이 가장 심을 가지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정보에 그들이 반가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연말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학부형들의 미의 심사는 학입시이다. 학입

시, 학과결정에서 학교별 입시 형과 학과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으므로, 구

미도서  청소년 특성화 코 에 오면 이 정보를 한 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소재 학을 심으로 국 학에 공문을 보내 학별 입시 형과 홍보자료 송부

를 요청했다. 약 150여개의 학교에서 송부해  자료와 자체 제작한 학과정보를 함께 

시하여, 입시를 맞은 수험생 뿐 아니라 앞으로 입시를 치를 비수험생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하게 송부 받은 학교별 입시자료는 이용자들에

게 배포함으로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여러 가지 수고를 덜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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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BN 뉴스투데이 생방송 보도

[그림 16] 청소년 입시자료 시코

  도서  꼭 기 층의 일반열람실만 드나들었던 학생들은 수능시험이 끝나고 입시자

료 시코 를 방문하기 해 문헌실을 찾았고, 서가에 꽂힌 책들과 여러 도서  서비

스들을 몸소 느끼면서 도서 에 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웹 교육교재 청취코   청음기코  운

  자자원은 도서 을 이용하는 청소년 서비스에 있어서 요한 도구이다. 청소년

들은 테크놀로지에 열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 강의를 청취하고, 원

하는 책이 출 되었을 경우 동일한 e-book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웹교육교재 

청취코 를 마련했다. 한 청음기 코 는 가요와 팝송에 집 으로 노출되어 있어 

다양한 음악을 할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을 해 클래식을 심으로 폭넓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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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코 를 운 해본 결과, 뜻밖에도 클래식 

CD이용률은 고등학교 시험기간에 증가했다. 이는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조용한 

음악으로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가다듬기 함이라 생각된다. 그것이 우연히 발견

한 청음기 코 를 이용해보고자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이런 비된 우

연을 통해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처음 코 운

의 목  그 이상을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및 향후 발전 방향

  [청소년 특성화 서비스]에 한 수많은 고민의 시작과 끝은 같다. ‘공공도서 에서 

궁극 으로 청소년 서비스 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소 

비 실 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도서 에서 제공하는 유형과 무형의 모든 서비스를 

청소년들이 몸소 경험하고 이를 토 로 성공 이고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나아

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청소년들을 양성하기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미도서 에서 재 운 하고 있는 로그램들이 실제로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로 다가가는지 정확히 악할 수는 없지만, 가상의 목표값을 설정

하고 이에 도달하기 해 부단히 노력한다면 청소년들의 공공도서  서비스에 한 

인식이  향상되고, 언젠가는 그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 

  불과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어렵다는 청소년 서비스를 포기하

지 않고 재까지 이끌어왔다. 모든 로그램이 시작단계이다. 따라서 유지해야 하

는 것보다 보완하고 다듬어가야 하는 이 더 많다.  시 에서 구미도서  청소년 

특성화 서비스의 보완 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청소년서비스 담당사서의 능력개발이다. 모든 로그램에 사서가 동원된다. 

문 강사를 고용해서 로그램을 운  하는 것도 질 인 면에서 나쁘지 않겠지만, 

어도 담당사서라면 지도력과 문성, 청소년에 한 지식, 청소년 자료에 한 지

식, 정보서비스 방법 등 기본 인 소양 이상의 능력을 갖추기 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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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재 운 되는 로그램을 더 깊게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보다는 질

인 부분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RBtoC 로그램은 재 어를 통한 자

원 사로 국한되어 있지만 수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청소년들의 

능력과 도서 의 요소를 목시켜  다른 자원 사 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을 것

이다. 청소년 독서회인 경우, 독서회 내에서 토론 뿐 아니라 외부 토론 회  시낭

송 회참여, 독서회 문집발간 등 독서회를 타이틀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속

감과 결속력을 다질 수 있고 다양한 홍보효과도 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서  통 서비스의 향상이다. 청소년들이 도서  서비스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공부를 하는 일반열람실의 이용이다. 개인 으로 도서  장

서이용이 일반열람실 이용률을 넘어섰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이 바람이 실화

되기 해서는 장서를 좀더 이용자 편의 심의 배열을 함으로써 극 으로 청소

년들에게 근시킬 필요가 있다. 책을 서가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는 청소년들을 매혹

시킬 수 없다. 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빨리 발견하고, 책을 원치 않던 청소년도 사서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획기 인 장서 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더 다양한 발  방향과 보완 이 있겠지만 모든 것들은 청소년들의 입

장에서 조망해야 할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청소년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 서비스의 요성이 부각되고 공공도서 계에서 이를 

강화하기 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노력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나 역시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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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1954년 개 한 숭실 학교 앙도서 은 학본부 정보지원처에 소속되어 있다. 

연건평 2800평 지상 6층 건물에 소장자료 80여만 권을 소장한 숭실 학교 도서 에

는 재 11명의 사서직원이 1만 6천여 명의 학구성원을 서비스한다. 학술정보지원

, 학술정보개발 , 학술정보운 의 3개 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산이 고 이

용자 비 사서수가 국 최 인 상황에서도 매주 목요일 워크샵과 리에종 서비스 

회의를 통해 공격 인 서비스를 도모하고 있다. 1년여의 비와 훈련을 거친 끝에 

리에종 사서로 훈련된 6명의 사서들이 재 5개 학과를 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

델은 인력과 산이 상 으로 부족한 소규모 학도서 에서 실시할 수 있는 

주제서비스의 가능성과 범이 되고 있다.  

  학부생을 해서는 정신건강을 한 상황별 독서목록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학

신문에 꾸 히 서평과 추천사를 기고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서후

기클럽도 그 일환이다.  

우수사례 개요

  숭실  도서 에서는 2007년 9월 자기만의 생각과 할 말을 가진 창의  인재 양

성을 목표로 독서후기클럽을 기획하 다. 독서후기클럽은 매달  신청자에게 책을 

나 어주고 월말에 후기를 제출받는 로그램으로 학부생, 그 에서도 특히 신입생

과 편입생을 상자로 한다. 창기에는 출 사의 후원을 의지해 운 에 여러모로 

제한을 받았으나, 2009년 5월 재 20회를 넘기기까지 학생과 교수, 직원사회와 동

문회에서 호응과 력을 이끌어내었으며 그 결과 독자 인 재정확보와 체계화가 가

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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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단  정기행사로 정착된 독서후기클럽은 능동 인 독서경험과 쓰기 뿐 아니

라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말하기 훈련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발 하 다. 향후 독

서후기클럽은 매학기 작가 낭독회, 각종 이벤트, 테마여행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

도를 높이고, 독서명문 학으로서 자부심을 심을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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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제까지 독서진흥에 한 논의는 독서습 이 형성되고 정착되는 유아나, 고

생을 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실제 장에서의 서비스도 이들 이용자층을 

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상 으로 학생은 독서교육이나 독서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독서는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기계발의 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박수자, 2004), 독서를 통한 자기경 이 화두가 되고, 사회  성취를 해 인문

 독서가 요하다고 회자되는 시 에서 학생 독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역이다. 게다가 진로를 결정하고 사회와 계에 한 가치 을 정립하는 학 4년은 

인생을 좌우하는 요한 시기이다. 이때 독서를 통해 자기만의 생각과 할 말을 할 

수 있는 비  사고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다른 이의 말과 당장의 필요에 끌려 다

니는 수동 인 인생이 되기 쉽다. 이처럼 학생의 독서가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

는데도, 학은 공교육에만 치 하여 이러한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다. 

  재 학에서 실시되는 독서 로그램은 주로 학본부의 졸업인증제나 쓰기와 

읽기를 포함한 교양교육이 주가 되고, 앙도서 이나 신문사를 통한 이벤트성 행사 

기획이 거의 부 다. 한 학도서 에서 학생의 독서를 지원하는 로그램은 

기획된다 해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거나 은 호응으로 인해 단기에 그치는 경우

가 많았다(박인기, 2006). 

  학도서 은 학생의 공독서를 지원하는 자원 뿐 아니라 교양도서를 압도

으로 많이 구비하고 있고 이 자원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독서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사서들이 체계 인 로그램을 기획하고 꾸 히 진행하기

만 한다면, 학도서 은 학본부의 기능 못지않은 교양교육 지원기 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도서 에서는 특별히 이 에 주목하여 서비스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숭실 학교 앙도서 에서는 학생 독서의 요성을 감하고 학생 상 마

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독서후기클럽을 시작하여 1년 반 가까이 성공 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애 에 책을 나 어주고 후기를 제출받는다는 간단한 아이디어로 

출발한 독서후기클럽은 회차가 거듭되면서 도서선정, 우수자 선정 로세스 등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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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생, 교수, 직원, 외부인사의 참여와 제안이 결정 인 역

할을 담당하 다. 한 미처 기 하지 못한 여러 부수 인 효과를 통해 학생 독서

진흥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Ⅱ. 독서후기클럽 개요와 시작

  독서후기클럽은 숭실  학생들의 자발 인 독서를 유도하고 후기쓰기를 통해 ‘자

기만의 생각과 할 말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매달  신

청을 받아 선정된 학생들에게 책을 무료로 주고 말일에 서평을 제출받는 독서지원 

로그램이다. 

[그림 1] 독서후기클럽 진행과정

  독서후기클럽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독서경험은 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

친다. 학생들은 독서후기클럽 신청안내 공지를 확인하여 원하는 책을 신청한다. 신

청자는 독서후기클럽 홈페이지 참여신청란에 신청동기를 으며 독서동기를 스스로 

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 선정자 발표를 확인하고(그림 2) 책을 수령하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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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안 책을 읽고, 독서가 끝나면 후기를 작성하여 매달 마지막 날 자정까지 홈페

이지에 제출한다(그림 3). 후기를 쓰면서 짤막한 감상에서부터 이 책의 내용에 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 으로 제시하는 서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자기를 표

한다. 최종단계로 다른 학생이 쓴 후기를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독서토론모임에서 토론을 통해 극 으로 커뮤니 이션에 임한다. 우수자로 선정된 

학생은 상품도 받고, 학신문(숭 시보)과 북데일리 서평사이트에 후기가 게재되는

데, 본인의 이 매체에 실리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하므로 학시  잊을 수 없는 추

억을 갖게 된다. 

   과정을 크게 구분하자면, 반은 독서로 정보나 미학  경험을 입력(input)하는 

단계이고 후반은 입력된 내용을 본인의 것으로 소화하여 후기쓰기/공유/토론/게재로 

출력(output)을 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그림 2] 독서후기클럽 도서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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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독서후기클럽 홈페이지

  애 에 독서후기클럽의 아이디어는 목요워크샵에서 구상되었다. 목요워크샵은 숭

실  앙도서  사서들이 매주 목요일 심에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모임으로 가

끔 외부강사를 청하여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2007년 4월 27일 53회 목

요워크샵에서는 리미디어 변경환 이사가 ‘책 사랑 인생과 도서  밖에서 본 도서

과 마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 고, 그 과정에서 책을 무료로 나 어주고 후

기를 제출받는 이벤트를 제안하 다. 도서 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극 으로 수용

하여 2007년 9월부터 독서후기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실화하 다. 이것이 독서후기

클럽의 시작이다. 

  당시 우리는 독서후기클럽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악하 다. 

  첫째, 자유로운 독서경험을 제공한다. 학에서 공공부와 일명 ‘스펙쌓기’라 불

리는 취업 비로 바쁘고, 교양교육마 도 의무 으로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과과

정이라는 부담 없이 책을 읽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독서후기클럽은 철 히 자발

인 지원으로 참여하는 로그램이므로 지난 달에 참여했다가도 이번 달의 선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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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반 로 몇 번이고 계속 참여해도 제

한이 없다. 강제성이 없는 로그램이면서 매달 안정 으로 진행되므로 학생들에게 

자발 으로 시작하는 독서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효과 인 학생 마  방법이 될 수 있다. 학도서 의 주 이용층은 학

부생이다. 이들은 학도서 의 가장 큰 고객이며 사회 으로는 성장가능성이 큰 인

재들이다. 이들 학부생에게 은 비용을 들여 책을 증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서비

스를 받았다는 느낌과 만족감을 주고, 더 나아가 학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인상을 

심어  수 있다. 

  셋째, 도서 이 학의 교육임무에 보조 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독서가 요하다

는 것을 구나 인정하고, 독서진흥이라는 말이 진부한 표 이 되기까지 했지만 여

기에 한 실제 인 지원책은 무나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학 차원에서 제공

하는 독서지원은 학년을 상으로 한 교양강의와 독서인증제가 있지만 의무화된 

독서는 자발 인 동기 없이 이루어진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책을 좀 더 친 하게 느끼게 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도서 이 주도

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다. 수입이 있는 직장인

들의 경우, 책 한 권 받는 것이 수롭지 않을 수 있다. 책 한권 값이라 해야 1만원 

안 이며, 언제든지 사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용돈을 타서 쓰는 학생들에겐 작

지만 큰 선물이 된다. 독서후기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은 제공된 책이 방황하는 삶에 

용기를 북돋워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여린 감성이 남아 있고, 사회로의 출발선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기이기에 좋은 책 한권이 각별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축 된 후기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 그 로 책이 마음의 양식이요, 

삶의 거름이 된 셈이다. 

  이상과 같이, 보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의 학도

서 에서 발 빠르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는 에서 숭실 학의 독서후기클럽 사

례는 고무 이라 할 수 있겠다.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09

- 38 -

Ⅲ. 독서후기클럽의 운영 및 경과

1. 역대 진행경과 

  독서후기클럽의 역  선정도서  특이사항을 아래의 표에 간략히 제시하 다.  

<표 1> 독서후기클럽 진행 경과

기수 기간 선정책 최우수자 비고

1기 2007.09.01~09.30 경청 박근택(컴퓨터 03) ․

2기 2007.11.01~11.30 육일약국 갑시다 박산솔(벤처 소 05) 한국 학신문

북데일리 게재

3기 2007.12.01~12.31 드림스 이 민경선(경  02) ․

4기 2008.01.03~01.31 이기는 습 장원재(컴퓨터 07) 독서토론모임

결성

5기 2008.02.01~02.29 주식회사 장성군 이범석(철학 02) 기업연계 추진

생활 동조합 후원

6기 2008.03.02~03.31
내 인생을 바꾼 

한권의 책
정지 (생명정보 06) <사람과 책>

취재

7기 2008.04.01~04.30 몰입의 즐거움 나병호(철학 00) 신청자 100명 과

도서선정기  논의

8기 2008.05.01~05.31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우은 (국문 05) ․

9기 2008.06.01~06.30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권자 (사회복지 06) ․

10기 2008.07.01~07.31

강의-나의 

동양고 독법, 
내가 상상하면 실이 

된다

윤미혜(경제 08) 도서 2권 채택

11기 2008.08.01~08.31 다산선생 지식경 법, 
그림에, 마음을 놓다

서수진(독문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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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기간 선정책 최우수자 비고

12기 2008.09.01~09.30
공부의 즐거움, 

죽은 열정에게 보내는 

은 구 러의 편지

신용섭( 문 08) 북데일리 

략 제휴

13기 2008.10.01~10.31 마지막 강의, 무지개 

원리
윤혜 (법학 05) ․

14기 2008.11.01~11.30
험한 독서,

 외롭구나-김형태의 

청춘 카운슬링

유형진(독문 08)
김세희(정외 07)

1주년 기념책자 발간, 
작가낭독회

김경욱씨 빙

15기 2008.12.01~12.31

30년만의 휴식,
행복의 지도-어느 

불평꾼의 기발한 

세계일주

이재수(기독교 03) 자가 직  우수작 

선정

16기 2009.01.01~01.31 리콴유 자서 ,
빙

최지은(언론홍보 04)
이샛별(정치외교 04) 

자체 산 확보

고 도서 선정논의

17기 2009.02.02~02.28

틈새독서-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의 하루 

15분 책읽기,
셰익스피어 4  비극

이재우(일어일본 05)
이호섭( 어 문 05)
김수경(사회복지 05)

동문회 후원

국문과 교수 추천

18기 2009.03.02~03.31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무 짧다,
처음 읽는 일리아스

목윤지(행정 06)
최기석( 문 08)

최보경(미디어 07)
․

19기 2009.04.01~04.30 오이디푸스왕/안티고네

사랑과 우정의 신비
미정

사회복지학과 

교수 추천

2009.05.01~05.31
마이  리그

옛 소설에 빠지다
미정

은희경 

작가낭독회/북콘서트 

개최

  20기를 맞은 재 독서후기클럽의 역  신청횟수는 1056명, 선정자수는 820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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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선정

1) 선정기준

  독서후기클럽은 시작 당시에 산이 없었으므로 출 사가 무상으로 공 하는 도

서에 의지해야 했다. 이는 도서 이 학생들에게 나 어  책을 공 받고, 출 사는 

학생들의 후기를 얻어 서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는  계라 볼 수 있지만 

출 사 입장에서는 홍보가 되는 최근의 자기계발서를 주로 제공하 으므로 도서

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에 반에는 자기계발서를 주로 도서를 선정(당)

하 는데, 5기부터는 교내 생활 동조합의 후원으로 자체 산을 확보하면서 자유롭

게 도서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도서 에서 도서선정기 을 마련해야 하

는 시 이 된 것이다. 그 수순으로 2008년 4월 73회 목요워크샵에서 도서선정기 에 

한 논의를 거쳤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서들의 합의를 도출하 다. 

  첫째, 독서에 한 동기유발과 독서습 의 정착을 해 기단계에서는 ‘ 하’에

서 ‘ 상’ 수 의 난이도를 갖는 도서를 선정한다. 상이 되는 도서 유형은 아래의 

세 가지이다. 

    ① 학생 수 의 교양습득에 도움이 되는 고  

        ; 원  자체보다는 원 과 함께 해설이 있는 도서 

    ② 실세계에 한 이해력과 분석력, 논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도서 

    ③ 학생들이 처한 시 , 사회구조 , 개인 인 문제에 한 해석이나 안을  

제시 하는 도서 

  둘째, 학생들의 캠퍼스 라이 에 맞춰 진행한다. 기간을 학기와 방학으로 나 고, 

학기 에서도 시험이 있는 달에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자기계발서와 

치유서를 선정한다. 독서에 할애할 시간이 상 으로 확보되는 방학 때에는 난이도

가 높은 문학서와 인문서를 선정한다. 

  셋째, 매주 목요워크샵을 거쳐 도서선정기  세분화  주제 분야별 도서리스트를 

작성한다. 

  <표 2.>는 독서후기클럽의 주제구분표이다. 타 학의 권장도서 목록의 주제구분을 

참고하 고, 여기에 숭실 학교의 건학이념과 학풍에 따른 ‘신앙’, ‘정신건강/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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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활서’ 카테고리를 추가하 다. 재 이 카테고리에 따라 선정도서 후보 리스

트를 작성하고 있다. 

<표 2> 독서후기클럽 도서 주제구분

No. 구 분 내 용 세구분

1 문학서 네러티 를 갖춘 작품

동양고 , 서양고 , 한국문학, 문

학, 독문학, 불문학, 노문학, 라틴아메

리카, 제 3세계문학

2 인문서

네러티 가 없으면서 인류 

생각에 변환 이 된 작품, 
세계의 제 상을 인문, 사

상  에서 논리 으로 

분석, 평가한 작품

인문(역사서, 철학, 언어, 술), 경 /
경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3 신앙서

숭실 의 건학이념에 맞게 

설정한 주제 분야로, 기독교

계의 고 과 이슈가 되는 도

서를 다룸

․

4 정신건강/
치유서

인의 정서  불안해소 

와 참 자아 발견에 도움을 주

는 도서

․

5 생활서

학생들의 자기 리와 실생활

에 도움이 되는 도서, 잠언류

와 삶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자기계발서 등

커뮤니 이션, 인간 계, 자기능력개

발, 비즈니스소양, 독서법(메타리딩), 
인생 처

  주제 비 기 효과는 고 문학서를 통해서 인류 상상력의 근원인 신화와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인문서로 실세계를 인식하고 비 하며, 정신건강/치유서로 치열

한 실 속의 치유를 모색한다. 자기계발서와 신앙서로는 건강한 인격과 실력을 겸

비한 신앙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기수가 거듭되면서 참여자에게 고 독서에 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실제로 고 과 인문서에 한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선정된 도서가 

취향에 맞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다. 이에 선택의 폭을 넓 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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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제공하기 해 선정도서를 두 종류로 채택한 것이다. 한 권은 고 , 나머지 

한 권은 시의성을 띤 인문서나 문학서 등을 선정하는 이러한 체계는 독서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회  의의를 잘 포착하는 독서경험의 제공이라는 에서 의의

가 있다.

2) 선정주체

  선정기 과 카테고리를 마련하 지만 이 틀 속에 구체 으로 어떤 책을 후보로 

넣어야 하는지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는 곧 가 책을 선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처

음에는 담당 사서가 개인의 독서경험  각종 기 에서 발행한 추천도서 목록과 신

간목록을 참고하여 리스트업하 다.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

로 학생들에게 선정도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 내었고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하 다. 그 결과 실제 선정과정에 교수와 학생의 의견이 반 될 수 있었다. 따라

서 재 독서후기클럽의 도서 선정주체는 사서와 교수, 학생이라 할 수 있다. 

3. 우수작 선정

  독서후기클럽에 제출된 후기의 우수작 선정은 서평사이트 북데일리의 임정섭 

표이사에게 의뢰하 다. 기존 도서 의 보수 인 인식에 따르면 상업조직과의 찬

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독서후기클럽의 경우에는 북데일리와의 

 계가 가능하 다. 일단 해당 분야의 문가가 후기를 평가하므로 우수작 선

정에 한 권 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서평쓰기 노하우를 참여자에게 수할 수 있

었다. 한 문가의 맨 워로 후일 작가낭독회의 작가섭외나 비가 한결 수월하

다. 한편 북데일리에서는 참여자의 빼어난 서평을 확보하고 나아가 서평기자로 뽑을 

수 있다는 에서 유익을 얻는다. 이런 측면에서 학도서 은 외부 문가와의 교류

와 나아가 업무 약에 해서도 략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매달 두 권씩 선정하게 되면서 선정도서가 국내서이며 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우수작 선정을 작가에게 의뢰하고 나머지 한 권을 북데일리 측에 의뢰하기 시작하

다. 소설가 김경욱, 이무석 박사, 김선욱 씨, 강헌구 교수에게 선정을 요청하 고, 

자가 직  뽑은 우수자는 다른 참여자와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기쁨을 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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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도 자에게 우수작 요청을 하여 독서후기클럽을 알리고, 조를 얻을 계

획이다. 

  

4. 독서토론모임 형성

  독서후기클럽의 상치 않았던 성과  하나는 독서토론모임 ‘수다’의 결성이다. 

독서후기클럽은 집단독서경험을 제공한다. 즉, 여러 참여자가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책을 읽는 것이다. 참여자는 쓰기를 하여 자기 것으로 내용을 소화하지만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참여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 독서경험이 자기 생각에 멈추는 데 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사고의 폭을 넓히기 해서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토론모임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로 인해 도서 에서는 토론모임

을 지도할 여력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때 동일한 필요를 느낀 재학생들이 자

발 으로 형성한 독서토론모임이 바로 ‘수다’이다(그림 3). 

[그림 3] 독서토론모임 수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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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 모임은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반에는 독서후기클럽에서 읽은 책을 

가지고 토론하 으나 재는 자체 으로 책을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도서 에

서는 으로 학생들의 자치에 맡기고 모임의 운 에 일  여하지 않는다. 그러

나 독서토론과 련해 가이드는 필요하다고 보고 숭실  교수학습센터와 교보문고 

독서경 연구소에 교육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교수학습센터에서 주

최하는 ‘독서를 통한 학습력 향상 세미나’가 열렸고, 5월에는 독서경 연구소에서 

회원을 상으로 토론교육을 실시할 정에 있다. 

5. 대학구성원의 협조

  독서후기클럽이 운 에 체계화를 더한 것은 으로 학구성원의 호응과 후원

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09년부터 학본부에 산을 요청하여 자체 으로 재정을 

확보하 지만 이 에는 숭실 학교 생활 동조합에서 지원한 600만원으로 도서구입

비를 충당하 다. 지난 3월에는 자체재정에 더하여 총동문회의 후원으로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그림 4). 이는 단순한 재정지원의 의미를 넘어 선배가 후배

의 교양독서를 지원하고 이끌어 다는 에서 학교에 한 자부심과 결속력을 다지

는 데까지 외연이 확 된다. 수혜를 받은 후배가 졸업하여 모교를 기억하고 후배들

의 독서경험을 지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숭실 학교는 국내 학생 독서진

흥의 시발 이자 독서명문 학으로의 상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수사회에서도 도서선정과 련해 도움을 주었다. 독서후기클럽의 취지에 공감하

는 교수들이 각각 자기의 공분야와 련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양도서를 추천해 주었고, 그 결과 사회복지학, 국어국문학, 경 학 분야의 양서들

이 선정된 바 있다. 

  교수학습센터와 같은 교내 타 부서에서는 외부의 문가를 빙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독서와 토론 세미나를 개최하여 독서후기클럽과 뜻을 함께 하 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호응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매달 꾸 한 신청, 1주년 

기념 우수후기모음집 제작, 김경욱 작가 낭독회와 북밴 공연으로 이어지는 여러 행

사에 학생들의 호응이 없었다면 독서후기클럽은 단기 인 독서지원 로그램에 그

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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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문회 기사내용

Ⅳ. 독서후기클럽의 효과

  독서후기클럽의 시행 후 그 효과를 계량 으로 측정할 수는 없었으나 외부 평가

자와 학생들의 을 통해 략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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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숭실대 학생들의 잠재력 발견

  아래는 참여자가 제출한 후기에 한 북데일리 표이사의 평가이다. 

  “죽 읽어 가는데, 다들  솜씨도 훌륭하고, 정성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요

즘 아이들 참  잘 쓴다는 생각이 로 들었습니다. 지 않은 서평들이 어디

다 내놓아도 괜찮을 만큼 좋았습니다. 때문에 2편 선정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 습니다. 

  암튼, 숙고해서 두 편을 뽑았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우열은 박 장님이 골

라보시죠. 둘 다 메시지 달도 그 고  솜씨도 훌륭합니다.

  두 개의 은 희 북데일리에서 소개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 독서 진흥 운동에 일조하게 되어서 회사 표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평 문사이트 북데일리 표)

2. 자기만의 생각과 할 말을 가다듬는 계기 제공

  쓰기를 통한 사고와 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6기 독서후기클럽으로 선정되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습니다. 쓰는 내내 생

각을 로 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리게 느 습니다. 제 자

신의 한계도 깨달았구요. 비록 자율 이지는 않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제 생각

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합니다.” (정보통신 자공학부 1

학년 하동훈) 

3. 독서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작용 

  “도서  홈페이지 이용법을 듣는 에 독서후기클럽을 보게되었습니다. 도서

에 이런 좋은 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무 놀라웠습니다. 는 평소 책 읽는 

것을 뒷 으로 미루었습니다. 독서후기클럽을 이용해 책과 친 해지는 동기부여

를 하고 싶습니다.” (경 학과 06학번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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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생설계에 실제적인 도움 

  바쁜 학기생활 에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벌써 한 것도 없는데 4학년 1학기를 맞이했다. 이해찬 세 , 88만원 세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언제나 불 하다는 평을 들으며 살아 와야 했던 80년  친구

들. 재 학생의 모습이고 바로 내 모습이다. 학에 진학을 한 이유가 꿈이 

있고 내가 원하고 더 알고 싶은 공부가 있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 다 가

니까 무작정, 당연한 듯 지 까지 따라왔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남들 하는 로 학  리하고 어학 수, 자격증 

몇 개 따는데 4년이란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이제는 어학연수까지 가야 할 

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은 이것

것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많이 해보느라 바쁘게 보냈다. 그래도 하루하루 행

복하고 즐거웠다. 그래도 정확이 답은 나오지 않는다. 남은 1년의 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다소 두렵긴 마찬가

지이다. 이번 7기 독서 후기클럽 ‘몰입의 즐거움’을 통해 해답의 열쇠에 한 걸음 

더 다가 갈 수 있길 바란다.” (섬유공학과 / 4학년 윤지운)

  “ 처럼 모든 것에 만능인 사람을 요구하는 시 는 지나갔습니다. 지 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랜드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지요. 보통 사람

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남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이 되는 

시 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랜드를 아는 사람

이 몇이나 될까요? 지 부터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성공할 인생이 된다는 것

을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는 이 책을 통해서 의 이런 능력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싶습니다. 

   스스로 살아온 인생이라 자부하지만… 아직도 는 제가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집 … 몰입… 열정… 패기… 도 … 가능성… 

이 책 한 권으로 제가 원하는 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정보통신 자공학부 김

신국 02학번)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09

- 48 -

5. 책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계기 부여

  “THINK HARD 몰입이란 것에 해서 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몰입이 

주는 즐거움이란 책을 꼭 읽고 독서후기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학을 다니는 

동안 학 과 사활동, 자격증, 인턴쉽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해서 무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손 야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고 몰입

하는 삶을 통해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독서 후기 신청을 합니다.” (경 학부 이우민 06학번) 

  “신입생에게 배부되었던 “드림스 이”를 읽으면서 그  막연한 학생에 

한 생각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 이고 실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받음으로써 

앞으로 학교 4년으로써의 걸어야 했던 희미했던 길이, 어느 정도 안개가 걷힌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 나가야 할 때인데, 마침 <몰입의 

즐거움> 이라는 책을 독서후기클럽에서 선보임으로써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실

천해 나갈 때에 “몰입”하는 법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된다면 보다 효율 으로 계

획을 실천 해 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몰입”함으로써  같은 시간을 보다 효율 으로 리하는 방법도 이 책을 

통하여 엿보고 싶습니다.”( 기공학부 1학년 안수호)

6. 소속감 부여

  “편입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한 정보력이 신입생과 같아 여러 가지 면

에서 아직도 학교가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것 것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

인데..독서후기클럽을 그런 계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2008년은 다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기로 목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정치외교학과 3학년 유지 )

  “ 는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 08학번 이정주입니다. 늦은 학입학에 알찬 

학생활을 해보고자 가장 먼  했던 결심이 다독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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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다독을 결심하고, 억지로라도 재미를 붙이고자 찾았던 것은 독서토론 모임

이었고, 네이버에서 이곳 곳 검색을 하며 동호회 등을 알아보던 , 도서  오

리엔테이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반가웠던 것은 바로 이 독서후기 습니다. 동호회를 찾기도 어려웠으며, 

억지로라도 내 발목을 잡고 책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이 게 신청합니다. 독서후기를 통해 많은 종류의 책을 편독하지 않고 다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 1학년 이정주)

Ⅴ. 독서후기클럽에 대한 외부평가

  학 외부에서도 독서후기클럽에 한 호응과 정 인 평가가 있었다.  

1. 타 대학도서관

  가장 먼  상명 학교의 민숙희 사서가 본교 독서후기클럽을 벤치마킹하 다. 여

건상 매달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독서후기클럽과 가장 흡사한 독서지원 로그램

을 운 하고 있다. 

  숙명여자 학교 도서 에서는 화문의와 함께 학술정보서비스 에서 본교 도서

을 방문하여 독서후기클럽에 해 조사하 다. 이밖에도 고려 학교, 성균 학

교, 청강문화산업 학교에서 독서후기클럽에 심을 가지고 유사한 독서지원행사를 

비 에 있다.

2. 사서커뮤니티 

  2007년 11월 1일 KERIS 사서 커뮤니티에 독서후기클럽에 한 안내 을 등록하

고 여기에 한 사서들의 댓 이 매우 정 이었다. 그 의 일부를 옮긴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학생이 되면 책을 많이 야지 하는 마음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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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해도 막상 도서  책을 빌려 보는 게 습 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도서

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에서 여러 행사가 필요하다는 걸 느 습니다. 선

생님 궁 한 사항 화로 여쭈어도 될까요?” 

  “독서후기클럽 카페에 가 보고 감동 받습니다. 변화가 곧 기쁨임을 느낍니다.”

[그림 5] 독서후기클럽과 독서토론모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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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자

  반 으로 우수작을 의뢰했던 모든 자들이 매우 호의 인 반응을 보 다. 아래

는 <틈새독서>의 자 김선욱 씨가 학생들의 후기를 읽고 보내온 이다. 

“ 반 으로 독후감에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후기를 쓰신 모든 학생들이 

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만 해도 학교 때에는 책을 많이 읽지도 못했

고,  독후감을  써 보지 않았기 때문에 후기를 쓰신 모든 학생들이 보

다는 훌륭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작가 분들을 만

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언론매체

  2007년 11월 12일 한국 학신문에서 독서후기클럽을, 교보문고 발간 월간지인 

<사람과 책>에서 2008년 4월에 독서토론모임 ‘수다’를 취재하여 기사화하 다. 2009

년 5월 13일에는 동아일보에서 ‘수다’모임을 취재할 정이다. 

Ⅵ. 결론

  이상 독서후기클럽의 운 과 경과, 효과  외부평가에 해 기술하 다. 독서후

기클럽은 학생들에게 자발 , 능동  독서경험을 제공하고 쓰기로 자기의 생각

을 정리하고 표 할 뿐 아니라 후기 공유와 토론으로 자기의 생각을 확산시키는 훈

련을 통해 리더의 필수  자질인 커뮤니 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재

까지 성공 으로 진행되어 온 독서후기클럽은 독서진흥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다

음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첫째, 효과 인 도서선정을 해 시카고 학의 Great Index와 같은 체계 인 고

목록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서양문명에 경도된 고 리스트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동양문명의 통과 상황을 반 한 책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존의 딱딱하고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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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주는 고  신 실세계를 살아가는데 인사이트를 주는 작물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고 의 개념에 한 재정의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둘째 후기의 개념을 정립한다. 지 까지 독서후기클럽에 제출된 학생의 후기는 개

인의 감상을 피력한 감상문에서부터 독후감, 리포트의 인상을 주는 과 서평까지 

다양한 성격의 이 혼재되어 있다. 모든 이 독서경험의 흔 으로서 가치가 있으

나 쓰기의 훈련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식이 논리와 설득을 필요로 하는 서평이므

로 앞으로는 서평쓰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담당사서의 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는 학생 독서의 성격과 

필요를 잘 이해하고 한 도서를 선정하며, 흥미를 유도하는 기획력과 독서교육 

 고 에 한 식견을 갖추기 해 계속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할 것이다. 

  향후 숭실  도서 은 독서후기클럽과 함께 작가낭독회, 독서테마여행 등 여러 이

벤트를 병행하며 숭실 학이 독서명문 학이요, 학생 독서진흥운동의 불씨가 되기

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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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가는 독서지도 프로그램

‘성북학부모 독서대학’운영사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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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성북정보도서 은 “늘 새로운 상상이 있는 곳”이라는 표어 아래 2002년 3월 개

한 이래로 끊임없이 새로운 상상을 꿈꾸며, 이를 실 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5층

의 연면  6,667㎡의 도서 은 천장산 아래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하여 주민 착형 

공공도서 으로서 자리매김하 다. 

  2003-2004년도 국립 앙도서 이 선정한 서울지역시범도서 으로서 우수한 시설

과 다채로운 문화 행사 로그램으로 많은 구립도서 의 벤치마킹 상이 되었다. 

2006년에는 서울 WLIC(세계도서 정보 회) 공식 방문기 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07년 태국도서 회 계자 방문으로 외부 교류에도 극 으로 힘쓰고 있다. 

한 주민을 한 도서 이 되기 해 2007년부터 서울시 ‘공공도서  개 시간연장사

업’  책 읽는 서울 ‘한 도서  한 책 읽기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2009년 과학

기술부 주  ‘주말과정 평생교육 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어 성북구의 평생교육기

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독서치료’를 도서  특화사업으로 선정하고 각 열람실마다 ‘독

서치료 코 ’를 마련하여 독서치료 도서를 주제별로 소장하고 있으며, ‘독서치료 상

담실’을 통해 주민을 상으로 무료 독서치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 내 

등학생을 상으로 책읽기와 쓰기, 그림그리기, 역할극, 마인드맵, 인스토 , 

토론하기 등을 통해 지식정보의 습득과 함께 마음의 힘을 키우는 ‘독서심리교실’ 

로그램을 분기별로 운 하는 등 ‘독서치료 사업’은 남녀노소 구나 동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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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개요

  공공도서 에서 가장 출이 많고 이용이 빈번한 열람실이 바로 ‘어린이실’이다. 

그만큼 어린이들을 한 책의 수요도 높고 좋은 책에 한 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녀와 도서 을 방문한 학부모들은 좋은 책을 고르는 기 이나 

책을 어떻게 읽어주고 지도해야할지 몰라 어려워한다. 이에 성북정보도서 에서는 

2005년부터 자녀들의 바람직한 독서지도를 한 ‘학부모 독서 학’을 운 하게 되

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번으로 운 하던 것을 보다 체계 인 로그램으로 다듬으면

서, 한 달에 두 번 6개월 간 운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다. 한 단순히 자녀 독서

지도를 해서 수업을 듣던 학부모들은 로그램을 수료하고 나서 ‘독서지도’에 보

다 깊은 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학부모 독서 학’ 로그램의 참여 목 이 자

녀교육만이 아니라 바로 학부모 자신을 한 자기계발이라는 뜻이기도 하 다. 

  따라서 도서 에서는 학부모 독서 학 수료자를 한 연계 로그램으로 ‘독서치

료 과정’을 마련하여 보다 심화 인 수업이 가능하게 하 으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

을 우리 아이에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이웃들에게도 환원할 수 있

도록 지역 내 기 과 력하여 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독서 학 로그램은 

궁극 으로 지역 사회의 새로운 독서문화 조성  공공도서 을 통한 독서활동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엄마로서 도서 을 이용하던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도 을 가능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발 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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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주말이면 도서 에는 가족 단 의 이용이 많다. 따라서 토요일에는 어린이를 한 

문화 로그램이 오 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진행된다. 하지만 부모를 

한 주말 평생교육 로그램은 도서 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기계발 욕구가 높아지고, 학부모들의 문

화 로그램에 한 참여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요즘에는 학부모를 한 인문학, 부

모역할훈련 등 다양한 강좌가 여러 도서 에서 운 되고 있지만, ‘학부모 독서 학’ 

은 도서 의 주된 이용 층인 학부모, 특히 주부의 기 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로그램으로서 타 교양 강좌와 차별되는 로그램이기에 리 소개하고자 한다. 

Ⅱ. 추진개요 

1. 목적 

  어린이들의 성격 결정과 성공여부는 부모의 독서형태와 련이 많고 어린이의 독

서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학부모 독서 학’을 운 하여 지역사회 내의 

바람직한 독서인 라를 구축하고자 함.

2. 개요   

  ￭ 모집 상 : 총 80명의 학부모(선착순 모집)

  ￭ 운 기간 :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 10:00 ~ 12:00(6개월 과정)

  ￭ 운 장소 : 도서  지하 1층 ‘컨벤션룸’

  ￭ 강    사 : 이경숙 / 한국창의독서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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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로그램 내용 

차시 교육내용 비고

1  독서지도의 개념과 필요성, 아동 문학의 이해 입학식, 교과서 배부

2  아동 도서 종류별 이해, 발달 단계별 독서 지도

3  도서 선정의 원리. 교과 련 독서지도 이해, 선정실습

4  그림책의 이해, 그림책의 다양한 독서지도 방법

5  동시의 이해, 동시 독서지도 방법, 동시 표  방법

6  독서  지도 방법, 배경 지식 활성화 방법 제시

7  창작 동화의 이해, 발문 구성, 감상 표  방법

8  어휘 확장을 한 방법들, 래 동화 지도 방법

9  원고 작성 방법, 원고지 쓰기 실습, 외래어 표기법 

10  독서 감상문 쓰기 지도, 다양한 감상 쓰기 지도

11  과학도서 지도 방법, 기문의 이해, 기문 지도 방법

12  토의․토론 지도, 개요 작성, 논술문 쓰기 지도 실제 수료식

3. 독서대학 운영 방법 

1) 적극적 참여 이끌어내기   

  학부모 독서 학을 수강하는 다수는 평범한 주부들이다. 많은 이들의 참여가 가

능하도록 토요일 오 으로 수업 시간을 정했지만, 주부들의 경우 집안일이나 자녀 

문제 등 출석에 변수가 많다. 한 처음 몇 번 결석을 하기 시작하면 6개월을 채우

지 못하고 간에 탈락하기 쉽다. 

  그래서 독서 학 수업은 매 시간마다 출석 체크를 하여 6개월 과정이 끝났을 때, 

4회 이상 결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성북정보도서  명의의 수료증을 달하기로 

방침을 정하 다. 이 수료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다음 과정인 ‘독서치료’ 과정

도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매 수업 참여도나 성실성을 강사가 

평가해,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수료식에는 5명의 모범생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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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규칙이 있어 수강생 부분은 자발 으로 수업에 성실히 참여 하 으

며 학습의욕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학부모 독서 학은 6개월 간 교재를 포함한 체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 그 지

만 청강사의 열정과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열정은 타 강좌보다 뜨겁다. 그래서  

수료증과 모범상을 받는 수료식 날은 그 어떤 학교의 졸업식장보다 훈훈하다.  

 

  

             <제1기 수업 장면>                   <제 6기 입학식> 

  

        <제 7기 수료식 단체사진>               <제 5기 모범상 수상>

[그림 1] 성북학부모 독서 학 수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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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북학부모 독서 학 수업  독후활동 사진 

2) 독서대학 커뮤니티 Reading College  

  독서 학은 80명이라는 다소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보니 수업 시간에 토론하지 못

한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채 이 필요했다. 도서 에서는 도서 과 수강생, 강

사와 수강생, 그리고 수강생과 수강생 간의 커뮤니 이션이 보다 활발할 때 로그

램의 분 기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단하여, 성북정보도서  홈페이지를 리뉴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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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학부모 독서 학’ 메뉴를 홈페이지 메인에 마련하 다. 홈페이지는 독서 학

이 어떤 것인지 궁 해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2005

년 1기부터 시작하여 재 8기에 이르기까지 기수별 학부모 독서 학 수료자들의 

‘정보공유의 장’이기도 하다. 

  독서 학 커뮤니티는 ‘독서 학 안내’, ‘독서 학 커뮤니티’, ‘독서지도 이론’의 총 

3개의 서 메뉴로 나 어져 있다. ‘독서 학 안내’ 에서는 독서 학 로그램의 일

정과 모집방법, 내용 등 반 인 소개를 담고 있다. ‘독서 학 커뮤니티’는 강사님

의 다음 수업 소개  그날 수업내용에 한 수강생들의 소감을 공유하는 게시 으

로, 독서 학 커뮤니티에서 가장 요한 메뉴이다. 그리고 ‘독서지도 이론’ 메뉴는 

독서문제 해결방법,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등 학부모들이 가장 궁 해 하는 독서지

도에 한 이론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홈페이지 내 학부모독서 학 커뮤니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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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모 독서대학 추진결과 

  성북학부모 독서 학은 재 7기까지 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약 6백여 명의 참

여자 가운데 약 3백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 다. 

<표 2> 성북학부모독서 학 추진 황 

 추진일자  추진내용 비고

2005. 10. 제1기 성북 학부모독서 학 교육 실시 -

2006. 05. 제2기 성북 학부모독서 학 교육 실시 6개월 과정/수료증 발

2006. 11. 제3기 성북 학무모독서 학 교육 실시 6개월 과정/수료증 발

2006. 11. 제1기 성북 학무보독서 학 심화과정 교육 실시 3개월 과정/수료증 발

2007. 05. 제4기 성북 학부모독서 학 교육 실시 6개월 과정/수료증 발

2007. 08. 제2기 성북 학부모독서 학 심화과정 교육 실시 6개월 과정/수료증 발

2007. 11 제5기 성북 학부모독서 학 교육 실시 6개월 과정/수료증 발

2007. 11 제3, 4기 성북 학부모독서 학 심화과정 교육 실시 6개월 과정/수료증 발

2008. 05 제6기 성북 학부모독서 학 교육 실시 6개월 과정/수료증 발

2008. 05 제5기 성북 학부모독서 학 심화과정 교육 실시 6개월 과정/수료증 발

2008. 11 제7기 성북 학부모독서 학 교육 실시 6개월 과정/수료증 발

2008. 11. 제6기 성북 학부모독서 학 심화과정 교육 실시 6개월 과정/수료증 발

2009. 05 제8기 성북 학부모독서 학 교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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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모 독서대학 날개달기

  

  학부모 독서 학은 6개월의 과정이 끝나면 출석률에 따라 수료증을 받게 된다. 하

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체계 인 독서지도 이론을 배우고, 스스로 토의에 참여

하고 독후활동도 해보는 등 자기주도 인 학습을 경험한 수강생들은  다른 목표

를 찾기 때문이다. 이에 성북정보도서 에서는 단순히 수료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하

는 것이 아닌, 학부모들이 보다 구체 으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 다. 

  학부모 독서 학을 마친 수료생들은 성북정보도서  장님이 지도하는 ‘독서치

료 과정’ 로그램을 계속 수강하여 보다 심화 인 독서지도 수업을 들을 수 있으

며, 학부모 독서 학 강사의 도움 아래 ‘독서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해 계속 공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서 이 력을 맺고 있는 복지  등에서 독서를 매개로 한 

사활동 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

라, 그 선택이 무엇이던지 자신만을 한 꿈을 찾아간다는 이다. 이 에서 독서

치료 사활동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학부모독서대학 수료자 독서치료봉사 

  성북학부모 독서 학 수료자들은 자발 으로 모임을 결성하고, 성북정보도서 과 

력을 맺은 기 을 상으로 독서 학 로그램에서 익힌 지식과 활동을 목시켜 

사회  약자를 한 사활동을 하고 있다. 직  지역 사회의 각 기 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2006년 11월 치매 상 노인을 한 독서치료 사를 시작으로 하여 재 

총 8개의 이 주 1회 각 기 을 방문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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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센터 사업기간 상

마하나임 노인주간복지센터 2006. 11 ∼ 치매노인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 2007. 06 ∼ 치매노인

장 종합사회복지 2007. 06 ∼ 노인 학 학생 

정릉종합사회복지 2008. 07 ∼ 어린이 

성북장애인복지 2008. 08 ∼ 장애인 

정릉종합사회복지 2009. 03 ∼ 실버

베들 헴 어린이집 2009. 03 ∼ 다문화 어린이

<표 3> 성북학부모독서 학 수료자 사활동 황 

<표 4> 마하나임 노인주간복지센터 사활동 활동계획서   

책제목 독후활동 비물

한지놀이
- 종이 찰흙을 이용, 재미있는 모양의 탈 꾸

미기

물감, 지 토, 한지, 바가지, 
풀, 가 , 털실, 고무 , 송곳, 
종이 등

조상들은 어떤 

도구를 

썼을까?

-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썼던 옛날 

도구들의 종류와 사용 방법을 발표하도록 

독려

- 부채 만들기  

골무, 기본부채, 책한지

연아 연아 

올라라

-어렸을  연날리기에 한 추억을 되살려 

보고 연 만들기

나무살, 한지, 
색종이, 오공본드

해시계

물시계

- 시계가 없었던 시 에는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이야기 나 기

두꺼운 종이, 시계재료, 
송곳, 색종이

떡잔치

- 계 에 따라 다르게 먹었던 떡에 하여 

이야기 나 기

- 떡 만들기

가루, 떡, 고물(깨, 콩), 
찜통

띠 이야기
- 각자의 띠에 하여 이야기

- 동물가면 만들기

도화지, 송곳, 색종이, 가 , 
풀, 고무 , 크 스

꽃따라 

설따라

- 좋아하는 꽃에 하여 이야기

- 꽃바구니 만들기

색, 도화지, 색종이, 
가 , 풀

꽹과리 징 북 

장구
- 악기 퍼즐 맞추기

도화지, 악기, 풀,
퍼즐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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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릉사회복지  수업>        <정릉사회복지  수업>

  

         <성북장애인복지  수업>      <성북장애인복지  수업>

  

        <베들 헴 어린이집 수업>      <베들 헴 어린이집 수업>

[그림 4] 성북학부모독서 학 수료자 사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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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5일 성북신문>

[그림 5] 성북학부모독서 학 수료자 사활동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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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말

  

  ‘성북학부모 독서 학’ 로그램은 우리아이의 바람직한 독서습  형성과 지역 사

회 내의 독서인 라 구축을 하여 시작되었으며, 재 8기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

는 내용과 체계 인 운 으로 이제는 성북정보도서 의 표 로그램 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 으며 지역 사회의 높은 심을 받고 있다. 매 기수별 80명이라는 정원

을 모집하고 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극 인 참여와 호

응 덕분에 지속 으로 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책을 고르는 것도 어려워하고, 책을 매개로 이야기조차 풀어가지 못했던 

수강생들도 수업 후반이 되면 수업에 보다 극 으로 즐겁게 동참하고,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시간을 내어 도 올리는 모습을 보면 로그램의 성공 인 운 을 새

삼 실감한다. 

  학부모 독서 학 로그램은 상이 ‘학부모’ 라는 에 이 맞춰져 있다. 학부

모를 상으로 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통 화제와 

심사가 있다. 가정 내 자녀의 독서지도를 목 으로 수업을 듣지만, 수업을 듣는 상

당수는 단순히 이 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환

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  주부의 경우는 자기발 을 해 보다 심

도 있는 공부를 하여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이 타 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이라고 할 수 있다. 

  토요일에 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 부부끼리 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수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앞으로 평생교육에 한 욕구가 보다 높아지고, 주말 여유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학부모는 물론 가족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나아가

는 것이, 그리고 학부모 독서 학 수료자의 계속 교육 는 사회 사활동의 체계

인 리와 지속 인 발 이 이 로그램의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커

뮤니티에서 발췌한 성북학부모 독서 학 로그램 참여 수강생의 생생한 소감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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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7기 성북학부모독서대학 수료자

  2008년이 기분 좋게 끝나가네요. 성북구로 이사 와서 도서 이 집 에 있어서 참 

좋았는데, 거기에 독서지도공부까지 이 게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뻐요. 아기 낳고 

집에 있으면서 조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독서지도 공부를 통해 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제가 이 공부를 진심으로 즐긴다

는 사실이었어요. 이제까지 책도 나름 많이 읽으려 했지만, 그 방법을 잘 몰랐던 거 

같아요. 그런데 독서지도 공부를 하면서 부터 독서법을 차츰 익 가는 재미를 쏠쏠

히 익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참 기 가 됩니다. 

  ❐ 제 6기 성북학부모독서대학 모범상 수상자

  5월 10일 첫출발! 독서지도의 개념과 필요성을 시작으로 6기생 마음 한 켠 불을 밝

히는 서사시가 써졌답니다. 미소를 잃지 않는 스승님! 정열 인 강의, 유머펀치를 날

리시기도 하고 회개성 논리로 공부를 안 해오거나 비를 못해올 때 부끄러움을 알

게 하시면서도 감싸주는 독특한 당신만의 화법! 우리는 그 안에서 을 보내며 하나

가 되는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답니다. 25일 마지막 수업! 새로운 시작의 신호! 6개월 

동안 12회에 걸친 특별한 만남과 인연은 분명 더불어 사는 세상에 사할 수 있는 소

박한 꿈을 갖게 해  것은 물론이며 에게는 번 10월 2008 문 작품 수필부문 장

원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었답니다. 참 감사합니다. 독서 학! 내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 자녀들에게 꿈과 인격을 갖게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신 성북

정보도서  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6기생 모두에게 안부

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격려와 반가운 만남을 갖자며 사랑담은 문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의 스승님 이경숙 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

습니다. 행복과 소망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새로운 출발을 하

여! 이 !!!



 

기 관 명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제 출 자 신 수 현 ․ 이 현 숙

저녁에 뭐하니? 서강도서관 갈래?

- 야간 문화프로그램 우수사례 모음 -

국립중앙도서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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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마포구립서강도서 은 타 지역에 비해 도서  환경이 열악한 마포구에 2008년 2

월 17일 개 한 마포구 최 의 공공도서 이다. 마포구립서강도서 은 지역주민의 

문화 , 지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해 복합청사와 면  1134.66㎡라는 태생  한

계를 극복하고 인 자원을 최 한 활용하는 아이디어와 친 로 승부하는 창조 이

고 역동 인 도서 이다.

  마포구립서강도서 은 일일실물수서시스템을 통하여 매일 새로운 책 40-50여권이 

서강가족에게 제공된다. 일일실물수서시스템은 도서 유통 상에서 이용자까지의 공

시간을 최단시간으로 인 획기 인 시스템으로 이용자분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

으며 각 지역의 많은 공공도서 의 벤치마킹 상이 되고 있다.

  RFID를 통하여 출 도서 뿐 아니라 열람 도서에 한 통계가 이루어져 이용자의 

정확한 정보 요구 분석을 통하여 일방 인 도서 제공이 아닌 상호 소통하는 도서 제

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강도서 은 이용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 인 도서 이 아닌 도서 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가는 나눔의 도서 이다. 지식정보사

회에서 정보 획득에 한 1차  근마 도 쉽지 않은 이들을 조사하여 직  찾아

간다. 재 경제 인 이유로 소외되는 아동과 정신지체장애인  다문화가정을 포함

하여 8곳의 기 을 상으로 ‘찾아가는 도서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사서 서평을 통하여 책에 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책에 

한 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해 Library 3.0을 개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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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개요

  우리 서강도서 은 개  2~3개월 만에 장서부족과 높은 출율로 인하여 도서  

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하 다.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한 돌 구  하나가 야간 문화

로그램이었다. 서강도서 은 야간 문화 로그램을 통하여 고객 유치, 도서  홍보, 

도서  이용자의 도서  인식 변화와 지역사회의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는 효과를 

경험하 다.  

  도서 의 문화 로그램 부분이 낮 시간에 어린이와 주부를 상으로 이루어져 

잠재  고객의 근이 어려웠다. 서강도서 은 야간 로그램을 통하여 잠재  고객

을 실 고객으로 환하는데 성공하 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까지 참여하면

서 고객의 층을 한층 더 단단하게 하 다. 한 각 도서 에서 벤치마킹을 한 문

의 화와 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도서  고객은 도서 을 책을 보

거나 빌리는 공간에서 서로 생각을 나 고, 문화를 나 는 소통의 공간으로 인식하

며 도서 을 통하여 더욱 더 극 이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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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서관 개관 1년에 붙임

 

  마포구립서강도서 은 개 한지 지난 2월로 1년이 되는 신설도서 이다. 요즘엔 

한 해에도 60여개 도서 이 생겨나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 도서 에 ‘신설도서 ’이

란 표 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다. 마포구립서강도서 의 1년은 이용자들

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을까? 단지 동네에 새로 생긴 책 여 ? 아니면 

동사무소 에 조  크게 문을 연 동문고? 는 취업이나 승진, 진학 등을 한 독

서실? 뭐라고 여겨도 좋다.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사람과 세상이 소통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만 하다면 그게 ‘도서 ’이란 이름을 가졌든 ‘독서실’이란 

이름을 달았든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에 불과한 서강도서 은 지난 1년

간 마포구의 첫 공공도서 으로서 도서 이용자  지역민에게 그 소통의 심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밤 10시까지(주말 8시, 어린이열람실 제외) 도서  문을 연 

것은 여느 도서 들과는 달리 개 하던 날부터다. 상반기에는 두 곳의 자료실만 개

방하 으나 하반기가 되어서는 문화 로그램 운 까지 시작하게 되었다. 

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의 초대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서 을 이용하 다. 지 않은 사람들이 책, 사람, 

문화 로그램을 통하여 잠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서강도서 이란 한 공간에 머물

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호흡하 다. 백화  문화강좌나 스포츠센터에서 하는 문화

강좌와는 차별화된 도서 의 특성을 살린 문화 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 다. 

서강도서 에서 진행하는 모든 로그램은 참가비가  없다. 물론 시민들이 이미 

낸 세 으로 운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애써서 번 돈에서 

공제된 것이니 공공의 기 은 우리 시민들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어떤 때는 퇴근 후 요기할 틈도 없이 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 분들을 뵐 

때면 오히려 고마운 마음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앞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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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교육을 시작하며

  마포구립서강도서 은 공공도서 으로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해 자료 출  

열람의 기능을 가지면서 교양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교육 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공도서 이 서구에서 처음 생겨난 데는 인류의 삶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서부터이다. 19세기 ․미 사회에서의 공공도서 은 교육 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

운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재분배하는 사회  평등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역사회에 탄생되었다. 즉, 사회의 지배계층에서 리는 것과 동일한 시설을 일반

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사회  불평등을 제거하기 한 장치로 공공도서 이 지

역사회에 나타난 것이다. 그 이후 공공도서 은 무료성, 공개성, 공비성의 원칙이 확

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모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우리 도서 은 시민들을 한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민교육의 사  의미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종합체로서 근  시민 사

회의 주민을 육성하기 한 교육으로 학교에서는 사회과 심으로 실시하며, 성인에 

해서는 공공 기  는 민간단체에서 실시한다’이다. 공공기 으로서 일반 시민을 

상으로 실시한다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1) 열린도서관학교

  ‘열린도서 학교’는 뚜렷한 철학을 지닌 강사를 하여 강사와 참여자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도서 이란 이름으로 열려진 공간에서 나 기 

함이다. 열린도서 학교란 이런 의미에서 색다른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1) 시민언론운동가 최민희의 언론, 두 개의 세계

  8월 , 삼복 한 가운데 서강도서 의 야간문화 로그램은 시작되었다. 시민언론

운동을 하는 최민희  방송 원회 부회장이 ‘언론, 두 개의 세계’란 강연제목으로 2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었다. 우리나라 언론의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에 해 신랄하게 비 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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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4일 (월) 늦은 7시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2) 홍세화의 언제부터 내 생각이 내 것이었는가?

  1979년 남민  사건에 연루되어 랑스 망명생활  쓴 책 ‘나는 리의 택시운

사’로 국내에 알려지게 된 홍세화 한겨  논설 원. 홍세화 원을 섭외하는 과정에

서 무엇보다 감동받은 것은 강의 제안에 “도서 이기 때문에 가겠다” 라고 흔쾌히 

수락한 이 한마디 때문이다. 그 지명도와 인지도 그리고 유명세로 인해 여러 곳에서 

강의 요청이 오긴 하지만 여느 곳보다 강의하는 곳이 ‘도서 ’이기에 수락하겠다는 

홍세화 원의 말을 듣는 순간 짜릿한 율마  느껴졌다. 2시간 남짓 진행된 강의 

내내 이 시 를 살아가면서 사회정의와 그 비겁함에 우리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08년 9월 1일(월) 늦은 7시 / 마포구립서강도서  다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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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6일(월) 늦은 7시 / 
마포구립서강도서  다목 실)

(2008년 11월 3일(월) 늦은 7시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3) 야생  편지 황 권의 생명평화와 나 

  몇 년  MBC의 한 로그램에

서는 국 각 곳에 도서  짓기 운

동을 벌이며 국민들의 책읽기 운동

을 선도한 바 있다. 그 덕분에 ‘기

의 도서 ’이란 이름으로 도서

의 부재로 황량하기만 한 지역에 

어린이를 한 도서  7개가 지어

졌다. 그 무렵 선정된 책 가운데 하

나가 ‘야생  편지’이다. 이 책은 학

원간첩단 조작사건에 연루, 13년 2

개월간 수감되었었던 자가 감옥

에서 유일한 벗으로 삼았던 야생풀들에 한 편지 들을 모은 것이다. 자인 황

권은 생태계의 괴와 인간상실로부터 벗어나기 한 안사회의 한 형태로 생태공

동체운동센터를 만들어 활동 이다.

    (4)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 의 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매체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유일

한 강사의 강의 다. 그도 그럴 것이 나

라의 잘못된 산을 감시하고 알리는 업

무를 하는데 매스컴에서 다루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미

처 알지 못했던 나랏돈이 어디로 어떻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

를 통해, 이용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많은 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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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성학자 오한숙희의 교육인가? 사육인가?

  공교육에만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일까? 먼 훗날 이들이 기억하는 자

신들의 10 는 어떤 모습일까? 정규수업이 끝나도 자율학습에 보충수업에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 이 늘어선 학원버스에 다

시 몸을 실어야만 한다. 새벽 1-2시까지 학원에서  다른 과외 수업이 아이들을 기

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실이다. 과연 무엇을 한 교육인지 의심스

럽기만 하다. 교육은 백년지 계란 말도 있다. 교육문제는 구나 쉽게 말할 수 있

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 기엔 무척이나 까다로운 주제이다. 이 땅의 우리가 안고 있

는 교육 안에 해 직설 이지만 경박하지 않고, 비 이지만 날카롭지 않은 특유

의 입담을 가진 오한숙희 여성학자와의 결코 딱딱하지 않은 수다로 풀어나간 소통

의 장이 되었다.

 

 

(2008년 12월 1일(월) 늦은 7시 / 마포구립서강도서  다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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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열린도서 학교 참가자 설문

2008년 열린도서 학교 만족도 조사
(백분율 %)

　 만족도 강사 강의내용 강의시간 강의장소

최민희

만족 88 82 82 82
보통 6 12 12 12

불만족 0 0 0 0
무응답 6 6 6 6

홍세화

만족 98 97 82 94
보통 2 3 16 5

불만족 0 0 2 1
무응답 0 0 0 0

황 권

만족 78 73 76 97
보통 19 24 24 3

불만족 0 0 0 0
무응답 3 3 0 0

오

만족 94 82 82 100
보통 6 12 12 0

불만족 0 0 0 0
무응답 0 6 6 0

오한숙희

만족 92 85 72 87
보통 5 12 15 8

불만족 0 0 4 1
무응답 3 3 9 4

  체

만족 90 84 79 92
보통 8 13 16 6

불만족 0 0 1 0
무응답 2 3 4 2

설문분석 : 설문항목 부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일부분은 그러하지 못하다

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주부인 경우 아이들만 집에 있는 시

간이라 다소 늦은 강의시간을 불편해 했으며 자녀와 계된 강연의 경우 아이

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간 오 시간이 강의시간으로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부분 유명강사들이라 강의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이 많음을 탓했다. 강

의장소에 한 불만족 이유로는 소한 공간구조상 남녀공용 화장실 사용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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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강

    (1) 2008 베이징올림픽 국특강 <차한필기자의 국, 제 로 알기>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여  국 속에 일어서는 한민족, 이래도 中國 갈래
의 자이자 한겨 신문 차한필 기자인 강사가 들려주는 진짜 국 이야기와 성공

인 국 유학을 한 국특강이 마련되었다.

   

 

(2008년 8월18일(월) 늦은 7시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3) 소규모 강연

    (1) 문학평론가 이명원의 한국문학탐사 <타인의 고통, 문학의 윤리>

  문학은 고통의 인간학을 동반하는 공감  증언이다. 문학에서의 윤리란 타인의 고

통과 공명하는 민한 정신에서 피어난다. 이 강좌는 한국문학사의 아름다운 성좌를 

이루고 있는 8명의 문인들의 삶과 문학에 한 화를 통해,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

게 반응했던 정신의 아름다움에 해서 이야기를 나 고자 한다. 이 강좌를 통해 수

강생들은 연민과 공감을 넘어, 인격  존엄에 이르는 문학의 뜻 깊은 궤 을 함께 

탐구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1차시 : 나혜석 / 나혜석과 근  이행기 여성의 자의식

․2차시 : 박태원 / 경성의 일상성, 매혹과 우울의 양면

․3차시 : 이  상 / 희망 없는 가난의 변주곡(｢날개｣ 다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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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윤동주 / 닫힌 시 의 시쓰기와 자의식

․5차시 : 김수  / 김수 의 시와 성(性)(｢풀｣ 다시 읽기)

․6차시 : 신동엽 / ‘싸우는 시 ’의 문학  쟁기질

․7차시 : 기  / 4.3과 제주방언의 의미작용(｢순이삼 ｣ 다시 읽기)

․8차시 : 황석  / 미친 모더니티 - 황석 의 근 인식과 최근 소설 

  

(2008년 9월 17일 - 11월 5일(매주 수, 8회)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2) 월요인문학 <일상 속의 화읽기>

  일상 생활 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을 상황별 화를 통해 

화 속 상황과 나의 상황을 견주어 보고 생각을 나 는 시간이었다.

․1차시 : 모던 타임즈 / 시 와 함께하는 노동 역사의 변화, 자본주의의 구조 이

해, 분석하기

․2차시 : 월 스트리트․허드서커 리인 / 자본주의의 속성과 세계화 그리고 신

자유주의 

․3차시 : 화씨 911․볼링 포 콜럼바인 / 폭력을 권하는 사회, 가 공포를 조장하

는가?

․4차시 : 트루먼 쇼 / 감시하는 사회, 감시당하는 사회

․5차시 : 리틀 빅 히어로 / 진정한 웅은 구일까? 우리시 의 웅

․6차시 : 자 거 도둑 / 화는 시 를 반 한다, 네오리얼리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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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 가타카․아일랜드 / 유 자가 결정짓는 사회가 도래한다.

․8차시 : 블 이드 러  / 인간과 로 과의 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이 가

장 할까?

․9차시 : 취한 말들의 시간 / 제 3세계 화 엿보기

․10차시 : 나의 장 빛 인생 / 와 나를 가르는 잣  그리고 편견

․11차시 : 린스 앤 린세스․키리쿠 키리쿠 / 다양한 주제별 애니메이션을 통

해 동심의 세계 분석

․12차시 : 오구․식스 센스 / 에 보이는 세상이 부인가? 

(2008년 9월 22일 - 12월 29일 (매주 월, 12회)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시사인 ‘58호’ 보도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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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쓰기 달인이 되는 서평교실

  서평쓰기 훈련은  실력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책 읽은 느낌을 자유롭게 

표 하는 서평쓰기 실력을 업그 이드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독서감상문부터 문

서평 쓰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공부할 수 있었고 책을 효과 으로 읽는 독서법과 필

독서 소개도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1차시 : 쓰기가 어려운 이유 

․2차시 : 생각을 넓 주는 독서법

․3차시 : 서평의 기본구조

․4차시 : 독서감상문에서 서평까지

․5차시 : 잘 읽히는 서평 vs 안 읽히

는 서평

․6차시 : 서평을 쉽게 쓰는 기술(1) 

․7차시 : 서평을 쉽게 쓰는 기술(2)

․8차시 : 명품 서평 도 하기

   (2008년 11월 7일 - 12월 26일 (매주 , 8회)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4) 지역아동센터교사  학교도서 담당교사를 한 <어린이와 책 그리고 

도서 >

  (사)어린이도서연구회와 공동주 으로 

소외 계층 어린이의 독서문화를 고취할 계

기를 마련, 지역아동센터교사와 학교도서

실 담당교사의 올바른 어린이독서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로그램이다. 옛이

야기의 매력,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아가

는 지식책, 그림책에 한 이해, 꿈과 상상

의 세계에서 뛰어노는 동화, 삶을 가꾸는 쓰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 , 삶을 

가꾸는 행복한 책 읽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옛 놀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림자 극 

워크 , 그림자극 공연  수료식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1월 19일 - 12월 22일 (매주 수, 10회) / 마포구립서강도서  어린이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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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내 손으로 하는 술제본

  술제본이란 애서가들의 좋은 책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오래도록 보 하는 하나

의 방법이다. 직  이용자가 책을 만들어보면서 책의 소 함을 한층 더 느낄 수 있

는 기회 다.

제본 형태 차시 내용

지제본 

1 오리엔테이션, 종이(내지) 기→구멍똟기→꿰매기

2 헤드밴드→한지붙이기→표지장정

3 표지장정→속지붙이기→면지붙이고 완성

교차된 구조
4 종이 기, 기본도안→구멍뚫기→도안 옮기기

5 표지자르기→꿰매기→연결하고 완성

한국식 제본 
6 인쇄→ 지→가제본→재단→표지연결→꿰매기

7 도안그리기→구멍뚫기

선제본 8 가죽에 구멍뚫기→꿰매기

  

(2008년 11월 24일 - 12월 22일(매주 월, 8회) 늦은 7시

 / 마포구립서강도서  어린이열람실)

    (6) 작가와의 만남 <작가 심윤경을 만나다>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했던 <2008 한 도서  한 책 읽기>사업의 선정도서인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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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정원(심윤경 , 한겨 출 , 

2002)’의 작가 심윤경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 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1980

년 후 서울 인왕산 아래 산동네에 사는 

난독증을 앓고 있는 소년 동구와 그 가족

에 한 애달  이야기와 그 시 의 먹먹

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담은 가슴 뭉클

한 성장소설이다. 자  소설이라고도 알

려진 이야기의 등장인물인 자와의 만남

은 작품을 한층 이해하는데 뜻깊은 의미가 되었다.  

(2008년 10월 24일( ) 늦은 7시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7)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여행

  <2008년 여름, 제3회 연합운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여행>의 한 꼭지 으로 진행

된 독서여행은 타도서 이 평일 낮 학부모를 상으로 진행을 하 다면, 서강도서

은 퇴근 후 도서 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하여 오후 7시에 시작하 으며 

상도 일반 성인으로 그 폭을 넓혔다.

  독서여행은 참가자 개인에게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타인과 소통하는 계기 으

며, 도서  측면에서는 도서  주변인으로 머물던 지역민을 도서 의 핵심 이용자로 

변화시키고 도서 을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게 하는 로그램이었다.

차시 활동주제 자료

1 행복한 책읽기 체험 - 마음열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쉘 실버스타인

2 진정한 나 - 삶, 존재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공지  

빨간 나무 /  탠

3 성장의 아픔 - 자녀, 가족
마음속의 그림책 / 이희경

우리 가족입니다 / 이혜란

4 원한 순환 - 희망, 평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 미치 앨

5 자아 찾기 동화 밖으로 나온공주 / 마샤 그래드

6 정신건강의 이해 - 성장, 응 사람풍경 / 김형경, 아침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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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6일 - 9월 10일(매주 수, 6회) 늦은 7시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2. 색깔있는 서강도서관의 주제있는 영화상영회

  요즘 도서 은 종이로 된 책만 보는 곳이 아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찾고 문화를 즐길 수 있기도 하다. 도서 에서의 화보기는 좀 이색 인 사업이다.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는 침묵의 공간이라고 각인된 도서 에서의 화보기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신선한 문화  충격이다. 도서  특색을 살려서 차별화된 화자

료를 소장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원하는 화라면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편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요즘이지만 도서

 화상 시간에 이용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되는 이유 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다. 이 이 Cinema in Library가 갖는 장

이다. 그리고 조 은 ‘자유로운 분 기' 그리고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것… 바로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화란 책과 마찬가지로 특정된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만날 수 있다. 물론 화는 책과는 달리 조  엄

격한 이용자의 높이에 맞춘 보기등 이 매겨져 있다. 같은 화라 하더라도 그 보

기등 은 문화 인 차이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고 편집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1) 제13회 서울시좋은영화감상회

  서울시좋은 화감상회는 1996년부터 시민들에게 보다 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여가 선용은 물론, 날로 발 하는 상문화에 기하고자 엄선된 일반극장 

화를 여름철 야외에서 상 하여 많은 호응을 얻어왔다. 2007년부터는 더욱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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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어가는 상문화에 한 인식

과 문화안목을 넓히고자 문화 술 화의 

소개가 시작되었다. 서울시에서 임의 로 

선정해주는 작품을 상 하지 않고 서강

도서 만의 뚜렷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

는 주제로 상 작을 선정했다. 주제는 

산으로 만들어진 독립 화로 잡았다. 

  7월 5일부터 9월까지 모두 19편이 상

되었다. 상 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나

와 실라의 모험’, ‘우리학교’, ‘다운 인 더 밸리’, ‘미남이시네요’, ‘요코하마 메

리’, ‘스타트 포 텐’, ‘검은 땅의 소녀와’, ‘욜’, ‘인터뷰’, ‘철도원’, ‘내 마음의 지도’, 

‘진짜 진짜 좋아해’, ‘아이들과 함께보는 환경 화 모음 ’, ‘마이 베스트 드’, 

‘별빛 속으로’, ‘블리트’, ‘세계’, ‘잠수종과 나비’, ‘라 비앙 로즈’ 등이다. 일부러 찾

아서 보지 않으면  놓치고 말 수 밖에 없는 화들로 특정한 화 매니아층을 

만들 수 있었다. 

(2008년 7월 5일 - 9월 26일 늦은 7시, 19회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2) 테마영화상영회 

  석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테마기획 에 시도서와 더불어 화상 을 한 꼭지

로 넣었다. 

    (1) 여행 : 길에서 만나는 나, 내 안에서 찾는 길 - 화 속 여행의 재발견

  지난 6월 종합열람실 테마로 선정된 ‘여행’ 련 화는 “ 화 속 여행의 재발견 

… 마음을 당기는 화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부제로 로드무비 5편 - ‘빼꼼의 

머그잔여행’, ‘미스터 빈의 홀리데이’, ‘미스리틀 선샤인’, ‘다즐링 주식회사’를 비

했다.

(2008년 6월 1일 - 6월 28일 늦은 7시, 5회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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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눔 : 북컬 션 무지개 물고기의 나눔여행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 이라는 표어와 함께 시작된 자원

사 북컬 션 '무지개물고기의 나눔여행'은 책을 통해 자원 사의 의미를 달하고

자 자원 사와 나눔의 메시지가 담긴 도서를 추천받아 시하는 특별테마기획 이

었다. 함께 한 상 작으로는 ‘날아라, 허동구’, ‘마더 데 사’, ‘에린 로코비치’, ‘아

름다운 세상을 하여’가 있다.

(2008년 7월 6일 - 7월 26일 늦은 7시, 4회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3) 환경 : 자연에 빠진 도서 , 환경을 묻다

  구도 호흡을 멈추라고 요청할 수 없듯이 환경문제도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 환

경은 지 , 나,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알

게 모르게 조 씩 조 씩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하지만 조 만 노력하고 약간의 즐

거운 불편만 감수하면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이번 테마기획 은 함께 방법을 찾아보

고 조 씩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비되었다. 환경을 주

제로 한 화로 ‘아이들과 함께 보는 환경 화 모음 ’, ‘11번째 시간’, ‘투모로우’를 

함께 감상할 기회가 있었다. 

(2008년 9월 6일 - 9월 11일 늦은 7시, 3회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4) 인권 : 인권 화상 회

  인권은 사회  약자와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작은 싹을 틔울 수 있

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변

할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없는 세상이 보인다. 소수자들의 쓰린 상처가 아

물 때까지, 사회  약자에 한 부당한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소외계층과 이주민의 

삶에도 희망과 자유의 함성이 울려 퍼질 때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

들기 함이다. 

  매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지난 해로 환갑을 맞이했다.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 여겨졌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로 무심코 지

나쳤던 인권에 해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별별이

야기’, ‘여섯 개의 시선’, ‘다섯 개의 시선’, ‘세 번째 시선’ 등을 상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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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0일 - 12월 14일 늦은 7시, 4회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3. 무한가능성 100% 꿈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우리도서  어린이 친구들을 한 야간문화 로그램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참 바

쁜 요즘 아이들이다. 학교 공부가 끝나면 학원이며 학습지며 최소 3가지 이상은 거

쳐야 하는 게 일반화 되었다. 사교육 시장은 날로 팽창해지고 공교육은 발 디딜 틈

조차 없이 불안하기만 한 실이다.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조 이라도 숨통을 트이

게 해주고 싶었다. 

  어린이열람실의 운 시간은 녁 6시까지이지만, 그 이후의 어린이열람실은 책을 

보거나 출하는 곳이 아닌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1) 주제가 있는 만남

  우리 아이들이 심 있어 하고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일까? 재 어야 하고 지루하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말 신경을 자극한다거나 선

정 이어서는 안 된다. 무겁지 않은 주제로 가볍지만 한 진지함과 깊이가 있어야 

한다.

    (1) 성교육 : 성교육인형극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사랑스럽고 소 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인형극이라는 매체를 통해 아름다운 성의 

의미를 달하고 자신의 소 함을 알게 하기 해서 성교육인형극을 비했다. ‘우

리 몸의 명칭 알기’, ‘남녀 신체구조의 차이 ,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임신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과정’, ‘소 한 우리 몸 어떻게 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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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성폭력 방하기’등 잘못 알고 있거나 말하기 거북한 내용을 인형을 통해 스

폰지와도 같은 아이들에게 잘 달하 다.

 

(2008년 8월 29일( ) 늦은 6시 30분 / 마포구립서강도서  어린이열람실 내 꼬마방)

    (2) 체험 : 생태화가 이태수선생님과 숲 속 그늘자리에서 놀기

  이태수 화가는 마음이 참 맑다.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으로 느끼

지 못한 감각을 하나 더 갖고 있다. 자연에 조 만 심을 가지고 들길을 걷거나, 산

에 오르내리고 바닷가를 걸으면 볼 수 있는 것들로 살아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들이 많은데, 이들을 하찮고 시시하게 취 하지 않는다. 그림으로 담고 사진으로 담

고  로 담는 작업을 한다. 생태화가라 불리는 이태수 화가와의 만남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서 의 열람실이란 공간을 들풀이 피어있고 풍뎅이가 날아다니

는 들 으로 여기게끔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2008년 9월 26일( ) 늦은 6시 30분 / 마포구립서강도서  어린이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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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작이 있는 연극 : 책읽어주는 사다리 <정신없는 도깨비>

  배우들 뿐 만 아니라 참여 객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으로 배우와 객

이 함께 직  온 몸으로 표 해 으로

써, 책을 읽은 후의 감상을 표 하는 기

존의 방식이 아니라 직  책을 읽는 과

정 속에서 주인공과 함께 하고, 생각과 

느낌을 나 게 된다. 객의 오감을 활

용하여 책읽기가 진행되므로 어린이들

의 상상력을 발달시키며, 읽은 책들에 

한 흥미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세상 주변 것들에 심을 가지는 사회성 높은 어

린이로 성장하게 도와  수 있는 입체  책읽기의 한 로그램이다. 

         (2008년 12월 24일(수) 늦은 6시 30분 / 서강동주민자치센터 다목 실)

2) 다양한 전문직업의 세계 속으로

  아이들은 미래이다. 자라나는 이 땅의 아이들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

능성을 지녔다. 아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안겨주고 미래에 한 좀 더 폭넓은 안목과 

시야를 주고자 여러 문직 분야에서 몸담고 있는 문인들을 ,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항공기 승무원

  승무원은 항공사를 표하는 최고의 

문 서비스인이다. 건강한 체력과 세

련된 국제 매 , 직업에 한 로 의

식을 기본으로 갖추고 민간 외교 의 

역할을 하는 서비스 산업분야의 표자

이다. 선진국형 산업구조의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이 서비스 산업으로, 특

히 서비스의 질은 그 나라의 수 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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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할 수 있게 하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서비스 산업의 심이라 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와 그 가운데서도 미소를 서비스하는 민간 외교 인 항공기 승무원

을 하여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2008년 10월 31일( ) 늦은 6시 30분 / 마포구립서강도서  어린이열람실)

    (2) 간호사

  직 간호사를 하여 장에서 오랜 기간 임상경험으로 쌓은 실 사례와 간단

한 의학상식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2008년 11월 28일( ) 늦은 6시30분 / 마포구립서강도서  세미나실) 

    (3) 소방

  마포소방서 소방공무원 육심규 원과 어린이 30명이 함께 시청각자료를 통한 소

방안 교육과 소방 이란 직업에 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08년 12월 26일( ) 늦은 6시30분 / 마포구립서강도서  어린이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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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마포구립서강도서 은 여느 구립도서 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내실만큼은 

여느 도서  이상으로 알차다고 자부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2월 17일, 개 과 동

시에 연장개방 형태로 운 하 고 다섯 달 뒤인 8월부터는 야간에 열리는 문화 로

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부족한 인력으로, 24개 이상의 문화 로그램이 다섯 달 동

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운 되기엔 역 부족 이 지만 직원들의 아낌없는 희생으

로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기의 목 을 이룰 수 있었다. 

  마포구립서강도서 의 문화 로그램은 내 뿐 만 아닌 타 지역에서도 늦은 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통한 검색과 다양한 언론

사의 홍보, 서강도서 의 문화 로그램을 맛 본 이용자들의 입소문으로 서강도서

의 소재와 양질의 문화 로그램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다.

  마포구립서강도서 은 마포의 새로운 명소로, 퇴근 후 자기계발을 해 문화와 교

육 그리고 잠시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도 같은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포구립서강도서 이 이 게 자리하게 된 데에는, 내실 있는 문화 로그램과 유수

한 강사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섭외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지만 다른 기 이 아닌 도

서 으로부터의 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수락하고 진행해 주셨다.

  다섯 달 동안 열람실 이용자들의 통계를 배제한 문화 로그램의 순수 참가 이용

자만 해도 1,700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도서  문화 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들에

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 마포구립서강도서 은 이러한 결과에 안주하거

나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알차고 우수한 명품 문화 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을 맞이할 

것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기 관 명 고창고등학교

제 출 자 최  성  환

수행평가 연계 도서관활용수업

국립중앙도서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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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고창고등학교는 식민지시 에 민족교육을 펼치기 해 고창군민의 성 으로 부

지에 설립되었고, 이후 한 교육 등의 민족의식 함양을 통한 항일 교육을 펼쳤으며 

｢민족교육의 산실,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자부심과 지를 이어가고 있다. 도서

은 1941년도에 공하여 2만여 장서를 통해 자료 심학습을 구 하고, 도서 활용

수업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하며,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본교 

 교육활동은 다음과 같다.

❑ 라북도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학력신장)

❑ 농산어  

우수고 

육성학교

❑ 기숙형 

공립학교 

운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

❑ 노력 사업 

(도서  

활용수업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양)

우수사례 개요

  학교 장에서 도서 활용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실 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

다. 그 에 하나가 실질 인 도서 활용수업의 시간 확보이다. 여기에는 학교장의 

의지가 아주 요하고, 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에 한 열의와 심이 있어야만 가

능하다. 본교에서는 학교차원에서 ｢도서  활용수업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

양｣으로 2008년에는 특색사업으로, 2009년에는 노력 사업으로 계속해서 체 교

육과정 속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도서 활용수업 의체를 구

성하고, 도서 활용수업 시간을 확보하기 해 창의  재량활동시간과 교과 재량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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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간에 독서교육과 도서 활용수업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학교도서 을 활용한 

교과 연계독서란 학습 목표에 따라 학습과제와 도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

은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해 도서  시설과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과정의 반복을 통해 학생들은 정보를 수집, 선

택, 분석, 종합하는 능력과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을 신장시킬 수 있다. 결과 으로 학교도서 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다양한 사례들을 

개발하고 용함으로써 교실수업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교에서 진행한 도서 활용수업 가운데 수행평가와 연계한 도서 활용수업은 

<표 1>과 같다. 

<표 1> 수행평가 연계 도서 활용수업

교과 수행평가 주제 도서  활용수업 수행시기 비고

사회

민주시민의 

항쟁에 한 

연구보고서

▪교과교사 : 민주시민사회 수업

▪사서교사 : 학습주제 정보활용교육과  

수업계획  평가

▪학    생 : 보고서

2008. 9 
～10 1학년

기술가정 교량 만들기

▪교과교사 : 교량만들기 수업

▪사서교사 : 건설과정  교량 만들기 

기술서 과 사이트 소개

▪학    생 : 교량만들기 실기실습

2008. 10
～11 1학년

국어
국어과 연계 

독후활동

▪교과교사 : 독서감상문과 학생활동지 

지도

▪사서교사 : 수행평가 연계 독서자료를 

소개하고 다양한 독후활동 

사례와 방법을 지도

▪학    생 : 독후활동

2008. 10
 ～11 1학년

미술

문학

국어

윤리

국사

통합 학습주제 

독후활동

(민주시민의 

육성-호국보훈)

▪교과교사 : 통합 학습주제에 한 

교과 심화 학습

▪사서교사 : 통합 학습주제에 한 

읽기자료  학생활동지 

지도

▪학    생 : 독후활동

2009. 3
～4

1학년

2학년

익산보훈처

에서 

운 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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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평가는 자칫 학생들에게 수업부담을 가 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래하는 

계로, 학교도서 을 활용한 수행평가는 가  '독서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하 다. 

한 독서 련 실 에 한 수행평가 반 비율을 수행평가 총 의 30%를 과하지 

않도록 하 다. 

  흔히 학교도서 을 활용한 교육은 자료탐구 심의 교수․학습 활동으로 문제해

결 능력, 창의력 등 고등사고 기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실과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서

활용수업을 획일화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각  학교에서 실 으

로 용 가능하고 쉬운 것부터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도서

활용수업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긴 한 력이 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서

교사의 리더십과 인 계능력을 발휘하여 상시 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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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도서관과 수행평가

  오늘날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탐색, 분석, 종합하여 효과 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요하다. 즉, 지식정보사회에 살아가는 인에게는 정보활용

능력이 성공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 인 교사 심

의 획일 인 교수방법으로는 자기주도 인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는데 한계에 부딪

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식기반사회의 학교 교육은 종래와 같이 교과서의 내용

을 설명하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선택하

고 분석한 뒤 재구성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어

야 하는데, 그 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도서 을 활용한 교육’이다.

  한편 이런 교육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학교교육은 인교육을 시하고, 문제해

결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고등 사고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는데 이견이 없지만, 실제 교육 장에서는 입시 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평가방

법 한 선택형 지필평가 주인 것이 사실이다. 결과 으로 하나의 정답만을 찾아

내는 평가방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고력과 창의성을 길러주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단편 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마치 ‘학습’ 는 ‘공부’인양 옳지 못한 학습

을 형성하게 되는 결과를 래하 다. 평가 결과가 학생들을 등 화하는 데만 주

로 활용되어 평가에 한 평가는 도외시되고, 학습의 결과만을 주로 평가하 기 때

문에 학습과정은 온데 간데 없고, 교수 - 학습과 평가가 독립 변인으로 존재하는 상

황이 벌어진다. 사정이 이 다 보니 교수 - 학습 방법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입시 주

의 교육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 인 문제와도 맞물려 고인 물처럼 제자

리 걸음으로 평가방법이 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21세기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재로 키우기 해서는 

우리의 평가방법도 창의 이고 다양한 형태로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실하다. 

그 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이다. 그 가운데 학교도서 을 활용

한 한 수행평가의 시행과 활용은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성취도를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수행평가는 교수 -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교수 - 학습의 과정도 시하고, 학생이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답을 작성하게 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방법으로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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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지 과정과 문제해결 과정은 물론 창의성, 비 력, 단력 등 고등사고기능 

까지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 비추어볼 때, 학교도서 을 활용한 수행평가는 그 의

의가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9 라북도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의하면, 모든 교과는 수행

평가 총 의 30% 내외를 독서 활동과 련된 실 으로 반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데, 이에 도서 을 활용한 수행평가를 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도서 을 활

용한 수행평가는 <그림 1>과 같이 수업지도 교사의 주체에 따라 첫째, 사서교사가 

창의 재량활동이나 선택과목을 통해 독립된 교육과정을 운 하는 경우와 둘째, 교

과교사와 사서교사의 력수업을 제로 하는 도서 활용 동수업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도서  활용 수행평가 역

교수학습센터

(도서 )

독서․

도서

역

일상생활

역

교과학습

연계 역

협력수업에서
수행평가

창의적 재량활동
독립교과에서 

수행평가

정보원에 한 지식

정보탐색의 이용기술

사서교사

학습내용에 한 

지식

학생에 한 지식

일반교사

[그림 1] 도서 을 활용한 수행평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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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수업형태들은 유연하게 상호연계하여 운 할 수 있는 구조로서, 교과학습

과 연계한 독서교육, 구성주의 학습, 문제해결력 등 고등사고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오늘날의 교육목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 을 활용한 수행

평가의 다양한 사례들을 개발하고 용함으로써 교실 - 수업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한다.

Ⅱ. 도서관활용수업의 설계

1. 지도대상 및 연계교과

   ① 지도 상  시간 : 1․2학년 상, 창재 + 교과재량 + 도서 활용수업 시간

   ② 연계교과 : 국어, 사회, 기술가정, 국사, 미술, 윤리

2. 설계과정

  수업설계 략은 우선 수행평가 연계 도서 활용수업을 희망하는 몇 개의 교과를 

심으로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사 에 도서 활용수업에 합한 수행평가 

학습주제를 개발하고 동수업 략을 마련했다. 

  이 의체를 통해 수업 략 수립과 학습지  평가지 개발 과정이 이루어진다. 

의회는  구성 이후 총 3회에 걸쳐 운 하고, 1차 의회에서는 수행평가 연계 학

습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 방법을 의, 도서  활용수업의 운  목표를 설정한

다. 그리고 정보문제 해결모형과 학습자료 이용모형을 기반으로 학습지  평가지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2차 의회에서는 학습주제 결정, 수업시간을 고려한 학습주

제의 범  결정, 그리고 학습목표를 기술하며, 3차 의회에서는 학습자료를 선정하

고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개발된 학습지  평가지를 수정하고, 개별 교과별로 학

습주제 지도에 맞게 수정 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도서  활용수업 설계 과정별 

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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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계 과정 의 내용 담 당

안내 의체 구성

∘도서  활용수업 홍보  안내

∘수행평가 학습주제 기반 도서  활용수업 

참가 희망 교사 모집

∘국어 3명, 사회1 , 기술가정 1, 국사1명, 미
술1명, 윤리 1명, 사서교사 1명이 참여하는 

의체 구성

사서교사

1차 

회의

수업

략 

세우기

수행평가 

학습주제 

개발  범  

정하기

∘도서  활용수업의 운  목표 설정
사서교사+
교과교사

∘수행평가 학습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 

방법 의

∘교과별 특성에 맞는 도서 활용수업 용

∘교과 간 연계성을 갖는 학습주제 개발

사서교사+
교과교사

2차 

회의

∘주 1시간 총 3차시 용 가능한 학습주제 

선정

사서교사+
교과교사

3차 

회의

학습자료 

선정  분석

∘참고자료 분석

  - ․고등학교 교수학습 동반자

  - DLS 교과연계 도서정보

  - 시도별 교육청 독서지도 자료집

  - NIE 자료 활용

사서교사+
교과교사

수시 학습지․평가지 개발

∘정보문제 해결모형 기반 정보활용과정 평

가지 개발

∘교과별 수행평가 도서 활용수업 로그램 

용

사서교사+
교과교사

<표 2> 도서 활용수업 설계과정

  

  실 으로는 정보활용능력을 기반으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한 도서 활용수업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학교의 체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도

록 학교와 교사의 극 인 지원이 필수 이다. 수행평가 연계의 경우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원활한 력과 트 십을 제로, 정보활용수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교과교사를 모집하고 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연계 도서 활용수업에 참가할 교사 모집을 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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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의와 학내망 안내와 공지를 통해 <표 3>과 같이 국어, 사회, 기술가정, 미술, 

국사, 윤리과 교사와 사서교사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 다. 

<표 3> 수행평가 연계 도서 활용수업 참가자 구성  내용

성 명 활동내용 수행평가 학습주제 담당과목

최성환

∘선행연구 분석

∘수행평가 학습주제 개발

∘학생활동지  평가지 개발

∘최종보고서 작성

도서  정보활용교육 사서

최운선

∘학습지 검토  온라인 활용

∘수행평가 학습주제 개발

∘교과연계자료 분석

∘ 용방법 개발

교과연계 독서자료에 한 

독후활동

(국어 상, 하 교과서에 나오는

연계 독서자료)

국어

나정은

∘학생활동지 검토  온라인 

활용

∘수행평가 학습주제 개발

∘교과연계자료 분석

∘ 용방법 개발

민주시민 항쟁

(Ⅵ. 시민사회의 발 과 민주시민 -
2.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 )

사회

유두산

∘학습지 검토  온라인 활용

∘수행평가 학습주제 개발

∘교과연계자료 분석

∘ 용방법 개발

교량만들기

(Ⅳ. 건설기술의 기 소단원 

4. 교량만들기)
기술가정

강혜순

∘수행평가 학습주제 개발

∘교과연계자료 분석

∘ 용방법 개발

∘학생활동지 CD 제작

통합 학습주제

(호국보훈 주제 도서를 읽고 

독후활동)

국어

문학

심 무
국사

근 사

서원 미술

이석윤
윤리와사상

통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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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Ⅵ. 시민사회의 발 과 민주시민

 - 2.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
차시 3/3

학습목표
 1.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져온 역사  사례를 열거할 수 있다.
 2. 민주 시민 사회를 건설하기 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는다.

학습모형 역할분담 동 학습 학습 집단 조직 모 둠 학 습 쪽수 178~179

학습

단계

학습

요소

열린 수업 활동(교수 학습 활동)
시간

(50) 교육자료
교과교사활동 사서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정보

과제 

선정

하기

인사

 시학습 확인

  ․독립운동과 시민사

회 건설노력의 계 

학습동기 유발

  ․민주화운동 련 동

상을 보여 다.

학습목표 제시

인사
인사

 시학습 내용 확인

학습동기 발생

  ․동 상을 통해 민

주화 운동과 친해

지기

학습목표 읽기

10
출석부

칠

동 상

개

정보

요구 

악

하기

수업 활동 안내하기

  ․본 수업시간에 수

업할 내용과 활동

의 소개

4.19 / 5.18 / 6월 

항쟁에 하여 

간략히 설명하기 

수업활동 안내 받기

4.19 / 5.18 / 6월 

항쟁에 한 이해

5 PPT

Ⅲ. 도서관활용수업의 실제

1. 사회과 연계 정보활용수업

1)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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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탐색

하기

모둠 나 기

모둠 활동 

안내하기

  ․각각의 민주화운

동의 배경과 

개과정에 하여 

조사하기

학습지 배부

  ․각자 선택한 주

제에 하여 인

터넷  도서를 

통하여 조사하도

록 안내

모둠 정하기

모둠별 주제 

확인하기

  ․모둠을 셋으로 나

어, 모둠별로 

민주화운동 선정

학습지 작성하기

  ․자료를 검색하여 

유용한 자료를 스

크랩하고, 학습지

에 정리

15
PPT

학습지

인터넷

도서

신문

잡지

정보

분석

하기

모둠별 조사내용 

분석 안내

모둠별 조사내용 분

석
5

정리

정보

종합

하고 

표

하기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 확인하기

내용 정리하기

  ․조사한 내용을 바

탕으로, 민주화운

동(4.19 / 5.18 / 6
월 항쟁)의 의의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 확인하기

  ․스크랩한 자료의 

검  합성 

체크

  ․도서의 자료 

제시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도서  인터넷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

내용 정리하기

  ․민주화운동의 의

의를 생각하면서, 
본인의 느낌을 

어본다.

10 칠

학습지

마

무

리

정보

이용

과정 

되돌

아보

기

다시 확인

  ․4.19 / 5.18 / 6월 항

쟁을 통하여 민주

시민사회를 건설

하기 한 민주시

민으로서의 올바

른 자세를 갖는다.

학습목표 다시 확인

  ․4.19 / 5.18 / 6월 

항쟁을 통하여 민

주시민사회를 건설

하기 한 민주시

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는다.

5 칠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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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과정 반성

  ․자료를 찾는 활동

에 있어서 잘못된 

은 없었는가?
  ․모둠별 활동에서 

잘못된은 없었는

가?

정보이용과정 반성

  ․자료를 찾는 활동

에 있어서 잘못된 

은 없었는가?
  ․모둠별 활동에서 

자기 주장만 하지 

않았나?

차시 설명

  ․산업화 과정에서 

제기된 시민 

사회의 과제에 

한 학습 고

과제 제시

  ․우리나라 산업화 

조사

차시설명

과제알기

끝인사 끝인사 끝인사

2) 학생활동 및 학습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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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척도

 ▣ 수행과제 : 민주시민의 항쟁에 한 연구보고서
평가방법 연구보고서법

평가 역 교과학습 역

단계 평가기
평가척도

상 하

과제 정의

내가 재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구체 인 
내용을 시할 수 있다.

연구 보고서법의 평
가 요소를 이해하고 
민주화 운동의 특징
을 설명할 수 있다.

연구 보고서법의 평
가 요소와 민주화 
운동의 특징을 정확
하게 이해하지 못하
고 있다.

연구 보고서법의 평
가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화 운동
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보
탐색 략 

수립

정보과제를 해결하기 한 
정보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다.

정보원 에서 내가 재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정보들의 
우선 우선순 를 정할 수 있다.

민주화 운동 련 
자료의 정보원들을 
잘 알고 있고, 그 
우선순 를 정할 수 
있다.

민주화 운동 련 
자료의 정보원들을 
잘 알고 있으나, 그 
우선순 를 잘 모르
고 있다.

민주화 운동 련 정
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원들을 모르고 
있다.

정보
소재 탐색 

 근

정보원들의 소재와 근방법을 
알고 있다.

찾아낸 정보원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온․오 라인의 탐색경로를 
구분할 수 있다.

정보소재와 근에 도움을  수 
있는 기  혹은 사람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 과 인터
넷을 이용하여 민주
화 운동 련 자료
를 찾을 수 있고, 
정보매체별로 효율

인 탐색경로를 알
고 있다.

학교도서 과 인터
넷을 통하여 정보를 
찾았으나 정보가 불
충분하고, 효율 인 
탐색경로를 알지 못
한다.

학교도서 과 인터넷
을 이용하여 정보를 
찾을 수 없고, 효율
인 탐색경로를 알지 
못한다.

정보의 
이용

찾은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단하고 있다.

정보과제에 한 정보를 
분석하고 추출했다.

찾은 정보를 올바르
게 이해하고, 민주
화 운동의 배경, 과
정, 특징별로 분석
할 수 있다.

찾은 정보를 올바르
게 이해하 으나, 
민주화 운동의 배
경, 과정, 특징별로 
분석하지 못한다.

찾은 정보를 잘못 이
해하고, 민주화 운동
의 배경, 과정, 특징
별로 분석하지 못한
다.

정보 종합

선택한 정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어떻게 정보를 표 해야 할 지 
알고 있다.

정보과제를 완성하기 해 정보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 알고 있다.

연구보고서법 작성 
요령에 맞추어 체계

으로 정보를 종합
하고, 한 정보
매체를 이용하여 표

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법 작성 
요령에 맞추어 체계

으로 정보를 종합
하 으나, 한  
정보매체에 표 하
지 못한다.

연구보고서법 작성 
요령에 맞추어 체계

으로 정보를 종합
하지 못한다.

정보평가

완성된 과제는 1단계의 과제 
정의와 일치한다.

정보과제 해결과정에서 부족한 
이 무엇인지 자기평가와 반성을 

했다.
최선을 다해 정보과제를 성실히 

완성했다.

정보과제해결 단계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 그 
책을 설명할 수 

있다.

정보과제해결 단계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나, 
그 책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보과제해결단계  
부족한 부분과 그 
책을 설명하지 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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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Ⅳ. 건설기술의 

기
소단원 4. 교량만들기 차시 1/3

학습 

목표

  1. 모형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실제 교량을 시공하는 과정과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학 생

교과서, PPT, 실습지도안 유인물, 도서 도서, 공책

학습

형태
개별실습 실습장소 도서 보상 방법 토큰

단계 학습내용 교사의 활동 학생의 활동
자료  

유의
시간

도입

 시학습 

확인

출석체크를 한다.
 시학습을 

확인한다.
  ․교량의 종류는?
  ․교량의 구조  특

성은?
  시간 학습한 

화면을 보고 

복습하도록 지도한다.

수업 비를 하고 출석에 

응답한다.

선생님의 발문에 

응답한다.

화면을 보고  시간 

학습한 내용을 상기한다.

출석부

유인물

PPT

5분
 동기유발

잘 제작된 시용 

모형을 보여 으로

써 모형의 제작동기

를 높여 다.

 시용 모형을 보면서 

모형의 종류와 특성에 

한 궁 증을 갖는다.
PPT

 학습목표 

제시

 체학생이 화면의 

학습목표를 읽도록 

지도한다.
모형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실제 교량을 

시공하는 과정과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습목표를 크게 읽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PPT
학습목표

를 정확하

게 인식하

도록 크게 

읽도록 지

도한다

  2. 기술가정과 연계 실기실습

1) 교수-학습 지도안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09

- 108 -

개

 학습내용

제시

도서 의 책  

시용 모형과 

연구용 모형의 

정의와 그림이 실린 

책을 제시하여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사서교사)

실습시 유의사항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교량의 건설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둠별로 책을 

활용하여 과정을 

탐구하도록 

지도한다.(사서교사)

건설과정을 설명하는 

책을 소개하며 

요약정리를 마친 

내용을 

제시한다(사서교사)

필요한 책을 참고하여 

연구용모형과 시용 

모형의 정의를 찾아 

공부한다.

실습시 유의사항을 

찾아본다.

교량의 건설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둠별 탐구활동을 

실시한다.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과 비교하여 

정리한다.

공책

도서

필기도구
10분

제작활동

계획

토목 련 도서를 

활용하여 공정표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공정표가 제 로 

작성되었는지 

동료평가를 하도록 

지도한다.

자신의 공정표를 

다른 친구들에게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토목 련 도서를 

참고하여 공정표를 

작성한다.

동료평가를 통해 자신의 

공정표가 실  가능한지 

검한다.

발표한다.

공정표

7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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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본시 학습 

내용 정리

모형의 정의와 

종류에 해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한다.

유의사항도 간략히 

제시한다.

제시된 정의와 종류를 

정리한다.

 요한 유의사항은 

기록한다.

PPT
유인물

15분
형성평가

모형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도록 

지도한다.
공정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자신의 

공정표를 읽어보게 

지도한다.

발문에 응답한다.

답을 

못할 경우 

힌트와 

함께  

시간을 

부여

차시 고

제작된 공정표 로 

실습을 시행할 것을 

알리며, 구상도 

부품도를 그리고 

제작할 수 있도록 

비물을 구비하도록 

지도한다.

 비물을 비할 수 

있도록 사항을 

기록한다.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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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Ⅳ.건설기술의 

기
소단원 4. 교량만들기 차시 2/3

학습 

목표

  1. 교량의 구조를 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교량을 설계할 수 있다.
  2. 설계한 교량을 실제 제작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학 생

교과서, PPT, 실습지도안
우드락, 우드락풀, 폐품, 칼, 자, 펜

제작도, 각종 련 도서

학습

형태
개별실습 실습장소 도서 보상 방법 결과물

단계 학습내용 교사의 활동 학생의 활동
자료  

유의
시간

도입

 시학습 

확인

출석체크를 한다.
 시학습을 

확인한다.
  ․교량의 종류는?
  ․ 수교와 사장교

의 차이 은?
  시간 학습한 

화면을 보고 

복습하도록 

지도한다.

수업 비를 하고 출석에 

응답한다.

선생님의 발문에 

응답한다.

화면을 보고 시간 

학습한 내용을 

상기한다.

출석부

유인물

PPT

5분

 동기유발

 미리 제작한 트러스

교와 사장교를 보여

으로써 교량제작의 

동기가 생기도록 지

도한다.

만들어진 교량을 보며 

자신이 만들 교량의 

구조를 떠올린다.
PPT

 학습목표 

제시

 체학생이 화면의 

학습목표를 읽도록 

지도한다.
  ․교량의 구조를 

악하여, 자신이 원

하는 교량을 설계

할 수 있다.
  ․설계한 교량을 실

제 제작할 수 있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습목표를 크게 읽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PPT
학습목표

를 정확하

게 인식하

도록 크게 

읽도록 지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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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구상하기  

부품도 그리기

도서 의 각종 

건축시공 련 도서 

책과 그림을 

참고하여 자신이 

원하는 교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서열람 시간을 

제공한다.(사서교사)

원하는 도서를 

찾았으면, 실제 

설계할 때 문제 이 

없는지 스스로 

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사서교사)

자신이 구상한 

교량을 실제 도면 

용지에 그려보고, 
필요한 도구를 

비하도록 

지도한다.

필요한 책을 참고하여 

교량 모형을 구상한다.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구상한 교량의 도면을 

작성한다.

PPT
도면

연필

자

지우개

10분

제작활동

 

평가하기

부품도에 맞게 

부재를 자르도록 

지도한다.

자른 부재를 우드락 

풀을 사용하여 

합하도록 

지도한다.

모형의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우드락에 부품도에 맞는 

크기의 부재를 자른다.

우드락 풀을 사용하여 

구상도에 맞게 붙인다.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마무리 

손질한다.

우드락

우드락풀

30cm 자
칼

7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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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본시 학습 

내용 정리

만든 모형이 제 로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자신의 모형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한다.
PPT

유인물

15분

자기평가

자신의 모형을 보고 

스스로 평가 항목에 

맞게 평가를 하도록 

지도한다.

자신의 모형을 평가한다.

유인물의 

평가항목

을 제 로 

평가하도

록 지도

차시 고

제작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다음 

차시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의 모양에 따른 

명칭을 조사해 

오도록 지도한다.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고, 기본 인 내용을 

미리 선수학습한다.
PPT

2) 학생활동 및 학습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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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척도

▣ 수행과제 : 교량 모형 만들기
평가방법 실기실습법

평가 역 독서․도서  역

단계 평가기
평가척도

상 하

과제 

정의

내가 재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구체
인 내용을 시할 수 있다.

교량모형 만들기 과
제를 정확히 이해하
고 과제의 구체 인 
내용을 알고 있다.

교량모형 만들기 과
제를 이해 하지만, 
과제의 구체 인 내
용을 알지 못한다.

교량모형 만들기 과제
를 이해 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과제의 구
체 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정보

탐색 

략 

수립

정보과제를 해결하기 한 정보원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
다.

정보원 에서 내가 재 이용하
기에 가장 좋은 정보들의 우선 우
선순 를 정할 수 있다.

교량모형 만들기를 
한 자료를 찾기 

해 신문, 잡지, 책 등 
다양한 정보원을 알
고 있고, 그 우선순

를 정할 수 있다.

교량모형 만들기를 
한 자료를 찾기 
해 신문, 잡지, 책 

등 다양한 정보원을 
알고 있으나, 그 우
선순 를 히 정
하지 못했다.

교량모형 만들기를 
한 자료를 찾기 해 
신문, 잡지, 책 등 다
양한 정보원을 알지 
못하고, 그 우선순
도 히 정하지 못
했다.

정보

소재 

탐색  

근

정보원들의 소재와 근방법을 알
고 있다.

찾아낸 정보원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온․오 라인의 탐색경로를 구분
할 수 있다.

정보소재와 근에 도움을  수 있
는 기  혹은 사람을 알 수 있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교량
모형 만들기 자료를 

히 찾을 수 있
고, 찾아낸 정보원에
서 필요한 정보를 추
출할 수 있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교량
모형 만들기 자료를 

히 찾았으나, 
찾아낸 정보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
하지 못했다.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을 이용하여 교량모형 
만들기 자료를 다양하
게 찾지 못했고, 찾아
낸 정보원에서도 필요
한 정보를 추출하지 
못했다.

정보의 

이용

찾은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단하고 있다.

정보과제에 한 정보를 분석하
고 추출했다.

찾아낸 자료를 정확
히 이해하고, 교량모
형의 내용을 효과
으로 표 하기 해 
정보를 히 분석
하 다.

찾아낸 자료를 정확
히이해하 으나, 교
량모형의 내용을 효
과 으로 표 하기 

해 정보를 히 
분석하지 못했다.

찾아낸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교
량모형의 내용을 효과

으로 표 하기 해 
정보를 히 분석하
지 못했다.

정보 

종합

선택한 정보를 어떻게 조직할 것
인지, 어떻게 표 해야 할 지 알고 
있다.

정보과제를 완성하기 해 정보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 알고 있다.

교량모형의 내용을 
효과 으로 표 하
기 해 찾아낸 정보
를 잘 조직하여 표
하 다.

교량모형의 내용을 
효과 으로 표 하
기 해 찾아낸 정보
를 잘 조직하 으나 
체계 으로 표 하
지 못하 다.

교량모형의 내용을 효
과 으로 표 하기
해 찾아낸 정보를 잘 
조직하지 못하고 체계

으로 표 하지 못하
다.

정보

평가

완성된 과제는 1단계의 과제 정의
와 일치한다.

정보과제 해결과정에서 부족한 
이 무엇인지 자기평가와 반성을 
했다.

최선을 다해 정보과제를 성실히 
완성했다.

정보이용과정과 교
량모형 만들기 과정 

 부족한 부분을 이
해하고 있고, 그 
책을 설명할 수 있
다.

정보이용과정과 교
량모형 만들기 과정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나, 
그 책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보이용과정과 교량
모형 만들기 과정  
부족한 부분과 그 
책을 설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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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어과 연계 독후활동

1) 지도방법

    ① 국어 교과 재량활동 시간 주 1회를 독서 시간으로 하여 운 한다.

    ② 책 선정은 권장도서 목록을 참고하되, 국어교사와 사서교사가 의하여 연계 

독서 자료를 선정한다.

    ③ 독후활동은 ‘학생활동지’, “A4” 등에 자유롭게 기록하고 수행평가의 상 자

료로 활용한다. 

    ④ 국어교사는 독서감상문과 학생활동지를 지도하고, 사서교사는 수행평가 연

계 독서자료를 소개하고 다양한 독후활동 사례와 방법을 지도한다.

2) 수행평가 반영비율

    ① 평가항목과 배

      

      항목

 배

독후활동

(독서감상문)
연계 독서

학생활동지

수업 참여도

(듣기, 발표) 평가

배

(총 6 ) 3 2 1 교과교사 

사서교사

       ※ 교과 수행평가 총  30 을 기 으로 할 때, 도서  활용 수행평가 반

비율 20%인 6 을 반 (평가 수는 국어교사와 사서교사의 평균)

    ② 독후활동 수행평가는 <독서감상문 회>와 연계

    ③ 수행평가 기간 : 2008년 10월 13일(월) ～ 11월 10일(월)

3) 수행평가 방법

    ① 독후활동 독서감상문 수행평가 : 3

       ▪ 교과 연계 독서 자료를 읽고, 독후감 1편 제출

       ▪ 독후감 평가 항목(만 을 3 으로 환산)

       

창의력 작품이해력 문장표 력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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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자료 연계 단원정보

1 빌게이츠 @ 생각의 속도

빌 게이츠 /안진환 역 | 청림출
『국어』(상) 304~307쪽 심화학습

2 우리들의 일그러진 웅

이문열  | 다림/우리아이독서공책(기획사)
『국어』(상)

56~61쪽 심화학습

3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윤동주  | 미래사

『국어』(상)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보충심화

4 근원수필

김용   | 범우사

『국어』(상) 2. 짜임새 있는 말과  

보충 심화

5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박석무 역 | 창비

『국어』(상) 5. 능동 인 의사소통 

1)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6
휴 선의 무지개

이명희 편 | 문학과지성사

『국어』(하)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보충 심화

7 화술 1,2,3의 법칙

이상각 편역 | 들녘미디어

『국어』(하) 3. 함께하는 언어생활 

보충 심화

8 인연

피천득  | 샘터

『국어』(하) 4. 효과 인 표  보충 

심화

9
시의 길을 여는 새벽별 하나

김상욱  | 푸른나무

『국어』(하) 6. 표 과 비평 보충 

심화

10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 솔
『국어』(하) 7. 통과 창조 보충 

심화

    ② 연계독서 학생활동지

       ▪교과 연계독서 자료에 한 학생 활동지

       ▪학생 활동지 평가항목(만 을 2 으로 환산)

        

내용 충실도․체계성 비  사고

10 10

   ③ 평소 학습태도 : 1

      ▪평가항목 : 독후감 노트나 도서 지참 여부, 모둠 조원간 조도, 발표태도, 

학습활동 참여 여부

4) 수행평가 대상도서(연계독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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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독후활동 수행 및 작품

4. 통합 학습주제 독후활동

1) 지도방법

    ① 도서 활용수업시간 , 교과별 총 3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하여 운 한다.

    ② 구성된 교육공동체인 의체를 통해 도서 활용수업에 합한 통합 학습주

제를 개발한다.

    ③ 각 교과별로 동일한 통합 학습주제를 가지고 읽기자료  학생활동지를 수

행자료로 활용한다.

    ④ 개발된 통합 학습 주제 가운데 1개를 선정하여 실제 수행평가 수에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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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교과 국어 연계교과

1
교과
련성 

분석

①『국어(상)』(교육인
자원부) Ⅱ-(2) 나의 

소원

□ 사회교과 □
①『근 사』( 성출
사) 4. 사회의 발  1
장. 복과 한민국의 수
립 (4) 6.25 쟁

②『국사』(교육인 자원
부) 5. 근 의 정치 (4) 

한민국의 성립과 발

 □ 윤리교과 □
①『윤리와 사상』(교육
과학기술부) I. 윤리와 
사회사상의 의의 2. 자
아실 과 인격완성 (1) 
삶의 의미와 다양성
②『 통윤리』(교육인

자원부) IV. 1. 국가생
활과 국민의 도리 (2) 
충성과 호국정신

<표 5> 통합 학습주제 개발

2) 수행평가 반영비율

    ① 평가항목과 배

      항목

 배
독후활동 학생활동지  수업 참여도 평가

배

(총 6 )
2 1

교과교사 

사서교사

       ※ 통합 학습주제의 경우 각 교과별로 수행평가에 가산  처리함

    ② 독후활동 수행평가는 <나라사랑 실천학교 호국보훈 독서행사>와 연계

   

3) 통합 학습주제의 개발

  통합 학습주제 심의 정보활용교육은 자원기반학습의 구체 인 실천 략인 만

큼 학습주제와 련된 학습자원의 선정과 제공이 요하다. 따라서 교과 연계성을 

갖춘 학습 정보원을 사 에 확보하고 교과교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재 도서  

활용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학습정보원으로는 ·고등학교 교수학습 동반

자, DLS 교과연계 도서정보, 시도별 교육청 독서지도 자료집 그리고 NIE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본 도서 활용수업에 참여한 의체 의해 개발된 통합 학습주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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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학습주제

민주시민과 호국보훈

학습주제
범  
설정

∘호국보훈 사례 / 나라사랑 실천 방안

학습목표
∘호국보훈과 련된 사례를 찾아보고 나라사랑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

다.

학습자료
 ① 김구 , ‘백범일지’   ② 니콜라이 포포포 , 「왜 ?」
 ③ 고정욱 , 「못다핀 무궁화」

교과 국어 연계교과

2

교과
련성 

분석

①국어(상)(교육인 자
원부) 2.(2) 나의 소원
②국어(상)(교육인 자
원부) 7.(2) 기미독립선
언서 

□ 국사교과 □
①국사(교육인 자원부) 
2.2 민족문화의 이해

□ 윤리교과 □
①윤리와 사상(교육인
자원부) Ⅲ.3.(3) 민족주
의의 쟁  
②시민윤리(교육인 자
원부) Ⅳ. 2. 민족 공동
체의 번 과 통일

통합
학습주제

민족과 민족주의

학습주제
범  
설정

∘민족문화의 이해 /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 양면성, 문제 과 해결방안

학습목표
∘세계화 흐름 속 민족주의를 둘러싼 쟁 들을 악하고 올바른 민족주의 

가치 을 확립한다.

학습자료
①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②이선민의 ‘민족주의 이제는 버려야 
하나’

교과 국어 연계교과

3

교과
련성 

분석

① 고등학교, <문학>,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 

□ 사회교과 □
①사회·문화 (천재교육) Ⅴ. 

 사회와 사회 문제
②사회 (디딤돌) Ⅸ.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  

□ 윤리교과 □
①시민 윤리 (교육인 자
원부) Ⅱ.  사회 문제
와 시민 윤리
②도덕 (교육인 자원부) 
Ⅰ.  사회와 도덕 문제 

통합
학습주제

인간소외와 자살

학습주제
범  
설정

∘사회병리 상의 원인 / 문제  진단 / 치료방안

학습목표 ∘최근 늘어나는 ‘자살’의 원인과 치유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①에  뒤르 , ‘자살론’ ②OECD 주요국 자살 사망률 통계 ③한겨례 자살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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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국어 연계교과

4

교과

련성 

분석

①국어(하)(교육인 자

원부) 4. 효과 인 표  

(1) 민족문화의 통과 

계승

□ 사회교과 □

①사회문화( 앙교육진흥

연구소) IV. 인간과 문화 

상의 이해

②정치(법문사) Ⅲ.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 윤리교과 □

①윤리와 사상(교육인

 자원부) Ⅲ. 사회 사

상의 흐름과 변화

②윤리와 사상(교육인  

자원부) Ⅲ. 사회 사상

의 흐름과 변화

통합

학습주제
다문화 가정과 민족의 정체성

학습주제

범  

설정

문화 이해의  / 다문화 가정의 이해 /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상

학습목표
∘다문화 가정에 해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극복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료
①국제 결혼  인구 구성에 한 통계청 자료 ②새뮤얼 헌 턴, ‘문명의 

충돌’ ③조 선 색스, ‘차이의 존 ’

4) 수행평가 내용

  ｢민주시민 육성｣에 한 통합 학습주제 해 각 교과별로 도서 활용수업을 진행

하 다. 이 수행과제는「나라사랑 실천학교 독서행사」와 연계하 으며 익산보훈처

의 지원 을 받아 진행하 다. 통합학습주제 가운데 2009. 3～4월 동안 1번 주제인 

｢민주시민과 호국보훈｣로 도서 활용수업 수행평가를 진행하 다.

  ▪목  :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애국선열의 나라사랑정신을 되새기고 실천해 으

로써 투철한 국가 과 애국심 함양을 제고하기 함

  ▪ 행 사 명 : 나라사랑 실천학교 독서행사(부제 : 나라사랑과 세계책의 날)

  ▪ 행사기간 : 2009년 3월 9일(월) ~ 4월 22일(수)

  ▪ 행사내용 : 나라사랑 실천 독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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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내용 시 상 비 고

① 포스터․그림

 • 2 (54cmx78cm) 는 4 (39cmx54cm)
 • 포스터․그림은 컴퓨터 그래픽이 가능하며, 작품설

명서(100자 이내)
 • 주제

   - 민족정기 선양  호국.안보의식 함양과 국가유공

자에 한 국민  우와 추앙이 담긴 내용

   - 참 용사의 애국 충정 계승 의지를 담은 내용

   - 6.25 쟁 지 등 방문 소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수상자는

미술 

수행평가 

가산  3  

부여

② 독후감 회

 • 분량 : A4 2매~10매 이내

 • 주제 : 호국보훈 련 도서를 읽고 나라사랑과 투

철한 국가 이 담긴 내용의 독후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수상자는

국어 

수행평가 

가산  3  

부여

③ 추모 헌시

 • 분량 : A4 1매-3매 이내

 • 주제

   -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애국애족정신을 계승 발 시

키는 내용

   - 몰용사의 희생과 헌신, 우와 추앙을 담은 내용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수상자는

문학 

수행평가 

가산  3  

부여

④ 보국 신문 콘테스트

 • 2 (54cmx78cm) 는 4 (39cmx54cm)
 • 주제

   -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애국애족정신을 계승 발 시

키는 내용

   - 몰용사의 희생과 헌신, 우와 추앙을 담은 내용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반별 

콘테스트

  ※ 상장은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에게 학교장상 수여(장려상 제외) 
     부문별 수상황에 따라 시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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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국보훈 련도서

독 서 자 료

① 니콜라이 포포포 , ｢왜 ?｣, 암사.
② 이 희 , ｢내가 겪은 6.25 쟁 하의 서울 90일｣, 효민.
③ 이순신 원 , 이석호 편, ｢난 일기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정과 효와 사랑의 일

기｣, 림당.
④ 고정욱 , ｢못다핀 무궁화｣, 진선출 사.
⑤ 마해송 , ｢사슴과 사냥개｣, 창비.
⑥ 김구 , ｢쉽게 읽는 백범일지｣, 돌베게.
⑦ 권희  , ｢해외의 한인희생과 보훈문화｣, 국학자료원.
⑧ 이이화 , ｢역사 앞에서 : 한 사학자의 6.25 일기｣, 김 사.
⑨ 정경모 , ｢찢겨진 산하 : 김구, 여운형, 장 하가 말하는 한국 사｣, 한겨 신문사.
⑩ 이돈형, 이시형 공 , ｢어떻게 지킨 조국인데｣, 풀잎.
⑪ 한시  등 , ｢ 복의 역사인물｣, 연합뉴스. 
⑫ 지익표 , ｢ 복 60년의 증언｣, 푸른미디어.

※ 이외의 호국보훈 련 도서를 읽고 수행평가 자료로 제출 가능

5) 독후활동 수행 및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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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며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지식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의

미한 정보를 만드는 방법과 략을 안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제해결 능력에 

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시  흐름에 따라 학교도서 은 하나의 도서 임과 

동시에 학교교육의 틀 속에서 교육의 과 역할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서울시교

육청(2003)에서 발간한 ｢학교도서 운 편람｣에 따르면, “학습자 스스로 타고난 소

질과 성을 마음껏 개발하고 지  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을 극 화시

킬 수 있도록 하기 한 자기주도  학습은 교실과 교과서 주로 진행되던 과거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환경을 필요로 한다. 즉 모든 학습자가 자신에게 합한 방법으

로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자료와 기술의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환경을 학교도서 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

면서 학교도서 과 자기주도  학습과의 계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학교도서 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로그램

을 개발․ 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학교도서 을 활성화하기 해서도 정기 이며 

체계 인 도서 활용수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도서 을 활용한 수행평가를 용하기 해서는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의 긴 한 력이 되어야 한다. 즉 수업계획과 단원설정, 학습자료 비들을 교과교

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학생들의 보고서에 한 수행평가까지 

긴 한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학교도서 의 교육  활용에 을 두

고 학습자료와 학습지 개발에 교과의 의견을 반 하고 교사들의 동수업 부담을 

덜어  수 있는 사서교사의 리더십과 인간 계능력이 요하다. 
  본교에서는 학기 에 도서 활용수업 의체를 구성하여, 국어, 사회, 기술가정, 
국사, 윤리, 미술 등의 교과의 수행평가를 통해 도서 활용수업을 진행하 다. 이러

한 수행평가 연계 도서 활용수업은 학생들의 탐구력을 높이고, 도서  이용의 폭을 

넓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의 토 를 마련하고, 각 교과학습과 연계하여 수행

평가를 반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여 학습 분 기를 향상시

킬 수 있었다. 한 학교도서 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정보이용능력을 신장시키고, 
자기 주도 인 학습 욕구를 고취시켜 학습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고, 교과교사와 사

서교사의 상시 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과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 다.



기 관 명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제 출 자 김  현  민

여성이 행복한 도서관,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 여성고객 참여 쌍방향 프로그램 개발 사례 -

국립중앙도서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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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2005년 9월 15일 개 한 서 문구립이진아

기념도서 은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한 아버

지의 아름다운 기부가 거름이 되어 탄생한 

서 문구의 유일한 구립도서 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카페와 같이 

쁜 모습을 지닌 서 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

은 그 운  면에서 개인공부를 한 공부방

이라는 도서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민을 한 진정한 독서․문화커뮤니티로 거듭

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 은 설립 당시부터 도서 의 공부방화를 지양하고 양질

의 정보제공 등 도서  본래의 목 에 충실하고자 일반열람실은 마련되지 않았다. 

부분의 사람들이 도서 을 ‘공부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에서 일반열람실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도서 을 이용하게 하기 해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했다. 이에 우리 도서 은 개 기부터 보다 양질의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 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수사례 개요

  공공도서 은 이제 자습을 하기 한 공부방, 혹은 책을 쌓아놓은 서고로서의 이

미지를 벗어던지고 복합독서․문화 커뮤니티로서 거듭나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 

한 공공도서 에 해 요구하는 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 은 자신의 

주 이용 층을 분석하고 그들의 요구를 제 로 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과제로 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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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서 은 여성 이용자, 특히 3~40  주부들이 우리 도서

의 주 이용 층인 에 착안하여 여성 이용자과 우리 도서 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

는 방향 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도서 이 무조건 으로 이용자들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용자와의 커뮤니 이션 통로를 활성화하고 함께 

운 하는 도서 으로 거듭나고자 한 것이다. 

  ‘여성고객 참여 방향 로그램’은 여성 이용자에게 자아 발 의 기회를 주고 사

회활동의 발 을 마련해주었을 뿐 아니라 도서 의 한정된 시설과 인력을 극복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로그램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해 주었다. 

<표 1> 여성고객 참여 방향 로그램 개요 

로그램명 내  용 수강료 일  시

도서
학교

일반교육
자료 배가 자원 사자를 한  정기
인 교육 로그램

무료 연 6회

문교육
동화구연 로그램 진행을 한 자원

사자 교육 로그램
무료

과정 : 4월~6월
과정 : 9월~12월

행복한 이야기 엄마의 
동화구연

도서  학교 문교육을 수료한 여성 
자원 사자가 어린이 이용자를 상으
로 하는 동화구연 로그램

무료
매주 목요일 : 10:30~11:00
매주 토요일 : 14:30~15:00

책 읽어주는 할머니의 
스토리텔링

어린이 이용자을 상으로 하는 스토
리텔링 로그램

무료 매주 목요일 16:00~16:30

독서커뮤니티
어머니 독서회원들의 자체 스터디 모
임을 통한 어린이 독서회 진행

무료 매월 1, 3주 수요일 

고객모니터링
도서  서비스  운  반에 한모
니터 제도

무료 연  수시

탁아서비스 제도
여성 이용자들이 녁시간  강연회 
개최시 참석하는 다른 여성 자원 사
자들의 아이를 돌보아주는 제도

무료 녁 강연회 개최시 

낭독의 밤
도서 에서 활동하는 여성 자원 사들
과 그 가족을 한 낭독회  발표회 
마련

무료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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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2005년 개 한 서 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  도서 은 아 트 단지와 인 해있고 

어린이 상의 문화강좌 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어린이와 어머니 이용

자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이자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

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의 책을 출해가고 문화강좌를 듣기 해 도서 을 찾던 

몇 몇 어머니들이 매일같이 도서 을 찾다보니 도서 에서 자신들이 할 역할이 있

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도서 에 밝히기 시작했다.  

  실제로 우리 도서 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부분이 3~40  여성 이용자의 민원이

었고 이들의 요구를 잘 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도서 의 

과제 다. 그러나 한정된 시설과 인력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이용자의 요구를 모두 

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어머니 이용자들을 도서  운 에 직  참여시킨다면 그들

에게는 도서 에 한 이해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 도서 은 이용자의 요구를 

더 잘 악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여성 이용자들이 도서  운 에 직  참여하여 소속감과 자부심을 부여하고 동시

에 도서  입장에서도 부족한 보조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에 한 논의가 필요

했다. 한 한정된 산에서 인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여성고객들을 자원 사자로

서 도서 으로 유도해야 했다. 

Ⅱ.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여성 전문 인력 양성

1.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도서관 학교｣ 실시

  자원 사자로서 도서  운 에 참여시킨 여성고객들을 확실하게 활용하기 해서

는 도서  반에 한 문지식 제공과 자원 사자로서의 자부심 부여가 우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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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기존의 자원 사자들의 경우, 오로지 도서 배가 방법에 한 간단한 지식 습

득 후 도서 배가 작업에 투입되어 쉽게 싫증을 내고 방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는 도서 배가가 단순 작업이기는 하나 열람 서비스를 한 가장 

기 인 작업이며, 한 그러한 보조 작업을 하는 자원 사자가 얼마나 요한 역

할인지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들을 보완하기 해서는 자원 사자들에게 도서  시스템 반에 

해 이해시키고 도서 배가 외의 특정한 로그램을 이끌어가게 하기 한 문교

육이 필수 이었다. 한 장기 인 활동 유도를 한 어느 정도의 혜택 부여도 필요

했다. 이에 따라 생각해 낸 방법이 정기 이고 체계 인 자원 사자 교육을 실시하

자는 것이었다. 

일반교육 수업 문교육 수업 수료식

[그림 1] 도서  학교 수업  수료식

    

1) 도서 배가 자원봉사자 육성

  자원 사 교육 로그램은 ｢도서  학교｣로 명명하고 도서 배가를 한 일반교육

과 동화구연 로그램 진행을 한 문교육으로 나 어 신청자를 모집하 다. 

  우선 일반교육은 자원 사자들과 도서  직원 간의 유 감을 높이기 해 사서가 

직  진행하 다. 자원 사자들이 할 역할은 열람실 도서 배가 지만 도서 배가 방

법 교육 이 에 도서  운  반에 한 교육과 자원 사자들이 우리 도서 에서 

얼마나 요한 역할인지에 한 인식 교육이 우선 시행되었다. 교육 후, 자원 사자

들은 도서 이 이 게 다양한 역할을 필요로 하는 곳인지 몰랐다며 놀라워했고 실

제로 부분의 교육 수료생들이 자원 사자로 활동하면서 자원 사 활동에 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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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이 밖에 자원 사 활동에 지속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해 소정의 자원 사활동

비를 지 하고 1개월 이상 장기 활동을 한 자원 사자에 해서는 출권수를 3권

에서 5권으로 확 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 다. 어머니 자원 사자들은 특히 

출권수 확 에 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고 실제로 부분의 자원 사자들이 3개월 

이상 활동하는 등 장기 사 활동 유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그림 2] 도서배가 자원 사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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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화구연 프로그램 진행 자원봉사자 육성

  ｢도서  학교｣ 문교육은 도서 에서 어린이 독서 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해 문 동화구연가를 빙하여 동화구연의 이론과 스킬을 교육

하는 형태로 2007년 9월부터 진행되었다. 문교육을 수료한 후 도서 에서 동화구

연 자원 사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해야 한다는 제 하에 수업은 모두 무료로 제공

되었다. 

  동화구연 이론과 기본 등에 한 교육부터 시작하여 동화구연의 실제  심

화과정으로 이루어진 교육까지 이수해야만 비로소 도서  동화구연 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1기 도서  학교의 경우, 과정까지 수료한 이

수자가 5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열의 있는 활동으로 인해 지난 4월에 있었던 2기 

도서  학교의 수료식에서는 10명의 이수자가 탄생하여 1기 멤버들과 연계하여 더

욱 다양하고 발 된 동화구연 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표 2> ｢도서  학교｣ 문교육 과정  일정 

월 주 내  용 비  고

9

1 동화구연이란? 자기소개

2 동화의 종류  개작법 개작용 동화 비

3 동화구연법1 호흡, 발성  발음

4 동화구연법2 감정에 따른 구연(목소리 조 하기)

10
 

1 동화구연법3 화술, 표정, 몸짓 

2 동화와 어울리는 동시 선택 동시 비, 손유희

3 동화구연의 응용 다양한 교재를 이용

4 동화구연의 수업의 실제
극  상상과 의식화

(동화 속 그림자 찾기)

11

1 실기 (구연하기) 개인발표 

2  실기 (구연하기) 개인발표(수업과제) 

3 동화구연 발표1 모둠별로 

4 동화구연 발표2 모둠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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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1.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운영

1) 동화구연 프로그램‘행복한 이야기 엄마의 동화구연’운영

  도서  학교 문교육을 수료한 후 탄생한 제1기 도서  학교 수료생들의 도서

에 한 열정은 기 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들은 도서  학교 수료 후, 자발 으로 

‘행복한 이야기 엄마’라는 동아리를 결성하여 동화구연 로그램을 해 거의 매일

같이 도서 에 모여 동화구연을 연습하고 교구를 만드는 등 도서  직원 이상으로 

동화구연 로그램에 애착을 보 다. 행복한 이야기 엄마의 동화구연은 목요일과 토

요일 주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목요일은 견학생을 상으로 오  10시 30분에, 토요

일에는 일반 이용자를 상으로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고 있는데 매월 변경되는 

테마와 다양한 로그램 구성으로 많은 어린이와 어머니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동화구연 로그램 진행 

발표회 동화구연 회 입상 교구 제작 

[그림 3] 행복한 이야기 엄마 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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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행복한 이야기 엄마는 한 동화구연 회에서 원이 입상을 하는 등 그 능

력을 입증받았고 2008년 9월에서 2009년 2월까지는 서 문구 각 주민문고마다 배치

될 동화구연가 양성을 한 교육 로그램을 도서 에서 진행하기도 하는 등 ‘행복

한 이야기 엄마의 동화구연’ 로그램은 도서  내에서 뿐 아니라 지역 체에서도 

이슈가 되는 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4] 행복한 이야기 엄마 입상 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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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서커뮤니티 구성 및 어린이 독서회 진행

  우리 도서 에서는 이미 외부강사를 빙하여 어린이  어머니 독서회를 2006년

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 독서회의 확  요구로 인해 한 클래스가 증설됨

으로써 도서 은 강사료 증가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러던  2006년부터 꾸 히 

어머니 독서회에 참여해오던 회원 5명이 독서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어린이 독서회 

 한 반을 맡아 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어머니 독서회를 지속 으로 

운 해오면서 자발 인 커뮤니티 형성을 내심 바래왔던 도서 으로서는 듣던  반

가운 말이었다. 한 자원 사 형태로 진행되어 강사료의 부담도 덜었으니 더욱 반

길만한 일이 아닌가. 커뮤니티 회원들은 재 어린이 독서회 수업을 해 독서지도

사 자격도 갖추고 기존 독서회 강사의 지도 하에 독서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수업 

비도 하는 등 어린이 독서회 수업을 해 만 을 기하고 있다. 

3)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책 읽어주는 할머니’운영

  서 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 에는 ․유아 상 독서 로그램으로 행복한 이야기 

엄마 이외에도 ‘책 읽어주는 할머니의 스토리텔링’이라는 로그램이 있다. 문 스토

리텔러 교육을 받은 할머니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언제나 자신의 손주를 하는 푸근한 모습으로 재미있는 그림

책을 실감나게 읽어주시는 할머니는 꼬마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서  선생님  

한 명이다. 이제는 책을 읽다가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면 먼  뛰어가서 안기는 아

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어 자신이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느껴진다는 할머니, 

아이들도 즐겁고 할머니도 즐겁고 도서  한 무료로 좋은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

으니 일석삼조인 로그램, 바로 ‘책 읽어주는 할머니의 스토리텔링’이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 수업 

[그림 5] 책 읽어주는 할머니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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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1) 고객모니터링 제도 시행

  모든 도서 이 그러하듯 우리 도서  역시 항상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

비스하기 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요구를 모두 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련한 제도가 ‘고객 모니터링 제도’이다. 도서 을 자주 이용하고 도서 에 

심이 많은 여성 이용자들을 분기별로 모집하여 매월 도서 의 서비스와 시설, 운

 반을 모니터하고 도서 에 보완 을 제출하는 제도로서 도서  직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객모니터 활

동기간은 6개월로 문화강좌 무료이용권, 문화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인센티 를 부

여하여 극 인 활동을 구하고 있으며 재 제6기 모니터 요원이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 특히 고객모니터 요원이 여성 이용자들이다 보니 여성과 어린이의 입장

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내곤 하는데 덕분에 우리 도서 은 여성과 어린이를 

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도서 으로 거듭나고 있다. 

2) 탁아서비스 제도 시행

  우리 도서 에서는 2008년부터 지속 으로 녁시간  다양한 강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강연회 역시 많은 여성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녁이라 아

이들을 돌  곳이 없어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우리 도서 은 ‘탁

아서비스’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치원 

등에서 탁아 경험이 있는 3~40  여성 자원 사를 발굴하여 녁시간 강연회에 참

여하는 여성 이용자들에게 탁아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까지 13회, 약125명이 서비스

를 이용하 다. 탁아서비스는 강연회에 참여하는 여성 이용자에게는 물론, 탁아서비

스를 제공하는 여성 자원 사자에게도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 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서  내에서도 보조인력의 보완으로 원활한 로그램 진행에 도

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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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서비스 탁아서비스 고객모니터 간담회

[그림 6] 고객편의를 한 로그램 참여 모습

3.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 마련

  2008년 12월에는 도서 을 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자원 사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해 조 한 티를 마련하기도 하 다. ‘송년, 낭독의 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로그램은 그 간 자원 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도서 에서 활동을 

하며 느 던 , 동화구연, 시 낭독 등 사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장기를 뽐내고 자

유로운 분 기 속에서 도서 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낭독의 밤’ 행사

는 도서  직원과 자원 사자들 간의 유 계를 돈독히 하고 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 사자들 간의 서로의 이야기를 나 고 공감 를 형성할 수 있

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 자원 사자들에게 도서 에 한 소속감과 주인의

식을 심어주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워주기도 했다. 

사자 가족 발표회 사자  시회 사자 시 낭독회

[그림 7] ‘송년, 낭독의 밤’ 행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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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행복한 이야기 엄마 보도기사

    (서 문자치신문 08.06.16) 

Ⅳ. 여성이 행복한 도서관, 여성이 있어 더 행복한 도서관

  서 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 의 여성 참여 로그램은 여성의 취미생활 지원이나 

문화소양 제고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의 자아실 에 도움을 주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 을 마련해주었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 실제로 ‘행복한 이야기 엄마’ 회원

들은 우리 도서  뿐 아니라 복지  등에서 활동 요청을 받고 있으며 자원 사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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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 강사를 맡았던 어머니들 한 독서회 진행 후 이름이 알려져 방과 후 학교나 

문화 센터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 참여 로그램은 한 도서 에서 고객을 향해 제공하는 한 방향 서비스가 

아닌 도서 과 고객이 서로 주고받는 방향 서비스를 통해 정체된 도서 의 이미

지에서 탈피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해가는 유동 인 도서 으로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도서 의 산 감과 부족한 인력 보완에도 큰 도움이 되

었다. 

  재 서 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 에는 어린이 독서 로그램 진행, 고객 모니터 

요원, 도서 정리 자원 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자원 사자들이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서 이 주는 것을 받기만 하는 ‘손님’이 아니

다. 그들은 도서 의 ‘주인’이며 도서 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활동이 힘들지 않

느냐는 물음에 도서 에서는 구의 엄마, 구의 아내가 아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들, 그들이 있어 우리 도서 은 더 행복하다. 





기 관 명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팀

제 출 자 박  재  로

의학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서비스 사례

국립중앙도서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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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 은 삼성서울병원의 교육, 진료, 연구의 발 을 돕기 하

여 1995년 2월 개 하 습니다. 450평 규모로 1,800여종의 의학 계 학술지와 

30,000여권의 최신 단행본  멀티미디어 자료를 비롯하여 정보화 시 에 걸 맞는 

다수의 의학 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의학의 학문  특성을 

고려한 수  높은 의학비디오, Medical Illustration 서비스, 사진자료  동 상, 고품

질 컴퓨터슬라이드와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교육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을 한 문 이고 지속 인 연구지원 서비스를 처음 도

입하여 국내 타기 의 벤치마킹 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의학정보  콘텐츠 리 

시스템을 구축, 지식 리시스템 마련의 제반 여건을 다지고 있으며, 의료진 상 해

외 학회 지역 정보 제공  해외연수기  도서  이용정보 제공 등 국내외 의학도서

에서 제공하지 않는 독창 이며 이용자 심 인 서비스 개발로 의학 문도서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의료원 산하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거리 제한 없이 공동으로 자

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신 의학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료인들이 이용할 수 있

도록 개방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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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개요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 에서는 시공간의 문제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

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내부 으로 사서의 문성 제고  업무 역을 넓

히고자 여러 가지 연구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용하고 있다. 

  우선 연구과제 선정을 하여 정보조사  상담서비스, PRP 서비스, 각종 이용자 

교육을 제공하며, 선정된 연구과제 수행 결과 최종 실 물인 연구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논문형식수정서비스, 이미지 제작, 온라인 투고를 지원하고 있다. 한 이

게 수행한 연구 실 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개인이 참여한 연구업 을 맞춤식

으로 리해 주는 사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재 서비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인 서비스 개발과 업데이트로 시시각각 변화

하고 있는 연구 환경에 극 으로 응하여, 의학정보 을 배제하고서는 원활한 연

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계속 발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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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한 기 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기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잣 로 삼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기  연구자들의 연구 활성화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연구자들은 강의, 행정  기타 잡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연

구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실이다. 특히 의과 학이나 종합병원과 같

이 진료라는 최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기 의 연구자들은 더더욱 

연구에 매진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의학 분야 도서 들은 병원의 핵심가치인 진료, 연구, 교육 가운데 교육에 

상당히 치 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 활동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 부분에 많은 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병원’과 ‘의학’이라는 문 분야를 

지원하는 의학 문도서 인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 (이하 의학정보 )에서는 연구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내부 으로 사서의 문

성 제고  업무 역을 넓히고자 여러 가지 연구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용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활동 가운데 연구과제 선정, 연구논문 작성 지원, 연구업

리 등 세 가지 역에 한 세부 내용과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연구과제 선정

어떤 학문이든 그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학자, 연구자들은 심 주제 분야에 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한 연구 결과의 최종산출물인 논문을 학계에 

발표함으로써 해당 학문의 발 을 선도한다. 의학이라는 학문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의학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나 기 의학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의학자, 연구자

들 역시 다양한 진료 경험이나 임상실험  연구 성과를 모티 로 연구 활동을 진행

한다. 연구과제 진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간과할 수 없는 과

정이 바로 련 연구 주제 분야에 한 정보검색  정보조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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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심 주제 분야의 반 인 연구동향 악이나 최신 연구결과 등에 

한 정보 수집을 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며, 연구자가 연구 련 정보를 

검색하고 원문을 입수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논문 작성 소요 시간의 40%를 넘는

다고 한다. 이에 의학정보 에서는 바쁜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 주고자 <표 

1>과 같은 다양하고 문 인 정보 조사, 상담 서비스  연구 주제를 다양한 각도

로 분석하는 PR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자 정기 인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 정보조사 및 상담서비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연구자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비 이 높아지

면서 의뢰하는 내용이 세분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이에 한 정보조사 

시간과 노력이 더욱 많이 소요되고 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제공한 

황을 그림에서 살펴보면 정보조사형은 정보요구가 조 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

보검색은 2007년에 감소하다가 다시 2008년에 이르러 병원의 연구 활성화 정책에 

따라 년 비 114%나 증가하 고, 2009년 재도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림 1] 정보조사  상담 서비스 제공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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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상담서비스

ㆍ주제 선정에 필요한 사  정보검색

ㆍ투고를 원하는 학술지 정보(SCI 등재여부, Impact Factor, 
   심사기간 등)  투고 규정 제공

ㆍ투고 상 학술지 선정을 한 정보 제공

ㆍ투고 주제에 한 포 인 정보검색 

ㆍ연구과제 련 로젝트 정보조사

ㆍ제안서 작성 규정 안내

ㆍ제안서 샘  입수 제공

특정주제 정보제공

ㆍ의학 련 일반 주제 검색

ㆍ주요 기 별/부서별/개인별 연구업  조사

ㆍ연구논문 피인용도 조사

ㆍ국내외 학회일정 제공

최신정보제공 ㆍPubMed My NCBI를 통한 SDI 서비스 제공  

정기 인 정보제공

ㆍSearch Tips 제공

ㆍ생명과학 분야  보건의료행정 분야 동향정보제공

ㆍ우수논문연구장려제 지원을 한 연구정보제공

  한, 연구자별 심 주제 분야 이나 주제에 해 담당자에게 화나 이메일

로 SDI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구자를 신하여 PubMed My NCBI에 검색식 등록을 

행하여 업데이트된 논문정보를 정기 으로 이메일로 제공함으로써 심 주제 분

야에 한 최신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는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연구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의 동향 정보와 련 정보를 입수하기 해 여

러 채 을 동원하고 있기에, 검색 경험이 많은 문사서가 국내외 의학·생명과학 분

야  보건의료행정 분야에 한 최신 동향을 조사하여 련 고부가가치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호응을 얻고 있다.

<표 1> 정보조사  상담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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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stCite를 이용한 PRP(Personal Research Profile) 서비스

  HistCite (www.HistCIte.com)는 ISI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社 설립  SCI 

(Science Citation Index)를 창시한 Eugene Garfield 박사가 개발한 연구과제 분석의 계

량정보학  활용을 한 소 트웨어이다.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연구자별, 별, 연구기 별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출

연도별 논문수, 인용문헌 특성, 논문유형별 논문 수, 인용횟수 등 다양한 항목으로 

분석하고, 시각화 하는 도구이다. 

  특정 연구주제 분야에 한 기 연구 설계 시에 해당 분야의 핵심 연구자가 구

인지, 가장 향력 있는 논문은 무엇인지 등 련 연구과제의 최  연구시 에서부

터 최근 황까지 반 인 연구과제 정보를 한 에 악하기 용이하다. 한 연도

별 논문 수 추이를 악하여 재 혹은 향후 학문의 발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으

며, 하  카테고리별 추이 악이 가능하다. 한 연구자간, 논문간, 학술지간 인용 

계와 연구 집단의 특성을 악할 수 있으며,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과 연구 주제 

분야 핵심논문 분석을 통하여 연구흐름의 개 인 이해가 가능하다. 새로운 심 

주제나 연구 분야에 한 연 기  리뷰 시 주로 활용이 가능하고, 상 논문의 출

연도 범 가 범 할수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 HistCite Graph Maker 화면 : cit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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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정보 에서는 2008년 12월 HistCite를 도입하면서 PRP(Personal Reseach Profile) 

서비스라고 하는 주제 분석 업무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HistCite와 SCI 데이터베이

스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심 연구주제 분야에 한 분석은 물론 개인연

구업 에 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09년 1월부터 본격 으로 PRP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재까지 주제별, 개인별로 총 25건의 주제 분석 결과를 연

구자들에게 제공하 다. 연구과제나 심주제에 한 반 인 동향을 연 기 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 기 , 국가 등에

서 차지하고 있는 해당 연구과제의  치를 인식하여 연구방향을 선정함은 물론 

기존 연구과제를 재수립,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해

당 연구 분야의 라이벌 기 이나 국가, 연구자 등의 악이 용이하여 연구과제 선정 

시 벤치마킹 상을 선정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학정보 에서는   

이러한 PRP (Personal Reseach Profile) 서비스를 활용하여 임상 각 과별 국내외 경쟁

력 분석은 물론 연구자의 해당 분야 경쟁력까지 분석하여 병원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비 사용과 핵심추진 연구 분야 선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이용자 교육

  의학정보 에서는 연구자들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해 <표 2>와 같은 다양한 

이용자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교육은 매월 1회 정기 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자 개개인의 수 에 맞추어 맞춤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에 해 연구자들은 국내 어느 곳에서도 제공 받을 수 없는 특화된 교육과정이라고 

소감을 피력한다. 한 바쁜 연구자들을 해 부서별 컨퍼런스  소규모 그룹별 모

임에 직  찾아가서 원하는 과정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필

요한 정보를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매년 1,000여 명 이상을 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교육 로그램 

에서는 정보검색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연구논문 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EndNote 활용법 교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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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용자 교육 로그램

교육명 교육내용

이용안내교육 ㆍ의학정보 에 한 반 인 안내  각종 서비스 소개

정보검색교육
ㆍ Medline(PubMed, OVID)  CINAHL 검색법

ㆍ근거문헌 검색법, 국내문헌 검색법, E-Journal 활용법 

소장자료검색시스템 ㆍ소장자료 검색법, 출희망도서 약법, 원문신청법 등

EndNote 활용법
ㆍEndNote를 활용한 논문 작성법

ㆍ학술지 투고 규정에 맞게 논문 작성하는 방법 등

[그림 3] 이용자 교육 실시 황

  한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별 이용 매뉴얼을 게시함과 더불어, 의학논문검색법

이라는 메뉴를 별도로 구성하고 사례별로 콘텐츠를 구축하여 직  의학정보 에 방

문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연구자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홈페이지에 

속하여 원하는 내용을 자습할 수 있도록 하 다. 온라인과 오 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육 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

함으로써 연구 활동 지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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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B별 이용 매뉴얼  가이드

Ⅲ. 연구논문 작성 지원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수  높은 학술지 특히 국제 으로 향력 있는 학술

지에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연구자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의학정보 에서는 

이러한 연구논문 작성 지원 업무를 2002년도 하반기부터 정식 업무로 채택하여 '연

구논문 지원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재까지 운 하고 있다. 서비스의 제공 범 는 

연구자에 의하여 1차로 작성된 고의 수정에서부터 게재되기를 희망하는 학술지에 

최종 투고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학  유  분야는 

련  수가 매우 다양하고, 다작이 보편화되어 있어 연구나 진료에 바쁜 의료진들

에게 조 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던 것이  처리해야 할 논문 건수가 늘어 

재는 1인 업무로도 부족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를 의뢰 받아 제공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근무일 기 으로 부분 24시

간 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투고규정이 복잡하거나 동시에 많은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하루 정도 더 지체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이틀 이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의뢰 형태는 간혹 의학정보 에 직  방문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 인 요구사항과 함께 논문을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주는 경우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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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서비스 상 제공 내역

부서(개) 인원(명) 건수(건) 증가율(%)

2004년 29 69 139 -

2005년 34 106 238 71.2

2006년 35 140 296 24.4

2007년 34 143 435 46.9

2008년 43 152 478 9.8

합  계 175 610 1,586

  다른 모든 업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연구논문 작성 지원을 담당하는 사서의 

경우 문 이고 다양한 업무능력이 요구된다. 즉 학술논문에 한 기본  지식은 

물론 의학 분야  의학용어에 한 배경지식, 문  국문 편집 능력, 의학 분야 

데이터베이스에 한 이해와 검색능력, EndNote 등과 같은 논문작성 도구의 활용능

력, 학술지 온라인 서비스에 한 이해 등과 련된 여러 가지 능력이 요구되며 담

당자 역시 이러한 업무능력 개발을 한 꾸 한 자기계발 노력이 필요하다.

1. 제공 현황

1) 최근 5년간 서비스 제공 통계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제공한 연구논문 지원 서비스를 부서별, 인원별, 제공건

수별로 산출하 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상 부서와 인원이 해마다 

조 씩 증가하고 있고, 제공 건수는 이에 비해 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8

년도에 신청부서가 갑자기 증가한 요인은 기존 주요 서비스 상인 진료과나 연구

소 외에도 간호직이나 기사직의 논문 의뢰가 증가한 것으로 악되며, 제공 건수가 

년에 비해 한자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지속 인 홍보와 서비스로 차츰 업무

가 안정화되어 가는 것으로 단하고 있다. 

<표 3> 최근 5년간 연구논문 지원 서비스 제공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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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특성상 서비스 이용 상자 가운데 90% 이상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

료진이며, 나머지 10%가 연구원  기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진은 크게 

문의와 인턴, 지턴트를 일컫는 공의(수련의)로 나  수 있으며, 문의는 다시 

교수와 임상강사로 구분된다. 기존 논문에서는 제 1연구자(first author)가 공의나 

임상강사이며, 책임연구자(corresponding author)가 교수가 되는 경우가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의나 임상강사가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교수가 직  의뢰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국내ㆍ외 논문 경향이 책임연구자가 제 1연구

자를 겸하는 추세를 반 하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한지 7년이 지남

에 따라 그 동안 수행한 서비스의 각종 통계지표를 분석하여 업무에 반 하고 있다.  

컨 , <그림 5>는 월별, 부서별 의뢰 건수 추이로 연  3월과 9월  건수가 많

은 것은 의학 련 학회가 부분은 , 가을에 개최됨에 따라 사 에 논문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후년도 업무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부서별  통계로 통계상 미진한 부

서는 극 인 홍보를 통하여 서비스를 유도하고 있다.

[그림 5] 최근 5년간 월별, 부서별 의뢰 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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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 대상 학술지 분석

  다른 학문 분야보다 세부 분야가 다양한 의학 분야의 특성 상 연구자가 의뢰한 투

고 상 학술지의 종수가 많은 편이지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ㆍ외 각 

상  10종의 합이 301건으로 일부 학술지 편 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나

타난 들은 특히 연구자나 부서와도 한 련이 있어 효율 인 서비스 제공

을 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외학술지는 10종 모두 SCI(E)와 JCR DB에 

등재되어 있고, 향력지표(impact factor)도 높은 들이 많아 연구자들이 상

으로 질 높은 학술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국내 학술지 경우에도 문

으로 출 되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Korean Journal of Radiology, Yonsei 

Medical Journal 등 SCI(E) 등재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서비스 제공 상  10  국내ㆍ외 학술지 리스트

No 명
서비스

의뢰건수
SCI(E) Impact 

Factor(2007)

국외학술지

1  AJR 19 O 2.47
2  Surgery Today 19 O 0.679
3  Clinical Cancer Research 14 O 6.25
4  Laryngoscope 14 O 1.801
5  Int J Radiat Oncol Biol Phys 13 O 4.29
6  World Journal of Surgery 12 O 1.778
7  British Journal of Surgery 11 O 4.304
8  European Urology 11 O 5.634
9  Gynecologic Oncology 11 O 2.614
10  Radiology 11 O 5.561

국내학술지

1  J Korean Medical Science 55 O 0.824
2  한정형외과학회지 23 - -
3  Yonsei Medical Journal 18 O 0.781
4  한내과학회지 17 - -
5  Korean Journal of Radiology 12 O 1.317
6  Korean Circulation Journal 10 - -
7  한이비인후과학회지 9 - -
8  한안과학회지 9 - -
9  한비뇨기과학회지 7 - -
10  J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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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제공내용

  연구논문 지원 서비스는 <그림 6>와 같이 다양한 세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논문작성과 련된 형식수정서비스와 타 기 에 비해 특화된 이미지 제작 서

비스, 논문 작성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며 최근 연구자들이 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온

라인 투고 서비스에 해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그림 6] 연구논문지원서비스 구성도

1) 논문형식수정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심리학회)는 특정 학문의 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내용에 한 보고서 작성에 있어,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 에 약속

된 일정한 형식을 정하는 것은 연구자들과 보다 용이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에게 있어 연구의 

주제와 내용을 체계 으로 표 함과 동시에 논문 작성 형식에 해 살펴보는 것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가 철 하게 수행되었는지 독창성 있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연구 차와 결과에 해 명확하게 달하고 있는가를 단하게 해주는 매우 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 심사를 수행하는 각 의 편집자들에게는 형식이 잘 

갖춰진 논문이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논문의 수록 여부를 

결정할 때 내용이 최우선이겠지만, 그 내용을 포장하는 형식도 일정부분 역할을 한

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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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표기내용 

/ 소제목
확인사항 시 / 비고

Citation & 
References

(인용, 
참고문헌)

Citation

 인용 표기 스타일 확인
 ㆍ인용-순차 시스템 (밴쿠버 스타일)
 ㆍ 자-년도 시스템 (하버드, APA 스타일)

 인용 표기 치/공백(space) 용 
 확인

 ㆍ문장 인용 - 마침표 앞 뒤, 앞 단어와의 공백 
여부 확인

 ㆍ부분 인용/ 자 인용 - 앞 뒤 단어와의 공백 
여부 확인

 인용-순차 
시스템

 인용 표기 형식 확인
 ㆍ인용번호, [인용번호], (인용번호), 인용번호)
 ㆍ정자체 / 이탤릭체 / 볼드체 /  첨자 등 확인

 복수 인용의 표기
 ㆍ통상 인용문헌 2개는 쉼표, 연결되는  3개 

이상은 하이 (-)

 인용 시 자를 언     
할 경우

 ㆍ1인  Kim1  reported ~
 ㆍ2인  Kim and (&) Lee1 reported~ 
 ㆍ3인 이상  Kim et al (등)1 reported~ 
     (et al 표기 형식  정자,이탤릭,볼드체 확인/ dot 

사용유무)
※ 특별한 언 이 없으면 피인용 논문 자의 성만 

표기

  의학정보 에서는 연구자가 특정  형식으로 의뢰한 논문에 하여 해당  

투고규정에 맞춰 반 인 형식 수정을 제공하고 있다.  투고규정은 ‘Instruction 

for Authors, Information for Authors, Author & Reviewer Information, Publication 

Information for Authors, Notice to Authors’라는 명칭으로 통상 각 권 1호에 수록되어 

있는데, 최근 어느 기 이다 할 것 없이 인쇄 을  이고 있는 추세여서 인

쇄본보다는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비록 출 사가 같은 일지라도 세 한 투고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에 게재 거부되어 다른 에 투고할 때 같은 출 사라고 그 로 투고하면 낭

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출 사나 특정 학회 에 투고하더라도 항상 투고

규정을 검토하고 그 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야 한다. 이러한 논문형식수정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좀 더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논문 수정 시 매번 투고규정을 확인하지만, <표 5>와 같이 각 항목별로 

다양한 이스가 축 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정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체크리스트는 새로운 이스가 나올 때마다 지속 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표 5> Citation, References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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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년도 
시스템

 인용 표기 형식 확인
ㆍ [ 자, 년도], [ 자 년도], ( 자, 년도), ( 자 

년도)
ㆍ 정자 / 이탤릭체 / 볼드체 등

 복수 인용의 표기
ㆍ 자순 / 년도순 (연결기호는 세미콜론 혹은 

쉼표)

 인용 시 자를 언     
할  경우

ㆍ 1인- Kim (2006)  reported ~
ㆍ 2인  Kim and (&) Lee (2006) reported~
ㆍ 3인  Kim et al (2006) reported~ (et al 표기 형식 

주의)
※ 통상 피인용 논문 자의 성 뒤 년도만 표시

References / 

Bibliograpy

 모든 참고문헌이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지 확인

※ 복 참고문헌 확인도 병행

 참고문헌 유형 (Journal Article, 
Book, Book Section 등)에 따른 각 구
성요소 배치  앞 뒤 기호 표기 확
인

ㆍ Journal Article - Author. Title. Journal Year;    
Volume:page.

ㆍ Book - Author. Title, edition ed. City: Publisher;    
Year:Page

 구성요소
 (정자, 
이탤릭, 
볼드체 
확인)

 Author, Editor ( 자명 / 
에디터) 표기

ㆍ John D / D John / John Doe / John D. / JOHN D 등

 공 자수에 따른 표기
 ㆍ 4인(5,7,11인) 이상  3인(4,6,10) + et al(등) (et al 

표기 형식  정자,이탤릭,볼드체 확인/ dot 
사용유무)

 Title (제목) 표기
※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비교 

검정(오/탈자 확인)
 Journal (학술지명) 
표기

ㆍ Journal of Cell Biology, J Cell Biol, J. Cell Biol.
    (학술지 Full name / 약어명 / 약어명 단어사이)

 Year, Page 표기 ㆍ 123 / 123-5 / 123-125 등

 Edition( 차사항)의 
표기

ㆍ 2nd, 3rd, 4th, 5th edition, ed(n), Ed(n)

기타 ㆍ city, publisher, volume, issue 표기 확인

 참고문헌 정렬순서
ㆍ Order of Appearance (출 순)
ㆍ Author+Title ( 자, 제목 순)
ㆍ Author+Year+Title ( 자, 년도, 제목 순)

 각 reference(s) 오ㆍ탈자 확인
ㆍ 국외논문  MEDLINE , Web of Science 등
ㆍ 국내논문 KoreaMed, 각 학술지 사이트

 Citation과 References의 연결 확인

 각 참고문헌 등  부여 확인 ㆍ A~E Grade, 1~5 level

 특수 참고문헌의 표시(참고문헌     
맨 뒤에 표시)

ㆍ 록 형태로 발표한 문헌의 인용  [abstract]
ㆍ 출   문헌의 인용  [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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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Figure) 제작

  과거 우편 투고 방식에서는 논문과 함께 논문에 포함되는 그림을 직  인화하여 

제출하 지만, 최근 이메일 투고나 온라인 투고 시에는 별도의 이미지 일로 작성

하여 첨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요구사항도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일 형식은 TIFF 

(tagged-image file format),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EPS(electronic publishing system) 등의 이미지 용 일 형식을 주로 

요구하며 간혹 워포인트, PDF(portable document format) 등 특정 소 트웨어에 이

미지를 담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해상도의 단 인 DPI(dots 

per inch)와 Size, Mode(gray scale, RGB, CMYK 등)에 한 규정도 반드시 체크하여

야 한다. 출 사나 학술지 별로 이미지 작성에 한 요구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의학

정보 에서는 이미지 원본을 보내주면 출 사가 요구하는 규정에 맞게 출력  변

환해 주는 서비스를 연구논문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운 하고 있다. 한 워포

인트나 포토샵에서 제작 가능한 단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림 7>과 같이 Illustrator, 

3D Max를 활용한 문 인 이미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미지 신 

동 상을 제출해야 하는 도 종종 있어 동 상 편집  촬 도 서비스에 포함시

키고 있다. 

  

[그림 7] 2D, 3D로 작성된 Figure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팀 박재로

- 157 -

3) 온라인 투고(Online Submission) 지원

  논문 작성 과정은 논문을 최종 으로 검하여 희망하는 학술지에 투고, 심사를 

통과하여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최종 으로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

문을 최종 검한 후 학술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고하게 되는데, 연구논문 투고 

방법에는 온라인 투고, 이메일 투고, 우편 투고가 있다. 가장 고 인 방식인 우편 

투고는 인터넷과 이메일의 등장으로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으나,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수의 국외 학술지와 아직까지 온라인, 이메일 투고가 정착화 되

지 않은 국내 학술지의 경우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메일 방식은 출 사나 학

회의 편집인을 수신인으로 지정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투고규정에 나오는 요구사

항을 수하여 발송해야 하며, 단독으로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우편 방법 혹은 온

라인 투고 방법과 같이 병행하여 많이 사용된다. 학술지에 따라 논문 첨부 시 본문

과 그림, 표를 별도로 첨부하거나 논문의 첫 페이지나 내용 에 연구자명이나 기

명을 반드시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온라인 투고 방법은 학술지 자체의 홈페이지나 여러 종류의 학술지 투고를 문으

로 리하는 사이트에 속하여 투고하는 방법이다.  자체 홈페이지, 학회 사이트, 

출 사 사이트  Editorial Manager, ScholarOne(Manuscript Central), Rapidreview 등과 

같은 투고 행  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투고 행  리사이트는 동일

한 랫폼으로 제공되지만, 개별 마다 요구 항목에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  교

육이 힘들고, 직  속하여 요구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되는 공간이면 어디든지 가능하고, 우편사

고나 메일서버 다운과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출 사나 학회 편집인 입장에

서도 논문 게재 심사를 동일한 사이트에 속하여 편하게 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최근 부분이 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요구하는 항목들이 많고 

모든 항목을 처리해야 투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정 항목을 이

해하지 못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의학정보 에서는 학술지 별로 

다양한 논문 구성 요소와 투고 과정을 반 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서가 투고하려

는 연구자에게 논문과 투고 사이트의 ID, P/W를 받아서 신 투고하기도 하지만, 투

고도 논문 작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으로는 연구자가 직  투고를 진행하도

록 유도하여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하여 간 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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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정보들과 함께  세계에서 출간되는 학술지 별 투고규정  온라인 투

고 URL을 수집하여 자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로 하여  검색하는데 드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이고 있다.

[그림 8] Editorial Manager의 온라인 투고 화면

4) 세부서비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한 지 7년이 지나면서 논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많이 변하 다.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이미지 제작, EndNote 활용, 온라인 투고 지원 등 

논문 련된 여러 가지 세부 서비스를 개발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는 담당 사서의 꾸 한 자기계발과 아이디어로 만든 것도 있지만, 정기 인 조사를 

통해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 한 서비스도 있다. 연구자 층이 거의 의료인이라는 

문가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서들의 부단한 노력도 요하겠지만, 끊임없이 변

화하는 환경에서 연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반 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표 6>과 같이 외국 병원에서 제공하는 련 서비스를 깊이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벤치마킹하는 등 재 서비스에 안주하지 않고 련 서비스의 지속 인 

개발과 용으로 의학정보 이 제공하는 연구논문 지원 서비스를 문도서 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새로운 업무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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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 서비스명 제공내용

UCSF Library and Center for   
Knowledge Manageme Data Management Service ㆍ통계분석

ㆍ데이터 리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Welch Medical Library Editing Referral Service ㆍ논문투고, 발표 

ㆍ연구계획서 작성

Yale University of School of   
Medicine, Harvey Cushing / John  
Hay Whitney Medical Library 

Personal Librarian Program ㆍ 반 인 논문작성

     (외부와 연결)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Biomedical Art Services ㆍ각종 이미지 련(유료)

University of Virginia, Claude   
Moore Health Sciences Library Work with Bibliographies

ㆍ참고문헌 오·탈자 검정

ㆍ서지 리도구 활용

ㆍ참고문헌작성

Dartmouth Biomedical Libraries Citation Verification ㆍ인용 검정

<표 6> 미국 의학 도서 에서 제공하는 연구논문 지원 사례

Ⅳ. 연구업적관리

1. 연구실적분석

  연구자들의 연구실 에 한 가치를 객 으로 측정하는 것은 특정 연구 집단의 

특성이나 발  가능성 등을 이해하고, 연구과제의 선정, 승진 등을 한 연구업  

평가를 하여 매우 요하다. 연구 성과의 객  평가는 매우 요한 사안이지만, 

실제로 객 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개인이나 연구 집단의 

학술성과에 한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크게 동료평가

(peer review), 인터뷰, 설문 등 정성평가와 SCI 발표 논문 수나 인용빈도, 향력지표 

등을 계량하여 분석하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정량  평가 도구의 표 인 데이터베이스로 SCI (Science Citation Index)가 있다. 

SCI는 인용색인의 표 인 DB로, 오늘날 연구 성과를 객 으로 평가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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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 학술지의 향력지표를 알 수 있는 

Journal Citation Reports (JCR)는 Web of Science에 수록된 모든 학술지에 한 인용

정보를 연간 단 로 분석한 학술지 평가 도구이다. 

  의학정보 에서는 SCI와 JCR을 활용하여 원내 의료진들의 연구업 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2002년부터 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연구업 분석은 신규 의료진 

선발과 교수임용, 연구업  평가, 승진 시 매우 요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결과에 한 논란의 여지가 많고 분석조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분석 경험이 많고 매우 숙련된 

직원이 담당해야 한다. 연구업  분석 기에는 매년 정기 으로 의학정보 과 주요 

4개 의과 학의 연구업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작업을 진행하 고 작업건수도 많지 

않았다. 재는 원ㆍ내외 으로 연구업 분석에 한 요성이 크게 두되어 원내 

운 회의의 별도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서 매월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한 원내 의

료진이 수시 혹은 정기 으로 임상 과별이나 개인별 연구업  조사를 의뢰하고 있

어 의뢰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의학정보 에서는 이와 같이 수시로 발생하는 연구업 분석에 한 불필요한 반

복 작업과 수작업을 최소화하기 하여 연구업  산화 작업을 2008년부터 본격

으로 추진하 다. 연구업 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하면 수시로 발생하는 분석 

 통계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고 의료진이 기 별, 부서별, 개인별 등 

다양한 연구업  결과를 요청할 때마다 원하는 내용으로 조회, 출력 가능하며 원내

외 주요 기 의 연구동향 공유를 통한 연구 활동 지원이 가능한 장 이 있다. 2008

년에는 연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수 있는 입력시스템 개발을 완료하 고, 

2010년부터는 출력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할 정이다.

  개발 1차 시기인 2009년에는 개원시 부터(1995년) 재까지 SCI에서 의학정보  

의료진의 연구업 을 검색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정이다. 기 별, 부서별, 

개인별 연구업  조사가 수시로 혹은 정기 으로 의뢰되는데, 이때마다 Case by 

Case로 SCI DB를 검색하여 엑셀 일로 다운로드 후, 수작업으로 반복해서 조사하여 

각종 리스트  통계 산출에 소요되던 시간과 노력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단된다. 

재는 입력 로그램 오류수정과 입력 메인 화면, 마스터 일 업로드 기능이 완료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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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업 데이터베이스 입력 시스템 산화 화면

  입력시스템 개발 못지않게 출력  활용시스템 구축도 매우 요하다. 구축된 업

구업  데이터 등을 의료진이나 의사결정권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 분석 통계로 산출하기 해서는 잘 설계된 출력시스템이 필요하다. 

입력된 데이터의 단순 출력  활용이 아닌 통계 인 측면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려

면 특정 통계시스템이 내재된 활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개발 비단계에서의 충

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의학정보 에서는 연구업 분석을 한 객  평가 도

구 마련을 해 연구업 평가시스템(SMC Academic Ranking Criteria) 개발을 비하

고 있다. 단순 SCI 등재 논문 건수의 산출보다는 다양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요

한 항목에는 가 치를 부여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은 연구업 분석 결과를 객

으로 평가하기 한 가장 요한 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개인연구업적관리

  연구자들의 특성 상 연구자 개인이 직  참여한 논문이나 연구자료들을 효율 으

로 리하지 못하여 필요할 때마다 빈번이 찾고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소

모가 커졌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정보  차원에서도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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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하고 있던 차에 EndNote 로그램과 연계한 개인연구업 리 서비스를 착

안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의뢰한 연구자 개인연구업 의 최신성을 유지함은 물론 개인 CV 

(Curriculum Vitae) 신규 작성과 CV의 지속 인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연구자 입장에

서는 논문 작성 시 자기인용(self citation)에 특히 도움을  수 있다. <그림 10>은 개

인연구업  리 시화면으로 특히 각 리스트마다 원문 PDF를 연결시켜(클립) 바

로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들로 하여  하나의 EndNote Library로 개인이 

참여한 논문의 원문까지 통합 리할 수 있는 자료 리 공간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0] EndNote Library를 활용한 개인연구업 리 화면

V. 나오며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 에서 기  연구자들을 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 

지원 서비스를 연구과제 선정, 연구논문 작성 지원, 연구업 리 등 3가지 역으

로 묶어 간략하게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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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선정을 하여 정보조사  상담서비스, PRP 서비스, 각종 이용자 교육

을 제공하고 있으며, 선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연구의 최종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논문 작성을 한 형식수정서비스, 이미지 제작, 온라인 투고를 지원하고 있다. 

한 수행한 연구실 을 분석하고 개인연구업 을 리해 주는 사후 서비스까지 제

공하여 기  연구자들로 하여  의학정보 을 거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자는 취지로 의학연구 활성화를 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활한 연구지원서비스를 하여 앞서 소개한 HistCite, EndNote, Illustrator, 3D 

Max 등 다양한 분석도구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인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하여 기 연구자들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 으로 본 서비스

를 도입하려는 타 기 의 참고자료나 업무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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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제주시 종합자료센터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시와 북

제주군, 제주시의회와 북제주군의회 자료실에 소장 이던 행정자료들을 통합 23,700
권의 자료 DB구축을 완료하고 제주시청 복지동 2층에 158㎡의 규모로 2007년 2월 

15일 개 하 다.
  2008년 11월 종합자료센터의 일반자료실을 북카페로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오 하

으며, 일반시민들에게도 개방하여 직장 내 독서문화정착과 시민들의 새로운 독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수사례 개요

  행정사무실 분 기의 자료실을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어 직원들의 근성을 높임

은 물론 시민에게도 개방하여 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 다.
  이를 해 2008년 11월 행정자료실을 북카페로 리모델링하여 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직장 내에서 독서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해 

‘독서토론 동아리’를 결성하 다. 한 공직사회의 책 읽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경쟁

력 강화 도서를 부서에 지원하고, 부서별 희망도서를 신청 받아 읽은 후에 다른 부

서와 바꿔보는 ‘북크로싱 운동’도 개하 다. 이와 함께 읽은 책을 공유하자는 취지

로 읽고 난 책의 감상을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고 다음 주자에게 이어지도록 좋은 

답 로 격려하는 ‘독서릴 이운동’을 개하 다. 그리고 상 으로 독서문화의 혜택

이 은 읍면동 직원들에게는 출도서를 신청하면 문서사송편을 통하여 직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독서를 장려하 다. 한 다양한 독서 련 행사를 개최하여 직장 내 

독서문화 분 기를 시민사회에까지 확 하여 ‘책 읽는 제주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결과, 종합자료센터 이용률이 증가하 고 직장 내의 책 읽는 분 기가 확산되

고 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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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복지동에 치한 종합자료센터는 타 시․도의 자료실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와 치 면에서 좋은 여건은 아니다. 직원들의 자료이용에 

한 인식이나 리에 한 인식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공간이 본 과 많이 떨어진 곳

에 치하여 근성에서 많은 열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개인 으로 공공도서 에

서 근무하다가 2008년 3월에 기록물과 련된 업무를 해 총무과로 발령받았고 기

록물 업무와 함께 자료실 업무도 하게 되었다. 행정자료실에 사서가 배치된 것이 처

음이었으며 따라서 도서의 정리와 리도 문 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 다. 한 

발령받기 에 DB구축이 끝나 도서가 정리되었으나 문 자료 리 로그램을 사

용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자료 리에 아쉬움이 많은 상태 다. 

  개인 으로는 행정자료실은 체계 인 자료 리로 직원들이 원하는 정보를 최 의 

상태로 제공해 주며, 언제나 최신정보가 있는 그 조직 정보의 심이어야 한다는 생

각이 있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의 기능을 최 화하고 보존해야 할 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체계 인 자료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 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만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료실을 활성화하기란 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도서 계의 표 인 운동가로 알려진 미국 버지니아 학교 교수 시바 바이다나

탄(Siva Vaidhyanathan, 2005)이 “도서 은 장소이자 기능이다”라고 말했듯이, 도서

의 범 와 기능들은 상당부분 장소 즉 건물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

다(김선애, 서혜란, 강은경, 2008). 

  그래서 우선은 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내어 활성화시키면 종합자료센터의 역

할과 상도 높아지고 그 후에 차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게 에 띄는 변화로 선택한 것이 시설 리모델링이었

고, 이왕이면 행정 인 냄새가 나지 않고 구나 쉽게 찾아와서 향유할 수 있는 문

화공간인 “북카페(Book Cafe)”로 리모델링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정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용자들은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요구하

고 있고 문화 시설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이 요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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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선애, 서혜란, 강은경, 2008). 종합자료센터가 비록 공공도서 이 아닌 문도서

으로 분류되지만, 국의 많은 행정자료실이 민원인들에게 개방되고 일반도서는 

출되고 있는 실정이라 어느 정도 공공도서 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

을 것이다. 타시도의 행정자료실 운 황을 알아 보기 해 서울특별시 종합자료

의 사서로부터 자체 악한 내부 자료인 ‘시․도별 행정자료실 운 황’을 요청하

여 받아 보았다.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주 역시, 라남도, 경기도, 강

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도서를 출하고 시민

과 도민들에게 행정자료실을 개방하고 있었다. 한 최근 학교도서 도 지역주민들

에게 개방하고 있는 추세여서 모든 종의 도서 들도 다양한 이용자를 맞이할 

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사서의 역할과 도서

의 기능이 변화해가는 자연스러운 상으로 여겨진다. 이 듯, 행정자료실도 단순

한 문도서  역에서 지역주민까지를 상으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

으므로 이들에게 안락하고 매력 인 공간으로 보여 질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도서 의 필요성 한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

이 든다. 

  한 최근 조직문화에도 ‘독서경 ’ 등으로 직원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키우려는 

사회  분 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책 읽는 분 기를 조성하기 한 다양한 로그

램에 한 요구도 나타났다. 

  2008년 11월에 북카페를 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도서 은 그 역별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효과 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그곳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즐겨 찾는 매력 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카페 운 은 딱딱한 행정기 에 공직자와 시민들이 독서문화를 느끼고, 

도서 (자료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번 사례가 직장 내 독서문화와 행정자료실의 좀 더 극 인 기능 수행에 도

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체 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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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개선 사례 소개

1. 제주시 종합자료센터 북카페 운영

1) 제주시 종합자료센터 현황

  제주시청 복지동 2층에 치한 제주시 종합자료센터는 총 면  158㎡로 일반자료

와 북카페가 있는 공간(99㎡)과 행정자료  향토자료를 보 하는 행정자료실(59㎡)

로 구분되어 있다. 시설 황은 <표 1>과 같이 일반서가 13개, 이동모빌  11조, 출 

데스크가 있으며, 15～20여 명이 열람할 수 있는 북카페로 꾸며져 있다. 북카페 공

간에는 편안한 소 와 오디오, 냉장고, 커피메이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종합자료센터는 2009년 4월말 재 총 25,106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유형

별로 일반도서가 12,300권, 행정자료가 6,199권, 향토자료가 5,237권, 간행물이 386권, 

시청각자료 984 을 소장하고 있다. 주제별 자료 황은 <표 2>와 같다.

<표 1> 종합자료센터 시설 황

구분 일반자료실 행정자료실 북카페

장소 복지동(직장어린이집) 2층

면 59㎡ 59㎡ 40㎡

장비 황

출데스크 1개
목재서가 13개
가스소화기 2개

모빌  11조
무항균시스템 2개
가스소화기 2개

카페 테이블 4개
열람소  10개
오디오

냉장고

 
<표 2> 종합자료센터 유형별 자료 황

구  분 계 일반도서 행정자료 향토자료 일반간행물 시청각자료

계 25,106 12,300 6,199 5,237 386 984

구 입 12,559 11341 172 374 0 672

기 증 12,547 959 6027 4863 386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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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

  북카페 운 에 한 의견은 2008년 2월 동료직원이 직원 워크샵에서 새로운 시책

으로 내놓은 안건이었다. 2008년 3월 발령받을 당시에는 기록물 업무를 하느라 행정

자료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고 힘든 시기 다. 사실 공사를 

하기 에는 그냥 산만 따면 공사가 로 되는  알았다. 그래서 추경에 3천만 

원의 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되었다. 

  공사 에 근방에 ‘북카페’라고 이름 붙여진 몇 곳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 다. 

시청 근처 일반 북카페와 다음(Daum) 커뮤니 이션 제주 본사에서 운 하고 있는 

‘illy’라는 카페를 방문하여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 분 기를 살펴보았다. 가장 에 

띄는 것은 정말 카페 같아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편안한 소 와 쁜 창 쪽으로 앉

아 혼자 독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붙박이 책장도 있어 도서가 진열되어 쉽게 책

을 잡을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카페 분 기를 해 요한 것이 조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선 몇몇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공간구성에 한 조언을 받았다. 공간이 크

지 않으므로 아늑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한 산도 한정

되어 체공간을 공사하기가 어려워 일반자료실만을 리모델링하기로 하 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 이 에 소장 인 자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낡은 

집기류도 처리해야 했다. 당시의 소장 자료는 약 2만4천 여 권 정도로, 이 수량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북제주군과 북제주군의회, 제주시의회가 없

어짐에 따라 각 자료실에 소장 이던 자료와 기존 제주시가 소장 이던 자료가 통

합된 권수 다. 그리고 통합 이후로 자료 폐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본 도서가 

많이 있었고, 오래된 도서와 이용가치가 없는 낡은 자료들 때문에 자료실 체가 낡

고 오래된 공간으로 느껴졌다. 먼  이를 폐기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복본 도

서와 일반도서는 새마을문고 등에 기증을 하 고, 이용가치가 없는 오래된 도서들은 

폐기를 시켰다. 그리고 낡은 서가와 집기류를 모두 정리하 다.

  이 게 하여 자료와 집기 정리가 마무리되고 업체로부터 설계도를 받고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인테리어 설계에 한 조언과 제안을 받았

던 업체가 입찰에서 떨어지고 다른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게된 것이다. 처음엔 설계

도를 이해하지 못해  다른 공간을 상상하며 진행하기도 하는 등 시행착오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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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쉽게 생각했던 천정공사가 석면함유로 철거비용과 시간이 상보다 많이 소요

되어 공사비용을 많이 써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원하는 공간을 비용문제로 포기해야 

하기도 했다. 공사를 하면서 얻은 이러한 경험은 추후 도서  공간의 설계와 공사에

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서들도 공사를 직  하지는 않지만 효율

이고 심미 인 공간으로서의 도서  공간을 만들기 해서는 기본 인 설계도와 공

사 진행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 국제도서

회연맹)는 공공도서 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 갖추어야 할 내부 환경으로 

첫째, 도서  장서를 보 하고 진열하기 한 공간, 둘째 이 도서  서비스를 

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락하고 매력 인 공간, 셋째 직원들이 효율 이

고 편안한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그리고 넷째 미래를 한 공

간과 변경가능성을 들고 있다(김선애, 서혜란, 강은경, 2008). 종합자료센터가 공공도

서 은 아니지만 시민에게 개방되고 구나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해서는 

의 환경들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  연구와 검토 없이 산만 

가지고 무 쉽게 시작한 공사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우선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설계도상 서가가 치할 공간이 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 다. 아무

리 북카페 공간 마련을 한 공사이지만 그래도 자료실인데 서가 놓을 공간이 부족

하면 차후 늘어나는 장서들을 어디에 보 할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북

카페 공간을 이기로 하여 기 했던 것 보다 큰 공간이 생기지 못하게 되었다. 이

는 IFLA의 네 번째 가이드라인 ‘미래를 한 공간과 변경가능성’을 미리 염두 하지 

않은 결과 다. 북카페 공간을 지만, 추후 책이 늘어나고 보존해야 할 자료가 

늘어날 때를 비한 미래를 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은 도서 이나 

자료실을 리모델링할 때 사서들이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우여곡  끝에 북카페 공사가 완성되어가면서 필요한 비품들을 사게 되었다. 음악

이 흐르는 공간을 해 작은 미니 오디오를 구비했고, 작은 냉장고와 원두커피를 마

실 수 있는 커피메이커, 그리고 머그잔 등을 구입했다. 차는 무료로 제공하고 사무

실에서 마실 수 있는 믹스 커피 외에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차와 음료를 구비하

다. 화분과 식물들은 승진  인사이동으로 들어온 축하 화분을 기증 받아 마련했

으며, 장식용품들 한 비슷한 방법으로 입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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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 리모델링 공사와 비품을 구비한 후 도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다른 장소에 보 되었던 책들이 새로 구입한 서가에 배열되었다. 북카

페가 있는 공간은 직원들과 일반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해 일반도서와 아동도

서를 비치하 고, 상 으로 이용율이 많지 않은 행정자료와 향토자료는 리모델링

하지 않은 기존 공간에 비치하 다. 기본 으로 자료배열도 공공도서 처럼 십진 분

류에 의해 배열하고 색 라벨로 류(類)별 구분을 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분류표도 제작하여 주제구분에 한 이해를 도왔다. 

  도서 정리가 끝난 후 조 한 오 행사와 함께 2008년 11월에 종합자료센터가 새

롭게 리모델링된 북카페 공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독서토론 동아리 회원들의 의견

을 모아 지식․정보와 소통의 심지, 연결 이 되고자 북카페의 이름을 “허 (hub)”

로 지었다. 

  외형이 부는 아니지만, 자료실 혹은 도서 이 매력 이고 오고 싶은 장소가 되

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곳에 와서 책은 읽지 않더라도 편하고 행복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책이 자연히 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카페

를 운 하면서 무심코 들어왔다가 차 한 잔 마시면서 책을 빌려가는 직원과 시민들

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지 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 한 아쉬움이 많

지만 주어진 시간  재정  여건 내에서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얼마나 어

려운지를 실감한 기회 던 것 같다. [그림 1]과 [그림 2]는 리모델링 과 후의 모습

이다.

  

[그림 1] 리모델링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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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리모델링 후 북카페 경

3) 북카페 리모델링 성과

  처음에 북카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가 근무시간에 

그 곳에 가서 한가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북카페의 치는 청사 본

과는 좀 떨어진 곳에 있어 오며 가며 쉽게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먹고 오지 않으면 쉽게 찾아지지 않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다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제하에 북카페와 가까이 있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북카페를 

알리고 함께 이용하기 시작하 다. 하루 20～30분 정도라면 크게 업무에 지장을 주

지는 않을 것이고, 휴식은 업무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었다. 북카페의 목

도 바쁜 일상에서의 지치고 힘든 몸을 재충 하고, 직원간의 비공식 인 소통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 이용해 본 직원들은 동료직원

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데리고 오기도 하면서 직원들이 북카페를 알게 되고 이용자

가 늘게 되었다. 

  직원들의 이용패턴도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직원의 경우, 책을 꾸 히 보는 분들

이 많이 찾는데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주로 도서 출이나 모임, 워크  등 업무

인 모임장소로 많이 이용 하고 있었다. 반면 여직원들은 도서 출 뿐 만 아니라 

심식사 후 커피나 차를 마시며 동료직원과 담소를 나 거나 긴 한 얘기를 나 는 

등 북카페를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한 집근처에 공공도서 이 있어

도 시간  여유가 없어서 도서 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아이들이 읽을 아동

도서를 많이 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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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목 을 가지고 오더라도 북카페는 직원들에게 있어 소통의 장소이다. 

한 휴식의 장소이고 비공식  커뮤니 이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 게 다른 목

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도 일단 책이 있고 서가의 책이 에 띄면 보게 되고 출

해가게 되고 책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2007년 도서 출이 1,250권이던 것이 2008년에는 2,695권으로 늘었고 

2009년 4월 재는 2,224권으로, 연말이면 6천여 권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이

게 출이 늘면서 희망도서의 신청도 많이 늘었다. 이 에는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거나 화로 부탁하 지만 ‘희망도서신청 장’을 북카페에 비치하여 직  방문하

는 이용자에게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2007년 30권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102권

으로 늘었고 2009년 4월 재에는 192권으로 늘어, 많은 직원과 시민들이 희망도서

를 신청하는 등 극 인 독서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서

구입비도 2007년도는 500천원, 2008년에는 400천원이던 것을 2009년에 1,000천원으

로 크게 늘려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최신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 다. 이

러한 변화로 2008년 제주시에서 주최한 고객만족 행정 신 사례 경진 회에서 “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 다. 자세한 이용 실  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북카페 이용 실
(단 : 권, 천원)

연도 출실 희망도서 신청수 도서구입비

2007 1,250 30 500

2008 2,695 102 400

2009년 4월 재 2,224 192 1,000

4) 북카페 홍보

  북카페 운  활성화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이었다. 직원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개방했기 때문에 

우선 언론을 통해 북카페 리모델링을 알리고,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한 직장 내 독서문화 를 해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과 독서릴 이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홍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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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카페는 정보제공이라는 자료실의 역할도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공간

이다. 비교  한산한 오  시간에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주부들은 북카페를 문화공

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각 동마다 있는 ‘책 읽는 주부들

의 모임’ 회원들을 북카페에 하 다. 그 결과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의 정기모

임을 북카페에서 개최하기로 하 다. 집이 가까운 회원들은 책을 출하기 시작했으

며, 자녀들과 함께 오는 주부들도 생기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물 입구에 간 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책갈피를 제작하여 이용자들이 

도서를 출할 때 끼워주기도 하 다. 한 시청 내 LED 을 통해 북카페 사진

과 동 상을 편집해 홍보하는 한편, 1)개인블로그나 2) 제주시 종합자료센터 홈페이

지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진행하 다. 한 홍보부서에서도 북카페 홍보

를 해 ‘시정소식지’에 북카페 오 과 공직사회의 독서문화를 홍보해 주는 등 주변

에서 많은 심과 격려를 해주었다. [그림 3]은 북카페를 홍보하고 독서토론을 홍보

한 블로그 화면이다. 

  그러나 이 게 홍보를 하다 보니 생각만큼 단시간에 이용이 활성화 되지는 않는

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한 앞으로 꾸 한 홍보와 내실 있는 운 을 하다 보면 

많은 시민과 직원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그림 3] 블로그를 통한 북카페 홍보

1) 블로그명 : “책읽는 어린왕자”(http://blog.naver.com/bluejms71)
2) 홈페이지 “제주시 종합자료센터”(http://jejudb.jeju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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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 독서운동

  앞에서도 언 했듯이 북카페를 만든 목 은 이용자들이 와서 책과 함께하고 독서

를 통해 마음의 여유와 지식정보를 얻고, 더 나아가 이용자가 잠시나마 시름과 고민

을 잊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기 함이었다. 그러나 외 인 아름다움만으

로는 장기  이용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독서 로그램을 

통한 내실이 필요했다. 한 직장 내 책 읽는 분 기를 만드는 것도 조직의 경쟁력

을 해 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독서에 흥미와 심을 갖게 할 독서운동에 

한 요구가 생겨났다. 

1) 독서토론 학습동아리“책바다” 

  북카페를 활성화시키기 해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직장 내 책 읽는 문화와 토

론문화를 한 독서동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카페를 리모델링하기 에 

종합자료센터에는 ‘토론방’이라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다. 독서와 토론을 한 공

간이었지만 분 기는 그야말로 회의실 분 기 다. 마침 국립 앙도서  사서연수를 

통해 독서토론에 한 교육 받은 터라 실제 운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

다. 그러나 실제 운 은 처음이라 우려와 긴장 속에 첫 독서토론을 가졌다. 우리부

서의 직원들이 심이 되어 J. D. 샐린 의 “호 밭의 수꾼”을 읽고 성공한 인생

을 한 제도권 교육에 해 찬․반 양론의 토론을 가졌다. 첫 토론이라서 어색하고 

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 후 몇 번의 토론이 이

루어 졌지만 고정 인 멤버들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있어야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독서토론 학습동아리를 결성하기로 하 다.

  그리하여 2008년 8월에 각 부서 직원(본청) 에서 독서와 토론에 심 있는 직원

들을 모아 “책바다”라는 독서토론 학습동아리를 결성하 다. “책바다”는 국립 앙도

서 의 상호 차시스템 명칭이기도 하지만 책을 통해 더 큰 정보의 바다로 나아가

자는 의미가 좋아 “책바다”라는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 게 결성된 “책바다”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6시 10분에 만나 한 시간여 동안 읽은 책에 해 이야

기를 나 거나 책의 특정주제에 해 찬․반 양론으로 토론을 하 다. 토론이 회를 

거듭 할수록 참여자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는 모든 직원들이 독서토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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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보이면서도 책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

었다. 그래서 독서에 한 부담을 이기 해 우선은 매번 토론 진행자를 정하고 

진행자가 심 있는 분야의 도서를 읽고 발췌를 하여 회원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으며 참여 직원들은 꼭 책을 읽지 않아도 발췌 내용과 토론에서 자연스럽

게 책에 한 정보와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하 다. 한 참여를 높이는 방법으

로 독서토론을 정식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등록하여 교육 수도 부여하 다.

  2008년 6월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4월 말까지 14회의 토론을 진행하 으며 

122명이 참가하 다. 토론에는 보통 6～7명이 참가하고 많게는 15명까지 참가하 으

며 재 3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기의 독서에 한 부담감과는 달리 미리 함께 읽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2008년 말 모임에서 2009년에 함께 읽고 토론할 도서 목록과 

진행자를 미리 정하게 되었다. 이 게 자신이 읽고 토론해야 할 책을 정해주니 부담

이 된다는 반응도 있지만 부분 업무에 시달려 책 한권 읽기 힘든 직원들이기에 이

번 기회에 꼭 읽어 야겠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그림 4]는 북카페에서 했던 독서

토론 사진이다.

   

[그림 4] 독서토론

  

2) 독서릴레이

  독서동아리 활동과 함께 독서릴 이도 진행하 다. 2009년 1월 총무과를 시작으로 

독서릴 이가 시작되었다. 릴 이 주자가 읽은 책을 소개하고 감상 을 쓰고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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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음 주자를 선정하여  직원에게 자메일을 보내면 그 다음 주자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1주일 이내에 을 올리며 이어져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이때 

자메일을 받은  직원들은 을 올린 직원에게 답 로 격려를 하도록 유도하

다. 이 게 메일로 보내진 은 종합자료센터의 독서마당 코 와 자결재시스템의 

게시 에 게시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다.

  독서릴 이에 한 반응도 다양하 다. 평소 책을 읽지 않았던 직원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불만도 많고 의 내용도 출 사 서평을 그래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반

면 평소 잘 몰랐는데 을 읽고 그 직원을 알게 되었고, 그 직원을 다시 보게 되었

다는 반응도 있었다.  책 읽기를 즐겨하는 직원은 은근히 가 자신을 추천해 주

기를 바라기도 하고, 연말에 이 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면 좋겠다는 직원들까지 

정 인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자유롭고 행복해야 하는 독서가 자칫 직원들을 괴롭

히는 일이 되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독서릴 이의 이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 독 도 하면서, 4월 말 재까지 29명의 릴 이 주자들이 읽

은 책에 한 소개와 감상 을 보내주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사실은 이런 조 은 강요된 독서릴 이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 직원들의 독서에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는 사실이다. 자발  내  동기 유발이 아니기 때문에 군가에겐 부담

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게라도 책을 읽고 그 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

를 얻고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3) 부서 희망도서 지원 및 북크로싱(Book Crossing)

  독서가 경쟁력이 된지도 오래되었지만 공무원의 경우 특히 여러 가지 비하고 

참여해야하는 행사가 많은 지방공무원들은 직장에서 책을 읽는 것을 소  ‘한가하고 

일이 없다’는 의미로 인식하게 된 것 같다.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해 보니 마음은 있

어도 실제 도서 을 찾아 책을 출하거나 책을 사러 서 에 가는 일이 생각처럼 쉽

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2008년 7월 새로 임명된 시장님께서 직원들이 원하는 책을 사서 

부서에서 돌려가며 읽으면 조 이라도 책을 읽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부서 희망도

서를 신청 받았다. 총 297권의 희망도서를 구입하여 부서별로 지원하고 12월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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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른 부서와 바꿔서 볼 수 있도록 북크로싱을 하 다. 물론 잃어버리거나 바꾸

지 않은 부서도 있지만 희망도서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생각하거나 

읽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2009년 4월 재 2차 북크로

싱을 진행 이며 올 연말에 회수하여 종합자료센터 도서로 등록할 계획이다.

4) 읍면동 직원 도서대출 서비스

  종합자료센터와 북카페가 본청 복지동에 있어서 본청직원들은 의지만 있으면 이

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반면, 읍면동 직원들에게는 상 으로 책과 가까이 할 

기회가 은 실을 감안하여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상으로 원하는 도서를 

신청 받아 출 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 다.

  종합자료센터 홈페이지나 메일로 출희망도서를 신청 받으면 출 장을 만들어 

책을 출하고 매일 문서와 함께 문서 사송차량으로 근무지까지 배달을 해 주고, 다 

읽으면 역시 문서 사송차량을 이용하여 반납하는 형식이다. 아직은 도서 출 서비

스를 모르는 읍면동 직원들도 있어 꾸 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읍면동 

직원들도 출서비스를 이용하여 꾸 히 책을 읽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한 읍면동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는 것을 느끼기도 하 다.

5)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 참여

  직장 독서 분 기를 고조시키기 해 북카페를 홍보하고 직장내 독서운동을 알릴 

기회만 있으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 다. 제주시청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시청 앞 

공간에서 ‘목요 미니콘서트’라는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2009년 4월 23일이 마침 목

요일이어서 세계 책의 날을 맞아 행사 로그램에 책의 날을 알리고 독서의 심

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로그램을 추가하여 진행하 다. 먼 , 제주그림책연구

회에서 그린 그림책 원화와 제주어로 어진 그림책 원화를 시하고 콘서트 말미

에는 독서퀴즈를 비하여 문제를 맞춘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행사를 

가졌다. 심시간을 이용한 이 날 목요콘서트는 많은 직원과 지나가던 시민들이 참

여하여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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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연히 독서퀴즈 문제를 맞추고 책 선물을 받은 시민과 직원들의 기뻐하는 모습

에 참여자 모두가 흐뭇한 미소를 보내 주었다. [그림 5]는 콘서트와 함께 한 세계 책

의 날 기념행사이고, [그림 6]은 독서퀴즈 후 책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시민의 모습

이다.

  이와 함께 5월 9～10일에 개최된 『2009년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 축제』에

도 참가하여 북카페를 홍보하 다. ‘책 향기로의  : 북카페로 북(Book)나들이 오

세요’라는 주제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단 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에게 북카페

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홍보 부스를 통해 직장 내 독서문화 운동을 소개하

며 특히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는 따뜻하고 감동 인 책들을 시하 다. 한 아

동을 동반한 가족들을 해 ‘나만의 책 만들기’, ‘머그 컵 꾸미기’, ‘책이 열리는 책

나무’ 만들기 등 참여하고 체험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고 북카페를 홍보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5]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그림 6] 독서퀴즈 후 책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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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자료서비스를 목 으로 만들어진 자료실이 모든 시민들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몇 가지 문제 을 지 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우선 행정자료실 고유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직원들의 소리가 있었다. 행정자료실의 기능이라면 직원

들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고 필요할 때 히 제공해주어야 하는 

가장 큰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기 이기 때문에 특히 행정에 필요한 문자료

의 요구를 악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시의 향토자료  각 부서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요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존해야하는 문도서 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제주시 북카페는 아직 문도서 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그동안 행정자료실 리부서가 계속 바 었고 조직이 통․폐합 되는 등 체계를 잡

아 나아갈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문사서 인력의 부족 등으로 문자료실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북카페를 운 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직장 

내 독서운동을 진행해 나가면서도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기도 하

다. 문도서 으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공공도서 이 

내에 없는 것도 아닌데 공공도서 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료실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제주시 

종합자료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문화되고 차별화된 자료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

이라는 생각이다. 그 게 정착되기까지는 시청 내의 직원들에게 는 시민들에게 자

료실의 존재를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료실의 요성을 인식시키는 작업

이 필요할 것이며 북카페가 이러한 작업을 한 매개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 으로, 주  부서에서 주도하는 독서운동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

지 못하면 자칫  다른 일거리가 될 수 있어 직원들로부터 외면 받기 쉽다는 이

다. 실제로 독서토론이나 독서릴 이는 한시  이벤트나 일회성 행사가 되기 쉽다. 

상 자의 의지도 요하지만 자발 인 참여 없이 과로에 지친 직원들에게  하나

의 일거리가 되면 곤란하다. 그 게 된다면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

료실 업무 담당자가 자료실만 운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독서운동이나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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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 업무  하나일 뿐이지만 그 부담은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부담을 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 직장 내 독서운동이 지속

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주 에서의 많은 격려와 참여라고 생각한다. 제

주시 북카페도 공사부터 지 까지 상 자의 의지와 격려 그리고 주 의 많은 동료

들의 심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된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지속 인 리와 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새로운 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할 것이고, 이용자

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문 인력의 지속 인 자료 리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독서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에 띄는 행사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모든 종 도서 이 그러하듯이, 시설과 

제공할 정보와 그것을 운 하는 문 인력이 있어야 제 로 된 도서  기능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나가며

  지 까지 제주시 종합자료센터를 활성화하기 하여 행정자료실을 북카페로 리모

델링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직장 내 독서분 기를 확산시키기 한 여러 방안들

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지  사회 반에 걸쳐 책 읽는 분 기를 강조하고, 기업에서

는 독서경 을 요한 성장 원동력을 보고 있는 시 를 살고 있다. 한 2000년 로 

어들면서 도서   공공단체와 학교 기 에서도 미디어와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독서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행정기 과 공직내의 독서운동도 이러한 사회  맥락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 지속 인 직장 독서운동은 조직에 활기를 불어 넣고 사고를 

유연하게 하여 조직의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특히 경직될 수 있는 공직사회

에서 창의 이고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게 할 수 있다. 시 가 변화하고 시민들이 변

하면 그 변화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분 기를 주도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 

해서라도 경직된 공직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지속시키고 활성화

하기 해서는 직장 독서운동에 한 좀 더 체계 이고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자료실을 활성화하기 한 방편으로 북카페를 만들고 직장 내 독서운동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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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요한 것은 형식 인 이벤트보다는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

을  수 있는,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심과 배려와 격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

서릴 이에 참여해 책을 추천하고 메일을 보내는 릴 이 주자에게 따뜻한 격려의 

답 이 얼마나 그들을 감동시키는지도 알게 되었다. 한 청사 내에서 만난 직장 동

료들과 북카페에 가서 차 한잔하는 기회가 서로를 알고 소통하는데 얼마나 요한

지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만남과 소통이 고된 업무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동료

애를 쌓는 원동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북카페가 이러한 역할들의 심이 되고 

독서문화 분 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례를 소개하는 용기

를 내게 되었다. 앞서 소개한 북카페 운 과 직장독서운동이 공무원들에게는 좀 더 

창의 인 시정과 감성행정을 펼 수 있고,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독서문화 공간을 

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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