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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도서관 운영 및 이용서비스에 대한 사서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국의 도서관에 현실적이고 응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우리나라 도서관 업무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발간되는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11｣은 전국 도서관에서 

응모한 사례 15편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8편을 수록하였으며, 도서관 현장에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맞춤 서비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엄마 뱃속에서 처음 만난 도서관’, ‘책으로 소통하는 다문화  

세상!’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운영 사례가 다수 선정 되었

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11｣이 도서관 서비스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도서관 현장에 적극 활용되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사서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공모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며, 

귀중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에 널리 참여해 주신 전국의 사서 여러분과 

심사위원님 그리고 도서관연구소 관계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8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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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최종심사를 마치며

  도서관 현장의 변화와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요

구에 직면하는 사서들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기술

을 최적화하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직무능력을 갖추고 이용자의 요구

를 충족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개개 사서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일

입니다.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의 사서들을 격려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참신하고, 업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에서 시행하여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공모에는 총 15편 사례가 응모하였으며, 그중 8편이 우

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4회까지 101편의 사례가 응모하였으며, 33편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사례 선정기준은 해당사례가 도서관의 기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

재를 다루고 있는지,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되는 참신한 서비스인지, 현장에 널리 

적용할 수 있을지 - 예를 들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선정된 사례는 다음의 3개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취약 계층을 위한 도서관 맞춤 서비스｣는 지역사

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즉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 노년층, 장

애인, 입원환자에게 아웃리치서비스를 시행한 좋은 사례입니다. 원래 아웃리치서

비스는 도서관서비스를 전혀 못 받거나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 사회

적으로 소외된 사람, 장애자, 보호시설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립발안도서관의 ｢학교도서관 학부모명예사서 동화구연자원봉사단 ‘동

화샘’ 운영｣ 사례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례입니다. 인력자원이 늘 부족한 도서관의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

를 활용하는 것은 도서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도서관 서

비스 내용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관상 수상작은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의 ｢도서관! 모바일로 만나

다.｣로 대학도서관의 차세대 모바일서비스 구축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도서관 이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서관의 변

화는 기술이 적용되는 프로그램 이상의 것, 즉 변화하는 이용자를 따라잡아야 한

다는 명제를 분명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상에 선정된 사례는 다음의 5개 프로그램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모바일 서비스를 향한 첫 걸음마, 수정 · 중원도서관 오

디오 팟캐스트｣는 도서관 이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서 도서관에서 

라이브러리 2.0을 적용한 예입니다. 이를 통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재평가하고, 이

용자의 요구사항에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리동중학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떠나는 문학기행입니다. 사서교사 1인이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이끄

는 홍보 효과가 큰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를 위한 사서의 적극적인 노력

이 돋보입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엄마 뱃속에서 처음 만난 도서관 : 영유아 · 임산부를 

위한 “내 생애 첫 도서관”｣ 운영사례는 도서관의 이용자층을 영유아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사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의 ｢책으로 소통하는 다문화 세상! : 중앙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운영사례는 인천지역의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이용자의 필요를 채우다 : 도서관 온라인검색 개선

사례｣는 대학도서관의 검색시스템 신기술 도입으로 이용서비스를 개선한 우수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사례집의 우수사례들은 현장 사서들이 도서관의 미래에 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본인의 업무에 집중력을 발휘해 준 노력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업

무 과중과 연구 시간의 부족으로 응모 편수가 줄고, 다양한 관종의 응모가 부족

한 점이 아쉽습니다. 

  이러한 공모를 통하여 사서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마음속에 그리던 

서비스와 현실의 한계 사이의 괴리를 뛰어넘어 논리 정연하게 현실화하는 용기

와 도전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2011년  8월  5일

                        심사위원장  안  인  자
                                  (동원대 아동문헌정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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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랑구립정보도서 은 공공도서

이 무했던 랑구에 주민들의 큰 

기 와 심을 받으며 1999년 3월

에 개 하 다. 

  개  당시 지상 2층, 지하 1층이

었던 건물을 2004년에 지상4층으로 

증축하 으며 유아자료실, 어린이자

료실 등 6개의 자료실과 3개의 문화

교실, 362석의 개인학습실, 200석 

규모의 강당 등 지역 표 공공도서

으로 손색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화기반시설이 충분치 못한 랑구의 지역  상황에서 랑구립정보도서 은 지

식, 정보, 교육, 문화 서비스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종합정보문화센터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1일 평균 5,000여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도서  특성에 부합하는 강좌 

30여 개를 운 하여 연간 2,0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한 연  50회가 

넘는 독서 ·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도서 은 언제나 풍성한 컨텐츠

가 넘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01년 문화 부 주최 ‘ 국문화기반시설 리운 평가’와 2006년 

마을문고 운 지원 공로로 각각 장  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2010년에는 ‘한 도서  

한 책 읽기’ 사업으로 서울시장상을 수상하 다.  

  지 까지 ‘이용자 심의 도서 ’을 운 이념으로 하여 최선을 다해온 랑구립정

보도서 은 이제 사회  취약계층, 정보소외계층 등 잠재  이용자를 한 새로운 

략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 기 이 되고자 

한다.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11

- 4 -

우수사례 개요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에서 정보,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문화정보센터로 그 

역할이 확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랑구립정보도서 은 지난 12년간 공공도서

의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 심 도서 으로 자리

매김하 다. 근래 많은 공공도서 이 사회  약자를 한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랑구립정보도서 은 개  당시부터 장애인과 노년층을 한 장애 · 노약자

실을 별도로 운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아왔다. 그러나 

사회  취약계층의 도서  이용률은 여 히 조한 실이어서 정보사회에서 이들

이 소외계층화 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랑구립정보도서 은 도서 을 직  찾아오고 이용하는 이용자층을 넘어서서 여

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인해 도서 을 이용하지 못하는, 혹은 이용하지 않는 사회  

취약계층으로 심을 돌려 이들에게 합한 맞춤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일차 으로 소득층 아동, 노년층, 장애인  입원환자를 상으로 하여 이들이 

도서  서비스를 리지 못하는 원인과 요구사항을 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 다.

  취약계층을 한 맞춤서비스의 추진은 두 가지에 을 두었다. 첫째는 ‘찾아가

는 서비스’이고 둘째는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상자별, 분야별로 그들에게 꼭 맞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이 치한 곳에 

찾아가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취약계층과 련된 기   단체와 

력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

고자 하 다. 

  앞으로 다문화인, 새터민 등으로 서비스 상을 확 하고 력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취약계층별 서비스의 내용과 수 을 향상시켜 실질 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개할 정이다. 

  일방  서비스에서 이용자 심의 맞춤형 서비스, 수동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찾

아가는 능동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소외 상을 방하고 해결하는 새로

운 공공도서  서비스를 구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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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장애 · 노약자실

I. 운영배경

  1999년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에서 발표한 

“도서 과 지  자유에 한 선언(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1) 

에는 “도서 은 모든 이용자가 자료와 서비스에 공평하게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근은 인종, 신념, 성별, 나이 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도서 의 정보서비스 기본은 “모든 사람에게 모

든 책을”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도서 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원활히 입수하고 도서 의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히 

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공도서 의 자원과 시설을 어떤 사람은 쉽게 

혹은 능동 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그 지 못한 사람들

도 있다. 지 까지의 공공도서  서비스는 내방한 이용자를 상으로 정보자료를 제

공하거나 독서 · 문화 로그램을 운 하는 수동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환자그룹 등은 도서  서비스 역

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따라서 독서

활동이 조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

는 기회가 매우 은 사각지 에 놓

여있는 것이 실이다.

  정보소외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겠으나 사

회 , 경제  소외계층  취약계층

은 정보에 한 근과 이용이 원활

하지 못하여 정보이용 면에서도 소

외계층이 되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랑구립정보도서 의 경우에

도 도서  서비스를 활발하게 리

1) 이 선언문은 IFLA의 FAIFE(Commitee for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에서 작성하 고, 1999년 3월 25일 IFLA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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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용하며 다양한 독서 · 문화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일반인에 국한되어 

있었다. 

  랑구립정보도서 은 1999년 개 시부터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하여 76㎡, 12

석 규모의 장애 · 노약자실을 별도로 운 하고 있다. 가장 근성이 좋은 1층에 치

한 장애 · 노약자실에는 일반자료와 자도서, 녹음도서, 장애인 용컴퓨터 등을 구

비하여 장애인과 노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각

종 행사를 통해 이들의 도서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의 행사와 일방 인 홍보를 통해서는 소외계층을 도서 으

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도서 을 직  찾아오는 이용자를 

상으로 하는 내 서비스만으로는 취약계층의 도서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없으

며, 이들의 거주 역에 찾아들어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취약계층을 한 로그램이 반드시 일반인들과 달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이 지닌 문화나 환경에 따른 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환경 분석은 필수 이

고 서비스  로그램 추진방법도 이에 맞추어 달라야 할 것이다. 이에 랑구립정

보도서 에서는 취약계층별로 도서  서비스를 리지 못하는 원인과 그들의 요구

사항, 그리고 정보소외 상을 해소하기 한 각 계층별 맞춤서비스 략을 수립하여 

시행 에 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 하고 나아

가 취약계층이 도서 을 자발 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력과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한다.  

Ⅱ. 취약계층 맞춤서비스 운영 계획

1. 취약계층 특성 분석

  취약계층은 신체 , 경제 , 지역 , 사회  여건을 포함한 다양하고 복합 인 이

유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상 으로 사회  진출과 활동이 어려운 계층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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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약  신체  제약

지리  제약 사회  제약

취약계층

               

<그림 2> 취약계층의 정보이용시 제약사항

  랑구립정보도서 에서는 이들 취약계층이 도서  서비스를 충분히 리지 못함

으로써 장·단기 으로 정보소외계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 다. 우선 각 취약계층별 특징을 악하여 제약사항에 한 구체 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보소외계층은 련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에 

한 법률｣ 제2조 5항에는 “정보소외계층은 정보격차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

보통신 제품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동법 제1조의 

목 에서는 “이 법은 소득자, 농어 지역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들... ”이라고 

규정함으로서 정보소외계층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랑구립정보도서 은 일차 으로 소득층 아동, 노년층, 장애인, 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환자를 취약계층으로 보고 각 상별 특성을 악하여 그에 맞는 해결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 다.  

  첫째, 소득층 아동의 경우 부모가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있는 계로 정보 이

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환경의 향을 많이 받는다. 가정 내에 독서 자료가 부족하고 

독서환경이 제 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

비스는 독서자료 제공과 더불어, 독서흥미를 유발하여 책에 한 친 감과 독서습

을 기를 수 있는 로그램이라고 단되었다. 한 소득층 아동,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아동도 보호자와 함께 도서 을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도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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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도서 을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둘째, 노년층의 경우 노화로 인하여 신체 ,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계로, 직  

도서 을 방문하여 인쇄매체로 된 자료를 왕성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랑구립정보도서 의 시설  기기가 노년층의 이용에 합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

었는데, 장애 · 노약자실을 별도로 운  에 있고 장애인과 노년층 이용자가 정보기

기와 자료를 원만하게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자료실을 비롯한 기타 자료실은 

심리 으로 노년층이 이질감을 느끼기 쉬운 분 기이다. 따라서 시력  청력이 

하되고 도서 에 오가는 것이 여의치 않은 노년층을 하여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

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서  서비스를 릴 수 있도록 정보자료 유형과 정보서

비스 방법 면에서 노년층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 다. 

  셋째, 흔히 소외계층으로 분류하는 장애인은 신체  혹은 정신  요인으로 인하여 

정보소외계층이 되기 쉽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  정신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 으로 도서  서비스는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을 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이들을 한 정보기기  시설, 자료를 갖추고 있으나 이에 한 확충과 새

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  활동이 제한된 정신

장애인  폐쇄병동에 입원 에 있어서 도서 을 이용하지 못하는 입원환자를 

하여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 다. 

     

2. 장애요인 및 요구사항 분석

  랑구립정보도서 은 취약계층별 맞춤서비스 개발에 앞서 우선 구체 인 장애요

인을 분석하고 계층별 요구사항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고 단하 다.  

  첫째, 정보격차를 야기하는 원인분석은 물론 도서 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취약계

층별 불편사항을 제시하 고, 둘째, 각 계층별로 도서 에 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악하 다. 마지막으로 요구에 따른 도서 의 구체 이고 실질 인 해결방안을 제

시하여 맞춤서비스 설계의 골격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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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별 장애요인, 요구사항, 해결방안

도서  서비스 

장애요인2)
도서  서비스에 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해결방안

소득층 

아동

◦경제 인 어려움으로 

가정 내 독서환경이 열

악함

◦교육 , 문화  혜택이 

음

◦보호자 없이 방임, 방치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자발 으로 도서

을 이용하지 못하므

로 도서  이용률이 

조함

◦독서 동기 유발을 한  

체계 인 독서 로그램

과 다양한 교육․문화 

로그램을 제공받기 원

함

◦도서  자료에 쉽게 

근하고자 함

◦ 소득층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독서 로그램

◦ 문  독서 로그램을 

통해 책에 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함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

해 욕구 충족  정신

 풍요를 리도록 함

◦아동복지기   시설

과의 력을 통한 서비

스 개발

노년층

◦활자매체로 된 독서자

료를 읽는데 불편함이 

따름

◦인터넷이나 통신기기의 

활용이 어려워 정보이

용수 이 낮음

◦신체  활동이 불편하

여 활동반경이 극히 제

한 임

◦음성 는 상자료를 

원함

◦교육 , 문화 , 오락  

자원을 제공받길 원함

◦이동하지 않고 본인이 

재 치해 있는 장소

에서 서비스 받기를 원

함

◦녹음자료, 상자료, 큰

자도서 등을 활용한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노년층의 풍부한 경험

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

◦노인 문시설, 기 과

의 력

장애인/
입원환자

◦신체  장애로 인해 도

서  이용이 불편하며, 
부분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함

◦ 산문제 등으로 장애

인 용 자료나 매체의 

개발과 보유가 어려움

◦다양한 도서  서비스에 

근하길 원함

◦장애유형에 따라서 다양

한 형태의 자료를 서비

스 받기 원함

◦정신질환자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독서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필요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과 기기를 마련하여 편

리하고 편안하게 이용

하는 환경 조성

◦찾아가는 서비스 개발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

기 , 특수도서 과 

력

2) 장애요인에 기술된 사항은 도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일반 인 특징

일 뿐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 체가 이러한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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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서비스 개발 및 운영

  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요인  요구사항 분석에 의해 략 인 해

결방안이 제시되었다. 2가지 방향에 이 맞추어졌는데, 첫째는 도서 에 오기 어

려운 취약계층을 해 도서 이 이용자를 찾아가서 능동 으로 서비스하는 ‘찾아가

는 서비스’이고, 둘째는 도서 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만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보다는 지역사회 타 기 ․단체와의 력을 통해 더욱 좋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다. 지역기 ·단체와의 력은 다양한 로그램과 착형 서비스가 가능한 원동

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표 2>와 같은 맞춤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표 2> 그룹별 맞춤서비스 개발

    저소득층 아동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순회독서지도 로그램 :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는 방문 독서지도

    ․단체도서 출 : 지역아동센터 단체 명의로 다량의 도서를 출

 ○ 지역아동센터 도서  장학습

    -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지도자 인솔 하에 도서 을 방문하여 장학습 실시

   노년층

 ○‘꿈꾸는 청춘 술 학’
    - 문화 술 향유 기회와 직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하여 도서 이 선정한 

도서를 심으로 문 강사에 의하여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술체험 

 교육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단체 도서 출 : 도서 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에서 내용과 체제가 노년층에 

합한 도서  녹음도서를 선별하여 내 노인 문기 을 정기 으로 방문, 
출반납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화 상  : 인쇄매체 독서가 어려운 노년층을 하여 시설을 방문

하여 우리나라 옛 화, 명화 등 DVD나 비디오 상

  장애인/ 입원환자

 ○ 입원환자를 한 도서 출

    - 정신질환 폐쇄병동에 입원 인 환자를 해 양서 주로 출 서비스

 ○ 자도서  도서 재 출

    - 한국 자도서 과의 업무 약에 의해 시각장애인용 특수자료를 제공받아서 재

출하는 서비스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서경주 ․ 채혜민

- 11 -

  취약계층별 맞춤서비스의 추진을 해서는 랑구  서울지역 기 ․단체 가운

데 연계와 력이 가능한 곳을 우선 상으로 하여 각각의 특성을 악하 다. 연계

가 확정된 각 기 과 력하여 공동으로 로그램을 개발하고 기 의 일정과 도서

의 일정을 조정하여 서비스 기간과 시간을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표 3>과 같이 

맞춤서비스 로그램 운 이 추진되었다. 

<표 3> 2010년도 맞춤서비스 운  개요

상 로그램 연계기 횟수 비   고

소득층 

아동

 지역아동센터 순회 독서지도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연40회  각 센터당 

4일

 지역아동센터 단체 도서 출  지역아동센터 2개소 연

 각 센터당 

 3주간 100권 

단

 지역아동센터 도서  장학습  지역아동센터 2개소 2회  8월 5일, 
26일

노년층

 ‘꿈꾸는 청춘 술 학’
 서울문화재단

 ‘ 술공동체 스 네’ 연32회  매주 목요일

 ‘찾아가는 화 ’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

 서울시립 랑노인 문요

양원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

연42회  매주 

목/ 요일

 도서 방문 출  신내종합사회복지 연
 3주간 100권 

단

장애인/ 
환자

 한국 자도서  특수자료 재 출  한국 자도서 연
 매월 50권 

단

 입원환자를 한 도서 출
 행복한병원

 성모마음정신과의원
연

 각 병원당 

 3주간 100권 

단

  

  주요 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 장학습, <꿈꾸는 청춘 술 학> 등이 있고, 찾

아가는 서비스로 지역아동센터 순회독서지도, 찾아가는 화 , 도서 방문 출 서비

스 등을 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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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로그램의 운 방법, 운 황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례

1.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추진배경

  랑구립정보도서 은 랑구 내 3개 공공도서  가운데 심 인 지식정보센터

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  서비스가 도서 출에서 벗어난 것은 이미 오래 의 

일이고 근래에는 문화, 교육센터 기능으로 확 되었다. 이러한 공공도서  기능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고 지역사회 문화공동체의 거 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랑구

지역 문화 인 라와 자원을 최 한 활용하여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한 맞춤서

비스로 재구성하고자 하 다. 

랑구 지역 내에 취약계층을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 기 ·단체를 검토

하고 도서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한지를 타진하 다. 지역기 ·단체와 유  계

를 맺고 인 라를 공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그 효과를 극 화시

키는 결과를 낳았다. 

2. 지역사회 참여기관 현황

  취약계층 서비스 참여기 의 본래 기능과 역할은 <표 4>와 같다. 랑구립정보도

서 과 연계하게 된 기 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서울문화재단 외 1개 기 , 노인

문병원  요양원 각1개소, 노인복지   종합사회복지  각1개소, 병원 2개소, 

한국 자도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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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맞춤서비스 참여기  황

수요자 구분 참여기 역할 는 기능

소득층

아동

지역아동

센터

화지역아동센터

소득층 아동의 안 한 보호  결식 

방,
방과후교실 운 , 숙제돌보미 등 교육, 
문화 으로 소외되는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장 제공

망우지역아동센터

란나라지역아동센터

푸른꿈지역아동센터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열린지역아동센터

서울지역아동센터

만나지역아동센터

한길지역아동센터

면목지역아동센터

노년층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문화 술사업 지원  술교육사업

술공동체 스 네 비 리 술 문교육기

노인병원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
치매, 풍, 노인성질환 재활치료  입

원치료 노인 의료기

서울시립 랑노인 문요양원
치매, 풍, 노인성질환 재활치료와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
노년층의 여가, 취미, 교육, 상담 기능 

 복지 증진

복지 신내종합사회복지 소득층, 장애인, 노인의 복지 증진

장애인

특수도서 한국 자도서
시각장애인을 한 특수도서 으로 다

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

정신병원

행복한병원
알콜 독, 정신질환 치료 문 의료기

성모마음정신과의원
정서행동, 언어, ADHD, 수면, 우울증 

문상담  입원 의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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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랑구립정보도서 과 력네트워크를 형성한 맞춤서비스 참여기 은 독서․문화

로그램의 필요성은 감하면서도 실제 운 에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일회성 혹

은 단편  로그램을 진행해 온 경우가 부분이었다. 한편 랑구립정보도서 은 

양 , 질 으로 우수한 독서·문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나 잠재  이용자를 도서

으로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서로의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어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게 되었다. 기 ․단체가 보유한 이용자 

자원과 랑구립정보도서 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자원이 통합하여 취약계층 맞춤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림 3> 지역 력네트워크 모델

  랑구립정보도서 은 지역사회에 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역할 분담이 원활

히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참여기 과의 긴 한 계를 유지하고자 하 다. 

  각 기 별 역할과 기능을 악하여 특성에 따라 다양한 로그램 운 방안을 수

립하 는데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력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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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취약계층별 도서  서비스  기  력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대상 저소득층 아동 노년층 장애인/환자

서비스

 ▫ 순회 독서지도 

 ▫ 단체 도서 대출

 ▫ 도서관 현장학습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 ‘찾아가는 영화관’

 ▫ 도서 방문대출

▫ 특수자료 대출 서비스 

▫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위한 도서 대출

기관 ∙ 단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 서울문화재단

▫ ‘예술공동체 스케네’

▫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

▫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 

요양원

▫ 구립신내노인종합 

복지관

▫ 신내종합사회복지관

▫ 한국점자도서관

▫ 행복한병원

▫ 성모마음정신과의원

Ⅳ. 취약계층 맞춤서비스 운영사례

1.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랑구립정보도서 에서는 동 · 하계방학 기간  열리는 ‘어린이 독서교실’을 비

롯하여 연간 20여회 이상 어린이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로그램에 소득층 아동의 참가율은 히 낮은 상황이며 한부모가정, 조손

가정 아동들이 자발 으로 도서 을 찾아오는 경우도 매우 은 실정이다. 

  이러한 아동들을 해 도서 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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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아동센터 순회 독서지도

  로그램 기획단계에서 소득층 아동을 상으로 독서지도 로그램을 운 하되 

장소와 방법에 한 사항을 결정해야 했다. 아동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여

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내 지역아동센터를 심으로 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로그램은 주로 숙제도우미, 학과공부 지도, 특별활동 등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랑구립정보도서 은 어린이들이 독서에 한 흥미를 느끼고 생활

화 할 수 있도록 독서지도 로그램을 순회하며 운 하기로 하 다.

  랑구 내 지역아동센터 25개소를 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10곳을 선정하 다. 

지역아동센터 자체일정과 도서 측 일정, 독서지도 문강사 스 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각 센터당 4회씩 방문하여 총 40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

었다. 

  다음 단계로 사서와 독서지도 문강사가 함께 수업지도안을 작성하 다. 수차례 

미 을 통하여 로그램 내용을 결정하 는데, 2010년도 ‘한 도서  한 책 읽기’사

업의 선정도서인 어느날 우리반에 공룡이 학왔다와 국경 없는 마을을 활용하

기로 하 다. 등학생 뿐 아니라 학생도 지도 상에 포함되므로 연령에 따른 독

서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안을 작성하 다. 

  로그램의 내용은 독서  독후활동, 독서토론, 연극 만들기, 문화책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참여 아동들이 독서토론과 독서지도 수업경험이 많지 않아서인지 첫 시간에는 서

먹서먹하고 지루해 하는 아동도 있었으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 하

고 극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 으며 즐거운 분 기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막 독서에 한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 좀 더 지속

되거나 계속해서 정기 인 방문 독서 로그램을 요청하는 센터가 많았다. 랑구립

정보도서 에서도 이러한 높은 호응도와 사업의 지속성을 감하여 매년 순회 독서

지도 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하 다.

  독서토론 문가와 사서가 함께 기획하여 진행함으로써 문성을 높이고 알찬 

로그램으로 운 할 수 있었다. 스스로 도서 을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아동

들을 찾아가서 능동 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사회  약자로 놓여있는 그들에게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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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즐거움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는 로그램 기획이었다.

<표 6> 지역아동센터 순회독서지도 일정

연번 기 명 수업일정  시간 상 인원

1 화지역아동센터 2010. 6.  1(화) ~ 6. 29(화), 오후 4시 등 12명

2 망우지역아동센터 2010. 6.  1(화) ~ 6.  4( ), 오후 4시 등(고) 20명

3 란나라지역아동센터 2010. 6.  8(화) ~ 6. 11( ), 오후 3시 30분 등 20명

4 푸른꿈지역아동센터 2010. 6. 15(화) ~ 6. 18( ), 오후 4시 등(고) 18명

5 솔로몬지역아동센터 2010. 6. 22(화) ~ 6. 25( ), 오후 4시 등 20명

6 열린지역아동센터 2010. 6.  4( ) ~ 6. 25( ), 오후 5시 학생 6명

7 서울지역아동센터 2010. 6. 29(화) ~ 7.  2( ), 오후 4시 등 20명

8 만나지역아동센터 2010. 7.  6(화) ~ 7.  9( ), 오후 4시 등 20명

9 한길지역아동센터 2010. 7. 13(화) ~ 7. 16( ), 오후 4시 등(고) 12명

10 면목지역아동센터 2010. 7. 20(화) ~ 7. 23( ), 오후 3시 30분 등 20명

<그림 4> 지역아동센터 순회 독서지도  결과물 시회 모습

2) 지역아동센터 도서 단체대출 서비스

  지역아동센터에는 체로 아동의 읽을거리가 비치되어 있으나 도서 수가 많지 않

을 뿐 아니라 신간이 계속 입수되지 못하여 오래된 도서이거나 혹은 아이들이 이미 

읽어서 더 이상 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부분이었다. 

  랑구립정보도서 의 회원은 개인별로 도서  회원증을 발 받아 1회에 도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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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출할 수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가운데 도서  회원증을 가지고 있

는 아동은 많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독서환경을 일부분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  자료를 일정기간 비치하여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기

획되었다.  

  우선 랑구립정보도서  소장자료 가운데 아동 필독도서를 심으로 복본을 보

유하고 있어서 단체 출이 가능한 자료를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 다. 지역아동센

터의 신청을 받아 우선 2개소를 선정하여 3주 단  100권 내외의 도서를 지역센터

에 출하 다.

  3주 단 로 신간서 이 들어오자 아이들이 책에 해 더욱 심을 가지게 되었고 

좋아하는 장르, 보고 싶은 책이 생겨 도서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검색하고 다음번  

출시 해당도서를 꼭 출해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들도 생기게 되었다. 독서에 해 

흥미를 느끼면서 독서량도 상당히 늘었고 직  도서 을 이용하는 아동들도 생기게 

되었다.

<표 7> 2010년 지역아동센터 도서 출 황

지역아동센터명 기간 횟수 출권수

란나라지역아동센터 2010년 1월 ~12월 15회 862권

화지역아동센터 2010년 3월 ~11월 13회 540권

3)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현장학습

  랑구립정보도서 에서는 각  학교의 학생들을 상으로 도서  장학습을 실

시하고 있다. 이는 학기 에 등학교로부터 학 단 로 장학습 신청을 받아 일자

를 정하고 해당일에 교사 인솔 하에 학생들이 도서 에 오면 사서가 1시간 동안 도

서 을 소개하고 도서   자료 활용법, 올바른 독서법 등을 지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개인이용자가 은 평일 오 시간에만 장학습을 진행하다보니 신청하는 

학 에 해 장학습을 모두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랑구립정보도서 에서는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한 장학습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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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여 여름방학기간  2개소를 상으로 실시하 다. 도서 을 처음 방문해 

보는 아동이 부분이었는데 장학습 실시 이후 자발 으로 오는 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악되었다.   

  교육내용은 랑구립정보도서  안내  이용교육으로 도서 의 역할과 기능에 

하여 설명하고, 도서  이용 을 알려주었다. 한 도서  자료의 종류, 자료 분

류, 정리방법 등 도서 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 다. 수업 에 어

린이들이 가장 심을 보인 내용은 자료를 스스로 검색하여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도서  련용어를 퀴즈로 만들어 도서 에 한 궁 증을 재미있게 풀 수 있는 시

간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장학습은 도서 에 한 친 도를 높이고, 독서에 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 5> 도서  장학습

2.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우리 사회가 속히 노령화사회로 어들면서 노령인구에 한 극 인 배려와 

함께 사회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활동이 필요하다. 도서 은 노인들이 근하기 

부담스러운 공간이며 이용률도 낮은 상황이지만 지역민을 한 평생교육기 으로서 

이들을 한 맞춤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

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랑구립정보도서 은 노년층을 한 서비스 기획 시 

문 기 ·단체와 연계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좀 더 양질의 로그램으로 운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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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꿈꾸는 청춘예술대학 - 소통하는 느티나무 중랑이”

  랑구립정보도서 은 문화 술교육이 취약한 노년층을 상으로 2008년부터 서

울문화재단과 노인 술교육사업 “꿈꾸는 청춘 술 학”을 공동주 하고 있다. 타 구

(區)에 비해 상 으로 문화 술 향유 소외지역인 랑구의 노년층을 한 로그

램을 기획한 것이다. 

  문가에 의해 독서, 음악, 미술, 무용, 움직임, 연극 등 다양한 술체험과 교육이 

내실 있게 운 되고 있다.  

  로그램 진행은 <표 8>과 같이 사업계획 수립과 신청에서 시작하 다. 첫해에는 

참가자 모집을 하여 랑구청 소식지, 랑구시설 리공단 소식지, 도서  뉴스

터 등 다각도로 홍보에 힘썼으나 도서 에 심이 없던 노년층의 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인복지 , 사회복지 , 경로당 등에 더욱 극 인 홍보를 펼쳐서 

어렵게 30명을 모집하 으나 다음 연도부터는 알찬 로그램으로 알려지면서 2011

년 재 참가희망자가 을 설 정도로 노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표 8> 꿈꾸는 청춘 술 학 로그램 흐름

계획 및 사업 신청  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서 제출

홍보 및 참가자 모집 

 홍보 및 참가자 모집(홍보전단 배포, 도서관·시설관리공단·

 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관내 

 복지관 및 경로당 홍보)

프로그램 교육
 친밀해지기, 나를 보여주고, 표현하기, 교감, 소통하기 

 공연연습

실습 및 발표회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어린이집 실습 (이야기 들려주기)

 연극발표회 (할머니가 읽어주는 토토이야기) 

사회활동(자원봉사)  도서관 스토리텔링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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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0년에는 ‘소통하는 느티나무 랑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서울문

화재단 ‘한 도서  한 책읽기’ 사업과 연  지어 선정도서 ‘우리 반에 공룡이 학왔

다’를 심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30명이 총 32회 정기교육에 참여하 다. 교육 종

료시 랑구립정보도서  강당에서 300여명의 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화구연연

극을 무 에 올림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지속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 다. 한 

동화구연 자원 사자로 활동하는 장을 마련하여 랑구립정보도서  유아자료실  

지역 유치원, 다문화가정 아동을 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 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① 1단계: 연극놀이를 통한 친 감 형성

  참여자가 서로 친 해지고 연극에 한 두려움과 부담을 없애기 한 활동으로 

자신을 열어보이게 하는 자발 인 환경 조성을 한 사 활동이다. 

  ② 2단계: 통합  표 을 통한 공연화 

  공연화의 거름이 되는 단계로 공연에 필요한 무  배경과 소품을 직  만들고, 

공연 포스터를 신 할 수 있는 형 모자이크를 함께 작업하 다. 공연 제작과정에

서 배우가 되어 특정한 역할을 맡으며 음악, 미술, 움직임 등 다채로운 표 방식을 

익히는 과정을 경험하 다. 

  ③ 3단계: 공연을 통한 나눔과 성취감 획득

  도서  공간을 체험 으로 삼아 유아자료실에서 실습도 하고 강당에서 체험연극

공연을 함으로써 자신감도 얻고 앞으로 사자로의 역할 확 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랑구립정보도서 은 이 로그램이 개인  문화 술 경험에서 나아가 문화매개

자로서의 사회활동 참여로 이어져 극  노년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으

로 운 할 계획이다.

<표 9> 동화구연연극 발표회 개요 

    □ 연극발표회 ‘할머니가 읽어주는 토토이야기’   
       ○ 일    시 : 2010. 10. 21(목) 오후 3시 ~ 4시 

       ○ 장    소 : 랑구립정보도서  4층 강당

       ○ 람인원 :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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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업 모습과 연극 공연( 랑구립정보도서  강당)

<그림 7> 어르신의 스토리텔링 자원 사

  2)『찾아가는 화 』

  노년층은 시력 하로 인해 독서활동이 불편하지만 과거에 즐겨 들었거나 보았던 흘

러간 옛 노래나 화를 하고 싶어 한다. 랑구립정보도서 에서는 도서 이 보유한 

상자료를 가지고 지역 내 노인 상 기 을 정기 으로 방문하여 화를 상 하 다. 

화는 주로 우리나라 옛 화, 명화 등으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 서울시립 랑노인 문요양원,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  등 

3개의 노인 련기 과 네트워크를 구성하 으며 2010년 총42회를 상 하 다. 

<표 10> 2010년 ‘찾아가는 화 ’ 운 황

상기 일시 운 황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 월1~3회, 매주 요일 23회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 매주 목요일 14:00~16:00 15회

서울시립 랑노인 문요양원 3/6/9/12월 둘째주 요일 14:00~16:00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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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찾아가는 화 ’ 상   

3) 도서 방문대출 서비스

  독서를 하고 싶은 노년층을 하여 신내종합사회복지 과의 력에 의해 방문

출 서비스를 운 하게 되었다. 신내종합사회복지 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애원

시니어 학  학원이 운  에 있는데 여기에 출석하고 있는 100여명의 어르신

들을 하여 일반도서와 카세트테이  도서를 가지고 방문 출을 실시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해 도서를 가지고 방문할 때 주로 노년층에서 심은 가지는 분야인 

건강, 역사, 고 소설, 재테크, 여가생활에 한 도서로서 분량이 지나치게 많지 않고 

활자크기가 큰 도서를 선정하 다. 한 일반도서 외에 낭독자가 책을 읽어서 녹음한 

녹음도서(카세트테이  형태 도서)를 출함으로써 쉽고 간단하게 독서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장시간 인쇄매체 독서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평소에 읽고 싶

었던 소설을 녹음도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월 1회 복지 을 방문하여 출과 반납을 시행하여 2010년에는 총 12회 방문하

으며 연간 일반도서 480권, 녹음도서 364권을 서비스 하 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책에 한 심이 높아지고 도서  홍보효과와 아울러 도

서 에 한 인식도 달라져 도서 을 직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늘었다. 

<그림 9> 신내종합사회복지  출도서 이용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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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 환자를 위한 맞춤서비스

1) 특수자료 재대출 서비스

  장애인을 한 서비스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른 각각의 특수자료가 필요한데 한정

된 자료구입 산에서 장애인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구입하기 어려

운 실정에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한 자도서, 녹음도서, 큰 자도서 등은 산 

할애가 쉽지 않고 자체 제작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서비스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그래서 2010년 9월에 특수도서 인 한국 자도서 과 업무 력 약을 맺고 녹음도

서와 큰 자도서를 제공받아 장애인에게 재 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국 자도서 의 자료는 최신자료도 많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아서 랑구에 

특수도서  부재로 불편을 겪던 시각장애인에게 좋은 서비스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표 11> 특수자료 재 출 서비스 황(2010년 9월～12월)

자료형태 출횟수/ 권수 재 출 이용자수 / 권수

녹음도서 4회 / 229권 24명 / 76권 

큰 자도서 3회 / 32권 6명 / 23권

2) 입원환자를 위한 도서 대출서비스

  정신질환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인 환자에 맞추어 제공되는 도서  서비스는 

무한 상황에서 랑구립정보도서 은 이들의 독서생활을 지원하기 하여 도서 단

체 출 서비스를 기획하 다. 

  랑구에 치한 ‘행복한병원’과 ‘성모마음정신과’와 연계하여 월 1회 100권 정도

의 도서 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병원에서 요청하는 도서의 주제는 주로 문학, 

철학, 심리학 분야의 도서가 많고 특별히 환자로부터 읽고 싶은 도서에 하여 신청

을 받아 제공하는 방법도 취하 다. 정신 , 심리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독서는 

보조 치료  기능을 하며 여가 선용  자기 계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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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병원 2010년 단체 출 황

병원명 기간 횟수 출권수

행복한병원 2010년 1월 ~12월 12회 757권

성모마음정신과 2010년 3월 ~12월 9회 550권

Ⅴ. 결론 및 향후 계획

  랑구립정보도서 은 지식정보 제공, 평생교육, 그리고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요한 서비스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신체 , 경제 , 사회 , 지리  제약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놓인 사람들이 정보소외계층으로 락하지 않도록 맞춤서비스를 기획하

게 된 배경이다. 

  우선 취약계층의 정보요구를 이해하기 해서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정보화 해요인이 무엇인지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 악하고자 하 다. 요구분석에 

따른 해결방안은 도서  서비스가 보다 능동 , 극 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있는 공간으로 찾아나서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한 도서  자체의 자원만으

로 서비스하는 것보다 지역의 타 기 ·단체와 연계하고 력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 양 인 면이 한층 확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7년, 노년층을 한 도서 방문 출을 시작 으로 하여 2008년 증노인환자 요

양시설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화 ’ 운 , 2009년에는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한 

도서 단체 출, 2010년에는 더욱 범 를 넓  소득층 아동, 시각장애인 등으로 매

년 서비스 범 를 확 해왔다.  

  앞으로 랑구립정보도서 은 취약계층 서비스 확 를 한 정책개발과 사업운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을 사항으로 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와의 계형성에 있어서 더욱 열린 자세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사, 헌신하는 도서 이 되고자 한다. 도서 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컨텐츠와 문

 기술을 다른 기 ·단체들에 제공하고 지역사회 심사에 극 으로 참여하고 

사함으로써 도서 과 지역사회 기  간에 상호 이해와 신뢰의 계가 형성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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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한 서비스도 더욱 다양화되고 내용도 풍부해 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취약계층에 한 서비스 확 로 연결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서비스 상을 포함하여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신소외계층이 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이주민, 새터민 등을 한 맞춤서비스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

다. 이미 2011년 5월부터 ‘ 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력하여 다문화가족을 

한 독서지도 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 다문화에 한 내국인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도 요한 일면이라고 단하여 다문화 체험 로그램, 다문화이해를 한 

연극 등을 추진할 정이며 이주민을 한 도서 코  개설도 계획되어 있다. 

  셋째, 취약계층 맞춤서비스 담인력를 확보하고자 한다. 재 서비스 기획과 추

진시 많은 직원이 동원되는 실정인데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취약계층 서비스 문

사서와 문 사자를 양성하여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에서 담당자의 역

할은 매우 요하다. 담당자들 간의 지속 인 계와 극성이 지역네트워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맞춤서비스를 운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담당자의 마인드와 이들이 공동의식을 가

지고 서로 력하는 자세이다.

  넷째, 아직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에 한 홍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맞춤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음을 극 으로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다.  

  랑구립정보도서 은 모든 시민이 신분, 연령, 빈부, 교육정도, 건강상태와 계

없이 도서  서비스를 릴 수 있도록 사회 ·문화  소외계층을 먼  찾아가는 

극  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한다. 취약계층의 문화  불평등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고 시민 맞춤형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새로운 공공도서 상을 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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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취약계층을 한 맞춤서비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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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기태(2010).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공도서  서비스 방안’. ｢국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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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경기도립발안도서 은 학교 부지에 설립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지식정보문화센터

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에는 교수 - 학습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한 열

린도서 을 목 으로 2006년 7월 28일 개 하여, 재 장서 88,000여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이용자 21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도서관 연혁

2006. 3.28 경기도립발안도서  건물 공

2006. 5. 8 경기도립발안도서  설립조례 공포

2006. 7.28 경기도립발안도서  개

2007. 2.21 경기평생학습  지정(경기도교육감)

2007. 6.11 자유열람실 증축 개실(60석)

2008. 9. 4 학교도서  지원 지역 센터 지정

2009.11.26 제3  장 취임

2010. 2. 1 개 시간 연장  열람실 개방 확  

   도서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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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개요

  학교도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도서  학부모명 사서를 상으로 동화구연

지도자 2 , 3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장기 연수를 실시하 으며, 수료자를 상으

로 동화구연자원 사단 ‘동화샘’을 조직하 다. 

  본 도서 이 치한 화성시는 지리  특성으로 인해 학교별 치에 따른 정보격

차가 심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이 열악하고, 문화  혜택을 게 받는 학교를 우선 

상으로 선정하여 ‘동화샘’ 활동을 통해 지식정보문화의 격차를 이고, 아울러 독

서 흥미 유발로 학교도서  운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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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도서관 학부모명예사서 동화구연자원봉사단‘동화샘’

    운영 의의

    

1. ‘동화샘’ 운영 추진배경

  경기도립발안도서 (이하 본 도서 이라 칭함)은 학교(발안 학교) 부지에 설립

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지식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에는 교수-학

습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열린도서 으로 개 하 다.

  이에 공공도서 의 기능과 학교도서 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열린도서

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르고, 그 동안 부족했던 학교도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자 

2010년 1월 학교도서 지원담당을 별도로 배치하 으며, 3월 ‘2010년도 발안도서 -

학교도서 과 일 맺기’라는 학교도서 지원사업 연간 운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으로 학교도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도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본 도서 은 학교도서  학부모명 사서를 상

으로 동화구연지도자 2 , 3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장기 연수를 실시하 으며, 수

료자를 상으로 동화구연자원 사단 ‘동화샘’을 조직하 다. 

  본 도서 이 치한 화성시는 지리  특성으로 인해 학교도서 에 담인력(사서 

는 사서교사)이 없는 학교가 약 40%에 달하며, 학교별 치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

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도서 은 환경이 열악하고, 문화  혜택을 

게 받는 학교를 우선 상으로 선정하여 ‘동화샘’ 활동을 통해 지식정보문화의 격

차를 이고, 아울러 독서 흥미 유발로 학교도서  운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 다. 

  

2. ‘동화샘’ 운영 의의

  재 등학교 학교도서 에는 학부모명 사서를 조직하여 운 하는 곳이 많지만, 

부분이 출, 반납, 정리 주의 활동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동화샘은 본 도서

과 학교도서 에서 다양한 동화구연 사활동을 통해 단순 업무 사를 탈피하여 

보다 극 이고 문 인 사 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동화구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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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와 같은 자격증반을 운 하는 기 들은 많겠지만, 본 도서 과 같이 연수 후 

사활동을 실시하겠다는 뚜렷한 목 을 가지고 연수 상자를 선정한 후, 단순 자격

증반 연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구성을 통해 실질 으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독서교육문화 로그램으로 개발 지원하는 

곳은 찾기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요즘 공공도서 에서의 학교도서 과의 

력 사업에 한 심이 고조되는 분 기 속에서 ‘동화샘’은 그 모델로 제시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동화샘’의 활동(동화구연, 인형극, 마술공연, 독후활동 지도 등)은 화 조차 없

는 화성시의 학생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에 한 흥미를 유발시키

고, 학교도서 에 한 홍보로 심을 유도하는 등 조 이나마 지식정보문화 격차를 

이고, 독서교육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리라 기 하고 있다.

Ⅱ. ‘동화샘’ 운영 사례

    

1. 기획일반

1) 운영 조직 구성

   (1) ‘동화샘’ 모집  구성

  2010년 상반기에 학교도서  학부모명 사서를 상으로 동화구연지도자 3  과

정 연수를 실시하 다. 33명이 연수에 참여하 으며, 최종 22명이 수료하 다. 

  연수 상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조를 요청하여 화성오산 내 학교

로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 수를 받아 연수 상자를 추천 받았다. 연수 신청 공문 

발송 시 연수 후에 동화구연자원 사단을 운 할 계획이므로, 사활동 의사가 있는 

학부모명 사서를 우선 추천해  것을 요청했으며, 연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본 

도서 에서 이 연수를 개설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해 충분히 홍보하고 극 참여

해  것을 당부했다. 자원 사는 본인의 의사가 없이는 행해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

기 때문에, 연수 종강 후 동화구연자원 사단 활동 신청서를 받아 최종 12명을 ‘동

화샘’ 1기 회원으로 모집하 다. 



경기도립발안도서관 백혜림

- 35 -

  한 당  본 도서 에서는 동화구연지도자 3  과정만 계획에 있었으나, 3  과

정 운  시 연수자들의 동화구연지도자 연수에 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2  과

정 연수 개설에 한 희망이 매우 높아 하반기에 동화구연지도자 2  과정을 운

하 다. 2  과정은 3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수강할 수 있는 연수이기 때문에 ‘동

화샘’ 1기 회원 12명이 연수자가 되었다. 2  과정 연수를 수강하면서 ‘동화샘’ 활동

을 비하기 시작했으며, 3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2  과정 연수를 통해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 다. 

 

   (2) ‘동화샘’ 명칭 선정

  ‘동화샘’은 동화를 샘이 솟아나듯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즐겁게 들려주자는 의미로 

회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3) ‘동화샘’의 조직

  동화샘 1기 회원은 총 12명이며, 회장 1명, 총무 1명, 회원 10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운영 계획

  본 도서 과 학교도서  두 곳에서 동화구연 자원 사를 연간 꾸 히 정기 으로 

활동하고자 하 다. 본 도서 에서는 도서 장학습단체 는 일반 유아실 이용자

를 상으로 유아실에서 매주 토요일 11:30~12:00까지 2인 1조로 동화구연을 실시하

고, 학교도서 에서는 월1회 1교를 상으로 인형극 순회공연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

로 세웠다. 한 정기모임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활동의 원활한 운 과 발 이 

되도록 하 다.   

    

3) 예산확보

  당  본 도서 은 학교도서  학부모명 사서 연수로 동화구연지도자 3  과정만 

계획했었기 때문에 3  과정에 필요한 강사비와 운 비만 본 산에 확보한 상태

다. 

  3  과정 운  후 2  과정 개설에 한 요구가 높고, ‘동화샘’ 활동의 문성 신

장과 지속 인 모임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기에 2  과정의 필요성을 느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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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에 2  자격증반을 개설하 다. 다행히 산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사

업으로 재배정한 산이 있어, 학부모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운 하 다.  

    

2. ‘동화샘’ 운영 내용

1) 운영 추진 단계

  사  교육 없이는 본 도서 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 합한 동화구연자원 사

단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1단계는 회원 모집을 한 연수를 실시하고, 2단계는 회원

모집, 3단계는 회원의 한 단계 업그 이드된 문성 신장을 한 2차 교육실시, 4단

계는 2차 교육과 동시에 사활동을 비하고 실시하면서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세부 인 운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 지원사업(발안도서 - 학교도서 과 일 맺기) 연간 운  계획 수립 

: 2010. 3

   상반기 학교도서  학부모명 사서 연수 계획 수립 : 2010. 3

  상반기 학교도서  학부모명 사서 연수(동화구연지도자 3  과정) 실시 : 

2010. 4~6

    ▪모집 황 : 내 ·  학부모명 사서 상 33명(15교)

   하반기 학교도서  학부모명 사서 연수 계획 수립 : 2010. 9  

  하반기 학교도서  학부모명 사서 연수(동화구연지도자 2  과정) 실시 : 

2010. 9~11

    ▪모집 황 : 동화구연지도자 3  수료자 상 12명(9교)

   학교도서  학부모명 사서 동화구연자원 사단 동화샘 모집 : 2010. 9

   2010 학부모명 사서 동화구연자원 사단 동화샘 운  계획 수립 : 2010.11

   2010 학부모명 사서 동화구연자원 사단 동화샘 인형극 순회공연 계획수립 : 

2010.12

   학부모명 사서 동화구연자원 사단 동화샘 활동 실시 : 2010.1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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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활동 소개

 ‘동화샘’은 활동장소를 본 도서 과 학교도서 에서 동화 구연 자원 사와 인형극 

공연 자원 사를 하고 있다. 동화구연은 1인 는 2인이 본 도서 에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지도하는 사활동이며, 인형극 공연은 ‘동화

샘’ 회원들이 직  공연할 책을 선정하고, 본 각색, 음향, 인형 제작, 무 설치 등 

비부터 공연까지 하는 규모 사활동이다. 활동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도서  사활동

    ① 동화구연 부문 : 동화샘이 들려주는 즐거운 책 속 세상

      ㅇ 사일시 : 매주 토요일 11:30~12:00

      ㅇ 사 상 : 도서 장학습체험단체(유치원)  유아실 이용자

      ㅇ 사장소 : 1층 유아실

      ㅇ 사내용 : 도서 장학습체험 로그램으로 동화구연 운   유아실 이

용자를 상으로 동화구연 

    ② 인형극 부문 : 동화샘이 들려주는 황소와 도깨비 인형극 공연

      ㅇ 사일시 : 도서  주간, 독서의 달, 성탄  

      ㅇ 사 상 : 유아 ~ 등 학년

      ㅇ 사장소 : 지하 강당

      ㅇ 사내용 : 인형극을 동화샘이 직  제작, 비하여 공연

 

   (2) 학교도서  사활동

    ① 동화구연 부문

      ㅇ 사일시 : 연

      ㅇ 사 상 : 동화샘 소속학교 학교도서  학부모명 사서

      ㅇ 사장소 : 학교도서  

      ㅇ 사내용 : 재 소속 학교도서 에서 동화구연 수시 실시  소속 학교도

서 명 사서들에게 동화구연 방법 수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11

- 38 -

    ② 인형극 부문 : 동화샘이 들려주는 황소와 도깨비 인형극 순회 공연

      ㅇ 사일시 : 매월 1회

      ㅇ 사 상 : 내 등학교

      ㅇ 사장소 : 학교도서  는 시청각실

      ㅇ 사내용 : 인형극을 동화샘이 직  제작, 비하여 순회 공연

  와 같이 사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동화샘’을 구성하 고, 첫 사활동 이후 

재까지 계획한 로 운 되고 있다. 특히 인형극 공연은 동화구연지도자 연수 과

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최 한 활용하고, 공연의 내실을 기하기 해서 세 가지 로

그램을 하나의 공연으로 묶어서 진행하고 있다. 짧은 동화를 들려주는 동화구연 공

연(5분), 형 무 를 사용하는 황소와 도깨비 인형극(20분), 이용자들의 재미를 한 

마술공연(20분)을 하나의 공연으로 묶어 약 45분 정도 진행한다.  

<표 1> 인형극 공연 일정표

순번 소요시간(분) 내용 비고

1 5 < 을 쓸  모르는 사자> 동화구연

2 20 <황소와 도깨비> 인형극 공연

3 20 마술공연

Ⅲ. ‘동화샘’ 운영 평가

 

  2010년 구성된 ‘동화샘’은 재까지 지속 으로 활동 이며, 운 평가  실 은 

2010년 동화샘 연간 운  계획 기간에 해당하는 2011년 3월 12일 기 으로 정리하

다. 2011년 재도 역시 2011년 동화샘 연간 운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활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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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화샘’ 운영 실적

1) 동화구연지도자 3급 과정

  학교도서  학부모명 사서 33명을 모집하여, 22명이 자격증을 수료하 다. 교양

강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화구연지도자 3 이라는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어 학

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한 학교도서 에서 명 사서로서 사할 때 교육받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 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라는 반응

이었고, 심화단계의 연속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3  

과정 로그램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2> 동화구연지도자 3  교육 일정표

회차 일  시 내  용 비  고

1 2010. 4.22(목) 14:00~16:00 개강식  동화구연의 이해

2 2010. 4.29(목) 14:00~16:00 동화구연의 달 방법  기법

3 2010. 5. 6(목) 14:00~16:00 동화구연의 실제  손유희

4 2010. 5.13(목) 14:00~16:00 동화구연의 실제

5 2010. 5.20(목) 14:00~16:00 〃

6 2010. 5.27(목) 14:00~16:00 〃

7 2010. 6. 3(목) 14:00~16:00 〃

8 2010. 6.10(목) 14:00~16:00 〃

9 2010. 6.17(목) 14:00~16:00 〃

10 2010. 6.24(목) 14:00~16:00 실습  평가후 수료

2) 동화구연지도자 2급 과정

  동화구연지도자 3  과정 이수자이자 ‘동화샘’ 1기 회원 12명을 상으로 실시하

고, 원이 자격증을 수료하 다. 3 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2  과정에서 보충

하고, 실력을 한층 높 다. 2  교육을 받으면서 ‘동화샘’ 1기 회원들은 정기모임을 

통해 본격 인 사활동을 비했다. 인형극 순회 공연을 목표로 책을 선정하고, 역

할을 분담하고, 인형을 제작하고, 본 각색 등을 비하 고, 유아실에서의 동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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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사를 해서 꾸 히 연습하 다. 2  과정 로그램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 동화구연지도자 2  교육 일정표

회차 일  시 내  용 비  고

1 2010. 9. 9(목) 09:30~11:30 Orientation

2 2010. 9.16(목) 09:30~11:30 동화 구연의 달 방법  기법

3 2010. 9.30(목) 09:30~11:30 동화 구연의 달 방법  기법

4 2010.10. 7(목) 09:30~11:30 동화구연을 한 각색

5 2010.10.14(목) 09:30~11:30 동화구연을 한 각색

6 2010.10.21(목) 09:30~11:30 마술을 목한 마술동화구연

7 2010.10.28(목) 09:30~11:30 마술을 목한 마술동화구연

8 2010.11. 4(목) 09:30~11:30 교구를 이용한 동화구연

9 2010.11.11(목) 09:30~11:30 교구를 이용한 동화구연

10 2010.11.18(목) 09:30~11:30 평가  수료식

3) 본 도서관‘동화샘이 들려주는 즐거운 책 속 세상’동화구연 자원봉사

  본 도서 에서 유아실 이용자  도서 장학습단체를 상으로 매주 토요일 30

분씩 동화구연 사를 실시하 다. 도서  앞에 ‘동화샘’ 동화구연 사일정을 배

로 설치하여 토요일 오 에 이용자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 다. 사활

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동횟수 : 총 18회 

   활동자수 : 총 33명( ) 

   활동장소 : 우리도서  유아실

   활동일시 : 2010. 11. 5 ~ 2011. 3.12, 매주 토요일 11:30~12:00

   활동 상 : 유아실 이용자  도서 장학습단체의 유아

   활동방법 : 2인 1조로 동화구연  다양한 독후활동 지도

   주요활동사항 : 동화구연, 손유희, 마술동화구연, 독후활동 등

   참여인원 : 유아 185명, 성인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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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구연 도서 권 수 : 총 39종, 45권

  4) 본 도서  ‘동화샘이 들려주는 황소와 도깨비 인형극’ 공연 자원 사

  본 도서 에서 성탄 을 맞이하여 인형극 공연을 하 는데, 이 공연이 ‘동화샘’ 인

형극 첫 공연이었다. 몇 달 동안 비해 온 공연은 성공 으로 마쳤고, 무 재미있

고 즐거웠다며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동화샘’ 회원들도 만족하고 보람을 느

던 순간이었다. 

   활동횟수 : 총 1회

   활동자수 : 총 11명

   활동장소 : 우리도서  강당

   활동일시 : 2010.12.23. 15:00~16:00

   활동 상 : 유아 ~ 등 학년

   활동방법 : 동화샘 11명 원이 역할분담을 하여 인형극 제작  공연

  주요활동사항 : 동화구연 공연(5분), 인형극 공연(20분), 마술공연(20분)을 하나

의 공연으로 묶어 약 45분간 공연

   참여인원 : 총 130명

5) 학교도서관‘동화샘이 들려주는 황소와 도깨비 인형극’순회공연 자원봉사

  성탄맞이 첫 인형극 공연을 시작으로 겨울방학 독서교실 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학교로 순회공연을 하 다. 방학동안 학교도서 을 찾는 학생들을 상으로 평소에 

하기 힘든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독서에 한 흥

미를 유발하고자 하 다. 순회공연에 한 학교 측의 반응은 굉장히 만족해하 고, 

학생들 한 새로운 문화 경험에 즐거워했다. 공간의 한계로 교생이 참여할 수 없

음을 안타까워하여, 재방문하여 공연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학교도 있었다.

   활동횟수 : 총 6회

   활동자수 : 총 66명( )

   활동장소 : 화성오산 내 등학교 

   활동기간 : 2010.12.27. ~ 2011. 2. 9. 

   활동 상 : 유아 ~ 등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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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학교명 순회공연일시 공연장소 참여인원

1 갈담 2010.12.27.(월) 11:00 시청각실 35명

2 수 2010.12.28.(화) 10:00 시청각실 80명

3 안화 2011. 1. 6.(목) 11:00 시청각실 160명

4 오산 원 2011. 1.13.(목) 11:00 시청각실 210명

5 수기 2011. 2. 8.(화) 09:50 학교식당 80명

6 기안 2011. 2. 9.(수) 13:30 세미나실 130명

계 총 6교 총 695명

   활동방법 : 동화샘 11명 원이 역할분담을 하여 인형극 제작  공연      

   주요활동사항 : 동화구연 공연(5분), 인형극 공연(20분), 마술공연(20분)을 하나

의 공연으로 묶어 약 45분간 공연

   순회공연 일정  참여인원

6) 보도자료

   경기방송 달려라 라디오 스쿨 2회 방송 : 2010.12.27.(월) / 2010.12.30.(목)

   뉴시스와이어  자유로포럼

2. 성과 분석

  ‘동화샘’의 운 은 학부모명 사서의 자기계발  문성 신장으로 단순한 출, 

반납, 정리 주의 사활동을 넘어 로그램 운 을 통한 문 인 역을 개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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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처음 ‘동화샘’을 모집할 때 학부모명 사서들이 인형극을 직  제작 공연해야한다

는 에 해 큰 걱정과 부담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화샘’ 회원들 스스로 

보람을 크게 느껴 자부심을 가지고 극 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한 학부모명 사서를 활용한 학교도서  독서문화교육 로그램으로 개발되어,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경험을 제공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수 있게 

되었다. 일회성 연수로 그치지 않고 동아리 결성을 통해 연수 상자들에게 꾸 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재교육을 통해 지속 으로 리까지 하여 건 한 학교도

서  동아리를 육성했다는 에서도 의의가 크다. 

  공공도서 이나 학교에서 외부 인형극 문 극단을 섭외할 경우 큰 산을 투자

해야하는데, ‘동화샘’이 무료로 학생들에게 공연을 해 으로써 산 감과 함께 학

교도서  운   독서 교육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3. 향후 계획

  2010년 ‘동화샘’ 1기 회원들이 재까지도 계속 유아실 동화구연 자원 사와 학교

도서  인형극 순회공연 자원 사를 하고 있다. 상반기까지는 황소와 도깨비 인형극

을 진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려고 비 에 있다. 한 2011년 

학교도서  학부모명 사서를 상으로 ‘동화샘’ 2기 모집을 해 동화구연지도자 3

 과정을 개설하여 운 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동화샘’의 인원을 확충하고, 공연의 변화와 함께 진 으로 확  

발 하는 시기로 계획하 다. 재 3  과정 연수 상자들은 자원 사 활동이 정말 

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자를 추천해  것을 강력히 요청하 다. 28명이 연수 에 있

으며, 3  과정 수료 후 ‘동화샘’ 2기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동화구연지도자 2

 과정도 개설하여, 체계 인 ‘동화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 도서 은 학부모명 사서를 활용한 동화구연자원 사단 ‘동화샘’이 내실 있고, 

보람 있는 활동으로 자리 잡아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력 사업의 좋은 시로 

타 도서 에 귀감이 되는 명품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 하며 꾸 히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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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별 소속 성명 사일자 비고

1 솔빛 이00 2010.11.6(토) 2010.12.4(토) 2011.1.29(토)

사시간 :
 11:30~12:00

사장소 : 
유아실

2 갈담 임00 2010.11.6(토) 2010.12.11(토) 2011.1.29(토)
3 기안 이00 2010.11.12( ) 2010.12.11(토) 2011.2.12(토)
4 수 박00 2010.11.12( ) 2010.12.11(토) 2011.2.12(토)
5 기안 정00 2010.11.12( ) 2010.12.18(토) 2011.2.12(토)
6 남양 김00 2010.11.13(토) 2010.12.18(토) 2011.2.19(토)
7 원 유00 2010.11.13(토) 2011.1.8(토) 2011.2.19(토)
8 원 00 2010.11.20(토) 2011.1.8(토) 2011.2.26(토)
9 수기 권00 2010.11.20(토) 2011.1.15(토) 2011.2.26(토)
10 수기 김00 2010.11.27(토) 2011.1.15(토) 2011.3.5(토)
11 안화 김00 2010.11.27(토) 2011.1.22(토) 2011.3.5(토)
12 향남 김00 2010.12.4(토) 2011.1.22(토) 2011.3.12(토)

순번 별 소속 성명 비고

1 갈담 임00 총무

2 기안 이00
3 기안 정00
4 남양 김00
5 솔빛 이00
6 수기 권00 회장

7 수기 김00
8 수 박00
9 안화 김00
10 오산 원 유00
11 오산 원 00
12 향남 김00

[별첨 1]

2010년 동화구연자원봉사단‘동화샘’회원명단

[별첨 2]

2010년 동화구연자원봉사단‘동화샘’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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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도서명 자명 출 사명 출 년도

1 갉작갉작 어머머 교 교 2001
2 강아지똥 권정생 길벗어린이 2008
3 거꾸리의 방문을 받아보실래요 뢰벨 뢰벨 2008
4 꼬꼬와 꼬붕이 구연

5 꼬리가 긴 토끼

(4회) 부키 부키 2006

6 날고 싶은 페트로라 교원 교원 2001
7  잡으러 왔다 토니 로스 뢰벨 2005
8 네모상자 속의 아이들 토니 모리스 문학동네 2002
9 가 내 머리에 똥 어? 베르  홀츠바르트 사계 2008

10
늑 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2회) 존 셰스카 보림 2007

11 돼지책 앤서니 라운 웅진닷컴 2008
12 딱 한번 유월향 하얀새 2009
13 머리가 좋아지는 그림책 우리 리 란하늘 2007
14 바다로 간 편지 구연

15 바닷가에서 엘리자벳 꼬아 꼬마샘터 2000
16 방귀 회 구연

17 백조의 호수 안선모 한국톨스토이 2009
18 벌거벗은 임 님 클로드 클 멍 한국허 웨이 2009
19 삼년고개 권윤경 아람 2009

20 상상해보세요
야엘 방 데 

호  
꿈 2009

21 서커스
라이언 

와일드스미스
시공주니어 1997

22 선장이 되고 싶은 고양이 구연

23 수리수리 없어져라 록 괴물 에드 앰벌리 한국 뢰벨 2006
24 숲속에서 김재홍 길벗어린이 2000
25 어리석은 도깨비(3회) 김은하 한교과서 2006

[별첨 3]

2010년 동화구연자원봉사단‘동화샘’이 들려주는 
즐거운 책 속 세상 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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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소속 성명 역할 비고

1 솔빛 이00 황소

2 갈담 임00 동화구연 총무

3 기안 이00 도깨비

4 기안 정00 음향

5 남양 김00 마술

6 수기 권00 총 회장

7 수기 김00 돌쇠

8 수 박00 조명, 아낙

9 안화 김00 마술

10 오산 원 유00 해설

11 오산 원 00 아 씨

12 향남 김00
유아실 

동화구연만

사활동

순번 도서명 자명 출 사명 출 년도

26 엄마 리가 린 조넬 웅진씽크빅 2002
27 엉덩이가 집을 나갔어요 호세 루이스 코르테스 한길사 2001
28 왕벌주사 서주 뢰벨 2005
29 왜요? 린제이 캠 베틀북 2002
30 우리는 요리왕 다 시타 후미코 홍진PM 2008
31 우리마을 장승이야기 안 리 뢰벨 2005
32 울지말고 말하렴 이찬규 북티비티 2005
33 이슬이의 첫 심부름 쓰쓰이 요리코 한림 2004
34 일곱 마리 먼 생쥐 에드 시공사 2006
35 입이 큰 개구리 키스 포크 미세기 2006
36 피터 이놀즈 문학동네 2003
37 코딱지 제랄딘느 콜 미래아이 2009
38 펭귄 고수산나 한국톨스토이 2010
39 핑크킹 우리 리 교 2003

[별첨 4]

2010년‘동화샘’이 들려주는 황소와 도깨비 인형극 
공연 역할 분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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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2010년 동화구연자원봉사단‘동화샘’활동 사진





기 관 명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제 출 자 손  태  익

도서관! 모바일로 만나다  

- 대학도서관의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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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성균  학술정보 은 격히 변화하는 시 의 흐름과 이용자의 정보 욕구에 부

응하고 학술정보 의 경쟁력 확보를 해 과감한 조직개편을 시행하 다. 2005년 8

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2005년부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으로 크게 구분하여 기존의 4 에서 3  - 인문정보운 , 자연정보운 , 학술정

보지원 으로 조정하 다. 외 으로는 ‘주제담당 사서제’를 표방하며 사서가 자료

를 사고 정리하고 배열하는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고 학원생

들의 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학부생이 도서  서비스를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교육하는 등 이용자 주제 맞춤서비스에 집 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

율성 향상과 함께 서비스의 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기획  홍보 분야도 

신설하여 도서  문화 마 을 강화하고 있다. 

  한 최근 증하고 있고 그 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자자원(E-Journal, Web 

DB, E-Book 등)에 한 정보도 통합 으로 정리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최신 웹 

2.0 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를 구축하여 보다 이용자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한 2009년 지하 2층, 지상 7층의 최첨단 삼성학술

정보  개 과 더불어 모바일 어 리게이션, QR 코드  RFID 서비스와 같은 차세

 IT 서비스들을 개발하여 U-library 구 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학술정보

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성균 학교에서 수여한 학 논문, 교내

학술지, 교수 연구 업 물 등 학술자료에 한 지속 인 DB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

며 1950년  이  자료의 디지털화, 고서  고문서 DB 구축 등의 작업을 통해 우

리나라의 유산으로 소 히 보존되어야 할 여러 Contents에 한 DB 구축 작업을 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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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개요

  2009년 11월에 국내에 애 사의 아이폰이 처음으로 출시된 후 WI-FI 무선 인터넷

망을 통한 풀 라우징 스마트폰의 보 이 기하 수 으로 늘어 가고 있다. 이미 스

마트폰의 가입자 수는 2011년 3월 재 천만명을 넘어 연말까지 2천만 명을 상하

고 있는 시 에서 2010년 3월에 자체 으로 조사한 성균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

률 조사에 따르면 교내 이용자들의 33% 즉 8,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무선 인터넷 활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학 내 스마트폰 사용자와 무선 인터넷 사용률 증 추세는 자연스럽게 도서  

모바일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트 터, 페이스북의 열기와 함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성균  학술정보 은 2006년부터 소셜 북마킹 사이트, 공 키, 주제사서 

블로그, 개인화 홈페이지 서비스 등과 같은 웹 2.0 서비스들을 구축하여 오 한 노

하우를 기반으로 IT 서비스 고도화라는 장기 발  계획을 수립하고 모바일 기기 즉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IT 기술과 서비스를 목하여 모바일 Library 3.0 

서비스 모델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구축된 서비스 모델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부상으로 본격화된 모바일 시 에 학 도서 이 지향해야 할 모바일 서비스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기존의 모바일 학생증  SMS 도서  서비스 외에 

MO(Mobile Originated) 서비스를 활용한 문자 Q&A 서비스, 어 리 이션을 활용한 

실시간 도서  정보 조회  듀얼 태그(바코드  QR 코드)를 활용한 다양한 도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온라인과 오 라인이 융합된 진화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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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비스 구축 사례

1. 구축 배경

1) 외부 환경

  2010년 12월에 발표된 eMarketer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보 률은 2010년 

재 약 15% 정도이며 2014년까지 약 30%에 이를 것으로 망하고 있다. 2010년 11

월에 실시한 방송통신 원회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92.5%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며 64%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 다. 한 Morgan Stanley에서 2010년 발표한 인터

넷 트 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인터넷을 속하는 

사람이 PC로 속하는 사람보다 많을 것으로 망하고 있다. 실제 2010년 3월에 실

시한 교내 스마트폰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참여자 952명  31%에 해

당하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46%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  확 와 도서  이용자들의 라이  스타일 변화와 같은 

외부 흐름에 발 맞춰 도서  역시 콘텐츠 구축  공 자로서 학술 인 측면의 새로

운 모바일 도서  서비스들을 구축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를 안게 되었다.  

<국내 스마트폰 보 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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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인터넷 이용률>

<교내 스마트폰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

2) 내부 환경

  2008년 12월에 U-library를 지향하는 최첨단 삼성학술정보 을 오 하면서 성균

 학술정보 은 내부 으로 장기발  TF 을 구성하여 크게 네 가지 분야로 학

도서 의 연구 학습 서비스 선진화 모델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IT 서

비스 고도화 략 내에 RFID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OCW 콘텐츠 서비스 등 새로

운 정보환경 패러다임을 응용한 서비스 구축 계획들을 단계 으로 세우게 되었다. 1

차 단계에서는 모바일 어 리 이션과 듀얼 태그(바코드와 QR 코드)를 활용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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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구축 계획을 세우고 2009년 상반기부터 구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성균  학술정보  비  체계도>

 <장기발  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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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서비스 고도화 세부 사업>

2. 서비스 소개

1) MO(Mobile Originated)기반 모바일 서비스

  MO는 Mobile Originated의 약자로 개인이 휴 화로 문자 메시지나 사진, 동 상 

등을 특정 번호가 부여된 서버나 PC로 송하면, 서버에서 메시지를 받아 다른 형

태의 데이터로 가공하여 웹사이트나 혹은 다른 서비스 형태로 환하여 달해 주

는 P2M(Person to Machine)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의 공공기 에서 사용하는 MO 서

비스의 표 인 사례로는 서울시의 다산 콜센터 휴 화 문자 상담 서비스가 있

다. 2009년도 에 도입되어 기 하루 평균 100여건의 문자 상담 횟수를 기록하며 

재 평균 2,700여건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휴 폰 통화료보다 렴한 비용으로 

간단한 질문들을 할 수 있고 빠른 답변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성균  도서 은 이러한 MO 서비스의 특징을 활용하여 세 가지 형태의 도서

형 MO 서비스들을 구축하 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의 문자 Q&A 게시 과 연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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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화 문자 상담 서비스이며, 두 번째는 홈페이지의 도서 검색  연장 서비스와 

연동하여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출한 도서를 

한 번의 문자로 연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다. 세 번째는 좌석 약 시스

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어 좌석 조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 으나 향후 QR 코드 좌석 배정 시스템으로 교체 정이라 재는 문자 메시지 

좌석 배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1) 문자 Q&A 서비스

<그림 1> 문자 Q&A 서비스 흐름도

  <그림 1>의 문자 Q&A 서비스 흐름도와 같이 이용자들은 자신의 휴 폰에 #7779 

고유 도서  번호를 입력하여 메시지를 송하면 도서 의 문자 Q&A 게시 에 <그

림 2>와 같이 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게 된다. 게시  리자는 해당 질문에 한 

답변을 련 서비스 부서에 알려 주어 이용자에게 문자로 답변을 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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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자 Q&A 게시  화면

    (2) 문자 메세지를 통한 도서 검색  연장 서비스

  문자 Q&A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흐름을 가지지만 도서 검색과 출 연장에는 

각각에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의 휴 폰으로 서비스를 원하는 해

당 고유번호 #77791(도서검색번호)과 #77792( 출 연장번호)로 메시지로 송하면 

홈페이지 도서 검색  출 연장 시스템과 연동되어 각각의 번호에 따른 도서검색 

결과  출연장 확인 메시지를 이용자의 휴 폰으로 송하여 결과를 알려 다. 

  성균  학술정보 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이미 소장 치를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문자 도서 검색 서비스는 PC가 없는 장

소에서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도서 의 책을 검색 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고, 이후에 개발된 도서  모바일 어 리 이션이 가진 스마트폰 이

용자들에게만 국한된 서비스라는 단 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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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휴 폰 도서 검색 화면   <그림 4> 도서 소장 치 문자 송 서비스

 

 2) 바코드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 사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QR(Quick Response) 코드라는 2차원 

바코드가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미 도서 에서는 1차원 바

코드를 사용하여 도서 출반납  장서 리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만 부분 오

라인 공간에서 단편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 바코드 기술의 핵

심은 하이퍼링크로 통한 물리  공간의 사물과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매체를 연결

해 주는 것으로 요즘 새로운 홍보 매체로 각 을 받고 있는 QR 코드의 경우 기존의 

바코드에 비해 용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동 상, 이미지  장문 텍스트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러한 바코드 특징을 활용하여 성균

 학술정보 에서는 자체 으로 QR 코드 생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QR 코

드 콘텐츠들을 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1) 오거서 서평 QR 코드 서비스

  도서 에서 운 하고 있는 독서 포털사이트(오거서) 내 우수 서평들을 QR 코드와 

연계하여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고 스마트폰의 QR 코드 스캐  어 을 통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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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 서평들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도서 에서 

구축한 QR 코드 생성 사이트 메뉴  오거서 메뉴에 들어가 서평 콘텐츠를 작성하

면 <그림 6>과 같은 오거서 서평 QR코드가 생성이 되고 이것을 <그림 7>과 같은 

형태의 QR 코드가 붙은 리 렛을 제작하여 교내 곳곳에 부착한다. <그림 8>은 이용

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서평 QR 코드를 스캔하 을 때 보이는 모바일 화면이다. 

    

  

       <그림 5> 휴 폰 도서 검색 화면              <그림 6> 서평 QR 코드

             

<그림 7>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서평 QR 코드       <그림 8> 서평 QR 코드

                                                        모바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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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벤트 안내 QR 코드 서비스

  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  공지사항들을 QR 코드로 만들어 포스터, 

리 릿 제작 시 부착하여 단순한 텍스트 안내 외에 멀티미디어(사진, 동 상  

URL)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9> 월별 화상 회 홍보 포스터   <그림 10> 자자료 이용법 안내

                                                   리 릿

  (3) 소장 치 안내 QR 코드 서비스

  PC에서 찾고자 하는 도서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우측 상단에 QR 코드가 생성되어 

상세화면 상태에서 스마트폰 내의 QR 코드 스캐 를 이용하여 QR 코드를 읽으면, 

도서의 서가 치 안내 정보  출 상태가 보이게 되어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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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소장 치 안내 QR 코드

  (4) 도서  디자인 QR 코드 서비스

  흑백형태의 QR 코드가 아닌 컬러  디자인이 가미된 QR 코드를 제작하여 도서

의 BI(Brand Identity)로 활용하고 직원 명함  외 로고로 활용할 수 있다. 디자

인 QR코드를 만드는 방법은 QR코드의 특성이 30% 정도 이미지가 손상이 되더라도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의도 으로 훼손하고 

훼손 부 에 로고 등의 이미지를 넣거나 색상을 바꾸면 된다. <그림 12>의 디자인 

QR 코드로 만든 명함을 스캔하면 <그림 13>과 같은 모바일 명함 페이지로 연결되

게 된다. 

 

<그림 12> 도서  디자인 QR 코드로 만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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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모바일 명함 화면

  (5) 시설 안내 QR 코드 서비스

             

 <그림 14> 시설 안내 QR 코드 등록 화면     <그림 15> 모바일 시설 안내 화면

  <그림 14>는 도서 에서 자체 으로 구축한 QR 코드 생성 사이트를 통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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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한 여러 가지 안내 정보들을 입력하면 <그림 15>와 같은 시설 안내 모바

일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이용자들이 한번의 QR 코드 스캔으로 내 시설에 

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6) 연속간행물 안내 QR 코드 서비스

  도서 의 연속간행물 서가에 개별 간행물 안내 QR 코드를 부착하여 간행물의 체크

인 정보부터 소장 정보 그리고 자 로 바로 링크를 걸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연속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림 16>  서가 QR 코드  <그림 17> 모바일 화면   <그림 18> 스마트폰 상의

                                                                 자  화면

  (7) QR 코드 자동 생성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같은 상용 QR 코드 생성 사이트의 경우 도서 에 맞는 다양한 콘

텐츠들을 담을 수 없고 기업 로고가 함께 보여 지거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번거로

움이 있어 성균  도서 에서는 자체 으로 QR 코드 사이트를 만들어 서비스 하

고 있다. 오  소스로 제공되는 XE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게시 에  작성 시 QR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만들고 XE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이아웃 활용하여 모

바일 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림 19>와 같이 상단의 메뉴들을 도서 의 입맛에 맞게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테두리와 색상을 바꾸어 QR 코드를 생성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 이용자 스스로 명함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고 추후 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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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링크 같은 QR 코드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기능들을 추가할 정이다. 

<그림 19> QR 코드 생성 사이트 메인 화면

3) 어플리케이션 기반 모바일 서비스

  2010년 4월에 처음으로 도서  용 아이폰 어 리 이션을 개발하여 애 의 앱

스토어에 올리고 2010년 9월에 안드로이드용 어 리 이션을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

려 재까지 11,488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며 이용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

다. 한 지속 인 버  업데이트를 통해 재 버  2.0까지 기능이 개선된 상태이

며 앞으로 모바일 학생증을 포함하여 희망도서 신청, 출 연장, 도서 약  좌석 

배정까지 기능을 추가 업그 이드할 정이다. 제공되는 서비스 메뉴로는 도서 검

색, 시설 약 황, 출 황, 코드리더기, 설정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도서 검색

에서는 서명, 자, 출 사, 체 옵션을 제공하며 앙학술정보 과 삼성학술정보

의 검색 결과를 나 어 보여 다. 시설 황에서는 양 의 좌석  스터디룸 배정 

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출한 황들을 조회할 수가 있

다. 설정 메뉴에서는 자동 로그인 설정  검색 시 앙학술정보 과 삼성학술정보

을 선택하여 검색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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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아이폰 어  도서 검색 화면   <그림 21> 안드로이드 어  도서 검색 화면

       

          <그림 22> 어  설정 화면        <그림 23> 시설 황 조회 화면

  (1) 바코드  QR 코드 리더기 활용 서비스

  도서  어 리 이션에서 제공하는 바코드  QR코드 리더기를 활용하여 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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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된 바코드(ISBN)를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도서 소장 정보, 출 여부  소장 

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 라인 서 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찾은 뒤 도

서 의 소장 여부를 바코드 스캔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도서 에 없는 책은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 빠르게 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4> 코드 리더기 
화면

 

<그림 25> 바코드 스캔 
화면

 

<그림 26> 스캔 후 소장 
정보화면

 

Ⅱ. 향후 방향과 결론

  성균  학술정보 은 향후 다음과 같은 들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첫째, 기

존에 구축된 어  서비스와 QR 코드 서비스 활용 통계 분석을 통해 실질 인 이용

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한다. QR 코드 노출 장소별 는 QR 코드가 부착된 매

체별로 이용자들의 스캔 횟수와 속 시간 등을 분석하면 차별화된 홍보 략  서

비스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 서비스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

여 이용자 심의 서비스를 추가 개발 할 것이다. 재 개발된 어 의 경우 도서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조회하는 수 에 머물러 있어 추가 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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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을 업그 이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바일 학생증

과 희망 도서 신청, 출 연장 같은 기능들을 8월 에 개발 완료하여 오 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 한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좌석 배정 시스템을 6월 에 개발

하여 운 할 계획이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RFID 서비스를 개발 할 정이

다. 기존의 RFID 서비스는 단순히 도서  자동화 시스템의 보조 역할 수 에 머물

러 있어 이용자들에게 실질 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무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재의 모바일 환경에서 RFID는 물리  공간의 사물과 온라인상의 도서  콘텐츠를 

효과 으로 결합시켜 쉽고 빠르게 달 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가 될 망이다.

  ‘도서 은 살아 있는 유기체가 되어야한다’라는 랑가나단의 말처럼 최근 스마트폰

의 보 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 이용자 라이 스타일의 변화에 발맞춰 도

서  역시 보다 수  높은 이용자 심의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성균  학술정보 은 Library 2.0 기술에서부터 재의 최신 모바일 기술까지 최

신 IT 기술들을 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의 요구들에 즉각 으

로 반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이용자 심의 커뮤니 이션 서비스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감으로써 이용자들의 

학습과 연구에 하게 연계된 보다 품질 높은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들을 이용

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미흡하나마 성균 의 서비스 개발 사례가 향후 

도서 의 모바일 서비스를 계획하고 비 인 도서 들과 새로운 서비스 역을 

개척해나가는 도서 들에게 조 이나마 도움이 되고 도서  이용자들에게 새롭고 

풍부한 도서  경험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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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원도서 은 2000년 4월 1일 성남시시설 리공단이 수탁하여 2000년 5월 2일 

13,164㎡ 규모로 개 하 다. 그간 도서  문화를 향유하기 쉽지 않았던 성남시민들

에게는 큰 기쁨이었기에 많은 지지와 기 를 받으며 성장하 다. 당시 탁 도서

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탁 주체인 성남시는 물론이고 도서 계의 우려와 심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  멤버들과 함께한 10년이 만들어낸 수고의 

땀들은 2009년 국도서 운 평가에서 문화체육 부장 상 수상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한편 수정도서 은 2000년 10월 25일에 7,923㎡ 규모로 개 하 으며 이듬해인 

2001년 11월 10일 성남시가 시설 리공단에 탁하 다. 수정도서  역시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0년 경기도 도서 평가 력우수부문에서 3 에 선정될 수 있었다. 
재 성남시에는 시에서 직  운 하는 앙, 분당, 구미, 교, 원어린이도서  5개

과 시설 리공단이 운 하는 수정, 원도서  2개 , 교육청 소속 경기도립성남

도서 을 포함하여 총 8개의 도서 이 있다.  
  이제 두 도서 은 개  10주년을 보내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개  당시부터 지켜 주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자 한다. 물

론 가장 요한 것은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다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서

이 되기 해 내외  변화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거창하게 도서 철학을 논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서비스 일선에서 사서가 어떤 마

음가짐으로 임할 것인가를 오늘도 고민한다. 
  수정도서 이 체계 인 독서아카데미를 통해 독서하는 시민, 행복한 성남시를 만

들고자하며, 원도서 이 리모델링과 함께 친환경 도서  만들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결한 청사 리는 물론이고 체계 인 시설물 리를 

통해 안 하고 머물기 편안한 곳, 그래서 어렵게 커뮤니티를 언 하지 않더라도 여

럿이 모이면 가고 싶은 곳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10년 에는 도서 을 방

문하는 고객들이 자유롭게 자료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기

울 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네트워크 속하여 자신을 노출하고 정보를 찾고 생산하

는 환경을 만드는데 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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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개요

  2011년 3월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천만 명을 돌 하며 사회각계에서 이에 한 

다각 인 변화에 응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원도서 과 수정도서

은 지난 1월과 3월에 각각 국내에서는 공공도서  최 로 도서  독서정보 련 

오디오 팟캐스트를 아이튠즈(iTunes)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것은 사서들이 기구

축한 텍스트 형태의 콘텐츠를 오디오화 함으로써 정보이용의 효율화를 꾀하고 이의 

유통확 를 통해 도서 마 을 극 화하기 함이었다. 다른 측면에서는 인지도 

높은 이들의 라디오방송이 순 에 랭킹되는 팟캐스트 시장에 공공도서 이 내미는 

도 인 시도이기도 했다. 그간 두 도서 은 팟캐스트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한 단편 인 노력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도서 의 「책 읽어주

는 사서」1)와 수정도서 의「책 속 한 구 」2)이 어느 정도 지지기반을 마련한 상

황에서 번 사례 발표가 도서 계와 함께 공공도서 이 추구해야 할 모바일 서비

스의 방향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 확  보 된 2008년을 시 으로 한 시장의 

변화와 망들에 한 데이터를 분석하 다. 이것은 앞으로 도서 이 모바일 서비스

에 어떻게 근하고 응할 수 하는가 하는 정책 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팟캐스트의 역사를 살펴 으로써 스마트폰의 보 과 팟캐스

트 이용의 상 계를 밝히고자 하 다. 한 국외 공공도서 에서 실시하고 있는 

팟캐스트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와 련한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했다. 마지막으로 원도서 과 수정도서 의 팟캐스트 개설 과정과 운 황을 

소개함으로 감히 국내 도서 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모바일 서비스를 선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기 으로써의 

도서 , 자료  정보제공의 개자로서 리퍼럴 서비스(Referal Service)를 주도하는 

사회 인 직업군으로써의 사서를 기 한다. 

1) 책 읽어주는 사서. [online] [cited 2011.4.17] 
   <http://itunes.apple.com/kr/podcast/id417904973, http://nemo.podics.com/129298228534>
2) 책 속 한 구 . [online] [cited 2011.4.17] 
   <http://itunes.apple.com/kr/podcast/id424561072, http://nemo.podics.com/12991259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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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스마트폰과 팟캐스트

1.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

  스마트폰(smart phone)은 휴 화에 인터넷 통신과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 메모리가 허락하는 범 에서 원하는 애 리 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는 큰 

장 이 있다. 스마트폰의 보 이 확 되면서 최근 융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서 스마트폰용 애 리 이션 개발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통신 원회는 

보도자료(2011년 3월 24일)를 통해 다음 <표 1>과 같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황

을 발표한 바 있다. 

  

구  분 2009.12. 2010.3. 2010.6. 2010.9. 2010.12. 2011.1. 2011.2.

이동 화 가입자(A) 4,794 4,898 4,961 5,021 5,077 5,098 5,116

스마트폰 가입자(B)    80  152  247  442  722   826   926

비 (B/A) 1.7 3.1 5.0 8.8 14.2 16.2 18.1

<표 1> 스마트폰 가입자 황 
                               (단  : 만명, %)

  한 동 원회는 여기에 덧붙여 지난 3월 23일을 기 으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천만 명을 넘었으며 연령 별 스마트폰 가입자 연령별 비율(2010년 12월말)은 <그림 

1>)과 같다고 보도하 다. 

<그림 1> 스마트폰 가입자 연령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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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그림 1>을 통해 국내에서 스마트폰은 20 (35%), 30 (29%)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상세한 데이터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스마트폰 가입자 연령별 분포

(단  : 만명, %)

구 분
10
이하

20 30 40 50 60 70
이상

기타 합계

스마트폰
55

(7.6)
254

(35.1)
213

(29.4)
109

(15.1)
43
(6)

12
(1.7)

7
(1)

29
(4.1)  722

일반폰
718

(16.5)
528

(12.1)
762

(17.5)
851

(19.5)
652
(15)

320
(7.3)

187
(4.3)

338
(7.8) 4,356

체
773

(15.2)
782

(15.4)
975

(19.2)
960

(18.9)
694

(13.7)
332
(6.6)

194
(3.8)

367
(7.2) 5,077

  상기 <표 2>의 스마트폰 가입자 연령별 분포에서 기타는 법인, 외국인, M2M 등 

연령별 분류가 불가능한 가입자를 그룹화한 것이다. 일반 휴 폰 비 스마트폰 보

유비율은 30 가 59.5%, 20 가 34.5% 순이며 이들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상

으로 스마트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10 의 

스마트폰 비율이 50  이상의 연령층보다 높은 것도 주지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지난 3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0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3)와 2010 소

득층 정보격차 실태조사4)를 통해 일반국민 비 장애인과 기 생활보장수 층, 즉 

소층의 스마트폰 가입자 황을 다음 <그림 2>와 같이 발표하 다.

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online] [cited 2011.4.17] 
<http://www.nia.or.kr/index.aspx?PortalID=ko&MenuID=090727173118310051&template=Default&cont
rol=View.ascx&seq=40799&idx=1&sort=&word=> 

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소득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online] [cited 2011.4.17] 
http://www.nia.or.kr/index.aspx?PortalID=ko&MenuID=090727173118310051&template=Default&contr
ol=View.ascx&seq=40798&idx=1&sort=&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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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황 비교

  상기 <그림 2>에서 일반국민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0년 6세 이상 추계인구  

스마트폰 가입자 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국민 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

용률은 1.6%, 기 생활보장수 층은(이하 소득층) 1.9%로 조사되었다. 설문에서 

장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

름(33.1%), 구입비  이용비용의 부담(31.5%), 소득층은 구입비  이용비용의 부

담(47.6%),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28.7%) 순으로 답했다. 이러한 

수치는 장애인은 스마트폰에 한 이해가 낮고 소득층의 경우 환경  요인으로 

사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게 한다. 

  한 두 보고서는 스마트폰 이용에 한 인지율이 장애인 34.7%, 소득층 45.0%

로 체 국민의 70.2%에 비의 크게 낮은 수 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비이용에 따

른 사회  낙오감 체감정도에는 장애인이 40.5%, 소득층은 37.3%로 답했으며, 향

후 스마트폰 이용의향을 묻는 질문에 장애인 29.0%, 소득층이 33.7%의 비율을 보

다. 이러한 수치는 모바일 디바이드가 특별히 소외계층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정보격차해소  정보복지를 지향한

다고 할 때 장애인  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상으로 한 스마트폰의 홍보와 이의 

교육에 더 많은 심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여기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이용지원 희망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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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외계층 스마트폰 이용지원에 한 선호도

  상기 <그림 3>에서와 같이 장애인과 소득층 모두 스마트폰 이용 시 요 과 이

의 활용 교육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별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친화형 

스마트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도서 에서 발 빠르게 스마트폰, 혹은 모바일 서비스를 개해야 할 필요성은 스

마트폰의 확 보 과 태블릿 PC 이용의 행태분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SNS

의 확 와도 한 련이 있다. 그간 도서 계가 물리 으로 시민의 생활 권역에

서 도서 이 자리할 수 있도록 1개  당 서비스인구를 이는데 노력을 기울 다면 

이제 속하게 변화하는 IT환경에서 정보복지를 향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수 있

어야 한다.

  다음 <그림 4>는 Credit Suisse가 세계 시장의 스마트폰 보 을 측한 것으로 

2011년에는 체 휴 폰의 9.9%를 스마트폰이 차지할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 이러

한 데이터는 신흥시장이 변수일 수 있으나 다른 보고서들 보다는 보수 인 망치

라는 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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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마트폰 가입자 망

  지 까지 스마트폰의 보 과 련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도서 이 모바

일 서비스에 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하나의 데이터를 소개하고자 한

다. 다음 <그림 5>는 AlphaWise와 Morgan stanley Research에서 조사한 통 데스크

탑  노트북 형태의 PC와 아이패드(iPad)로 표되는 태블릿 PC의 이용에 한 분

석을 그래 화 한 것이다.

 

<그림 5> PC와 Tablets 이용형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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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그림 5>에서 PC와 비교할 때 태블릿의 PC는 e-Book, 뉴스, 잡지이용과 게

임  음악․비디오 감상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태블릿 PC

가 소셜 네트워킹과 웹 라우징, e-mail 이용과 업무를 할 때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

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고서들은 이와 련한 데이터들을 통해 스마트 패

드(Smart Pad)가 PC시장을 잠식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지만 PC와 태블릿 

PC가 서로의 장 을 벤치마킹하며 진화할 것이라는 정 인 으로의 변화를 기

한다. 

2. 팟캐스트의 역사

  팟캐스트(Podcast or non-streamed webcast)란 오디오 는 비디오 에피소드들로 출

시되며 웹 신디 이션(web syndication)을 통해 정기 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일련의 

디지털 미디어 일이다.5) 뉴옥스포드사 에 2005년 8월 수록된 팟캐스트는 애

(Apple)의 MP3 이어인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결합된 신조어로 라디오 

방송을 디지털로 녹음해 인터넷에서 개인 오디오 이어로 다운받는 것을 의미하

며 200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바 있다.6) 

  팟캐스 (Podcasting)은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려는 사용자가 원하는 팟캐스트를 선

택해 정기  혹은 새로운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송 달 방법을 의미한다. 주로 MP3와 같은 미디어 일을 웹에 올리고 RSS 주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배포한다. 애 사의 아이튠즈와 같은 응용 로그램으로 팟캐스

트를 검색하고 구독하며, 컴퓨터에서 직  재생하거나 디지털 오디오 이어로 

송한 뒤 재생한다. 일부는 팟캐스트라고 읽지 않고 포드캐스트라고 읽는다. 팟캐스

과 같은 방식의 배포-구독하는 모델은 팟캐스트라는 말이 생기기 이 인 2001년에 

만들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아이튠즈에서만 구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팟캐스트를 구독하고 리할 수 있는 로그램이 다수 존재한다. 팟캐스트

를 들으려면 아이팟과 같은 MP3 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다. 한편 MP3 이어인 Zen을 매하고 있는 크리에이티  테크놀로

5) The Free Encyclopedia Wikipedia. [online] [cited 2011.4.17] <http://en.wikipedia.org/wiki/Podcast> 
6) 이은민. 팟캐스트 시장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8권, 제7호(2005).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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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2006년 1월에 자체 인 팟캐스  서비스인 ZENCast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팟캐

스트를Personal On Demand broadcast’의 임말이라고 소개하 다. 

  팟캐스 이 다른 온라인 미디어와 다른 은 사용자가 매번 미디어를 선택하거나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구독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다. 팟캐스 의 구독 모델

은 RSS 2.0 XML( 는 RDF XML) 일포맷을 사용하여 일을 제공한다(RSS 일 

내에서 enclosed 태그를 사용한다). 팟캐스 을 통해서 독립 제작자들은 자신만의 

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청취자들은 아이튠즈와 같은 팟캐스트 구

독 소 트웨어를 이용해 정기 으로 새로운 로그램이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청취할 수 있다. 일부 팟캐스트 구독 소 트웨어는 미디어 일

을 자동으로 MP3 이어에 송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동 상 일을 달하

는 팟캐스트가 다수 만들어졌다.7)

  즉 팟캐스트는 인터넷 웹을 통해 보 된 오디오 는 비디오 일을 모바일 매체

인 MP3 이어나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내려 받아 편리한 시간에 듣거

나 볼 수 있는 최신 기술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 으로 격한 성장을 하게 

된 것이다.

3. 스마트폰과 팟캐스트 이용의 상관관계

  정종기(2010년)는8) 팟캐스트 활용에 한 8개 선행연구의 개 을 통해 도서 의 

안내, 독서교육, 원격교육 등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으며 보다 은 이용자들 

즉, 청년들과 은 성인들이 팟캐스트 서비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학도서

과 공공도서  은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 용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그리고 미국 6개의 학도서 과 5개의 공공도서  팟캐스트 서비스를 분석

하여 공공도서 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한 오디오형태의 로그램 개발과 어린이, 

청소년, 은 성인들을 한 략 인 로그램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측하 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한 팟캐스트 서비스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

다. 국내의 경우 팟캐스트가 기단계로 라디오방송이나 종교단체 서비스의 독자층

7) The Free Encyclopedia Wikipedia. [online] [cited 2011. 4.17] <http://en.wikipedia.org/wiki/Podcast> 
8) 정종기. 웹2.0기반의팟캐스트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미국의 도서 서비스에 한연구. 한

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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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 이를 주제로 하거나 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도 재까

지 극히 드물다. 

  2005년 6월 Pew Internet과 American Life Project에 의해 실시된 설문에 따르면 미

국의 경우 6백만 명 이상의 성인들이 휴 기기를 통해 팟캐스트를 다운받아 사용했

다고 조사되었다.9) 이와 같은 사실은 상당한 청취자가 있음을 의미하지만 미국 

체 성인의 비율로 볼 때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2006년 4월 Forrester 

Research에 의해 실시된 조사에서 미국소비자들의 3%가 팟캐스트를 청취했다고 조

사되었지만 이들  략 70만 명이 정규 청취자들이었다. Forrester에 의하면 팟캐스

트 정규 청취자들은 2010년경 1천 2백만 명(미국 체인구의 6%에 해당) 증가할 것

으로 견하고 있다. Pew 조사에 의하면 팟캐스트 이용자들은 조  더 경제 으로 

여유가 있으며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은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10)고 하 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층의 확 는 이를 통해 생산된 정보의 소비층을 더욱 두

텁게 하고 있다. 한 기술의 발달을 통한 팟캐스트 제작 환경의 용이성은 팟캐스트 

생산 시장  서비스 역의 다양화와 함께 그 시장규모의 확 를 측할 수 있게 

한다. 국내에서도 팟캐스트를 개설하고 오디오와 비디오 일을 업로드하는 일련의 

과정을 행하는 사이트가 생겨났다. 이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이와 련한 정

보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진시킬 것이다.

Ⅱ. 도서관의 모바일 서비스

1. 도서관 3.0과 스마트폰

  노 희(2010년)는11) 웹의 발 과 더불어 도서 이 함께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MARC21, 도서 자동화, Z39.50, Electronic Library로 표되는 것이 도서  

Library 1.0이고 역동  콘텐츠,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태깅, 키, 팟캐스트, 매쉬업 

 9) BBC. [online] [cited 2011. 4.17] <http://news.bbc.co.uk/2/hi/technology/4885010.stm> 
10) Pew Internet. [online] [cited 2011. 3. 10] <http://www.pewinternet.org/pdfs/PIP_podcasting.pdf>
11) 노 희. 도서  3.0의 개념과 서비스 모형에 한 연구. 정보 리학회지. 제27권, 제4호

(2010).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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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술 용이 Library 2.0이라고 설명하 다. 이어 Library 3.0을 설명하는 키워드

로 다음 3개의 도서 을 들고 있다. 첫째, 기계에 의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시멘틱 

웹 기술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가 자도서 에 용되어 진정한 지식공유  업

이 가능한 차세  도서  솔루션인 소셜시맨틱디지털도서 이다. 둘째는 언제 어디

서나 휴 화나 PDA 등을 통해서 도서  홈페이지에 속하여 도서 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도서 이다. 셋째가 

도서 의 정보자원을 시맨틱 구조로 구 함으로써 도서 의 자원이 Linked Data가 

되어  세계의 도서 이 연결된 구조의 링키드 도서 이 그것이다. 이러한 도서  

3.0을 설명하는 3개의 키워드는 소셜네트워킹이 용이하고 휴 가 간편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우리의 시선

을 집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도서  3.0의 키워드 가운데, 모바일 서비스의 하나인 

팟캐스트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Library Success에 소개된 팟캐스   학

도서 을 제외하고 조사 당시 서비스 페이지가 유효한 공공도서 만을 상으로 하

다. 다음으로 국내 공공도서  최 로 서비스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 원도서

의 오디오 팟캐스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국외 공공도서관 팟캐스트 서비스 현황

  미국의 경우 Boopsie12) 등 스마트폰 애 리캐이션 제작업체가 활발하게 다양한 모

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도서  서비스 로그램들을 만들어 매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 SNS의 요성이 두되면서 도서 계에서도 올해 에 띄게 서 , 도서  련 

업체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시도되고 있다.  

  다음 <표 3>은 팟캐스트를 제공하는 도서   키디피아에 올라 조사 당시 서

비스가 유효한 18개 공공도서 만을 상으로 한 것이다. 팟캐스트는 5개 공공도서

만이 오디오와 함께 비디오 팟캐스트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부분 오디오 서비스

가 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콘텐츠 제작을 한 장비구성  서버구축 등 

산과도 무 하지 않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에게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

12) Boopsie. [online] [cited 2011. 4. 17] <http://www.boopsie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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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향이 반 된 것이 아닐까 한다. 매체의 특이성을 반 한 탓인지 공공도서 에

서 일정 공간을 빌어 청소년들이 자체 으로 페이지를 만들어 운 하거나 도서 에

서 리를 하더라도 십 가 서비스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통 으로는 도

서 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 되어 정기 인 이벤트, 도서  행사들을 시청

각자료화하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도서  이용이나 자료검색, 책의 소

개나 북 리뷰, 스토리텔링 등 도서 만이 구축할 수 있는 콘텐츠가 심이 되고 있

다는 도 요한 특성이 될 것이다. 특이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 개의 페이

지는 RSS 피드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할 때 국내 도서 에서 팟캐스트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첫째, 

도서 에서만 만들 수 있는 독자 인 역을 설정하고 둘째, 텍스트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서 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시청각자료를 상으

로 하고 셋째, 자료검색과 도서  이용을 그 상으로 하면 좋겠다. 한 다양한 형

태의 장애를 고려해 만들 경우 장애인의 도서 이용도 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상을 참고하여 팟캐스트를 운 한다면 명한 인사를 내세우거나  

인기를 가진 로그램들 가운데서도 도서 의 정체성을 유지면서 그들과 어깨를 나

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표 3> 팟캐스트 제공 도서 13)

도서 명 내용 주소 제공화면
매체

Audio Video

Boulder 
Public Library

Teen art Gallary 등 

십 들이 만드는 

문화 공간 

http://www.bouldertee
ns.org/webcast.htm ○

Cheshire
Public Library

십 들이 주도하는 

문화 매거진

http://www.cheshireli
b.org/teens/cplpod-
cast.htm

○

13) Library Success: A Best Practices Wiki [online] [cited 2011. 3. 10] 
    <http://www.libsuccess.org/index.php?title=Po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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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명 내용 주소 제공화면
매체

Audio Video

Contra Costa
County 
Library

스토리텔링
http://ccclib.wordpres
s.com/ ○

County of 
Los 
Angeles 
Public Library 

십 들의 팟캐스트

문학과 화 등에

한 이야기

http://colaplpodcast.org/ ○

DeKalb 
County 
Public Library

책과 자이야기 
http://deka-
lblibrary.org/podcasts/ ○

Denver 
Public Library

잘 알려진  는 

연설문, 책과 자

이야기

http://podcast.denverlibr
ary.org/ ○

Kankakee 
Public Library

유명인사의 담소, 
도서  이야기, 책
과 자이야기 등

http://www.lions-onlin-
e.org/

○

Lincoln city
Libraries
(Lincoln,Nebr
aska)

북 리뷰  도서

서비스에 한 해

설 등 

http://www.lincolnlibrar
ies.org/podcasts/pod-
casts.htm

○

Manchester 
Public Library

주목받고 있는 책,
오디오북, 트 디한

 이야기들

http://library.ci.manches
ter.ct.us/teen/podca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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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명 내용 주소 제공화면
매체

Audio Video

Memorial Hall 
Library

2005～2010년까지

십 들의 詩 

콘테스트

작품모음

http://www.mhl.org/tee
ns/audio/index.htm ○

Mount Kisco 
Library

자와의 만남,
책 소개, 
도서  이벤트 등

http://www.mountkis-
colibrary.org/

○

Ohio 
Public Library

책을 포함한 45가지

테마와 련된

팟캐스트 제공

http://www.oplin.org/4c
ast/?cat=52 ○

Orange 
County 
Library

도서  이벤트,
스토리텔링,
십 들의 팟캐스트 

등

http://www.ocls.info/so
cial/pod-
casts_rss.asp?bhcp=1/

○ ○

Pierce County 
Library

도서  이벤트 

인터뷰, 북 리뷰,
도서선택법 등 특강 

http://www.pierce-
countylibrar-
y.org/blogs.aspx?blog_i
d=7

○

Public Library 
of Charlotte &
Mecklenburg 
County

십 들의 모임,
추천도서 소개,
행사별 피드제공

http://blogs.plcmc.org/li
braryloft/ ○

St. Tammany 
Parish Library

도서  각종 행사,
책 읽기 로젝트,
책 소개 등 

http://www.sttammany.
lib.la.us/podcast.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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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명 내용 주소 제공화면
매체

Audio Video

Tisch Library
도서  이용안내,
책과 자,
도서검색 등 

http://www.library.tufts.e
du/tisch/tischTalks.html ○ ○

Wadsworth 
Public Library

어린이, 십 , 성인

피드제공

도서  행사 등  

http://www.worthingtonli
braries.org/interact/av ○ ○

3. 수정 ․ 중원도서관 오디오 팟캐스트

  2010년 말 성남시시설 리공단은 조직개편을 통해 경 기획TF 을 구성하고 도서

을 비롯한 각 사업소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에 도서 기획을 

담당하는 정보기획 트에서는 우선 으로 LI(Library Identity)  캐치 이즈 제작 

등을 통해 도서 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 다. 다음으로 도서  모바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자 했다. 이를 해 

우선 으로 도서  홍보동 상을 포함한 QR코드를 자체 으로 만들고 페이스북을 

개설하 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아직도 공서 느낌의 도서 에 거리감을 갖는 

지역주민들과 조  더 친근해지고 소통하는 도서 이 되기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소극 인 자세로 사서들이 만들어 쌓아둔 도서  독서정보 콘텐

츠들을 오디오화해 외부로 표출시킴으로써 마 효과를 갖고자 하 다. 결국 모바

일 환경에 탄력 으로 응하기 해 팟캐스트를 운 해 보기로 하 고 국내 도서

의 사례를 조사하 으나 당시 연세 학교 의학도서 의 도서  이용자교육이 유

일했다. 

  이미 원도서 은 홈페이지의서평한마디를 통해 사서들이 직  쓴 독후활동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새롭게 구성하여 서비스하기 해 연구개발

비를 편성하고 어 리 이션을 만들거나 웹서버를 구입하고, 녹음환경을 조성할 수

는 없었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고, 결국 휴 일에 도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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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활용해 사서 직원들이 직  녹음에 임했다. 그리고 무료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 오디오 일을 업로드했다. 이 업체의 경우 블로거들을 한 이어와 블

로그용 젯 소스까지 공개하며 복수의 채 을 만들어 리할 수 있어 국내 다수

의 팟캐스터들이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애 (Apple)의 아이튠즈(iTunes)에 팟캐

스트 승인을 받았다.

<그림 6> 원도서 의 책 읽어주는 사서

  상기 <그림 6>의 왼쪽은 ｢책 읽어주는 사서｣가 체 팟캐스트 순  6 에 오른 

것을, 오른쪽은 아이튠즈 서비스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기에는 오디오 일을 한

꺼번에 올렸으나 후에 RSS를 이해하고는 주별 1건만을 업로드하게 되었다. 근래 책

을 소개하거나 읽어주는 유사한 팟캐스트들이 등장하면서 기의 인기만 못하지만 

원도서 의 팟캐스트는 여 히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1 를 고수하고 있다. 원

도서  팟캐스트 ｢책 읽어주는 사서｣는 인터넷신문과 성남지역방송(ABN)을 타면서 

홍보에 더욱 날개를 달수 있었다. 그러나 팟캐스트 리뷰를 참고할 때 음악을 첨가한

다거나 잡음제거 등 문 인 기술의 필요나 낭독의 문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수정도서 의 경우도 홈페이지의 ｢책 속 한 구 ｣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사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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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 소개하고 있다. 수정도서 의 팟캐스트 타이틀은 이를 

그 로 사용한 것이다. 다만 원도서 의 경험을 통해 일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

이 상  에피소드만을 이용한다는 분석결과가 있어서 처음부터 오디오 일을 주1회 

1건만을 올리도록 하 다. 수정도서 의 팟캐스트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소개 화면의 

메인페이지에 오른 정도이다. 이것은 오디오 팟캐스트 인기 순  50  정도를 의미

한다. 앞으로 청취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출 사나 서 과 같이 리를 목 으로 하

는 기 과의 차별성을 갖기 해서는 무엇보다 도서 만이 소개하고, 읽어  수 있

는 책을 선정하고 이를 콘텐츠로 구축하는데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 <그림 

7>은 수정도서  ｢책 속 한 구 ｣ 서비스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 읽어주는 팟캐스트로는 다음 <그림 8> 작가 김 하의 ‘책 

읽는 시간14)’이 독보 이다. 이 경우 운 자가 에피소드 책과 함께 문화와 문학에 

한 방 한 정보들도 소개하고 있어 고정 이며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7> 수정도서 의 책 속 한 구 <그림 8> 김 하의 책 읽는 

시간

14) 책 읽는 시간. [online] [cited 2011.4.23]
    <http://web.me.com/younghakim/multimedia/Podcast/Podca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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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의 강 은 모바일 기기에 최 화될 수 있도록 RSS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규칙 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일반 개인들이 제작한 팟캐스트와 비

교할 때 두 도서 은 주1회 정기 으로 에피소드를 업데이트한다는  때문에 단기

간에 상 에 랭킹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한다. 

  선진 도서 문화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 뉴욕공공도서 은 마  부서를 설치

하여 시민들에게 도서 을 홍보하고 기부 을 확보하는 데에 많은 에 지를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 성장과 공서의 산 감에서 도서 의 산을 지키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거름이 되고 있다. 

  그동안 도서 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는 자료와 정보를 도서 이라는 건물 즉, 유형

의 틀에 모아두고 고객에게 와서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해 왔다. 그

러나 이것은 오늘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들 사이에서 무료이용과 정보이

용 어느 측면에서도 우월함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서 에

게는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을 노출시켜 독자 인 서비스 권역을 설정하려는  

다른 노력이 실히 필요하다. 

  이상 두 도서  오디오 팟캐스트 ｢책 읽어주는 사서｣와 ｢책 속 한 구 ｣의 개설과 

그 서비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앞으

로 국내 공공도서 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발 이 되었

다고 평가하고 싶다. 둘째, 도서 이 소장한 텍스트 형태의 자료를 사서의 육성을 

실어 오디오화 하 다는 에서 다양한 매체의 서비스라는 발상의 환을 들고 싶

다. 셋째, 사서들이 정보와 문화의 개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었다는데

서 그 의의를 찾고 싶다. 

Ⅲ. 맺음말

  2011년 2월 10일, Gartner15)에서는 다가올 2012년 모바일 어 리 이션의 10  트

드를 발표하 다. 년과 비교할 때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Social networking, 

15) Gartner. [online] [cited 2011. 4. 17] <http://www.gartner.com/technology/ho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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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commerce, Context-aware service, Object recognition(OR), Mobile e-mail, Mobile 

Video 6개가 바 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Mobile 시장의 빠른 변화와 고객이 기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떼우기(Time Killing) 정도의 서비스가 아니라 목 과 계획

이 살아 있는 즉, 유의미한(Context) 계(Relation) 심의 사용으로 그 서비스가 변

화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타 기 과는 차별화를 두면서 도서 만의 특색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지향한다

고 할 때 그 역을 설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고, 해당 주제 서비스 내용에 심이 있는 고객층을 가질 수 있다는 에

서는 팟캐스트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수정․ 원도서 이 사서가 직  쓴 서평

을 직  읽어 다거나 좋은 책들을 객 인 입장에서 소개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우연히 아이튠즈에서 팟캐스트 인기 순  상 에 랭킹될 수 있었다. 물론 이 서비스

에 참여한 직원들 스스로가 사서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독서하는 직업인이 되기 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평생 직장인으로 긴

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사랑받는 도서 이 되기 해 트랜드를 읽는데 게

으르지 않으려고 한다. 팟캐스트에 게시된 어느 원구민의 응원처럼 그들이 거주하

는 지역의 도서 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올해 팟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좁게는 도서 에서 사서의 정체성을, 사회

인 변화를 수렴할 때 사서라는 직업의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일정 정도의 경제  능력을 갖추고 신체 건강한 성인을 상으로 한 서

비스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 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기 에도 부응하고자 한다. 이를 해 도서 을 찾는 고객들이 유

무형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서 이 모바일 서비

스 역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닌가한다. 

  이 게 한다면 어렵게 커뮤니티를 논하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지지 속에 이

웃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네 생활 가운데서도 도서 이 지역공동체로 자연스

럽게 자리하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수정․ 원도서 과 사서들은 성남 시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도서 문화를 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멀티가 되

기로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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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북 익산시 동산동에 치한 이리동 학교(교장 신상균)는 23학  751명의 학생

이 ‘성실, 명랑, 단결’의 학교생활목표를 가지고 면학에 임하고 있으며 올해 60회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통이 있는 학교이다. 재 학교 치는 신도시에 려 구

도시가 되는 바람에 거주자의 소득계층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득층과 소외 계층

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학군의 불균형과 인구 집지역이 아니다보니  학

수가 어들고 학교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교생  기 생활 수 자, 식 지원자, 

담임추천 등 집 지원 상자 수가 285명으로 재 교육복지지원 학교로 지정되어 5

년째 복지사업이 진행 이다. 

  본교 도서실은 일자형 건물 동편 5층에 있었는데 2007년 도서  활성화 사업으로 

리모델링하여 재는 3층 서편에 있다. 규모는 교실 2칸에 복도를 포함한 크기로 반

은 열람실, 그 나머지는 서가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실 치는 식실로 가는 

간 지 으로 근성의 최상의 조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도서실을 찾아오기 쉬운 장

소에 있다. 

  도서실이 리모델링되면서 도서  시스템이 DLSⅡ로 산화되어 장서가 등록되었

고 재 장서는 만권이 넘어갔다. 거의 오래된 책들은 도서  리모델링 이후 서서히 

정리되었고, 재는 신간 주로 학생들에게 도서에 한 호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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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개요

  정보격차 해소를 한 문화체험 로그램인 ｢도서 에서 떠나는 문학기행｣은 복

지지원을 받는 학생들에게 문학과 련된 다양한 체험을 시켜 으로 인성을 바르게 

쁘게 만들며 더불어 자신의 자아나 정체성을 세우는데 목 이 있다.

  다소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보호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자신의 환경을 인

정하고 내면의 힘을 키워 자존감과 자립심을 심어주어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몫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거름이 되고자 한다. 놀이 주의 체험은 제

하고 문학을 벗 삼아 시를 외우며 작가의 생애를 찾아 향기나는 삶을 해주고자 이 

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로그램을 1년 두 번씩 3년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교사가 이끌어주는 만큼 

배우고 느끼고 얻는다는 사실이다. 장기 으로 계획된 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경험

을 넓 주면 학생들은 스스로 깨닫고 바르게 자란다. 이런 로그램을 학교에서 

심을 가지고 실시한다면 교육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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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리동중학교 도서관 소개

  도서 은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기회를  수 있는 공간이며 학교의 허  역할

을 하며 학생들에게 쾌 한 쉼터가 되어야 한다. 본교 도서실은 교육복지지원 학교

로 지정되어 산 지원을 받아 도서  활성화를 해 문사서를 고용하고 도서

을 상시 개방하고 있다. 도서  활성화를 하여 다양한 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벤

트를 통해 학생들이 도서 과 친해지며 더불어 독서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한다.  

  도서 의 표어 ‘책을 펴자, 미래를 펴자, 꿈을 펴자!’는 구호 로 본교 도서 에서

는 도서교환장터, 작은책만들기, 자에게 편지쓰기, 행운의 귀 찾기, 책갈피 만들

기, 행운의 도서 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학생들의 책에 한 심을 높이고 있다. 

이런 다양한 도서  행사를 통해 도서  이용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출 황을 

통해 알 수 있다. 도서 출권수가 2006년 4,316권에서 2008년 8,719권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 다(<표 1>).

<표 1> 년도별 출 황

년 도  출

2006 4,316권

2007 6,290권

2008 8,719권

2009 7,606권

2010 7,730권

  방학 에도 독서교실을 열어 자칫 무계획 으로 보낼 수 있는 방학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서교실에서는 신문활용교육, 세계단편읽기, 한국단편문

학읽기, 미디어 수업, 한국고 읽기 등등 다양한 읽기 자료를 통해 사고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방학  매주 목요일 오 에 화상 을 통해 주

제토론 수업을 하고 있다([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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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독서교실 겨울방학 독서교실

  

[사진 1] 방학  독서교실 

  도서  소식지인 계간지(년 4회) ‘솟을샘이야기’를 발행하여 도서  행사를 홍보

하고 도서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을 실어 교생에게 읽히고 있다.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 학교생활에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고 있다([그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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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솟을샘 이야기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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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솟을샘 이야기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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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서관에서 떠나는 문학기행

1. 추진 목적

  김구는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문화를 하기에는 환경  경제 으로 어렵고 힘든 이 많

다.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주제를 가지고 떠나는 여행 

즉, 문학기행으로 문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고 심을 가질 만한 생활의 여유

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서 이 문화를 하고 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실의 어려움

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

2. 추진 목표

  청소년 시기에 좋은 작품을 읽어 성장의 동력이 되기 한 문학작품의 배경을 찾

아 으로써 자발 인 독서 동기 부여를 한다. 

  이 체험은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작품의 작가를 심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고, 평

소에 가보지 못한 문학 을 탐방하여 정서 으로 자극을 다.

  국어과 선생님들의 동행으로 사제 간의 화로 작품에 한 서로의 생각을 나  

수 있는 시간이 된다.

  학교생활에 소극 인 행동을 보이는 집 지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

게 하여 자신감과 만족감을 주어 학교생활에 소속감을 심어주고자 한다.

3. 추진 방법

  (1) 학교 교과에 나오는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고 문학 이 있는 장소를 물색  

한다.

  (2) 작가를 선정하여 생가(문학 )가 있는 지역을 알아보고 더 가볼만한 곳과 체험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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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소가 정해지면 그곳의 해설사를 알아보고 일정을 약한다.

  (4) 문학기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참여 학생을 모집하고, 비소집을 하여 행선지

와 비물을 안내한다.

  (5) 문학기행 작가와 작품을 간략히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부한다.

  (6) 로그램을 마치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다녀온 소감을 로 마무리  

한다.

4. 추진 과정(2008년 ~ 2010년, 6회)

  ｢도서 에서 떠나는 문학기행｣ 로그램은 2008년부터 최명희 문학 을 시작으로 

총 6번 실시하 다(<표 2>).

  이 로그림의 추진 날짜는 1학기 때는 5월 둘째 주 토요휴업일, 2학기 때는 10월 

둘째 주 토요휴업일로 정하고 학생 40명, 교사 5명으로 정하여 실시하 다(<표 2>).

  2011년 1학기 때에는 남 강진 김 랑 시인의 생가와 다산 당을 다녀올 정이

다.

<표 2> 년도 학기별 추진 장소와 참여 학생수

  구분

 년도  
1학기 참여학생수 2학기 참여학생수

2008년 남원 최명희 혼불문학 36명 군산 채만식 문학 30명

2009년 안동 이육사 문학 39명 벌곡 조정래 문학 32명

2010년 주 박용철(용아) 생가 32명 당진 심훈(필경사) 생가 38명

5. 문학기행의 세부일정

1) 남원 최명희 문학관(2008년 5월 24일)

   학교출발 09:00 → 남원 혼불 문학  도착 11:00 → 백일장 12:00 → 식 13:00 

→ 곡성기차마을 도착 13:40 → 청소년 수련  도착 14:30 → 체험학습 16:00 → 학

교 도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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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만식 문학관(2008년 11월 8일)

  학교출발 9:00 → 채만식 문학  도착 10:30 → 심 12:00 → 한산모시  13:20 

→ 장항송림산림욕장, 가을 야유회 14:30 → 학교도착17:00

3) 이육사 문학관(2009년 5월 23일 ~ 5월 24일)

  (첫날)학교출발 08:00 → 식 12:00 → 안동도착 병산서원 13:00 → 부용  13:30 

→ 하회마을 14:00 → 하회별신굿 람 15:00 → 녁식사 18:00 → 탈만들기, 고택

체험 20:00 → (둘째날) 기상 08:00 → 도산서원 9:00 → 이육사 문학  10:00 → 

식 12:00 → 정사 14:40 → 학교도착 18:30 

4)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2009년 10월 24일)

  학교출발 07:30 → 태백산맥문학  10:30 → 식 12:10 → 서재필 기념공원 13:30 

→ 원사 티벳박물  14:40 → 학교도착 18:30

5) 박용철(용아) 시인 생가(2010년 5월 8일)

  학교출발 08:00 → 월 서원 도착 09:500 → 용아생가 10:40 → 식 12:100 → 국

립 5.18 민주묘지 13:30 → 주호 호수생태공원 14:50 → 학교도착 17:30

6) 심훈(필경사)생가(2010년 10월 23일)

  학교출발 08:00 → KTX 출발 8:22 → 천안아산역 도착 9:36 → 심훈생가(필경사) 

9:40 → 세계꽃식물원 11:30 → 심 12:30 → 외암민속마을도착 14:00 → 천안아산

역 KTX 출발 16:46 → 익산역 도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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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학기행의 필요한 세부 경비

1) 박용철(용아) 시인 생가(2010년 5월 8일) 경비

번호 내      역 단     가 소     계

1 버스 여비(당일) 450,000원 450,000원

2 심 40명 5,000원 × 40명 200,000원

3 간식 40명 2,000원 × 40명 80,000원

4 문화상품권 5,000원 × 10장 50,000원

5 도서3권 10,000원 × 3권 30,000원

합     계 810,000원

  로그램 진행에 따라 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행선지 사정에 따라 체험비와 입

장료가 추가될 수 있다. 지의 물가에 의해서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사 에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약과 문의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단, 모든 로그램은 산 내에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심훈(필경사)생가 (2010년 10월 23일) 경비

번호 내     역 단     가 소     계

1 KTX 경비 6,500원 × 40명 260,000원

2 버스 여비 350,000원 350,000원

3 심 5,000원 × 40명 200,000원

4 외암민속마을 입장료 800원 × 40명 32,000원

5 세계꽃식물원 입장료, 체험비 8,500원 × 40명 340,000원

6 간식비 2,000원 × 40명 80,000원

합     계 1,2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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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족도 평가

  이 로그램을 마치면서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알

아보고 다음 행사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한다(<그림 3>).

<그림 3> 만족도 조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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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면 93%가 이 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 

기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항목도 높게 나왔다(<표 3>). 

  참여 학생들은 작가들의 생가나 문학 을 둘러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를 찾

아가고 싶은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자 거 체험, 고택체험, 하회탈 만들기, 손수건 

염색체험 등 직  할 수 있는 체험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부분 책 읽기를 좋아하고 더 깊이 있는 독서에 

흥미를 가지고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활동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표 3> 연도 학기별 만족도 평가

  

8. 참여소감문

1) 작품 1(2009년 5월 23일 ~ 5월 24일)

                         

안동 문학기행 소감문

1626 설유

  

  1학년 처음으로 문학탐방을 가게 되었다. 문학 탐방 장소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 

 이육사 문학 이었다.

  처음 도착지는 하회마을이었다. 하회마을에서 하회 별신굿 탈놀이 , 신을 즐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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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탈놀이를 봤는데, 사투리도 섞어 우스웠고, 동작들도 우스웠다. 한 이번이 

탈놀이는 처음 보는 것이라 더 흥미로웠다. 탈놀이를 다 본 후 하회마을 돌아보았다. 

하회마을에서 부잣집, 서민집 등을 돌아보았는데 TV사극 촬 지를 보는 듯한 느낌

이 들어 흥미롭고 뿌듯했다. , 하회마을 사람들은 옛날 풍습을 다 버리지 않고 옛

날처럼 살고 있어서 더욱 그랬다.

  쉬고 숙소에 들렸다. 그곳은 내가 난생 처음 간 민박집이었고 그곳에서 녁밥을 

먹게 다. 배고 서 그런지 몰라도 녁은 먹을 만 했다. 안동 닭찜이었다.

  녁을 먹고 숙소를 정해 주었는데 나는 1학년 2명과 3학년 언니 2명과 함께 다. 

숙소 배정 후 탈 만들기를 했는데 방법은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어서 

난 열심히 만들었다.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잘 만든 것 같아 기뻤다. 언니들과 같이 

자서 불편하기는 했지만 옛날 집에서 자는 기분은 색달랐다.

  다음날, 우리는 도산서원에 들려 이것 것 구경하고, 이육사 문학 에 갔다. 이육

사 선생님의 일생을 듣고 감동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여러 가지 체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 낭송을 했다. 시를 외우는 거

라서 떨리고 잘 생각나지 않아 많이 틀렸는데 처음으로 해 서 좋았다.

  문학탐방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처음 하는 게 많았다.

  다음 기회에도 갈 수 있었으면 한다.

[사진 2] 2009년 이육사 문학  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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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2(2010년 2학기)

KTX 타고 문학기행을 다녀온 후 소감문 쓰기 

2118 강희선

  학교에서 가는 “문학기행”을 다녀왔습니다. 별 기 없이 참가했는데 뜻깊은 추억

이 되었습니다. KTX를 타고 아산역에 도착한 후 버스를 타고 조  달린 후 심훈생

가(필경사)에 도착했습니다. 동 상을 다 보고 나서 몇 분 간 각자 사진도 고 단체

사진도 었습니다. 필경사의 벽면은 황토를 짓이겨 바른  농 의 형 인 

가 고 당시의 흔 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세계꽃식물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으로 도시락을 먹었고 꿀맛같

은 식사 습니다. 그곳에서 손수건 염색체험을 했는데 반으로 은 흰색천에 쁜꽃

으로 꾸며 은 후 숟가락으로 두드려 물들이는 것입니다. 식 물에 40번 헹구고 맑

은 물에 헹궈 탈탈 털어 말리면 끝! 

  식물원에서 제일 맘에 드는 꽃은 ‘미모사!!!’입니다. 특징은 살짝 건드리면 쪼그라

들었다가 다시 펴집니다. 마치 깜짝 놀란 숙녀꽃 같았습니다. 꽃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모사를 보고 진짜 다시 한번 크게 알게 되었습니다. 앵무새 체험 에서

는 앵무새 모이를 손에 올려놓으니까 새들이 많이 제 손에 몰려 왔습니다. 

[사진 3] 2010년 당진 심훈생가 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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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버스를 타고 마지막 코스인 외암민속마을에 왔습니다. 국가에서 요 민속

자료 제236호로 지정한 마을로 자체가 문화유산이었습니다. 특히 택호를 갖고 있는 

기와집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 민속마을과 민속 의 차

이 입니다. 민속마을에는 철 지난 해바라기가 시들어 있었지만 내년에 다시 필거라

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문제를 냈는데 국어선

생님이 낸 문제를 맞춰서 선물도 받았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하루 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학기행’에도 꼭 가고 싶습니다.  

9. 활동사진

최명희 혼불문학관 군산 채만식 문학관

이육사 문학관 조정래 태백산맥 소설 배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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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시인 생가 심훈(필경사)생가

[사진 4] 2008년 ~ 2010년 문학기행 사진

10. 추진 결과

  학생들은 작가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는 힘들이지 않고 얻는 것은 없다는 귀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로그램의 경비는 복지 산에서 지원을 받아 참여한 학생들의 경제  부담

을 덜어주었다.  학생들은 문학이라는 다소 어렵고 힘든 주제를 쉽게 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고 작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었던 집 지원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고 도서실

에 친근감을 가지고 자주 오게 되어서 도서 이용 횟수가 늘어났다. 선생님과 친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고, 학교생활에 응력도 생기고 독서에도 심을 갖게 되었다.

  

Ⅲ. 총평

  학교도서 이 제 기능을 하기 해서는 우선, 가 권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스스

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학교도서 은 학생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 학생들에게 읽힐만한 양서,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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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양한 로그램을 실시할 사서와 충

분한 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서 은 모든 학생이 정보를 공평하게 얻고 평등한 

권리를 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학교는 다행히 도서 을 운 하는데 교육복지 산이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고 모든 학생들이 도서  이용을 즐겁게 하고 있다. 

  학교 도서 이 표 교육비에서 도서구입비와 운 비를 권장하는 비율만큼 책정을 

하게 된다면 정해진 산안에 효율 이며 자발 으로 도서 을 활성화 시킬 수 있

다고 본다. 

  무조건 학교도서 은 오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 그곳에 가면 항상 무언가 있다는 

호기심을 주어야 하고 늘 새로운 아이템을 비해야한다.

[사진 5] 도서교환장터, 엽서쓰기 





기 관 명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제 출 자 정  은  영

엄마 뱃속에서 처음 만난 도서관 

- 영유아·임산부를 위한“내 생애 첫 도서관”운영사례 - 

국립중앙도서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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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경기도사이버도서 은 경기도민을 한 도서  서비스 수혜 상 확   서비스 

환경 개선 등의 제반 역할을 수행하기 한 도서  종합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다. 

“도서 을 한 도서 ”, “온라인상의 공공도서 ”을 모토로 경기도내 모든 공공도

서 의 소장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목록 운 과 상호 차 

서비스, 온라인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홈페이지(www.library.kr)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 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공공도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도서  직원 역량강화를 한 교육사업, 도서 · 독서 문화 확

산을 한 홍보 캠페인, 경기도 도서  평가 사업 등 다양한 오 라인상의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소외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 확  차원에서 장애인을 한 도서 택

배 출 서비스 “두루두루”, 유아 · 임산부를 한 “내 생애 첫 도서 ”, 이주민들

의 도서  이용을 지원하는 “경기도사이버다문화도서 ” 운 을 통해 균형 있는 도

서  서비스 확 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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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개요

독서를 통한 태교와 유아를 한 독서 활동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만삭의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도서 을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 경기도사이버도서 에서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경기

도내 공공도서  소장자료 종합목록을 활용하여 임신 8개월 이상의 임산부와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를 상으로 필요한 도서를 요청하면 집으로 배달해

주는 “내 생애 첫 도서 ”을 시행하 다. 

2011년 6월까지 106개 도서 으로 확 될 정이며, 2011년 4월 기 으로 4,000여

명의 임산부들에게 40,000여권의 도서를 “내 생애 첫 도서 ”서비스를 통해 달하

다. 

“내 생애 첫 도서 ”은 단순히 책을 무료로 배달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어린아이

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도서 과 인연을 맺고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어 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 경기도내 106개 공공도서 들의 력을 기반으로 

동일 서비스명으로 공동으로 홍보하면서 경기도내 공공도서 의 랜드 가치를 향

상시키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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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내 생애 첫 도서관”이란?

“내 생애 첫 도서 에 가입했습니다. 이름이 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가에게 

첫 도서 을 선물하면서 앞으로 많은 책과 함께하며 지식과 감정을 키우기를 

기도해 니다.” 

<http://blog.naver.com/kim_eunyeun?Redirect=Log&logNo=120128279600>

 “엄마 뱃속에서부터 도서 을 이용한 우리 아들 훈이가 출산 후에도 엄마 

목소리를 통해 독서삼매경에 빠져 산다. ( 략) ‘내 생애 첫 도서 ’을 통해 태

교와 출산 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http://ggholic.tistory.com/1130>

“내 생애 첫 도서 ”은 경기도의 유아를 한 독서 운동이다. 이 사업은 도서

에 직  오기 어려운 만삭의 임산부와 갓난아이들에게도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자

는 발상에서 시작하 다. 임산부나 첫 돌 미만의 유아를 둔 부모가 보고 싶은 책

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도서  출도서를 택배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표면

으로는 단순하고 택배비 산만 지원된다면 어디서나, 구나 할 수 있는 서비스이

지만 우리는 이 사업에 보다 많은 가치를 담아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 다. 

국에서 시작된 아를 한 독서운동인 “북스타트” 캠페인에 한 여러 연구에

서는 북스타트에 참여한 아이들이 그 지 않은 아이들보다 언어발달과 집 력, 읽기 

기술에서 앞선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책읽기에 한 

심과 책읽기를 통한 아와 엄마 간 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굳이 이런 연구 결과를 언 하지 않더라도 어려서부터 자연

스럽게 익힌 독서 습 은 분명히 아이들에게 정 인 향을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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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 첫 도서 ”도 그러한 믿음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어

린아이들이 책과 처음 하는 “계기”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도서 ”이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사업을 처음으로 구상한 것은 지 으로부터 2년 인 2009년 2월이었다. 그해 

5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4월 재 경기도의 92개 공공도서 에서 시행하

고 있으며, 오는 6월에 24개 시 · 군 106개 도서 까지 확 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2년 여간 3,500여명의 임산부와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37,000여권의 책을 

“내 생애 첫 도서 ”을 통해 이용하 다. 아직 시작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경기도

사이버도서 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로 

자리잡아나가고 있다. 

“내 생애 첫 도서 ”은 경기도사이버도서 만의 서비스가 아니다. 경기도사이버도

서 은 경기도 공공도서 의 네트워크 거 으로서 각 시·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에서 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기술 인 제반 환경을 구축하

는 보조 인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 이 서비스를 확산시켜 직  이용자들에게 혜택

을 해주는 역할은 “내 생애 첫 도서 ”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기도내 공공도서 들

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내 생애 첫 도서 ”은 이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서  

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 배경 및 목적

1) 임산부를 위한 독서환경 제공

‘내 생애 첫 도서 ’서비스에서는 임산부를 ‘일시  정보소외계층’이라고 보고 있

다. 임신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의 필요성과 다양한 문화를 악

하고, 심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독서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에 반해 거동의 불편

함과 경제  부담감으로 인해 독서에 한 근성이 낮아지게 된다. 임신과 육아로 

인해 평상시보다 경제 인 부담이 늘어나 임신과 육아에 한 정보를 담은 도서를 

모두 구입할 수도 없고, 도서 에 찾아가는 것이 신체  변화로 인해 평상시보다 어

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독서가 필요할 때 평상시보다 더 은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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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게 되는 상이 생기고,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인터넷이나 주변의 의견 

등 개인 이고 비 문 인 정보에 노출되는 때가 임신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내 생애 첫 도서 ’서비스는 임산부에게 평상시보다 다양한 독서환경과 도서 문화

를 제공하고자하는 목 으로 개시되었다.

독서환경이란 독서활동과 독서능력에 향을  수 있는 요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서 독서환경이 어떻게 제공되어 지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독자라도 독서의 양과 질 

독서 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선 (2010)은 독서환경에 해 인지  요인과 언어

학  요인, 사회문화  요인, 물리  요인 등으로 구분했다. ‘내 생애 첫 도서 ’서비

스는 물리  요인과 일부분의 사회문화  요인으로서의 독서환경을 제공해 주는 데 

그 목 이 있다고 하겠다. 

물리  요인으로서의 독서환경 제공은 도서  장서를 택배를 통해 집에서 받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 인 책에 한 근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 직  도서

을 찾아가거나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 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문화  요인으로서는 임산부를 한 도서  서비스가 있음으로 인해 공공의 

지원이 있음을 알리고, 임신  육아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암묵  지지를 해

주기 때문에 독서의 필요성에 해 깨닫게 되며, 주변의 다른 임산부가 독서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심리  안정을 취한다는 소식은 임신 의 독서와 도서  이용에 

해 정 인 변화를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임신  육아시  뿐 아니라 그 이후

의 독서  도서  이용에 한 개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영유아를 위한 독서운동, 도서관스타트

유아를 한 독서운동의 가장 표 인 것은 1992년 국에서 시작된 ‘북스타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하는 환경을 조성해 으로

서 아동의 학교생활과 인성발달에 정 인 향을 끼치고자 시작된 운동이다. 이는 

독서가 아동의 정서  발달과 지  발달에 얼마나 큰 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한 운

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 의 ‘내 생애 첫 도서 ’은 이러한 ‘북스타

트 운동’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차이라고 한다면 유아 당사자에게 직 인 독

서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과 유아의 주변인, 즉 부모에게 함께 독서환경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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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다른 차이는 북스타트 운동은 유아가 책을 소유하는 기쁨을  

수 있다면, ‘내 생애 첫 도서 ’서비스는 도서 을 향유하고, 도서 에 한 인식을 

심어 다는 이다. 

‘내 생애 첫 도서 ’은 부모를 한 임신과 육아에 한 정보를 담은 책, 여가선용

을 한 문학책, 지식정보책 등 뿐 아니라 유아를 한 인지정보책, 지식정보책, 

그림책, 동화책 등 도서 에 구비해 둔 모든 분야의 책을 제공한다는 장  한 구

비하고 있다.

‘내 생애 첫 도서 ’서비스는 무엇보다 도서 운동이다. 북스타트가 표 인 

유아 독서운동이라면 ‘내 생애 첫 도서 ’은 도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내 생

애 첫 도서 ’서비스는 아이가 태어나서, 아니 모태에서부터 책을 하도록 하고 있

다. 독서가 아주 일상 이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익히게 된다

는 것이다. 한 독서와 책을 하는 것이 우리 이  세 에게는 소유한 책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내 생애 첫 도서 ’의 세 들에게는 내가 소유한 책이 아니라 도서 이 

소유한 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다. 다시 말해 책과 정보를 하기 해 ‘도서 ’

을 제일 먼  떠올리는 세 가 시작된다는 이다. 무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

으나 도서 을 이용하고, 도서  책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하지 못한 변에 

도서  문화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도서 을 이용하게 된 세 들에게 

도서 이 아주 친 한 곳이 된다는 것이다. 

임산부를 한 택배 출서비스를 하면서 ‘내 생애 첫 도서 ’이라는 타이틀을 붙

인 데는 이러한 이 매우 요하게 작용했다. 모태에서부터 도서  책을 하다가 

본 서비스를 끝내는 시 에 자연스럽게 부모와 함께 도서 을 찾아가게 되고 도서

의 회원이 되는 것이다. 서비스명 그 로 ‘내 생애 첫 도서 ’을 갖게 되는 것이

다. 이는 독서운동에서 머무르지 않고 도서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시작 인 것

이다.

3) 경기도 도서관 종합목록 활용도 향상 

경기도사이버도서 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공공도서 의 소장자

료에 한 종합목록(GOLDIS-NET)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웃 출’이란 이름

으로 도내 공공도서 간 상호 차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었다. 종합목록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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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경기도내 공공도서 에서 소장한 자료에 한 서지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가

질 뿐 아니라 통합검색을 통해 경기도 도서  이용자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역

할을 수행한다. 한 상호 차 서비스와 연계하여 도내 도서  소장자원에 한 효

율 인 활용에도 기여하고 있다. 

상호 차 서비스를 원활히 운 하기 해서는 도서  종합목록의 데이터에 한 

최신성 유지가 요하며 이를 해 많은 시간과 리 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10여년 사이 정보 활용에 있어 인쇄매체보다는 자자료에 한 의존도가 높

아지면서 종합목록 자체만으로 존재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종합목록의 활용성을 높이기 해 도서 간 상호 차를 일

반 이용자가 보다 쉬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이웃 출’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더불어 지난 2006년부터 신체 인 불편함으로 도서  방문이 어려

운 장애인을 해 도서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두루두루”서비스를 시행하 고, 임산

부와 유아로 상을 확장하여 재의 “내 생애 첫 도서 ”까지 확 되어 운 하고 

있다. 

Ⅱ. 내 생애 첫 도서관 추진내용

1. 이용대상 및 방법

1) 이용대상

  ‘내 생애 첫 도서 ’의 이용 상은 일차 으로 임신 8개월 이상의 임산부이다. 이

는 거동이 불편하여 도서  직  방문이 어려워지는 시 을 기 으로 삼은 것으로 

임산부가 일시  도서  이용 취약계층이라는 측면에서 근한 것이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내 생애 첫 도서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직 걸음마를 떼기 어려운 자녀가 있을 경우 야외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실 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서 을 이용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므로 집에

서 필요한 도서를 빌려 볼 수 있도록 하 다. 임산부가 아니어도 이미 출산을 하여 

돌 이 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가정에 한 명에 한해 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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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 생애 첫 도서  포스터

도록 지원하 다.

물론 첫 돌 이후에 걸음마를 시작했다

고 하더라도 도서  이용에 다소 불편함

이 있겠지만 도서 을 직  방문함으로

써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기한을 최소한의 기 으로 산정하

다. 한 택배를 이용한 출 방식이다 

보니 산상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시

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체 으로 임신 8개월부터 자녀가 12

개월이 될 때까지 최장 14개월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12개

월 미만)가 있는 가정에 1인에 한해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방법

‘내 생애 첫 도서 ’에 가입하기 해서는 해당 도서 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경기도사이버도서 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임신

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 받은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제시하

면 된다. 본 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유엔아동기 (UNICEF)의 ‘엄마 젖 먹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다.

기본 으로 해당 도서  외 출 이용자이어야 하며, 외 출 이용자는 개별 도

서 의 규정에 따른다.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시·군내 도서  통합 1회 최  5권 14

일간 출할 수 있으며 출 횟수는 월 2회로 제한하고 있다.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경기도사이버도서  웹사이트(www.library.kr)에서 원하는 

자료를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다. 책을 모두 읽고 나면 다시 택배우편을 통해 해당

도서 으로 반납처리하면 된다. 이때 소요되는 택배 소요비용은 경기도사이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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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 내 생애 첫 도서  이용 화면

<그림 3> 내 생애 첫 도서  이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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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아동기금(UNICEF) 협약

‘내 생애 첫 도서 ’서비스는 유니세 의 모유수유권장운동(BFHI)의 일환인 ‘엄마

젖먹이기’운동과 약을 맺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 의 사업 취지에 맞는 

력 캠페인을 공공도서 을 통해 개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유니세 는 상호 사업

을 극 홍보한다. 특히 ‘내 생애 첫 도서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니세 는 ‘엄마젖

먹이기’ 캠페인 자료인 ‘엄마젖먹이기 Q&A’ 등의 소책자를 제공하고, 본 캠페인에 

동참을 유도한다. 유니세 와는 2009년 4월 14일에 경기도청에서 정식을 가졌다.

<그림 4> 경기도 - 유니세 간 력 캠페인 추진 약식

3. 시범사업 운영

1) 서비스 환경 구축

‘내 생애 첫 도서 ’ 서비스는 앞에서도 기술 했듯이 ‘경기도 종합목록’을 기반으

로 진행된다. 이를 해 종합목록 수집을 한 도서  소장자료 정보와 경기도사이

버도서  센터 정보를 동기화하는 모듈을 개발하여 설치하 고, 내 생애 첫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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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리를 한 시스템을 구축하 다. 우선 회원등 을 신설하고, 본 

회원등 은 서비스 기간이 최장 14개월이기 때문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시범사업 기 이 선정된 이후에는 개별 도서 의 종합

목록 동기화를 검하고, 시군별 단 로 서비스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기반 작업을 

시행하 다. 도서 별 도서 자동화 로그램 종류에 상 없이 모든 시스템을 지원

해야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로그램을 사용하는 도서 을 선정하여 동기화 테스

트를 시행하 다.

<그림 5> 사서 리자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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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운 기  선정

‘내 생애 첫 도서 ’의 시범 운  기 을 선정하기 하여 경기도내 공공도서 의 

의사를 악했고 총 10개의 신청도시(수원, 성남, 안양, 안산, 군포, 시흥, 명, 오산, 

주, 구리) 에서 5개의 시군을 선정하 다. 

선정기 은 표  도서 정보화 로그램인 KOLAS와 SOLAS를 운 하는 곳과 

경기도 남부권, 북부권에 분포되도록 구성하 으며 인구수와 도서 수도 고려하

다. 한 단순한 출서비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와 유아를 한 독서·

문화 로그램 운  계획, 시범사업 추진 의사 등 다각 인 부분을 참고하여 시범사

업 도시를 선정하 다. 특히 군포시(5개 )의 경우에는 일부 도서  개별 으로 ‘내 

생애 첫 도서 ’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엄 아(지혜로운엄마, 한아이)’를 운

하 기에 표 시범사업 도시가 되었고, 그 외 선정된 도시는 수원시(8개 ), 안양

시(6개 ), 시흥시(3개 ), 주시(5개 )이다.

시범운  기 을 선정한 후에 5개 도시 27개 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 서

비스의 취지와 목 에 해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실질 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악해야 할 부분을 나 었다. 

3)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

군포시를 비롯한 5개 시 · 군에서 3개월 반 동안 운 한 결과 총 797명이 참여하여 

월평균 220여명의 임산부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 이 에 유추한 

상치(군포가입자 비 655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 다. 이 기간 동안 

4,650권의 도서가 이용되었다. 신청한 도서 가운데 9.7%의 도서가 제공되지 못하

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가 도서 출을 신청한 시 과 담당 사서가 확인하고 업무 처

리한 시  사이에 출이 된 경우가 부분을 차지하 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 군포의 경우 시범 서비스 기간 내에 272명이 참여한 반면 주시는 48%

에 머물 다. 도서  담당자의 극 인 홍보 노력과 지역사회 구성원  지리  특

성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이용 상을 심으로 한 타겟 홍보 방법 마련이 요한 

성공 요인으로 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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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범사업 운 시 월별 가입자 수

시·군명 ‘09.5월 6월 7월 8월 합계 월 평균

수원 29 77 37 18 161 40
안양 54 40 39 18 151 38
군포 99 92 50 31 272 68
시흥 96 43 17 11 167 42

주 20 16 5 5 46 12

총합계 298 268 148 83 797 199

4) 시범사업 운영 결과 보완 사항

시범사업을 운용하고 시범사업 운 기  담당자 간담회 결과 각 부분의 보완 의

견이 도출되었다.

  (1) 서비스 기본부분

서비스 기본부분에서는 서비스 상을 1가구당 1인 기 으로 제한하고, 어린이(

등학생) 상 서비스만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도서 에서도 임산부에 한하여 출 서

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 다. 서비스 기간은 시범사업에서 제안한 최장 

14개월과 출산 정일 기  2개월 이 으로 이용 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 다.

업무증가량은 ‘내 생애 첫 도서 ’ 실시 이 과 비교하여 일일 약 10% 이내의 증

가를 나타냈으며 1일 약 1시간 이내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최고 출을 한 회원은 월 19권으로 약 7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월별 출신청 횟수는 월 2회, 회당 5권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택

배 출 기 은 해당 도서  출기 으로 하고, 월 횟수 제한은 2010년 시스템으로 

구 을 해서 자동 제한을 두도록 했다. 

  (2) 이용자 편의부분

이용자 편의를 해서 추천목록을 확 하고 다양화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처음 

제공할 때는 책자형태로 ⅰ) 우리아이에게 읽어주기 좋은 책, ⅱ) 보부모에게 도움

을 주는 책, ⅲ) 임산부에게 도움을 주는 책의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총365권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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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제공하 다. 이는 책자 형태이기 때문에 수시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을 감안

하여 차후 경기도사이버도서  홈페이지 개편 때에 ‘내 생애 첫 도서 ’ 서비스를 

한 추천목록을 제공하기로 하 다.

다음으로는 SMS 발송에 한 부분인데 기존의 도서발송 뿐 아니라 취소와 회원

승인 시에도 문자가 발송되도록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 문자 발송 시 간단

한 사유까지 함께 발송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SMS 특성상 분량 제한 때문에 반

이 어려웠다.

출 거 사유를 이용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역시 차후 홈페이지 개편 때 반 하도록 하 다.

  (3) 리자 편의부분

리자 편의를 해 도서신청목록에서 청구기호  출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하 다. SMS 발송부분에서도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별

로 하되 회원신청, 도서신청 시 모두 문자를 발송하기로 하 다. 한 회원승인 시 

최장 14개월 내에서 날짜를 지정해야 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인터

페이스를 조정하 다. 

리자에서는 통계가 매우 요하기 때문에 체 통계 뿐 아니라 도서 별, 권역

별 통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하 다. 한 회원신청의 경우에도 승인과 미승인 

모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출의 경우에도 세분화하여서 신청, 완료, 거  

등 항목별로 볼 수 있도록 조정하 다.

  (4) 종합목록 운 부분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종합목록의 경우 신청 상 도서목록에 신착도서를 반 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에는 이웃 출 심의 서비스 기 때문에 도서 에 

구입한지 3개월 미만의 신착도서는 서비스 상에서 제외했었다. 내 생애 첫 도서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 외 출 회원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서  기 을 따라 제공되도록 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착도서에 해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사서제한 도서에 해서는 

목록에서 ‘ 출불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목록이 보이지 않도록 목록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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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로 하 다.  

  (5) 문화 로그램 운 부분

  시범사업에서는 독서태교 로그램을 운 하 다. 임산부 상의 독서태교 로그

램을 운 하 고, 참석 상자에게 내 생애 첫 도서  서비스에 해 설명하고, 해

당자는 바로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 다. 본 서비스에 제안하는 바로는 임산부 로

그램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소개하고 한 아이를 데리고 도서 을 방문하도록 유도

하여 자녀에게 도서  카드를 만들어주고 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독서·문화 로

그램 개발 시행을 진행하도록 한다.

<그림 6> 내 생애 첫 도서  연계 독서태교 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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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용 독서 꾸러미 개발

1) 사랑하는 아이에게 도서관을 선물하세요.

“내 생애 첫 도서 ”은 도서  서비스에서 소외된 임산부와 유아가 집에서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이 서비스를 계기로 도서 에 해 좀 더 자세

히 알고, 올바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 다. 한 도서 을 이용

하지 않는 시민들도 이를 계기로 도서 에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서의 역할도 

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단지 신청자들을 상으로 책을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도서 의 기능과 필요성을 알고 제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안내 책

자를 함께 제작하여 배포하 다. 

<그림 7> 사랑하는 아이에게 도서 을 선물하세요

이 안내 책자의 제목이 바로 사랑하는 아이에게 도서 을 선물하세요이다. 기본

으로 이 사업에 한 내용과 이용 방법을 심으로 도서 의 기능과 역할, 도서

을 즐길 수 있는 법, 책읽어주기의 효과와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 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정은영

- 129 -

마지막에는 “경기도 공공도서  사서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책”이라는 이름으로 아

이에게 읽어주기 좋은 책 200권, 임산부에게 도움을 주는 책 100권, 보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책 목록 100권 등 모두 400권의 도서 목록을 첨부하 다. 이 목록은 실

제로 경기도내 공공도서  서서 선생님들을 상으로 도서  추천 의뢰를 받아 취

합하여 정리하 다. 

2) 우리 아기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기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처음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태어나고, 

다음에는 책을 하면서 무한한 책의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

이를 한 최고의 투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책은 그 어떤 학습 로그램보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가까운 공공도서 을 찾음으로서 아이에게 우리가 사는 세

상의 가장 큰 사랑을 하는 일임을 일깨워  것입니다.”

<이호백, 우리 아기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中>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 생애 첫 도서 ’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의의를 딱딱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달하면서도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에 이 부터 

경기도 도서 에 많은 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도 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

났을까, 세상에서 가장 힘쎈 수탉 등으로 잘 알려진 이호백 화백께서 받는 사람

도 선물처럼 받고,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림책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

다. 이에 홍보용 꾸러미를 만들면서 책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달

할 책을 선정하기 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 생애 첫 도서 ” 사업의 취지가 첫 

번째 도서 과의 인연을 만들어 주는 것인 만큼 달할 책도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아이가 처음으로 갖는 의미 있는 책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직  만들어 달하

기로 결정하 다. 이호백 선생님께서 기꺼이 취지에 동감하시고 일종의 재능기부 형

태로 과 그림을 그려주셨고, 사업비로는 그림책 제작에만 비용을 지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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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우리 아기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책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행동을 아이의 시각에서 보여주며 아

이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주고, 함께 책을 읽을 시 이 언제인지도 

알려주고 있다. 마지막에는 함께 도서 에 감으로서 아이가 책에 심을 갖는 시

이 바로 도서 에 가야하는 시 임을 말해주고 있다.

3)“내 생애 첫 도서관”꾸러미

앞서 소개한 우리 아기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도서 을 

선물하세요 두 권과 함께 홍보용 리 릿, 유니세  엄마 젖 먹이기 소책자, 개별 도

서  홍보물 등을 모아 “내 생애 첫 도서 ”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달하 다. 특히 

시범 서비스 기간에는 아이들 기 귀를 담아 활용 할 수 있는 쁜 가방을 함께 배

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다만 산상의 문제로 시범 사업 이후에는 캥거루 로고가 

새겨진 렴한 투명 라스틱 가방을 제작하여 선물하고 있다. 

“내 생애 첫 도서 ” 꾸러미를 달하는 시 은 따로 정하지 않고 도서 의 재량

에 따라 정하도록 하 는데, 이 사업을 획일 인 기 에 따라 진행하기 보다는 도서

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로그램과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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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가입 시, 서비스가 끝난 시 , 임산부 유아를 한 문

화 로그램 등을 통해 달하 다. 

<그림 9> 내 생애 첫 도서  꾸러미

5.“내 생애 첫 도서관”확대 시행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운 에 한 반 인 테스트, 홍보물 제작, 로그램 운

 방식 등에 한 기 인 비가 마무리 되고 2009년 9월부터 본격 인 시행을 

한 1차 서비스 확 가 진행되었다. 1차 확 에 참여한 도서 은 시범사업에 참여

한 도서 을 포함하여 모두 31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 60개 공공도서 에서 참

여하 다. 

“내 생애 첫 도서 ”은 동시에 여러 도서 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담당자의 정

확한 이해와 극 인 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해 시행에 앞서 운 자들

을 모아 간담회를 갖고 기본 인 운  방법과 리자 웹사이트 이용 방법을 교육하

다. 한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 과 처 방법 등 시행착오를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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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를 진행하고 시행하 다. 

이후 2010년 6월 2차 확 를 통해 22개 시․군 77개 도서 으로 확 하 으며, 올

해 4월 3차 확 신청을 받아 오는 6월이면 모두 25개 시·군 106개 공공도서 으로 

서비스가 확 될 정이다. 

서비스 상 기  확 와 함께 “내 생애 첫 도서 ” 캐릭터인 캥거루 이미지를 활

용하여 포스터, 등신  등을 제작하여 심을 유도하 고, 도서  련 축제 등을 

활용하여 오 라인 상의 행사를 통해 알려 나갔다. 특히 임산부나 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입소문이 퍼져 나가면서 지속 으로 서비스 

상이 확 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0> 내 생애 첫 도서 과 연계한 도서 의 다양한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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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추진 성과

1.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2011년 3월말 기 으로 “내 생애 첫 도서 ” 서비스는 2011년 4월 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22개 시·군 92개 에서 3,50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모두 이용권수는 

37,337권의 도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시행한지 아직 만 2년도 지나

지 않은 시 이어서 향후 지속 으로 이용률의 변화를 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올해 3월 자체 으로 시행한 이용 황 조사에 따르면 ‘내 생애 첫 도서 ’ 

서비스 만족도는 77 이었으며 그 비 을 보면 매우만족이 27%, 만족이 34%, 보통

이 35%, 불만족이 3%, 매우 불만족이 1%를 나타냈다. 경기도사이버도서 에서 제공

하는 여타의 서비스인 자책 77 , 이웃 출(상호 차) 75 , 장애인 택배 출 두루

두루 서비스 76  등에 비해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 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비교  

빠른 시간 내에 정상 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이용자의 직업군 가운데 주부의 비 이 20.7%로 회사원 30%에 비해 두 번째

로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주 이용자 타겟에 맞는 합한 서비스

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지 한 문제 으로는 원활한 택배서비스와 출횟수 등의 확 가 요

구되었는데, 이는 경기도사이버도서 의 내부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산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지속 으로 개별 

도서 , 택배사와의 력과 조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2. 언론보도

경기도사이버도서 의 ‘내 생애 첫 도서 ’ 서비스는 국내 최 로 용된 서비스

라는 에서 많은 언론의 심을 받았다. “아이낳기좋은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에

서 선정한 경기도 표 사업 3가지  하나로 선정되어 2009년 7월 21일 출범식에

서 홍보 상으로 제작 방 되었다. Gnews+, 수원방송 등 지역방송 뿐 아니라 KBS, 

MBC 등의 국 상 공 방송에서도 본 서비스에 한 소식이 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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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내 생애 첫 도서  언론 보도 사진

<그림 12> 내 생애 첫 도서  MBC 뉴스 보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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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 말

‘내 생애 첫 도서 ’서비스는 일시  도서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미래의 도서  

이용자인 유아를 상으로 독서  도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뿐 아니라 

미래 세 인 유아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한 경기도만의 북스타트 형

태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모유수유권장캠페인에 동참함으로서 어린이를 아

끼는 유니세 의 정신에도 동참하고 있다. 

정보 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자유로운 도서  이용  독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함께 리는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성인이나 어린이 

등 에 보이는 이용자 층 뿐 아니라 유아 시기부터 책과 가까워 질 수 있는 환경

을 사회가 나서서 만들어주고, 극  도서  이용자로 인식하여 정보 사를 제공한

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임산부와 유아의 독서활동을 지원함

으로써 도서 과 친근한 가정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조성시키

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책 읽기, 책 읽어주기는 해당 아동의 지 인 능력만 키우

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교감을 키워주고 정서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다

는 을 도서 에서 알려 으로써 책을 통한 자녀와의 소통을 도서 이 도와주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도서 의 역할이 정보의 축 과 제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의 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요한 가치를 제공해 다. 이는 ‘내 생애 첫 도서

’이라는 임산부 상의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 진 것에 머물지 않고 도서 의 향

력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서비스의 확 , 서비스의 증가에만 머무

는 것이 아니라 도서 의 역할과 기능에 해서 사고의 확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에서 가치가 있다.

본 서비스를 개별 도서 에 용하기 해서는 도서  홈페이지에 도서 신청, 제

공, 완료(반납) 서비스를 구축하고, 일정 시간에 서비스 신청내역을 체크하여 계약 

택배사나 순회 업무차량 등을 통해 출도서를 제공해 주면 된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나 게시  등을 통해 신청을 받

고, 수기로 처리해 주면 임산부나 장애인을 한 택배 출서비스를 제공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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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임산부의 독서태교 등의 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본 서비스가 있음

을 소개할 수 있고, 자녀가 12개월이 되서 서비스가 끝나는 시 에는 첫 도서  

출증 만들어주기, 가정에서의 독서교육 등의 다양한 로그램과 연계 시킬 수 있다.

‘내 생애 첫 도서 ’은 단순히 도서 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

른 기 과의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서비스이다. 각 동별 자치센타를 통해 본 서

비스를 홍보할 수 있고, 보건소나 병원 등과 력해서 모유수유방법, 방 종 안내 

등의 정보제공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도서 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면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 커뮤니 이션의 심에 설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무엇보다 도서 이 도서 답기를 희망한다. 사회의 독

서  도서 에 한 높아지는 인식을 따라가며 여러 계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

고, 그 요구를 매우 도서 답게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작으나

마 ‘내 생애 첫 도서  서비스’를 통한 도서 의 장서,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편안한 

공간과 나눔의 장을 제공해주는 지역사회의 심 공공도서 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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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인천 역시 앙도서 ( 장 최종설)은 1983

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개  28년을 맞이한 공

공도서 으로 시민과 이용자들을 한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인 라구축, 독서문화운동

개, 삶의 질 향상을 한 평생학습 로그램 운

과 고객각동을 한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식과 삶을 디자인하는 행복한 공간”이라

는 캐치 이즈 아래 이용자는 편안하고 즐

겁게, 정보는 다양하고 빠르게, 환경은 조용하고 깨끗하게, 서비스는 극 이고 친

하게라는 운 목표를 가지고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을 만들기 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10년에는 한국도서 회 주  ‘한국도서 상(단체상)’, 국도서 운

평가 ‘우수상(문화체육부장 상)’을 수상하고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운

 ‘우수기 ’에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앙도서 은 부모님 손을 잡고 오는 어린 아이부터 수험공부를 한 청소년, 취

직을 비하는 청년,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는 성인,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는 어

르신들과 함께 모두의 지식과 삶을 디자인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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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개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국제  인  교류가 확 되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사회 구

성원의 언어ㆍ문화  배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지식정보  문화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인천 앙도서 에서는 도서 을 매개로 다문화, 다언어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지역사회 내 문화격차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해 2010년 추경 산을 

확보하고, 문화체육 부의 다문화자료실 설치사업에 공모하여 다문화자료실을 개

설하고, 다문화가정  지역주민을 한 다문화 로그램을 개발․운 하는 등 도서

 다문화서비스를 특화사업으로 운 하게 되었다.

   

인천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상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토 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한 목 별 공간을 재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일반 가족, 장애인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  지역주민을 한 상별 맞춤형 

로그램을 개발하여 책으로 소통하는 다문화세상을 열어 가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 문화여행, 다문화 체험교실 등

은 도서 을 매개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타문화에 한 이해와 편견을 완화

해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 앙도서 은 지역주민의 요구조사, 다문화 유 기 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도서  다문화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정, 일반 가정, 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도서 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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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최근에 국제  인  교류가 확 되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사회 구

성원의 언어, 문화  배경이 다양화되고 있다.

  도서 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다양한 지식 정보원을 제공하는 곳으

로, 내국인뿐 만 아니라 정보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정의 이주민들을 한 도서 서비

스도 마련되어야 한다. 도서 법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라는 조항에도 나타났

듯이 도서 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한 시설과 자료, 로그램을 설치 운 해야 

하며, 신체 , 지역 , 경제 , 사회  여건에 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다문화 상자들에게도 도서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천 앙도서 에서는 인천의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

의 부모  자녀를 상으로 다문화 로그램을 운 하여 왔다. 도서  평생교육 로

그램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을 상으로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도서 나들이, 문화체

험 등을 운 하 으며, 참여하던 다문화가족들의 도서  이용이 차 증가하게 되면

서 도서 의 다국어 자료에 한 요구도 조 씩 생기기 시작하 다.

  인천은 국에서 다문화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부분의 공공도

서 에서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을 한 다국어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앙도서 에서는 다문화가족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정보뿐

만 아니라 자국의 도서를 통하여 자국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0년 추경 산을 확보하고, 문화체육 부의 다문화자료실 설치사업에 공모하여 

다문화자료실을 개설하고, 도서  다문화서비스를 확 하는 등 특화사업으로 운 하

게 되었다.

Ⅱ. 다문화자료실 조성

  인천 앙도서 이 치한 남동구는 남동공단 등 ․소규모의 사업체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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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 단지가 치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  다문화

가정이 많으며, 새터민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모와의 계에서 언

어자극의 부족과 안정된 정서  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어려서부터 부모나

라 언어와 한국어로 된 동화를 통하여 이  언어의 환경제공이 필요하다. 한 지역

주민에게도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통하여 타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존 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문화체육 부의 다문화자료실 설치사업 자료를 비하면서 논문  학

회지 등을 찾아보며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사  지식을 익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다문화자료실을 조성하려니 자료 구성  코  구성 등 모든 것이 막막하 다. 

  당시에는 공공도서 에 다문화자료실을 운 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므로 

과장님을 심으로 앙도서  열람 사과 직원들이 ‘다울림’이라는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김해 다문화도서 , 모두 다문화도서  등 작은 도서 과 평내도서 , 인

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공공도서 을 견학한 뒤 잘 되어 있는 , 운 하면서 필요

한  등을 문의하고, 의하면서 공공도서 에서의 다문화자료실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얻어 갔다. 

  한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의 요구를 먼  악하는 것이 요하다고 단되어 

우리도서 의 다문화 로그램 수강자, 인근의 다문화지원센터, 국제교류센터, 다문

화 심학교에 조를 구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 지역의 요구분석

  2010년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간 우리도서  다문화 로그램 수강자, 인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타 도서 , 평생학습  등 다문화 가족을 상으로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기 과 인천시교육청에서 지정한 다문화 심 등학교에 

조를 요청하여 설문이 가능한 기 과의 연락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서  

등 7개의 기 과 6개의 등학교를 상으로 방문  우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경우 한국어가 서툰 경우가 많으므로 다문화 로그램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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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을 받아 설문을 실시하 다.

  1) 다문화가정 부모와 아동의 도서  자료에 한 요구는 어떠한가?

  2) 다문화가정 부모와 아동의 도서  서비스에 한 요구는 어떠한가?

  3) 다문화가정 부모와 아동의 독서 로그램에 한 요구는 어떠한가?

  설문조사 결과 도서 에서 가장 필요한 자료로 다문화 가정 부모는 한 을 배울 

수 있는 지도서를 요구하 으며, 모국어로 된 도서,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도

서를 필요로 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은 부모님 나라 련 한국도서가 가장 많이 필

요하고, 다음으로 부모님 나라 언어로 된 동화, 한국문화나 역사 련 도서가 필요하

다고 답함으로써 부모님 나라에 한 많은 심을 보 다.

  한 도서 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한국어 로그램과 모국어로 된 도서  

자료서비스, 자녀지도 로그램  독서지도 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

국거주기간  자녀의 유무에 따라 원하는 로그램이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정 아동은 문화체험 로그램과 취미를 한 로그램이 도서 에

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며, 한국어 로그램, 자신감향상 로그램이 필

요하다고 답했다. 

  한 다문화가정 부모는 도서 의 독서 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능력 향상, 한국문

화나 역사 이해를 얻고자 한다는 응답이 과반 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은 부모님 나라에 한 것을 배우고 싶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학교공부에 도움

이 되는 것, 자신있게 발표하기 순으로 답함으로 부모님 나라에 한 많은 심을 

보 다.

  이러한 지역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은 다문화자료실의 장서구성  도서  다문화

서비스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다문화 자료실의 구성

1) 장서구성

  장서는 지역사회의 언어  다양성과 문화  특수성을 반 하여 국, 베트남,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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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핀, 일본 등 인천의 거주자가 많은 국가의 순으로 아동, 일반을 한 12개국 도서 

4,000여권을 구축하 다. 한 필리핀, 일본, 베트남, ․미권 정기간행물을 구독하

여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자료 근성을 확 하 다.

  한 설문조사 결과(<표 1>)를 반 하여 각 국가별로 한 을 배울 수 있는 지도

서, 다국어 도서, 한국문화 등 각 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동화  도서, 한국역사, 

다문화 반 도서를 확충하 다. 어린이들을 해서도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각 국의 언어로 된 래동화  창작동화, 명작동화, 다국어로 번역된 우리

나라 동화(이  언어) 등을 비치하 다.

<표 1> 다문화 가정이 도서 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구분 부모 아동

도서 에서 

필요한 자료

- 한 을 배울 수 있는 지도서

- 모국어로 된 도서 

-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도서

- 부모님 나라 련 한국도서

- 부모님 나라 언어로 된 동화

- 한국문화나 역사 련 도서

2)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목적별 공간 재구성

<표 2> 인천 앙도서  다문화 자료실 시설 황

    면  : 236.1㎡(71.5평)

    다문화 정보  웹정보 제공을 한 코  구성

코  좌석수 비고

다국어도서 일반열람석 30석

천사들의 책방
다국어도서 아동열람석 15석

책놀이터 35석 로그램 운

웹정보  멀티미디어 코 9석 인터넷  어학 학습

정기간행물 코 12석

다문화 시 , 도서 시 코

계 10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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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도서  다문화자료실은 기존의 참고․정기간행물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한 목 별로 공간을 재구성하 다.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 하여 다문화 일반  아동도서 용공간을 구성하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하여 편안하게 책을 읽어  수 있는 천사들의 책방을 

마련하 다. 이 천사들의 책방은 이용자들이 은 오 에는 다문화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작은도서 을 방문하면서 얻게 된 아

이디어 다.

  자료 연계 활용을 해 연속간행물 공간을 자료실 가운데 두어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 장애인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하 다. 

처음에 다문화자료실 구성 회의에서 다문화자료실을 별도로 설치해야하는 것 아니

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문화자료실은 다문화가족만을 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

민 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문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므로 다문화자료실과 

함께 연속간행물실도 연계하여 구성하 다.

  한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을 해 다문화 정보  웹정보, 어학 학

습을 한 코 를 마련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어린이들을 해서는 책 읽어주는 나무(북트리 코 )를 구성하여 본인이 보고 싶은 

책을 책 나무에 면 읽어주고, 다시 손가락 인형을 면 멈추게 되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한문화 가정의 어머니들도 좋아하신다.

  재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다문화자료실 입구에 시공간을 마련

하여 세계의 통악기  통인형을 시하 고, 도서 시 코 를 마련하여 다국

어 도서 이나 다문화반  원화 을 운 하고 있다.

  다문화자료실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도서들을 통하여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만나는 공간이 되고 

있으며, 시  요구에 부응한 목 별 공간 재구성으로 인하여 자료실 이용자도 증

가하고 있다.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11

- 146 -

<그림 1> 다문화자료실 코 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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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개발

1. 다문화서비스의 비전 및 추진방향 설정

  우리 도서 에서는 인천시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 수의 증가 분

석을 토 로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민들의 정체

성 확립  새로운 문화로의 응을 해 다문화자료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서비스

를 개발하여 특색사업으로 운 하게 되었다. 

[표 3] 인천 앙도서  다문화서비스의 비 과 추진방향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창조적 공동체형성

목표
❂문화격차 해소  다문화 이해 확산

❂이주민들의 정체성 확립  새로운 문화로의 

  응 

추진

략

❂문화  정보의 근성 향상

❂ 상별 맞춤형 독서교육 강화

❂지역사회 유 기  연계․ 력 체제 강화

도서 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  다문화이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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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정보 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주민  내국인의 상별 맞춤형 독서교육

을 실시하고 유 기 과의 연계를 통하여 도서 의 성격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통번역서비스, 유치원  등학교의 도서

체험교실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교육 등 유 기 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 다.

2. 다양한 다문화프로그램 개발

  다문화자료실 조성에 앞서 조사한 설문의 결과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은 부모님 

나라에 해 알고 싶다, 부모님 나라에 한 자료를 보고 싶다는 답으로 부모님 

나라에 해 많은 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성인들은 한국어 

로그램과 모국어로 된 도서  자료서비스, 자녀지도 로그램  독서지도 로그램

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상별 맞춤형 독서 로그램 개발  운 을 통해 다문화 가

정의 정체성 확립  독서습  형성, 도서 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 다.

  한 지역의 다수자인 내국인들에게도 도서 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를 공유함으

로써 다문화에 한 이해와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1) 신나는 도서관학교 - 다문화체험교실

    ① 운 개요

      ㅇ 상 : 내 유치원  등학교 4학년 1학 씩(다문화 심학교 포함)

      ㅇ 기간 : 4월 ～ 11월(방학기간 제외) 70회, 매주 화~목, 9:30～11:30

      ㅇ 운 내용 : 도서  이용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문화체험 활동

차시(회차) 체험국가 강 의 내  용 방법

4〜11월

총 70회

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페루

  도서 의 역할과 다문화 자료 활용법

    강사 : 도서  사서

 - 도서 은 이 게 이용해요! 

 - 도서  자료  다문화 자료 활용방법 

강의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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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이해교육 - 다문화 련 체험활동 

    강사 : 다문화 강사 

           (아시아 각국 출신 이주여성)

 - 다문화와 인권에 한 올바른 이해

 -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문화 비교   

  ․외국인 선생님 소개  나라말 배우기

  ․외국인 선생님 나라의 문화, 
    아시아 문화에 한 설명

 - 각국 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련 독

후활동

  ․ 통놀이 체험, 국가별 통의상 체험, 책갈피 

만들기 등

  다문화 시  람

 - 세계 민속악기  인형 , 세계의 그림책 

  련도서  
 ㆍ얘들아 안녕 : 세계 어린이들이 들려주는 가족이야

기 / 소피 퓌로, 피에르 베르부 /비룡소

 ㆍ세계의 인사법 / 오 신타 / 진선 

 ㆍ각 국 래동화

  다문화체험교실은 다문화 심학교를 비롯한 내 유치원  등학교의 학생들을 

상으로 학 별로 신청을 받아 도서  이용교육과 함께 다문화 이해, 체험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는 부모님 나라에 한 자 심, 내국인 학생에게는 문화  

다양성을 편견 없이 볼 수 있도록 학교  유치원별로 신청을 받아 국, 일본, 베트

남, 페루, 필리핀의 다문화 강사가 자국의 통의상을 입고 어린이들에게 다문화 이

해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 부의 다문화 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로그램으로 기존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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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교육인 신나는 도서 학교와 연계하여 다문화체험교실을 시작하 으며, 다문

화체험교실과 함께 운 함에 따라 참여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많이 증가하 다.

  다문화 체험교실은 각 나라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국기, 통의상을 소개하고, 각 

국의 통놀이, 래동화를 함께 읽으며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다문화자료실내의 다문화 시 에 시되어 있는 각국의 통인형  악기, 

각국의 도서를 보며 다른 나라의 문화에 심을 보이곤 한다.

  베트남 체험교실에 참가한 한 학생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베트남 문화를 배우면서 베트남도 멋진 나라인 것 같고, 앞으로 다른 나라를 존 해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한 평소 자신이 다문화가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꺼려했다는 한 등학생도 다문화체험교실에 참여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필

리핀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등 내국인 학생에게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 하는 기회가 되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는 부모 나라에 한 자 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다문화체험교실을 진행하는 다문화 강사 선생님은 도서  인근의 남동구 다문화

지원센터와 국제교류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이주여성분들로 본인들이 직  자국의 

소품을 비하고, 체험자료를 비하는 등 극 으로 참여함으로 결혼 이민자의 사

회참여 기회를 확 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놀이 ‘쿵주’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유치원) 페루의 전통악기 불어보기

[그림 2] 신나는 도서 학교 - 다문화체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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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전통의상 ‘유카타’ 입어보기 일본의 전통놀이 ‘후쿠와라이’
베트남 전래동화

‘떰과 깜’

[그림 3] 신나는 도서 학교 - 다문화체험교실

베트남 전통의상 입어보기 베트남어로 인사해요!
필리핀의 전통춤 춰보기

‘티니틀링’

[그림 4] 신나는 도서 학교 - 다문화체험교실

2) 세계의 다양한 문화여행

  방학을 맞이하여 다문화가족  지역주민을 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여행”

을 주제로 ‘세계의 민속악기 체험’과 ‘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 국편’을 운 하

다.

  두 가지 로그램 모두 수 하루 만에 마감되어 지역주민들의 타 문화에 한 

심과 흥미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여행은 방학마다 계속 으로 

테마별로 운 할 계획이다.

  (1) 세계의 민속악기 체험

    ㅇ 운 일시 : 2011. 1. 17(월)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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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상 : 다문화 가족  일반 가족 ․ 학생

    ㅇ 장    소 : 다문화자료실(천사들의 책방)

    ㅇ 내    용 : 세계의 민속악기 소개(아시아 민속악기, 유럽민속악기)

                 세계의 민속악기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통 이해하기

                 민속악기 연주  체험해보기

  ‘세계의 민속악기 체험’은 도서 에 시되어 있는 아시아 민속악기와 유럽 민속

악기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와 통을 이해 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등학생 

 학생을 상으로 베트남, 인도, 페루, 스 스, 오스트리아 등의 민속 악기를 소

개하고, 강사선생님의 악기 연주와 함께 학생들이 직  소리를 내 보고 연주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민속악기와 문화 세계의 민속악기 소개 민속악기 연주 및 체험

[그림 5] 세계 민속악기 체험

  (2) 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ㅇ 운 일시 : 2011. 1. 20(목) 10:00 ~ 12:00

    ㅇ     상 : 다문화 가족  일반 가족 유아․ 등학생 30명

    ㅇ 장    소 : 다문화자료실(천사들의 책방)

    ㅇ 내    용 : 국에 한 소개( 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국 동화 듣기, 

                 독후활동 - 태극기와 오성홍기를 국어 발음으로 배우고 태극기

와 오성홍기를 만들어 <홍기백기> 놀이하기, 국 동

극 공연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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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 국편’은 유아  등 학년을 상으로 진행하

다. 국 원어민선생님의 국에 한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을 배워보고, 국 

동화 ‘ 팔계가 수박을 먹다’를 함께 읽은 후, 우리나라 태극기와 국의 오성홍기로 

국어 지령을 받고 홍기백기 놀이를 하 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국의 문화를 알게 되고 간단한 국어도 배우게 되어 재미

있었다는 좋은 반응을 보 다. 

  한 한국의 주부들로 구성된 ‘ 국동화를 읽는 이모들 모임’ 동아리에서 한국동

화를 국어로 각색하여 극 동극을 공연하여 어린이들에게 더 큰 흥미를 제공하

다. 로그램이 운 되는 다문화자료실 시코 에는 국에 한 소개와 지난달 

국 련 개발구도서 과의 국제교류로 기증받은 국 도서도 함께 시하여 어린

이  지역주민의 이해를 도왔다. 다문화 가족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특히 국 어

머니는 “엄마 나라의 문화를 한국 친구들과 함께 체험하게 되어 아이에게 자 심을 

주었다”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 다.

태극기와 오성홍기 만들기
중국어 지령 듣고 

홍기-백기 놀이
중국 동극 공연

<그림 6> 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3)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서관

    ㅇ 운 일시 : 2008년 ～ 2011년 재 매주 토요일 10:00 〜 12:00

    ㅇ     상 : 5〜7세 유아  보호자(다문화 가족  한문화 가족)

    ㅇ 장    소 : 문화 리터

    ㅇ 내    용 : - 그림책과 함께하는 창의미술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11

- 154 -

                  - 동화책과 함께 떠나는 핑클

                  - 한국요리체험 ‘요리 쿡 조리 쿡’

                  - 한국문화 체험

  이 로그램은 2008년부터 운 되고 있는 로그램으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

는 그림책을 다문화 교육과 연계하여 그림책과 함께 하는 창의미술, 동화책과 함께 

떠나는 클 이 여행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그림책의 여러 가지 상황과 계 속에서 

무한한 호기심과 세계에 한 자신의 시야를 넓 갈 수 있고 엄마와 함께 그림책, 

만들기를 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책과 함께 하는 창의미술
한국요리체험

요리 쿡 조리 쿡!

동화책과 함께 떠나는 

점핑클레이

<그림 7>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서

4) 그림책-그림자극으로 만나다

    ○ 상 : ㆍ유아를 자녀로 둔 이주여성  일반 여성 20명

    ○ 시기 : 2011. 4월 ~ 7월(15회) 매주 요일 오  10시 ~ 12시

    ○ 장소 : 다문화자료실(천사들의 책방)

    ○ 내용 :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연령별, 상황별 그림책의 이해와 함께 인형제

작, 스토리텔링 등을 더하여 그림자극으로 재구성

  ‘그림책, 그림자극으로 만나다’ 는 ㆍ유아를 자녀로 둔 이주여성  일반 여성을 

상으로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연령별, 상황별, 주제별 그림책에 해 배우고, 그

림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인형제작, 스토리텔링, 조명, 음악 등을 더하여 그림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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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구성하는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성인 상으로 그림자극 공연까지 이

루어지려면 한   이상의 이주여성을 상으로 모집해야 해서 과연 인원이 제

로 모일까 많은 염려를 하 다. 그러나 남동구, 남구 다문화지원센터의 극 인 

홍보와 다문화자료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심으로 이주여성 12명, 내국인 

여성 8명이 모집되었다. 이주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통합 로그램이 잘 이루어질까 

염려도 했지만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일반가정의 부모가 함께 참여하므로 그림책을 

통한 소통, 자녀교육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수업이 끝난 후

에도 헤어질  모르고 선생님께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 야 하나, 본인의 발음이 

좋지 않아 첫째 아이한테는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등 이주

여성들의 자녀 독서교육에 한 갈증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지역주민들과 수강생 자녀들을 상으로 한국 래동화

인 ‘해와 달이 된 오 이’를 그림자극으로 만들어서 공연하 다. 서툰 솜씨이지만 열

심히 공연하는 모습에 객들은 박수를 보냈으며, 그림자극 공연 후에는 참여한 어

머니들의 국가별 언어인 한국어, 일어, 국어, 어로 작은별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

을 가져 어린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림자극 공연으로 자신감을 얻은 이주여성들은 수료 후에도 동아리를 구성하여 

그림책에 해 공부하고, 지역주민을 해 그림자극 공연을 만들어 사하겠다는 의

지가 가득하다. 

그림책은 어떻게 감상할까요?

우리 아이에게 그림책 읽어줘요 - 

중국회원

그림자극 만들기
그림자극 공연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림 8] 그림책-그림자극으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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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는말

   세계 도서  서비스의 철학  지침이 되어 온 랑가나단의 ｢도서  5법칙｣  

“Books are for all”은 도서 은 인종, 언어, 국  등에 계없이 구나 도서  자료

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도서 은 이주민들을 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장서와 서비스를 개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천 앙도서 은 2008년부터 다문화 로그램을 시작하여 2010년 다문화자료실

을 조성함으로 여러 가지 상별 맞춤형 로그램을 개발하며 다문화서비스의 활성

화를 해 노력하 다.

  무엇보다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요구조사와 다문화 유 기 과의 

네트워크가 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한해 다.

  도서 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육기 이며, 문화기 으로 내국인 뿐만 아

니라 이주민에게도 가장 근이 편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공간이 되

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소수 주민인 이주민의 황과 도서 에 한 요구를 악하여, 다

문화 가정을 한 로그램과 함께 공공도서 의 내국인도 함께 하는 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 앙도서 은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상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토 로 지식정

보 취약계층을 한 목 별 공간을 재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일반 가족, 장애인도 함

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  지역주민을 한 

상별 맞춤형 로그램을 개발하여 책으로 소통하는 다문화세상을 열어 가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체험교실, 세계 문화여행 등

은 도서 을 매개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에게 서로의 문화에 한 이해와 편견을 

완화해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 앙도서 은 지역주민의 요구조사, 다문화 유 기 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도서  다문화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정, 일반 가정, 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도서 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 관 명 KAIST 학술정보개발팀

제 출 자 이  혜  영

이용자의 필요를 채우다 :

도서관 온라인검색 개선사례(자료패싯, PC환경지원 등)

국립중앙도서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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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소개

KAIST 도서 은 1971년 한국과학원(KAIS) 도서

실로 출발하여, 재 교육과 연구를 통해 과학의 발

과 기술의 신을 선도하고 국가사회에 이바지하

며, 독창력과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

을 가진 지도  과학기술 재를 양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KAIST는 서울캠퍼스와 문지캠퍼스의 2개 분

을 포함하여 총 3개의 도서 으로 구성되어 있다. KAIST 도서 은 자도서  구

축  운 , 자료수집, 정보 리 · 유통, 정보서비스 등의 우수 정보자원을 교수, 학

생,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AIST도서 은 IT기술의 발 과 더불

어 1986년 목록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1988년 OPAC 개발, 1998년 Maestro 도서

시스템의  모듈을 개발하 으며, 2001년 NDSL, 2003년 웹 - 기반 학술정보시스템, 

2007년 KOASAS 개발하 다. 

특히, 2009년 u도서 을 시범 구축하 으며 로벌 지식정보 허 구축을 한 도

서  정보화 기획, 자도서  구축,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해 노력하고 있다. 특

히, IT 기술변화에 따른 시 ,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도서  산화  온라인시

스템 개발을 담하는 KAIST 학술정보개발 의 연 은 다음과 같다. 

1986 도서 업무 자동화시스템 자체개발 

1987 출/반납 리시스템 개발 완료

1987 BARCODE시스템 도입

1988 문헌정보 검색시스템(OPAC) 개발 완료

1995 한국형표 도서 리시스템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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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온라인학술잡지목차정보서비스시스템(JUDB) 개발  운용

1998 한국형표 도서 리시스템 개발 완료(C/S버 )

2001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개발  운용( 자  심)

2003 Web기반 통합도서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  운용

2005 NDSL On KAIST 연계서비스 개발 착수(Open API 기술 용)

2007 KAIST 기록   u-Library ISP 수립

2008 KOASAS 개발  운용(OAI-PMH 기술 용)

2009 KAIST u도서  개발  운용

2009 개인화 자도서 (iLibrary) 개발

2010 e-Resource 심의 도서 시스템 리자시스템 개발  운용 

2010 도서  홈페이지 검색기능 개선  모바일용 iLibrary 오

* 1990년  말 KAIST 학술정보 원문DB 구축 시작 

* 재 구축율 100% 유지

주목할 만한 것은 NDSL 서비스로써, 재 KISTI로 이 하여 운 되고 있으나, 

2005년까지 KAIST 학술정보개발 에서 NDSL 서비스를 기획 · 개발 · 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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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개요

목록업무자동화 작업을 거쳐 1988년부터 OPAC 검색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KAIST 도서 은 IT기술의 변화에 따라 신기술을 하게 교육 연구 환경에 도

입 · 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 실시한 KAIST 도서 의 이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료 확충, 시설  장비 확충에 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서

 온라인 정보시스템 개선이 시 하다는 지 이 많았다. 정보시스템 가운데에서도 

검색기능의 개선이 특히 시 하다고 나타났다. 더불어 외국인 교수  학생의 증가, 

과학기술 문가들로써 컴퓨  환경의 다양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다양한 OS, 라

우  환경을 소지하는 특징이  두드러져가고 있는 실정과 함께 스마트폰의 보

이 확산되면서 모바일환경의 서비스 요구가 증 하고 있다.

KAIST 도서 은 2011년 2월 17일, 새로운 검색서비스를 오 하 다. 이번 서비스

는 설문조사에 따른 이용자의 필요에 따른 학술정보 검색기능개선을 주목 으로 설

계, 구축되었다. 자료검색의 효율성 제고를 하여 검색엔진 교체, 검색매체(모바일, 

PC사양 등) 지원, 검색기능(패싯 등) 개선에 을 두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KAIST 도서  홈페이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검색기술 도입을 통한 학술정보 검색기능 개선 : 검색엔진 교체, 검색

자료 패싯 라우징 등

개인용 컴퓨터의 다양한 OS, 인터넷 라우  지원 : Internet Explorer, FireFox, 

Google Chrome, Safari, Opera, 모바일 웹 라우

다양한 장비(휴 장비 포함)를 통한 OPAC 근 : PC, 서가 벽걸이용 타블릿, 스

마트폰

포털사이트와 같은 자료검색 부가서비스 제공 : 인기검색어, 추천검색어, 자동

오타교정, 검색어 자동완성 등

기타 부가기능 : 쪽지 알림서비스, 학술정보 메타데이터 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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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에 앞서

도서 은 목록업무의 자동화를 통하여 속한 발 을 이룰 수 있었다. 목록업무의 

자동화와 MARC의 등장은 도서  한 곁에 치했던 카드목록을 없앴고, 오늘날 우

리는 도서검색을 해 온라인 도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규섭(1986)에 따르면 

기계가독형목록(MARC)이 도서 에 미친 요한 향으로 자동화시 에도 목록이 

도서 의 핵심  존재가 되게 하 으며 서지 핵시스템을 확립하고 공동이용 모델

을 정립하고 목록 검색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게 했다. 자료검색은 온라인 도서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 으로 웹2.0기술을 도입한 소셜네

트워크 환경의 온라인서비스가 재까지 이용되고 있다. 표 으로는 RSS, 도서 댓

(추천), 태그 클라우드, 트 터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스마트폰, 타블릿 PC의 보

이 확 되면서 모바일환경을 지원하는 자료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 다. 시

의 흐름에 따라 KAIST 도서 에서도 목록업무자동화 작업을 거쳐 1988년 OPAC 검

색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의 변화에 따라 교육 연구 환경

에 하게 신기술을 도입 · 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 실시한 KAIST 도서  이용자설문조사에 따르면, KAIST 도서

의 문제 으로 도서  온라인 정보시스템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검색기능 개선이 

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외국인 교수  학생의 증가, 과학기술 문가들로

써 컴퓨  환경의 다양화 필요성 등의 이유로 다양한 OS, 라우  환경을 소지하

는 특징이  두드러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스마트폰의 보 이 확산되면서 

모바일환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연구논문을 통해서도 이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Hildreth(1985)는 지 까지 OPAC은 자료를 찾는 도구, 검색 

근  기능의 고도화를 해 발 해 왔으나, 앞으로는 “E3OPAC” 즉 인터페이스 

개선(Enhanced catalog), 기능 확충(Expanded catalog), 검색 상 목록 확장(Extended 

catalog)을 제안하고 있다. 구 억(2007)은 차세  OPAC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한 

연구를 통하여 검색창에서의 검색어 자동완성  철자 오류 자동수정 기능의 추가, 

홈페이지의 어떤 치에서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고정 검색창의 제공과 함께 검

색기능 측면에서는 패싯 방식의 라우징을 제안하고 있다. 패싯은 콜론분류와 같이 

분석합성형 분류체계로써 개념을 일정한 특성에 따라 구성요소로 분석한 것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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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의 주제를 이루를 몇몇의 이나 특성 는 측면을 말한다. 패싯은 상호 배타

이고 집합 으로 완 한 분류, 주제, 속성 는 특징을 갖는다. 

KAIST 도서 은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검색기능 개선을 통해 

신속, 정확한 자료 검색의 실 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  컴퓨  환경에

서의 자료 근성을 확 하여 2011년 2월 17일부터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http://library.kaist.ac.kr)

Ⅱ. KAIST 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결과

KAIST도서 에서는 2007년도, 2010년도 2차례에 걸려 도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KAIST 소속 원을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

내용은 도서  사용행태에 한 질문(8), 도서  서비스 인지도에 한 질문(5), 도서

 서비스 만족도에 한 질문(14), 도서  개선방안에 한 질문(2)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2차 설문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개요

2007년 2010년 (증감)

응답자

수

■ 818명 ■ 6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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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10년 (증감)

체만족도 ★★★☆☆ (66.4 ) ★★★★☆ (70.1 )    +0.7

온라인 

정보원 

획득방법

① 포털사이트(26일/월)
② 도서 홈페이지(8.7일)

① 포털사이트(25일/월)    
② 도서 홈페이지(9일) 

-1.0일/월
+0.3일/월

학술 자

자료 

획득방법

① 도서 홈페이지 (46%)
② 포털사이트 (32%)

① 도서 홈페이지(33%)
② 포털사이트(53%)

-12%
+11%

도서  

소장자료

이용

8.2일/월 7.8일/월 -0.4일/월

 이용자서비스 인지도 및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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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홈페이지

문 항
2007년 

설문조사

2010년 

설문조사
(증감)

22. 도서  홈페이지는 나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7.9 70.0
(내국인:69.7)

+2.1
(+0.8)

23. 도서  홈페이지는 나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67.0 67.8
(내국인:67.7)

+0.8
(+0.7)

24. 도서  홈페이지는 항상 안정 으로 

운 된다. 74.7 75.5
(내국인:75.3)

+0.8
(+0.6)

 분야별 서비스 만족도

구 ,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는 도서 의 온라인학술정보서비스의 체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회자될 정도로 강력한 검색기능과 폭넓은 자료제공

이 큰 장 이다. 이용자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원 는 학술자료 획득

측면에서 포털사이트 이용률이 도서  홈페이지 이용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007년과 2010년도를 비교할 때, 도서  홈페이지의 이용일수가 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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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0.3일), 도서  오 라인 소장자료의 이용횟수가 조  감소하고(0.4일) 있는 것

으로 보아 이용자의 이용행태가 오 라인에서 온라인 콘텐츠 역으로 옮겨가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야별 서비스만족도는 4개 분야인 소장자료, 도서 시설, 도서 홈페이지, 직원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07년, 2010년 모두 도서 홈페이지에서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개선사항에 한 설문 질문에 하여 도서  홈페

이지의 시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첫 번째 자료 확충, 두 번째 시설  장비 

확충에 이어 3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도서  개선사항에 한 주 식 질문응답으로써, 도서 홈페이지(OPAC)에 

한 내용으로, 검색기능의 개선이 시 함을 알 수 있다.

￭ 검색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료 검색 결과를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었으면 한다.

￭ 홈페이지에서 (지 처럼 검색하는 것이 아닌) 분야/항목 별로 보유 인 장서 

목록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찾으려고 하면 검색 의도에 맞지 않는 자료가 지나치게 

많이 검색됩니다. 

￭ 한 도서  홈페이지 이용방법도 국내외 학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불편합

니다. 검색방법의 개선이 시 하다고 니다.

￭ 도서  홈페이지 검색기능은 부끄러울 정도로 허술합니다.

￭ 도서 검색을 하면 불필요한 자료 이름들이 무 많이 나옵니다. 

￭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가 있음에도 긴 리스트 상에 간이나 끝에 나오는 경우

가 많습니다. 

￭ 도서나 자료 검색 기능에 재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 소장도서 검색기능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원하는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 번 키워드를 바꾸어 검색 하는 일이 

많습니다.

￭ 도서 의 검색은 조  복잡합니다. 학술DB검색, 소장자료검색, 무슨검색, 무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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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로 도서 목록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도서 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자료들이나 구비도서 등에 한 목록을 분야별/

자별로 웹기반으로 정리해서 일종의 informatics를 운 했으면 좋겠다.

￭ 홈페이지에서는 도서검색서비스가 무 낙후된 느낌. 단어로 찾으면 안 나오고 

체 책제목을 그것도 띄어쓰기에 따라 검색될 때도 아닐 때가 있음.

￭ 도서  홈페이지 검색 서비스가 불편합니다. 느릴 뿐만 아니라 검색도 제 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시 자료를 잘 찾지 못합니다).

￭ 검색 기능이 무 제한 인 것 같고 태그 활용도 백 로 일 성 있게 되는 편

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제발 도서 검색 시 특수문자도 검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C#을 못 찾습니

까?

￭ 책을 찾는 시스템도 매우 불편합니다.

￭ 서치 엔진은 구 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듯.

￭ 분야별로 도서 목록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Ⅲ. 서비스 특징

2011년 2월 17일 서비스 오 한 KAIST 도서 홈페이지는 학술정보 검색기능개선

을 목 으로 일부 기능을 교체 설계하 다. 자료검색의 효율성을 하여 검색엔진을 

교체하고 검색매체(모바일, PC사양 등 지원), 검색기능(패싯 등)을 개선하는 것에 

을 두었다.  

새롭게 개편된 KAIST 도서  홈페이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검색기술 도입을 통한 학술정보 검색기능 개선 : 검색자료 패싯 등

￭ 개인용 컴퓨터의 다양한 OS, 인터넷 라우  지원 : Internet Explorer, FireFox, 

Google Chrome, Safari, Opera, 모바일 웹 라우

￭ 다양한 장비(휴 장비 포함)를 통한 OPAC 근 : PC, 서가 벽걸이용 타블릿, 스

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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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와 같은 자료검색 부가서비스 제공 : 인기검색어, 추천검색어, 자동

오타교정, 검색어 자동완성 등

<그림 1> 기존 도서  홈페이지 –개편 -

<그림 2> 도서  홈페이지 -개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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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교체되기 의 도서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Site map으로, 보라색 사

각형으로 표기된 부분이 이번 사업을 통하여 개편된 역이다. 기본 인 홈페이지 

구조와 인터페이스, 부가서비스 기능 등은 유지하고,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기능과 

검색인터페이스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KAIST 도서 은 이용자들이 구 ,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익숙하다는 을 

고려하여 도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개편하 는데, 과학기술 학으로서 KAIST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약간은 포털사이트와 같은 분 기를 조성하여 자료검색  도

서  온라인서비스를 보다 편안하게 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포털사이트의 검

색연산자, 인기검색어, 추천검색어, 한  오타교정, 검색어자동완성과 같은 포털사이

트에서 일반 으로 제공하는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1. 필요한 자료를 내 손 안에… : 검색자료 패싯

신속, 정확한 정보검색을 하여 내·외부평가를 거쳐 검색엔진을 선정, 교체하

다. 검색엔진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검색처리속도, 문서자동분류, 불

리언검색, 검색의 정확도  재 율, 한국어 형태소 분석  사  품질, 실시간 색인 

추출  속도, 로그 리  분석기능 등을 심으로 평가하 다.

검색기능 개선은 검색엔진교체 뿐 아니라 검색결과 목록에 한 패싯 라우징 

 해당 코드 건수를 제공하므로 KAIST 학술정보를 패싯 분류하여 정보계량화를 

꾀하 다. 

패싯 분류항목은 ‘출 년도’, ‘자료유형’, ‘ 자원문’, ‘언어’, ‘신착도서’, ‘시리즈도

서’, ‘소장기 ’, ‘소장 치’, ‘A-to-Z’, ‘주제분류’ 등으로 나 었다. 자료유형에 따른 

특징에 따라 패싯 분류가 조 씩 상이하게 용되었는데, 를 들면 학 논문 검색

의 경우 ‘지도교수’, ‘학과’, ‘학 구분’이 용되었다.

패싯 기능은 다양한 모든 자료검색(9개 화면)에 용되었다. ‘소장자료 검색’, ‘연

속간행물 라우징’, ‘학 논문검색’, ‘시리즈도서 라우징’, ‘지정도서 라우징’, ‘신

착도서 라우징’, ‘통합검색’, ‘ 자  라우징’, ‘ 자도서 라우징’에 자료형태

에 따른 특성에 따라 용되었다.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11

- 170 -

<그림 3> 검색자료 패싯분류

Ⅴ. 국내외 과학기술전문가 접근성 확대 : 호환성

1. 다양한 컴퓨터 환경 지원

로벌화에 따라 KAIST 소속이용자의 외국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어홈페이

지의 필요뿐 아니라, 다양한 컴퓨터 환경에서도 OPAC 근  사용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주로 이공계열의 학문을 연구, 학습하는 이유로 개인 연구 환

경에서 다양한 컴퓨터 환경의 지원은 당연히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Window 이

외의 MAC과 같은 OS 환경에서의 OPAC 근권과 다양한 인터넷 라우 , 특히 

Internet Explorer, FireFox, Google Chrome, Safari, Opera에서의 OPAC 근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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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어떤 연구·학습 환경에서도 OPAC을 통하여 학술정보에 신

속히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 다양한 인터넷 라우  지원

2. 다양한 단말기 지원 : 스마트폰, PDA, 서가 벽걸이 PC 등

2011년 3월, 우리나라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 1천만 명 시 가 되었다. 국민 5

명  1명이 스마트폰 사용자이다. 길거리, 공원, 직장, 학교 언제 어디에서든지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PC가 가지고 있던 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 고, 스마트폰은 개인의 일종의 아이덴티티가 되었다. 

개인 컴퓨터 환경이 모바일 환경이다. KAIST도서 은 학술정보가 필요한 그때, 

시에 이용자들에게 곧바로 다가갈 수 있도록 모바일환경을 지원한다. 스마트폰과 같

은 모바일 단말기의 웹 라우 에서도 OPAC를 근하여 일반 PC 환경과 동일한 서

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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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바일 환경 지원

도서  서가공간에도 벽걸이형 PC, 키오스크형 PC를 설치하여 도서  시설  자

료를 이용하는 가운데 손쉽게 도서정보를 검색,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들 장비는 LCD 게시 (도서  공지사항  KAIST 뉴스제공), 서가 Sign 는 도

서실 안내 Sign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서가맵(map) 화면을 제공하여 원하는 도

서의 서가 치를 표기하고 이용자의 최단 근경로를 화면상에 표기해 주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들 벽결이형/키오스크형 PC에는 RFID 리더기가 부착되어 있어

서 RFID 태그가 부착된 도서와 비 통신이 가능하다. 이들 단말기는 시범사업으

로 구축된 것으로 KAIST 도서  내 일부 서가에 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6> 서가용 벽걸형/키오스크형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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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 부가서비스 확대

1. 쪽지 알림서비스 및 도서정보 활용도구 제공

<그림 7> 도서 홈페이지 쪽지 알림서비스

이용자의 도서  이용 황을 알려주는 쪽지기능을 추가하 다. 도서  홈페이지를 

로그인하면 이용자의 도서  방문을 구하는 내용의 3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3일 

이내 반납해야할 도서권수, 미납연체료, 재 출 가능한 약도서 권수가 바로 그

것이다. 지 까지 e메일 통보문이나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인 도서반납

정일 통보, 출도서 연체통보, 약도서 도착통보 등의 공지사항을 제공하는 형태

를 취하여 왔으나, 번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의 도서  방문 사유를 종합 으로 명

확하게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의 도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서

비스는 도서 출건, 도서검색  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 

도서  홈페이지 근 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출도서의 연체, 연체료 지

지연, 약도서의 기일 지연에 따른 문제 을 조 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하는 시

도이다. 

최근 EndNote, Scholar's Aid와 같은 논문작성도구의 보 이 학, 연구소를 심으

로 리 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서  소장자료의 논문작성도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Text, Excel, Endenote, RefWorks 4가지 유형의 데이터 반출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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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 다. 곧 Scholar's Aid용 도서정보반출기능이 추가될 정이다.

<그림 8> 도서정보 반출기능

2. 검색기능 부가서비스

이용자의 원활한 검색을 돕기 하여 일반 인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부

가기능을 제공하 다. 

1) 인기검색어 : 이용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간 / 월간 인기 검색어 

2) 연 검색어 제공

3) 검색어 자동 완성 

4) 검색어 오타 자동교정(한 / 어)

5) 음역변환 검색(한 ↔ 어)



KAIST 학술정보개발팀 이혜영

- 175 -

<그림 9> 검색부가기능

<그림 10> 연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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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마무리하며…

수많은 도서  서비스가 있으나, 가장 기본 인 서비스는 시 소에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도서  소장자료의 자도서, 자 의 비 이 높아지면서 

이용자들의 원활한 정보검색이 필요시 되고 있다. OPAC은 이용자에 의한, 이용자의 

학술정보 공간으로 제3자의 도움 없이 이용자의 극 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따

라서 보다 신속, 정확한 그리고 편리한 정보검색기능 제공이 필요하다 하겠다. 

KAIST 도서 은 도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이를 반 하여 이용자의 필요에 심을 기울 다.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

듯이 포털사이트의 정보검색과 인터페이스에 익숙한 이용자의 행태를 반 하여 도

서  OPAC의 정보검색기능에서 패싯 라우징, 검색어 자동완성 등을 제공하여 수

많은 학술정보의 자료검색을 도울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로 보다 가깝게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른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의 다양화, PC 환경의 

다양화 상에 따라 어떠한 연구, 학습, 이동환경에서도 도서  소장자료에 근 할 

수 있도록 OPAC을 수정 보완하 다. 도서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정보 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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