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목  차

현장사례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마을아카이브구축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확장과 관계 생태계 만들기 ►1

- 평택시립장당도서관 <우리동네 오성,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사례

이 수 경  평택시립장당도서관

우 수 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영종도서관「청소년 문화플랫폼」운영 사례 ►35

- 영종도서관 영역별 청소년 서비스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이 한 별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공도서관 조성 사례 ►71

- 월곡꿈그림도서관 ‘2016-17 동행(同幸), 함께 열다’를 중심으로

윤정환․김다현․임세례  성북문화재단 월곡꿈그림도서관

장 려 상｜국립중앙도서관장상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확산 및 ►103

활성화 서비스 운영 사례

- 노인, 군부대,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김 미 진  인천광역시 서창도서관

제11회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공모

2017 현장발전 우수사례 및 논문 수상집



사서와 도서관, 일상적 기록에 가치를 불어넣다 ►135

-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정보검색서비스를 중심으로

박현경․최기욱․여민혜  파주시 물푸레도서관

공공도서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례 ►167

-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강지순․이연호․이지은  강서구립 강서영어도서관

대학도서관 4.0 ►193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서비스

이 혜 영  KAIST 도서관

논  문  

장 려 상｜국립중앙도서관장상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 사례 분석 ►215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박 광 진  대림대학교



현장사례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이수경

평택시립장당도서관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확장과 관계 생태계 만들기

- 평택시립장당도서관 우리동네 오성,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사례



차   례

Ⅰ. 프로그램 기획

1. 기억을 기록하다 

2. 기획 과정 

3. 협력 & 홍보

Ⅱ. 도서관, 구술 사업에 도전하다

1. 청소년, 3년의 성장기 

   가. 왜 

   나. 프로그램 변천사

   다. 아이들, 변화하다

2. 어르신들, 3년의 기억 

  가. 왜

  나. 도서관, 그림책으로 어르신들을 만나다

3. 사서, 3년의 성장기: 사서의 삶과 도서관 서비스가 만나다 

Ⅲ. 마을 아카이브

1. 기억의 기록, 무엇이 남았나

2. 무엇을 할 것인가

Ⅳ. 도서관 서비스, 아카이브를 품다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확장과 관계 생태계 만들기｜현장사례

3

요 약 문

평택시립장당도서관(장당운영팀, 오성도서관 포함)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오성면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 청소년이 어르신을 

인터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우리동네오성,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이하 마을인

물백과사전 만들기)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763명(청소년, 어르신 포함 누적인

원) 참여, 75회 운영하였으며 2017년 8월 현재 중고등학생 서른세 명과 어르신 열 분

을 대상으로 생애사 구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당도서관은 도농복합도시 평택의 

농촌지역 오성면에 위치한 오성도서관 운영을 2015년 1월1일부터 맡았다. 적은 인구

(2015년12월/7,171명)와 넓은 면적, 상대적으로 70대 이상 노령층이 많은 지역적 특

성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구술 사업’을 선택하였다. 2015년 3월부터 학교, 공공기관, 마을이장, 주민자치위원회,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는 발로 뛰는 마케팅으로 도서관과 구술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이끌었다. 어르신들의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 오성면 역사, 마을 답사, 

인터뷰 이론과 실제, 질문지 만들기 등의 청소년 대상 교육내용을 마련하였다. 청소

년과 어르신들의 다리 역할, 차편 제공, 인터뷰 도우미로 청장년층 ‘마을 활동가’들이 

모였다. 첫해 어르신과 청소년의 1차 인터뷰와 만남의 기념으로 ｢오성 어르신 트로트 

한마당｣ 공연을 열어 어르신들이 ‘도서관’에 와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1,2차 인

터뷰, 녹취한 인터뷰 내용을 풀이하여 기록하여 3차 인터뷰를 통해 어르신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라는 오성면 어르신 생애 구술사 

도서를 발간하였다. 지금까지 500여권의 도서를 발간하여 1920~30년대부터 현재까

지 오성의 역사와 한 분 한 분 삶의 다양한 기억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어르신

들의 옛 사진 스캔본, 강의안 및 교재, 프로그램 사진, 녹취 원본과 편집본, 중고등학

생들이 찍은 오성면 마을 사진 등 오성의 현재 모습과 옛 모습을 기록하는 다양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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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카이브 자료들을 해마다 축적하고 있다.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는 마을 아

카이브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령층,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의 삶의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현재 누

리는 것들이 누군가 열심히 가꾸고 일군 것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청소

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졌다. 어르신들은 당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록하는 기회를 가진 것에 고마움을 표하며 자존감을 회

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이 운영하는 마을 아카이브 사업은 지역 청소년, 노령층, 중장년층들이 도서관

을 거점으로 서로의 삶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존감, 소속감,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관은 마을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사서를 중심으로 세대간 공감 프

로그램 운영과 지역사 콘텐츠 생산지로 지역사료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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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로그램 기획  

2013년 9월 27일 문을 연 오성도서관은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평택시립장

당도서관(장당운영팀)이 운영을 맡게 되었다. 2014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도서관 운영에서 해결할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 오성도서관이 위치한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은 2015년 12월말 당시 인구 7,171명으로 같은 해 평택시 인구 460,532명의 

1.5퍼센트인 농촌지역이다. 인구 중 70대 이상의 노령층이 16퍼센트인 오성면은 면

적이 32,503,739.4㎡로 평택시 면적(458,075,963.1㎡)의 7퍼센트이다. 도농복합도

시 평택은 쌀농사 중심지로 드넓은 평택평야를 갖고 있었다. 그 중 대추리가 미군기

지 이전 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오성면은 평택의 몇 안 되는 농촌 마을로 남게 되었다. 

각종 개발 사업이 한창인 평택에서 오성면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갈 것인가는 지역

의 숙제이다. 

오성면처럼 드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도서관 서비

스를 펼쳐야하는지, 봉사대상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을 때 운영의 중심은 무엇인지 고

민한 끝에 어르신 대상 구술 사업을 기획하고 삼년 째 운영하고 있다. 첫 해부터 올

해까지 백 이십 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마흔 한 분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하였다. 올해

까지 100여회에 걸쳐 다양한 구술 및 마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

은 매년 십오륙회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시험기간, 방학 등을 고려하면 4월부터 

12월 출판기념회까지 8개월의 시간을 함께 하는 셈이다. 삼년동안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1～3 세 권의 도서발간, 녹취 오디오파일, 어르신들의 옛사진, 프로그램 

사진, 교재, 강의안 등을 CD-ROM으로 저장하여 자료를 보존 중이다. 장당도서관은 

구술 사업으로 마을의 역사, 기억 등을 기록한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존하여 지역사료

관으로써 역할하고 있다. 이 글은 마을 도서관이 아카이브 사업을 펼친 고민의 과정이

자 앞으로 펼쳐갈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을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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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간 자료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1권, 2권 표지  

1. 기억을 기록하다 

평택의 계절은 들판에서 온다. 오성뜰(오성들녘의 별칭)의 모내기에서 봄을 느끼고 

드넓은 초록 여름과 황금 들녘에서 가을을 본다. 수확을 끝낸 논에서 비움의 겨울을 

본다. 오성도서관 운영을 준비하던 2014년 가을, 오성뜰의 황금들녘을 보며 생각했

다. 개발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평택의 농촌마을인 오성면 어르신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 빛깔을 가꾼 분들은 어떤 이야기,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실까? 그 궁금함에

서 어르신들 대상의 구술 사업을 계획하였다. 만만치 않은 작업인 생애사 구술 사업

을 고민하던 때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사학자 백승종은 사업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 ‘청소년’과 함께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역사교사이자 지역사학자 김해규는 오

성면 역사를 들려주었다. 바닷물 유입과 잦은 홍수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

이는 못산다’던 오성면이 어떻게 지금의 들녘이 되었는지 듣자, 사업추진의 길이 보였

다. 느티나무도서관장 박영숙은 자료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을 이야기1)속 이영남

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 아카이브｣에는 구술사업과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1) 느티나무도서관재단, 마을이야기, 용인, 66~86p.,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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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키는 이정표가 있었다. 듣기능력, 커뮤니티, 자기역사와 담론을 펼치는 능력, 경

영학과 미시인류학적 도서관 운영을 생각하면서 도서관 이용자수보다 한 사람 한 사

람 주민들과의 관계의 깊이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2. 기획 과정

도서관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르신들은 도서관은 학생들이나 가는 곳이

라 여긴다.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삶과 도서관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 겨울, 오성면과 안중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학자 김해규와 논의하였다. 도서관

은 내부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담당사서는 프로그램 진행을, 팀장은 외부 홍보, 협

력 기관 및 어르신 섭외 등을 맡기로 하였다. 첫해 강사와 사서들이 수시로 모여 프

로그램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역사학자의 경우 마을 기록 사업의 경험이 

풍부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도서관에서 펼치는 구술 사업의 특성

을 프로그램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하였다. 도서관은 어르신 구술 사업을 2014

년 10월경 비예산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201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 동네 오성, 마을인물백과

사전 만들기(이하 인물백과사전 만들기)로 사업명을 정한 후 삼년 동안 프로그램은 계

속 변화 중이다. 중학생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

여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을 바꾸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구술 사업이라는 핵심 내용에

는 변화가 없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고 마을에 편안히 다가가기, 어르신들과의 친

밀감 확보 등을 주제로 순서와 회수 등을 바꾸고 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대한 이

야기는 2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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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 & 홍보

‘도서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농

촌 마을 어르신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마을 이장과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

였다. 오성면사무소의 협력을 얻어 오성면이장협의회, 오성면주민자치위원회, 오성면

부녀회의 때 참석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오성면농민상담소 등을 통해 마을 안팎의 사

정을 청취하였다. 어르신들에 앞서 마을 이장과 공공기관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인 ｢평택공동육아협동조합｣, 도서관 자원봉사단 

｢책갈피｣ 등과 협조하였다. 두 번째, 몸으로 부딪히는 홍보방법이다. 첫해는 도서관 

홍보와 청소년과 어르신이 처음 만나는 자리의 어색함을 덜기 위해 ‘오성면 어르신 

트로트 한마당’ 등을 기획하였다. 구술 사업 인터뷰 대상 어르신 찾기를 통해 도서관과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오성면 전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찾아다니며 설명하였다.  

청소년 모집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진로상담 교사 등과 협의하였다. 오성중학교

는 김광배 국어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물백과사전 만들기 뿐 아니라 사서진로

체험, 청소년정보활용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등 도서관과 학교가 활발한 협력 사업

을 벌이고 있다. 

도서관 성인자원봉사단 ｢책갈피｣, ｢평택공동육아협동조합｣은 인물백과사전 만들기 
마을활동가로 적극 참여하여 청소년과 노령층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평택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지난해 단오절 행사를 오성도서관 앞마당에서 인물백과사전 

만들기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기도 하였다. 도서관 구술 사업은 오성면 공공기관, 시

민단체, 시민동아리 등 지역의 인적 자원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이

다. 여러 의미와 활동이 모여 생생한 가지를 뻗고 그 가지들이 또 다른 의미를 만들

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구술 사업에서 만난 청소년, 노령층, 마을활동가, 사서들이 프로그

램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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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서관, 구술 사업에 도전하다

1.청소년, 3년의 성장기 

가. 왜 

평택시 도서관(현재 12개관)은 1995년 고등학생 독서 모임을 만든 이후 청소년 관

련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평택시립도서관이 운영하는 고등학생 독서모임은 16

년째 청소년 문화제라는 프로그램을 한 달 가량 준비하여 공연하고 있다. 중고등학

생 독서모임, 청소년 정보활용교육, 청소년 독서모임 수련회, 사서진로체험과 논술, 

토론 강좌 등을 대다수의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구술 사업에 

선뜻 나설 수 있었던 것은 20여 년의 시간이 만든 학교, 교사들과의 인연의 끈 덕분

이기도 하다. 

평택의 아이들은 고향에 머물려 하지 않는다.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언젠가 떠날 

곳으로 여긴다. 어떤 아이들은 떠나지 못하면 실패라고 여기기도 한다. 평택뿐 아니

라 소도시 청소년들이 가질법한 생각이다. 최근 방송, 광고 등은 스토리텔링이 중심

이다. 의미와 역사, 이야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낀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곳이 풍부한 역사와 의미를 가진 곳으로 비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의미, 성취감, 이야기 등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기대

하였다. 거기까지 닿지 못해도 친구, 어른들(조력자)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여기

기를 바랬다. 이것이 어르신 대상 구술 사업을 청소년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프로그램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이들과 재밌게 즐기되 작은 성취감을 맛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마을의 익숙한 거리, 늘 만나는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 기

회를 만들기 위해 ≪마을 오감 탐방≫, ≪마을 사진 찍기≫등을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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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의문이 들었다. 공부, 학업 시간이 세계 최장인 아이들

에게 도서관이 또 다른 부담감을 던진 것은 아닐까? 청소년들은 시험기간 등을 제외

하고 8개월간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 나와야 한다. 토요일 열시, 밀린 잠을 잘 시간,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 전화를 할 때 ‘매니저’(?!), 우리가 아이들의 부담스런 매니저

가 아닐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아이들과 이런 저런 일들을 겪고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매니저’라고 느낀 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느낀 거리감이 아니었을까 생

각이 들었다2). 첫 사업은 과정 내내 사서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우왕좌왕 하

던 사업이 삼년 째 접어들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지만 해마다 새로운 상황과 만난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도서관, 청소년, 어르신 등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갖는 신뢰

다. 참여한 아이들 가운데 다시 참여하는 비율이 사오십 퍼센트에 이른다. 마을인물

백과사전 만들기를 위해 지루한(?!) 역사 수업, 모호한 인터뷰 질문지 만들기, 어색

한 1차 인터뷰를 지나 2차 인터뷰, 녹취한 오디오파일을 풀어 글로 만들고 책을 내기 

위해 교열을 보는 과정을 거친다. 녹취한 오디오파일을 푸는 작업은 녹록치 않다. 어

르신들의 말은 청소년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럼에도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 삶의 

기억을 글로 만들기 위해 귀 기울인 아이들은 드디어 이야기한다. 

“지금 나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엄청 애쓰신 분들

이 있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살짝 벅차오르기도 했어요.”3)

모닝콜을 해야 나오던 아이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누군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넘겨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커가고 있고, 아이들 또한 다음 세대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남겨야 함을 알아가고 있다.    

2) 이수경 외, 도서관, 기억하다 기록하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총서 18, 39p, 2016

3) 이수경 외, 도서관, 기억하다 기록하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총서 18, 149p,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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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변천사 

도서관은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과정을 조금씩 

바꿔왔다. 해마다 달라지는 프로그램은 정답을 찾기보다 청소년들이 경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도서관

의 노력의 결과이다. 도서관은 좌충우돌하였으나 길 찾기를 포기한 적은 없다. 구술 

사업을 통한 마을 도서관 서비스 방향에 대해 내부에서 수많은 논의를 하였다. 다른 

곳의 경험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나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다. 

홍성 밝맑도서관 또한 청소년과 연계한 어르신 구술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지역별 특성과 환경으로 운영의 방향이나 모습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지 의미를 분명히 하고 지

역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운영 방향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1) 고등학생 

구술 사업 내용을 논의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들이 ‘몸’으로 이 땅을 느끼도

록 만드는 것이었다. 오성의 역사를 이해하고 땅을 느끼고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 

교육받는 것, 누군가의 삶을 궁금해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듣기 위해 적절한 질문

을 만드는 과정은 한 사람을 ‘존엄’ 하게 만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서로 몰랐던 사

람들이 기억을 들려주기 위해 말을 고르고 누군가는 잘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삶

을 ‘환대’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들은 만나고 듣고 쓰고 묻고 녹취한 오

디오 파일을 듣고 또 들으며 글로 풀어낸다.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삶의 기억을 기록

으로 만드는 일은 고되다. 존엄한 환대를 위해 ≪구술의 정의≫를 이해하고 ≪오성면

의 역사≫를 공부하고 ≪마을 트레킹≫을 떠나고 ≪인터뷰 질문지 만들기≫, ≪인터

뷰의 이론과 실제≫를 거쳐 인터뷰, 녹취와 녹취풀이로 이어진다. 

첫 해와 달라진 점은 지역 동화작가를 초빙하여 ≪녹취풀이≫ 시간을 늘렸다. 첫해 

녹취 풀이가 모둠별로 제각각이어서 어르신들에게 확인받을 시간을 마련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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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 명의 사서와 한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열한 개 모둠을 지원하다보니 진행이 원

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해 ｢마을 활동가｣를 모

집하고 이들과 사업 공유를 위하여 ｢도서관 아카이브 프로젝트｣ 강좌를 열었다. 첫해 

녹취풀이과정이 늦어져 어르신들에게 녹취 내용을 확인받지 못해 출판기념회 날 어

르신 이름을 잘못 쓰거나 아이들 이름과 사진이 맞지 않았다. 청소년 네임카드 등을 

작성하여 신청동기, 기본 인적 사항을 챙겼으나 정작 이름과 얼굴이 맞지 않았다. 틀

린 이름을 고치느라 첫 책은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스티커 북’이 되었다. 첫 

해의 실수를 거울삼아 이듬해는 첫 수업에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저장하고 출력하

여 네임카드를 작성하였다. 또한 어르신 1차 인터뷰에 꼭 필요한 <구술자 기본 조사 

카드 작성>, <인터뷰 동의서>를 받아 인적사항이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몇몇 아이들은 수업 자체를 지루해하거나 마을 트레킹 수업에서 걷기를 싫어했다. 

신기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수업 내용은 기억했다. 어르신들과 첫 만남인 1차 인터뷰

가 끝나고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살았던 시절의 신산

하고 고된 이야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아이들이 녹취풀이를 끝까지 

해내는 내공을 보였다. 변화의 이유는 현화고 김규림의 소감문에서 볼 수 있다. 

“그저 농사일을 하는 평범한, 오성면에 살고 계신 정말 평범한 분은.......우리 시대

의 산 증인이고, ......우리 곁의 진정한 역사였다. 일제강점기, 새마을 운동 등 책으로

만 읽던 일을 진짜 눈으로 듣고 보고 삶의 진심을 듣고 인생에 대해 알게 되는 뜻깊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4)   
 

육성으로 듣는 이야기가 서로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일까. 어르신이 진심으로 들려

주는 삶의 기억은 다음 세대의 몸과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다.  

4) 평택시 청소년 28명 엮음,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평택시립장당도서관, 214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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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5년 우리동네오성,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프로그램

- 중/고등부 동일 프로그램 운영  

회차 일정 내  용 

1 3.21
프로그램 운영 회의 

※ 중학생10:00∼12:00/고등학생14:00∼16:00/1일 2회 진행

2 4.25 오리엔테이션[조사원 카드 작성, 네임카드 작성 등] 

3/4 5.2 구술 조사란 뭐야? 

5/6 5.9 오성면을 알고 싶어요

7/8 5.16 마을 답사[체험 활동] 

9/10 5.23 인터뷰 질문지 작성법 

11/12 5.30 인터뷰 실습1 

13/14 6.27 인터뷰 실습2 

15/16 7.18 오성 어르신 트로트 한마당 & 어르신 인터뷰 1 

17/18 7.25 어르신 인터뷰2(녹음, 촬영, 기록)

19/20 8.22 어르신 인터뷰3 

21/22 8.29 녹취와 정리, 어떻게 할까?

23/24 9.5 마을회관 집단 인터뷰 

25/26 9.12 인터뷰 소감 나누기 

27/28 9.19 인터뷰 정리(글, 사진, 영상 등)

29~32 10.10~11.7 오성지역아동센터 마을지도 그리기

33 10.17 마을 풍경 사진 찍기 

34/35 11.17 인터뷰 정리(글, 사진, 영상 등)

36 12.19 출판기념회 

 

2016년에는 ｢마을 활동가｣를 모집하고 ≪녹취 풀이≫ 등 글쓰기 작업 시간을 늘렸

다. 2015년 경험에서 모둠별 질문지 작성, 어르신들과의 원활한 소통 지원과 인터뷰 

장소 차편,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장년층 ｢마을 활동가｣의 존재가 꼭 필

요하다고 느꼈다. 청소년과 마을활동가를 함께 모집하고 한신대학교 이영남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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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아카이브 프로젝트≫ 강연을 열었다. 

구술 사업 두해를 맞아 청소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마을 활동가의 지원이 있으나 ‘어르신 선택’과 ‘질문지 작성’등은 아이들의 몫이다. 아

이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지로 만드는 것도 자발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지

금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모바일 폰이라면 어르신들의 청소년 시절 무엇이 가장 소

중하고 무엇을 갖고 싶었는지 물어보는 식이다. ≪오성면 역사 수업≫, ≪마을 트레

킹≫과 ≪질문지 만들기≫는 어르신들의 삶을 역사와 답사를 통해 이해해보는 구술 

생애사 수업의 중요한 과정이다.

≪인터뷰의 이론과 실제≫ 수업에 들어가면 2인 1조의 모둠을 만들어 ｢마을 활동가｣
와 짝을 지었다. 첫해는 시간이 부족하여 도서관이 인터뷰 어르신과 청소년을 묶어주

었다. 이듬해는 어르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아이들이 질문하고 싶은 분을 선택하여 

인터뷰하도록 하였다. 2015년은 한국사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면 2016년은 일상을 

주제로 한 질문이 많았고 2017년은 인터뷰 어르신의 특성에 따라 질문의 주제와 내

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2015년은 ≪오성면 어르신 트로트 한마당≫으로 어르신과 청소년의 만남을 가졌

다. 2016년은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오성면을 버스로 돌아보는 ≪오성면 마을 소

풍≫을 기획하였다. 어르신과 청소년의 어색하고 뜻깊은 만남은 노령층 편에서 자세

히 다룰 예정이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반응만 살펴본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오성

면 마을 투어를 굉장히 좋아하셨지만 아이들은 시들했다. 오성면에서 수십 년을 살았

지만 사는 곳을 돌아보며 그 곳의 역사, 전설 등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가 없었던 

어르신들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마을 소풍을 즐기셨다. 청소년들은 처음 보는 어

른과 함께 있는 어색함, 낯선 곳의 역사이야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을 소풍 

후 자체 평가에서 다시 마을 소풍을 간다면 인터뷰 한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뒤풀이 

행사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래 표는 2016년 프로그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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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6년 우리동네오성,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 고등학생 ｢우리는 마을인물기록가｣ 프로그램 

차 시 날짜 요일 주 제 교육 내용

2기수-1회 5.28 토 오리엔테이션

1. 오리엔테이션 & 친해지기

2. 활동소개, 일정안내

3. 오성마을과 사람이야기

2기수-2회 6.4 토 오성역사이야기 이야기로 듣는 오성역사수업 

2기수-3회 6.11 토 마을소풍(버스)
마을 이야기를 들으며 걸으며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답사

2기수-4회 6.18 토 구술강연
1. 구술사, 그게 뭔데?

2. 구술 조사 어떻게 하는 거야?

2기수-5회 7.2 토 질문지 만들기 인터뷰 대상 질문지 만들어보기

2기수-6회 7.9 토 인터뷰연습 친구와 가족대상 인터뷰연습, 조별활동1

2기수-7회 7.16 토 인터뷰연습 친구와 가족대상 인터뷰연습, 조별활동2

2기수-8회 8.20 토 인터뷰연습 지역 기자 인터뷰 실습 강의 

2기수-9회 8.27 토 어르신 1차 인터뷰 1차 생애인터뷰 

2기수-10회 9.3 토 어르신 2차 인터뷰 2차 생애인터뷰 

2기수-11회 9.10 토 어르신 3차 인터뷰 3차 생애인터뷰 

2기수-12회 9.24 토 인터뷰소감, 글쓰기 인터뷰소감나누기, 글쓰기 수업

2기수-13회 10.8 토 글쓰기, 녹취 인터뷰글쓰기, 녹취

2기수-14회 10.15 토 글쓰기, 녹취 인터뷰글쓰기, 녹취

2기수-15회 10.22 토 정리하기 녹취록 편집 및 정리 작업 및 완료

2기수-16회 10.29 토 마을 사진촬영 내가 찍는 우리 마을풍경 사진

2기수-17회 12.10 토 출판 기념회 마을인물백과사전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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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6년 3차 인터뷰 녹취록 확인 

2017년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삼년을 맞았다.｢마을 활동가｣는 꾸준히 프로그

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었다. 지난해는 3개 

학교, 올해 5개 학교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 7월 어르신들과 1차 인터뷰를 가졌다. 

첫 만남 이후 최종 질문지를 만들고 심도 깊은 2차 인터뷰를 가진다. 한 모둠은 벌써 

세 차례 만남을 가졌다. 세 번째 만남은 아이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아무리 생각해

도 자신들의 질문이 부족했다고 여겨진다고 하였다. 어르신도 흔쾌히 받아들이셨다. 

오성면 어르신들과 삼년 째 만나고 있지만 한 해도 똑 같지 않다. 늘 다른 일이 일어

나고 다른 이야기, 삶의 열정, 노력, 견딤, 비움, 충만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뵙는

다. 올해 1차 인터뷰 날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조촐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음악

회가 끝난 후 어르신 한분 한분에게 인사를 건넨 연주자들은 “어르신들이 만든 세상

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어르신들이 만든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묻게 된다.  

2016년부터 어르신들이 옛 사진 등을 보여주셔서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옛 사진은 스캔하고 원본은 돌려드린다. 올해 인터뷰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은 사할린으로 징용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아버님의 사진을 보여 

주셨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귀히 보관하셔서 스캔한 후 잘 돌려드렸다. 올해도 오

성 어르신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책으로 만들고 있다. 표는 올해 프로그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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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7년 우리동네오성,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 고등학생 ｢우리는 마을인물기록가｣ 프로그램

차시 날짜 요일 교육주제 교육내용

1 6.17 토

오리엔테이션

‘기록의 

힘&의미’ 찾기 

구술사 정의 및 방법 강연 

구술사 정의 및 ‘구술사’ 조사방법

(특강) 기록의 힘! 특강 

기록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 찾기 / 강연 및 토론
(주제 : 우리 시대의 ‘폐관’을 위하여)   

2 7.8 토

오성면 역사

& 구술조사법

오성면의 역사와 마을이야기

 구술대상 마을 오성면 역사, 마을의 산, 들, 하천, 교통 

이야기

구술사 어떻게 조사할까?
 구술조사 방법과 사례 안내

- 오성면 사람들의 삶의 역사 보기 

3 7.15 토

인터뷰 대상 조사 

 구술조사 할 대상 선정하기 
 관심 주제 분야로 접근하기 / 질문지 작성하기 

 팀별로 인터뷰 대상 어르신 질문지 작성

4 7.22 토

면담하기 : 

1~2차 인터뷰

어르신과 ‘도서관 소풍’ 1차 인터뷰

 작은음악회 공연/ 어르신 인물사진 찍기

 (관찰) 어르신 생애 연표 작성 

   모둠별 이야기 특성 파악, 어떤 이야기로 인터뷰 할 

것인지 논의 

5 7.25 화
인터뷰 상세 질문지 만들기 & 연습
 마을의 역사와 삶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특성과 

관련한 질문 만들기(직업, 사회생활, 주거마을 등 관련)

6 8.19 토

어르신 상세인터뷰 2차 인터뷰

 인물사진촬영, 상세질문지로 질문, 내용기록, 녹음 및 

촬영 

 인터뷰장소: 집 또는 도서관, 마을회관 등

 추억의 사진 & 물건 스크랩하기 

7
8.26

토 인터뷰 글 녹취

인터뷰 소감 나누기 & 인터뷰 정리방법 정하기

 1~2회 인물백과사전 형식 참조 
인터뷰 글 녹취작업 1

 녹음파일 팀별 녹취작업 진행/알아듣기 힘든 용어 

재확인 

 반복 청취 녹취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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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7년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1차 인터뷰

2) 중학생 

2015년 중학생들은 인터뷰를 위해 고등학생들과 수준이 다른, 같은 내용의 수업을 

받았다. 우리의 가장 큰 깨달음은 중학생들은 어르신들과 만나기 이르다는 것이다. 

차시 날짜 요일 교육주제 교육내용

8 9.2 토 인터뷰 글 녹취작업 2

9 9.9 토 인터뷰 글 녹취작업 3

10 9.30 토
면담하기 : 

3차인터뷰

녹취록 확인작업 3차 인터뷰

 어르신과 가편집본 내용 확인, 수정, 사진 확인하기  

11 10.14 토
인터뷰 글 편집 

& 정리 

인터뷰 글 편집 및 정리 

 행간 나누기/긴 문장 짧게 정리/불필요한 말 확인 삭제
인터뷰 글제목 및 문단별 제목 달기

 인터뷰 주제별로 글 모으기& 인터뷰 글 대․소제목 달기 

12 10.21 토 인터뷰 글 편집 

& 정리

글 교열하기 

글 퇴고 및 교열, 문법, 내용, 사진 정리 13 10.28 토

14 11.11 토 출판기념회
2017년 마을인물백과사전 출판기념회 

- 책속한줄, 청소년인사, 전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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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럼에도 질문지를 만들

고 인터뷰하고 녹취를 풀어 글로 만들었다. 아이들은 마지막 소감 수업에서 그간 얼

마나 힘들었는지 토로했다. 힘겨웠던 아이들을 보며 많이 부끄러웠고 반성했다. 중학

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절실했다. 중학생들이 지역사를 수업으로 듣는 것보다는

‘마을’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낫다는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 첫해 오성지역아동센

터와 했던 경험을 살려 마을 안에서 아이들과 걷고, 뛰고, 놀고, 보고, 느끼는 ｢우리 

마을에서 놀자｣를 기획하였다. 첫 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편에서 보았으므로 여기서

는 2016년과 2017년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표 4> 2016년 우리동네오성,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 중학생 ｢우리 마을에서 놀자｣ 프로그램

차 시 날짜 요일 교육 주제 교육 내용

1기수-1회 4.2 토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 친해지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사람 등 

 그림으로 표현 및 함께 발표

-프로그램 소개 및 활동내용 공유

1기수-2회 4.9 토 마을 오감탐방 오감으로 느끼며 마을탐방

1기수-3회 4.16 토

마을기록특강
마을, 구술 사업에 대한 의미와 강연
- 마을활동가 교육

1기수-4회 4.17 일

1기수-5회 4.23 토 마을 정원만들기① 마을정원 디자인 및 꽃심기

1기수-6회 4.30 토 마을 정원만들기② 마을정원 조형물 꾸미기

1기수-7회 5.7 토 기록하기① 느낌과 이야기 기록하기, 이야기 만들기 

1기수-8회 5.21 토 마을 생태탐험 우리 마을 풀꽃 생태탐험

1기수-9회 5.29 일 마을 사진촬영 내가 찍는 우리 마을풍경 사진

1기수-10회 6.5 일 기록하기② 느낌과 이야기 기록하기, 이야기 만들기 

1기수-11회 7.3 일 공연 연습 활동 동영상과 소감문 발표, 펜비트 공연

1기수-12회 7.10 일 공연 연습 공연연습 

1기수-13회 7.23 토 공연 발표회
마을사람들을 위한 오성아이들 발표회

[활동 동영상 상영 & 펜비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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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처럼 재잘대는 중학생들은 어른들이 다가가면 유난히 움츠러들거나 부끄러

워했다. 사진기라도 들이밀면 얼굴을 가리는 통에 사진 찍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판을 깔아주면 근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마을 정원 만들기｣에서 처음 

삽질하고 흙을 만져본 아이들은 첫 수업 때 질색을 했지만 점점 꽃과 나무에 빠져들

기 시작했다. 도서관 주변 정원을 예쁘게 가꾼 아이들은 자신들이 심은 꽃을 보기 위

해 도서관에 들렀다. 

아이들과 함께 한 ｢마을 오감 탐방｣과 ｢마을 사진 찍기｣는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면

을 발견한 날이다. 마을 끝 작은 소나무 숲에 온 아이들은 온갖 신기한 것에 호기심을 

드러내며  뛰어다녔다. 마을 안 소나무 숲을 아이들은 처음 와본다고 했다. 여름날 ｢마
을 사진 찍기｣는 신기한 경험이었다. 사진기를 통해 보는 친구는 색달라 보이고 늘 지

나치던 골목과 길은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났다.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스크린에 놓고 

제목을 지어보기도 하고 찍은 장소를 맞춰보기도 했다. 중학생들은 친구들이 찍은 사진 

하나하나에 열광하였다. 중학생 프로그램은 마을 발표회로 마무리하였다. 이제껏 활동

한 사진, 글, 마을에서 찍은 사진을 직접 15분 동영상으로 만들었다. 발표회는 동영상 

상영과 펜비트 공연으로 꽉 찬 30분이었다. 직접 사회를 보며 자신들이 마을에서 무엇

을 했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아이들과 함께 한 프로그램 과정이 보상이지만 특히 

마을 발표회 날은 아이들이 만든 동영상 한 줄 댓글을 보며 흐뭇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아이들의 한줄 댓글은 다음 글 ‘아이들 변화하다’에서 살펴본다.    

[그림 4] 2016년 중학생 ｢우리 마을에서 놀자｣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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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이들과 마을에서 마음껏 놀았던 우리는, 2017년 구술 프로그램의 연속성

을 가지려 중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인터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17년 중학생들은 

｢통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인터뷰 대상을 나, 친구, 가족, 마을로 넓

히며 생각의 확장을 꾀했다. 자신을 비롯한 인터뷰 대상에 질문하고 관찰하여 글로 

표현하였다. 자신에 대한 인터뷰는 자신의 장단점,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등을 써

보았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 ‘완벽한 소년’, ‘김나영을 소개합니다’ 등 중학생들의 

엉뚱 발랄한 글이 눈에 띄었다. 21세기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에 ‘유투버’가 등장하기

도 했다. 아이들은 친구와 미니 인터뷰를 갖고 글로 써보며 친구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놀라기도 했다. 학교, 마을에 대해서는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

다 1, 2를 수업 교재로 읽고 오성면이 사십여 년 전만 해도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임

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2015년과 2016년에 발간한 어르신들의 생애구술사 책을 중

학생 프로그램 읽기 자료로 활용하였다. 중학생들이 모바일 폰으로 찍은 도서관, 마

을, 친구 사진은 아이들의 글과 함께 2017년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오성을 기억

하다, 기록하다 3에 실려 있다.  

<표 5> 2017년 우리동네오성,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 중학생 ｢통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회차 날짜 요일 교육 내용

1 4.15 토 오리엔테이션 & 친해지기

2 4.22 토
책으로 만나는 나와 친구 

- ‘나’와 ‘친구’ 의미 담긴 그림책 찾아 함께 읽기 

3 5.20 토
셀프인터뷰

- 나의 특별한 경험 이야기를 스스로 질문하며 써본다.   

4 5.27 토
그림으로 나를 표현하기

- 그림을 그려보며 나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5 6.17 토
나 인터뷰 글 정리하기

- 지금까지 활동을 정리하여 기록한다. 

6 6.24 토
친구 만나기(친구와 이야기 & 질문지작성)

- 친구의 기억 끄집어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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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들, 변화하다

양은석 : 우리 마을 보물지도를 만든 느낌이다.

양소현 : 마을 구석구석 샅샅이 살펴보았다.

이지우 : 하지 않았더라면 못했을 다양한 체험을 한 것 같아서 좋았고, 마을에 대한 

사랑이 움텄다

김수정 : 우리 마을에 있었던 새로운 것들을 봐서 좋았다.

박재하 : 우리끼리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마을은 우정을 만들어 주었다.

신주환 : 전에는 마을에 그냥 살았지만 지금은 마을에 애정을 갖고 살게 됐다.

최영은 : 우리 마을에서 처음 보았던 곳을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서 좋다.

양은석 : 편집 하면서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힘든 만큼 재미도 있었다.5)

위 글은 중학생들이 ｢마을 발표회｣ 공연 중 자신들이 만든 동영상에 쓴 한줄 댓글

이다. 구술 사업이란 주제로 청소년과 프로그램을 할 때 아이들이 느꼈으면 하는 마

음이 한줄 댓글로 나타난 순간의 흐뭇하고도 묵직한 책임감이 생각난다. 아이들과 공

유하는 사이트에 발표회 사진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이들은 자라고 떠나

5) 이수경 외, 도서관, 기억하다 기록하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56p, 2016

회차 날짜 요일 교육 내용

7 7.15 토
친구 얼굴 그리기 &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보는 친구

- 친구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고 추억을 만들 수 있다.

8 7.22 토
친구 인터뷰 글 정리하기  

- 지금까지 활동을 정리하여 기록한다. 

9 8.19 토
오감으로 걸어보는 마을탐방

- 팀별 ‘미션’으로 마을 탐방과 기록. 

10 8.26 토
마을 풍경그리기

- 마을 한 장면 그리기를 통해 기록한다.  

11 9.16 토
마을 이야기 적어보기 

- 우리 마을 특별한 이야기 찾거나 떠올리며 적어본다 

12 9.23 토 작품 전시회 및 이야기 나누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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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로운 마을 아이들이 나타난다. 도서관과 오성중학교는 십초 거리다. 몇 발짝만 

움직이면 도서관과 학교를 오갈 수 있다. 마을 안에서, 도서관과 함께 아이들이 자라

고 있음을 느낀다. 

2016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학생 세 명과 인터뷰를 했다.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는 어르신들이 말하고 아이들이 듣고 쓰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의 마음을  

듣고 싶었다. 아이들은 녹취풀이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고 대화가 상상 외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한 아이는 자신들이 한 활동이 책으로 묶여 나오는 

걸 신기해했지만 모든 순간 – 수업, 질문지, 인터뷰 등 - 모든 활동이 힘들었다고 했

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버텨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해야 하나? 예전에는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어떤 생

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볼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6)”

학업 부담이 세계 최강인 우리 교육 현장에서 견디는 힘을 키웠겠지만 스스로 의미

를 부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한 해 두 세 명 정도 아이들은 중도에 포기한다. 

안타깝지만 이해한다. 자발적 신청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크고 많다. 고비를 넘기 

위해 스스로 프로그램을 대하는 의미를 발견하길 바라는데 아이들은 그 힘든 일을 해

낸다. 우리와 두 해를 함께 한 아이는 첫해와 두 번째 해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낯가림이 많은 성격이라 첫해는 힘들었는데 두 번째 해가 되니 편안해졌다고 한다. 

그 아이가 말했다.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며 느낀 것은 자신이 어르신들만큼 나이 들었

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들려줄 수 있을까? 자신도 늙어 할머니가 될 텐데 그

때 다른 사람들이 인터뷰하러 오면 전해줄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기회가 와도 

할 말이 없으면 안 되겠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평택을 잠깐 떠나있지만 언젠가 돌아오고 싶은 곳이라고 말했다. 자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고 도서관에 와서 지역사를 공부하고 인터뷰하는 법을 배우

6) 이수경 외, 도서관, 기억하다 기록하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149p,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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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역사 기록자로서 글 쓰며 논다. 이영남은 “커뮤

니티는 일정한 의도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나 관계를 뜻한다. 그러니까 듣기

능력은 커뮤니티 안에서 개발 된다”고 한다.7)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 미래가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

고 있다. 마을의 작은 소리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다. 우리 마을, 커뮤니티는 이 순간

도 자라며 공동체의 소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림 5] 2016년 고등학생들 활동 사진 

2. 어르신들, 3년의 기억

가. 왜

“나 살아온 거 뭐 들을게 있다고, 그땐 다 그렇게 살았지.....”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들을 만 했어?....”

어르신들, 살아오신 얘기 들려 주세요라고 청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야기 들려

주고 난 후에도 꼭 되물으신다. 들을 만 했어? 자식들은 재미없다고, 옛날 얘기 왜 

자꾸 하느냐고 하는데 생판 남이,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도서관에서, 아이들까지 와

7) 느티나무도서관재단, 마을 이야기, 느티나무도서관재단, 69p,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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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왜 자꾸 물어보냐고 하신다. 그렇다. 우리는 왜 오성의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를 들

려달라고 조르고 있을까? 

오성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서두에서도 얘기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는 말이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걸핏하면 홍수가 나고 마실 물이 

없어 물을 길어먹어야 했던 곳이었다. 여자 어르신들을 집단 인터뷰했던 숙성 4리, 

신 2리 어르신들 모두 물 길러가거나, 물을 걸려 먹어야 했던 시절의 고생담이 수 없

이 많았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1974년 아산만 방조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이만큼 살 

수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방조제가 생긴 후 오성의 어르신들은 땅에 염분을 빼는 고

된 노동을 통해 오성뜰을 만들었다. 역사에 기록된 것은 1974년 아산만 방조제 건립

이지만 오성면을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오성의 칠팔십 대 이상인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다. 한국사라는 거대 담론과 더불어 이 땅을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고된 노동으로 손이 굳고 허리가 굳은 이 땅 사람

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오성면 어르신들은 여전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자

신의 이야기가 남겨질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도서관이 마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지역사료관으로써 지금 누군가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다. 

엄기호는 자신의 이야기가 들을 만 하다고 생각해야 인간은 살 수 있다고 말한다8).  

  자기 담론을 펼칠 수 있는 능력과 펼칠 장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의 생애 구술사 사

업이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 만들기’

다. 구술 사업은 자신의 삶, 인생, 가족,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느 날 가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한다고 나오지 않는다. 청소년들과 함께 한 삼년이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어르신들과의 삼년은 ‘관계’ 만들기의 시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십오륙 년 전부터 

전국 도서관들은 좋은 노령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어 당신들이 갈 곳이라 여기지 않는 분들도 많다. 구술사업 전

에는 오성도서관을 소개할 때 오성면사무소 옆에 있다고 말해야 했다. 다행이라면 삼

8) 엄기호, <보통사람들의 인문학> 평택시립도서관 강연, 평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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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보다 어르신들은 도서관의 위치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첫 해는 마을 이장님을 통해 사업을 알렸다. 농촌 마을 이장님은 마을 주민들의 모

든 것을 알고 있다. 누가 이야기를 들려줄 만한지, 어느 어르신이 편찮으신지. 이장

님이 도서관에서 인터뷰를 한다니 얘기해보세요 하면 일단 전화나 방문은 받아주신

다. 그렇게 이야기 들려주실 어르신 찾기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경로당,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 홍보도 하고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오성면 어르신 인터뷰 섭외에 나섰다. 

우선 이장님들이 추천해준 어르신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섭외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오성 어르신 트로트 한마당｣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서관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인터뷰 섭외뿐 아니라 도서관 행사를 알리기 위해 서른다섯 

명인 노인회장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다. 행사가 있는 날 면 단위 행사가 있어 

도서관 행사에 반응이 적었다. 나중에는 홍보 머신이 되어 오성면 길거리에서 어르신

들만 보면 인터뷰와 공연을 자동 홍보하기도 하였다. 

｢오성 어르신 트로트 한마당｣이 열린 날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1차 인터뷰가 있는 

날이기도 했다. 행사 당일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도서관 공연장을 꽉 채워주셨

다. 그 자리에서 인터뷰 성사가 되기도 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어르신도 생겼다. 2015

년에는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가 많았다. 그곳에서 인터뷰하는 어르신의 이야

기에 양념을 보태듯 이야기를 얹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집단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

다. 여자 어르신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한국사 속 오성의 역사 이야기는 남자 어르신들의 몫이었지만 여자 어르신에게는 

그 시절 오성면의 살림살이, 결혼, 육아 등 일상적인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

다. 다만 프로그램 완료 후, 집단인터뷰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깊이 있

는 이야기를 듣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2016년부터는 개인 인터뷰에 집중하였다. 

첫해 사업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발품을 팔며 열심히 알렸지만 도서관을 모

르거나 구술 사업 자체에 관심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았

지만 기운이 빠질 때도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과 섭외에 따른 의견 차이로 내부 갈등

을 겪기도 하며 첫 사업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인터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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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반의하던 어르신들은 출판기념회 날 예쁘게 화장하고 가족들과 도서관으로 나들

이 오셨다. 행사장을 꽉 채우고 다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을 만큼 마을 잔치 같은 

출판기념회였다. 비록 이름 실수로 첫해는 ‘스티커북’을 만들었지만 어르신들이 흡족

해 하는 모습에 구술 사업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출판기념회 날 도서관 홈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르신들, 청소년들의 이름을 넣어 책이 검색되는 순간을 보여드

렸다. 도서관이 있는 한 책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설명에 어르신들은 굉장한 호기심을 

나타내셨다. 

구술 사업을 기획할 당시 도서관 벽면에 인터뷰 어르신들의 사진을 걸기로 계획했

다. 해가 갈수록 도서관 벽을 채우는 어르신들의 사진도 함께 늘어가고 있다. 현재 

2017년 어르신들의 사진까지 전시되어있다. 

[그림 6] 2015년 오성도서관 벽면 어르신 사진 전시

2016년은 어르신 모집 펼침막을 보고 신청하신 가족이 있어 힘을 얻었던 해다.   

2016년 5월 어르신 인터뷰 섭외와 마을 소풍(오성면 버스 투어)을 위해 사서 3인이 

지역을 나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포스터를 붙였다. 지난해와 달리 몇

몇 어르신들이 도서관과 인터뷰 프로그램을 안다고 말씀하셨다. 인터뷰 하신 분의 소

개로 섭외가 성사되기도 하였다. 2015년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한국사의 큰 흐름 속에 

오성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나에 집중되었다면 2016년은 20세기 초 어르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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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엿 보는 기회였다. 어르신들마다 삶이 달라 일상사의 진폭이 컸다. 1․4 후퇴, 

한강 다리 폭파, 한국 전쟁, 가난, 홍수, 연꽃, 학교, 배움 등의 주제어가 나왔다. 

2016년부터 어르신과 인터뷰 후 청소년들이 녹취풀이하여 가편집본을 만든 후 어

르신들과 3차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지난 해 스티커를 양산한 실수를 만회하고 어르

신들과 청소년들의 소통에 문제는 없었는지, 알아듣지 못한 단어나 문장, 어르신이 

삭제하고픈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3차 인터뷰는 오성도서관에서 이뤄졌

다. 녹취한 글을 미리 보시고 교열을 봐오신 어르신도 있고 그 자리에서 교열을 보시

기도 하였다. 글을 모르는 어르신을 위해 아이들이 돌아가며 읽어드리며 교열을 보기

도 하였다. 두 시간 남짓 이뤄진 3차 인터뷰에서 책에 실을 예쁜 사진을 찍기도 했

다. 사진을 찍으면 어르신들은 늘 영정사진 찍어주냐고 되물으시면서도 한껏 포즈를 

잡아주신다. 2016년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3차 인터뷰를 통해 확인까지 했지만 책이 

나온 후 가족들의 반대로 구술 내용을 삭제해야했던 어르신이다. 가족들이 오성면에 

배포되는 도서는 회수해달라고 하여 오성면과 공공기관 등은 재제본하여 배포하였

다. 인터뷰를 위해 대여섯 차례 도서관을 오갔던 어르신의 노고에 너무나 죄송한 마

음이었다. 구술 사업의 경험이 있는 홍성 밝맑도서관과 부산 맨발동무도서관에서 사

례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여러 가지로 안타까웠다. 올해는 2차 

인터뷰를 끝내고 3차 확인을 위한 녹취풀이에 한창이다. 지난해의 안타까운 일에도 

여전히 어르신들은 기억을 꺼내놓으시고 청소년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 도서관, 그림책으로 어르신들을 만나다

도서관 구술 사업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또 하나의 길을 만났다. 2015년 집단 인

터뷰를 통해 만났던 숙성4리 어르신들과 2016년 ｢할매랑 우리랑 그림책놀이｣를 만들

게 된 것이다. 2016년에 오성면 부녀회장회의 때 도서관 홍보와 어르신 섭외를 위해 

그림책 엄마까투리를 들려드렸다. 부녀회원 분들이 생각 외로 좋아하셔서 그림책 

활동을 생각했다. 구술 사업을 통해 마을과 어르신들을 만나려는 계획이 성과를 내는 

순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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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옛이야기 그림책을 들려드리고 이야기 나눈 후 그림도 같이 그렸다. 

“뭘 자꾸 이런 걸 하래”, “학생도 아니고...”, “난 한번도 붓을 잡아 본적이 없어” 등 

불평을 하시면서도 그림책을 들려드리면 그림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셨다. 손 없

는 색시, 방귀쟁이 며느리, 모이소, 들어보소, 으랏차차 황대권 등을 들려드렸

는데 며느리얘기, 시집살이 얘기에 슬쩍 빠지셨다가 그림책의 착한 시어머니가 당신 

같다며 자화자찬하시기도 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림책을 들려드리면 “책 참 잘 읽

어...”칭찬이 돌아오기도 하여 민망하기도 했지만 기분 좋은 순간이기도 했다. 어르신

들은 물감과 스케치북을 내놓으면 최선을 다해 예쁘게 그리려 애쓰셨다. 모딜리아니

의 그림 같은 모습으로 자화상을 그리는 날은 완성된 그림이 어르신들의 모습과 닮아 

놀랐다. 처음 갔을 때 화투를 치시거나 다른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방해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더운 여름날은 못하시겠다고 손사래를 치시기도 했다. 그럼에도 프로그

램 마지막 날, 마을회관을 새로 짓고 있으니 다 지으면 그때 또 오라고 말씀해주셨다. 

어르신들 삶에 그림책과 그림은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올해 가을, 프로그램을 계

획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그림책과 그림을 들고 만나러 갈 사람은 도서관 사서 우리

들이다. 어르신들이 오성에서 살고 있는 동안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창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어르신들 내면에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

던 이야기와 예술을 느끼는 마음, 그 마음 한 자락을 도서관이 함께 하고 싶다.  

3. 사서, 3년의 성장기: 사서의 삶과 도서관 서비스가 만나다 

보통 우리들은 처음 본 사람이 밥을 먹자고 하면 대부분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뜰 것

이다. 나 또한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를 시작할 무렵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밥을 

같이 먹자고 했으면 우물쭈물하면서도 회관을 빠져나왔을 것이다. 2016년 5월 숙성2리 

마을회관에 마을 소풍(도서관 버스투어) 포스터를 붙이러 갔을 때 어르신들이 점심 

먹고 가라고 청하셨다. 세 번쯤 사양하며 행사를 설명하다가 그냥 앉아 밥을 먹었다. 

밥상에 앉은 순간도, 먹고 있을 때도, 먹고 나와서도 내 행동에 많이 놀랐다. 굳이 

이유를 댄다면 오성면의 역사를 알게 되고 오성 어르신들을 겪으면서 더 이상 남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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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일 것이다. 

구술 사업은 청소년, 어르신들 뿐 아니라 사서들에게도 변화와 성숙의 기회를 주었

다. 여러 기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구술 사업에서 어찌 갈등이 없겠는

가? 어렵지만 입장이 다름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른’이 되는 

순간이었다. 먼저 손 내밀 줄 알아야 어른이라는 것,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큰 쪽이 어른이고,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 

어르신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녀들이 옛날 얘기 하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한다. 몇 년 전 우리 엄마의 재밌는 야학 스캔들 얘기를 듣기 전이었다면 나 또한 그

런 자식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재밌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이 사진을 돌려받으러 오셨다가 어려운 시절, 너무나 고마웠던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가셨다. 기왕 책이 나온다면 그 친구 얘기를 꼭 싣고 싶다

고 하셨다. 어르신은 고생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눈물을 보이셨

다. 험난한 인생구비를 다 헤쳐오신 분이 보이는 눈물은 어르신이 얼마나 외롭게 살

아오셨는지 그 순간순간을 보여주는 듯해 마음이 짠했다. 외롭게 살아온 만큼 예쁘고 

정성스레 책을 만들어 어르신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사서라는 직업은 삶 자체도 서비스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

으킬 수 있다면 직업상, 사서가 아는 모든 것들이 ‘도서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현실

에서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서가 있다면 그 도

서관의 영화 서비스는 어느 곳보다 더 깊이 있을 것이고 문학, 예술, 과학 등 어떤 분

야를 이야기하더라도 사서 개인의 삶의 깊이와 폭이 확대될수록 도서관 서비스의 다

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서의 업무가 그만큼 주체적이라는 뜻

이다. 사서의 일이 말 그대로 ‘일’이 될 때 서비스는 그만큼 제한적일 것이다. 

사서의 개인적 성장과 변화가 서비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복한 사

서는, 내면의 성장을 귀히 여기는 사서는, 누군가의 외로움과 고통을 아는 사서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있는 사서는, 그런 사서가 있는 도서관의 시민들

은 그 사서만큼 행복하고 충만하며 덜 외롭고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전

국의 사서들이 좀 더 충만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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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을 아카이브

1. 기억의 기록, 무엇이 남았나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3년에 남은 것은 기억, 이야기, 자료, 책 그리고 사람

이다. 구술 사업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마을활동가 등-을 만났고 그 인연의 끈으로 

사업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힘든 삶을 헤쳐 나가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도 하였

다. 구술 사업에서 만든 책자를 원하는 시청 직원들도 많다. 오성면이 고향이라는 분

들도 있고 시청에서 구상하는 사업의 자료로 원하기도 했다. “당신의 역사를 안다면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다.” 가수인 밥 말리의 말이다. 아직도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할 일을 말 하려 한다. 도

서관에는 구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많은 서류, 녹취풀이 원본과 편집본, 오디오

파일, 스캔 옛 사진, 프로그램 관련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사진, 아이들이 찍은 마을 

사진, 전시 사진, 강의안과 교재, 최종 질문지, 발간 자료, 보도자료 스크랩 등이 있

다. 발간도서, 전시회 사진 등을 제외하고 디지털라이징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자

료는 CD-ROM으로 만들어 보관 중이다. 가장 큰 고민은 이들 자료의 보관과 서비스

이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파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데 2016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도서관, 문화원, 박물관을 아우르는 아카이빙 시스

템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오성면은 몇 대를 내려오는 집안도 있지만 예상외로 농사를 짓기 위해 오륙십 년 

전에 이주해온 분들이 꽤 있다. 인터뷰 어르신 중에는 용인과 평택의 토질을 설명해

주신 분도 있었다. 백세 어르신에게 듣는 백 년 전 오성에서의 삶, 오성면 한 분 한 

분의 기억이 모여 오성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오성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

끼는지 차곡차곡 자료가 쌓이고 모인다. 청소년들이 시들하게 생각한 ｢오성마을소풍｣
을 어르신들은 눈물을 보이며 좋아하셨다. 당신들이 거닐었던 골목, 길, 논밭, 구렁

에 역사 교사의 설명과 의미를 덧붙이자 당신들이 알고 있는 오성의 이야기,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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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담 등을 쏟아내셨다. 과거의 오성을 기억하는 것이 당신들의 삶을 인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 아니면 당신들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시는지 눈물과 환호로 버스 투

어를 즐기셨다. 

개발이 한창인 평택에서 오성이 언제까지 농촌 마을로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모른

다. 다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책자에 오성의 과거와 현

재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무엇이 귀한 자료가 되고 어떤 것들이 폐기될 것인지 

우리도 모른다. 다만 우리는 지금 오성의 어르신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의 

기록을 통해 미래를 그리는 중이다.  

2. 무엇을 할 것인가

기억의 기록은 새로운 숙제를 남겼다. 올해 여자 어르신을 인터뷰하며 종전과 다른 

경험을 했다. 어르신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인터뷰 하러 

간 남자 청소년들이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다. 여자 어르신들 인터뷰 섭외는 과정이 

어렵다. 하시려는 분도 적지만 인터뷰 의사를 물어보기 전 아들, 배우자 등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거절한다. 어르신들의 세상은 

아직도 닫혀있다고 느껴진다.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 인터뷰 섭외를 위해 통화하다보면 편찮으셔서 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꽤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나이 든 분들은 으레 편찮으시려니 

생각했다. 

보통 인터뷰 마지막은 앞으로의 소망을 여쭤본다. 몸이 아파서 앞으로 소망이 잘 

죽는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정신이 번쩍 났다. 우리가 또는 우리 사회가 아픔, 병

에 대해 말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상대방은 모르는 이 고통과 아픔을 지닌 이들을,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할까, 이 분들에게는 어떤 공론장을 만들어드릴 수 있을

까? 시작은 청소년들과 그 상황을 이야기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아직 닫혀

있는 어르신들의 세상과 그 어르신들에게 더욱 활짝 열려있는 아픈 몸을 사는 것에 

대해 아이들과 소통해보고자 한다. 올해 구술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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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서관 서비스, 아카이브를 품다

우리 동네 오성,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는 노령층, 청소년, 마을활동가인 청장

년을 품은 세대 공감 사업이다. 21세기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에게 묻고 귀 기울인다. 

어르신들은 그 시절 이야기와 당신들의 현재를 들려준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세대 

간 소통이 도서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를 통해 도서관은 기

록 관련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지역사료관 역할 수행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과거, 기억, 역사라는 틀을 통해 지역 사료를 생산하고 보존하여 미래의 전망을 내

오는 것이 지역사료관,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라면 격변하는 21세기는 도서관 ‘관계생

태계 만들기’를 통해 헤쳐 나가야하지 않을까 한다. 장은수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사

서 서평교육 강연에서 “장소(고정성)를 기반한 모든 관계는 약해지므로 전통적 도서

관은 장소적 미디어로 관계를 만들지 않을 때 저절로 발견되지 않는다”며 “강한 연결

은 인생을 함께 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위 문장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구술 사업이라는 틀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일생 한 번도 

도서관을 와보지 않은 어르신들이 구술 사업을 통해 도서관을 찾고 희망도서를 신청

하고 그림책을 듣는다. 청소년들은 도서관에서 지역사 수업을 듣고 인터뷰를 배우고 

어르신들을 만나 경청의 자세를 취한다. 이 모든 과정에 사서가 함께 하고 있다. 구

술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친근하게 여긴다. 오성의 어르신

과 아이들은 도서관에 ‘사서’가 있으며 사서의 역할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활동으로 도

서관 ‘관계 생태계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청소년, 청장년, 노령층 등 다양한 세대가 

도서관에 모이고 기억과 기록이라는 활동으로 도서관과 관계 맺고 있다. 물론 공공도

서관은 예전부터 시민들과 독서모임, 독서교실, 각종 강좌, 이용자교육, 대출 반납 

서비스 등으로 시민들과 관계 맺어오고 있었다. 도서관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독서모임, 정보제공,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계’를 만들어나갈 때 우

리는 구술 사업이라는 장을 활용하여 ‘관계 생태계’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학자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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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종은 ‘생태계’를 가치 신뢰를 바탕으로 서열도, 끝도, 시작도 없이 순환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였다. 도서관 장서를 바탕으로 시민과 다양한 의미와 이야기로 엮이고 이를 

토대로 또 다른 서비스의 장으로 넓혀 가는 것, 이것이 도서관 ‘관계 생태계’가 아닐까 

한다. 장당도서관이 해마다 운영하는 마을 아카이브 활동은 도서관 ‘관계 생태계’를 풍

부하게 만드는 자양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보이지 않는 넓은 터에서 이 땅의 청소

년, 어르신, 청년들과 장년들이 도서관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 

도서관을 찾는 이들과의 관계의 확장이 도서관 서비스의 확장, 도서관 역할의 확장

으로 이어져 더 많은 이들이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창’을 통해 ‘좋은 

삶’에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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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문화공간은 광의의 개념으로 문화화 된 공간, 즉 도시 전체를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비해 협의의 개념으로는 문화를 위한 공간, 즉 문화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문화기능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1) 지역사회에 청소년이 제약 없이 

이용가능한 문화공간은 얼마나 있을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이자, 계

층별로 문화 할동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공간은 공공도서관이 유일하다. 

영종도서관은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도서관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청소년 이용자에게 공공도서관이 학습공간 이상의 문화공간임을 주지시키고 다양

한 문화활동을 장려하려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기관

인 공공도서관에서 기업의 “재화”에 해당하는 창출은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경영이론에 “문화”를 접목시켜 청소년(=최종소비자)이 

공공도서관(=제공업체)에서 문화를 소비하고 2차적인 파생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서비

스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문화플랫폼”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정의하였다.

설계 홍보 운영 창출

청소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분석 및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교육기관 및 

청소년 개인의 

도서관 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 

사업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도모

청소년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기획 및 

운영으로 문화 활동 

창출

<표 1> 영종도서관“청소년 문화플랫폼”구현을 위한 영역별 사업 개념

1) 윤찬호 “문화공간 분포와 청소년 문화활동 행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공통사회교육 석사학위 논문. 

2005. 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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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설계’, ‘홍보’, ‘운영’, ‘창출’의 네 가지 영역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이를 “청
소년 문화플랫폼”서비스로 구현하였다. 네 가지 영역 중 영종도서관이 가장 주요하다

고 판단하는 사업은 ‘창출’이다. “문화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결국 ‘창출’의 영역이 없

으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설계’, ‘홍보’, ‘운영’의 사업은 ‘창출’을 위한 밑거

름으로 신규사업 창출에 핵심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2013년, 2015년, 2017년 순차적

으로 ‘창출’ 영역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을 운영했다. 앞으로도 영종도서관 “청소년 문

화플랫폼” 사업은 ‘창출’ 영역에 신규사업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에 방점을 두고 더 이

상 자료 및 열람중심의 공공도서관이 아닌 청소년의 문화창출 공간으로서 역할을 견

고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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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목표

1. 청소년 이용자와 공공도서관

과거보다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기획하고 문화적 공간으로 기능하

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인식에서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은 ‘책을 빌리는 곳’, 공간적 기

능은 ‘공부하는 곳’에 정체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인식은 도서관이 정숙해야 

한다는 편견의 틀을 깨기 어렵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공간으로 인식을 확

장함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공도서관은 어떨까.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

용방안연구 논문에서 살펴보면 539명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공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7.8% 였

으며,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 ‘꼭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

한 응답자가 전체의 52.1% 였다.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가시간에 주로 어떤 활

동을 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문화생활’이 전체 응답자의 25.4%로 1위 였으며, ‘TV

시청‘ 23.3%, ‘게임’ 20.7%, ‘독서’ 9.0% 가 뒤를 이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이용목

적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6.4%가 도서대출 반납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

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0.6%는 과제해결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문화활동을 위해 공

공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8%에 그쳤다. 이처럼 청소년 계층은 공공도

서관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고 있다.2)

과거에 비해 PC와 모바일로 손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

에서 공공도서관은 정보의 제공만큼이나 문화활동의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매우 중요

하다. 빠르게 확산된 온라인 문화는 정보의 접근과 생산을 폭발적으로 가속화함과 동

시에 정보활용에 능숙치 못한 기성세대와의 양극화 문제도 심화시켰다. ‘정보소외계

2) 김경희.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방안-경북 김천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3. 36p~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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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이라는 특정 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생겼고, 정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위해 공

공도서관에서는 ‘1-3세대 연결’을 테마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지만 정작 도

서관 서비스에서 ‘청소년 계층’은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화공간은 광의의 개념으로 문화화 된 공간, 즉 도시 전체를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비해 협의의 개념으로는 문화를 위한 공간, 즉 문화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문화기능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3) 지역사회에 청소년이 제약없이 

이용가능한 문화공간은 얼마나 있을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이자, 계

층별로 문화할동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공간은 공공도서관이 유일하다. 영

종도서관은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도서관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

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여 청소년 계층에 적합한 도서관 문화플랫폼을 기획하고 운영

하고 있다.

2. 문화플랫폼 서비스의 개념

청소년 이용자에게 공공도서관이 학습 공간 이상의 문화공간임을 주지시키고 다양

한 문화활동을 장려하려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공공도서

관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데, 학년별로 구분된 청소년 계층은 서비스 대상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동

일한 서비스를 매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만 연속성이 유지된다. 예를 들면, 2016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학생은 2017년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청소년 서비스 대상에 포

함되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20세가 되면서 청소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동일한 서비스라도 수혜자는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특성은 일정하지만 가변적

인 유동인구가 교차하는 대중교통 승강장을 떠올리게 했다. 탑승과 환승이 이루어지

는 공간적 특성과 일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란 면에서 승강장을 의미하는 “플랫폼”

3) 윤찬호 “문화공간 분포와 청소년 문화활동 행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공통사회교육 석사학위 논문. 

2005. 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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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소년 계층에게 적용하기 좋은 개념이었다.

경제 및 경영에서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생산전략, 기술경영, 산업

경제학, 학제적 연구 등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따라 다양만 의

미로 해석된다. 또한, 플랫폼의 종류는 서비스의 역할에 따라 기술플랫폼, 제품플랫

폼, 서비스플랫폼, 유통플랫폼, 광고플랫폼, 결제플랫폼으로 나뉠 수 있다.4) 이렇게 

“플랫폼”개념은 경제․경영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하여 적용가능하며, 자본

과 용역이 교차하며 최종소비자와 제공업체간의 생산과 유통을 확장시켜 재화를 창

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비영리기관인 공공도서관에서 기업의 “재화”에 해당하는 창출은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경영이론에 “문화”를 접목시켜 청소년(=

최종소비자)이 공공도서관(=제공업체)에서 문화를 소비하고 2차적인 파생 활동을 통

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문화플랫폼”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정의하였다.

3. 문화플랫폼 서비스의 목표

영종도서관은 앞서 정의한 “문화플랫폼”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다지기 위해 

다음 두 가지의 핵심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 목표는 안정적인 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1]은 영종도서관 청소년 문화플랫폼 구축을 

위한 영역별 사업의 흐름을 도식화 한 것이다. 아래 [그림 1]과 같이 설계, 홍보, 운영, 

창출 네 개의 영역으로 사업이 구성된 “문화플랫폼”은 수요자 측면(청소년 이용자)에

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이 “문화플랫폼”을 통과하면서 각 

영역의 사업을 고르게 경험하는 효과를 거두고, 공급자(영종도서관) 측면에서는 신규 

사업이 발생할 경우 “문화플랫폼”모델 영역을 적용하여 향후에도 체계적인 서비스 유

4) 이현석. “플랫폼 서비스의 활성화 요인 분석을 위한 포지셔닝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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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가능토록 하는 효과를 목표로 한다.

[그림 1] 영종도서관 “청소년 문화플랫폼” 사업 구현 흐름도

 두 번째 목표는 “문화플랫폼”이라는 정의에 맞게 청소년이 주도하는 신규 문화 창

출에 있다. 사업 모델 네가지 영역에서 영종도서관이 가장 주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은 ‘창출’이다. “문화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결국 ‘창출’의 영역이 없으면 그 의미가 퇴

색되기 때문이다. ‘설계’, ‘홍보’, ‘운영’의 사업은 ‘창출’을 위한 밑거름으로 신규 사업 

창출에 핵심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2013년, 2015년, 2017년 순차적으로 ‘창출’영역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을 운영했다. 앞으로도 영종도서관 “청소년 문화플랫폼”사업은 

‘창출’영역에 신규 사업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에 방점을 두고 더 이상 자료 및 열람중

심의 공공도서관이 아닌 청소년의 문화 창출 공간으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

Ⅱ. 청소년 문화플랫폼 사업 운영 사례

영종도서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영마루공원 내 위치한 도서관으로 2009년 3

월 개관하였다. 개관당시 영종도 지역 내 유일한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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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왔다. 영종도 내에는 다양한 청소년 교육기관 및 공공

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각 분야별 기관들과의 업무연계를 통해 협력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형성된 지역이기도 하다. 2015년 영종하늘도서관이 개관하기 

이전까지는 영종도 내 유일한 공공도서관으로서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기

획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이중에서도 청소년계층의 꾸준한 이용률 상승을 도모하고자 

영역별 사업을 짜임새 있게 기획하고 운영해왔다. 영종도서관 ‘청소년 문화플랫폼’ 영

역별 사업의 세부 운영사례는 다음 <표 2>와 같다.

구분 내용

설계
청소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분석 및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교육기관, 자원봉사센터 업무협력 체결, 청소년 교육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서비스 수요 파악

홍보

청소년 교육기관 및 청소년 개인의 도서관 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 사업

<사례1>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학교에 간 영종도서관’ 운영 사례
<사례2>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

운영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도모

<사례3> 장기자원봉사 ‘다재다능 가꿈씨’ 및 청소년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사례
<사례4> 청소년 독서동아리 ‘재잘재잘 책마당’ 운영 사례

창출

청소년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기획 및 운영으로 문화 활동 창출

<사례5> 청소년 아키비스트 활동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 운영 사례

<사례6> 정규 문화프로그램 ‘우당탕탕 과학나라’, ‘알쏭달쏭 수학나라’ 운영 사례
<사례7> ‘인천국제고등학교와 함께하는 Talk! Talk! Talk!(톡!톡!톡!) 영어 터뜨리기’  운영 사례

<표 2> 영종도서관 “청소년 문화플랫폼” 영역별 사업 운영 사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출’ 영역 사업을 주력하기위한 밑거름으로 ‘설계’, ‘홍보’, 

‘운영’ 영역의 사업을 펼쳐왔다. ‘설계’ 영역 청소년 관련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에 산재한 관련기관들과의 업무 협력망 구축 사업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첫 업무

협력 체결은 2010년 인천과학고등학교였으며, 2017년 현재 5개 학교와 업무협력 및 

프로그램 운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자원봉사 운영을 위한 담당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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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필요로 하는 청소년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고 새

로운 신규 사업을 설계하였다. ‘홍보’ 영역은 청소년 교육기관 및 청소년 개인의 도서

관 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교육기관에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영종도서관 내에서 사서직업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과 사서업무이

해를 돕고 청소년의 잠재된 요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운영’ 영역의 사업은 청

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

년 이용자가 도서관을 빈번하게 이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독서동아리 운영 사업이 이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앞선 세 영역의 사업이 청소년 계층의 도서관 서비스 수요를 확장시켜 

이를 토대로 현재 영종도서관에서는 3개의 ‘창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문

화플랫폼’의 핵심인 ‘창출’ 영역은 영종도서관 특화사업인 아카이브 사업에 청소년 계

층을 접목한 ‘청소년 아키비스트’가 대표적이며, 청소년의 재능기부를 통해 성공적으

로 진행하고 있는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정규문화프로그램과 인천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토요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

자로서 수동적인 의미의 청소년 서비스가 아닌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새로

운 도서관 서비스 영역을 개척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1. 설계 -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분석 및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문화플랫폼” 사업의 첫 번째 과제는 영종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문화플랫폼

으로써 산재한 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맺고, 각 기관과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모색하여 

새로운 창출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플랫폼” 구축을 위해 영종

도서관은 인접한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파악하고, 이들 기

관과 연계 가능한 업무를 파악코자 했다. 



영종도서관 ｢청소년 문화플랫폼｣ 운영 사례｜현장사례

45

구 분 학 교 명 학교유형 세부유형 비  고

중등

용유중학교 - - 2016년 협약

영종중학교 - - -

인천공항중학교 - - 2012년 협약

고등

인천공항고등학교 일반계고 자율형 공립고 2015년 협약

인천영종고등학교 일반계고 자율형 공립고 2016년 협약

인천과학고등학교 특목고 과학고 2010년 협약

인천국제고등학교 특목고 국제고 -

인천하늘고등학교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특성화고 - -

<표 3> 영종도 지역 내 중․고등학교 현황

청소년 이용자의 경우 어린이 이용자보다는 접근성의 제약이 덜하지만, 영종도서

관은 영종도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인접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이용

자의 대부분이었다. 영종도서관이 위치한 영종도 내 중․고등학교는 용유중학교 등 

10개교로, 이 중 영종도서관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학교는 공항중학교이다. 또한 <표 3>

과 같이 10개교 중 4개 고등학교는 일반계고가 아닌 특목고/자율고/특성화고 등으로 

대부분 과학 및 외국어 등 특정한 과목에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학교와 업무 협력하여, 도서관내 견학 및 도서관 내부

행사 참여자모집 혹은 학교도서관 선정목록을 수서에 반영하는 등 업무적 협조에서 

그치는데, 영종도서관은 단순한 일상 업무 지원 뿐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인적 재능

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주력코자 하였다.

2010년 인천과학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과학고등학교의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과학 및 수학 분야 특강을 운영하였으며, 2013년에는 상/하반기 정규문화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봉사활동을 참여했던 학생들이 모두 졸

업을 한 뒤에도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업무

협력 체결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2017년 현재에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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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교육기관 뿐 아니라 청소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렇

게 ‘설계’사업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현재 영종도서관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청소년 서비스 관련기관 및 해당 협

력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은 <표 4>와 같다.

구분 협력기관명 협약일 관련프로그램 비고

1 인천과학고등학교 2010.05.18. 문화프로그램

2 인천공항중학교 2012.07.17. 직업체험프로그램

3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2.12.04. 청소년 자원봉사

4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2012.12.27. 청소년 재능기부

5 인천공항고등학교 2015.12.02. 직업체험프로그램, 장애인독서프로그램

6 인천영종고등학교 2016.07.13. 순회문고, 장애인독서프로그램

7 용유중학교 2016.09.23. 학교도서관지원사업

8 인천국제고등학교 - 토요스토리텔링

<표 4> 영종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관련 협력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2. 홍보 -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및 사서직업체험

‘설계’ 영역에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으로 청소년 서비스 계층을 확보하

고,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한 영종도서관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 계

층을 끌어 모으고자 하였다. ‘홍보’ 파트 사업의 핵심은 청소년이 공공도서관을 문화

공간으로써 보다 가깝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 또한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바라

는 서비스를 도서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사서의 업무 및 도서관 서비스를 보다 잘 이

해하는 것에도 주력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영종도서관을 알리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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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기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학교에 간 영종도서관’

과 사서업무를 직접 체험해보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가. <사례1>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학교에 간 영종도서관’ 운영 사례

2015년에 시작된 영종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학교에 간 영종도서관’은 전문 

인력 및 도서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업무 및 프

로그램을 컨설팅 하는 사업이다. 또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지

역 학교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체제를 사전에 구축하고, 해당 학교 재학생에게 영종도

서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기획되었다.

▪ 사 업 명: 영종도서관 대외협력사업-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학교에 간 영종도서관’

▪ 사업기간: 2015. 11. ~ 2017. 현재

▪ 사업내용: 사서 업무 지원,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지원분야 대상 지원내용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 ∙ 학교도서관 담당자
∙ 도서 정리 방법 교육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도서관 이용 교육
∙ 학교도서관 학부모 도우미

∙ 재학생 
∙ 도서관 이용 교육 진행 

독서동아리 운영 ∙ 재학생 및 학부모 ∙ 계층별 독서동아리 운영

그림책 스토리텔링 ∙ 재학생
∙ 재학생 대상으로 그림책스토리텔링 및 

독후활동 진행

진로체험 ∙ 재학생 ∙ 영종도서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타 협력 프로그램 ∙ 협의
∙ 양 기관의 운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표 5> ‘학교에 간 영종도서관’ 세부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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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간 영종도서관’ 사업은 초등․중등․고등학교를 모두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고등학교의 경우 기본적인 운영지원 뿐 아니라 관내에서 운영 중인 진로체험프

로그램, 독서동아리를 찾아가 운영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이 영종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서업무 및 도서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2] 학교에 간 영종도서관 운영모습 (왼)공항고등학교 (오)용유중학교

공항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 학교에 간 영종도서관 참여 이후 영종도서관 내에서 

진행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꾸준히 영종도서관 사업에 관심을 보이

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해당고등학교와 꾸준한 프로그램 연계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유의미한 성과이다. 

나. <사례2>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

영종도서관에서는 2012년부터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탐색 프

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왔다.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격주 토요일에 ‘영화로 만

나는 직업의 세계’를 운영하여 사회복지, 날씨/기상, 성우, 도서관, 국방, 바리스타, 

파티쉐 등 총 7개 군의 직업군을 중심으로 직업관련 주제 영화감상 및 분야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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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청하여 특강을 운영하였다. 해당 사업의 총 누적참여인원은 282명으로,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해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다양

한 직업군의 재능기부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했던 해당 사업은 좋은 반응이 있었음에

도 2013년 지속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영종도서관은 도서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서’ 직업군 관련 프로

그램을 기획하게 된다. 2013년 공항고등학교와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내 꿈을 

JOB아라’는 도서관을 이해하고 도서관의 업무 및 사서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훨씬 이전인 2012년부터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기획하고 운

영해왔으며, 2014년부터 영종도서관은 본격적으로 사서 직업체험 프로그램 ‘도(圖)쟁

이의 하루’를 기획, 운영하게 되었다. ‘도(圖)쟁이의 하루’는 청소년 교육 관련 기관에 

한하여 공문을 통해 접수를 받고 도서관에 방문하거나, 필요에 따라 사서가 직접 해

당학교로 찾아가 특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자유학

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유학기제

와 연계한 현장직업 체험형 진로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표 6>과 같이 진로체험 유형 및 활동내용5)이 구분되며 영종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로체험의 유형은 현장직업 체험형으로, 학생들이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 업무

를 모의로 수행해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5) http://www.ggoomgil.go.kr/ ‘꿈길’사이트 내 진로체험개요 > 진로체험 개념 및 유형

유형 활동내용

ü 현장직업 체험형
학생들이 관공서, 회사, 병원, 가게, 시장과 같은 현장 직업 일터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 멘토 1인당 10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직업실무체험형
(모의일터 직업체험)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현장직업인 멘토 필요)

※ 멘토 1인당 15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표 6> 진로체험 유형 및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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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圖)쟁이의 하루’는 기본적으로 사서직업소개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약 

3시간 가량 운영되었다. 2016년부터 일부 수정하여 운영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

램’에는 기존 분야별 체험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사서의 전문영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

고 전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자료선정위원회 모의회의’ 및 ‘도

서관 공간 구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만들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사 업 명: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도(圖)쟁이의 하루’ (현)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 사업기간: 2014. ~ 2017. 계속사업

▪ 사업대상: 지역 내 청소년 교육기관 및 단체

▪ 사업내용: 영종도서관 안내, 사서 업무 소개, 도서관 이해, 체험활동

유  형 내  용 비  고

강의

사서와 
도서관의 정의

∙ 사서와 도서관의 사전적 정의
∙ 사서와 도서관에 대한 역사적 탄생 배경

사서 업무 소개 

∙ 도서관종별 업무 소개 (공공/학교/전문/특수)

∙ 정보서비스 / 도서 관련 업무 

∙ 독서 진흥 관련 업무 

<표 7> 영종도서관 진로체험프로그램 세부운영내용

유형 활동내용

현장견학형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산업 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학과체험형
특성화고, 대학교(원)를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

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진로캠프형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직업체험·상담·멘토링·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1일 6시간 이상 운영) 

강연형·대화형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 진로특강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대화형은 40명 내외 학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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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서관에서 시행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서 업무 

및 역할을 소개하고, 사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체험활동을 통해 사서라는 직업군을 

이해하는 계기 마련하여 향후 사서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개인의 적성 및 개성의 개

발과 이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도록 가이드 역할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의 <표 8>는 2016년 10월에 자체적으로 시행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참

여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면 프로그램 참여이유에서 학교 정책에 따라 참여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75%, 실제 

수업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 사서 업무관련 내용이 흥미롭고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참

여자가 75%, 참여자 전원이 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실제 사서직업

군에 큰 관심이 없었으나 프로그램 참여로 해당 직군의 직업을 이해하고, 사서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유  형 내  용 비  고

사서가 되려면
∙ 대학 교육과정 소개 

∙ 자격증 발급 과정 안내 

사서의 
윤리의식

∙ 도서관인 윤리선언
∙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성명 (IFLA)

체험

분야별 
사업계획서 

작성

∙ 정보서비스, 문화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어린이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등 분야별 사업계획서 작성해보기

∙ 프로그램 소감 작성

사업계획서
식에 따른 

작성(A41매)

도서관 

공간구성

∙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도서관 공간 구성해보기
∙ 예산/동선/가구구입 등 도서관 개관 모의체험

∙ 완성된 도서관 공간구성 모형을 보며 발표

∙ 평가항목에 따라 완성된 도서관 평가해보기

만들기 활동

자료선정위원회 

모의회의

∙ 자료선정위원회 회의 안건 상정

∙ 자료선정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해보기 

∙ 자료선정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 발표

∙ 심의된 안건 및 회의내용 점검사항에 따라 평가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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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나   이 고등학교 1학년(17세) 100%

소   속 인천공항고등학교 100%

성   별 남 69%, 여 31%,

영종도서관 이용경험 없음 6%, 2회 13%, 3회이상 81%

참여한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작성 0%, 도서관공간구성 100%, 자료선정위원회 0%

설문

내용

프로그램

참여이유

선생님 또는 부모님의 권유 12%, 사서 직업 관련 흥미 13%,

학교 정책에 따른 선택 75%, 기타 0%,

흥미롭거나 

도움된 내용

도서관 관련 내용 38%, 도서관 분류법 관련 내용 38%, 
사서 업무관련 내용 75%, 사서 자격취득 관련 정보 38%, 

도서관 공간에 대한 이해 75%, 도서관 공간 모형 만들기 75%, 기타 0%

교육 전체 만족도 매우만족 81%, 만족 19%,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참여 효과 그렇다 100%, 보통이다 0%, 아니다 0%

재참여 의사 그렇다 81%, 보통이다 19%, 아니다 0%

<표 8>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또한 자칫 도서관 이용교육 및 대출/반납 업무 체험에 국한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현장직업 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기획한 도서관 공간구성 관련 만들기 

체험에 참여자의 큰 호응이 있었다. 참여자는 도서관 열람실 안에 서가를 배치해보

고, 장서량과 열람인원을 계산해보며 보다 쾌적한 도서관 공간을 구성하기위해 고민

하였다. 또한 공간사이에 화분이나 소파를 배치하는 등 열람석 위주의 도서관 모델에

서 탈피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도서관 서비스를 이해하고 해당 

서비스의 공간을 구성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열람중심의 공간에서 문화 활동 공간으

로 도서관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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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모습

3. 운영 - 청소년, 영종도서관 문화플랫폼으로 모여들다

‘운영’ 영역 사업의 핵심은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 이

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입하는 서비스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

는 활동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었으며, 이에 영종도서관은 단기/장기 자원봉사프로그

램을 기획하여,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으로 정기적인 도서관 이용을 도모하였다. 또한 

청소년 계층을 위한 독서동아리를 기획하여 청소년이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

였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앞서 ‘설계’사업에서 언급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

터,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가. <사례3> 장기자원봉사 ‘다재다능 가꿈씨’ 및 청소년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사례

영종도서관은 2009년 개관 당시부터 지역 청소년 및 이용자 누구나 활동 가능한 

자원봉사 수요처로서 역할을 다져왔다. 하지만 도서정리 등 도서관 일상봉사에 주력

된 청소년봉사의 경우 우수한 지역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

다. 또한 1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배가교육에 할애하는 교육시간 대비 활동

시간이 현저히 적었으며, 1회 교육으로 도서관 도서정리를 이해하고 돕기에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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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에 영종도서관은 2014년 본격적으로 도서관 업무를 세분하고, 자원봉사자

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다양하게 구성키로 하였다. 또한 우수한 인재의 재능기부

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

고 꾸준히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자원봉사단을 구성, 일상봉사와 재능기부영

역으로 활동을 구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현재 영종도서관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 자원봉사는 책가꿈이, 소식가

꿈이, 아침가꿈이, 문화가꿈이, 서가가꿈이 총 5가지 영역이다. 일상봉사를 지원하는 

‘다재다능 가꿈씨’ 외에도 영종도서관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기부영역을 열어놓

고 있다. 그 중 개인의 참여율이 활발한 영역은 ‘푸른섬 1318 독서공감’으로, 영종도

서관의 소장도서를 읽고 월1회~2회 내에서 서평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영역

의 재능기부 봉사는 다른 청소년이용자가 도서를 선택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

천과학고등학교 및 인천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스토리텔링 및 문화프로

그램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이 단순한 일손 돕기 수준의 일상봉사로 도서관

에 기여하기보다는 보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다는 책임감을 

배우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문화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프

로그램은 참여하는 재능기부학생들의 책임감 향상 및 성취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

고 있으며, 꾸준히 영종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 사 업 명: 영종도서관 자원봉사 프로그램 ‘다재다능 가꿈씨’

▪ 운영대상: 중학교 1학년 이상 청소년 및 성인

▪ 활동내용: 도서관 일상업무 지원을 위한 단기/장기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운영

▪ 활동유형

   ∙ 단기자원봉사: 1회성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서관 일상업무를 지원하는 활동

   ∙ 장기자원봉사: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도서관 일상 업무 포함, 스토리텔링/문화

프로그램 재능기부 등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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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내용

자원활동단

(일상봉사)

다재다능

가꿈씨

[책  가꿈이] 파·훼손도서 등의 재정리자료 도서장비작업

[소식가꿈이] 홍보물 제작, 스캔, 수정 등 이미지 작업

[아침가꿈이] 정기간행물 정리

[문화가꿈이] 문화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서가가꿈이] 각 실별 반납도서 배가 및 오배열 도서 점검

재능기부단

(재능봉사)

서평나눔 [푸른섬 1318 독서공감] 도서관 소장자료를 읽고 서평 기부

스토리텔링 [토요스토리텔링] 어린이실이용자를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및 독후활동

재능나눔 • 업무협약을 통한 재능 나눔

<표 9> 영종도서관 장기자원봉사활동 세부운영내용

아침가꿈이 활동

   

책가꿈이 활동

문화가꿈이 활동

   

서가가꿈이 활동

[그림 4] 장기자원봉사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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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프로그램의 운영은 영종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이

용자가 매년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래의 <표 10>과 같이 2011

년 방학기간 운영하여 누적참여인원 90명이었던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2016년 누적

참여인원 1,602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청소년 자원봉사를 세분하고 청소년의 재능기

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자

원봉사활동을 계기로 도서관 자료를 활발히 대출하기도 하고, 도서관 업무를 심층적

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적참여인원 90명 220명 441명 1,069명 1,431명 1,602명

<표 10> 영종도서관 연도별 자원봉사자 누적참여인원 통계

나. <사례4> 청소년 독서동아리 ‘재잘재잘 책마당’ 운영 사례

영종도서관은 2011년 ‘책 읽는 도시 인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독서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독서공동체 형성 및 자발적 독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자 계층별 

특성 및 요구에 부합하는 독서동아리를 구성하였다. 어린이(초등 1학년~2학년 대상) 

1개, 청소년(중학교 1학년~2학년 대상) 1개, 성인(일반인, 문학중심) 1개 총 3개의 계

층별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었고 현재는 어린이는 학년별로 3개, 청소년 1개, 성

인 4개(문학, 그림책, 인문학, 영어원서) 총 8개의 영역에서 계층별 동아리가 운영되

고 있다. 이에 영종도서관은 계층별 독서동아리 활성화와 맞물려 청소년 계층을 위한 

독서동아리를 구성, 2017년 현재까지 월1회 정기적인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 사 업 명: 영종도서관 청소년 독서동아리 ‘재잘재잘 책마당’

▪ 운영기간: 2011. 11.~2017. 계속운영

▪ 운영대상: 중학교 1학년~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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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내용: 청소년문학을 중심으로 활동도서 선정하고, 활동도서를 읽은 후 줄거리 

정리 및 발제․토론 운영. 관련 독후활동 진행

   

[그림 5] 청소년 독서동아리 운영 모습

청소년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추천도서목록이나 수행평가와 관련된 의무

적 독서를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독서동아리 역시 결과물을 창출하

기위한 독서로 인식된다면, 책읽기가 자칫 학습과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

종도서관 청소년 독서동아리는 서평을 쓰거나 결과물을 위한 독서가 아닌 토론중심

의 독서동아리로, 참여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비판적 독서력을 기르는 것에 목

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한 권의 도서를 나누어 읽고 한 가지 핵심 주제를 결정하

여 그 핵심주제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모임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꾸준한 독서습관을 형성하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적인원 6명 46명 49명 44명 52명 69명

운영횟수 1회 8회 8회 8회 8회 8회

<표 11> 영종도서관 청소년 독서동아리 연도별 누적참여인원 통계

2011년 시범적으로 운영된 계층별 독서동아리의 일환으로 추진한 영종도서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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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동아리 ‘재잘재잘 책마당’은 201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기 운영을 추진하여 

방학기간(8월)을 제외한 매월 1회 동아리활동을 운영해왔다. 위의 <표 11> 영종도서

관 청소년 독서동아리 연도별 누적참여인원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년 참여인

원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독서동아리에 참여한 학생들 중 희망자에 한해 중

학교를 졸업하는 기간까지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2013년부터 동아

리 3년 참여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4. 창출 - 청소년, 새로운 문화플랫폼을 열다

‘창출’ 파트 사업의 핵심은 지역사회 청소년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이다. 도서관에서 

청소년이 직접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혹은 도서관과 함께 새로운 기획을 만들

고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공공도서관을 스스로의 문화 창출 공간으

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2017년 영종도서관 특화사업 영종지역 향토자료 아

카이브 구축사업과 연계한 청소년 아키비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이 지역사

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역사와 변화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문화 창출 활동을 기

획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10년 인천과학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문화프로

그램 ‘우당탕탕 과학나라’, ‘알쏭달쏭 수학나라’를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 인천국제고등학교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토요스토리텔링 ‘Talk! Talk! 

Talk!(톡!톡!톡!) 영어 터뜨리기’를 운영하고 있다. 영종도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교

육기관과의 꾸준한 업무협업, 청소년 대상 장기자원봉사단 구성, 청소년을 위한 프로

그램 운영이 청소년이 주도하는 문화 창출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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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례5> 청소년 아키비스트 활동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 운영 사례

영종도서관은 2014년 6월부터 영종지역 향토자료 아카이브 구축사업 ‘온고지신’을 펼

쳐왔다. 영종도는 학군 및 신도시 거주 등의 사유로 이주한 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급

격히 개발되어 주민들이 도시 상업 권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입시로 인한 교

과 학습으로 주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로 인해 생활반경도 매우 협소하다. 영종도서

관은 신도시로 개발된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개발 이전의 지역사회를 이해하

고 변화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에 2017년 인천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에 공모, 당선되어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를 운영하게 되었다.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는 청소년이 기록관리사(아키비스트)가 되어 영

종도 지역의 자원을 다큐멘터리 영화 및 연극의 형태로 재해석하는 예술 문화 교육프

로그램이자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상반기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아키비스트는 영종도 및 영종도에 인접한 신도, 시도, 모도를 포함한 지

역의 자원을 이해하고 촬영/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종도서관 특화사업인 향토자료 수집사업 ‘온고지신’과 연계하

여 지역의 기록을 청소년들이 수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는데 특별한 의의를 갖

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그림 6]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 촬영이론 및 실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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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2017 인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

▪ 주요내용: 청소년이 기록 관리사(아키비스트)가 되어, 영종 지역 자원을 다큐멘터

리 영화 및 연극의 형태로 재해석하는 유쾌한 예술문화교육 프로그램

▪ 사업기간: 2017. 04. ~ 12.(총 30회, 매주 토요일 10시~)

▪ 참여인원: 총 30명 (1기 15명, 2기 15명)

▪ 주관기관: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후원기관: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 협력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2017년 상반기 청소년 참여자들이 아키비스트 활동을 통해 영종도 지역자원을 촬

영하여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하였고, 이렇게 제작된 영상콘텐츠는 영종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지역 주민과 공유하였다. 또한 꿈다락 활동홍보영상을 제작

하여 매 주말 영종도서관 소극장 영화 상영 전 홍보 에 활용하며, 활동을 안내하는 

영상으로 꾸준히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 <표 12>는 상반기에 진행하였던 ‘아키비스

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의 세부 진행내용이다.

회차 교육주제 활동내용

1-2  오리엔테이션/기획
수업개요 및 퍼블릭액세스 소개 / 기획의 이해 / 구성이란 무엇인가 / 

공간 다큐멘터리의 이해 / 기획, 구성 실습

3-4 프레임과 편집

카메라의 기본 이해 /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 사용 및 인터뷰, 촬영 요

령 / 미션에 따른 촬영 실습 / 디지털 편집의 특징 이해하기 /각자의 촬
영본을 편집해 1분내외 영상 만들기 

5-6
영종도 및 

인접 섬 탐사

<준설토 투기장, 오성산, 마시안 갯벌> 준설토로 매립된 준설토 투기장의 

갯벌 및 변화하는 지형 관찰 / 인천공항 전망대가 있는 오성산으로 이

동, 공항의 모습과 지금의 영종도를 만들기 위해 훼손된 오성산의 모습 

기록<특강:인천녹색연합사무처장><신, 시, 모, 도> 자연- 연도교로 인해 

변화하는 갯벌지형 탐사 / 염전을 통해 인천의 염전 역사와 소금에 대한 
이야기 듣기 /

2주간 탐사한 지역을 기초로 각각 모듬별 원하는 지역, 주제 선택

<표 12> 상반기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 세부진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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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 상반기 활동모습

2017년 하반기에 계획된 연극 활동은 영종도의 설화를 연극으로 재해석하여 역사와 

기록을 예술로 유쾌하게 풀어보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를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연극 활동을 통해 제작한 영종도 설화 연극 대본은 영종도서관 아카이브 

자료로써 보존하고 지역에 배포하게 된다. 다음 <표 13>는 하반기에 진행하게 되는 

영종도 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 활동 운영 계획이다.

회차 교육주제 활동내용

7-9 모듬별 촬영 실습
주제에 맞는 인터뷰이 섭외, 인터뷰 촬영 /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현장, 

풍경 장면 촬영, 모니터링 / 보충 촬영

10-13
영상문법 및 

편집 실습

영상문법의 이해 / 편집구성안 및 내레이션 원고 작성 / 컷편집(편집구

성안에 따른 영상배열) 실습 / 영상, 사운드 편집, 자막 제작/ 전체흐름 
다듬기

14-15  최종편집 및 수료식 내레이션 더빙 등 최종 편집 완료/ 시사 및 평가,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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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차 교육주제

연극도입 1-2
오리엔테이션,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

전신사조방식의 프로필사진 촬영 및 사진아카이브 강의

연극 전개

3-4
나는 누구인가, 공연과 공연의 뒷모습

명동예술극장 백스테이지 투어 / 뮤지컬 관람

5-7

이야기 구조와 즉흥 (1) 방귀와 오이씨

이야기 구조와 즉흥 (2) 무자유손, 사라져 버린 당집, 지네와 이무기
<영종설화극장> 콘텐츠 선정

8-11 프리프로덕션, 무대형상화 , 공연구성요소, 장면완성하기

연극정리 12-14 리허설, 프리뷰공연, 연극제 최종 준비

최종 15 연극·영화제

<표 13> 하반기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 세부진행내용

   

[그림 8]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 하반기 활동모습

아키비스트 활동으로 제작된 모든 사업의 결과물은 영종 지역 자료로써 ｢영종 향토․

지역 자료 구축사업 ‘온고지신’｣에서 보존 및 축적하여 후세대에 전승할 예정이며, 다

큐멘터리 결과물은 독립영화 및 인디다큐멘터리 공모전에 응모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큰 성취감을 느끼고 지역사회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영화 및 연극의 경

우 영종도서관 송년행사에 지역 주민을 초대하여 발표함으로써 일 년간의 성과를 가

시화하는 행사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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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아키비스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느낀 

영종도의 모습을 다큐멘터리 영화 및 연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냈다. 이는 

2017년 신규 사업인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사업이 현재 영종도서관 “청
소년 문화 플랫폼”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그림 9]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 메이킹필름 캡처 화면

또한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인적 측면에서도 영종도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

로 작용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역사와 기록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이는 ‘아키비스트, 예술로 영종을 말하다’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종도 

탐사 사전/사후에 영종도 지도그리기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사전 활동 당시 참

여자 대부분이 학교 가는 길 및 집 주변, 영종도서관 주변 정도로 영종도를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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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였는데, 프로그램 종료 후에 그린 결과물에서는 아키비스트 

활동 반경으로 그 범위가 매우 확장되었으며 세밀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그림 

9]는 ‘아키비스트’ 메이킹 필름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처한 것으로 일부 학생의 변화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참여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

이 확장되었으며, 이는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도서관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아카이브 기능을 놀이처럼 즐기며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기록하

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기록관리사로서의 역할을 다졌다.

나. <사례6> 정규 문화프로그램 ‘우당탕탕 과학나라’, ‘알쏭달쏭 수학나라‘ 운영 사례

봉사활동은 학업만큼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나, 청소년에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단순한 도서정리봉사 

혹은 행사운영지원 등 일손을 돕는 정도에 봉사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

신의 흥미나 적성, 특기를 살리지 못한 단순자원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영종도

서관과 인접한 인천과학고등학교는 과학 및 수학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교육을 받는 

기관이다. 우리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의 봉사활동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2010년 ‘인천과학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 해당 학교 봉사동아리 학생들과 

과학 및 수학 관련 문화프로그램을 특강형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과 2012

년에는 과학과 수학에 관한 실험을 통해 원리를 알아보는 강좌 ‘신통방통 과학세상’, 

‘알쏭달쏭 수학나라’를 운영하여 지역 초등학생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2013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규 문화프로그램에 꾸준히 재능기부하고 있다.  

▪ 사 업 명 : 영종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우당탕탕 과학나라’, ‘알쏭달쏭 수학나라’

▪ 사업기간 : 2010. ~ 2017. 계속사업

▪ 참여대상 : 초등 고학년(4학년~6학년)

▪ 협력기관 : 인천과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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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실험해보며 과학 및 수학을 

흥미롭게 탐구해보는 멘티-멘토제 프로그램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영종도서관 정규 문화프로그램 

‘우당탕탕 과학나라’ 및 ‘알쏭달쏭 수학나라’는 참여자와 멘티-멘토제로 운영되는 프

로그램으로,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이 매 회차 마다 15명에서 20명 정도 영종도서관

에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다. 참여인원수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수가 1:1 매

칭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많은 인원이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과학 및 수학 관련 실

험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영종도서관 정규 문

화프로그램은 매번 높은 접수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이중에서도 인천과학고등학교에

서 꾸준히 운영해온 본 프로그램 인기가 상당하다.

  

[그림 10] 정규 문화프로그램 ‘우당탕탕 과학나라’, ‘알쏭달쏭 수학나라’ 운영 모습

인천과학고등학교와 연계 운영하는 정규문화프로그램은 영종도서관에서 청소년이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한 첫 번째 모델이다. 이는 청소년 교육기관 뿐 아니라 

영종도 지역 다른 기관과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우당탕탕 과학나라’ 및 ‘알쏭달쏭 수학나라’는 꾸준히 운영되오며 현재의 영종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지역주민에게 큰 사랑을 받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매회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멘토로 활동하며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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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7> 인천국제고등학교와 함께하는 Talk! Talk! Talk!(톡!톡!톡!) 

영어 터뜨리기 운영 사례

영종도서관은 2014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하면서 지역 인재들의 

재능기부자 모집에 주력하였다.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고등학교는 글로벌 인재육

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학문역량 뿐 아니라, 공동체 및 소통에 대한 역량까

지 중요한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제교육과가 별도로 구성되어있어, 외국 대

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외국어 관련 인재가 다수 재학하는 학교이기도 하다. 인천국제

고등학교 내 봉사동아리 역시 인천과학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외부활동에 대한 갈증

은 있었으나 적절하게 역량을 발휘할 만한 재능기부 수요처를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

다. 영종도서관은 봉사동아리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영종도서관 내에서 매주 토요

일 진행되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 영어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신설, 정기적

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림 11] 토요 스토리텔링“톡!톡!톡! 영어터뜨리기”운영 모습

▪ 사 업 명: 토요 스토리텔링 ‘Talk! Talk! Talk!(톡!톡!톡!) 영어 터뜨리기’

▪ 운영기간: 2015. 07. ~ 2017년 계속사업

▪ 운영시간: 매월 세 번째 토요일 11:00~ 12:00

▪ 참여대상: 당일 어린이실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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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내용: 월 1회 도서관에서 모임을 통해 선정 도서 및 독후 활동 논의, 

선정 영어도서 스토리텔링 후 관련 노래 또는 율동으로 독후 활동 진행

2015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진행된 토요 스토리텔링 ‘Talk! Talk! Talk!(톡!톡!톡!) 

영어 터뜨리기’는 매월 1회 인천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도서를 선정하고 프로그

램을 구성하여 당일 어린이실을 이용하는 어린이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

램이다. 선정도서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선

정도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구상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책을 읽어주고 

있다. 또한 책 내용을 연구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영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매 회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익숙한 멜로디의 동요를 개사하여 

영어로 불러주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영종도서관 개관 8주년 기념행사에 2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인

천국제고등학교 봉사동아리 학생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관기념 

행사에서 인천국제고등학교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영어동화 읽어주기를 뮤지컬 형식

으로 연습하여 공연하였다. 이는 그동안 성실히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학생들에게서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림책 ‘아카시아 파마’를 영

어버전으로 연습하여 PPT영상, 연극, 노래와 춤까지 곁들여 꾸민 훌륭한 뮤지컬 무

대였다. 2015년 1학년이었던 1세대 재능기부 학생들이 2017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

었음에도 꾸준히 활동 중이며, 졸업 후에도 후배들이 영종도서관과 연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Ⅲ. 추진성과 및 결론

영종도서관 “청소년 문화플랫폼”사업은 현재진행형이다. 공공도서관 청소년 계층 

서비스는 단시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영종도서관 “청소년 문화플랫폼”은 

각 사업의 운영사례와 시행착오가 쌓여왔기에 현재의 구현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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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한 두 가지의 핵심 목표 중 첫 번째 목표였던 ‘안정적인 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과, 두 번째 목표였던 ‘청소년이 주도하는 신규 문화 창출’

의 사례를 본 고를 통해 소개하였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타 공공도서관보다 특별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서비스를 분류하고 흐름을 정하

여 결론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영종도서관 초기부터 현재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

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정규 문화프로그램 사례 및 2015년 시작한 인천국제고

등학교 학생들의 토요스토리텔링 사례, 2017년 올해 처음 시작한 청소년 아키비스트 

활동 사례가 영종도서관이 “청소년 문화플랫폼”으로서 얼마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

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영종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더 이상 학교권장도서를 읽기 위해 책을 빌리

러 오거나, 시험기간 공부할 장소가 필요해서 도서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역사를 기록하여 다큐멘터리, 연극으로 제작하고,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어린

이들을 만나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다. 이들에게 공공도서관은 쉽고 가까운 문화 창출 

공간인 것이다.

영종도서관 “청소년 문화플랫폼” 사업은 1. 청소년이 도서관을 이해하게 만들고 

2. 청소년이 도서관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으며, 3. 청소년이 주도하여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이르도록 독려해왔다. 앞으로도 영종도서관은 “청소년 문화플

랫폼”으로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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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례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윤정환 ․ 김다현 ․ 임세례

성북문화재단 월곡꿈그림도서관

 

마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공공도서관 조성 사례

- 월곡꿈그림도서관 ‘2016-17 동행(同幸), 함께 열다’를 중심으로



차   례

Ⅰ. 서 론

Ⅱ. <월곡꿈그림도서관> 2016-17 동행(同幸), 함께 열다

1. 만나다

  가. 동행 인터뷰

  나. 도서관 길 주민조사

2. 소통하다

  가. 원데이 오픈 갤러리

  나. 마을 간담회

3. 모이다

  가. 청소년 –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워크숍, 창립총회, 임시총회 

  나. 청년 – 동덕여자대학교 청년 동아리

  다. 주민 – 월곡동 주민생활문화 동아리 및 지역 단체

4. 함께 열다: 개관행사 ‘월곡꿈그림도서관이 온데이(On-Day)’

Ⅲ. 성과 및 제언: 동행하다

1. 불금엔 온데이

2. 애서가 프로젝트

3. 월곡꿈그림도서관 동행원탁

Ⅳ. 부 록: 월곡꿈그림도서관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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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도서관에 대한 시민 욕구와 맞물려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북구의 월곡꿈그림도서관도 이와 같은 양적 증가

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해 건립이 확정되었으며 대한불교진각종재단의 20년 무

상임대를 통해 2017년 7월 22일 성북구의 10번째 구립도서관으로 개관했다.  

○ 건 립 사 례: 월곡꿈그림도서관 2016-17 동행(同幸), 함께 열다

○ 추 진 목 적: 마을민주주의를 통한 공공도서관 조성 

○ 도서관 개요 

   1. 주     소: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월곡2동 동덕여대오거리) 

   2. 규모/개관: 340.7㎡, 1층 단층 / 2017.07.22. 개관

   3. 운영주체: 성북구 / 위탁운영 : 성북문화재단

   4. 운영특징: 성북구 1번째 청소년 특화 도서관

○ 조 성 과 정   

   1. 2016.11.16.~2017.01.12. 동행인터뷰(건립지역 중심 민.관.학 37개 그룹, 148명)

   2. 2017.01.15.~2017.01.17. 도서관 길, 거리 주민조사(3일 3거점, 1,130명)

   3. 2017.02.07. 마을 간담회 및 원데이오픈갤러리(158명)

※ 청소년 특화운영 확정

   4. 2017.03.25.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워크숍(52명)

   5. 2017.03.29. 동덕여대 협력 청년그룹 간담회(4팀, 35명)

   6. 2017.04.15., 2017.06.17.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창립총회(42명)/임시총회(39명)

   7. 2017.07.22. 월곡꿈그림도서관 개관(12그룹, 110명 함께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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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민선 6기 10번째 구립도서관 조성에 앞서 위와 같이 마을 안에서 특별한 

시도를 시작했고, 개관 7개월 전인 2016년 11월부터 도서관 건립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 동행인터뷰’와 ‘도서관 길 주민조사’를 통해 마을과 만나는 첫 걸음을 떼었다. 

또한 마을의 청소년, 인근대학의 청년, 지역주민 그룹이 도서관과 함께 동행하며 개

관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도서관 조성에 있어 민.관.학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도서관 개관이 마을민주주의 근거지이자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공도서관 조성 사례 ｜현장사례

75

Ⅰ. 서  론

마을 민주주의는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1)와 더불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낯선 

단어가 아니다. 국가의 범주로만 여겨졌던 민주주의가 ‘마을’이라는 작은 범주로 이야

기되는 것은 어쩌면 마을이라는 곳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이며,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태생적으로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주민의 시선, 사회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 

흐름의 일환으로 다양한 도서관이 마을민주주의 기반 시설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

작하고 있다. 

도서관은 이용자 희망도서를 신청 받고, 만족도 조사를 통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미시적인 참여 단계에서 나아가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사서라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소통하는 민주

시민 자치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이 

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봐야할 시기이다.

오늘날, 도서관 개관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마을 안에 조성

되어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곳임에도 규모와 상관없이 개관 준비의 모든 과정을 

‘관’이 주도하며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 도서관을 사용하게 될 주민들은 도서관 개관

식 행사일이 되어서야 도서관에 들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다. 이에 성북구는 지역과 거주민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관련 정보에 대한 확

인 절차와 그 과정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도서관 기반 마을 민주주의의 시

작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성북구는 민선 6기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비전을 세

우고 함께하면 행복한 ‘동행(同幸)’을 키워드로 10번째 구립도서관 조성에 앞서 마을

과 만나는 시도를 시작했다.

월곡꿈그림도서관이 개관하기 9개월 전인 2016년 11월부터 진행된 ‘도서관 동행인터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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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를 시작으로 개관 전 마을과 만나 도서관 건립과 운영방향을 논의하여 협력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성북구의 1번째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되기까지 ‘관’주도형이 아닌 

마을 민주주의를 담아낸 마을이 함께 만든 특별한 동행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Ⅱ. <월곡꿈그림도서관> 2016-17 동행(同幸), 함께 열다

1. 만나다

월곡꿈그림도서관 조성은 ‘마을이 시작하고 동행하는 민관 협치’를 목적으로 주민

자치가 실현되는 조력자로서의 도서관 역할과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건립지역(행정동 – 월곡2동)을 중심으로 1,300여명의 마을 주민을 만났다. 

 2016년 11월 16일 첫 인터뷰를 시작으로 2017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37

개 단체 148명을 마을 안에서 만나 도서관 건립과 운영방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

였으며, 도서관 인근 거리에서 인터뷰 내용을 반영한 주민조사가 3일 동안 세 거점에

서 실시되어 주민 1,13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788명(70%)이 우리 마을에는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도서관 건립 지역의 마을과 만

나는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초기 도서관 건립을 위한 운영방향이었던 ‘그림책 도서관’

에서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마을의 요구를 통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 동행 인터뷰 및 주민조사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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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행 인터뷰

1) 진행개요

    ○ 진행기간: 2016. 11. 16. ~ 2017. 1. 12. (약 2개월)

    ○ 조사대상2) 

       - 도서관 건립지역 ‘월곡2동’을 중심으로 반경 1㎞(도보 10분)

       - 행정권역상 월곡2동, 생활권역상(도보 반경 1㎞) 월곡1동, 종암동 일부 

포함 조사

       - 대상자 및 조사방법 : 민․관․학 개인 및 그룹 인터뷰 

    ○ 진행방식: 개별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및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그림 2] 동행 인터뷰 민․관․학 대상자

인터뷰 양식 1 (개인 및 소집단) 인터뷰 양식 2 (단체 등 다수)

[그림 3] 월곡꿈그림도서관 동행 인터뷰 양식

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건립계획지원시스템 데이터 통계분석 자료(기준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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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목표

    ○ 건립예정 도서관 사전 홍보 및 인식개선

    ○ 도서관 마을 중심의 주민참여 동행 기반 마련

    ○ 도서관 마을 중심 지역 현안 정보 교류

    ○ 도서관에 대한 시대적 변화 요소 확인

    ○ 도서관 운영방향 및 민.관.학 협력 사업 설계

3) 참여결과: 37개 그룹, 148명

[그림 4] 동행 인터뷰 참여 현황

   

[그림 5] 동행 인터뷰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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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서관 길 주민조사

1) 진행개요

    ○ 진행기간 : 2017. 1. 15. ~ 17. (3일)

    ○ 조사장소 : 도서관 길 3거점3) 거리 (무작위 주민조사)

[그림 6] 도서관 길 주민조사 홍보물

3) 다양한 계층 주민조사를 위해 ① 주말 오후 아파트 단지 ② 평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덕여대 오거리 ③ 

퇴근시간 월곡역 내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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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목표

    ○ 개관 예정 도서관 홍보 및 관심 유도

    ○ 동행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마을에 필요한 주 서비스 대상 조사(어린이/청소년) 

3) 참여결과 : 3거점 1,130명 / 어린이(342표, 30%), 청소년(788표, 70%)

[그림 7] 도서관 길 주민조사 현황

   

[그림 8] 도서관 길 주민조사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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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통하다

동행 인터뷰와 주민조사를 통해 도서관 건립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안에서 만나 나

눈 이야기들은 2017년 2월 7일 내부 공사가 시작되기 전 빈 도서관 공간에 ‘원데이 

오픈 갤러리’로 아카이빙 되었다. 

이곳에서 도서관 건립 지역의 마을 사람들과 ‘관’이 만나 도서관의 운영방향을 토론

하는 ‘마을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며 건립 전 진행된 마을 간담회에서 청소년 특화 도

서관으로 운영이 결정되었다. 이 간담회가 월곡꿈그림도서관만의 첫 번째 ‘동행(同幸)

원탁’으로 도서관 중심 마을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가. 원데이 오픈 갤러리

1) 추진개요

    ○ 일시: 2017. 2. 7. / 11:00 ~ 17:00

    ○ 장소: 월곡꿈그림도서관 조성예정 건물 내부

    ○ 대상: 동행 인터뷰 참여자 및 지역 주민 누구나  

    ○ 내용: 월곡꿈그림도서관 조성 과정, 동행 인터뷰 및 주민조사 과정 아카이빙 

2) 추진목표

    ○ 신규 도서관 사전 홍보 및 도서관 인식 개선

    ○ 동행 인터뷰 및 주민조사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 공유 

    ○ 향후 도서관 자원봉사자 및 동행 원탁 참여 기반을 위한 관계 맺기  

3) 추진결과

    ○ 참여자수 : 1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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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원데이 오픈 갤러리 진행 사진

나. 마을 간담회

1) 추진개요

    ○ 일시: 2017. 2. 7. / 11:00 ~ 12:00

    ○ 장소: 월곡꿈그림도서관 조성예정 건물 내부

    ○ 대상: 동행 인터뷰 참여자 및 지역 주민 누구나 

2) 추진목표

    ○ 동행 인터뷰 및 주민조사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 공유 및 운영방향 토론  

    ○ 향후 도서관 운영방향과 마을 협력 사업 기반 마련  

3) 추진내용

    ○ 동행 인터뷰 및 주민조사 과정을 담은 아카이빙 영상 시청

    ○ 도서관 및 지역 이야기를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로 도출

    ○ 간담회 참석자들이 빅데이터 키워드를 직접 선택하여 자유 발언 및 참여자

들과 토론

    ○ 동행 인터뷰 및 주민조사 과정 아카이빙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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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마을 간담회 진행 순서

시간 내용 진행

11:00 ~ 11:10 (10’) 참석자 확인 및 안내 -

11:10 ~ 11:15 (5’) 간담회 시작 및 개요 관장

11:15 ~ 11:20 (5’) ‘반갑습니다’ 참석자 인사 참석자 전체

11:20 ~ 11:25 (5’) ‘월곡꿈그림도서관 동행’ 소개 영상 -

11:25 ~ 11:45 (20’) 동행 빅데이터를 통한, 도서관을 말하다 관장

11:45 ~ 11:50 (5’) 동행 인터뷰 아카이빙 안내 및 사진 촬영 관장

11:50 ~ 11:55 (5’) 동행 인터뷰 아카이빙 투어 사서

4) 추진결과

    ○ 참여자수 : 105명

    ○ 토론결과 : ‘청소년 특화 도서관’ 운영방향 확정

       - 방과 후 우리 마을 청소년들의 오거리 문화공간

       - 아침이면 주민, 학부모가 모이는 소통의 장

       - 우리 마을 동네서점과 힘을 합쳐, 가장 빠른 희망도서 제공

       - 사연 깊은 나의 책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공유서가

       - 우리 학교, 아파트, 마을 소식이 모이는 마을 소식의 거점

       - 사서와 주민이 만든 주제도서가 우리 마을 곳곳으로

       - 북콘서트, 인문학 프로그램, 오다가다 누구나 들리는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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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동행 인터뷰 및 주민조사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

<표 2> 동행 빅데이터를 통한, 도서관을 말하다

빅데이터 내용 토론자

#성북구립도서관

#동행

10번째 성북구립도서관 개관 준비를 축하합니다. 마을과 함께 

동행하며 월곡동에 꼭 필요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도 마을 곳곳에 더 많은 도서관이 생겨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

#청소년

#조별과제

#눈치 안보는

중학생들은 조별 과제가 많은데 방과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과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학교는 일찍 닫

고, 카페를 가게 되면 음료를 사먹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래

요. 도서관 어린이열람실에서 하기에도 눈치가 보이구요.

중학생

#편안한

#자유로운

이스라엘 도서관은 서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끄러운 

공간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이야

기를 나누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요.  

독서회 회원

#아파트 #우리 동네

#마을소식

#정보교류

월곡동 동아에코빌 아파트의 좋은 소식들이나 주변 마을 소식

들을 도서관에서 쉽게 접하는 마을 소식의 거점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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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마을 간담회 진행 사진

빅데이터 내용 토론자

#청소년

#접근성

구산동 도서관을 방문해보니 동네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모이

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동네 청소년들도 상점 앞에서 배회하

지 않고 안전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길 기대해요.

마을기획단

활동가

#100평

#그림책

#상호대차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로 청소년 도서관이라는 점과 100평 

규모라는 점에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고민의 과정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네

요. 집근처 도서관에서 상호대차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
니 만족해요.

아파트 주민

#만화

#웹툰

시대의 변화에 맞춰 도서관에도 만화책이 있어서 주민들 누구

나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서회 회원

#동덕여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동덕여대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천
연염색이나 그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대학생

#학교

#봉사

#연계

학교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봉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책 정리 말고 다양한 내용으로 기획해주면 의

미 있을 것 같아요.

학교도서관 
사서



2017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86

3. 모이다

동행 인터뷰와 주민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 개관 전 도서관 빈 공간에 아카

이빙 되어 공유되고 마을 간담회를 통해 ‘관’과 마을이 소통하며 월곡꿈그림도서관의 

운영방향은 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2017년 3월부터 52명의 지역 청소년이 도서관 개관과 운영의 주체로 동행하

기 위해 ‘독(讀)한 친구들’이라는 월곡꿈그림도서관의 청소년 서포터즈로 탄생했다. 

‘독(讀)한 친구들’은 워크숍과 창립총회를 통해 4월 15일 정관을 의결하고 5개 분과

(담자-수서팀, 찾자-검색팀, 모으자-전시팀, 알리자-홍보팀, 만나자-안내팀)를 구

성, 분과장과 의장을 선출했다. 또한 6월 1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도서관 내 1318

톡(Talk)탁의 청소년 우선좌석 운영방향을 의결하는 등 개관 준비 과정을 함께 했고, 

도서관 내 청소년 활동을 결정하고 협력한다. 

더불어 인근 대학의 청년그룹과 지역의 주민생활문화 그룹 또한 도서관 개관을 준

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협력의 구성원이다. 단체별로 특기를 살려 마을 강사 역할로

서 청소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자로서 도서관 내 갤러리 공간을 구성하는 

등 도서관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가 시작되었고, 이로써 마을 주민과 도서관은 행사 

기획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협력을 통해 나누고 소통하며 ‘우리 마을 도서관’을 함께

여는 민.관.학 협치의 모델이 되었다. 

가. 청소년 -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워크숍, 창립총회, 임시총회 

1) 구성

    ○ 모집기간: 2017. 03. 06. ~ 03. 10.

    ○ 대상: 지역 청소년 50여명

    ○ 참여방법: 동행 주체로의 참여의지를 담은 참가신청서 /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e-mail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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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모집 홍보물

2) 추진과정  

    ○ 2017.03.06.~03.10. ‘독(讀)한 친구들’ 모집(52명)

    ○ 2017.03.25. ‘독(讀)한 친구들’ 워크숍 개최(52명)

    ○ 2017.04.02. ‘독(讀)한 친구들’ 분과별 월례회 시작

    ○ 2017.04.15.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창립총회 개최(42명)

과반수 성원으로 개최

‘독한 친구들’ 정관 의결

5개 분과 운영(안) 의결

2017년 ‘독한 친구들’ 의장 선출

    ○ 2017.04.15.~04.21. 독한 명찰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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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06. 17. ‘독(讀)한 친구들’ 임시총회 개최(39명)

‘독한 친구들’ 임명장 및 독한명찰 수여

‘독한 친구들’ 5개 분과별 개관 프로그램 의결

‘독한 친구들’ 미활동원(1명) 제명 건 의결

‘1318 톡(Talk)탁’ 청소년 우선좌석 운영방향 의결 

    ○ 2017.07.22. ‘독한 친구들이 온데이’로 개관행사 협력(51명)

3)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워크숍

    ○ 일시: 2017. 03. 25. / 10:00 ~ 12:00

    ○ 장소: 월곡꿈그림도서관 조성예정 건물 내부  

    ○ 대상: 독한친구들 접수 청소년 52명, 멘토사서 4명

    ○ 참여: 56명

    ○ 워크숍 내용: 5개 분과 구성 및 분과장 선출, 분과별 목표 및 역할 토론  

[그림 13] ‘독(讀)한 친구들’ 5개 분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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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워크숍 진행 사진

4)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창립총회

    ○ 일시: 2017. 04. 15. / 13:00 ~ 14:45

    ○ 장소: 월곡꿈그림도서관 조성예정 건물 내부  

    ○ 대상: 독한친구들 청소년 및 멘토사서, 자문위원

    ○ 참여: 42명 (과반수 성원 개최)

<표 3>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창립총회 진행 순서

시간 내용 진행

13:00 ~ 13:15 (15’) 패널 소개 및 총회 운영 방침 안내 임시의장

13:15 ~ 13:20 (5’) 성원보고 보고자

13:20 ~ 13:25 (5’) 개회선언 임시의장

13:25 ~ 13:30 (5’) 의사록 서기 선임 임시의장

13:30 ~ 13:40 (10’) 추진경과 보고 임시의장

13:40 ~ 14:40 (60’) 안건 상정 및 결의 임시의장

14:40 ~ 14:45 (5’) 폐회선언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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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창립총회 조직 및 의결 사항

<표 4> ‘독(讀)한 친구들’ 5개 분과

분과 구성인원 활동목표

담  자(수서팀) 6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책을 도서관에 담자

찾  자(검색팀) 11 청소년의 언어로 빠른 검색어를 찾자

모으자(전시팀) 8 청소년의 눈으로 도서관의 모든 책을 모으자

알리자(홍보팀) 11 우리의 목소리로 도서관을 알리자

만나자(안내팀) 16 밝은 미소로 도서관 사람들을 만나자

   

[그림 16]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창립총회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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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임시총회

    ○ 일시: 2017. 06. 17. / 10:00 ~ 12:00

    ○ 장소: 월곡꿈그림도서관 조성예정 건물 내부  

    ○ 대상: 독한친구들 청소년 및 멘토사서

    ○ 참여: 39명 (과반수 성원 개최)

    ○ 내용: 임명장 및 독한명찰 수여, 개관 프로그램(독한 친구들이 온데이) 

기획․논의.

‘1318 톡(Talk)탁’ 청소년 우선좌석 운영시간(15:00 ~ 18:00) 의결 

실제 모습

[그림 17] ‘독(讀)한 친구들’ 독한 명찰

   

[그림 18]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임시총회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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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년 – 동덕여자대학교 청년 동아리

1) 추진개요

    ○ 대상: 동덕여자대학교 청년 그룹

       - 도서관 건립 지역(동덕여대 오거리) 인근 대학

    ○ 논의방법: 동행 인터뷰 및 협력 간담회 

2) 추진과정  

    ○ 2016.11.28.    동행 인터뷰 동덕여대 청년 그룹 협의

    ○ 2017.03.29.~  동덕여대 청년 그룹별 간담회 진행 

    ○ 2017.04.05.~  청년 그룹별 협력 프로젝트 기획․구성 

    ○ 2017.07.22.    개관행사 프로젝트별 협력 

<표 5> 월곡꿈그림도서관 협력 청년 그룹

그룹 구성인원 활동목표 협력 프로젝트

문정성시 16
자기 주도적으로 문헌정보학을 

학습하고, 도서관 현장에 적용

애서가(주제도서 전시)

개관행사(문정성시 온데이)

재미연 12

회화과 공공예술연계전공 그룹(또는 

팀)으로, 천연염색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불금엔 온데이(마을학교)
개관행사(재미연 온데이)

코윈 5
회화과 공공예술연계학과 팀으로 

도서관 갤러리 전시 협력
갤러리 모퉁이(갤러리 전시)

   

[그림 19] 월곡꿈그림도서관 청년 그룹 협력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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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 – 월곡동 주민생활문화 동아리 및 지역 단체

1) 추진개요

    ○ 대상: 월곡동 중심 주민생활문화그룹(민,관.학)

       - 도서관 건립 지역 행정동 ‘월곡2동’

    ○ 논의방법: 동행 인터뷰 및 협력 간담회 

2) 추진과정  

    ○ 2016.11.16.~ 동행 인터뷰를 통한 협력 논의 

    ○ 2017.04.24.~ 주민생활문화 그룹별 협력 프로젝트 기획․구성 

    ○ 2017.07.22. 개관행사 프로젝트별 협력

<표 6> 월곡꿈그림도서관 협력 주민생활문화 그룹

그룹 구성인원 활동목표 협력 프로젝트

동행공방 34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더불어 행복

불금엔 온데이(마을학교)

개관행사(동행공방 온데이)

월간지 15
월곡동 중심 청년들의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네트워크
개관행사(기획 청년스탭)

진각문화사업단 8
불교문화를 대중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역 나눔 실천
개관행사(진문단 온데이)

   

[그림 20] 월곡꿈그림도서관 주민생활문화 동아리 및 지역단체 협력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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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께 열다: 개관행사 ‘월곡꿈그림도서관이 온데이(On-Day)’

도서관 개관 과정을 함께 나누고 결정하며 도서관과 동행하는 주체들(청소년, 청

년, 주민생활문화그룹)로 협력하며 모이는 과정은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도서관 

중심의 생태계로 지역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서관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가 청소년, 청년, 주민생활문화그룹 각각의 계층에

서 구성되었으며 도서관 운영 방향부터 행사 기획, 프로그램 운영까지 협력을 통해 

동행하며 도서관이 개관한 날 마을과 도서관이 ‘월곡꿈그림도서관이 온데이(On-Day)’

라는 개관행사를 민.관.학 협치의 사례로 함께 열었다. 

1) 추진개요

    ○ 행 사 명: 월곡꿈그림도서관이 온데이(On-Day)

    ○ 일    시: 2017. 07. 22. / 13:00 ~ 20:00

    ○ 장    소: 월곡꿈그림도서관

    ○ 참여자수: 2,930명

    ○ 내    용: 청소년, 동덕여대 청년, 주민생활문화그룹이 주체가 되어 준비한 

프로그램.

                개관식, 월곡 책사연, 불금엔 온데이, 축하공연, 애서가 주제도서 전시.

                건립기록 ｢월곡꿈그림도서관 ‘2016-17 동행기록, 함께 열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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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동행주체: 12그룹, 110명

[그림 21] 월곡꿈그림도서관 지역 네트워크 동행주체 구성도

<표 7> 월곡꿈그림도서관 지역 네트워크 동행주체

구분
청소년

(독한친구들, 5그룹)
청년

(동덕여대, 3그룹)
주민생활문화그룹
(월곡동, 3그룹)

총합(명)

소계(명) 51 33 26 110

3) 추진내용

   

[그림 22] 월곡꿈그림도서관이 온데이(On-Day) 홍보물_ 개관부채,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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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월곡꿈그림도서관이 온데이(On-Day) 
홍보물_포스터

<표 8> 월곡꿈그림도서관이 온데이(On-Day)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협력 주체

참여
하자!

13:00-19:00 특별행사: 행운권 받고, 황금잉어를 잡아라 독한친구들 만나자

17:00-18:00 월곡 책사연: 공유서가 후원도서 주인공들의 책사연 지역주민
월간지(청년스탭)

즐기자! 13:00-18:00

도서관이 온데이: 함께 즐기고 행운권 받자∙ 독한친구들 온데이 담자_ 시크릿 북, 비책 전시∙ 독한친구들 온데이 찾자_ 키워드로 도서관 보물찾자∙ 독한친구들 온데이 모으자_ 청소년 퐁당퐁당 웹툰
전시∙ 독한친구들 온데이 알리자_ 플친하고 행운권 받기∙ 독한친구들 온데이 만나자_ 대형젠가&꿈씨음료∙ 진문단 온데이_ 부채만들기 & 뻥과자∙ 재미연 온데이_ 레이스팔찌 천연염색∙ 동행공방 온데이_ DIY 도서관의자 만들기∙ 문정성시 온데이_ 모두愛 퀴즈 

독한친구들 5분과
진각문화사업단

동행공방
문정성시
재미연

구경
하자!

15:00,18:00 축하공연 진각문화사업단

13:00-19:00
애서가 전시 “도서관 곳곳 사랑스런 전시를 만나자”∙ 올(여)름엔 뭐(행)? / 동행 ‘함께 열다’ / 사랑愛서가∙ 갤러리 모퉁이 ‘바람’

문정성시
코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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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월곡꿈그림도서관이 온데이(On-Day) 진행 사진

Ⅲ. 성과 및 제언: 동행하다 

공공도서관이 개관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마을과 시작한 동행(同幸)은 마을이 도서관의 

운영방향을 결정한 ‘청소년’이 주축이 되고, 인근 대학의 청년과 지역 주민들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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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력 속에 “함께 열었다”는 점에서 구립도서관 조성의 특별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관’ 주도형 도서관 조성이 아닌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마을의 이야기

를 듣고 주민이 함께 고민하며 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방향을 결정했던 첫 번째 

동행원탁 ‘마을 간담회’와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창립총회 및 임시총회의 개최는 

공공도서관이 마을민주주의의 근거지이자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관 전 1,300여명의 주민이 마을 안에서 도서관과 만나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도서

관이 문을 열기 위해 협력한 동행주체는 12개 그룹, 110명이다. 도서관 건립 지역을 중심

으로 도서관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모인 청소년, 청년, 주민들은 개관 이후에

도 도서관과 운영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협력하며 동행할 것이다. 

도서관 마을학교 ‘불금엔 온데이’는 도서관에서 마을 강사와 지역 사람이 만나는 교

류의 장이다. 지역의 생활문화동아리 및 청년 예술 동아리가 마을 강사가 되고 만나

고 싶은 작가와 지역 사람들이 ‘사람책’이 되는 도서관의 인문교양 프로그램으로 마을

이 함께 만들어 간다. 도서관에서 만나고 만들고, 마주보는 사람들의 몸짓과 이야기 

속에 도서관은 마을 속에 살아있는 유기체가 될 것이다. 

도서관 주제도서 전시 ‘애서가 프로젝트’는 도서관 내 서가와 열린 공간을 사서와 

지역네트워크가 기획부터 구성까지 함께하는 주제도서 전시로 도서관의 서가 전체가 

사랑스런(愛) 서가라는 의미로 진행된다.

이처럼 도서관 운영방향에 대한 고민을 토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협력 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월곡꿈그림도서관 동행원탁’이다. 도서관 동행원탁은 

도서관의 운영 방향을 함께 결정했던 ‘마을 간담회’를 시작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

다. 이후 ‘독(讀)한 친구들’ 청소년 창립총회와 임시총회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운

영방향과 개관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결정한 두 번째, 세 번째 ‘월곡꿈그림도서관의 동행

원탁’으로 이어졌다.

도서관은 신뢰와 믿음 속에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행복이 어우러지는 곳이다. 마

을에서 만나고, 고민하고, 결의하는 과정을 통해 조성․개관․운영하는 주민자치를 

도서관이 함께 동행함으로써 도서관은 비로소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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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금엔 온데이: 도서관 마을학교

1) 진행일: 2017. 07. 22. 개관이후 ~ 금요일 야간연장 시 및 토요일  

2) 장  소: 월곡꿈그림도서관 곳곳

3) 대  상: 청소년 및 지역주민

4) 내  용: 마을 강사 독서문화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사람책, 인문교양강좌 등 

  

[그림 25] 불금엔 온데이(On-Day), 애서가 프로젝트 구성도

2. 애서가 프로젝트 : 주제도서 전시 

1) 진행일: 2017. 07. 22. 개관 ~ 2, 3개월 주기   

2) 장  소: 월곡꿈그림도서관 곳곳

3) 내  용: 도서관 사서와 지역네트워크(동아리, 독서회 등)가 기획․구성 협력을 

통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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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곡꿈그림도서관 동행원탁

[그림 26] 월곡꿈그림도서관 동행원탁 추진경과

[그림 27] 월곡꿈그림도서관 동행원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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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 록 : 월곡꿈그림도서관 발간자료

발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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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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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사례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를 통하여 계층별 독

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습관 형성 및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고자 함이며, 궁극

적으로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서관의 책무로는 도서관 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제공 및 전문 인력배치,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그 밖에 지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1)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독서문화 활동 및 맞춤형 지식정보 교육, 

독서활동의 편의 제공 등 도서관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

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정보접근의 어려움이 있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정보심화 격차

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공공도서관에서는 수동적인 서비스가 아닌 보다 능동적

인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의 2017년 7월 기준 인구수는 533,655명이며 이 중 60세 이

상 노인은 174,370명, 장애인(등록)은 24,014명, 편부모가족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는 12,179세대/18,992명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계층은 남동

구 전체 인구의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창도서관은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정보취약계층(노인, 군

부대,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순회문고 단체 대출

서비스, 견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대상 이동상담, 재능기부 활동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계층별 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1) 도서관법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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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서는 지식정보를 통해 직업을 갖거나 취미를 갖는 

등 삶을 영위하는 행위에 바탕이 되기에, 정보는 곧 삶과 직결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식정보 경로 또한 과거 직접 겪거나 책과 같은 물리적 매체를 통하는 방법에 비

해 현 시대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보다 방대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접근 및 습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

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 습득 기회에 차별

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의 규정을 강화하고 있

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지식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 제4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신체

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 프로그램, 편의시설, 단체

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서관의 책무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원 규정이 정의되어 있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은 도서관법에 따라 모든 관종의 도서관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준거가 되는 기본 계획으로 추진전략 중 두 번째로 지식정보취약계

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및 특수 환경의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정책과

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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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지식정보취약계층과 일

반 이용자 등 모든 도서관 이용자에게 공공도서관으로써 독서문화 활동 및 맞춤형 지

식정보 교육, 독서활동의 기회 제공 등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 되어야 함을 말하

는 것이다.

이에 본 사례는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확산 및 활성화 

서비스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

한 서비스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서창도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현황

2012년 개관한 서창도서관은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이다. 서창동

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임야․농경지의 비율이 높고, 타 

지역 대비 원활하지 않은 대중교통으로 인해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또한, 서창도서관 개관 이래 임대아파트 및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보호센터 등이 증설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식정보취약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창도서관에서는 서창동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2014년부터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대상 서비스를 

시작으로 서창동 일대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점차 군부대, 장애인, 저소

득층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로는 찾아가는 도서관(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문화가 있

는 날 수요영화상영, 견학 프로그램, 순회문고 단체 대출서비스, 청소년 대상 찾아가

는 이동상담, 큰 글자도서 비치 등을 기획․제공하고 있다. 연중 상시 운영으로 남동

구 관내 지식정보취약계층 및 해당기관(노인, 군부대, 장애인, 저소득층)에 공문 발

송 및 유선 등을 통하여 안내․공지하며, 프로그램별 신청서 접수를 바탕으로 기관 

및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신청기관 중 예산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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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기관을 우선으로 하며, 이 외 견학 프로그램 및 수요영화상영, 순회문고 단체 

대출서비스 등의 경우 기관별로 겹치는 요일이 없을 시 선정하여 운영한다.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별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기관으로 강사를 파견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도서관 내 프로그램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참여시켜 운영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며, 기관 내 강사 파견 방식의 경우 각 계층별 기관에서 신청

한 희망 주제 순위에 따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계층

별 프로그램 희망주제 순위 및 프로그램명은 <표1>과 같다. 

<표 1> 지식정보취약계층 유형별 희망 주제 프로그램 

구분 희망 주제 순위 프로그램명 

노인
1순위 : 문화/예술교육
2순위 : 건강취미교육
3순위 : 독서교육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군부대
1순위 : 독서교육
2순위 : 어학교육
3순위 : 문화/예술교육

‘나와 세상을 바꾸는 리딩’
‘인문학으로 세상읽기’

장애인
(지적 및 

지체장애인)

1순위 : 독서교육
2순위 : 문화예술교육
3순위 : 어학교육

‘동글동글 책 읽기’
‘오감만족 책 여행’
‘도란도란 즐거운 책 놀이’
‘인성 독서지도’

저소득층
1순위 : 독서교육
2순위 : 문화예술교육
3순위 : 어학교육

‘도란도란 책 놀이’
‘전래동화 속 미술놀이터’
‘책이 있는 환경교실’

  두 번째,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경우 매월 마지막 수요일, 장애인을 위한 

‘수요영화상영’을 운영한다.

  세 번째, 견학 프로그램의 경우 지식정보취약계층 기관에서 견학 신청 시 도서관 

이용안내, 빛 그림책 읽어주기, 도서 대출 체험 해보기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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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찾아가는 이동상담의 경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도서관에 전문상담사가 

직접 와서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불안검사, 성격 유형검사, 부모양

육태도 검사 등을 운영한다.

  다섯 째, 순회문고 대출서비스의 경우 월별 선정된 주제의 도서 대출로 신간, 희망

도서 및 사서추천도서를 100여권씩 대출한다.  

<표 2> 순회문고 월별 주제

구분 주제 비고

1월 총류, 사회과학, 문학, 역사  

2월 사회과학, 자연과학, 언어, 문학

3월 철학, 사회과학, 예술, 문학

4월 총류, 사회과학, 언어, 문학

5월 철학, 예술, 문학, 역사

6월 사회과학, 예술, 언어, 문학

7월 총류, 종교, 사회과학, 문학

8월 철학, 언어, 문학, 역사

9월 사회과학, 예술, 언어, 문학

10월 철학, 사회과학, 문학, 역사

11월 총류, 철학, 사회과학, 문학

12월 사회과학, 언어, 문학,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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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창도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운영 사례

1. 노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환경 조성 

서창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적 요인에 의해 남동구-동별 인구 수 대비 노년층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고령화 또한 진행되고 있다. 

<표 3> 남동구-동별 노인 인구 수 및 서창동 노인 인구 수 변화 추이

 

이에 따라 서창도서관에서는 2014년부터 노인층을 위한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수립

하여 진행하였으며, 2015년 남동구노인복지관 및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과의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 고령층 노인의 참여를 확대시켜 운영하였다. 또한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기획하였다. 구체적

인 방법으로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단순히 일방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기 위해 입문

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난이도와 목적을 이원화하여 기획하였으며, 심화과정은 도서관

에서 운영한 입문과정 수료 후 재능기부 활동가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

회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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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노인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을 지속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 이 수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목적과 난이도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종합문화회관에 담당사서와 전문 강사가 함께 출강하는 입문과

정과 전문 강사가 서창도서관에서 강의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난이도와 수업공간을 이원화 한 이유는 도서관 인식률이 낮은 노인들에게 

도서관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강의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통

해 도서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입문과정과 심화과

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 수료증 발급 및 재능기부 활동가로 활동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계절에 따른 전래놀이의 종류 및 

방법을 이해하며,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전래아기놀이, 말놀이, 놀잇감 등을 재구성

하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내용으로 실제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운영하였다.

<표 4> 독서문화프로그램 -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참여자 현황

년도 구분 참여기관 참여인원
(연인원)

2014 입문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211명

2015 입문/심화 남동구 노인복지관,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368명

2016 입문/심화 남동구 노인복지관,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372명

2017

(1월~7월 현재)
입문/심화 남동구 노인복지관,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245명

총 참여자 수 1,1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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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도서관의 인식개선부터 진행되어야 하므로 입문과정의 

경우 노인복지관 및 노인종합문화회관으로 담당사서와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및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운영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매 차시 

수업 전 인사를 통해 도서관 및 담당자 소개로 시작하여 도서관에서 운영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 수업내용으로는 입문과정의 경우 여름명절 ‘단오’로 시작해서 가을

명절 ‘추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기로 설정하였으며, 앞의 큰 틀에서 제시하였던 

대로,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며 내안에 있는 놀이본능 깨우기’ 부터 ‘명절’, ‘전래아기

놀이’, ‘놀잇감으로 노는 전래놀이’ 모두를 포함하여 배운다. 

  

  

[그림1] 독서문화프로그램 -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입문과정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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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독서문화프로그램 -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입문과정 차시별 활동 내용

2) 심화과정

입문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한하여 심화과정 수강신청을 받았으며, 심화과정은 도

서관 내에서 운영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로 유입하도록 하였다. 심화과정의 수업내

용으로는 입문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 및 심화적인 전래아기놀이와 전래놀이를 중심

으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풀어내는 방법을 논의하고 실천해보는 내용으로 

수강자들이 현장실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수업 계획안 및 수

업 시연 시 지속적인 강사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전문적인 전래놀이

지도사로서 양성되도록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심화과정을 수료한 노인에 한하

여 수료증을 발급 하였으며, 수료자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

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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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독서문화프로그램 -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심화과정 운영 모습

  

[그림 4] 독서문화프로그램 -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심화과정 차시별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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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재능기부 운영현황

이 프로그램은 노인이 주체로서 노인층의 재능을 활용한 세대 간 소통프로그램 운

영으로 조손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운영하였다.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심화과정

을 수료한 노인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유도하였으며, 재능기부 활동의 부담감

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두어, 월 단위로 유치원 견학 일정을 공지 한 후 

수업계획안 작성 및 수업 시연, 지속적인 강사 피드백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재능기부 활동 모습

다. 큰 글자 도서 비치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2014년부터 큰 글자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큰 글자 도서 

코너 마련 및 돋보기 비치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독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표 5> 큰 글자 도서 구입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분기 말 기준) 총 권수

권수 227권 266권 293권 146권 9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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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부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환경 조성 

서창도서관에서는 인근 군부대에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병영문화 개선 

및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인천지역 내 제8853부대(제17보병

사단)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순회문고 단체대출서비스, 

도서기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군부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 신청 시 1순위로 희망한 주제는 독서교육으로 희망 

주제에 부합하는 독서토론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으며, 월 1회 담당사서와 전문 

강사가 군부대를 방문하여 40명의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독서토론수업을 진행하였

다. 또한, 병영 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부대와 협력하여 매달 독후감 공모

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을 선정하여 우수 장병 평가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부대 내에서 국군장병들의 독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다. 

독서토론은 매 차시마다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독후활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

리적으로 표현해보며, 독서토론을 가져보는 시간으로 진행하였고, 군부대 특성상 훈

련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각 4차시로 나눠 총 8차시를 8개월간 운영하였다. 

 

[그림 6] 독서문화프로그램 – 독서토론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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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독서문화프로그램 차시별 수업내용 및 운영일지 일부

독후감 우수작 선정은 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3편으로 선정 기준은 <표 6>과 같다.

<표 6> 독후감공모대회 우수작 선정 기준

구분 심사기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내용

내용 이해도
책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가?
(줄거리 제시)

30점
상 30
중 20
하 10

창의적 이해도
자신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개성 있게 표현 하였는가? 
(읽게 된 동기, 자신의 느낌, 생각 표현)

30점
상 30
중 20
하 10

형식

문장 표현력 문장이 자연스럽고 이해가 쉽게 되었는지? 20점
상 20
중 15
하 10

독서 감상문의 
형식

정해진 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론 본론 견론의 
형식에 따라 담고자 하는 내용을 잘 담았는가?

10점
상 10
중  7
하  5

맞춤법 맞춤법사용법이 적절한가? 10점
상 10
중  7
하  5

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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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군장병들 독후감 일부 

나. 순회문고 운영 및 기증 현황

군부대 순회문고 지원은 기관 회원증 발급을 통해 매월 1회 도서 관리 담당 장병들

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월별 선정된 주제별 사서추천도서, 희망도서, 신간 등 1회당 

100권 내외를 30일간 대출한다.  

기증운영 현황으로는 서창도서관 내 기증도서를 재기증하는 방식으로 기증수요에 

따라 군부대 관계자와 협의 후 기증하며, 도서 선정 기준은 군부대 반입 가능도서 규

정(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 6조 5항)에 의거하여 선정한다.2)  

2) 병영도서관 운영훈령[시행2014.11.28.] 제6조(자료의 수집 및 심의기준)

   ⑤ 심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병영도서관에 반입할 수 없다.

   1. 북한체제를 찬양․미화 하거나 이적단체를 옹호하는 자료

   2.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정부정책 및 국방정책을 비난하는 자료

   3.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료

   4. 국제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5. 장병의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에 위배되는 자료

   6. 군을 왜곡하거나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자료

   7. 음란한 내용으로 사회윤리나 공중도덕을 해치는 자료

   8.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위를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자료

   9. 정부,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료

   10. 그 밖에 군의 정훈교육 방향과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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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군부대 순회문고 대출권수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12월 1~12월 1~12월 1월~7월

부대 희망도서(권) 110 345 130 350

사서 추천도서(권) 556 1,051 581 150

총 대출 수(권) 666 1,396 711 500

  

[그림 9] 군부대 순회문고 대출 및 기증 도서

3.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환경 조성 

장애인 기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 신청 시 1순위로 희망한 주제는 독서교육으로 

장애유형(지적․지체장애)에 따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의 경우 일반 이용자나 다른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비해 도서관 접근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견학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수

요영화상영 등의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다. 

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신청한 장애인 기관의 장애 아동 및 성인들의 장애 유형은 신

체장애 뿐 만 아니라 자폐 등 지적․발달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유형의 장애 아동 및 성인들은 집중력 및 흥미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글로 이루어진 일반도서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구성 되어있는 그림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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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만들기 활동으로 신체 적응능력 및 표현능력 향

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 기획․운영하였다. 또한, 강사채용 시 장애인 대상 강의 

경력 및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를 채용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수업 계획안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담당사서와 전문 강사가 직접 기

관에 방문하여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는 방식이며,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독후활동을 다양화하여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8>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년도 참여기관 참여인원
(연인원)

2015 미추홀학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80명

2016 미추홀학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86명

2017 

(1월~7월)

미추홀학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바다의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258명

총 참여자 수 624명

[그림 10]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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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독서문화프로그램 수업계획안 및 운영일지 일부

나. 문화가 있는 날 ‘수요영화상영’ 운영현황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에는 기존 운영하던 저녁시간 수요영화상영과는 별도

로 장애인을 위한 영화 상영을 실시한다. 운영방식은 월 1회 장애인 기관 담당자가 

장애인을 인솔하여 도서관 방문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영화선정은 매월 첫째 주에 

기관에서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DVD 목록을 보고 신청한다. 영화 관람 후에는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사서선생님들과 교류도 하고, 도서관 1층에 위치한 테라스에

서 휴식을 취하는 등 자연스럽게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림 12] ‘문화가 있는 날 수요영화’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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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견학 프로그램 운영현황

견학 프로그램은 장애인 기관에서 단체 견학 신청 시 진행하며, 프로그램 내용으로

는 도서관 이용안내, 빛 그림책 읽어주기, 도서를 직접 대출하는 방법 체험해보기 등

의 구성으로 운영한다. 

  

[그림 13] 장애인 기관 단체 견학 운영 모습

4. 저소득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환경 조성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조건부 수급자를 포괄

하는 계층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일반 가정에 비해 비교적 전반적인 주거환

경, 교육환경 등이 낮거나 부족하기에 일반 가정 아이들이 쉽게 영위하는 독서, 문화

생활에 접하기 쉽지가 않다. 또한, 편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인 경우 부모의 보호

와 통제를 벗어나 있는 상황에선 부모의 교육관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울 뿐더

러 밖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도서관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도서관과 독서에 보다 친숙히 다가갈 수 있도록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창도서관에서는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과의 연계협력을 통

해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회문고 단체대출서비스 및 청소

년 대상 찾아가는 이동상담, 도서관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도서관과 

독서라는 것에 흥미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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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과 연계 협력하여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함으

로써 독서흥미유발 및 독서습관을 형성하여 도서관에 대해 친밀감을 갖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운영방법으로는 각 프로그램별 8차시로 진행하며, 전

문 강사와 담당사서가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그림책을 소개

하고 관련된 독후활동을 함께 운영한다.

<표 9>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년도 참여기관 참여인원
(연인원)

2014 서창지역아동센터 및 충헌지역아동센터  102명

2015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등대마을지역아동센터 108명

2016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충헌지역아동센터 121명

2017

(1월~7월 현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서창지역아동센터, 충헌지역아동센터 133명

총 참여자 수 464명

[그림 14]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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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일지 일부

나. 순회문고 운영현황

서창동 인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부분 오래된 책이 많고, 종수가 많지 않아 아

이들의 독서환경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창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의 독서동기 유발 및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순

회문고 서비스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으며, 기관에서 담당교사와 아동들이 

직접 도서관 방문을 통해 보고 싶은 책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1회 대출 시 최대 100권 

이내로 30일 동안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0> 지역아동센터 순회문고 대출권수 현황

년도 참여기관 대출횟수 대출권수

2017년도
(3월∼7월)

서창동 지역아동센터 5회 210권

총 대출 수 5회 210권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확산 및 활성화 서비스 운영 사례 ｜현장사례

125

다. 도서관 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아동들이 도서관 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

써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는 인형

극, 책 공연극, 실험과학교실, 방학독서교실, 독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

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꿈다락토요문

화학교’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협력하여 정원의 35%이상 저소득

층 아동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인천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

터 및 동부교육지원청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이동상담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진로상담, 성격 유형검사, 도형 심

리검사 등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자기 이해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위 프로그램과 

같이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 정보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

반 아이들도 함께 참여토록 하여 어우러질 수 있게 운영하였다.

[그림 16] 도서관 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모습

5. 독서문화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지식정보취약계층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 기관 및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목적으로는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함이며, 조사 내용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통

계와 프로그램 만족도, 향후 참여의사, 도서관 이용률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서

면 설문조사로 150부를 배포, 그 중 102부를 수거․분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

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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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문 조사방법

  1) 설문조사기간 : 2016년도 사업 종료 후 2주간

  2) 참여대상 : 지식정보취약계층 기관(10개소) 및 참여자(군인, 노인, 저소득층) 

총 102명

  3) 조사방법 : 보기 선택형, 리커드 5점 척도 개방형 설문조사 실시

나. 설문조사 결과

1) 문항 구성

질문유형 문항 내용

1. 기본항목

성별

연령

주거지

2. 참여목적 본 프로그램 참여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3. 프로그램 만족도

본 프로그램 내용 및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나요?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강사의 수업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본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운영 횟수는 적절하였나요?

본 프로그램 업무수행 또는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었나요?

4. 도서관 접근성

본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이용률이 증가하였나요?

다음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있다면 원하시는 프로그램의 

교육방법은 무엇인가요?

다음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5. 기타 개선사항 도서관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 및 개선사항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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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본 분석 결과는 2016년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장애인 및 

미취학 아동의 경우 설문 작성의 어려움으로 기관 담당자의 설문으로 대체하였다.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항목

    

② 참여목적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목적으로는 

‘독서습관 형성을 위하여’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하여’ 
30%,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12%,

‘취미, 여가활용을 위하여’ 11%, 기타 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친구들이 있어서’, 
‘동화 구연 수업 시 활용하려고’ 등으로 나타났다.

③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문항 중 프로그램 및 만족도 88%, ‘매우 그렇다’이며, 수업 내용 

이해도는 80%가 ‘매우 그렇다’, 운영시간 및 횟수는 52%가 ‘매우 그렇다’, 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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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에는 41% ‘매우 그렇다’로 나타

났으며, 문항 중 운영시간과 운영 횟수

에서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항은 군부

대의 경우로, 군부대 특성상 비상 훈련 

일정과 겹치는 경우 수업 일정을 미뤄

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업일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도서관 접근성

   

도서관 접근성 문항에서는 향후 동일 프로그램 참여 시 82명은 ‘기관 방문을 통한 

강의’를 원하였고, 20명이 ‘도서관 방문을 통한 강의’를 원하였다. 

또한, 도서관 이용 증가율은 군부대의 경우 해당 항목 설문을 제외하여 67부만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매우 그렇다’는 55%, ‘그렇다’는 34%로 긍정적인 대답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이와 같은 프로그램 진행 시 재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93%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독서문화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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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개선사항

기타 개선사항 의견으로는 ‘차시 증가’ 및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지식정보취약계층 

기관 지속적 지원’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군부대의 경우 ‘다양한 장르의 도서 

대출(취업 및 자기계발서 관련 서적 업데이트)’, 노인의 경우 ‘재능기부 활동 시 그림

책 복본 구입’ 등으로 조사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지식정보센터이자 문화공동체의 중심으로 문화 활동 참여

를 촉진하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행복 구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정보와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식정보취약계층에게 독서, 교육,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무

쌍한 요즘 시대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공공

도서관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서비스도 바뀌어야 하며, 특히, 지식정보취약계층은 

도서관의 접근성이 일반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도서관의 인식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도서관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다

가가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을 알릴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서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조사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순회문고 단체 대출서비스, 견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대상 이동상

담, 재능기부 활동 교육 등의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지식정보취약계층 대상과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운영사례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기대효과 및 추

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경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시 경제적 사회참여를 위한 목적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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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독서문화프

로그램 기획 시 사회적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래놀

이지도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4년째, 만족도 조사 시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입문과정은 노인기관을 방문하

여 진행하며, 심화과정은 도서관 내에서 진행하여 노인계층을 자연스럽게 도

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유치원의 견학 시, 전래

놀이 그림책을 활용한 손 유희 및 전래동요, 놀잇감을 배울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시범운영하며, 노인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추

진계획으로는 컴퓨터 활용 수업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컴퓨터 활

용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독서동아리 구성 

및 지식정보취약계층 사업 외에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동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재능기부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참여 목적에 부합하고,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 또한 동시에 만족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둘째, 군부대 군․장병들의 독서진흥 방안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순회문

고 단체 대출서비스, 도서 기증을 실시하였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경우 독

서토론 수업으로 총 8차시로 운영하였으며, 글쓰기와 토론을 병행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마지막 차시에는 글쓰기 표현력 증가 및 스피치 능력 등이 향상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 기증 및 순회문고 서비

스의 경우 사서추천도서 및 부대 희망도서로 매월 100여권의 도서를 대출하

였으며, 처음보다 신간도서 및 자기계발서 위주의 희망도서 구입을 도서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군․장병들의 독서활동 전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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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장병들의 지속

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 구입 

시 신간도서 구입의 비중을 늘리고, 자기계발․취미․여가 선용 및 다양한 

주제의 정보자료는 연속간행물(과월호) 대출을 해주어 사회생활 복귀를 준비

하는 군․장병들에게 불안감 해소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장애인의 독서환경 조성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문화가 있는 날 수요영화 상영을 실시하였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경우 2~3

개의 프로그램을 각 8차시, 총 24차시로 운영하였으며, 주로 지적․지체장애 

유형으로 다양한 만들기 활동 수업 위주의 신체 적응능력 및 표현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였다. 견학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안내 및 대출/반납 

체험, 빛 그림책 읽어주기 등으로 운영하고, 문화가 있는 날 수요영화 상영은 

장애인 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도서관 이용률 제고에 기

여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내 독

서문화프로그램 활동 결과물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개최 등 장애인이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일반도

서보다 시청각자료(DVD)를 선호하는 바, 책나래 서비스를 통해 대출서비스의 

확대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정보격차 해소 및 도서관 이

용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본다. 

넷째,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일반소득분위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비교적 열악한 독서 문화 환경에 놓여있기에, 도서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인 자세로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도서관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문화 접근기회의 계층 간 차별을 해소하여야 한다. 서창도서관에서는 지역아

동센터와 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순회문고 대

출서비스,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운영하였다. 특히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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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중 재료비가 수반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도서관에서 재료비를 부담함

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이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또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

그램의 경우 운영 2년차인 2016년도부터는 기관의 모집이 협력 없이도 학생

들 스스로 참여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독서문화프로그

램에 대한 흥미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동상담 프로그램 중 보호자를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되고 있는 바, 청소년 

뿐 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심리상담을 기획하여 자녀교육법 코칭 및 심리

불안 해소 등 저소득층의 자녀와 보호자간의 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심화상

담을 통해 우울증, 가정불화, 학교폭력 등 저소득층 가정이 건강한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가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활성화되어 보다 안

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식정보취약계층 사업 예산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즉, 추

가 예산확보를 통해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가 단발성이 아닌 연속적인 서

비스 제공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자체예산 확충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은 물론 유관기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을 통

한 방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있다. 특히 정부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도서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참여가 필요하

며, 도서관 내 지식정보취약계층 프로그램 담당자 뿐 아니라 도서관 관계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개발 시 담당자가 계층별 전

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서비스 개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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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층별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지식정보취약계층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현장에 있는 기관 

담당자와 협력하여 실질적이면서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식정보취약계층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기관방문을 통한 프로그

램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게 하

여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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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지식정보취약계층 MOU협약 현황 및 보도자료

구분 체결일 협약기관 내용

1 2014.03.06 제8853부대 독서문화 환경조성 및 순회도서 지원

2 2014.04.1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지원

3 2015.03.05 남동구노인복지관 노인층 건전한 여가활동 및 

독서문화 환경 조성4 2015.03.17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구분 보도일 언론사 제목

1 2014.03.10 남동뉴스 군부대 순회도서 지원협약

2 2014.04.07 인천뉴스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

3 2015.03.06 남동구노인복지관 남동구노인복지관과 엽무협약 체결

4 2015.03.25 아주경제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과 업무협약 체결

2. 독서문화진흥 보도자료 

구분 보도일자 보도기관 내용

2014
2014.04.21 아주경제 서창도서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2014.04.28 인천뉴스 남동구립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2015

2015.05.24 일간투데이 서창도서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 선정

2015.05.29 인천뉴스 서창학습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5.06.29 브레이크뉴스 남동구립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2016

2016.03.22 남동구청 언론보도 남동구립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2016.03.22 인천뉴스 2년 연속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선정

2016.04.22 서창도서관 홈페이지 동부교육청 이동상담(아웃리치) 안내

2016.05.16 경기도민일보 서창학습센터 평생교육 운영

2017

2017.01.14 서창도서관 홈페이지 순회문고 서비스 신청안내

2017.04.02 신아일보 서창도서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2017.05.02 중부일보 남동구립도서관 시니어 독서프로그램 운영

2017.05.31 성산사회복지관 남동구립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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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물푸레도서관은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책 읽어 주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책 읽어 주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에는 사서-이용자-그

림책과의 만남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ㆍ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그 자체로 도

서관과 사서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며 도서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도서관 프로그램이 이용자와 사서의 교류를 

통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서비스라고 할 때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는 도서관과 이용

자가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 있는 콘텐츠가 된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에

게 제공할지 결정하는 것은 사서의 몫이다. 우리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가 평소 어떤 

정보를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는지 알아야 필요한 정보를 적합한 방

식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푸레도서관 사서들은 <책 읽어 주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활동 내용을 

꾸준히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읽어준 그림책 목록’이라는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었

다. 또한 쌓여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이용자가 소리 내어 읽어주기 좋은 그림책 목록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읽어준 그림책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좋은 

그림책을 찾는 이용자에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도서 목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

고 사서 스스로도 손쉽게 관련 그림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또한 읽어준 그림책 중에서 테마를 정해 그림책 목록을 제공하는 <물푸레책 연결고

리> ‘테마로 읽는 그림책’ 목록집을 개발하였다. 물리적 공간을 이용한 전시 방식이 

아닌 목록집 형태의 전시 방식으로 이용자가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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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을 비치하고 방문 이용자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목록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도서관은 대부분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일상적인 활동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면 이미 활용 가치가 

충분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푸레도서관은 이용자와 나누는 대화나 

다양한 질문 속에서 축적한 정보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정보서비스로 발전시켰다. 

물푸레도서관이 도서관과 사서의 활동을 어떻게 기록하고 축적했는지, 도서관이 

축적하고 있는 콘텐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 이용자에게 

제공했는지를 <책 읽어 주는 도서관> 프로그램 콘텐츠 활용 검색서비스 사례와 <물

푸레책 연결고리> 목록집 제작 사례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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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이와 함께 손잡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부모는 아이가 도서관과 친해지고 책을 좋

아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알기에 사서들은 손닿는 곳 어

디에서든 뽑아 든 책이 좋은 책, 재미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선정 단계부터 고민을 

거듭한다. 하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 서가가 숙제를 만나게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 책등만 보인 채 꽂혀 있는 수많은 책 중 무슨 책이 재미있고 좋은 책

일지를 스스로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  

물푸레도서관의 주 이용자층은 유아에서 초등 저학년까지의 어린이와 그 보호자이

다. 주요 이용자층을 위해 물푸레도서관은 개관 초부터 <책 읽어 주는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세 번 그림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은 글자를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책 읽기를 할 수 없는 아이들도 일상

적으로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사람들은 책을 읽어 주는 사서에게 그림

책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책 읽어주기 좋은 책에 대해 질문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그림책 읽어주기가 끝난 직후 책에 대해 흥미를 느낀 아이 스스로 읽어준 책을 빌려

가겠다 요청하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사서 데스크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좋

은 책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그림책에 관한 질문이 늘어가고 답을 찾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운영 보고서가 떠올랐다.

물푸레도서관은 <책 읽어 주는 도서관>과 같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은 연간 

보고서 형식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이루어

지는 지속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운영 내용을 확

인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을 기록하고 그 효과를 가늠해 보기 위함이다. 

<책 읽어 주는 도서관>의 경우도 운영 이후 꾸준히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연간 읽어준 책 목록과 읽어준 책에 대한 분석, 운영에 대한 계량적 보고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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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도서관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일상적으

로 작성되는 운영 기록으로 볼 수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자체로 사서가 프로그

램이라는 활동을 통해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훌륭한 콘텐츠로서의 가치

도 함께 지닌다.   

흔히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라고 하면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전자 자료를 떠올린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사서가 하는 모든 활동의 결과물은 이용자

의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 도서관만의 새로운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이미 존재하는 정보의 연결뿐 아니라 도서관 활동을 바탕으로 콘텐

츠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물푸레도서관은 2012년 12월 개관 이후 5년 동안 수많은 이용자와 함께하고 있다. 

그 안에서 사서는 이용자와 만나며 변화와 요구를 읽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을 운영

해왔다. 5년여의 시간 동안 쌓인 이용자와 사서의 상호작용과 사서들의 운영 기록이 

만난 지점에서 콘텐츠의 새로운 활용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본 사례는 도서관의 일상

적 기록에 가치를 부여해 정보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한 것으로 프

로그램 운영, 그 기록 과정, 정보로서의 가치 발견 및 콘텐츠 활용을 통해 만든 정보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물푸레도서관 기본 현황 및 특징

1. 기본 현황

물푸레도서관은 현재 파주시 가람도서관의 분관이며 2012년 12월 27일 임시 개관

을 통해 기본적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3년 3월 29일 정식 개관식을 진행하

고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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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가. 공간적 특징

물푸레도서관은 944㎡ 규모의 1층 어린이자료실, 2층 가족열람실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형 도서관으로 일반적인 정방형 건축물이 아닌 가운데가 뚫린 원형 모양으로 설

계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로비 공간을 제외하고 모든 열람 공간이 온돌로 되

어 있어 신발을 벗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도서관의 공간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처음 도서관을 방문하

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공간적 특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림 1] 1층 어린이열람실 전경

 

[그림 2] 2층 가족열람실 전경

나. 장서 특징

물푸레도서관은 2017년 7월 기준 약 3만 4천 권의 자료를 소장중이고 이 중 그림

책이 7천 권, 어린이책이 1만 2천 권, 일반자료가 1만 5천 권으로 유아와 어린이 대

상 자료가 성인 대상 자료보다 많은 장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주 이용대상자 층인 

어린이를 고려해 그림책을 소개하는 자료와 그림책 관련 참고 도서를 별도로 소장하

고 있고 지역적 위치를 고려해 ‘평화’를 특화 주제로 선정하고 평화와 인권 관련 자료

도 함께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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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및 사서 배치 특징

도서관의 공간적 특성과 맞물려 적용한 사서 배치의 특징은 1층 어린이열람실 데스

크에 사서가 2명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1층과 2층이 나선형으로 연결된 물푸레도서

관은 어린이열람실과 가족열람실이 층별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출입문 

없이 1층 어린이열람실을 통과해야만 2층 가족열람실로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1층

의 사서 데스크에서 보다 많은 이용자 접점이 형성된다. 

2017년 7월 통계인 <표 1>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데스크를 이용한 서비스의 대부분

이 1층 어린이열람실 사서데스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

린이 열람실이 성인열람실보다 이용량이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물푸레도서관의 열

람서비스 비율은 대상자별로 자료실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도서관 자료실의 열람서비

스 제공 비율과는 큰 차이가 있다. 

<표 1> 열람실별 사서데스크 이용 대출권수, 반납권수, 즉답형 참고서비스 건수1)

대출권수 반납권수 참고서비스 건수2)

1층 어린이열람실 2,332권 (86%) 2,187권 (88%) 806건 (67%)

2층 가족열람실 373권 (14%) 297권 (12%) 393건 (33%)

합계 2,705권 2,484권 1,199건

물푸레도서관은 이용자 질의에 대한 응답 만족도를 높이고 정보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별로 사서를 나누어 배치하지 않고 2명의 사서를 1층에 집중 배치

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 운영 시간 동안 이용자는 데스크에서 

1인 이상의 사서를 늘 만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담당자를 연결하는 중간 

1) <표 1>은 2017년 7월 동안 사서데스크를 통해 제공한 열람서비스 건수를 표기한 것으로 기계를 통해 이루어진 

서비스는 제외한 수치이다. 자가대출반납기를 이용한 대출권수와 데스크를 이용한 대출권수의 비율은 57:43 

으로 데스크를 이용한 열람 처리 비율은 전체 대출의 약 43%에 해당한다.  

2) 물푸레도서관에는 각 자료실 사서데스크에 즉답형 참고서비스 기록 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방문과 유선을 통

한 질의ㆍ응답 건수를 모두 기록한다. 도서 관련 문의, 소장 위치 문의, 프로그램 문의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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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없이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사서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을 담당하는 사서의 입장에서는 열람 서비스가 집중되는 시간

에는 열람과 참고서비스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이용자와의 질의ㆍ응답 과정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이나 주로 찾는 정보가 무엇

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반복적인 질문 사항에 대한 참고서비스 자료를 미리 구축하거

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Ⅲ. <책 읽어 주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기록 사례

1. 프로그램 운영 목적

책 읽어주기는 책을 읽어 주는 사람이 책을 보여주면서 듣는 독자에게 소리 내어 

읽어 주는 활동이다.3)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책이라는 매체를 

처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책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도

서관이나 학교, 가정에서는 책 읽어주기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책 읽어주

기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책 읽어주기 활동을 접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

은 아이들에 비해 언어 능력 면에서 36.21%, 인지적 능력 면에서 34.37%, 정의적 능

력 면에서 27.63%, 사회ž정서성에서 32.12% 정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4) 이처

럼 책 읽어주기 활동이 가져오는 효과는 책 읽어주기를 들은 아이의 능력 향상의 측

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책과 친해진 아이가 더 나아가 사서와 친해지고, 성장해가

는 동안 책을 만나는 창구로 자연스레 도서관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3) 지윤정, 2012. 책 읽어주기 활동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 

전공, p.10

4) 앞의 연구,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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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운영 내용

물푸레도서관은 2013년 2월부터 일주일에 세 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4시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이라는 이름의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책 읽어 주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몇 가지의 운영 기준을 정해 놓았

는데 첫 번째는 <책 읽어 주는 도서관>에 오는 참여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 읽어주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책을 선정할 때 다양한 연령을 고려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의성어 의태어가 많은 책을 좋아하는 연령과 이를 유치하게 

생각하는 연령이 다르고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긴 호흡 동안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책 읽어 주는 도서관>이 다양한 책을 만나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책 읽어주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님의 경우도 책을 어

떻게 읽어 주는 것이 좋은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아이들과 함께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시간에 참여하기도 한다. 

두 번째 기준은 책을 읽어 주는 사람을 다양하게 구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도

서관에서는 사서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책 읽어주기를 실시하고 있다. 물푸레도서관

의 경우 요일별로 세 그룹의 책 읽어주기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2>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요일별 진행자 그룹

책 읽어 주는 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진행자 그룹 사서 성인 자원봉사자 청소년 자원봉사자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시간에 책을 읽어 주는 사람(이하 ‘진행자’)은 사서, 성인 자

원봉사자, 청소년 자원봉사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의 그룹이 각각 한 개

의 요일을 담당한다. 진행자 그룹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이유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어린이가 다양한 목소리를 만나고 다양한 읽어주기 방법을 경험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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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기준은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진행자가 각자의 기준으로 책을 고르게 한

다는 것이다. 처음 책 읽어주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주요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한 책 선택 가이드라인을 설명하지만 가장 마지막에는 본인이 재미있는 책을 고

르라 조언한다. 책 읽어주기 활동이 진행자와 참여자의 정서적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

각할 때 진행자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책을 고르는 것이 참여자와 편안하게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콘텐츠 생산을 위한 결과보고서 작성

<책 읽어 주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연간 지속되는 

정기성 프로그램이다. 개관 이후 진행자가 바뀌고 내용도 변화했지만 연간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책 읽어 주는 도서관>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읽어준 책에 대한 분석으로 그림책 작가 빈도 분석, 그림책 구분 분석, 활동 

횟수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 그림책을 분석한다.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책 읽어 주는 도서관>의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운영 결과 (운영보고서 발췌)

연도 운영횟수 참여자수 읽어준 책 진행자수

2013년 120회 1,681명 ‘코끼리 목욕통5)’ 외 305권 18명

2014년 155회 1,717명 ‘장수탕 선녀님6)’ 외 373권 19명

2015년 156회 1,500명 ‘내가 누구게7)’ 외 492권 57명

2016년 148회 1,460명 ‘난 누구게?8)’ 외 477권 52명

합계 579회 6,358명 1,647권 146명

5) 정해왕 글, 이주윤 그림, 2006. 코끼리 목욕통. 비룡소

6) 백희나, 2012. 장수탕 선녀님. 책읽는곰

7) 신현득 글, 설은영 그림, 2011.내가 누구게. 사계절

8) 코시노 타미노 글, 타카바타케 쥰 그림, 2004.난 누구게. 아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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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150회 수준으로 책 읽어주기가 진행되었으며 누적 참

여자수는 6,358명으로 회당 평균 11명의 참여자가 책 읽어주기를 들었다. 

책 읽어주기 진행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 2016년까지 누적 진행자수는 146명에 이

른다. <표 3>의 진행자수를 보면 2014년 19명에서 2015년 57명으로 두 배 이상의 증

가를 보이는데 이는 2013년부터 토요일 책 읽어주기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지역 책 

읽기 단체 자원봉사가 청소년 자원봉사자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읽어준 책에 대해 알아보면 책 읽어주기 시간에는 평균 3권의 책을 읽어 주는데 진

행자에 따라 추가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읽어준 책 수는 유동적이다. <표 3>

에 기재된 대표 그림책은 해당 연도에 가장 많이 읽어준 그림책이며 읽어준 책의 권

수는 당해연도에 중복해서 읽은 그림책을 제외한 것이다.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읽어준 그림책 수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14년까지 토요일 진행자였던 단

체 자원봉사자의 경우 한 권의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병행하는 책 읽기 방식을 선호

했기 때문이다.

Ⅳ.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정보 가치의 발견 및 응용

1. 활동 기록의 의의

위에 소개한 <표 3>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운영 결과를 보면 운영횟수, 참여자수, 

읽어준 책, 진행자수를 계량적 결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

는 것은 평소 관련 자료를 꾸준히 축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서와 도서관, 일상적 기록에 가치를 불어넣다. ｜현장사례

147

  

[그림 3] <책 읽어 주는 도서관> 기록용 노트 및 기록 내용

<책 읽어주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마친 진행자는 [그림 3]의 왼쪽 사진에 있는 노

트 표지의 기재 요령에 따라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록한다. 프

로그램 활동에 대한 내용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읽어준 날짜

와 읽어준 사람, 참여자 수, 서명, 작가명(글, 그림), 출판사를 기록한다. 여러 명의 

진행자가 돌아가며 수기 작성한 노트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책 읽어 주는 도

서관> 담당 사서가 통계를 위해 활동 기록을 파일로 정리한다.

[그림 4] <책 읽어 주는 도서관> 활동 기록 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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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로서의 가치 인식

2013년~2016년까지 4년 간 작성한 <책 읽어 주는 도서관> 결과보고서는 도서관에

서 이루어지는 독서 진흥 프로그램의 결과물로써 그 간의 노력을 드러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보고서에 있는 도서 목록은 

사서와 자원봉사자가 경험으로 쌓은 그림책 선정 노하우(know-how)라고 볼 수 있

다. 진행자는 읽어줄 그림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읽어 주는 행위를 고려해 그림책을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한 그림책은 기본적으로 읽기에 적합하고 주요 참여자인 4세에

서 초등 2학년까지 어린이에게 적합한 책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보고서 분석 내용 중 

다 빈도 선정 도서나 다 빈도 작가로 나타난 그림책은 도서관이 만들어낸 좋은 참고 

정보로서 이용자에게 소개할 수 있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 소리 내어 읽기에 좋은 그림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는 어린이 전문사서의 말처럼9) 사서 데스크에 있으면 “좋은 그림책 소개해 주

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도서관과 사서의 활동이 콘텐츠가 되고 그것이 가

치 있게 이용될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 일상의 기록,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보고를 

위해 작성되었던 자료가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보서비스 참고 자료의 훌

륭한 원석이 되었다.

3. 콘텐츠 개발 원칙

물푸레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 활동이 지속되고 자료는 꾸준히 쌓여가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자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제공할지 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과보고서 내용을 가공해 공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읽어줄 책을 고르는 어른이나 스

스로 읽을 책을 고르는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책 읽어 주는 도서

관>에서 선정해 읽어준 책에 대한 정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9) 엘리자베스 버드, 2012. 아동문학의 보물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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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읽어준 책은 총 1,647권이다.(중복 도서 포함). 방대한 양

도 문제였지만 일주일에 세 번씩 꾸준히 새로운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문제였

다.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인쇄형 책자 목록집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대응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었고 홈페이지나 SNS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매체 특

성상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면 기존 내용이 최근 노출자료에 묻혀 정보 가치가 휘발되

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원

칙을 수립했다.

-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 도서관과 사서가 만들어내는 정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고민하던 중 ‘읽어준 그림책을 이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림 5] 정보검색서비스 개발 과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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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콘텐츠 활용 사례: 정보검색서비스

물푸레도서관 사서들이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기획하며 염두에 둔 것은 먼저 이용

자가 검색을 통해 물푸레도서관 <책 읽어 주는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읽어준 책을 모

두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용자가 찾은 그림책이 ‘물푸레도서관 <책 읽어 주

는 도서관>에서 읽어준 책’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 일종의 ‘586 수상 주기’10)

처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푸레도서관은 새로운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집ㆍ보존함과 동시에 물리적 형태의 자료집 이외에도 이용

자가 쉽게 정보를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기

본적인 서지사항에 더해 새로운 자료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포털 

사이트 및 인터넷 서점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도서관만의 검색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색 서비스의 이용이 그 자체로 프로그램의 홍보 기능을 할 수 있

고 이용자에게 물푸레도서관의 특징적인 서비스라는 부분을 각인시킬 수 있다. 

1. 읽어준 그림책 정보검색서비스 

가. 검색서비스 기획 및 마크 설계

물푸레도서관의 읽어준 그림책 검색서비스는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선정 도서 목

록 콘텐츠를 활용한 첫 번째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진행했으며 홍보 컨셉은 ‘도서관에서만 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으로 정했다.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색을 통

10)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586 수상주기(Awards Note) : 기술된 자료와 관련해서 수상한 내용을 

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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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하는 정보가 이용자가 찾길 원하는 정보와 일치해야만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정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서 마크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를 위해 3차에 걸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용자가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선정 도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먼저 특

정한 검색어를 마크에 입력해야한다. 파주시의 경우 시 전체 도서관의 통합 자료 검

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크에 입력할 특정 검색어가 우리가 제공해야 할 자료 

목록 이외의 자료를 검색 결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어야 했다. 최종적으로 정한 단

어는 ‘물푸레 책’이었는데 물푸레도서관의 서비스라는 상징성이 있고 기존 소장 자료

의 서지사항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검색어로 활용할 단어를 정한 후 추후 태그를 일괄 수정 혹은 삭제 할 수 있도록 

비통제 주제어(653 태그)에 ‘물푸레책’ 단어를 추가하는 방식은 제외하였다. 대신 검

색 접근점의 기능을 하며 반복, 재량 기입이 가능하고 자관 활용성이 높은 로컬 필드

를 활용해 마크를 설계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949 로컬표목 – 총서표제]를 선택하

고 도서관명을 총서표제로 프로그램명을 총서 편제로 설정해 ‘물푸레’, ‘물푸레책’, 

‘책 읽어 주는 도서관’을 검색어로 입력할 경우 물푸레 도서관에서 읽어준 그림책이 

검색될 수 있는 접근점을 만들었다.

949__ $a물푸레,$책 읽어 주는 도서관

  두 번째로 이용자가 검색한 그림책이 물푸레도서관 <책 읽어 주는 도서관>에서 

선정한 책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500 일반주기] 태그를 사용해 주기 사항을 입력

했다.

500__ $a물푸레도서관 ‘책 읽어 주는 도서관’에서 읽어준 책



2017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152

[그림 6] 검색서비스 대상 그림책의 홈페이지 마크 출력 화면

[그림 7] 홈페이지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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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도서

관이 임의로 정한 특정 검색어를 이용자가 스스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결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서 특정한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용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었다. 하지만 이용자가 바로 인지해 검색하지 못하더라도 읽어주기 좋은 그림책이 무

엇인지 질문하는 이용자가 있다면 도서관이 정한 검색어를 알려주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할 수 있고 사서 스스로도 즉각적인 검색을 통해 책을 추천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 홍보

물푸레도서관은 파주시 교하ㆍ운정 권역에 속한 도서관으로 월 1회 권역 도서관 통

합 프로그램 홍보지를 발행한다. 물푸레도서관의 경우 프로그램 안내와 더불어 도서

관에서 특별히 알리고 싶은 서비스 내용을 상단에 배치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이 공간을 활용해 검색 서비스를 두 달 동안 홍보하고 사서 개인 SNS를 통해 검색 

서비스 실행을 홍보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림 8] 2015년 5월 물푸레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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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개인 페이스북에 소개한 검색서비스 내용

다. 운영 결과

물푸레 도서관에서 2017년 7월까지 읽어준 그림책은 홈페이지 검색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 1,307권이다. 이는 4년간 작성한 운영보고서 내용에 있는 활동 결과

를 합산한 1,647권에서 중복자료를 제외한 자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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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물푸레도서관 홈페이지 자료검색 ‘물푸레책’ 검색 결과 화면

아이에게 읽어주기 좋은 그림책을 찾기 원하는 이용자에게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

이 제공하는 참고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서관의 활동을 소개하고 그 활

동을 통해 만든 콘텐츠를 활용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정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업무에 대한 즐거움은 한 층 배가될 것이다. 사서 모두가 함께 만든 물푸레도

서관의 첫 번째 콘텐츠 활용 정보서비스는 현재도 꾸준히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데

이터를 추가할 예정이다. 만약 해마다 모든 도서관이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를 시행한

다면 사서와 도서관이 개발하는 국가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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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마별 그림책 목록서비스

현재 물푸레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그림책 수는 2017년 8월 기준 6,385권으

로 이 수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책 읽어 주는 도서관> 프로그램 시간에 읽어준 그

림책은 전체 그림책의 20%를 차지한다. 정보검색서비스 시작 당시 몇 백 권이었던 

자료수가 현재는 1,300 여권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서가에 있는 그림책 중 내가 

빌려갈 책 7권을 골라야하는 이용자에게 천 권이 넘는 그림책 리스트가 나오는 검색 

결과는 결과 내용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적합한 서비스라 보기 어렵다. 검색 결과를 

통해 나오는 그림책 권수가 많아질수록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

법이 필요했다.

가. 목록집 기획ㆍ운영

2015년부터 세 명의 사서가 순환하며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진행자로 참여한 후 

각각 자신만의 책 선정 습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신간 그림책을 중

심으로 책을 선정하고 한 사람은 동물이 등장하는 그림책을 많이 골라 읽었다. 또 한 

사람은 구연 방식의 읽기 보다는 등장인물이 적고 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읽을 수 있

는 그림책을 선정하고 있었는데 읽어 주는 사람이 다양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서관 

분류와는 다른 색다른 기준의 그림책 조합이 쌓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림책 전시는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유사한 내용의 그림책을 모아 목

록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물푸레도서관에서 기획하는 목록집에는 <책 읽

어 주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책을 읽어 주는 상황이나 특징을 조합한 테마

도 포함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는 그림책(지루하지 않아

요), 한 목소리로 읽기 좋은 그림책(아빠에게 추천합니다)을 소개하는 것이다. 

제작을 구체화 한 단계에서 정한 컨셉은 ‘쉽게 친근하게 그림책에 접근할 수 있게 하

자’는 것으로 맨 처음 생각한 것은 ‘노래방 책’ 처럼 목록집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렇

게 하면 ‘어떤 그림책을 고를까?’ 생각하며 목록집을 넘기는 동안 무의식중에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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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또한 음식점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표지, 

서지사항, 청구기호를 함께 배치해 읽고 싶은 그림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목록집의 컨셉을 정한 후 앞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어나갈 목록집의 이름을 정

했는데 목록집의 기획 목적 중 하나인 ‘물푸레책 검색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에 착안

해 <물푸레책 연결고리>로 정했다. 수많은 물푸레책 중 다양한 테마로 조합한 그림책

을 이용자와 연결한다는 의미다.

[그림 11] <물푸레책 연결고리> 테마가 있는 그림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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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푸레책 연결고리> 목록집을 제작한 후 어디에 비치할지도 논의했는데 쉽게 들

춰보고 원하는 그림책을 고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검색 PC 데스크에 비치하기로 결정했다. 스스로 검색하고 청구기호를 출력하고 

자가대출반납기를 이용해 책을 빌리는 것을 놀이로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책

을 고를 수 있는 목록집은 또 하나의 놀잇거리가 되었다. 업무 중에 살펴보아도 연결

고리 목록집은 아이들과 성인 이용자 모두에게 좋은 참고 목록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성인보다 어린이 스스로 책을 찾고 검색하는 비중이 훨씬 높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12] 물푸레책 연결고리 비치

 

[그림 13] 목록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하지만 <물푸레책 연결고리>목록집은 도서관을 방문한 사람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서관 블로그11)를 만들고 2016년 2월부

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하고 있다.  

11) 물푸레도서관 블로그, ‘물푸레! 즐길래!’, mulpurealib.blogspo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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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물푸레! 즐길래! 물푸레도서관 블로그 화면

나. 홍보

<물푸레책 연결고리> 서비스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권역별 공공도서관 연합 홍

보지를 이용해 집중 홍보했는데 실제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알리기 위

해서는 테마와 선정한 그림책 목록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허락된 지면에 내용을 모두 기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블로그 정보를 QR코드로 변환

해 홍보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제작한 QR코드는 관내 이용자를 위해 추가로 작은 안

내문으로 만들어 부착했다.

[그림 15] 2016년 3월 프로그램 홍보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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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 결과

1) 오프라인 운영 결과

물푸레도서관은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물푸레책 연결고리> 목록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13개의 테마별 그림책 리스트를 업데이트했고 테마는 <표 4>와 

같다.

<표 4> <물푸레책 연결고리> ‘테마가 있는 그림책’ 선정 테마 현황

테마명 선정도서

반전코드가 있는 그림책 안돼 외 12권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는 그림책 씨시 혼자 앉아 있어요 외 14권

호기심 유발 그림책 호랑이 뱃속 잔치 외 10권

애완동물의 습성 그림책 진돗개 보리 외 10권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왜 숙제를 못 했냐면요... 외 10권

책 속의 책 책 밖으로 나온 늑대 외 5권

먹고 싶은 그림책 토끼의 당근 당근 당근 외 12권

머리 좀 만져볼까?? 미용실에 간 사자 투까 외 8권

늑대가 나타났다!!! 아기 돼지 삼형제 외 9권

그림책과 함께 읽는 시 5대 가족 외 8권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감기에 걸렸어요 외 9권

우리 같이 살아요~ 까만 코다 외 6권

떠나고 싶다~~~ 기린의 도시 여행 외 10권

합계 123권

13개의 테마 중 가장 처음 만든 테마인 ‘반전코드가 있는 그림책’과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는 그림책’에서 선정한 그림책의 선정 전ㆍ후 1년간의 대출을 비교해 보았다.12) 

12) 테마 선정 전ㆍ후 대출횟수 비교 시 산출기간은 선정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은 2015.02.01.~2016.01.31. 이고 

선정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은 2016.02.01.~2017.01.3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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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물푸레책 연결고리> 서비스 제공 전ㆍ후 대출량 비교

테마명 책 수 이전 
대출횟수

이후 
대출횟수 증감률

반전코드가 있는 그림책 12권 115회 164회 ▲ 42%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는 그림책 14권 98회 102회 ▲ 4%

합계 26권 213권 266회 ▲ 24%

<표 5>를 보면 두 가지 테마 모두 서비스 제공 후에 대출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는 책’의 경우 목록집 전시 후 대출횟수가 크

게 차이 나지는 않았는데 이는 <물푸레책 연결고리> 목록집의 인기를 눈으로 확인한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관내열람이 대출횟수

에 누락되어 예상보다는 적은 증가폭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누락된 관내 

열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자 검색 PC의 검색 로그를 확인하려고 시

도했으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은 사서와 이용자의 검색 로그를 축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이용자 검색 PC의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서 

데스크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 목록집을 만들자는 의견을 모으고 <물푸레책 연결고리>를 만들어 비치하기까

지 사서들이 예상한 이용자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었다. 별도의 전시 공간이 없어 

실물을 바로 대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한 것은 좋은 그림책을 찾는 이용자와 함께 목록집을 보며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푸레도서관 사서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로 확인한 반응은 고무적이

었다. <물푸레책 연결고리> 목록집을 뒤적이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아이

들의 반응이 좋았다. 사람들의 손때가 가득 묻은 클리어 파일의 비닐 속지를 볼 때마

다 <물푸레책 연결고리> 목록집의 인기를 실감하고 더 많은 그림책을 엮어 소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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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반전코드가 있는 그림책’ 그림책별 선정 전ㆍ후 대출량

[그림 17]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는 그림책’ 그림책별 선정 전ㆍ후 대출량

2) 온라인 운영 결과

물푸레도서관 어린이열람실에 비치한 <물푸레책 연결고리> 목록집이 도서관을 방

문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한다면 같은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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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책에 관심이 있는 물푸레도서관의 잠재적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물푸레도서관 블로그는 ‘물푸레! 즐길래!’라는 이름으로 ‘테마가 있는 그림책’의 그림

책 정보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현재 인터넷 검색과 QR코드 읽기를 통

해 접근이 가능하다. 

<표 6> 물푸레도서관 블로그 테마별 페이지 유입자수

테마명 페이지 등록 시기 블로그 유입자수 QR코드 유입자수

반전코드가 있는 그림책 2016.02. 65 28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는 그림책 2016.02. 45 25

호기심 유발 그림책 2016.03. 44 10

애완동물의 습성 그림책 2016.03. 33 4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2016.04. 22 7

책 속의 책 2016.05. 23 11

먹고 싶은 그림책 2016.06. 22 7

머리 좀 만져볼까?? 2016.07. 20 9

늑대가 나타났다!!! 2017.05. 9 2

그림책과 함께 읽는 시 2017.05. 8 2

지구가 아파요 2017.07. 8 3

우리 같이 살아요~ 2017.07. 8 3

떠나고 싶다~~~ 2017.07. 9 2

합계 13개 테마 316 113

<표 6>의 블로그 페이지 유입자수를 보면 개설 기간에 비해서는 유입자수가 많지 

않은데 이는 물푸레도서관 블로그에서는 ‘테마로 읽는 그림책’도서 목록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달리 홍보나 브라우징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물푸레책 연결고리> 콘텐츠가 증가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도서 목록 서비스로 

제공 정보의 내용을 확장하게 되면 블로그 유입자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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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물푸레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책을 고르고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

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서들은 이용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도서관 

이용자의 자료 요구와 관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한 이용자의 요구

사항은 도서관 자료 수서와 프로그램 전반에서 흡수되고 사서들은 이용자가 좀 더 쉽

게 도서관의 자료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재미있고 좋은 책은 누군가가 재미있다고 이야기 했거나 좋다고 이야기한 책이 아

닌 내가 읽었을 때 재미있고 좋은 책일 것이다. 도서관 사서들이 난감해하는 질문이 

있다. “재미있는 책 있나요?”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정보봉사를 배운 사서라면 가장 먼저 질문자의 의도와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화

를 시작해 나간다. 어쩌면 대화로도 충분히 이용자가 원하는 책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어떨까? 그것이 어느 기관에서 

만든 추천도서나 선정도서가 아닌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며 쌓아온 정보로 만들어낸 

자료이면 어떨까?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매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활동을 기록하고 보고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수시

로 이루어진다. 일상적이라 지나칠 수 있었던 기록들의 가치를 발견한 계기는 이용자

와의 대화를 통해서였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물푸레

도서관 사서들은 연간 활동 기록을 모아 이용자를 위한 참고서비스 자료집인 ‘물푸레

책’을 만들고 있다. 

도서관의 활동을 기록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은 데스크에서 만나는 이용자와의 상호작용과 사서들의 의견 교환이 꾸준히 이어지

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사서와 이용자와의 만남이 일상이 되고 이용자와 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는 한걸음 더 나

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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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강서영어도서관은 화곡동 주택가에 위치한 영어 특화 공공도서관으로 경제적 격차

로 인한 정보소외를 해소하고 독서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공교육지원과 영어

독서능력 향상프로그램, 부모교육과 글로벌 문화행사 개최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영

어 리터 러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서관 이용자의 자기계발은 자녀교육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런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후속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용

함으로써 도서관을 통한 취업연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서관

을 통한 취업 사례가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는 달리 도서관만의 차별적 가치와 

장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기관은 경력개발 지원이 갖는 이점으로 인해 자기계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부각시키고 인큐베이팅 역할을 통해 사회 자본으로서 도서관의 가치와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존속하게 할 당위성을 부여해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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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공공도서관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의 필요와 동기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도 구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장 롤리 

키팅은 ‘이상적인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아야 하며, 모든 이용자들에게 

사랑까지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은 정보 전달과 삶을 변화시키는 목적까

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강서영어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중 특히 사회복지적 기능과 평

생교육적 기능을 중요시 여겨왔었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향상을 위해 이용자들 중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2013년도부터 진행하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최근 정부의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이다’를 주요 정책으로 취업지원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의 공공도서관 취업지원 서

비스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강서영어도서관의 경력개발 인큐베이팅 과정에 대해 소개

하도록 하겠다.

<표 1> 외국 공공도서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

도서관 서비스 내용 비고

Multnomah county 

Library1) 

(미국, 오리건주)

- 매주 화요일 구직 관련 직업 전략, 
정보를 공유하는 공개 포럼을 제공

- 주제를 바꾸어 동료로부터 피드백 받게 

하고, 인터뷰 기법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

구직자 지원 서비스

(Gresham컴퓨터 

학습센터)

Northamptonshire의 

도서관2)

(영국, 노샘프턴셔)

- Change Zone : 실업이나 재정적 어려움 

및 직업 변경 시 사용자를 지원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도서관의 취업동아리

1) http://multcolib.org/ [2017.08.05.]

2) http://www3.northamptonshire.gov.uk/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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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서비스 내용 비고

Gateshead 도서관3)

(영국, 게이츠헤드)

- 전문 복장이 필요한 면접용 정장 제공 

- 도서관의 구직자와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사업

- IT 제공 업체를 통해 커리어 이벤트 개최

-

paschalville library 

도서관4)

(미국, 필라델피아)

- 구직자의 인터뷰를 위해 넥타이 대여 

서비스

- Boot camp 4일 과정의 구직 캠프

(이력서 작성․면접방법, 직장예절)

- 선배들의 경험 나눔 점심 제공

southwest cdc협력

사가미하라 시립- 

하시모토 도서관5)

(일본, 가나가와현) 

- 경영, 창업 무료 상담회와 취업지원 

세미나 개최 

- 자료 찾기에 도움을 주는 패스파인더 
안내 배포

- 취업관련 자료 목록

헬로워크

종합 취업 지원 센터 
연계

우선 위의 <표 1>을 보면 외국 공공도서관의 취업지원 서비스 사례를 통해 구직자 

지원에 대해 공공도서관들은 파트너십 접근법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내 직업 및 경

력 지원의 핵심으로 활동하며 구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서영어도서관은 지난 몇 년간의 경력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공공

도서관의 이용자 경력개발이나 취업지원 전문 기관과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되었

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개인과 가정, 지역공동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하였다.

경력개발과 취업지원의 시작이 된 부모교육은 엄마가 자녀에게 가장 친근한 읽기 

선생님이 되고 이를 통해 가정 독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영어독서와 관련된 

3) http://www.gatesheadlibraries.com/ [2017.07.28.]

4) http://www.freelibrary.org/ [2017.07.29.]

5) https://www.lib.pref.ibaraki.jp/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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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교육의 실시에서 시작되었다. 교육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상황이 대부분 결

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들이며 자녀교육과 동시에 자기계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본 기관에서 경력개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본 결과 재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만 자녀 양육, 경력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강서영어도서관에서는 여성들의 재취업에 대한 욕구가 단순히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구조 전환’, ‘새로운 삶의 진로 개척’에 

관한 욕구6)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럼 현재 정부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취업지원 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운영 중이다. 

둘째,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확충으로 무상보육과, 직장어린이

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셋째, 민-관 협업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 조성 지원으로 가족친화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인증기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7)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으로 여성고용 TF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의 점검․환류 체계 구축 등이 있다.

6) 이희숙(2008).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재취업 욕구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위덕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2015년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 1363개사 운영, 인센티브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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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적 추진 현황

서비스 내용 세부 내용 시행 기관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 공기업 및 중소기업

돌봄 서비스 -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시, 구의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지원

- 가족친화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발굴 및 

인증기업 확대

-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 고위정책과정, 신임 관리자 과정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구축

여성 고용 TF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의 점검․환류 체계 구축

한국여성공학기술인 
협회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기계발시간 부족이나 상황적 한계에 

부딪혀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기관에서는 주 이용자들인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접근성의 

장점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Ⅱ. 경력개발 인큐베이팅 과정

강서영어도서관에서 경력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해 인큐베이팅 한 전체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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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서관의 경력개발 지원 과정

1. 1단계 - 경력개발 교육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의 시작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과정을 개설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강서영어도서관은 

2013년 개관을 시점으로 2017년까지 매년 1~2회, 총 3개월 과정의 경력개발을 위한 

중장기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영어 스토리텔러와 영어독서지도사 등의 양성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119명

이고 수료한 사람은 84명이다. 이 밖에도 경력개발 과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으로 다

문화 강사과정과 그림책 지도사, 인문고전 독서지도사 과정을 진행하였고 참여자 40명 

중 31명이 수료하였다. 영어 스토리텔러나 영어독서지도사 과정의 내용은 영어동화를 

통한 독서지도 방법과 실제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기법을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영어 

동화책에 대한 기초 이해부터 활용교육법까지 수강자 수준을 고려해 진행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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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읽기 실습과 최종 발표수업을 통해 실전 대비를 할 수 있게 진행하였으며 수강

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필요한 주제와 커리큘럼을 수정하고 추가해왔다.

<표 3> 경력개발 지원 교육 현황

시행
년도

프로그램명/
교육기간

프로그램 내용
참가자 수/

수료자
사진

2013

스토리텔링 

기초교육/

1월

스토리텔링 기초교육을 
통해 스토리텔링 맘의 

역할과 영어 동화책 

효율적 읽기 방법 전달

12명/

10명

2013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3월~6월(총 

12차시)

전문 스토리텔러 

양성을 위한 

스토리텔러 교육과정 

15명/

11명

2013

영어독서지도사 

양성과정/ 

9월~12월

(총 12차시)

전문 스토리텔링 맘 

양성을 위한 영어독서 
지도사 과정

12명/

11명

2014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4~6월(12차시)

자녀들의 

영어독서교육을 

도와주고자 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과정

20명/
14명

2015

I love story

부모교육/

10월~12월

(12차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효과적인 영어 

교육법을 지도

20명/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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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년도

프로그램명/
교육기간

프로그램 내용
참가자 수/

수료자
사진

2016
맘스 리딩클럽/

1월~3월(12차시)

아이에게 직접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은 

영어 초보 엄마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어 

동화책과 친해지기”
과정

20명/

14명

2016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

4월~9월(12차시)

다문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문화 수업 교안 작성 

수업 및 실습

5명/

4명

2016

그림책 지도사 

과정/

6~9월(12차시)

초등학생 대상의 

그림책 읽기 및 독후 

활동을 지도하는 
전문가 육성 과정

15명/

12명

2017
맘스 리딩클럽/

3월~6월(12차시)

유명 작가의 영어 

그림책 읽기를 통해 

원서 읽기의 기초를 

다지고 책 선정 기준, 

유명한 영어 동화책 
작가에 대한 정보, 

효과적인 독후 활동 및 

스토리텔링 교육

20명/

10명

2017

인문고전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6월 ~ 8월

인문고전 독서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 과정

25명/

17명



공공도서관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례 ｜현장사례

177

2. 2단계 - 인턴십을 통한 숙련

가. 스토리텔러

3개월간의 부모교육을 수료한 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숙련하도록 하였다. 아

이들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마을로 확장된 영어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여 2014

년 한 해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는 225명이며, 스토리텔링에 사용된 도서는 

6,000여 권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이들은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현장

을 경험하며 경력개발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몸에 익히고 숙련하는 단계를 거쳤다. 

  

[그림 2] 인턴십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맘

나. 학습도우미

교육 이수자들은 지역 내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어린이나 학교 수업을 따

라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였다. 영어 교과서를 같이 

읽거나 영어놀이를 해 봄으로써 여러 가지 멘토링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3] 인턴십 프로그램 학습도우미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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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방과 후 학습도우미교실 수업 일정표

그룹 분류 자원봉사자 학년/참여자 수 활동 시간

그룹 A ○소영
5학년/2명
3학년/1명

매주 수요일 15:00~17:00

그룹 B ○명옥
3학년/1명
6학년/1명

매주 수요일 15:00~17:00

그룹 C 윤○영 3학년/3명 매주 금요일 15:00~17:00

그룹 D 전○경
2학년/1명
4학년/1명

매주 금요일 15:00~17:00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육 이수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지역사회에 기여

한다는 자부심을 얻게 되었다. 또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

을 끌어낼 수 있었다.

3. 3단계 - 연구모임과 후속 교육

교육 이수자들은 이러한 활동과 함께 연구모임인 동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으로 연계하여 전문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진행한 강좌는 스토리텔링 

수업에 접목할 워크북 만들기, 빛 그림자극의 연출기법, 뮤지컬과 발성 등이었으며 

연극적 요소와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될 다양한 기법을 제공하여 강사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 기관에서는 동아리원이 도서관에서의 정보 교환 또는 정보제공을 통해 스

토리텔링 수업에 필요한 자료 개발과 교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커

리큘럼 설계와 수업자료 개발을 위한 준비물 등을 지원하였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참여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후속 모임은 정보와 피드백을 서로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력개

발 추진의 동기부여와 개인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활동으로 폭을 넓히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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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후속 교육 운영현황

프로그램명 강사 일시 내용

빛 그림자극 강좌 1 ○병림 2013.12.3

인형극 전문 강사로부터 인형 제작과 
무대 막 설치, 그림자 만들기 기법 등 
그림자 극 제작 강좌

빛 그림자극 강좌 2 ○병림 2013.12.10

빛 그림자극 강좌 3 ○병림 2013.12.17

빛 그림자극 강좌 4 ○병림 2013.12.19

Pop-up Book  강좌 1 박○선 2014.3.28 유형별로 다양한 Pop-up book 만들기 
강좌pop-up Book  강좌 2 박○선 2014.4.4.

북 아트 1,2 ○희 
2014.09.12.
(2회기 진행)

한지, 실, 바늘을 활용한 북 아트 강좌

Musical English ○여명 2014.10.10
영어 뮤지컬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를 배우고 이를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법 및 기술을 강의함

알리시아 스토리텔링 ○동주 2017.3.30

국제 스토리텔러가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영어로 스토리텔링으로 진행. 효과적 
영어 말하기 교육, 올바른 독서 교육 
동기 부여

4. 4단계 - 재능기부 프로그램

가. 토요스토리 극장

본격적인 외부 활동에 앞서 강사로서의 역량 강화와 잡 코칭을 위해 실제 도서관에

서 교육받은 내용을 적용해볼 수 있는 장이 필요했고 ‘토요스토리 극장’이라는 재능기

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토요스토리 극장은 인턴십 프로그램인 스토리텔러와 학습도우미와는 달리 잡코칭

과 교육, 또는 본격적 실습을 겸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며 영어 읽기 봉사 동

아리인 RaLK와 서부 여성발전센터의 ‘일 경험’ 파견 과정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과 

독후 활동 등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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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내용에 있어서는 2013년부터 매주 또는 격주 토요일을 정해 책 읽어주기와 

다양한 독후 활동이 결합된 수업형태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

속 연구모임인 ‘GEST’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한 명의 멘토가 2~3명을 멘토링 하는 

형태로 시스템화하였다. 즉 한 사람이 수업 진행을 할 때 회원들이 돌아가며 보조 진

행에 참여하고 수업 진행에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해주고 필요한 교구

를 공동 개발하거나 커리큘럼이나 교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에서는 수업 진행에 필요한 영어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함

으로써 실제 수업 진행시 일어나는 상황 대처법과 강의 스킬을 갖추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표 6> 토요스토리 극장 진행 통계(2013~2017년) 

토요스토리극장

년도 운영 일자 운영횟수 동아리 명

2013 2013.06.22 ~ 11.28 17회차 RaLK 

2014 2014.01.11 ~ 12.20 19회차 RaLK 

2015 2015.03.07 ~ 12.26 15회차 상반기 RaLK/하반기 GEST 

2016 2016.03.12 ~ 12.10 13회차 GEST 

2017 2017.02.11. ~ 현재 16회차 B&F and RaLK

총 80회 운영

  

[그림 4] 토요스토리 극장 수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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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단계 - 확산을 통한 취업지원

앞서 교육과 인턴십, 숙련 과정을 거치는 동안 참여자들은 본인의 강의 스킬과 노

하우를 갖게 됨으로써 영어 스토리텔링에 관심 있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멘토링 강좌

를 열 수 있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교육인 ‘공감 영어’ 프로그램을 총 6회로 진행하고, 이어서 ‘아빠를 

위한 공감 영어’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책 읽어주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타 도서관의 ‘공감 영어’에 대해 강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어 ‘엄마가 엄마에게’라는 제

목으로 4회기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의 멘토링 강사활동은 본격적

인 외부 취업 이전에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강사 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하여 취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도서관 프로그램에 인형극이나 빛 그림자 극, 

또는 뮤지컬 요소를 접목하여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다른 경력단절 여

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선례가 되었다.

  

[그림 5] 엄마가 엄마에게 공감 영어 교육 사진

 

[그림 6] 아빠를 위한 공감 영어 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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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사례

프로그램명 진행 날짜 내용 비고

핼러윈데이 스토리텔링
2013.10.30.(수)
16:00~17:00

Room on the Broom 스토리텔링 -

밸런타인데이 스토리텔링
2014.2.14.(금)
16:00~16:40

We are Going on a Bear Hunt 
스토리텔링

-

Hello Australia
2014.5.23.(금)
16:00~17:00

호주 유명 작가 파엘라 앨런의 
‘Miss Mary Mack’ 스토리텔링

-

밸런타인데이 스토리텔링
2015.2.14.(토)
11:30~12:20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스토리텔링과 독후 활동 진행

-

머리맡 독서캠프 
스토리텔링

2015.07.18.(토）
18:30~ 19:00

헨젤과 그레텔 스토리텔링 -

머리맡 독서캠프  
아빠들의 공감 영어

2015.07.18.(토）
18:30~ 19:00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

핼러윈데이 스토리텔링
2015.10.30.(금)
16:00~17:00

Skeleton Hiccups 스토리텔링 및 
독후 활동 진행

-

개관 3주년 행사 
스토리텔링

2015.12.18.(금)
16:00~16:30

개관 3주년을 맞이하여 Rainbow 
Fish 스토리텔링

-

토요스토리 극장
2014~2016년 
2,4주 토요일

영어 동화책 스토리텔링과 
독후 활동 진행

-

독서의 달 행사
2016.9.8.(목)

17:00~18:00
Fidning Winnie 
손 인형극 공연

-

슈퍼 거북 스토리텔링
2016.9.30.(금)
10:00~11:00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선정 
도서의 영어 스토리텔링

-

겨울독서교실
2016.12.28.(수)
14:00~15:00

태양계 만들기 수업 -

겨울독서교실
2016.1.14.(목)
11:00~12:00

러시아 문화 탐구 및 체험

다문화 
양성과정
수료자

여름독서교실
2016.7.29.(금)
14:00~15:00

필리핀 문화 탐구 및 체험

글로벌 휴먼북-일본 편
2016.9.22.(목)
10:00~12:00

일본 전통 의상 체험, 스토리텔링 
및 일본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글로벌 휴먼북-중국 편
2016.12.18.(일)
13:00~14:00

중국 문화 알아보기, 홍등 
만들기, 스토리텔링

글로벌 휴먼북-러시아 편
2017.1.21.(토)
15:00~16:00

러시아 동화 구연 및 러시아 
인형 만들기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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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서관 행사 참여 활동 사례 사진

Ⅲ. 성  과

지금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본 기관에서는 중장기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교육 이수자들에게 장기적인 후속 교육을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경력개

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재능기부활동과 이원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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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취업역량을 쌓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후속 연구 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자주

적인 멘토링과 잡코칭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후 외부적으로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과 지역 내 취업연계활동 등을 통해 취업 기회와 활동의 장을 제공하였고, 내부적으

로는 도서관에서 강좌를 개설해주는 활동을 통해 경력개발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들

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현재까지 이러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경력개발과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을 [표 

8]에 정리해보았다.  

<표 8> 경력개발 지원 과정을 통한 취업 및 활동자 내역 

이름 연령대 자녀수
이수한 경력개발 
교육 프로그램

인턴십 & 재능기부 
프로그램 참여

취업 및 활동상황

이○주 40 1
영어독서

지도사 과정 
- 토요스토리 극장 

- 2001 아울렛 문화센터 강사

- 초등 방과 후 영어강사 

이○영 40 -
이명신

(I Love Story) 

부모교육 

- 견학 체험 
- 스토리텔링

- 머리맡 캠프 

- 문화센터 영어강사 
- 창비출판사 연계 영어동화 

인형극 공연

배○현 30 2
- 영어 독서지도사 

과정

- 스토리텔링 맘 

- 아빠를 위한 공감영어

- 머리맡 캠프 

- 공감 영어 특강 4차시 진행

- 푸른들 청소년 도서관 꼬꼬마 

잉글리시 강사 

- 창비출판사 연계 영어동화 
인형극 공연   

윤○희 40 2

- 이명신

  (I Love Story) 

부모교육

- 행사 특강  
- 창비출판사 연계 영어동화 

인형극 공연

이남○ 40 1 - 영어 독서지도사 - 공감 영어

- 스토리텔링맘

- 창비출판사 연계 영어동화 

인형극 공연

최○인 40 1
- 협력 연계 서부 

여성발전센터
- 스토리텔링맘

- 강서영어도서관 실버 영어

- Grammar에서 회화까지 강사 

진○○위 40 1
- 다문화강사 양성

과정 수료 

- 노래로 배우는 중국어 

12회 

- 전통의상 체험 

- 유치원 영어, 증국어 강사

- 유치원 다문화 강사 

- 강서영어도서관 영어로 강사 



공공도서관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례 ｜현장사례

185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약 14명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개인과 가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이자 기쁨이고 도서관 

입장에서도 큰 보람이라 하겠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의 입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시간에 전문성 있는 일을 할 수 있

는 기반이 되었으며 가정 독서환경의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등 많은 긍정적 변화들을 

가져왔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업무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요인인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라는 현실에 비추어 일과 자녀교육 둘 다 만족시키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취업형태가 주로 방과 후 학교 교사, 문화센터 강사,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이름 연령대 자녀수
이수한 경력개발 
교육 프로그램

인턴십 & 재능기부 
프로그램 참여

취업 및 활동상황

오○단 30 2

- 엄마가 엄마에게 
공감 영어 

- 알리시아 스토리

텔링 특강 

- 스토리 텔링맘

- 홈스쿨링 멘토

- 동아리 ‘배즐’ 리더 

-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강사 

송○화 40 1
- 인문고전 

독서지도사
- 사서 보조

- 작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독후 활동 & 만들기 강사  

○○

라코바타 

○○리아 

40 2
-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 전통의상 문화체험 

- 겨울이야기

- 유치원 다문화강사

도서관 다문화강사  

심○남 40 2

- 엄마가 엄마에게 

공감 영어
- 이명신(I Love 

Story) 부모교육 

수료

- 행사 특강

- 토요스토리 극장 

- 창비출판사 연계 영어동화 

인형극 공연

송○진 30 3

- 맘스 리딩

- 인문고전 
독서지도사

- 스토리텔링맘

- 홈스쿨링

- 창비출판사 연계 영어동화 
인형극 공연

전○경 40 -
- 영어 독서지도사 

과정

- 스토리텔링맘 

– 방과 후 돌봄 교실

- 영어보드게임강사

- 작은 도서관 영어강사 

안○향 40 2
-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 스토리텔링맘

-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

- 초, 중등 진로체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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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일제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도서관에서의 경력개발 지원을 통해 ‘도서관의 경력개발 지원’
이 취업전문기관과는 다른 차별성과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1.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관련 분야의 정보 서비스와 자료제공 그리고 후속 교육으로 

연계됨으로써 평생교육에 기여하였다.

2.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효과와 충분한 숙련 과정 또는 

연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3. 지속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플랫폼으로서 후속 모임과 공간 제공, 다양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개인의 역량과 사정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다.

4. 본격적인 외부 취업 이전에 도서관을 통해 지역사회기관의 강사 경력을 갖게 되어 

취업 연계 및 추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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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강서영어도서관 경력개발과정 관련 기사8)

8) 2016년 11월 25일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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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강서영어도서관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책

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경력 개발 지원이 구체적인 이용자 개개인의 경력으로 어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도서관의 시도와 노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서관의 장기적인 취업 지원 과정이 취업지원 전문기관들과는 

다르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용성들을 찾을 수 있었고, 공공도서관으로써 경력개발

을 지속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또한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

터의 역할은 사회자본으로서의 도서관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존속

하게 할 당위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원 과정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다기보다 필요에 따라 발전된 결과로 진행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성와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도서관의 특성과 대상에 따른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다

양화가 필요하며 좀 더 세밀한 경력개발을 위해 상담과 컨설팅 단계에서 전문적인 자

문을 지원해주는 직업전문상담사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구

축과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도서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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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강서영어도서관 토요스토리극장 2013~2017년 진행 상황

DATE TITLE TEACHER

2013 

6/22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지현

6/29 The Waterhole 김○현

7/06 I Went Walking ○은영

7/13 Lemons Are Not Red ○지현

7/20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은영

8/10 Snow Balls ○지현

8/17 Christmas Time 김○현

8/24 Quick as a Cricket ○은영

8/31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the Fly ○지현

9/14 Today is Monday ○은영

9/28 The Very Hungry Caterpillar ○지현

10/12 Dry Bone ○은영

10/26 Go Away Big Green Monster / Halloween Party ○은영

11/9 Hattie and the Fox ○은영

11/23 From Head to Toe ○은영

2014

3/15  Spring is Here ○지현

3/29 Here Are My Hands 김○현

4/12 Seven Blind mice ○진아 

4/26 Jasper’s Beanstalk ○은영

5/10 My Mum 김○현

5/24 My Five Senses ○지현

6/14 The Very Busy Spider ○진아 

6/28 We’re Going on a Bear Hunt ○은영

9/20 Handa’s Surprise 김○현

10/4 Silly Sally ○은영

10/18
Gruffalo 

○Halloween Party
김○정

11/10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a fly ○진아

11/15 The Big Hungry Bear 김○현

12/6 Down by the station  ○은영

12/20
Pete’s a Pizza 

○Christmas party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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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ITLE TEACHER

2015

9/12 I’m the best ○승희

10/10 Down by the Station ○선옥

10/24 Hooray for Fish 이○희

11/14 Bear About Town 김○화

11/28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the Fly ○지영

12/12 When Sophie Gets Angry Really Really Angry ○은진

12/26 Blue Sea ○효진

2016

3/12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민영

3/26 White Rabbit' Color Book ○주현

4/9 Where Is The Green Sheep? ○현주

4/23 Planting a Rainbow ○영남

5/28 I'm The Biggest Thing In The Ocean ○효진

6/11 The Secret Birthday Message ○승희

6/25 We're Going On A Bear Hunt 김은○

9/24 Here Are My Hands 이남○

10/8 We're Going On a Bear Hunt 김은○

10/22 ghost Eats It All ○민영

11/12 Who Stole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 ○지영

11/26 Froggy gets dressed ○주현

12/10 Snow Balls ○현주

12/24 Christmas Time GEST

2017

2/11 The  Runaway Bunny B&F

2/25 Seven Blind  Mice B&F

3/11 It's My  Birthday / Titch B&F

3/18
TheLittleMouse

The  Red Ripe Strawberry and the Big Hungry Bear
RaLK

3/25 My Crayongs B&F

4/8 Up and Down B&F

4/15 Piggy Bunny RaLK

4/22 Something from nothing B&F

5/20 Rosie's Walk RaLK

5/27 Jesper's Beenstak B&F

6/10 Henny Penny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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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ITLE TEACHER

6/17 Papa, please  get the moon for me RaLK

6/24 The Watermelon  Seed B&F

7/8 The Dark B&F

7/15 The Very Busy  Spider RaLK

7/22 Panda bear  Panda bear What Do You See?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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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KAIST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으로서 학술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는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지원서비스가 그것으로, 대학 연

구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자적인 전문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미래학자 Thomas 

Frey는 “The Future Library: A Liquid Network for Ideas”에서 아이디어의 집합과 

공유의 공간으로서 미래의 도서관을 정의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인류와 함께 향유해 

온 도서관은 앞으로 새로운 Liquid Network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도서관의 연구지원서비스는 학과 또는 연구자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서 논문분

석과 경쟁대학의 연구·학습 환경을 조사 분석하므로 우리대학의 연구·교육 환경의 질

적 향상과 우수논문 발표를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 기여를 비롯하여 논문 질적 향상을 

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THE, QS 등의 우리대학의 랭킹 향상 및 우리 대학의 

연구방향성을 모색,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의 KAIST 도서관이 KOASAS, RIMS, 연구노트시스템 등과 같이 연구성과구축

과 관리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를 재생산하는 서비스를 

추구한다. 곧 연구성과를 분석하거나 특정 연구분야의(학과 또는 개인 연구자 차원) 

세계적 연구동향과 경쟁력을 분석하므로 대학의 연구성과 향상과 대학랭킹을 선도하

기를 추구한다. 

KAIST도서관은 이러한 새로운 방향성에 따라, ①연구동향분석, ②연구역량 Flagship 

분석, ③학과 평가를 위한 연구성과 비교분석, ④기술동향 서비스, ⑤Textbook(eBook) 

Collection for Department, ⑥교재정보서비스, ⑦논문작성을 위한 도서관 교육, ⑧
학과와 함께 하는 LIBRARY DAY 등과 같은 연구지원서비스 사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고자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연구지원서비스 개발로 학과별 또는 세부 연구분야별 박사급 전담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에 함께 협력하는 대학 연구현장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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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KAIST 도서관은 과학기술분야의 최신 정보를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구성

원의 교양함양을 위해 인문사회과학 자료의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본원 대전캠

퍼스 인근의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내의 많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한국 과학기술계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과 SNS 상에 넘쳐나고 있는 정보로 인해, 과거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흔들리고, 대학도서관의 무용론까지 회자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KAIST 도서관은 현재진행형의 새로운 도전 가운데 있다. 

바로 연구지원서비스이다. 포괄적인 개념의 연구지원서비스로서, 2012년 주제전문 

시범서비스를 도입 후 수년간의 시행착오와 더불어 새롭게 발견, 발전시키고 있는 서

비스로서,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강화 및 우수논문작성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지원서비스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대학의 연구·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많은 

우수논문 발표를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논문의 질적 향상을 꾀

하여, 궁극적으로 THE, QS 등의 우리대학의 랭킹 향상 및 우리 대학의 연구방향성

을 모색 제시하는 것이다. 

Ⅱ.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방향성

과거 연구지원서비스가 회자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KAIST 도서관은 Faculty 수

준의 전문가적인 입장의 고차원적인 연구지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그 필요성

은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각종 대학평가에 있어서 연구역량평가 비중이 높

아져가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KAIST

는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대학의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적 역량 강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우수 논문 발표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수 논문 발표는 대학

의 발전계획에서 연구혁신, 연구역량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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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에서 연구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무처, 연구처, 도서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연구성과구축과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례에서는 특히 도서관의 역할, 연구계획에서부터 연구성과관리에 이르는 연구과

정 전과정에서 전문가적인 연구지원서비스 제공자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한다. 

미국 다빈치연구소의 Thomas Frey(2006년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학자)는 “The 

Future Library: A Liquid Network for Ideas”에서 아이디어의 집합과 공유 공간으

로서 도서관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앞으로의 도서관은 연구자들과 함께 아

이디어를 모으고 공유하는 네트워크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

량이 기관의 연구역량 및 국가의 연구역량 향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1] 설문조사결과: 연구과정의 어려움

오랫동안 끊임없이 대학 구성원들과 소통한 우리 도서관은 논문작성, 특히 SCI 급 

우수논문 작성이 대부분 대학원생과 교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면서 매우 어려

운 과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 1]의 조사와 같이 우리 대학의 연구자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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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연구주제, 관련 자료검색 등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과정에

서의 어려움으로 기타사항은 현상분석에 대한 참고자료를 찾기가 어려움, 학회/저널

의 정보, 매커니즘, Citation 및 논문 수 통계 등 이었다. 연구자의 연구과정을 살펴

보더라도, 대학전문사서는 연구주제 탐색/발견, 연관자료 검색, 논문작성, 논문 투고, 

논문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연구 

각 과정에서의 KAIST 도서관의 연구지원서비스를 그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Ⅲ. KAIST 도서관의 연구지원서비스

지난 2007년, KAIST 도서관의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사업에서 5

개년 발전계획 수립 목적은 교수, 학생, 연구자들의 시공간을 초월한 학술정보에 대

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World Brain으로서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술자료의 디지털화, 다양한 자료유형의 연구결과물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것에 중

점을 두어, KOASAS, RIMS, 연구노트관리와 같은 연구 성과물 및 기록물의 데이터

를 구축하고 성과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제 우리 도서관은 한 단계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도약하고 있다. 기 구축된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Thinking Brain을 이루고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대학의 연구 분야

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2012년 주제전문 시범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축적된 경험과 지속적인 

대학 구성원의 요구분석을 통하여 연구지원서비스(가칭)의 초석마련 및 확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의 연구지원서비스는 구성원들의 연구 활동과 우수한 논

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동향/기술동향 분석, 교재정보서비스, 우수경쟁

대학과의 연구경쟁력 분석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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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동향 분석

연구동향분석은 교수를 포함한 연구자들에게 소속 학과 및 그룹의 연구동향과 경

쟁대학과의 연구경쟁력, 그리고 연구영역에서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리포트하는 서

비스이다. 일반적으로 학과 단위의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는데, 우리 대학의 경우, 학

과별 경쟁대학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비교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상위권 

대학이면서 우리와 연구 분야가 유사한 대학 3~8개 대학을 경쟁대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평가는 우수대학과의 지속적인 경쟁을 통하여 세계 Top10 대학으로의 도

약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각 학과의 경쟁대학과의 경쟁력 비교 및 우수 연구 분야를 

분석하여 리포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반 데이터는 Web of Science 또는 Scopus를 

대상으로 하며, 때로는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림 2]와 [그림 3]은 

연구동향 분석결과물의 예제이다.

[그림 2] 전산학과 SCI논문 분석  - 박사 학위논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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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영역별 주요 키워드 – 우수대학 연구경쟁력 비교

2. 기술동향 정보

기술동향은 IT기술을 중심으로 매년 1회 또는 매월 1회 제공한다. 주요 관련기관에

서 연 1회 발표하는 유망기술과 Technology Predicts 자료는 수집 정리과정을 거쳐 

연구자들에게 메일링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매주 매월 발행되는 최신의 기술동향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웹사이트에 공지 및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연구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정보제공서비스 요청을 접수하

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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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술동향 메일링 – 기술동향 공유Site

3. KAIST 학과평가를 위한 연구성과 분석

우리 대학은 매년 연말이면 학과평가를 시행한다. 교내 학과들의 연구 성과를 다양

한 평가항목으로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에는 계량적 평가로서 논문실

적평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각 학과의 논문실적을 분석하

여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논문실적분석은 물리학과, 수리과학과를 비롯한 24개 학

과의 학과별 논문실적자료를 추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

성되게 된다. 분석은 해당학과의 논문실적 뿐만 아니라 경쟁대학의 해당학과 논문실

적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되며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학과별 대학경쟁력을 비교평가

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세계대학랭킹 Top10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매년 우리 대학 및 학과의 위상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수립한다.

학과 평가를 위한 논문실적분석은 Web of Science를 기반으로 하며, 학과의 크기, 

해당 학과 소속의 교수 수 등을 적용하여 우리대학과 경쟁대학과의 논문실적을 비교 

평가한다. 논문실적분석은 기본적으로 논문수, 피인용수, Impact Factor 등을 기본

데이터로 한다. 분석 작업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진행되며, 분석결과는 해



2017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202

당 학과에 송부하여 소속 교수 특히 학과장의 검토를 받아 최종 제출되게 된다. 

각 학과의 최종 확인/검토과정에서 분석대학 추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 등과 

같은 추가적인 논문분석요구가 접수되기도 한다. 

[그림 5] 학과평가 분석자료(샘플)

4. 연구역량 Flagship 분석

연구역량 Flagship 분석은 특정 연구분야의 연구현황과 발전가능성을 논문분석을 

통해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연구분야간의 연관성 및 발전 

흐름을 파악하고 조망할 수 있도록 리포팅하는 서비스이다. 연구역량 Flagship은 특

히 우리 대학의 연구혁신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분야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새로운 기술 및 연구분야 또는 부상하는 연구 영역

을 확인하고, 지식맵을 통해 연구동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리포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작성된 자료는 해당 연구분야 교수그룹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 

대학의 연구발전 방향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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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구주제 분석

5. Textbook(eBook) Collection for Department

2017년 봄학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eBook Collection은 우리대학에서 사용하는 

도서교재 가운데 eBook 자료형태로 이용 가능한 교재정보를 목록화하여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우리 도서관은 전자저널을 시작으로 eBook을 포함한 전자정

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있다. 학생들의 고가의 교재 구입비용 절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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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특징의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도서관 소장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를 계획하였다. 서비스 오픈 당시 단시간에 최고의 이용율을 나타낼 정도로 매우 높

은 호응도를 기록한 서비스이기도 하다. 

[그림 7] Textbook(eBook) Collection

eBook Collection은 학과별 교재정보 eBook 컬렉션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산학부, 전기및전자공학부,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4개 학과의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Textbook(eBook) Collection은 경쟁대학의 교재(eBook으로 활용가

능한)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 다른 학과로도 확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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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재정보 서비스

교재정보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Textbook(eBook) Collection와 유사하나, eBook 

뿐만 아니라 일반도서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대학에서 활용되는 모든 학

과별 교재정보를 웹포스팅한다. 매학기 개설되는 학과별 교과과정의 교재정보를 제

공하며, 학부과정/대학원과정/상호연계와 같이 각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정보를 함

께 제공한다. 

교재정보서비스는 교재도서의 도서관 소장여부, 소장하지 않은 도서에 대한 구입

신청서비스 연계서비스, eBook 여부 및 접근정보를 포함하며, 현재 전산학부, 전기

및전자공학부,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의 교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 논문작성 지원을 위한 도서관교육

우리 대학 학생구성원에 대하여 장기간의 요구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학부생은 학과 

전공분야를 배우기 위한 학습에 집중하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분야에 집중하여 

연구활동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에 대하여 학부생은 학습 후의 여가활동, 즉 

교양도서나 잡지, 휴식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고, 대학원생은 연구, 궁극적으로는 논

문작성을 위한 자료검색, 동향정보, 논문작성 기법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연구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도서관교육은 피상적인 Web DB 사용법에 국

한된 단순한 정보화교육을 축소하고 논문작성에 도움되는 교육과정으로 재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기마다 진행되는 도서관 교육 커리큘럼은 연구에 필요한, 특히 연

구동향/주제 탐색 방법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도서관 교육과정을 제공함

으로서 실질적인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의 교육으로서 사서가 직접 교육하는 새학기준비과정은 연

구계획(연구주제/동향 탐색)에 도움되는 정보원과 논문작성시 유용한 작성툴을 소개하

고, 연구윤리에 따른 건강한 논문작성을 위한 표절 점검 방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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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단계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 정보원을 전문사서가 직접 코디네이터한다. 

가을학기는 석박사 학위논문 작성학기로 지정하여 논문작성 지원을 위한 교육 횟수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Endnote와 Mendeley와 같은 논문작성툴 사용법은 참석인원이 많

아 사서직강 형식으로 “연구실을 찾아가는 도서관교육”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용자맞춤교육은 교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간헐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본격

적인 사서강사에 의한 도서관교육은 2014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서

관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정규교육과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 8월 처음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새학기준비과정’은 

학생 및 지도교수님의 호응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정규교육에 편입시켜 학기 초 제

공하고 있다. ‘새학기준비 과정’은 연구주제 선정, 자료 수집, 연구과정, 논문작성, 

표절 검증의 연구의 시작에서 논문작성 완성까지의 일련의 전 과정에서 도서관의 정

보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이 교육의 목표는 드넓은 

정보자원의 세계를 한 장의 지도로서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내용 가운데 학과별 정보

자원이용통계는 대학원 신입생에게 매우 인상 깊은 데이터로 평가받고 있다. 두 번째

로 개설된 사서직강 교육은 ‘논문작성도구 초급과정’으로 201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은 위 개설된 사서강사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신청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서강사 교육은 <표 1>에서와 같이 교육 횟수의 증가와, 특히 방문교육의 교육 횟

수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사서강사교육의 평균 만족도 4.70은 Web DB 4.04, 논

문작성 4.14, 연구동향 4.51, 학술기획 3.63, 특강 3.83 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

내고 있다. 특히 KAIST 도곡캠퍼스는 2014년 가을학기부터 거의 매학기 학생들의 

신청으로 도서관 방문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과정의 정규 교육프로그램

으로 확장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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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가을학기
2015
봄학기

2015
가을학기

2016
봄학기

(합계) 만족도

방문교육 4 4 0 6 14 4.8

새학기준비과정 4 6 1 2 13 4.8

논문작성도구(초급) 0 0 3 6 9 4.6

<표 1> 사서강사 교육프로그램 시행결과

[그림 8] 도서관교육 포스터와 교육현장사진

8. 논문작성지원서비스

논문작성지원서비스는 논문작성툴과 KAIST 학위논문 Output Style, 연구윤리 교

육, 표절관리 그리고 영문법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 기록물 중인 하나인 논문작성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지

관리툴로써 KAIST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Endnote와 Mendeley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지관리툴은 논문작성템플릿과 투고저널마다의 고유 참고문헌 작성양식 등의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논문작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논문작성

툴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작성툴은 KAIST 

학위논문 작성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 도서관은 연구지원차원에서 KAIST 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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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참고문헌 Output Style를 제작·공개·공유하여 자동으로 논문작성 작성지침에 따

른 참고문헌 작성을 자동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논문작성지원서비스로서 연구윤리 관련교육도 제공하므로, 우리 대학 연구학습자

들의 저작권과 표절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표절점검시스템 제

공서비스를 함께 서비스하여 개인적으로 개인이 작성한 논문의 표절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영문법 자동체크 기능도 제공한다.  

[그림 9] 논문작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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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LIBRARY DAY: 특정 학과의 연구분야․성과․경쟁력 전시행사

[그림 10] 2012-2016 LIBRARY DAY

2012년 9월부터 시행된 LIBRARY DAY 행사는 단과대학 단위의 주제전문 시범서

비스 도입에 따라 정보과학기술분야 사서 1인(본 저자)을 지정하면서 탄생한 도서관

행사이다. 1인 주제전문사서라는 환경 하의 정보과학기술대학의 단과대학 중심 주제

전문서비스는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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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교수 약 250명, 대학원생 약 1500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15년 2월 

조직개편으로 정보과학기술대학과 공과대학이 공과대학으로 통합되면서 서비스 대상 

학과는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전공, 건설 및 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님 약 210명, 대학원생 약 1400명이 편입되어 교수님 약 460명, 

대학원생 약 2900명이 서비스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80% 이상의 교수, 

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제전문이란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주제영역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서 1인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서비스 대상자 수이다. 그러한 위

기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이용자 그룹을 학과단위로 나누어 이용자와 연구분야 분석

을 위해 LIBRARY DAY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LIBRARY DAY는 2012년 전산학부, 2013년 전기및전자공학부, 

2014년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2015년 기계공학부, 2016년 전산학부+전기및전자공

학부, 2017년 신소재공학과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2년 9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 전산학과 건물 로비에서 진행된 LIBRARY DAY 

for COMPUTER SCIENCE 행사에는 약 100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주로 야행성의 연

구학습을 즐기는 전산학과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실 건물임을 감안할 때 행사 운영

자가 없는 저녁이나 밤 시간에 행사장을 찾은 이용자를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방문자 

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전산학과는 교수 53명, 대학원생 370명(박사 208, 석사 

162), 학부생 184명이다. 

온라인 공개한 행사자료의 다운로드는 40회가 발생하였으며 어느 교수는 본인의 

연구 분야인 ‘Computer Graphic’ 관련 논문목록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행사에서 제

공한 분석자료 3가지 가운데, 국내외 우수대학의 전산학 관련 발표논문을 분석한 비

교자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세계 일류대학이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글

로벌한 연구가 어느 대학에서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SCI 논

문 분석에 대하여 교수님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대학원생은 행사장에 전시된 학위논문과 전자정보원에 대한 관심이 학부생에 비하

여 높았으며, 학부생은 강의교재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학부생 가운데는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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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의 강의 교재를 도서관에서 비치하고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된 학생들이 많았으며 

행사장 도서의 대출 및 예약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일부 학생들은 행사장 내에서 바

로 도서관 모바일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도서를 예약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전산학과 교수들에게 도서관의 지정도서 서비스를 알리고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는 목적도 있었으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12년 가

을학기에 설강된 전산학과의 모든 교재도서를 사전에 수집하여 도서 구입하였기 때

문으로 예측된다. 지정도서는 일반도서와 다르게 대출기간이 짧고(일반도서 1개월, 

지정도서 3일), 강의도서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등의 처리과정이 조금은 번거롭게 되

어 있다.  

또한 본 행사는 기사화 되어 주간신문과 일간신문에 실리기도 하였다. 

LIBRARY DAY의 목적은 그 해의 학과를 지정하여 학과 소속 구성원의 특성 및 이

용행태를 파악하고 학과의 연구분야를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경쟁대

학의 해당학과와 연구성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학과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과의 연구분야 및 우수한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학과 집약적 학술정보, 연구

동향을 전시, 공개, 공유하는 오프라인 행사이다. 

[그림 11] 대전세종내일신문‘12.10.12일자(좌) & 석간 내일신문’12.10.15(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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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6 LIBRARY DAY 전시물과 행사현장

또한 연구지원서비스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재정리하고 편집하여 공개하는 전방

위적인 행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림 13]의 행사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학과 행정팀과 협력하여 학과 소개와 주요 연구결과물 전시도 병

행하였다.

LIRBARY DAY 행사의 또 하나의 목적은 연구지원서비스, 연구동향분석, 연구성과

분석, 논문분석 등의 도서관이 보유한 계량적 분석에 관한 역량과 잠재력을 알리고 

전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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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17 LIBRARY DAY 포스터와 행사내용

Ⅴ. 마무리

우리 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서비스는 꾸준한 LIBRARY DAY 행사 가운데 정립되

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성원과의 만남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해당 

학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므로, 연구동향, 연구경쟁력과 같은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학술자료를 도서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세로 제공하고 있다. LIBRARY 

DAY를 시행한 지난 6년간 우리 대학 구성원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용자의 필요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이제는 

우리 대학을 위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정립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KAIST 도서관의 연구지원서비스는 대출반납서비스와 같이 일정한 틀이 정착된 서

비스가 아니라, 여전히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서비스를 탐구하고 모색하는 현재진

행형의 서비스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연구지원서비스가 사서 1인으로 진행되는 어려

운 상태이나, 앞으로 연구지원서비스를 상상할 때 학과별 또는 세부 연구분야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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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전담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에 함께 협력하는 연구현장을 그

리게 된다. 하나의 예로, 다양한 학술자료와 학술문헌을 기반으로 전담사서가 자료조

사와 연구기획을 자문할 수 있다. 연구분야의 연구동향과/성과/경쟁력을 분석하고 

공유하며, 연구자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논문을 투

고할 핵심적인 저널을 선별 추천하여 대학의 연구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와 결과물을 관리 공유할 수 있다. 연구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향상을 위하여 특정 연구분야 또는 미래가능성이 높은 연구분야의 연

구자와 연구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는 특히 도서관의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대학차

원의 연구역량강화는 논문뿐만 아니라 특허 등의 다양한 분석과 예측조사가 필요하

다. 그러나 수년, 수십 년 누적된 도서관의 역량을 고려해 볼 때 논문분석, 특히 학술

정보를 기반으로 계량적 분석기법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것은 우리 도서관

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새로운 도전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4]의 MIT 대학홈페이지와 같이 도서관이 대학의 Research 역할을 수행하

는 대한민국의 대학도서관을 꿈꾼다.

[그림 14] MI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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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온라인 서점과 오픈마켓이 주도하는 할인경쟁의 심화와 대형서점의 무차별적인 지

점 설립으로 지역서점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독서 및 도서 접근성의 감소

와 출판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출판문화산업진

흥법을 근간으로 한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이 되살아나

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 부족하며 지역서점 각자의 개성을 활용한 자구적

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태계는 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

치는 유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출판생태계로 빗대어 출판생태계

를 이루는 요소인 저자․출판사․도매상․서점․도서관․독자 6개의 요소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악순환이 지속되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사슬

이 낮을수록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출판생태계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출판 산업의 

전체 기반을 흔들고 있다.

도서관은 출판물의 중추적 수요기관으로 협력과 공유의 패러다임이 강조되는 사회

의 요구에 도서관 내부협력에 집중했던 기존과 달리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외연을 확

장해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출판생태계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

로 기존의 생산주체인 출판계와 소비주체인 도서관계의 논의에서 벗어나 유통단계에 

있는 지역서점과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실정에 맞게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본 연구가 도서관과 지역서점 간의 협력 연구를 다루는 가교 역할을 하여 지

속적으로 사례를 개발하여 나간다면 공공도서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을 

갖춘 지역서점으로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아래부

터 건강한 출판생태계를 만들어 지역을 거점으로 독서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키워드 : 서점, 지역서점, 지역서점 활성화, 공공도서관, 출판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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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문화콘텐츠산업은 지식과 아이디어, 문화적 창의력과 첨단기술이 집약된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연관 파급효과가 큰 환경 친

화적 산업으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1) 특히 

출판 산업은 지식정보 및 문화적 생산을 총괄하고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줄

기세포 역할을 해왔으며 문화․교육․학술 등의 지적 총화를 진화시키는 근간이자, 

최고․최대의 문화콘텐츠 저수지이며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지대한 매체산업이다.2)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의 매출 중 출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구분 출판 방송 광고 게임 캐릭터 영화 기타

비중(%) 20.4 16.4 14.4 10.7 10.0 5.1 23

그러나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출판 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그렇게 크지 않으며 오

히려 사양 산업이 되었다. 출판 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4조 3백억 원으로 작년 4조 

2천 3백억 대비 4.8% 감소하였고, 2012년 4조 2천 4백억에 비해 5.2% 감소하였다. 

또한 초판 발행부수는 2015년 기준 1,598권으로, 작년 1,710권 대비 6.5% 감소하였

으며 초도 배본부수는 2015년 기준 814권으로, 작년 881권 대비 7.6% 감소하였다. 

이는 도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서점과 신간 전시 판매 공간이 줄어드는 출

1) 유진경. “출판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

학교 언론대학원. 2003.

2) 한주리. “문화콘텐츠산업의 유연전문화 연구 : 한국출판산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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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장의 불황을 대변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출판 산업 실태조사).

출판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제논리가 작동되어 

이윤을 창출하고자 책을 어떻게든 더 팔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높은 베스트셀러를 집중적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

나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출판 산업은 생산 

규모와 무관하게 초기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경직성과 위험성이 큰 산업이다.3) 한

편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책에는 저자의 고도의 정신적 가치와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지식과 사상이 들어있으며 기획과 편집에 독창성이 요구된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영

화, 웹툰, 게임 등 다른 문화콘텐츠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

러한 출판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고, 책을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봐야 한다. 따라서 출판 산업이 공공적으로 보호받

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출판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한 바 있다. 출판 산업 연구개발 센터 설립과 출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출판계를 지지하는 기본기를 더욱 다지는 한편 출판 콘텐츠 수

요 창출의 핵심으로 출판 유통 선진화와 서점과의 상생발전 체계 구축 등 외부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한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에서는 국민의 독서인

구․문화 확산을 위한 좋은 독자, 도서,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출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도록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책을 펴내는 생산주체인 출판계와 장서확보를 위해 구매하는 소비

주체인 도서관계의 논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출판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뒤쳐

져있는 유통의 측면에서 서점업계는 그 간 논의에서 소외되었다. 그 가운데 서점업계 

사슬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지역서점은 할인경쟁 시대의 대두로 온라인 서점이 

성장하는 동안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하고 있다. 비록 중앙정부가 출판문화산

업진흥법을 근간으로 한 도서정가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의 어려움을 

3) 변정수. 출판생태계 살리기 : 자기기만과 무기력을 넘어.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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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개하고자 하였으나 도서관의 협력이 없이는 역부족이다. 

출판의 공공성은 도서관의 공공성을 통해 보전될 수 있다. 출판생태계 어느 요소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그 생태계는 무너진다. 특히 도서관은 출판물의 중추적 기관 

수요자로서 출판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둥이므로 외부로도 확장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

다. 그 대상으로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이 있겠으나 앞서 말

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점과의 협력이 더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

을 통해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나 역량을 확인하고 확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신뢰

를 확보할 수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출판생태계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서울, 경기

지역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간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서관과 서

점업계 특히 도서관 현장이 출판 산업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

록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소재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간 협력사례를 분석한 것으

로 공간적 범위를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수가 가장 많은 서울, 경기지역으로 한정

하였으며 그 중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곳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로 서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였고, 출판생태계 실태를 파악하였다.

둘째, 웹사이트 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 모델을 수집하고, 이를 

6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현장방문과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으로 웹사이트 조사 간 불충분한 자료를 보

충하였다.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2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포럼 자료집 : 협력과 공유, 경계를 넘어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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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서점의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서점(書店)의 사전적 의미5)는 ‘책을 갖추어 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이며 다른 말로 서사(書肆), 책방(冊房) 등으로 불린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6)에서

는 서점을 ‘책을 파는 가게’(Book store)로 이곳에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여러 종류

의 도서를 갖추고 판매하는 상인’을 서적상인(Book Seller)으로 정의하였다. 김정란

(2006)7)은 서점은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생산하는 책을 독자(소비자)에게 공급 판매하

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유통업체로 보았다. 김효선(2014)8)은 인류의 다양한 정보와 지

식을 엮어 대량생산한 책(도서)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순수서점의 의미를 지나 문화예술(전시․공

연․영화상영), 교육, 휴식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어 사전적 

의미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지역서점’은 해당 자치구에 주소와 방문매

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 서점(온라인서점 제외)

으로 정의하며 동네서점, 동네책방, 마을책방, 독립서점으로 불린다.

2. 선행연구

오선경(2015)9)은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 형성의 주요 거점으로서 지역 서점이 갖는 

가능성을 국내․국외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하여 지역문화 특성분석을 통한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cited 2017.4.16]

6)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10.

7) 김정란. “서점의 도서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2006.

8) 김효선. “지역서점의 분화 특성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에 대한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4.

9) 오선경.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의 주요 거점으로서 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 연구 : 국내․국외 성공 사례에 기초

하여”. 문화콘텐츠연구, 제5호, pp.101-13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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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독서문화 콘텐츠 개발, 고객과의 소통능력과 공감 강화, 도서 및 독서 과정에 

필요한 서점의 전문 역량 개발, 일회성 이벤트를 벗어난 지속적인 이벤트(프로그램, 

독서 정보제공) 실행이란 지역서점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영삼(2017)10)은 지역 중소형 서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을 조사한 

결과, 고객만족도에 정보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간 서적의 

보유량, 책과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직원의 정보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발전방안으로 시설물개선, 도서보충, 운영정책변화 순으로 고려할 것을 제시하는 등 

지역 중소형 서점의 서비스 전략을 모색하였다.

한주리, 김동혁(2016)11)은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으로 해당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프로그램 제공, 서점 ON 페이지를 활용한 지역서점 검색홍보, 서점인에 대한 도서지

식․정보 교육, 지속성을 지닌 이벤트의 확대, 지역출판과의 협력을 제시하여 서점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박익순(2014)12)은 개정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출판사와 서점 간의 차별적인 공급

률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출판 유통질서가 파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역서점

을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서점 납품 의무화, 지역서점을 통한 정부․출판단체

의 출판사업(세종도서․올해의 청소년 도서)  도서구입비 집행 등의 다각적인 협력과 

선도적인 실천을 요구하였다.

김효선(2014)13)은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지역서점 8곳을 지역서점형, 북․

스터디 카페형, 복합문화공간 유형으로 나눠 비교 분석한 결과, 운영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단순히 도서판매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점의 위치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

점의 유형을 정하고, 그에 맞는 운영방식을 택한다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10) 김영삼. “지역 중소형 서점 이용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7.

11) 한주리, 김동혁.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출판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42권, 제4

호, pp.143-172. 2016.

12) 박익순. “지역 서점이 살아야 출판이 산다”. 출판연구, 제22호, pp.19-30. 2014. 

13) 김효선,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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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심소영(2008)14)은 우리나라 출판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출판․서점업계의 영

세성과 중복거래, 이원적 유통구조로 인한 과잉경쟁, 마진의 불안정성. 그 중 서점업

계가 처한 위험요소로 경영의 비효율성, 대형서점의 독점적 구조 등을 진단하였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운영, 독자와의 확고한 신뢰관계, 

이용자 중심의 운영, 중소형 서점 간의 연합 등을 제시하여 지역서점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병례(2016)15)는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구매 확대, 행복독서버스 등 서울시교육청

의 지역중소서점 활성화 정책 추진사례가 지역 독서문화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

다고 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정책적 기반을 토대로 도서관, 지역서

점, 지역주민(독자) 간의 주기적인 대화창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문학(2013)16)은 출판계와 도서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이해 부족과 

협의체의 부재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헌정보학과의 출

판관련 교과목 확대와 출판교육 기관의 도서관 이해 과목개발 등 상호 교육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지역서점의 위기상황을 인지하여 지역서점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소비하는 공간에서 지역과 밀착한 문화공간으로의 변화, 온라인 

환경에 맞춘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와의 협력,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혁신을 제

시하였다. 다만 지역서점의 자구적인 노력이나 출판계와의 협력을 강조한 반면 도서

관계와의 협력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

역서점과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 심소영. “중소형서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언론

대학원. 2008.

15) 최병례.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다 :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과 상생”. 도서관문화, 제57권, 제5호, 

pp.5-13. 2016.

16) 이문학. “출판사와 도서관의 상생을 협력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39권, 제2호, pp.105-13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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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출판생태계 현황 분석

전 장에 살펴보았듯이 책을 만들었어도 독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서점이 하지만 어느 한쪽이 없어도 출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출판생태계 안에

서 서점이나 출판사, 저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주위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요소에만 힘이 몰리면 그 생태계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출판생태

계 요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1. 저자

저자에게 지불되는 저작권 사용료는 책값의 대략의 10퍼센트 가량이다. 저작권 사

용료는 관행적으로 ‘인세(印稅)’라고 부르며 도서에 매겨진 정가의 일정한 비율로 발

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간에 저작권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저작권 사용료의 비율과 지불방법을 놓고, 또는 이미 

정해진 계약내용을 놓고 지적재산권자(저자)와 출판권자(출판사) 사이에 상당한 진통

을 겪거나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출판 자본이 영세할 

뿐 아니라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대해서도 저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공공대출권 제도를 요구한

다. 공공대출권 제도란 공공도서관의 무료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는 저작권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여 저작권자 등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유럽 24개국과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3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17) 

그러나 저작권료 지불에는 공적자금 즉, 독자들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독자의 

공공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며 대출비율이 높은 베스트셀러에 막대한 마케팅 비

용을 지불하는 대규모 출판사나 유명작가에게만 수입이 돌아가 소규모 출판사나 비

17) 박익순. “출판저작권의 현재와 미래”. 2015년 제4회 출판단체 연합세미나 자료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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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작가 간의 형평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2. 출판사

한국은 세계 출판시장에서 7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출판 

산업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매출 중 약 20%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액은 8조 8000억 가

량으로 부가가치 효과도 지대한 산업이다. 그러나 <표 2>를 보면 출판 시장은 지속적

으로 불황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쇄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의 소비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소유에서 접속으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출판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쇄 출판시장

의 하락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수익 손실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표 2> 출판 산업 총괄현황18)

구 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13년 26,603 193,613 20,799,789 291,863 254,399

2014년 25,705 191,033 20,586,789 247,268 319,219

2015년 25,505 190,277 20,509,764 222,736 277,329

전년대비 증감률(%) -0.8 -0.4 -0.4 -9.9 -13.1

연 평균 증감률(%) -1.5 -1.1 -0.9 -5.8 -5.8

사업체 수가 감소함에 따라 종사자 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 폭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소형 출판사가 더 크다. 특히 영업이익률과 평균 총 지출액 격차

가 큰 것으로 나타나 출판사업체 간의 두드러진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 수출입 차

액은 -54.593달러(약 6200만원)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1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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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판사업체 매출액 규모별 현황19)

구 분
종사자 수의 증감(%) 영업이익률

(%)
평균 총 지출액

(백만 원)증가 감소

1억원 미만 1.9 9.1 -6.5 113.3

1-10억원 미만 4.9 9.0 10.1 461.7

10-100억원 미만 4.1 11.0 10.6 4,687.5

100억원 이상 13.2 2.6 19.0 90,946.4

3. 도매상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현매 또는 위탁받아 지역서점 등의 소매업체들에게 공급할 

뿐 아니라 서점들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모세혈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도매

유통사로 북센, 송인서적,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있다. 도매상도 출판시장 침체의 영향

으로 전반적인 매출 정체와 수익성 약화를 겪고 있다. 결국 지난 1월 2일, 국내 2위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출판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출판사 매출채권 270억, 서점 매출채권 210억, 어음 100억, 도서

재고 40억, 은행부채 59억으로 전체 670억 원의 규모이며 송인서적과 거래한 2000

여 곳의 출판사 그중에서도 일원화계약을 맺은 500여 곳의 출판사와 지역서점이 가

장 큰 피해를 입었다. 미지불금과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고, 도서유통과 반품문제로 

인하여 연쇄도산의 우려가 크다.

이는 출판유통 과정에서의 위탁거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탁거래'란 도매상

이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대금을 바로 주는 대신 책이 팔리는 만큼 나중에 주는 방식

으로 실제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는 불투명한 출판유통 시스템 상에서 현금결제 

대신 '어음'이란 전근대적인 거래방식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서점의 입장에

서는 경영부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되겠으나 거래관계의 우위에 따라 판

1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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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부수를 다르게 계산하여 정확한 판매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규모는 점점 커

지게 되어 위와 같은 송인서적 부도사태를 겪게 된다.

4. 서점

2016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서점의 감소폭은 새 도서정가제의 

시행과 정부의 지역서점 육성정책으로 <표 4>와 같이 둔화되고 있으나 감소세는 지

속되고 있다. 전체 감소 서점 215곳 중에 50평 미만 서점은 187곳으로 87%를 차지하

여 출판 경기침체 및 독서인구 감소, 공급률 차별, 임대료 상승 등 제반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약화 등으로 인한 소규모 서점들의 경영난은 여전하다. 

<표 4> 규모별 서점 현황20)

(단위 : 개, %)

연 도

규 모

2009 2011 2013 2015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평 미만 1,186 41.7 958 37.2 787 33.8 685 32.4

20-50평 미만 1,056 37.1 954 37.0 887 38.0 802 37.9

50-100평 미만 317 11.1 348 13.5 339 14.5 346 16.4

100-500평 미만 244 8.6 282 10.9 284 12.2 256 12.1

500평 이상 43 1.5 35 1.4 34 1.5 27 1.3

계 2,846 100.0 2,577 100.0 2,331 100.0 2,116 100.0

<표 5>를 보면 출판 산업규모의 전체적인 성장은 정체된 상태에서 온라인서점의 

급격한 성장만큼이나 오프라인 서점의 규모는 축소되었다. 인터넷서점과 대형서점, 

도매서점을 합하면 78.3%로 나머지 21.7%에 지역서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대

형서점의 무차별적인 지점설립과 온라인서점의 할인공세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을 잃

20)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16 한국서점편람. 서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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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출판사도 구매교섭력이 강한 온라인서점을 오

프라인서점 대비 우대하여 공급률21)에 차등을 두고 있어 소규모 지역서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격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정 도서정가제 이후 

지역서점이 도서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공공기관 납품비율이 상당한 도매상

의 입장에서 그 역할이 감소되고, 도서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자 경쟁하다보니 어

려워진 측면이 있다. 또한 서점과 무관한 용역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유령서점)가 

낙찰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된다.

<표 5> 2016년 유통채널 시장점유율22)

(단위 : %)

연 도 인터넷서점 대형서점 도매서점 수도권서점 지방서점 기타서점

2012년 32.0 19.3 21.6 11.2 8.2 7.6

2013년 34.0 18.9 21.8 9.9 7.9 7.6

2014년 33.2 19.0 21.7 9.8 7.3 9.0

2015년 29.0 19.4 24.3 8.8 7.0 11.5

2016년 32.4 21.9 24.0 8.4 7.3 6.0

  

5. 도서관

<표 6>을 보면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978관으로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며 특히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52,688명으로 독일의 5배 수준

으로 나타나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1인당 장서 수

는 1.9권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부족하며 지역별로 편차(세종 0.65, 서울 1.19, 경

기 2.09, 제주 3.54)가 있는 점도 문제이다. 출판시장 활성화와 가장 연관이 있는 도

21) 출판사가 도매상이나 소매 서점에 도서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로 공급률 60%라는 말은 책 한 권의 값이 

10,000원일 때 40%가 할인된 6,000원에 공급한다는 뜻이다. 출판사가 대형서점(61.5%), 도매상(61.9%), 중형

서점(70.5%), 소형서점(73.0%), 온라인 서점(59.3%)에 적용하는 공급률이 모두 다르다.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2013. 스마트미디어시대 출판유통 도․소매점 경영환경 변화 연구, pp.52.)

22) 문화유통북스 출판정보연구개발팀. (2016) 출판시장 통계보고서. 파주: 빅데이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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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입비는 연간 779억 원으로 전체 도서관 예산(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8,250

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출판시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다. 

<표 6> 주요 국가 공공도서관 정책지수23)

국 가 도서관 수(관) 1관당 봉사대상(명) 1인당 장서 수(권) 도서구입비(억 원)

한 국 978 52,688 1.9 779

미 국 9,091 33,525 2.9 14,488

영 국 3,783 16,945 1.5 1,719

일 본 3,261 39,386 3.4 3,072

독 일 7,757 10,468 1.5 1,338

6. 독자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1년 간 1권 이상의 종이책을 읽은 만 19세 이

상 성인 인구는 65.3%로 2013년도에 비해 6.1% 포인트 감소하였다. 성인 10명 중 3

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의미로 역대 최저수치이다. 성인의 연평균 

종이책 독서량은 9.1권으로 2013년의 9.2권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책을 읽는 사

람은 더 많은 책을 읽는 독서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주요 독서지표의 약화는 경쟁적

인 학업 및 취업준비와 사회생활 등으로 대다수 성인들의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줄

고 독서습관이 부족하며, 스마트폰의 일상적 이용과 같은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독

서에 투여하던 시간과 노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상생활에서 필수 

매체로 서적의 중요도는 0.4%까지 하락했으며 스마트폰(46.4%)과 TV(44.1%)에 비하

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지속적인 독서인구와 서적 중요도 감소는 서적구입비에도 

영향을 미쳐 2012년에 2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2015년에 16,623원을 기록했다. 독

서지표가 향상되기 위한 사회적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23)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http://www.clip.go.kr/>[cited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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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 독서지표 변화추이24)

구 분 연간 독서율(%) 연간 독서량(권) 매체중요도(%) 월 평균 서적구입비(원)

2011 66.8 9.9 2.2 20,570

2013 71.4 9.2 0.6 18,690

2015 65.3 9.1 0.4 16,623

이상 저자부터 독자까지 출판생태계 요소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출판

물 생산, 유통, 소비경로와 현재 한국의 출판유통 현실을 적용하여 정리하여보면 [그

림 1]과 같다. 출판문화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출판유통 생태계의 불균형이 일어

날 수밖에 없는 국내 출판 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유통단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지역서점은 그림과 같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독자와 도서관이 입게 된다.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로 잃어버린 신뢰

를 되찾고, 아래부터 건강한 출판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요구된다.

24)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015.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2015.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cited 20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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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판물 생산, 유통, 소비경로

Ⅳ.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협력사례 분석

출판생태계 현황 분석을 통해 현 한국의 출판유통 구조 상 악순환이 지속되어 전반

적으로 침체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지역서점은 전장에서 보았듯이 인터넷서

점과 오픈마켓과의 할인경쟁, 대형서점의 지역 잠식, 독서인구의 감소, 공급률 차별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시장논리에만 맡겨져 왔던 출판 산업을 보전

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 중 출판물의 중추적 기관 수요자인 공공

도서관은 지역서점에게 있어 중요한 협력기관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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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춰 변화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상응하는 부분도 있다. 따

라서 이번 장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사례를 6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먼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과 ‘서점 ON' 사이트를 통계도구로 서울, 경기지역 공공

도서관과 지역서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978관의 공공도서관 중 서울, 

경기지역 공공도서관은 총 391관(서울 147관, 경기 244관)으로 약 40%를 차지하며 

전국 2,116곳의 서점 중 서울, 경기지역 서점(서울 414곳, 경기 281곳)은 총 695곳으

로 약 33%를 차지하여 지역별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공공도서관 24관, 지역서점 35곳)로 나타났으며 의왕

시나 가평군은 서점이 한 곳뿐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

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으로 서

울특별시(2016. 7. 14. 공포, 시행)를 시작으로 부산광역시(2016. 9. 21. 공포, 10. 

22 시행), 경기도(2016. 11. 8. 공포, 시행), 인천광역시(2016. 12. 30. 공포, 시행), 

광주광역시(2017. 1. 1. 공포, 시행) 최근에는 전라북도까지 여섯 번째로 제정(2017. 

4. 14. 제정, 7. 15 시행)하였다.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특별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서점 인증과 

우선조달계약에 관하여 법령에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

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반면에 경기도도 위법소지와 민원제기의 우려에 지역서

점 인증 조항은 삭제하였으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현행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최근

에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조항을 다

시 추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5월 26일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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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시된 우선조달계약 조항을 보면 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서점 영

업자가 모두 제한입찰 및 우선구매의 대상자가 된다. 지역서점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

여 자격이 되므로 우선조달계약에 무자격업체의 사업영역 침탈로부터 지역서점을 보

호하는 지역서점인증제의 기능이 더해지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된다. 이 점에서 

경기도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는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법령

의 근거 없이 지역서점을 제외한 서점영업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5)

제12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

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조달계

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부산․인천․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는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와 현황, 운영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 실태조사를 단순히 한국서점편람에 의존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 자체적으로 실사하며 실제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소관 부서를 지역서점 활성화에 전문성을 갖추고, 책방 활성

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도서관으로 지정하였다. 반면에 경기도는 기존 도서관

정책과에서 출판문화․유통 사업 활성화를 업무로 하는 콘텐츠산업과로 변경하였다. 

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정책 담당 

25)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제 5600호 일부개정 20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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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를 소관 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역서점을 지역독서문화진흥과 출판생태계란 

넓은 관점에서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서의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역 단

위 독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도서관 정책부서에서 이를 담당하여 출판 산업을 견

인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하나 현재 도서관의 여건을 비추어볼 때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담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서는 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지역경제 부서와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다음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표 8>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비교

구 분 실태조사 우선조달계약 지역서점 인증 소관 부서

서울특별시 X X X 서울도서관

부산광역시 ○ X X
부산대표도서관

(현 부산시민도서관)

경기도 X ○ ○ 콘텐츠산업과

인천광역시 ○ X X 문화예술과

광주광역시 ○ X X 문화산업과

전라북도 ○ X X 전북도청도서관

서울특별시의 경우, 실태조사․우선조달계약․지역서점 인증이 조례 안에 들어있

지 않으나 시장지시사항으로 책방정책마스터플랜(’14. 10.)이나 지역 중소서점과 헌

책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책 읽는 서울’의 기반을 조성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시 소재 서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서점 현황 파악 및 DB구축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이후를 목표로 ‘지역서점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는 

우선조달계약 관련 조항이 없으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

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

다는 조항으로 간접적으로 두고 있다. 본 조례의 취지와 더욱 부합하려면 경기도의 

조례와 같이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조항과 함께 지역서점인증 조항을 두어 직

접적인 방법으로 지역서점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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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시에 공공도서관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지역서

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서점을 해당 자치구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 서점

(온라인서점 제외)으로 정의하였으며 각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서는 <표 9>와 같이 

지역서점을 정의하고 있다.

<표 9>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서 정의하는 지역서점

구 분 지역서점 정의

서울특별시
일정기간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경기도
경기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어야한다고 규정하여 서적 

도․소매업으로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영업을 안 하는 유령서점의 진입을 차단하

였다.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자 경기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자(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의 기업)로 규정한 반면 인천광역시는 좁은 의미로서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이 

운영하는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정의하였다. 지역서점의 대부분이 소기업 중 서적을 

생업으로 하는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므로 인천광역시의 조례와 같이 정의하

여 중소기업보다 더욱 영세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이 우선적으로 지원받도

록 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우려가 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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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의 지역서점 납품

2014년 11월부터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실시된 이후 도서관 도서구매에 대해 정가

를 적용하여 공공기관 도서구매 입찰방식이 기존의 최저가입찰방식에서 90% 이상의 

부분적 최저가입찰제로 변경되었다.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공공

기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부 방침을 시작으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공문(’15. 1.)을 보낸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서점의 도서관 자료납품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를 근거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자료구입이 늘고 있

다. 수의계약은 경쟁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수의로 선택하여 이

를 체결하는 계약이다. 도서관이 다른 분야에 비해 집중적으로 수서해야 하는 자료

(도서관 특성화 자료), 일반 서점이나 유통업체가 취급하기 어려운 자료(전문서적, 

외국어자료, 족보자료) 등은 도서관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26) 공공도서관이 지역서점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이보다는 도서

의 신속한 주문과 납품으로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표 10>은 지역서점과 수의계약으로 언론에서 언급된 서울, 경기지역 지방자치단

체의 사례를 보여주며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설관리공단 등 도서관의 모체기관에 

따른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작년 공립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공

공도서관과 계약한 사례를 정리하였다. 서울 강동구는 지역서점이 연대하여 만든 전

국 첫 협동조합인 ‘사람이 아름다운 동네서점협동조합’과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협약을 맺은 바(’15. 5. 19.) 있으며 경기 의정부시는 정기도서에 대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바탕으로 도서구매 입찰 시 매월 지역서점과 도서유통업체와 수의계약을 

활발히 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성남시 평생학습원 소속 8개관(성남도시개발공사 

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0.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 사례 분석 ｜논 문

237

소속 2개관까지 포함하면 10개관)으로 강동구 4개관, 의정부시 3개관에 비해 도서관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있는 만큼 도서구입비는 물론 지역서점과의 계약금액 

또한 8억 5천여만 원으로 많다.

<표 10> 지역서점과 수의계약 맺은 지방자치단체27)

구 분 계약금액(천원) 비 고

서울 강동구 146,112 지역서점협동조합 도서 우선구매

경기 성남시 849.958 -

경기 의정부시 177,038 지역서점인증제 도입

그러나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구입을 약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연간총액단가계약을 

이유로 오히려 지역서점과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 아니면 1억 원 이상의 납품실적을 

요구하거나 마크(MARC) 작업을 할 수 있는 개인 작업장을 갖춘 업체에 자격을 부여

하는 등의 지역서점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을 걸고 있다. 일정액 규모를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하여 공급역량이 입증되면 구입금액을 확대하거나 공공도서관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희망도서나 신간도서에 대한 분기별 수의계약을 지역서점과 

맺고, 입찰자격을 본 연구에서 논의한 지역서점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윤명희(2015)28)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서점과 계약하여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공개적 입찰경쟁이 아닌 ‘지역서점 활성화’라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이라면 지역서점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지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

27)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일․성내․해공․암사도서관) : <http://www.igangdong.or.kr/>

성남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중앙․분당․구미․판교도서관 등 성남시 평생학습원 소속 8개관) : 

<http://contract.seongnam.go.kr/>

의정부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과학․정보․어린이도서관) : <http://gyeyak.ui4u.go.kr/>[cited 2017.6.5.].

28) 윤명희. 2015. “공공도서관과 도서정가제 : 쟁점과 과제”. 국회도서관, 제52권, 제5호, 통권 426호,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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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모든 서점을 포함할지 아니면 전국서점연합회 회원 서점만을 포

함할지, 소규모 서점만을 포함할지, 문제집 위주의 판매를 주로 하는 서점을 

포함할지 그 범주를 정하기가 매우 모호하다.

둘째, 전체 도서구입 예산을 분할하여 건별로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

서관 업무 효율 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1인 운영체제의 지역서점 특성 상 도서관의 대규모 납품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넷째, 지역서점이 개인적인 이윤보다 지역독서 생태계 활성화에 참여하여 국민독

서진흥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3. 도서관-지역서점 멤버십 포인트 시스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2014년부터 도입한 ‘도서관-지역서점 멤버십 포인트 시스템’

은 공공도서관의 이용실적인 도서대출 권수가 포인트로 적립되어 지역서점에서 도서

를 구입할 때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활용하여 할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민은 

포인트를 활용하여 도서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지역서점은 매출이 증대되고, 도

서관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독서율과 도서관 이용실적의 증가로 책 읽는 도시의 면모

를 갖출 수 있다.29) 이 시스템으로 2014년도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

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의정부시 공공도서관 3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14개관․의정부역 희망 Library 

Center․회룡역 스마트도서관․전자책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최소 하루 뒤에 

반납하면 일반도서는 1권당 100P, 어린이도서는 1권당 50P씩 적립된다. 최대 적립 

포인트는 1,000P이며 10원 단위(1P당 1원)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도

입했던 영풍문고 의정부점을 시작으로 지금은 지역서점 14곳과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29) 행정자치부. 2014년도 중앙우수제안 및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집. 서울: 행정자치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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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과 달리 포인트를 지급할 여유가 없는 지역서점을 위해 공공도서관이 책

을 구입할 때 도서정가제에 의해 받을 수 있는 5%의 경제상의 이익을 마일리지 형태

로 활용하기로 했다. ’15년도 의정부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5억 원이며 확보한 

멤버십 포인트 재원이 2,500만원이다. 시가 상반기에 마련한 약 1,000만원 어치 포

인트 가운데 시민들은 200만 포인트를 사용하였다.30)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착한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호응이 좋으며 실제로 공공도

서관 대출 권수와 이용이 증가하였다. 현재 대전광역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5%의 경제상의 이익에서 나오

는 마일리지로 도서구입을 하여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기 보다 시민 한 명마다 제공하여 

체감을 높였다. 이 시스템에 지역서점이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2천만 원 이하로 도서

구입 예산을 분할하여 지역서점과 수의계약을 맺는 행정상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서점 지도를 발행하는 등의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경우 독서통장과 연계하여 마일리지를 쌓으며 책 읽는 즐거

움을 높이거나 가족회원 서비스를 통해 가족구성원들이 포인트를 함께 모으고 쓸 수 있

는 등 도서관 이용자 개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의정부시 공공도서관-지역서점 멤버십 포인트 시스템31)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30) 한국경제. “‘독서 꼴찌’ 의정부 시민, 서점에 몰리기 시작했다”, (2015.10.04.).

31) 의정부 공공도서관-지역서점 멤버십 포인트 시스템 : <http://mpoint.uilib.go.kr:8080/>[cited 20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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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경기도 용인시에서 2015년 7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작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행

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시민과 지역서점을 연계하여 시민이 읽고 싶은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희망도서 신청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신청하고, 도서관 장서로 등록된 후에 대출이 가능하여 대기시간이 길었고, 

도서관도 행정상의 소요가 발생하였다. 또한 읽고 싶은 책은 매번 대출상태이거나 신

간의 경우 반입이 안 된 경우가 많았다. 시민이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

는 방식을 전환하여 시민이 직접 서점에서 대출한 도서를 읽고, 다시 서점에 반납하

면 시에서 책값을 지불하여 도서관 장서로 등록된다. 이러한 용인시의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는 정부3.0 경기도 대표 우수 행정서비스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경

기도 안산(’16. 5.), 오산(’16. 6.), 부천(’17. 4.)도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용인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흐름도는 [그림 3]과 같으며 각 지자체별로 비

슷하다.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회원증을 발급받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로대출 신

청 후 승인문자가 수신되면 지정 서점에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한다. 최대 3주 동안 

독서할 수 있으며 이후 서점에 반납하면 도서관은 도서대금을 지급하고, 도서관 장서

로 등록하여 다른 시민도 대출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희망도서신청
승인

(정상회원 확인)
➞ 대출신청

(월5권 이내)
➞  ① 서점 인수․이용(3주) → 지정서점 반납

 ② 지정서점은 도서관에 납품

지역서점
희망도서 확인

(선정기준 의거)
➞ 도서 제공

(시민, 지정도서관)
➞  선정목록 도서관 제출

도 서 관
관내서점

연간계약
➞ 도서대금 지급(월1회) / 선정도서 장서 등록 및 도서관 비치 / 

사업 정산 

[그림 3] 용인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업무흐름도32)

32) 용인중앙도서관 : <http://lib.yongin.go.kr/yongin/>[cited 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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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동안 13,686명의 시민이 동네서점에서 총 

55,460권의 책을 대출하였으며 시민이 빌린 책 구입대금으로 6억 4천만 원을 서점에 

지급했다. 협약을 맺은 동네서점들은 바로대출제 시행 뒤 평균 10%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기흥구 동백문고와 수지구 수지문고는 매

출이 30% 이상 올랐고, 골목 안에 작은 책방들도 5-10% 가량 매출이 늘었다.33) 예

산이 조기에 바닥이 나서 서비스를 종료할 만큼 시민의 인기가 높았다.

<표 11>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방

침에 대해 정리해놓은 표이며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한 자이면 대상이 된다. 여기에 안산시는 최근 1년 이내 도서대출 실적이 있으며 

2개월 간 연체가 없는 회원으로 제한을 두었다. 이용권수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월 5

권 이내로 정하였으며 이용기간은 용인시와 부천시는 2주로 하되 1주 연장이 가능하

여 최대 3주까지 기간을 두었다. 연장방법에는 용인시는 서점에 전화로 해야 하는 반

면에 부천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오산시는 ‘이용자 희망도서 

직접 구매제도’라 하여 이용자가 서점을 방문하여 직접 구입하고, 반납할 때 판매서

점이 도서대금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11> 각 지방자치단체별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방침34)

구 분 이용권수 이용기간 협약서점 수 기타

경기 용인 월 5권 이내
2주 

(1주 연장가능)

18 개소 -

경기 부천
1회 5권 이내

(월 20권 이내)
9 개소 -

경기 오산 월 2권 이내 2주 (연장불가) 1 개소 이용자 희망도서 직접 구매제도

경기 안산 월 5권 이내 2주 (연장불가) 4 개소 500명 제한 선착순 모집

33) 한겨레.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전국 지자체 도입 붐”, (2017.02.03.).

34) 용인중앙도서관 : <http://lib.yongin.go.kr/yongin/> 

부천시립도서관 : <http://www.bcl.go.kr/>

안산중앙도서관 : <https://lib.iansan.net/> 

오산중앙도서관 : <http://www.osanlibrary.go.kr/jungang/>[cited 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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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부천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로 부천시는 신청 제

외도서로 관내 장서로 소장된 도서 중 동일도서가 24권 이상인 도서, 무협지․판타

지․로맨스소설 등 장르문학, 5만 원 이상 고가도서, 필사책․입체북․퍼즐북․컬러

링북․스티커북 등 차후 도서관에 소장될 때 부적합한 도서, 참고서․수험서․문제

집 등 개인 학습에 필요한 도서는 제외된다.

  

[그림 4] 부천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이용 사례

5. 서울시 책방 활성화 사업

지역 중소서점과 헌책방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서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책방 문화를 확산하여 ‘책 읽는 서울’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서울 지

역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은 책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2017 책방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행정지원과-852)의 동네서점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한 평 시민 책 시장’은 4월부터 11월까지 주말에 서울광장 및 서울전역

(신촌, 광화문광장, 만리동광장 등)으로 범위를 넓혀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았으며 수도권 15개 헌책방이 참여하는 헌책 판매장터뿐만 아니라 참여 시민에게 

한 평의 공간을 주어 판매하는 ‘책 파는 ○○이의 방’, 시민들이 기증한 도서와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한 평 미니도서관’, 우유박스 120개를 이용해 만든 ‘책 읽는 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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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독립출판서적을 소개하는 ‘대한독립출판’ 등 헌책방과 독립출판물들이 소비

자와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터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길 위의 책방’은 책방산책과 움직이는 책방으로 운영되며 ‘책방산책’은 

다채로운 책방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고, 책방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서울

시와 서울도서관이 주최하는 문화사업으로 시민들이 책방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책방 커뮤니티의 연대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35) 작

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신촌-연남, 홍대-망원, 해방촌-이태원, 서촌-북촌, 

종로-혜화, 관악, 강남 총 7개 코스를 지역 책방 운영자와 함께 걸어서 지역서점을 

방문하였다. 지역서점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탐방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은 한계이나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지 고려해볼 만하다. 한편 ‘움직이는 책방’

은 서울시 행사(서울북페스티벌) 등에 이동책방을 차려서 미리 선별된 책을 홍보․판

매하고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방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4곳의 도서관에서 동네서점 26팀과 일반시민 약 

1,300명이 참여하여 동네서점이 추천하는 ‘동네서점이 사랑한 책들 展’, 키워드로 만

나는 ‘특별전시 블라인드북 展’, 서점의 일상과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네서

점 토크’ 등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지역서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청계천 헌책방거리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청계천 헌책방

거리 책 축제’가 있다. 헌책방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이 축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

자인거리에서 진행되었다. 헌책방거리 책방 20곳(평화시장서점연합회 소속) 스토리 

월 전시를 비롯하여 이곳의 책방지기가 직접 선택한 책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민들

에게 팝 아티스트가 직접 북 커버를 그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헌책이 가지는 오래

되고 낡은 이미지에 변화를 주었다.

이상 서울시 책방 활성화 사업은 기존 도서관이 지역서점 납품으로 상생하는 모습

을 보여줬다면 서울도서관은 책방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며 이를 시민에게 알

35) 서울특별시, 책방산책 서울, <http://bookstore-tour.com/>[cited 201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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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로서 시민에게 책방은 도서관 이외의 지역에서 만나는 새

로운 독서문화 공간이 되었다. 그 바탕에는 책 읽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장의 강

력한 의지 없이는 불가할 것이다.

한 평 시민 책시장 

  

책방산책

움직이는 책방

  

청계천 헌책방거리 책 축제

[그림 5] ‘서울시 책방 활성화 사업’ 사례36)

6. 도서관 내 서점유치

도서관 내 서점유치 사례는 가까운 일본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사가 현의 

‘다케오 시립도서관’이다. 2013년 4월 1일부터 CCC(컬처 컨비니언스 클럽)가 이곳 도

36) ‘한 평 시민 책시장’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eoul.bookmarket/>

‘책방산책 서울’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ookstore.tour.seoul/>

서울도서관 : <http://lib.seoul.go.kr/>[cited 201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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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의 지정 관리자가 되면서 연중무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민에게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만 권의 장서를 거의 대부분 개가식으로 개방하고 있

으며 분류 방법도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일본 십진분류법’이 아닌 요

리나 여행 등 생활과 밀접한 ‘22종 분류법’에 맞춰 장르별로 나누었다. 스타벅스와 신

간 서적이나 잡지를 판매하는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까지 입점해있는 ‘라이프스타일 

라이브러리’다. CCC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마스다 무네아키가 쓴 ‘지적자본론’37)에 

따르면 인구 5만 명 규모의 지방 시립 도서관이 재개관 이후 13개월 만에 방문객 100

만 명을 돌파하여 일본 제일의 도서관이 되었다고 소개하며 도서관 이노베이션이 지

적자본을 고양하는 지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다만 김보일(2016)38)이 말하듯 오래되

어 실용성에 의문이 드는 도서와 2년 동안 대출되지 않은 도서가 1,630권에 이르며 

방문객과 이용자, 대출권수 모두 감소하였다. 수익이 창출되고, 복합문화공간과 이용

자 중심의 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준 점은 신선하나 공공도서관을 민

간이 운영하면서 공공성은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지 단순히 관광명소로 그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케오 시립도서관이 민간 기업에 위탁해서 기업이 기 운영하던 서점 사업을 도서

관에 적용시킨 것이라면 국립중앙도서관 내 ‘책사랑’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지역서

점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도서관 내 지역서점을 유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책사랑’

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한우리문고가 2015

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등 2,000여 도서와 특색 

있는 문화상품을 판매한다. 서점을 도서관에 유치할 시 사고 싶은 책을 바로 살 수 

있는 이용의 편리성과 복합문화공간기능을 갖춰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겠으나 유치규모와 예산, 서점 운영자 간 수익률과 임대료 배

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실제 이용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37) 마스다 무네아키. 지적자본론 :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서울: 민음사. 2015.

38) 김보일. “다케오시도서관, 도서관의 미래인가?”. 전국도서관대회 자료집 제53회(2016.10.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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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케오 시립도서관39)과 국립중앙도서관 내 ‘책사랑’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서점의 수의 급감에 따른 문제점을 출판생태계 현황을 분석한 내용

을 기반으로 진단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서울․경기지역 공공도서관과 지

역서점 간 상생 모델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도서관의 지역서점 납품, 도서관-지역

서점 멤버십 포인트 시스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서울시 책방 활성화 사업, 

도서관 내 서점유치 총 6가지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서 도서관 현장이 출판 산업을 이

해하고, 보다 나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 범위가 서울과 경기에 한정되어 있어 전국 공공도서

관과 지역서점의 각 지역실정에 맞게 대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또

한 도서관계와 서점업계의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사례를 분석하는 부분

에 그쳐 발전적인 모델을 제안하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향후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일방적인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넘어 자생력을 갖

춘 지역서점으로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서점과 상생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할 부분은 지역서점을 어떻

39) CCC(Culture Convenience Club) : <http://www.ccc.co.jp/>[cited 20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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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의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6곳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서점의 대부분이 소기업 중 서적을 생업으로 하는 자영업자인 소상

공인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

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 서점(온라인서점 제외)’으로 

정의하여 더욱 영세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이 우선적으로 지원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부여하는 ‘지역서점인증제’를 도입하여 

용역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가 낙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우선조달계약 조항도 함

께 두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곳

도 있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송인서적 부도와 같은 출판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담은 조항을 담은 곳이 없어 추가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한편 최신성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을 통하

여 자료구입을 하고 있으나 지역서점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지, 예산을 2천만 원 이

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점이 업무상 효율적인지 등을 살펴보며 도서관 자체적

으로 장서개발 규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의계약으로 도서관-지역서점 멤버십 

포인트 시스템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수의계약과는 다른 방법이지만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 한명마다 체감하고, 도서관의 행정소요가 줄어들며 지역

서점에 이익이 가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 시행되는 곳이 

조사결과 없었고, 경기지역에서도 소수만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벤

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책방 활성화 사업은 시민들에게 책방을 접할 수 있는 접점을 지속적으로 제

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서울에 있는 책방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새 책

뿐만이 아니라 헌 책의 가치까지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다른 모델과 달리 

‘도서구입’이란 경제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서울북페스티벌과 도서관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이 바탕에는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지 않았

다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시청은 정부기관주도서점으로 서울시 간행물

을 판매하는 ‘서울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케오 시립도서관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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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서점을 유치하기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

단체별로 간행한 간행물을 비롯하여 지역출판물(독립출판물 포함)을 모은 서점을 만

들어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맺는다면 국립중앙도서관 ‘책사랑’ 못지않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 근간에는 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 읽는 독자를 생산하는 지역사회 

독서생태계를 가꾸어야한다. 책을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공공재

로서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봄으로 국가에서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스마

트폰과 TV 등 자극적인 미디어에 빠져 성인 10명 중 3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도서관은 출판물의 중추적 기관 수요자이자 지역독서공동체의 중

심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현재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물론 시설과 인력이 모

두 부족하다. 온라인 서점이 과점하는 비정상적인 유통구조 속 무너지는 지역서점과 

함께 살아가는 데 도서관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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