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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공공도서 의 문화 인 기능의 확 는 소득수 의 향상

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문화 인 욕구를 해소하고 문

화 복지에 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데 

필수 인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공공도서

에서 운 되는 문화 로그램에 한 실태조사와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문화 로그램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화 로그램 운 상의 문제

을 도출하여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의 지역  

특성화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 다.

【키워드】

공공도서 , 문화 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Abstract】

To expand the cultural function of public libraries is 

a requisite for satisfying cultural needs and meet 

residents' diverse requirements of cultural welfare due 

to the improved level of income and the increased 

amount of leisure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researches on the actual state of cultural 

programs operated by public libraries in Jeju Island and 

on cultural program users' satisfaction at public libraries, 

along with a survey with those in charge of the cultural 

programs to find out problems with operation of the 

programs and suggest local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ultural programs at public libraries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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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

공공도서 은 자료의 효율  이용이라는 본질 인 기

능 이외에 지역주민들을 한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포

이고 효과 인 교육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수집하여 보존하며, 그 이용을 통하

여 지역문화발 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문화 

기 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도서 에서는 지역의 정

보, 교육, 문화센터로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보장해 주기 

해 다양한 종류의 문화 로그램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도서 법｣ 제28조에서는 공공도서 은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공 에 이용

제공과 공 이 필요한 정보의 제공  지방행정에 필요

한 정보의 제공, 강연회, 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평

생교육 련행사의 주최 등 지역사회의 정보 사와 문화

행사, 평생교육 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근거에 의한 공공도서 의 주요 업무로 

규정된 공공도서 의 문화 인 기능의 확 는 소득수

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문화 인 욕구를 해

소하고 문화 복지에 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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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데 필수 인 사항이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지역문화수 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교육과 문화의 균형발 을 도모하는데도 매우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이 개최하고 있는 문화 로

그램이 지역 환경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간주하

여 제주지역의 공공도서 을 상으로 문화 로그램 운

 실태를 조사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문화 로그램 운 방안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 다. 한 제주지역의 고유 문화 로그램 개발을 

하여 지역  특성화  공공도서 의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홈페이지 조사,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

를 병행하 다. 

이론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문화  기능과 도서

 문화 로그램의 발 과정  유형, 도서  특성화의 

개념에 해 알아보고, 도서  문화 로그램과 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조사하 다. 한 제주지역 공공도서

에 한 이해를 돕기 하여 기  자료로서 제주지역 

공공도서 의 역사와 운 황을 문헌 자료를 통해 조

사하 다. 

실증  연구로는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

램 실태분석을 해 제주지역 22개 공공도서  에서 

장기 휴 인 사립 공공도서 인 이어도책사랑 도서

을 제외한 21개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을 2007

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최근 2년에서 3년간 실시한 

로그램들을 조사하 다. 조사방법은 일차로 홈페이지

에서 문화 로그램을 조사하고 이차로 문화 로그램 

담당자 면담과 화 인터뷰,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 으

며, 조사된 로그램들을 어학강좌, 독서 련 강좌, 생

활문화 강좌, 컴퓨터 강좌, 향토문화 강좌의 5개 유형으

로 구분하 다.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분석을 해

서는 문화 로그램 참여자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조사 상은 21개 조사 상 도서  문화 로

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상으로 실시하 다. 

한 조사 상 도서  문화 로그램 담당자에 한 설문

조사도 실시하 다.

2. 이론  배경 

2.1 이론  배경

유네스코는 ｢공공도서  선언｣(1995)에서 공공도서

의 문화  기능을 다음과 같이 표 하고 있다. ‘공공도서

은 모든 이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간편하

게 얻을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의 정보센터이다. 공공도

서 의 사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 , 언어 는 사

회  신분에 계없이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평등하게 이

용되는 것으로 문화정보제공, 문맹퇴치  교육을 한 

장기정책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 Monroe(1981)는 

미국 내 여러 공공도서 의 사례를 조사하여 공공도서

의 문화  기능을 분석한 후 6가지 모델로 제시하 다.

국도서 회의 ‘공공도서 의 목 ’에 명시된 문화

와 여가의 하 목 은 공공도서 의 문화  기능들을 7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한국도서 회 1990, 3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도서 회와 Monroe 

(1981)가 제시한 문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료 심 사활동이고 둘째는 로

그램 사활동이다. 즉, 자료 심 사활동은 주민의 문

화 인 정보욕구나 독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서  

본연의 사활동을 말한다. 한편 로그램 사활동은 

주민이 도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술을 감상하거나 지식을 획득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해 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하는데, 공공도서 의 문

화  기능이 가장 강한 활동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문화 로그램은 도서  

사의 한 유형으로서, 주로 지역주민들이 도서  내의 시

설에서 자료의 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서 지식을 획득하기도 하고, 술을 감상하기도 하고, 

크리에이션을 즐기기도 하고, 상호간에 교류하기 해 

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한국도서 회 1990, 34). 

종합하자면, 문화 로그램이란 강연회, 시회, 독서

회, 문화행사  평생교육 련행사의 주최 등 지역사회

의 정보 사와 문화행사, 평생교육 련업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 의 각종 문화 로그램은 공공도서  창기부

터 비롯되었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 에 어들면서부

터 독서  화감상, 토론, 시회 주의 통 인 문

화행사 수 의 운 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

식향상과 생활향상 도모를 한 새롭고 다양한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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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개발에 더욱 심을 높이고 있고 도서 계 문지를 

통해 각 도서 에서 실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의 소

개 등 극 인 활동을 개하고 있다.

재 미국의 공공도서 이 실시하고 있는 문화행사 

심의 사활동처럼 각국의 모든 도서 이 공공도서

의 본질 이고 고유한 기능인 자료 심의 사활동뿐만 

아니라 직 으로 자료와는  련이 없이 도서  

시설  설비를 이용시킬 수 있는 정보문화센터로의 발

에 노력하고 있다(Davis 1974, 24).

우리나라의 공공도서 은 1970년 에 12개 공공도서

에서 국립 앙도서 과 제휴하여 1971년부터 여름․

겨울 방학기간 동안 “독서학교”를 운 해 오고 있다가 

1980년 에 들어서면서 1981년 남산도서 이 여성을 

상으로 사회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이 분

야의 로그램 개발에 심을 갖기 시작하 다(문화

부 2007, 28). 이것이 본격 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그 

사업이 확  추진된 것은 1990년  새로운 문화 략으로 

내세운 ｢한국문화학교｣라는 문화운동이 일어나면서 부

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지방자치제가 자리잡아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함에 따라 삶의 질에 한 심도 고

조되어 앙정부  지자체단 에서 다양한 문화  복

지시설이 건립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 의 문화 로

그램도 다양하게 개되고 있다(문화 부 2004, 158).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의 유형은 그 특성과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를 들면 O'Dennell 

과 Read(1977)는 문화 로그램을 형태에 따라 화, 강

좌, 희곡낭독, 비디오테이 , 토론과 심포지엄, 로젝트 

 견학여행, 무용 는 음악, 공   기타 실연, 시, 독

서토론회, 분임토의 그룹, 그룹인터뷰, 역할연극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도서 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가 확산되고 

지식수요가 증 됨에 따라 정보제공기능과 평생학습 기

회 제공기능, 디지털 문화 체험 공간 기능에서 더 나아

가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과 이용자의 요구사항, 문화수

,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서비스 역을 

개척하고 확 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 의 특성화는 

각 도서 만의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 그 도서 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

시키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 화하기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서  별로 그 지역사회의 요구를 악하

여 다양한 상별 특화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

한다(홍희경 2008, 6).

공공도서 의 특성화는 그 도서 에서만 할 수 있는 

특성화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사함으로써 공공도서 의 

산, 인원,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공공도

서 에 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며 이는 한 이용자

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선행연구

공공도서 에 한 선행연구는 문화 로그램 운 실

태조사와 문화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와 특정 문화

로그램의 이용자 향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먼  국내에서 수행된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경민(2003)은 서울특별시 24개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과 독서활동의 실태를 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 활성화 방안의 모델로 노원 어

린이도서  독서활동 특성화 로젝트를 소개하 다.

김홍렬(2004)은 공공도서 이 지역주민을 한 평생

교육기 으로 그리고 지역 문화콘텐츠의 심기 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한 기능들을 확 하기 해 필요한 

구체 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지자체 

산하 국 공공도서 을 상으로 문화  교육 로그

램을 조사․분석하여 문제 을 제시하고, 이를 토 로 

공공도서 의 문화  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 다.

이소연(2004)은 지역사회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공

도서  문화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공공도서 의 사명과 문화서비스 제공의 의의를 검토하

고 경기도 지역 공공도서 을 심으로 문화서비스와 

문화수요조사, 국가  지역단 의 지원체계 확립, 실무

자 역량강화를 한 재교육 로그램, 마  기법을 

용한 서비스 기획의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다섯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차연호(2005)는 우리나라와 해외도서 의 특성화 서

비스 황을 알아보고 이를 비교 연구한 후 재 공공도

서  특성화 서비스의 문제 을 분석하여, 도서  특성

에 맞는 환경조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로그램

의 도입, 특성화를 한 문인력 채용 등을 우리나라 

공공도서 의 특성화 서비스를 효율 으로 운 하기 

한 방안으로 제시하 다.

장우권(2009)은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의 고유성을 반

하는 개별 지역문화기 이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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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극 반 하는 개성 있는 도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공도서

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지역민의 요한 지식정

보센터로서 다양한 지식정보와 문화 로그램, 지역문화

콘텐츠 제공을 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의 리 황을 살펴보고 공공도서 에서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국외의 연구로는 Davies(1974)는 지역사회 도서 은 

인간의 내면  성숙을 해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서 

강연회, 시회, 연구, 음악회 등의 문화 활동을 개최하

거나 이를 후원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공공도서  

공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

3. 제주지역 공공도서 의 역사와 황

연구주제의 공공도서 범 를 제주도로 제한한 이유

는 제주도가 복합 이고 다양하며 독립 인 지방자치단

체이므로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과 한 련이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을 분석하여 보

다 효과 인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제주도 공공도서 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주도교육청

에서 운 하고 있는 제주도서 의 신인 제주도립도서

에서 출발한다. 1956년 제주도 내에 공공도서 이 없

었던 실정에서 1957년 청암 박종실(晴岩 朴宗實)이 제

주문화 발 에 기여하기 해 제주시 삼도동에 건물을 

신축, 1957년 6월 1일 제주도에 기증하 고 같은 해 11

월에 개 을 함으로써 제주도 공공도서 의 효시가 되

었다. 그 후 화된 도서 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생문화원으로 제

주도서 을 신축 이 하여 1996년 1월 31일 개 하 다.

1960년 에는 서귀포시립도서 이 건립되었다. 그후 

1981년 서귀포시립도서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5년 

2월 9일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 으로 신축, 개 하 다.

1980년 에 이르러서는 제주시 우당도서 , 탐라도서

, 서귀포시 삼매 도서 이 건립되었다. 

1990년 에 와서는 1읍․면 1도서  시 에 본격 으

로 어들면서 한수풀도서 , 송악도서 , 앙도서 , 

동녘도서 , 애월도서 , 성산일출도서 , 조천읍도서

을 개 하 다.

2000년 가 열리면서 4개의 공공도서 이 건립되었다. 

2000년 에는 동부도서 , 안덕산방도서 , 표선도서 , 

한경도서 이 개 됨으로써 1읍․면 1도서  시책은 결

실을 거두게 되었다(제주문화 술 60년사 2008, 260).

<표 1>에서 제주지역 공공도서  설치 황을 운 주체

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  1개 , 제주시 소

속 도서  6개 , 서귀포시 소속 도서  8개 , 교육청 소

속 도서  6개 이 있고, 사립 공공도서  1개 이 있다.

4. 자료수집  분석

4.1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실태분석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실태분석을 해 

21개 조사 상 도서  문화 그램들을 조사하 다. 조사

된 문화 로그램을 어학강좌, 독서 련 강좌, 생활문화 

강좌, 컴퓨터 강좌, 향토문화 강좌 등 5개의 유형으로 구

분하 다.

도서  문화 로그램의 유형 분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5가지 주제로 

분류한 형태는 도서  문화 로그램 지원방안 연구(문화

부 2007)에서 도서  문화 로그램을 독서강좌, 문

화강좌, 문화행사, 기타로 분류한 것을 참조하여 재구성

한 것이다.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실시 황을 2007년에서 2009년 10월까지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공공도서 에서는 총 463개의 문화 로그램 강

좌를 실시하고 있다. 어학강좌는 11개로 2.4%, 독서 련 

강좌는 89개로 19.2%, 생활문화 강좌는 335개로 72.4%, 

컴퓨터 강좌는 6개로 1.3%, 향토문화 강좌는 22개로 

4.7%의 실시율을 보 다. 이 에서 컴퓨터 강좌는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 고 생활문화 강좌가 72.4%로 문화

로그램 강좌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학강좌는 8개의 도서 에서 11개의 강좌가 실시되

고 있으며, 독서 련 강좌와 생활문화 강좌는 세부내용

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모든 도서 에서 실시하고 있

다. 한 컴퓨터 강좌는 6개 도서 에서 운 되고 있고, 

향토문화 강좌는 8개 도서 에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특

히 우당도서 과 한수풀도서 에서 13개 강좌를 실시하

여 약 60%의 실시율을 보 으며 상기 두 개 도서 에서 

향토문화강좌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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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명 개 년도 운 주체 장서(권)  치

한라도서 2008 제주특별자치도  49,792 제주시 오라2동 899-3

우당도서 1984 제주시 178,322 제주시 건입동 318

제주시 기 의 도서 2004 〃  35,044 제주시 이도2동 1128-1

탐라도서 1989 〃 149,130 제주시 노형동 1479

애월도서 1997 〃  40,463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364

조천도서 1999 〃  38,952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19

한경도서 2002 〃  30,869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233-1

서귀포시 앙도서 1994 서귀포시  67,747 서귀포시 강정동 176

서귀포시 삼매 도서 1986 〃  68,005 서귀포시 서홍동 621

서귀포시 동부도서 2000 〃  32,295 서귀포시 신효동 1120-1

서귀포시 서부도서 2006 〃  18,077 서귀포시 문동 1921-1

서귀포시 기 의 도서 2004 〃  30,013 서귀포시 동홍동 646-1

성산일출도서 1998 〃  54,538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138-21

안덕산방도서 2001 〃  44,999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산31-54

표선도서 2002 〃  44,928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65

제주도서 1957 교육청 193,769 제주시 이도2동 414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 1964 〃 132,778 서귀포시 동홍동 1460-7

한수풀도서 1990 〃  85,170 제주시 한림읍 림리 1877

동녘도서 1995 〃  59,747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198-1

송악도서 1990 〃  80,797 서귀포시 정읍 하모리 1252-1

제남도서 1996 〃  70,046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36-5 

이어도책사랑도서 2003 김학  24,386 서귀포시 서홍동 442-19

출처: 2008 도서 연감.

<표 1> 제주지역 공공도서  설치 황

 구분

도서 명
어학강좌

독서 련

강좌

생활문화

강좌

컴퓨터

강좌

향토문화

강좌
계(%)

한라 1 5  6(1.3)

우당 2 5 19 1 7 34(7.3) 

제주시 기 2 29 1 32(6.9) 

조천 1 14 15(3.2) 

탐라 3 4 15 22(4.8) 

애월 1 2 20 1 24(5.2) 

한경 1 1 16 1 19(4.1) 

삼매 3 13 16(3.5) 

앙 4 11 1 16(3.5) 

동부 3 16 1 20(4.3) 

서부 5 10 1 16(3.5) 

서귀포기  10 20 2 32(6.9) 

성산일출 1 16 17(3.7) 

안덕산방 1 5 23 1 30(6.5) 

표선 1 6 28 35(7.5) 

제주 1 3 4  8(1.7) 

한수풀 5 19 6 30(6.5) 

송악 6 14 20(4.3) 

제남 1 8 16 1 2 28(6.0) 

동녘 5 22 2 29(6.3) 

서귀포학생문화원 9 5 14(3.0) 

계(%) 11(2.4) 89(19.2) 335(72.4) 6(1.3) 22(4.7) 463(100.0)

<표 2>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실태 분석(2007～2009) 



3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1호 2010

생활문화 강좌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도서 은 

제주시 기 의 도서 으로 29개의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독서 련 강좌를 가장 많이 실시하는 도서

은 서귀포 기 의도서 으로 조사되었다.

4.2 이용자 상 설문지 분석

4.2.1 이용자 설문지 배포  분석

설문지는 200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주

지역 공공도서   21개 조사 상 도서  문화 로그

램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기 해 각 도서  문화 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이용자들을 상으로 총 30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다. 300부의 설문지 에서 254

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4.6% 이었으나, 그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225부(회수율 75.0%)를 

통계처리의 자료로 선택하 다. 설문지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문화 로그램 만

족도에 한 빈도, 백분율, 표 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

법을 사용하 다.

둘째, 문화 로그램 련 사항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집단 간의 차이검증인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과 문화 로그램 만

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 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 방법을 사용하 다.

넷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  p<.05, p<.01, 

p<.001에서 검증하 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해 다음 <표 3>과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 다. 

4.2.2 이용자 설문지 분석  통계처리

(1) 일반  사항

1) 문화 로그램 참여자에 한 인구 통계  분석

문화 로그램 참여자에 한 인구 통계  분석은 <표 

4>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83.6%로 수강자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30 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직업별로 보면 주부가 45.3%이다. 

문화 로그램에 참여하는 상 계층이 30 , 40  주부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30 , 40 가 

가사부담 는 자녀양육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시간  여

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도서 에서도 이들을 상으로 하

는 강좌가 많은 편이다. 학력의 경우는 졸이상(36.4%), 

고졸(32.9%), 문 졸(30.7%)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도(%)

성별
남 37(16.4)

여 188(83.6)

연령

20 36(16.0)

30 97(43.1)

40 67(29.8)

50  이상 25(11.1)

직업

사무 리직 35(15.6)

문기술직 26(11.6)

상업/자 업/서비스업 29(12.9)

주부 102(45.3)

학생 7(3.1)

기타 26(11.6)

학력

고졸 74(32.9)

문 졸 69(30.7)

졸이상 82(36.4)

합 계 225(100.0)

<표 4> 인구 통계  분석

항목 소항목

일반  

사항

참여자 련 참여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문화 로그램 수강 련
참여동기, 참여경로, 참여기간, 문화 로그램 참여할 경우 선택기 , 유형별 문화 로그램에 

한 조사

이용자

만족도

문화 로그램 내용 련 강의시간, 교재  강의자료

문화 로그램 수강시 도서 의 

시설과 장비 련
강의실 실내 최 온도, 강의실 치와 안내 표지, 강의실의 청결상태

문화 로그램 진행 차  지원 

련
홍보  안내자료, 수강 등록 차, 을 두어야 할 상 계층

지역 특성화 문화 로그램 련
특성화 문화 로그램 수강 경험, 진행방법, 특성화 로그램 강좌 개설의 경우 수강의향, 특성화 

로그램과 련된 의견  제안사항 

<표 3> 문화 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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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로그램 수강 련

문화 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에게 참여 동기에 

해 조사한 결과 취미생활을 해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 로그램에 참여한 경로에 

해서는 직업군에서 사무 리직과 상업/자 업/서비

스업군 응답자 외에 모든 그룹 응답자에서 공공도서

내 홍보물인 수막이나 게시 의 정보를 통하여 참여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문화 로그램에 한 참여 기간

에 한 조사에서는 1년 미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문화 로그램 참여자들을 지속 으로 문화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다양한 문화

로그램 개발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용자가 문화 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요시 하는 

것으로는 교육장소  교통편의, 문화 로그램 내용  

방법, 수강시간 등을 들 수 있다. 이 에서 본 조사 응답

자들은 로그램 내용  방법을 시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한 문화 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자들에게 

어떤 유형의 문화 로그램에 하여 가장 심을 가지

고 있는지에 한 조사결과에서는 생활문화 강좌가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독서 련 강좌, 어학 강좌, 

컴퓨터 강좌, 향토문화 강좌 순으로 나타났다. 

(2) 이용자 만족도에 한 조사 분석 

1) 문화 로그램 내용에 한 사항 

각 개설강좌마다 매회 소요되는 강의 시간에 한 만

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업군에서는 문기술직이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다. 

문화 로그램 강의에 사용되는 자료 즉, 교재나 유인

물 등의 강의 자료들은 로그램의 구성요소와 한 

계가 있다. 이러한 강의 자료에 해 문화 로그램 참

여자들이 만족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

는 남성이, 연령에 따라서는 40 보다 20 와 30 , 50  

이상이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문화 로그램 수강시 도서 의 시설과 장비에 한 

사항

문화 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강의실의 실내 최 온도

와 강의실 치  안내표지, 강의실의 청결상태에 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했으며 이에 따른 도서 의 

시설과 장비에 한 만족도의 일반 인 경향을 보면 강

의실 냉방  난방에 한 만족도가 4.04 , 강의실의 청

결상태에 한 만족도가 3.96  순으로 만족도가 상

으로 높았고 반면에 기자재에 한 만족도는 3.61 , 강

의자료  교재에 한 만족도는 3.54 으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모든 항목이 3  이상으로 간 이상의 

만족도를 보 다.

3) 문화 로그램 진행 차  지원에 한 사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홍보  

안내 자료는 문화 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어떤 

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요한 정

보가 된다. 이러한 도서  홍보  안내 자료에 한 이

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

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40 보다 

20 와 30 , 50  이상이,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 리직

이, 학력에 따라서는 문 졸이 각각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도서  이용자들이 문화 로그램에 참여하기 해 수

강하는 경우 등록 차에 한 만족도에서는 여성이 4.03

으로 남성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

라서는 20 , 40 , 50  이상보다 30 가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직업에 따라서는 주부가, 학력에 따

라서는 문 졸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문화 로그램을 운 하는 경우 가장 을 두어야 

할 상 계층에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을 주 상 

계층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성

인과 어린이가 부분을 차지하 다.

4) 지역 특성화 문화 로그램에 한 사항

제주지역 공공도서 에서 문화 로그램을 운 할 때 

지역의 고유문화를 살릴 수 있는 로그램을 운 하는

지에 한 반 인 사항을 조사하 다. 조사항목으로는 

제주지역을 특성화 할 수 있는 고유의 문화 로그램 수

강경험, 진행방법, 고유의 문화 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수강 의향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지역 특성화 문

화 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단지 12.9%

가 나왔으며 수강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7.1%로 나

타났다. 한 제주지역 고유의 문화 로그램 강좌를 공

공도서 에서 개설할 경우 수강할 의향이 있는지에 

한 조사 결과 응답자  85.6%가 수강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수강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을 특성화 할 수 있는 고유의 문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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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된 의견이나 제안사항을 <표 5>와 같이 언어, 체

험 로그램, 신화  민속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 다. 언

어유형에서는 제주방언을 이용한 로그램인 제주방언 

스피치 회와 같은 로그램을 운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 으며 체험 로그램 유형에서는 ‘감’을 이용한 

천연염색 기법으로 만든 갈옷염색만들기에 한 제안이 

가장 많았다.

유 형 구 분 빈도(%)

언어  제주방언 6(15.0)

체험

로그램

 갈옷염색 11(27.5)

 통음식 만들기 4(10.0)

 문화유 지탐방 3(7.5)

 제주탐방 3(7.5)

 세 간 함께 참여하는 로그램 2(5.0)

 자연체험 로그램 1(2.5)

 물허벅 만들기 1(2.5)

 제주농업, 목가구 체험 1(2.5)

신화․민속

 제주신화 3(7.5)

 민속춤 2(5.0)

 여성신화탐방, 올 길 1(2.5)

 제주도민요배우기 1(2.5)

 제주 통문화 1(2.5)

합 계 40(100.0)

<표 5> 응답자가 추천한 제주지역 고유의 문화 로그램

다음으로 제주방언과 빙떡, 오메기떡 등의 통음식 

만들기 순으로 나타났다. 신화  민속 로그램 유형에

서 제시된 제주의 신화나 민속춤에 한 제안도 의미 있

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을 특성화 할 수 있는 고유의 

로그램에 한 다양한 응답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문화

로그램 이용자들의 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련된 직  체험할 수 있는 로그램과 제주신화

와 민속에 련된 고유 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객이나 외국인들

에게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4.3 문화 로그램 담당자 설문지 분석

문화 로그램 담당자에 한 설문조사는 21개 조사

상 도서  문화 로그램 담당자를 상으로 하 으며, 

문화 로그램 운 시 겪었던 경험  애로사항에 하

여 조사하고자 하 다. 조사항목은 <표 6>과 같다.

문화 로그램 담당자에 한 일반  사항, 문화 로

그램 기획  홍보, 시설, 운 에 한 사항, 문화 로그

램 평가  활성화 방안에 한 사항, 지역 특성화 문화

로그램에 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항목 소항목

문화 로그램 

담당자에 한 

일반  사항

담당자 사서자격증 유무, 문화 로그램 업무 

담 여부, 담당자의 문화 로그램과 련된 교육 

 훈련 참여 사항

문화 로그램 

기획  홍보, 

시설, 운  련 

문화 로그램 계획․선정시 고려사항  의사 

결정자, 문화 로그램 홍보방법, 직장인을 

한 특별 문화 로그램 운  사항, 자원 사자 

활용 여부, 문화 로그램 운 시 문제   특

기사항, 을 두어야 할 상 계층

문화 로그램 

평가  활성화 

방안 련 

문화 로그램 평가  활성화 방안

지역 특성화 

문화 로그램 

련

특성화 문화 로그램 운  필요성, 특성화 문화

로그램 계획시 고려사항, 특성화 문화 로그

램 련 의견  제안사항

<표 6> 문화 로그램 담당자 설문 조사 항목

1) 문화 로그램 담당자에 한 일반  사항

문화 로그램 담당자의 사서자격증 유무에 한 조사

에서는 문화 로그램 담당자 21명 에서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담당자는 17명이며 일반행정직이 3명, 기능직 1

명이었다. 사서자격증을 가진 담당자의 사서자격증 종류

를 보면 2  정사서 자격증 보유자는 6명, 사서 자격

증 보유자는 11명으로 나타나 문화 로그램 담당자의 

부분은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문화 로그램 담당자의 업무 담 여부에 한 응답

에 해서는 다른 업무도 병행한다는 답변이 20명이며, 

문화 로그램 업무를 담한다는 답변은 1명으로 조사

되어 문화 로그램 담당자의 부분이 타 업무도 겸직

하면서 문화 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문화 로그램 담당자의 과 한 겸직업무는 문화 로

그램 담당자가 새로운 로그램 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문화 로그램 담당자를 상으로 문화 로그램과 

련된 교육  훈련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교육  훈련에 참여했다는 답변이 15명,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명으로 나타났다. 교육  훈

련 참여 유형을 보면 타도서   문화기 의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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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견학이 8명, 국립 앙도서 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7명, 공공도서 의회 등에서 주 한 세미나  강연회 

4명, 지역 내 사서직 연수 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2) 문화 로그램 기획  홍보, 시설, 운  련

문화 로그램 계획․선정 시 어느 집단의 요구를 가

장 많이 반 하는지에 한 사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요

구, 담당사서의 견해, 도서 내 활용 가능한 자료  시

설의 이용 순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도서

의 문화 로그램 담당자 면담결과 실제로는 로그램의 

운 에 필요한 자원으로 충분한 산과 자료의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실 으로 충분하지 못해 년

도 문화 로그램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차기 년도 문화 로그램을 계획하고 선정

하는 경우 의사결정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사람은 담

당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로그램 홍보방법으로는 도서  홈페이지 등 인

터넷 매체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공공

도서 내 홍보물인 단지나 게시  등을 통해서 홍보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앞서 문화 로그램 이

용자를 상으로 한 문화 로그램 참여 경로에 한 설

문조사 결과에서는 공공도서 내 홍보물을 보고 참여했

다는 응답이 부분이었다. 결국 문화 로그램 담당자들

이 우선시 하는 홍보방법과 실제로 이용자들이 로그

램을 알게 되는 경로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로그램 담당자들은 이용자들이 많이 하는 홍보

매체가 무엇인지 악하여 이를 고려한 홍보 략 수립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장인을 해 평일 녁시간이나 주말에 개설하는 

특별 문화 로그램 운 에 한 조사에 해서는 부

분의 조사 상 도서 에서 직장인을 한 특별 문화

로그램을 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4

개 로그램을 운 한다는 도서 도 1개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도서 에서는 각 자료실마다 이용자 편의를 한 자

원 사자를 모집하여 도서  자료실서가  자료정리, 

안내 사, 환경정리, 기타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부과하

고 있다. 이와 련하여 각 도서 에서 문화 로그램 운

을 해 자원 사자를 활용하는지에 한 조사를 실

시하 다. 조사 결과 부분의 도서 에서 자원 사자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 사자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서, 산문제, 인력부족 등의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문화 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가장 을 두어야 할 

상 계층에 한 조사에서는 어린이가 요 상이라

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이용자 상 설문

조사에서 을 두어야 할 상 계층이 성인이라고 응

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것과 서로 다른 결과를 보 다. 

문화 로그램 운 시 당면한 문제 에 해서는 담직

원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사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산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문화 로그램 운 에 해 담당자들이 답변한 제

안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강좌를 개설해 로

그램에 반 하고 있거나 지역에 있는 체험 장소를 최

한 활용해서 문화 로그램에 용한다는 의견들이 제시

되었으며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해서는 문화 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

하고 담당직원의 문 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3) 문화 로그램 평가  활성화 방안 련 

문화 로그램 실시 후 평가방법으로는 참가 인원수 

조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참여자 의견조사, 참여자 

반응 찰과 같은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 문화

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기 한 방안에 한 조사에

서는 문화 로그램의 다양화와 담당직원의 문 교육이 

동일하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문 강사  문 운  

인력의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4) 지역 특성화 문화 로그램 련

제주지역을 특성화 할 고유의 문화 로그램을 운 할 

필요성에 한 조사에서는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제주지역을 특성화 할 고유 로그램을 운 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담직원 부족, 련 로그램이 

없어서, 이용자 인식 부족과 향토자료에 한 인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을 특성화할 고유의 문화 로

그램을 계획할 경우 고려사항에 한 조사에서는 향토

문화 로그램의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향토문화자원 활용, 산, 강사의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을 특성화 할 고유 문화 로그램과 련한 의

견  제안사항을 묻는 항목에는 제주어 련 설화나 제

주어 스피치 교실과 같은 언어유형 로그램과 각 마을

별 특산품 는 체험 장소를 활용한 체험  견학 유형

의 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으며 제주의 다양한 식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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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할 수 있는 문화 로그램인 제주 야생화 교실 로

그램, 지역 문 술인 양성 유형의 로그램인 제주지

역 스토리텔링 문가 양성, 제주지역 문화를 표 할 수 

있는 문  문화 술인 양성 로그램의 주제를 제안

하 다.

 5.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의 
문제

제4장에서는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실

태분석과 문화 로그램 이용자에 한 만족도 설문조사 

 문화 로그램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 다. 본장에서는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

를 통하여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에 한 

반 인 내용과 문제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에 한 실태분석

제주지역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문화 로그램을 

어학강좌, 독서 련 강좌, 생활문화 강좌, 컴퓨터 강좌, 

향토문화 강좌 등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하 다. 어학강좌

는 체 으로 어강좌, 다음으로 일본어강좌를 실시하

고 있다. 독서 련 강좌는 모든 공공도서 에서 독서토

론, 쓰기, 독서논술, 독서치료로 분야를 세분화하여 실

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부모를 상으로 한 독서치료 

는 독서논술 로그램들을 운 하고 있다. 공공도서 에

서 문화 로그램의 부분을 생활문화 강좌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좌의 형태는 공  련 강좌, 건강 련 강좌, 

인형극, 동화, 신문 활용 강좌, 화상 , 자 청 강연

회, 경제특강 등이다. 컴퓨터 강좌는 우당도서 , 애월도

서 , 한경도서 , 서귀포시 동부도서 , 서귀포시 안덕

산방도서 , 제남도서  등 6개 에서 실시하고 있다. 

향토문화강좌는 제주 통문화를 찾아 떠나는 체험 로

그램과 향토사진 시나 향토자료 시 등의 작품 시

회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을 

한 다문화 가정 향토문화 체험 등의 로그램도 실시하

고 있었다. 특히 제주시 기 의 도서 , 성산일출도서

을 포함한 11개 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실버교실, 지도 

만들기, 천문우주교실 등의 특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으며, 애월도서 , 송악도서 , 동녘도서 , 서귀포학생

문화원 도서 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한 로그램인 

문해교육, 다문화가정 향토문화교육 등의 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취미생활 련 생활문화 강좌  

서 , 퀼트 등은 여러 공공도서 에서 개설되고 있는 

로그램들이다. 

2) 문화 로그램 운 에 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운 에 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각 항목별로 반 으로 정 인 반

응을 보 다.

문화 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이용자들이 가장 요하

게 생각하는 문화 로그램 선택기 은 문화 로그램 내

용  방법이며 가장 심을 가지고 있는 로그램에 

한 조사에서는 건강, 취미 련 로그램인 것으로 나타

났다. 문화 로그램의 강의내용, 강의시간, 수강기간과 

교재  강의 자료에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이상

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문화 로그램 수강시 도서 의 시설과 장비에 한 

만족도의 일반 인 경향을 보면 강의실의 실내최 온도, 

강의실 청결상태, 강의실 치와 안내 표지에 해서도 

간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화 로그램 

진행 차  지원에 한 사항으로서 홍보, 수강 등록

차에 한 평균 만족도에서도 각 항목에 하여 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지역을 특성화 할 수 있는 고유의 문화 로그램

에 한 설문조사 결과 제주지역 고유의 문화 로그램

을 수강한 경험에 한 사항에서는 수강한 경험이 없다

는 응답이 부분을 차지했으며 만약 지역 특성화 문화

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수강할 의향이 있는지에 한 

조사에서는 수강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나 

이용자들의 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을 특성화 할 수 있는 고유의 문화 로그램

과 련된 의견이나 제안사항에 해서는 언어, 체험

로그램, 신화  민속 유형의 로그램들을 제안하 다. 

언어유형에서는 제주방언과 련된 로그램을 추천하

고 있으며 체험유형의 로그램으로는 “감”을 이용한 

천연염색 기법으로 만든 갈옷염색과, 제주 통음식 만들

기 등을 제시하 고 여성신화탐방, 제주도 민요배우기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요

구를 수용하고 로그램화 하여 지역의 통문화를 보

존․ 승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문화 로그램 운 에 한 이용자 만족

도 조사 결과 30-40 의 주부가 이용자의 부분을 차지

하 다. 이는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이 직원들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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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간 인 오 과 오후 6시 이 까지만 주로 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문화 로그램 운

시간이 하지 않아서 이용할 수가 없으므로 이들을 

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문화 로그램 운  담당자에 한 설문조사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담당자의 사서자

격증 보유에 한 사항을 보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

는 담당자는 21명  17명이며 부분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한 문화 로그램 담당자의 업무 담 여

부에 한 조사에서는 문화 로그램 업무만을 담하고 

있는 경우는 한 곳 밖에 없으며 부분 다른 업무를 겸

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 로그램 운 을 한 아이디어를 얻기 한 방

안으로 타도서   문화기 의 로그램 운  견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화 로그램 홍보 방법으로는 도

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의 인터넷 홍보 방법을 많

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 문화 로그램 계획․선정 시 

어느 집단의 요구를 가장 많이 반 하는지에 한 사항

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

으며, 차기년도 신규 문화 로그램 계획․선정 시 의사

결정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사람은 담당직원이었다.

문화 로그램을 운 할 경우 을 두어야 할 상 

계층은 어린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

소년, 성인과 노인 순이다. 

문화 로그램 홍보방법으로는 도서  홈페이지 등 인

터넷 매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문화 로그램을 운 할 경우 애로사항으로는 담직

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 으며, 문화 로그램 운 에 

해 담당자들의 제안사항으로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

설하고 담당직원의 문 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을 특성화 할 고유 문화 로그램

과 련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는 제주어 련 설화나 제

주어 스피치 교실과 같은 언어유형 로그램과 각 마을

별 특산품 는 체험 장소를 활용한 체험  견학 유형

의 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는데, 갈옷염색의 경우는 이

용자와 담당자가 동시에 추천한 체험유형의 로그램이

다. 한 제주 야생화 교실 로그램과 같이 제주의 다

양한 식생을 홍보할 수 있는 식생유형의 로그램, 지역 

문 술인 양성 유형의 로그램인 제주지역 스토리

텔링 문가 양성, 제주지역 문화를 표 할 수 있는 

문  문화 술인 양성 로그램의 주제를 제안하 다. 

문화 로그램 담당자에 한 조사 결과 문제 으로는 

문화 로그램 이용자와 담당자를 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동일한 질문 항목에 해 서로 다른 

의견이 조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문화 로그램 

담당자의 과 한 겸직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6. 결론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

화 로그램 운 과 련하여 제기된 문제 에 한 개

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재 실시되는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들이 

30-40  주부를 상으로 한 취미생활 련 생활문화 강

좌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각 도서 에서 서 , 퀼트 

등의 복된 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

문화 강좌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로

그램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문화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강좌나 주말 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은 주로 오 과 오후 6시 이

까지만 운 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문화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지 않다.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직장인과 학생들을 해 야간

강좌나 주말 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개설해 더 많은 이

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 로그램 홍보활동에 해서는 도서 내 

게시 이나 수막 등의 홍보물을 보고 주로 이용했다

는 응답이 많았으므로 문화 로그램 담당자들이 주로 

심을 갖는 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이 필요하

다고 본다. 한 문화 로그램 운 시 을 두어야 할 

상 계층에 해서도 각 도서 별로 어린이, 노인, 소외

계층, 다문화 가정 등 사 상을 정하여 문화된 문화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 로그램 담당자들의 담당업무에 한 것

인데 문화 로그램 담당자의 과 한 겸직업무는 문화

로그램 운 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다. 공공도서

에서 문화 로그램 업무 비 이 차 증가하고 있는 

시 에서 업무 개선방법을 찾아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

는 문 이고 다양한 문화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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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담당사서가 문

화 로그램 업무만을 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소속 도서 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문화 로그램을 기

획․운 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한 문 인 교육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한 제주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담당자들의 의체를 구성하고 상호 력하여 

보다 나은 로그램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 로그램에 참여하는 성

인 이용자만을 상으로 설문조사 했으므로 후속 연구

에서는 어린이 이용자와 청소년 이용자에 한 심층

인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주지역을 특성화할 고유 문화 로그램에 

한 개설을 해 제주지역 문화 술 정책기   향토

문화 술단체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 특성화 문화 로그램 개설의 필요성에 한 조사

에서 문화 로그램 담당자와 이용자 모두가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을 했으며 지역 특성화 문화 로그램 련 

의견이나 제안사항에 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으로 보아 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와 문화 로그램 담당자가 제안한 1) 

제주어 련 설화, 2) 제주어 스피치 교실과 같은 제주

방언 련 로그램, 3) 갈옷염색과 통음식 만들기, 4) 

제주신화  민속 련 로그램, 5) 제주야생화 교실 등 

제주의 다양한 식생을 홍보할 수 있는 로그램, 6) 지

역 문 술인 양성 유형의 로그램인 제주지역 스토

리텔링 문가 양성, 7) 제주지역 문화를 표 할 수 있

는 문  문화 술인 양성 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방

안이 마련된다면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객이나 외국

인들에게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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