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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 은 사회  변화에 따라 문화 ․교육  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독서문화 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 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수원시 공공도서 을 상으로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운  실태를 조사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문제 과 그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한 문제 에 한 개선방안으로는 담당자들의 의체 구성, 강사 인력풀 구축, 잠재 인 자원 사 

교육, 로그램을 한 규모 시설 필요, 향토문화 술단체와 연계 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원시 공공도서 의 

등학생 상 독서문화 로그램 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참여자의 요구에 맞게 문제 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 이 있다.

ABSTRACT

With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functions of public libraries becoming revitalized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here has been a development of reading cultural programs. This study researched 

the operating conditions of reading culture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public libraries 

in Suwon City for the past 5 years and presented the programs’ drawbacks and improvement plans 

drawn from surveys on user satisfaction. An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yielded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orming a consultative group with other managers of reading culture programs in 

Suwon’s public libraries, promoting using various media, forming a human resource pool to hire 

professional instructors, operating of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potential volunteers, expanding 

of the facilities for reading culture programs, and linking with the other folk culture and art organizations 

in order to develop classes folk culture and art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be used 

as a reference when operating conditions of reading culture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public libraries in Suwon City, and they will offer the opportunity to implement problems according 

to need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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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공공도서 은 단순히 필요한 자료만을 제공

해주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을 

한 정보  문화 그리고 평생교육센터로서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해 공공도서 은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독

서문화 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 다. 특히 

어린이 교육에 한 심의 증 가 어린이 

상 로그램에 심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도서

에서의 어린이 독서문화 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하고 많은 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 은 등학교 학생들이 극

이고 창의 인 활동을 펼쳐 학습능력과 문제해

결 능력을 기르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질 높은 

독서문화 로그램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수원시의 공공도서 들을 상으

로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운  실태를 

조사하고, 로그램 담당자와 참여자에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운  방안  개선 사항

과 수원의 역사성 있는 독서문화 로그램의 특

성화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

에 필자는 수원시 11개 공공도서 을 상으로 

하여 최근 5년간 운 한 로그램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문헌을 

통해 공공도서 의 기능  독서문화 로그램

의 정의와 독서문화 로그램의 유형, 국내외 

독서문화 로그램에 하여 조사하 다. 둘째, 

수원 지역사회의 특성에 하여 살펴보고 수원

시 공공도서 의 운 황과 수원시 공공도서

에서 실시하는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황을 문헌자료를 통하여 실태분석을 하 다. 

셋째, 수원시 공공도서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운  내용을 조사하기 해 수원시 

11개 공공도서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담당 사서를 상으로 로그램의 기획(운 , 

시설, 홍보), 평가  활성화 방안, 수원시 지역 

특성화 방안  담당자에 한 설문조사와 인터

뷰를 실시하 다. 넷째, 등학생 독서문화 로

그램의 이용자 만족도 분석을 해 수원시 11개 

공공도서 의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

자를 상으로 각 도서  당 20명의 등학생에

게 설문지 총 220부를 배포하고 조사하 다. 다

섯째, 문헌조사와 설문조사의 분석을 종합하여 

수원시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등학생 독

서문화 로그램의 문제 을 도출하고 그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1.2 선행연구

공공도서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에 

한 선행연구는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연구

와 어린이서비스  독서교육 로그램에 한 

연구로 구분해서 검토하 다. 

첫째,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에 련된 선

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심혜정(2013)은 주 역시에 소재한 공공

도서  8개를 선정하고 문화 로그램 담당자와 

참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문화 로

그램 이용자 만족도 조사 통해 공공도서  문

화 로그램 운 의 문제   개선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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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 다.

김수희(2009)는 제주지역 공공도서 에서 운

되는 문화 로그램에 한 실태조사와 공공

도서  문화 로그램의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

하기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여기에서 문

화 로그램 운 상의 문제 을 도출하여 제주

지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의 지역  특성

화와 개선안을 제시하 다.

조찬식(2008)은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의 

이론  요성을 살펴보고 재 서울시 공공도

서 에서 실시되는 문화 로그램을 분석  설

문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소재의 공공도서  문

화 로그램의 운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과 그 

운 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 다.

도 주(2007)는 서울시 강서지역의 공공도

서 과 지역문화센터에서 운 되고 있는 문화

로그램의 황을 살펴보고, 문화 로그램 참

여자에 한 문화 로그램 설문조사를 통해 이

용자의 만족도  충성도를 비교․분석하여 공

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 운 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

둘째, 어린이서비스  독서교육 로그램에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규언(2010)은 라남도 39개 공공도서

의 아동 학습 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타지

역 공공도서 과 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남지역 공공도서 에서 운 하고 있는 아동 학

습 로그램의 개선책을 제시하 다.

최정아(2010)는 공공도서 의 어린이  동

반하는 성인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이

용자교육 담당사서의 이용자교육 로그램 개

발  제공에 도움이 되며, 공공도서 의 질 높

은 어린이 이용자교육의 발 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 으로 문헌연구와 이용자교육의 정의 

 내용과 공공도서  어린이 이용자교육의 유

형을 살펴보고 외국사례를 비교․분석하 다. 

그리고 국내 황조사를 해 250개의 도서

을 선정하여 담당사서와 이용자 설문을 실시하

다. 

유송숙(2005)은 공공도서 의 어린이 독서교

육 로그램 운  실태를 악하고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에서 실시하는 독서교육 로그램  어린이 

독서회에 참가하는 어린이와 지도교사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설문을 

분석을 토 로 어린이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에 

한 결론을 세 가지로 도출하 다.

김규열(2004)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어린이 

교육 로그램 운 이 활발한 도서 을 조사 

상으로 하여 공공도서 의 어린이 교육 로그

램의 황을 조사하고 그 도서 의 어린이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과 그 도서 에 근무하고 있

는 사서에게 설문하여 공공도서 의 어린이 교

육 로그램을 제시하고 나아가 학교교육과 연

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 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홍성미(2004)는 공공도서 에서 실시하는 

등학생들의 행사를 통해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

자가 도서 으로 유인되는가에 한 평가를 하

기 해  운용도서 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

여한 등학생들의 출 실 , 학년별 참여 분포

도 등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Cerny 외(2006)는 어린이도서  서비스의 사

서의 핵심 업무  하나로 고객 그룹에 한 지식

을 꼽으며 퀸즈 도서 (Queens Library)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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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 발달표(The Child Development Table)

를 제시하고 어린이들을 의 단계별로 물리  성

장과 학습 형태, 심리  발달, 도서  이용과 

련한 지침을 제공하 다.

2. 이론  배경

2.1 공공도서 의 기능과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오늘날 도서  기능은 시 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도서 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같이 정 인 기능을 

을 두었다면 의 도서 은 각종 문화 활

동  평생교육 같은 문화  기능이  강화

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에서는 독서  

문화, 술에 한 로그램을 종합 으로 운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서 의 모든 로그램을 

일컬어서 독서문화 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다

(황 숙 2008). 2006년 제정된 ｢독서문화진흥

법｣ 제2조(정의)에서 ‘독서문화’에 한 개념이 

등장하 으며,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

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심으로 하여 이루

어지는 정신 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  소산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독서문화 로

그램은 독서에 문화를 수용하고 창조하는 활동

의 일종으로 다양한 독서매체를 활용한 교육, 

술, 취미 활동 등 독서 상과 련된 모든 역

의 종합 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 의 독서문화 로그램의 유

형은 그 특성과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

분할 수 있다. 국내 공공도서 에서 운 하고 

있는 독서문화 로그램에 한 조사에 의해 

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했을 때, <표 1>과 같이 

로그램을 크게 ‘문화강좌’, ‘독서교육  독서문

화진흥 련 활동’, ‘문화행사’로 구분하 다(문

화 부 2007).

구분 유형

문화( 술)
강좌

‘문화학교’, ‘문화교실’ 등 문화 술  
교양강좌 는 지역문화 강좌

독서교육  
독서문화진흥 

련 활동

독서회, 겨울․여름 독서교실, 북스타트, 
원북원시티, 한책한도서 , 가족독서캠
, 독서퀴즈 등 독서교육  독서문화 

진흥 련 활동

문화행사
‘도서 주간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도
서 한마당’ 등 문화 술 련 각종 강연, 
시, 공연, 감상

출처: 문화 부. 2007

<표 1> 도서  문화 로그램 유형

이러한 독서문화 로그램은 인격형성 기 

단계에 있는 등학생들로 하여  문화  욕구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며 가치  형성에 도움

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시발 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한 기반이 될 것이다.

2.2 국내외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사례

2.2.1 국내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사례

국내 공공도서 에서는 등학생을 상으

로 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공공도서 의 등학생 

로그램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 다. 

첫째, 서울시립어린이도서 은 도서 을 견

학하는 즐거운 도서  체험,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찾는 인터넷정보사냥 회, 주말 로그

램인 책이랑 노는 토요일, 일일독서교실,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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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장 등이 있다. 그 밖에 문 강사를 빙하

여 역사, 과학, 신문활용학습 등 어린이 문화교

실을 운 하고 있으며, 도서  모임인 어린이 

독서회도 활성화 되어있다. 둘째, 진정보도서

은 등학생을 한 독서교실, 독서캠 , 

어스토리텔링, 어동화, 동화구연과 같은 독서

교육활동과 찾아가는 음악회, 인형극, 빛그림 

상 , 국악한마당 등 각종 문화 활동을 한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셋째, 노원어린이도서

은 사서들이 주제를 선택한 뒤 도서  책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도서  학교’를 운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여름방학마다 한 달 동안 어

린이책시민연  회원들이 동시 련 수업을 진

행하고 있고, 지역의 유학생들을 활용하여 생

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해 어를 가르쳐주는 

로그램도 운 하고 있다. 넷째, 과천시정보과

학도서 은 정보과학도서 이라는 특성에 맞

게 과학탐구동산이나 생활과학교실 같은 과학

주의 로그램을 특화하여 분기별로 운 하

고 있었고, 여름 방학마다 등학생을 한 천

문우주과학캠 를 운 하여 아이들의 많은 

심을 모으고 있었다. 다섯째, 목포시립도서 은 

‘한 책, 하나 된 목포’인 독서운동을 토 로 하

여, 도서  로그램을 도서  문화학교라 하고 

독서교실, 놀이수학, 미술교실 등 다양한 로

그램을 연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극 인 참

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2.2.2 국외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사례

외국의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독서문

화 로그램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공공도서  

서비스가 가장 먼  체계 으로 시작된 미국, 

국,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로스앤젤 스 공공도서 은 사서들이 

직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선생님과 함께 력

하여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교육 로그램

과 방과 후 숙제를 도와주는 방과 후 로그램

을 운 하고 있다. , 여름방학에는 어린이를 

한 ‘Summer Reading’ 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 시  백일장 개최하

여 어린이  부모를 한 인형극  구연동화, 

음악회, 연극, 마술 쇼 등과 같은 가족 로그램, 

공연 로그램  시 로그램을 상시 개최하

고 있다. 둘째, 샌 란시스코 공공도서 은 학

생들의 과제를 도와주는 ‘Online Homework 

Help’를 운 하여 매일 오후에 공공도서  내

에서 학교 과제를 도와주고 있으며, 매년 7~8

월 ‘Summer Reading’ 로그램을 0세부터 13

세를 상으로 운 하여 어려서부터 도서 과 

친숙해 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버 햄 앙도서 은 매월 하루 어린이실에서 

‘Teenage Reading Group'을 운 하고 있는데, 

10 들이 만나서 책을 읽고, 토론하기도 하고, 

새로 나온 책을 고르는 법을 배우기도 하며, 서

평도 쓰고, 인터넷을 통하여 작가나 다른 독서

그룹에 을 쓰는 활동을 한다. , ‘Homework 

Help Club'을 운 하여 등학생이 스스로 자

료를 찾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

고 있다. 넷째, 맨체스터 앙도서 은 여름독

서 로그램(Summer Reading Challenge)이 

있어 여름방학 동안 등학생들의 독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밖에 휴일마다 풍선으로 

동물 만들기, 만화 그리기, 거품 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등의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등학생을 해 학교 숙제클럽을 운 하여 직원

들이 학생들에게 책 찾기, 인터넷 사용 등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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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주고 있다. 다섯째, 오사카 앙도서 은 책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해 이야기 들려주기 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정기 으로 화와 인형

극 개최한다. , , 여름, 겨울방학에는 도서  

책을 이용하여 등학생을 한 공작교실을 실

시, 인형극 같은 공연을 운 한다. 그 밖에 어린

이를 한 테마 책 시나 원화 시 같은 시 

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다. 여섯째, 일본 국제

어린이도서 은 과학놀이, 음악회 등의 행사와 

아동문학 작가 등을 강사로 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며, 어린이 책에 한 워크샵을 개최하기

도 한다. 특히, 매주 주말에는 스토리텔링과 북

토크를 들려주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어린이

에게 도서 과 책의 세계와 친해질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고 있다.

  3. 수원시 공공도서  황  
실태분석

3.1 수원시 공공도서  황

수원시는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어린이도

서 을 포함하여 수원시청 소속 공공도서  9

개와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  2개로 총 11개

의 공공도서 으로 이루어져 있다.

3.2 독서문화 로그램 실태분석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실시한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들을 조사하 다. 

수원시 공공도서  등학생 독서문화 로

그램 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에 의

하면 수원시 공공도서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황은 총 848개의 등학생을 상

으로 독서 로그램은 325개로 38.3%, 문화

로그램은 505개로 59.6%, 향토문화강좌는 18

개로 2.1%로 문화 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

하 다.

도서 명 독서 문화 향토 계(%)

선경 39 36 6 81(9.6)

앙 26 26 2 54(6.3)

서수원 30 35 1 66(7.8)

북수원 47 42 4 93(11.0)

통 34 48 1 83(9.8)

태장마루 22 13 0 35(4.0)

지혜샘 25 64 1 90(10.6)

슬기샘 30 79 0 109(12.9)

바른샘 25 59 2 86(10.2)

경기도립 23 37 1 61(7.2)

평생교육 24 66 0 90(10.6)

계(%)
325

(38.3)

505

(59.6)

18

(2.1)

847

(100.0)

출처: 수원시 도서  홈페이지

<표 3> 독서문화 로그램 실태분석 

 (2009.1-2013.3)

도서 명 개 소속

선경 도서 ’95. 4 수원시청

앙도서 ’80. 7 수원시청

서수원도서 ’06. 3 수원시청

북수원도서 ’06. 3 수원시청

통 도서 ’99. 7 수원시청

<표 2> 수원시 공공도서  황

도서 명 개 소속

태장마루도서 ’11.  8 수원시청

지혜샘어린이도서 ’05. 11 수원시청

슬기샘어린이도서 ’05. 11 수원시청

바른샘어린이도서 ’05. 11 수원시청

경기도립 앙도서 ’70.  7 경기도교육청

경기평생교육학습 ’08.  5 경기도교육청

출처: 수원시 도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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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분석

4.1 자료수집

2013년 3월 25일부터 4월 12까지 수원시 11

개 공공도서  등학생 로그램 담당사서 11

명과 각 도서 마다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등학생 20명씩 총 220명의 학생에게 설문지

를 배포하 다. 사서에게 배포된 설문지는 11

부(100.0%)가 회수되었고, 등학생에게 배포

된 220부의 설문지는 194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은 88.1%로 나타났고, 그  응답이 미비한 설

문지 12부를 제외한 182부를 분석하 다.

담당사서를 상으로 한 설문지 항목은 일반

 사항 7문항, 로그램 기획(홍보, 시설, 운

) 14문항, 로그램 평가  활성화 방안 3문

항, 지역 특성화와 련된 사항 5문항으로 구성

하 다. 수원시 공공도서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자를 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 

항목은 일반  사항과 이용자 만족도, 지역 특

성화로 구분하고 일반  사항의 참여자 련 

설문 4문항, 로그램 참여 련 7문항, 이용자 

만족도의 로그램 내용 11문항, 도서  시설 

5문항  지역 특성화 5문항으로 구성하 다. 

구체 인 설문문항은 다음의 <표 4>, <표 5>와 

같다.

설문지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분석방법을 실시하 다. 첫째, 참여자

의 일반  특성과 만족도에 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

다. 둘째,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성

별, 학년별, 로그램 참여자별 차이를 살펴보

기 해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인 교차분석(X² 

test)을 실시하고 유의수  p<.05에서 검증하

다. 셋째,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

자의 일반 인 특성과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해 t-test를 실시하고 유의수  p<.05에서 

검증하 다.

구 분 내 용 문항 수

일반  사항

도서 명칭, 성별, 연령, 직   근무경력, 보유자격증,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운  경력,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련 교육 

 훈련의 참여사항

7문항

기획

(홍보, 시설, 운 )

소요 산, 산 배분율, 운 시설, 운 한 로그램의 종류, 운 의 

필요성, 운 목 , 로그램 계획 시 고려사항, 로그램 계획 시 

의사 결정자, 홍보방법, 자원 사자 활용 유무, 로그램 운  시 

문제 ,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로그램 운  시 연계기  

 단체,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에 한 의견  제안사항

14문항

평가  활성화
도서  서비스에서의 요성, 로그램 실시 후 평가 방법, 로그램 

활성화 방안
3문항

지역특성화

수원시 특성화 등학생 로그램의 필요성, 수원시 특성화 등학생 

로그램 계획 시 고려사항, 수원시 특성화 등학생 로그램 운  

시 선호 주제, 수원시 특성화 등학생 로그램에 한 의견  

제안사항

5문항

합계 29문항

<표 4> 담당자 설문지 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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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문항 수

일반

사항

참여자 련 학생의 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도서 명, 학생의 성별, 학생의 학년 4문항

로그램 참여 

련

참여경로, 참여이유, 참여횟수, 참여할 로그램의 선택기 , 유형

별 로그램 선호도, 유형별 로그램 참여경험, 로그램 선호 

시기

7문항

이용자 

만족도

로그램 내용

참여 로그램, 로그램 내용 흥미도, 로그램 내용 창의성, 로

그램 내용 이해도, 강사 만족도, 로그램 유익성, 수업시간, 수강기

간, 참여 학생 수, 로그램 참여 만족도, 로그램 개설 시 참여도

11문항

도서  시설
강의실 청결도, 강의실 치, 강의실의 최 온도, 편의시설 만족도, 

시설 반 인 만족도
5문항

지역 특성화

수원시 련 로그램 참여 경험, 참여한 로그램 제목, 수원시 

련 로그램 개설 시 선호 로그램 주제, 수원시 특성화 로그램 

참여의향, 참여 원하지 않는 이유

5문항

합계 32문항

<표 5> 참여자 설문지 조사 항목

4.2 담당자 상 설문지 분석

4.2.1 담당자에 한 일반 인 사항

설문에 응답한 담당자 11명의 성별은 여성이 

8명(72.7%), 남성이 3명(27.3%)이었다. 연령

은 40 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

가 4명, 50 가 1명이었다. 담당자의 직 은 

주로 7 이 많았고 8  2명, 6 이 1명으로 나

타났다(<표 6> 참조).

구 분 빈도(%)

성별
여 8(72.7)

남 3(27.3)

연령

30~39세 4(36.4)

40~49세 6(54.5)

50~59세 1(9.1)

직

사서6 1(9.1)

사서7 8(72.7)

사서8 2(18.2)

<표 6> 담당자의 성별, 연령, 직  분석

보유 자격증은 10명의 담당자가 2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 고, 1명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사서자격증 외에 독서치료사 

자격증은 1명이 소지하고 있었다(<표 7> 참조).

구분 빈도(%)

2  정사서 10(83.4)

사서 1(8.3)

독서치료사 1(8.3)

합계 12(100.0)

* 복응답

<표 7> 담당자의 자격증 분석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련 교육  훈

련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국립 앙도서

 교육  세미나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

기도에서 주 하는 교육  세미나가 5명, 타도

서   기 의 로그램 견학과 도서  내부

의 사서직 연수가 각 3명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련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담

당자가 1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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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기획(홍보, 

시설, 운 )에 한 사항

담당자에게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기

획에 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운 을 

해 도서 에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 조사한 결과 강의실과 강당을 갖추고 있다

고 응답하 고 강의실과 강당 모두 갖추고 있

는 도서 은 11개의 도서   총 7개로 조사

되었다. 

둘째, 유형별 로그램 운  경험에 한 질

문에 모든 담당자가 독서 로그램과 문화 로

그램을 모두 운 해보았다고 응답하 다. 향토

문화강좌는 5명(18.6%)이 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표 8> 참조).

구분 빈도(%)

독서 로그램 11(40.7)

문화 로그램 11(40.7)

향토문화강좌 5(18.6)

합계 27(100.0)

* 복응답 

<표 8> 유형별 독서문화 로그램 운  경험

셋째, 공공도서 에서 등학생 독서문화 로

그램의 운  필요성에 한 조사는 ‘독서와 도서

련 로그램만 운 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

(45.5%)으로 가장 많았고 ‘반드시 운 해야 한

다’ 3명(27.3%), ‘문화 활동 반으로 확  운

해야 한다’ 2명(18.2%), 기타가 1명(9.0%)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재 도서  로그램이 문

화센터의 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도서

은 독서를 한 로그램만 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

는 목 을 물어 본 결과, 등학생의 ‘독서습

형성’이 8명(26.8%)이었고, 어릴 때부터 ‘도서

 이용습 ’을 길러주기 한 것이 6명(20.0%)

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사교육비 감’은 응

답한 담당자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도서  

독서문화 로그램 같은 경우 학교 교육과정 

주로 진행되는 학원과는 운  방식  내용

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서 의 독서문화

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원

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사교육비 감에

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9> 

참조).

구분 빈도(%)

독서습 형성 8(26.8)

도서 이용습 6(20.0)

이용률향상 4(13.3)

홍보활동 4(13.3)

공공도서 기능 4(13.3)

지식습득 3(10.0)

학부모의자녀교육 1(3.3)

학부모사교육비 감 0(0.0)

합계 30(100.0)

* 복응답

<표 9> 운  목

다섯째,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을 계획

할 때 어느 집단의 요구를 가장 많이 반 하는

지에 한 설문에 담당자들은 ‘학부모들의 요

구’가 10명(28.6%), ‘ 년도 독서문화 로그램 

반 ’이 7명(20.0%), ‘담당사서의 견해’가 7명

(20.0%), ‘타도서  는 문화기  로그램’이 

4명(11.4%), ‘지역의 특성’이 4명(11.4%), ‘활용 

가능한 강사의 확보’가 2명(5.7%), ‘ 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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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순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그 

이유는, 등학생 상 독서문화 로그램 신청 

시 학부모들이 도서 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

우가 많고, 그 학부모들 에 등학생 독서문

화 로그램에 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

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 년도 독서문

화 로그램을 반 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

는 학부모나 참여자가 년도 참여자에게 반응

이 좋았던 로그램을 다시 개설해 달라는 요

구가 많았던데 기인한다. 

여섯째, 차기 년도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

램 계획하는 경우 의사 결정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사람은 ‘담당직원’ 7명(63.3%)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  결재권자’ 3명

(27.3%), ‘기타’ 1명(9.1%) 순으로 나타났다. ‘담

당직원’의 의견이 높은 이유는 수원시 부분의 

도서 에 등학생을 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는 사서가 모두 배치되어 있어서 로그

램의 운 을 자율 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로그램의 주요 홍보 수단에 한 

질문에 ‘도서  내 홍보물’, 도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이 각 11명(33.3%)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고 ‘신문이나 방송 같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9명(27.3%), ‘자원 사자

와 이용자들을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홍보’한다

는 응답이 2명(6.1%) 순으로 나타났다. 면담 

결과 ‘도서  내 홍보물’과 ‘인터넷’이 큰 비

을 차지한 이유는, 등학생 상 독서문화

로그램에 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도서  

내 홍보물과 도서  홈페이지를 주로 참고하여 

로그램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표 10>을 보면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에 자원 사자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조사

하 다. 그 결과 ‘활용하지 않는다’는 도서 이 

7곳(63.6%)으로 ‘활용한다’는 4곳(36.4%)보다 

많았다.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해서 물

어본 결과, 7곳(63.6%)의 도서  모두 등학

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자원 사에 한 지원자

가 없다고 응답하 다. 반면에 ‘활용한다’는 도

서  4곳(36.4%)은 도서  내부에서 운 되고 

있는 독서동아리 등을 통해 동아리 구성원을 독

서문화 로그램의 자원 사자로 활용하고 있다

고 응답하 다.

구분 빈도(%)

 4(36.4)

아니오 7(63.6)

합계 11(100.0)

<표 10> 자원 사자 활용 여부

아홉째,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는데 있어서 당면한 문제는 ‘새로운 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이 12명(36.4%)으로 가장 많았

고, ‘ 담직원의 부족’이 7명(21.2%), ‘강사 빙

의 어려움’ 5명(15.2%), ‘ 산부족’ 4명(12.1%), 

‘시설․자료의 부족’ 3명(9.1%), ‘이용자의 인

식 부족’  ‘기타’가 각각 1명(3.0%) 순으로 나

타났다(<표 11> 참조). 사서와의 개별면담에서 

‘새로운 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이 가장 많다

고 응답한 이유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응답

한 ‘ 담직원의 부족’과 연 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담당자들은 재 각 도서 에 로그

램 담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로그램

의 수가 많아 새로운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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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의 어려움’이 문제 으로 나타난 이유

는 실력이 검증된 강사는 제한된 도서  

산으로는 빙이 어려우며, 강사료가 상

으로 낮은 강사들은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거

나 경력이 부족한 강사들이 부분이기 때문

이었다.

구분 빈도(%)

새로운 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12(36.4)

담직원 부족 7(21.2)

강사 빙의 어려움 5(15.2)

산부족 4(12.1)

시설․자료의 부족 3(9.1)

이용자의 인식부족 1(3.0)

기타 1(3.0)

합계 33(100.0)

* 복응답 

<표 11>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운  시 

문제  

 

 

4.2.3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평가  

활성화에 한 사항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담당자에게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평가  활성화에 

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이 도서  

서비스에 있어 요도를 조사했을 때 ‘비교  

요하다’고 응답한 담당자가 7명(63.6%), ‘보통이

다’ 3명(27.3%), ‘매우 요하다’ 1명(9.1%)으

로 나타났고 ‘별로 요하지 않다’와 ‘  요

치 않다’고 답한 담당자는 없어 등학생 독

서문화 로그램이 도서 이 수행하고 있는 서

비스에서 체 으로 요한 역할을 한다고 담

당사서들은 인식하고 있다(<표 12> 참조). 

구분 빈도(%)

매우 요하다 1(9.1)

비교  요하다 7(63.6)

보통이다 3(27.3)

별로 요치 않다 0(0.0)

 요치 않다 0(0.0)

합계 11(100.0)

   <표 12> 도서  서비스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요성

둘째,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실시 후 평

가 방법은 ‘참여 학생 의견조사’가 8명(40.0%)

으로 가장 많았고, ‘담당사서의 참여 학생 반응 

찰’ 7명(35.0%), ‘참가인원수 조사’ 5명(25.0%) 

순으로 응답하 다. ‘참여 학생 의견조사’는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등학생을 상으로 

로그램 종료 후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참여 학생 반응을 찰’하는 방법은 

등학생 수업에 얼마나 극 으로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한다고 응답하 다. ‘참가인

원수 조사’는 로그램 시작 에 출석체크를 

하기 때문에 참가인원을 알 수 있다고 응답하

다.

셋째, 수원시 공공도서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로그램을 한 ‘

문 강사  문 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11명(35.5%)으로 가장 많았고, ‘ 로그

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명(29.0%), 

‘담당사서를 한 문교육 훈련’이 7명(22.6%), 

‘ 산확보’가 3명(9.7%), ‘도서 장의 극 인 

심’ 1명(3.2%)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문 강

사의 확보가 어려워 기존의 강사를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로그램의 수가 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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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직원 한명으로는 효율 인 운 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분 빈도(%)

문 강사  문 운  인력 확보 11(35.5)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다양화 9(29.0)

담당 사서를 한 문 교육 훈련 7(22.6)

산확보 3(9.7)

도서 장의 극 인 심 1(3.2)

합계 31(100.0)

* 복응답

   <표 13>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활성화 방안

4.2.4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지역 

특성화에 한 사항

수원시를 특성화할 로그램에 한 담당자

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를 특성화 할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계획 시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에 한 질문에서 ‘향토문화강좌의 내용’이라고 

답한 담당자가 6명(54.5%), ‘향토 문화자원 

활용’이 3명(27.3%), ‘강사의 확보’가 2명(18.2%)

로 나타났다. ‘향토문화강좌의 내용’은 주제에 

따라 크게 수원의 역사, 인물, 문화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자들은 어떤 주

제의 로그램을 선택하여 운 할지 계획한다

고 하 다. ‘향토 문화자원 활용’  ‘강사의 확

보’는 수원의 활용할 만한 문화자원을 로그램

과 연계하는 것이나, 등학생을 상으로 수원

지역에 한 로그램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하는 것도 로그램 계획 시 고려의 상이 

된다고 응답하 다. 

둘째, 수원시를 특성화할 등학생 독서문

화 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어떤 종류의 

로그램을 선호하는지에 하여 조사하 다. 

‘수원의 문화재’에 한 로그램을 운 하겠

다는 응답이 8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수원의 역사’ 2명(18.2%), ‘수원의 인물’ 1

명(9.2%) 순서로 나타났다. ‘수원의 문화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이유는 수원에 세계문화

유산인 수원화성이 치하고 있어 로그램을 

운  할 때 다양한 체험 로그램과 연계하여 

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수원

의 역사’는 우리 고장의 성립 배경  변천사에 

해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담당자

의 응답이 있었다. ‘수원의 인물’은 응답율이 가

장 낮았으나 우리 고장과 련된 인물인 정조, 

정약용, 홍난 , 나혜석 등을 주제로 로그램

을 운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수원시를 특성화할 고유의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에 한 기타 의견으로 주 5

일 수업을 이용하여 주말에 수원 련 문화재 탐

방 같은 체험 로그램  정조나 정약용, 수원

화성에 한 도서를 활용하여 장을 답사하는 

로그램을 상시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 다. 그러나 수원학 련 강사는 일반인 

상의 수업에 익숙해져 어린이 수원학 문 강

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4.3 참여자 상 설문지 분석

4.3.1 참여자에 한 일반 인 사항

수원시 공공도서  등학생 상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자에 한 일반 인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수원시 11개 공공도서  등학생 독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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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를 상으로 

각 도서  당 20명씩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 다. 그  194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

문지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182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81명

(44.5%), 여학생이 101명(55.5%), 학년(1-3

학년)이 96명(52.7%), 고학년(4-6학년)이 86

명(47.3%)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구분 빈도(%)

성별
남 81(44.5)

여 101(55.5)

학년
학년(1-3학년) 96(52.7)

고학년(4-6학년) 86(47.3)

<표 14> 참여자의 일반  사항 분석

4.3.2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에 

한 사항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에 한 사

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생 상 독서문화 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로그램의 참여 경로

에 하여 조사하 다. 이에 한 결과는 ‘부모

님께서 말 하셔서’가 108명(59.3%)으로 과반

수이상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친구가 같이 가

자고 해서’, ‘스스로 오고 싶어서’라고 답한 참여

자가 각 23명(12.6%), ‘인터넷’ 9명(4.9%)의 

순서 다. 이는 도서 을 방문하는 학부모의 

로그램 신청에 의해 등학생들이 독서문화

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와 ‘스스로 오고 싶어서’ 도 

각 23명(12.6%)으로 로그램 계획 시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 ‘부모님께서 말

하셔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성별로는 남학생(64.2%)이며, 학년별로

는 학년(61.5%)이었다. 따라서 로그램의 

참여 경로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등학교 

학년이 고학년보다 부모님의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여학생의 

경우 ‘본인이 선택해서’ 오거나 ‘학교 선생님의 

말 ’으로 오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많기 때문

이며, 학년이 부모님의 향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연령이 낮을수록 스스로 선택하기 보다

는 부모님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등학생 상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 

이유에 한 결과는 ‘책 읽는 것이 좋아서 참여했

다’가 80명(44%)으로 가장 많았으나,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해 참여’했다는 응답이 78명

(42.9%)으로 두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다. ‘새로

운 친구를 사귀기 해 참여’했다 18명(9.9%), 

‘기타’ 6명(3.3%)이었다(<표 15> 참조). 교차분

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남학생은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해 참여’(55.6%)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고, 여학생은 ‘책 읽는 것이 좋아서 

참여’(54.5%)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년은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해’라고 응답한 학생

이, 고학년은 ‘책 읽는 것이 좋아서’라는 의견이 

많아 성별, 학년별 로그램의 참여 이유에 차

이가 있었다. 

셋째,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참여 횟

수는 ‘1회’가 52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이 43명(23.6%), ‘2회’ 35명(19.2%), ‘3회’ 

34명(18.7%), ‘4회’ 18명(9.9%) 순으로 나타났

다. 남학생은 ‘5회 이상’ 참여자 21명(25.9%)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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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책 읽는 것이 좋음 공부할 때 도움 새 친구 사귐 기타 체 X²(p)

성별
남 25(30.9) 45(55.6) 7(8.6) 4(4.9) 81(100.0) 12.606*

(.006)여 55(54.5) 33(32.7) 11(10.9) 2(2.0) 101(100.0)

학년
학년 39(40.6) 43(44.8) 13(13.5) 1(1.0) 96(100.0)

6.563

(.087)
고학년 41(47.7) 35(40.7) 5(5.8) 5(5.8) 86(100.0)

체 80(44.0) 78(42.9) 18(9.9) 6(3.3) 182(100.0)

*p<.05

<표 15> 로그램 참여 이유 분석 

 (백분율: %)

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1회’ 참여자(32.7%)

가 가장 많으나 남학생의 경우, ‘1회’부터 ‘5회 

이상’ 참여자가 ‘4회’ 참여자를 제외하고 비슷한 

수 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1회’ 참여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회 이상’이었으며, ‘2회’, ‘3

회’, ‘4회’ 참여자는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학생은 여학생이 

더 많았으나 지속 으로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남학생임을 알 수 있다. 학년 일수록 ‘1

회’(34.4%) 참여자가 많았고 고학년일수록 ‘5회 

이상’(30.2%) 참여가 많았는데, 학년이 고학년

일수록 ‘5회 이상’이 많은 것은 학년부터 로

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속 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등학생이 독서문화 로그램에 참여

할 경우 요시 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성별, 

학년의 차이 없이 ‘ 로그램 내용  방법’ 114

명(62.6%)을 가장 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서  치  시설’이 25명(13.7%), ‘강사수

’이 22명(12.1%), ‘수강시간’이 21명(11.5%) 

순으로 나타났다. ‘ 로그램의 내용  방법’의 

응답자 에 성별로는 여학생이 66.3%, 학년별

로는 고학년이 64.0%로 응답율이 높았다(<표 

16> 참조).

다섯째, 독서문화 로그램을 독서 로그램, 문

화 로그램, 향토문화강좌로 분류하고 로그

램에 참여했던 등학생이 어떤 유형의 로그

램에 심을 보이는지 조사하 다. 그 결과는 

모든 집단이 미술  만들기, 과학, 역사, 어학, 

환경  취미와 같은 ‘문화 로그램’(54.5%)을 

독서지도, 논술, 책놀이, 쓰기, 동화구연 같은 

‘독서 로그램’(33.9%)보다 더 선호하 다(<표 

17> 참조). ‘향토문화강좌’가 28명(11.6%)에 불

과한 것은 ‘향토문화강좌’를 개설한 도서 의 수

구 분 로그램 내용  방법 도서  치  시설 수강시간 강사수 체 X²(p)

성별
남 47(58.0) 9(11.1) 13(16.0) 12(14.8) 81(100.0) 4.700

(.195)여 67(66.3) 16(15.8) 8(7.9) 10(9.9) 101(100.0)

학년
학년 59(61.5) 19(19.8) 9(9.4) 9(9.4) 96(100.0)

7.529

(.057)
고학년 55(64.0) 6(7.0) 12(14.0) 13(15.1) 86(100.0)

체 114(62.6) 25(13.7) 21(11.5) 22(12.1) 182(100.0)

*p<.05

<표 16> 로그램 참여시 선택 기  분석 

(백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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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독서 로그램 문화 로그램 향토문화강좌 체 X²(p)

성별
남 33(33.0) 55(55.0) 12(12.0) 100(100.0) .073

(.964)여 49(34.5) 77(54.2) 16(11.3) 142(100.0)

학년
학년 45(36.0) 72(57.6) 8(6.4) 125(100.0)

6.757*

(.034)
고학년 37(31.6) 60(51.3) 20(17.1) 117(100.0)

체 82(33.9) 132(54.5) 28(11.6) 242(100.0)

 *p<.05

<표 17> 유형별 로그램 선호도 분석( 복응답)
(백분율: %)

가 은데서 연유한 것이다. 유형별 로그램 선

호도를 교차분석 한 결과 학년과 고학년의 p

값이 0.034로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학년이 ‘독서문화 로그램’

과 ‘문화 로그램’의 선호도가 높았고 고학년은 

‘향토문화강좌’의 선호도가 높았다.

여섯째, 그 동안 참여했던 로그램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독서 로그램’에 129명(49.4%)

이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 고 ‘문화 로그램’은 

119명(45.6%)으로 ‘독서 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은 ‘독

서 로그램’(44.9%), ‘문화 로그램’(49.2%)으

로, ‘문화 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더 많았고, 여

학생은 ‘독서 로그램’(53.1%)의 참여 경험이 

‘문화 로그램’(42.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참여한 로그램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 집단의 ‘독서

로그램’ 참여가 높은 이유는 ‘독서 로그램’에 

참여이유와 연 시켜 생각할 수 있는데 여학생

은 ‘책 읽는 것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기 때문에 책과 직 으로 련된 ‘독서 로그

램’에 더 많이 참여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남

학생의 경우 과학을 주제로 하는 로그램을 선

호하는 경향이 있어 ‘문화 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등학생에게 독서문화 로그램의 

운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은지 조사하 다. 

‘방학  평일’의 선호도가 65명(35.7%), ‘방학 

 주말’이 47명(25.8%), ‘학기  평일’이 45

명(24.7%), ‘학기  주말’ 24명(13.2%), ‘기

타’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

해보면 등학생들은 학기  로그램보다 방

학  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집단 간 분석 결과에서 학생의 로그램 선호 

시기는 체를 분석한 결과와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학기  평일’이 29.6%, ‘방학  

주말’이 28.4%, ‘방학  평일’이 27.2%로 세 

요소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방학  

평일, 학기  평일의 선호도가 각 31.3%로 동

일하 다.

4.3.3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내용의 

만족도

독서 로그램과 문화 로그램 참여자의 집단 

간 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해서 등학생

에게 재 참여하고 있는 독서문화 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  ‘독서

로그램 참여자’가 93명(51.1%), ‘문화 로그

램 참여자’가 89명(48.9%)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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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빈도(%)

독서 로그램 참여자 93(51.1)

문화 로그램 참여자 89(48.9)

합계 182(100.0)

<표 18> 참여 로그램 분석

수원시 공공도서  등학생 독서문화 로

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성별과 학년

별  로그램 참여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표 19>에 따라 살

펴보았다. 

첫째, 성별에 따른 남학생의 수가 높은 요

인은 강사 만족도(4.26), 참여 만족도(4.26), 이

해도(4.20), 창의성(4.11), 수업시간(4.10), 유익

성(4.09), 흥미도(4.07), 참여 학생 수(4.04), 수

강기간(4.01), 참여의향(4.00)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강사 만족도(4.32), 흥미도(4.29), 창

의성(4.27), 이해도(4.25), 참여 만족도(4.22), 유

익성(4.17), 수업시간(4.10), 참여의향(4.09), 수

강기간(4.04), 참여 학생 수(3.98) 순으로 나타

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만족도에서 학년은 강사 

만족도(4.34), 참여 만족도(4.28), 흥미도(4.27), 

이해도(4.21), 유익성(4.17), 창의성(4.15), 수

업시간(4.10), 참여의향(4.08), 수강기간(4.06), 

참여 학생 수(4.02) 순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은 이

해도(4.24), 강사 만족도(4.23), 참여 만족도(4.19), 

창의성(4.17), 흥미도(4.10), 유익성(4.09), 수업

시간(4.09), 참여의향(4.01), 수강기간(3.99), 참

여 학생 수(3.99)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그램 참여자별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독서 로그램 참여자는 이해도(4.29), 

강사 만족도(4.26), 참여 만족도(4.24), 유익성

(4.17), 창의성(4.09), 참여의향(4.08), 수강기

구분 흥미도 창의성 이해도 강사 유익성
수업

시간 

수강

기간

참여

학생수

참여

만족도

참여

의향

남
μ

(σ)

4.07

(.771)

4.11

(.866)

4.20

(.781)

4.26

(.755)

4.09

(.869)

4.10

(.903)

4.01

(.955)

4.04

(.828)

4.26

(.803)

4.00

(.987)

여
μ

(σ)

4.29

(.712)

4.27

(.747)

4.25

(.865)

4.32

(.761)

4.17

(.775)

4.10

(.755)

4.04

(.905)

3.98

(.872)

4.22

(.716)

4.09

(.826)

t 값 .055 .193 .686 .611 .279 .998 .844 .655 .714 .508

학년
μ

(σ)

4.27

(.732)

4.15

(.729)

4.21

(.794)

4.34

(.765)

4.17

(.816)

4.10

(.827)

4.06

(.892)

4.02

(.858)

4.28

(.736)

4.08

(.736)

고학년
μ

(σ)

4.10

(.752)

4.17

(.829)

4.24

(.867)

4.23

(.746)

4.09

(.821)

4.09

(.821)

3.99

(.964)

3.99

(.847)

4.19

(.775)

4.01

(.775)

t 값 .133 .816 .771 .324 .545 .324 .591 .798 .396 .593

독서
μ

(σ)

4.20

(.705)

4.09

(.702)

4.29

(.774)

4.26

(.736)

4.17

(.761)

3.97

(.814)

4.06

(.832)

3.97

(.758)

4.24

(.758)

4.08

(.758)

문화
μ

(σ)

4.17

(.787)

4.21

(.872)

4.16

(.878)

4.33

(.780)

4.09

(.874)

4.24

(.812)

3.99

(1.02)

4.04

(.940)

4.24

(.754)

4.02

(.754)

t 값 .675 .278 .279 .547 .499 .027* .582 .542 .996 .693

μ = 평균, σ = 표 편차, *p<.05 

<표 19> 로그램 내용 만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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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4.06), 흥미도(4.05), 수업시간(3.97), 참여 

학생 수(3.97)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로그램 

참여자는 강사 만족도(4.33), 수업시간(4.24), 참

여 만족도(4.24), 창의성(4.21), 흥미도(4.17), 이

해도(4.16), 유익성(4.09), 참여 학생 수(4.04), 참

여의향(4.02), 수강기간(3.99)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로그램 내용의 만족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강사 만족도 고, 특히, 학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 다. 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

타낸 것은 참여 학생 수로, 특히, 독서 로그램 

참여자가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 이유는 학년의 경우 강사와 상호작

용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강사 만족도가 

체 으로 높은 이유는 각 도서 이 등학생 

상 독서문화 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를 섭

외하는 기 을 볼 때, 등학생들이 로그램에 

집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사를 우선 으로 채용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과는 달리 더 

친근하고 편안하다고 평가한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독서 로그램의 참여 학생 수의 만족도

가 낮은 이유는 문화 로그램보다 학생 수에 

따라 수업에 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이

며, 체 으로 참여 학생 수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성별, 학년별  로그램에 맞추어 참여 

학생을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로그램 내용 만족도를 집단별로 교

차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차이

가 없다고 분석되었고, 독서 로그램과 문화

로그램 참여자 사이에 수업시간의 만족도에서

만 유의수  5%에 해당하는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독서 로그램과 문

화 로그램 사이에 실제 인 수업시간 길이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 으로 체험 로그램

의 유형이 많은 문화 로그램의 수업시간 길이

를 더 짧게 느껴 더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4.3.4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도서  

시설의 만족도

수원시 공공도서  등학생 독서문화 로

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성별과 학년

별  로그램 참여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지 <표 20>에 따라 살펴보았다.

구분 강의실청결도 강의실 치 최 온도 편의시설 시설 반

남학생 μ(σ) 4.32(.722) 4.10(.889) 4.04(.914) 4.20(.900) 4.19(.765)

여학생 μ(σ) 4.19(.689) 4.18(.829) 3.99(.877) 4.28(.695) 4.11(.664)

t 값 .207 .535 .725 .501 .508

학년 μ(σ) 4.18(.740) 4.18(.808) 4.00(.918) 4.25(.795) 4.20(.723)

고학년 μ(σ) 4.33(.659) 4.10(.908) 4.02(.867) 4.23(.792) 4.19(.695)

t 값 .156 .570 .861 .882 .895

독서 μ(σ) 4.18(.642) 4.16(.696) 3.98(.794) 4.23(.709) 4.15(.625)

문화 μ(σ) 4.31(.763) 4.12(.998) 4.04(.988) 4.26(.873) 4.24(.788)

t 값 .208 .767 .617 .782 .404

μ = 평균, σ = 표 편차, *p<.05

<표 20> 도서  시설 만족도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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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별에 따른 남학생의 수가 높은 요인

은 강의실 청결도(4.32), 편의시설(4.20), 시설 

반(4.19), 강의실 치(4.10), 최 온도(4.04) 순

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편의시설(4.28), 강의

실 청결도(4.19), 강의실 치(4.18), 시설 반

(4.11), 최 온도(3.99)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만족도에서 학년은 편의

시설(4.25),시설 반(4.20), 강의실 치(4.18), 

강의실 청결도(4.18), 최 온도(4.00) 순으로 나

타났다. 고학년은 강의실 청결도(4.33), 편의시

설(4.23), 시설 반(4.19), 강의실 치(4.10), 

최 온도(4.02)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그램 참여자별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독서 로그램 참여자는 편의시설(4.23), 

강의실 청결도(4.18), 강의실 치(4.16), 시설 

반(4.15), 최 온도(3.98)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로그램 참여자 강의실 청결도(4.31), 편의시설

(4.26), 시설 반(4.24), 강의실 치(4.12), 최

온도(4.04)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 으로 분석해보면 강의실 청결도와 편

의시설은 모든 집단에서 만족스럽게 나타났고, 

특히 강의실 청결도는 고학년에서, 편의시설은 

여학생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 다. 한 최

온도는 모든 집단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독서 로그램 참여자가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의실의 

청결도는 고학년이 가장 청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편의시설의 경우 여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편의시설

을 자주 이용하여 편의시설에 한 심이 높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최 온도가 가

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이유는 최근 정부의 

에 지 약 실천으로 실내온도를 정해진 기

에 맞추어 운 하기 때문에 당일 기온에 따라 

온도의 조정이 어려워 최 온도의 만족도가 가

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도서  시설 만

족도를 집단별로 교차 분석하여 유의한지 분석

한 결과는 모든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4.3.5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지역 

특성화에 한 사항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 지역 특성화에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공공도서 에서 등학생 상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할 때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로그램을 운 하는지에 한 

사항을 조사하 다. 조사항목으로는 수원지역을 

특성화 할 수 있는 문화 로그램 수강 경험, 선

호하는 로그램의 주제, 수원시 특성화 로그

램 참여 의향 등이 조사되었다. 그 결과 ‘수원시

를 특성화한 등학생 상 독서문화 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명(7.1%)에 

불과하 고, ‘수강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69

명(92.9%)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분석 결과 성

별, 학년별 차이 없이 수강 경험이 없다는 응답

이 많았다. 수원시 특성화 로그램 수강경험

을 학년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p값이 0.026으

로 나타나 학년과 고학년사이에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분석되어 고학년이 향토문화강좌의 

수강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특

성화 로그램에 참여해봤다고 응답한 등학

생들에게 참여한 로그램을 조사 했을 때, ‘세

계문화유산 화성바로알기’, ‘거 기 만들기’, ‘화

성 북아트’, ‘우리 고장 이야기’, ‘정조이야기’, 

‘수원에 한 역사 수업’ 등 수원화성과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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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나 만들기 수업이 부분을 차지했다.

둘째, 수원시를 특성화할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어떤 종류의 로그램

에 참여하고 싶은지 조사하 다. 그 결과 ‘수원

의 역사’, ‘수원의 문화재’, ‘수원의 인물’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원시를 특성화할 독서문화 로그램

을 개설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학생

들을 상으로 조사하 다. 그 결과 ‘참여하겠

다'고 응답한 어린이가 96.7%로 부분을 차지

하 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어린이는 

3.3%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등학생들의 이유는 학원 등으로 시간이 없어

서, 바빠서, 흥미가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5. 문제   개선방안

수원시 공공도서  등학생 독서문화 로

그램의 운  황을 분석하여 제기된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자는 소속 도서 의 특성에 맞는 

로그램을 제공하기 해 독서문화 로그램 

담당자들 사이에 정기 인 모임  온라인 

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매년 늘어나는 로

그램으로 담당자들은 새로운 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력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홍보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한다. 도서 을 자주 

찾지 않는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

록 방송, 지역신문, SNS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문 강사 채용을 한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한다. 독서문화 로그램 담당자들은 

문 강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사 인

력풀을 구축한다면 문 강사 채용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다.

넷째, 독서문화 로그램을 한 자원 사자 

모집을 해 독서문화 로그램에 자원 사를 

활용하고 있는 도서 을 벤치마킹하거나 잠재

인 자원 사자들을 해 교육 로그램을 운

해야한다. 한 각 도서 의 동아리와 자원

사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공공도서 의 독서문화 로그램을 

한 시설을 강당과 강의실에 국한시키지 말고 

규모의 독서 로그램을 운 하기 한 규

모 시설을 마련해야한다.

여섯째, 사서 설문 결과 독서 로그램만 운

해야한다는 의견과는 달리 참여자의 설문 결

과는 문화 로그램의 선호도가 높았다. 그 이

유는 독서는 학습과 련된 것이라는 인식 때

문이었는데 독서 로그램에 한 등학생의 

참여를 유발 시키도록 로그램의 제목이나 주

제를 다양하게 변경하여 개발해야 한다. 한 

독서 로그램과 문화 로그램을 연계하여 

등학생에게 독서 로그램의 참여를 높이기 

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독서문화 로그램의 내용이나 진행 

방식에 따라 참가 인원수를 조정하여 모집하여

야 한다. 로그램의 정인원을 고려하지 않

은 채 참여를 원하는 학생이 많다고 해서 다수

의 학생을 모집한다면 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참가 인원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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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로그램 운  시 정해진 실내온도

에 한 안내를 충분히 하고 폭염 시 도서  외

부의 공원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 온도

에 한 불만을 여야 한다. 정부의 에 지 

약 실천으로 정해진 실내온도에 따라 로그램

을 운  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만을 최소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향토문화 강좌의 활성화를 해 문

화 술 정책 기   향토문화 술단체와 연계

하여 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향토문화강

좌에 심 많은 고학년을 상으로 로그램을 

운 해야 한다. 등학생을 한 수원 련 

로그램을 운 하기 한 강사 채용  로그

램 운 을 연계하고 고학년을 상으로 향토문

화 강좌를 개발한다면 수원시 공공도서 의 향

토문화강좌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공공도서 은 사회  변화에 따라 문화 ․

교육  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이에 부응하기 

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 다. 특히, 등학

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

하여 도서 은 등학생이 학교 교육방식에서 

벗어난 창의 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독서

문화 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11

개 공공도서 에서 최근 5년 동안 실시하고 있

는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의 운  황을 

분석하고, 이에 한 문제 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공공도서 의 등학생 상 독서문화 로그

램은 최근 5년 동안 848개의 독서문화 로그램

이 운 되었다. 그  북수원도서 과 경기평

생교육학습 , 세 개의 어린이도서 이 로그

램의 운 횟수가 높았고, 향토문화강좌는 선경

도서 에서 가장 많이 운 하 다. 연도별로 

독서 로그램은 2010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

했으며, 문화 로그램 역시 계속 증가하는 모

습을 보여, 독서문화 로그램의 운 횟수는 매

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생 독서

로그램은 독서교실  독서지도를 가장 많이 

운 하 으며, 문화 로그램은 미술  만들기, 

과학, 역사가 많이 운 되고 있었다.

둘째, 로그램에 한 기획  평가에 한 

분석으로 등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을 한 

도서  시설은 강당 는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담당자들은 반 으로 로그램 운

에는 정 이었으나 독서 로그램만을 운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어린이의 독서습

향상과 도서  이용습 을 해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로그램 계획은 학부모  

년도 로그램을 반 하여 담당자가 주도 으

로 로그램의 기획을 할 수 있었다. 홍보방법

은 도서  내부 홍보물과 인터넷을 통해 홍보

하고 있었고, 새로운 로그램 개발  담직

원 부족 등을 로그램 운  시 문제 이라고 

생각하 다. 로그램의 평가는 참여어린이 의

견과 반응을 조사하여 단하고 있었고, 로

그램 활성화를 해 문 강사와 담직원의 

확보가 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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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에 의해 참여한 학생이 많았고, 남학생은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해, 여학생은 책 읽는 

것이 좋아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들은 로그램의 내용  방법을 고려하여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선호하는 로그램

은 문화 로그램인 반면에 독서 로그램에 참

여한 경험이 더 많다고 조사되었다. 참여자들

은 방학과 주말 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로그램 내용 만족도를 분석한 결

과 강사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참여 학생 수

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한, 독서 로

그램의 참여 선호도는 문화 로그램에 비해 낮

았으나, 참여자의 로그램 참여 후 조사한 흥

미도는 독서 로그램이 문화 로그램보다 높

았으며, 참여 만족도에서는 독서 로그램과 문

화 로그램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결과 수업시간 만족도에서 독서 로그램

과 문화 로그램 참여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도서  시설은 강의실 청결도와 편의시

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최 온도의 만족도

가 가장 낮았다. 지역 특성화 로그램은 부

분의 학생이 참여 경험이 없었으나 참여의향에

는 정 으로 응답하 고, 향토문화강좌를 선

호하는 학생은 고학년이 많았다. 학생들은 수

원의 역사에 해 가장 심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 11개 공공도서 은 등

학생 독서문화 로그램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심 뿐 만 아니라 참여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

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수원시 공공도서 의 

등학생 상 독서문화 로그램 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독서문화 로그램의 참여자

의 요구에 맞게 문제 을 개선하고, 수원시 고

유의 독서문화 로그램을 개발하며, 수원시 공

공도서 의 다양한 주제의 실증 인 연구가 꾸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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