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독서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역할에 한 
지역 주민과 사서의 인식에 한 연구*

- 경기도를 심으로 -

A Study on the Residents’ and School Librarians’ Perception on the Role of
School Library as Local Reading Cultural Center: Focusing on Gyeonggi-Do

조 미 아 (Miah Cho)**

허 정 희 (jeonghee Heo)***

 록

본 연구는 지역 독서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의 역할에 한 지역 주민과 학교도서  사서의 인식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하여 경기도 지역의 지역 사회에 개방하고 있는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수행하 으며, 학교도서  사서를 상으로 화인터뷰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다수는 학교도서 의 독서문화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운 된 독서문화 로그램에 한 만족도는 정 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주민들은 독서문화 로그램이 학교도

서  활성화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도서  담당 사서는 지역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의 역할이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산 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has a purpose of understanding residents’ and librarians’ perception on the role of 

school library as local reading cultural center.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survey on the residents’ 

in schools located in Gyeonggi-do, Korea whose library is open to local community and conducted 

telephone interview with librarians in these school libraries.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esidents’ perceived that reading cultural programs of school library 

are necessary and showed positive satisfaction on the currently running reading cultural programs. 

Moreover, the residents’ perceived that the reading cultural programs had positive impact on the 

activation of school library. Second, although librarians in charge of school library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school library as local cultural center, it was shown that school 

library was not providing diverse reading cultural programs due to budget in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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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그동안 지역의 독서문화센터로서 역할은 주

로 공공도서 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도서 법｣(법률 제13660호)에 나타난 바

와 같이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

보이용․독서활동․문화 활동  평생교육을 

하여 설립 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IFLA 

학교도서  가이드라인(2015)의 권고안에 의

하면 학교도서 은 공공도서 , 학도서 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평생교육을 

한 자원과 서비스에 한 근을 강화하고, 책

임감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2007)에서도 학교는 공

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문화

 통의 유지․발 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하여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 이 지역 사회 독서문화센

터로서 역할을 극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지역 주민을 한 학교도서  개방과 독서문화

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기본 인 여건을 확보

하는 것이 필수 이다. 최근 몇몇 학교도서

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해 학교도서 을 개

방하여 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평일 녁과 주말에

도 학교도서 을 개방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도서 도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학교도서 은 교육과정 

실 을 그 심에 두고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

지 않는 범 에서 지역사회의 정보문화센터로

서 지역주민에게 자료 이용 서비스  독서문

화 진흥을 한 독서모임 등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는 2012년부터 독서문화 로그램의 제공  지

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한 방법

으로 학교도서 의 야간 지역사회개방 사업을 

운 하고 있다. 학교도서 이 지역의 독서문화

센터로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황

을 악하고 지역주민과 사서의 인식을 악하

는 것은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독서문화센터

로서 학교도서  역할에 한 지역주민과 학교

도서  사서의 인식이 어떠한지 경기도 지역을 

심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하여 지역을 한 독서문화센터로서 역할을 담

당하기 한 학교도서  운 의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차

본 연구는 지역 독서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역할에 한 지역사회 주민과 학교도서  

담당자의 인식을 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각 교육지원청

의 학교도서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지역사회 

개방 학교도서 의 황을 악하고 련 자료

를 수집하 다.

둘째, 경기도 지역사회개방 학교도서  8개

교에서 실제 운 한 학교도서  독서문화 로

그램의 내용을 조사하 다. 

셋째, 경기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등학교 

도서 에서 지역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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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로그램 운 에 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설문지로 조사하 다.

넷째, 경기도 지역개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도서  사서를 상으로 지역문화센터로

서 학교도서 의 역할에 한 인식에 해 

화인터뷰를 실시하 다. 

 

1.3 용어의 정의

∘지역사회개방 학교도서 :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역주민을 해 개방하는 학

교도서 을 ‘지역사회개방 학교도서 ’으

로 정의한다.

∘지역사회 야간개방 학교도서 : 본 연구

에서는 특히, 평일 야간 시간과 토요일에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는 학교도서 을 

‘야간 지역사회개방 학교도서 '으로 정의

한다.

∘독서문화 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

서 에서 진행하는 독서교육  독서 로

그램, 체험 로그램, 문화 로그램을 통칭

하여 학교도서 의 ‘독서문화 로그램’으

로 정의한다.

1.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학교도서 을 상

으로 지역 독서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역할

을 으로 연구하 으므로 지역마다 학교

도서 의 지역사회 개방 정책이 상이하므로 일

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2. 이론  배경

2.1 지역 독서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 의 

역할

학교도서 진흥법(2016)에서는 학교도서

을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  설립․

운 ․지원 등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

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발달에 이바지함을 목

(학교도서 진흥법 2016. 12. 20. 일부개정. 

제1조)으로 명시하고 학교도서 을 지역문화

센터로서 학교도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도서 은 도서 법 제 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제 1항의 따른 업무수행에 지

장이 없는 범  안에서 지역사회를 하여 개

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학교도서진흥법 제 

6조 학교도서 의 업무). 따라서 학교도서 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노

인․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한 로그

램을 개발 보 할 수 있다(학교도서 진흥법 

제6조 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 운   독서교육 

진흥 조례(경기도 교육청 2011)에서는 학교도

서 이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효율 으

로 운 하기 하여 학교도서 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를 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  운 에 필요한 행

정 ․재정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

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 시설과 인건

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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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연구

그동안 지역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 이 지

역주민을 해 학교도서 을 개방할 것을 제안

하고 학교도서  개방 운  실태와 이용자 만족

도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지 (2007)은 

경기도 공공도서 이 운 되고 있지만 지역주

민이 도서 서비스를 공 받기는 충분하지 않

음을 지 하고 시설 치와 보행이 가능한 근

성이 가능하고 평생교육의 지역교육커뮤니센

터로 학교도서 은 교직원과 학생의 이용에 지

장이 없는 범 에서 지역주민에게 시설과 자료

를 개방하고 개방형 학교도서 을 운 해야 함

을 제안하 다.

신지연과 김유승(2012)은 2001년부터 2011

년까지 10년간 지방자치단체와 등학교 간의 

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개방서비스를 실시

하 던 서울 강남구 내 등학교도서 을 상

으로 운  황과 문제 을 분석하고 학교도서

 개방에 한 도서  담당자와 학부모  이

용자를 상으로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학교도서  문 인력의 확보

와 배치, 안정  재정 지원의 확보, 학교와 지방

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참

여하는 의체 구축을 제안하 다. 

신한솔(2013)은 정보화시 와 교육과정의 변

화와 요구에 응하여 학교도서 을 지역주민

에 개방하여 도서  환경과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도서  분 규모의 도서 을 두

어 교육과 문화 로그램  평생교육을 제공

해야 한다고 하 다. 학교도서 이 지역사회의 

정보활용공간과 평생교육공간, 지역커뮤니 이

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구성과 배치유형을 

제시하 다. 

김하정(2011)은 2009년 교육부의 2차 학교

도서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독서교육  도

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교육부가 

선정한 100개 학교  설문에 응한 90명의 지역

문화센터 담당교사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야간 개방 시간 확 에 비해 이

용하는 시간은 학교 일과시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극  학교도서  개방과 홍보

에 비해 주간 평균 이용 수도 사업 후와 차이

가 거의 없었다. 학교도서 을 개방하고자 할 

때는 지역별, 학교 규모별, 지리  치별로 개

방시간과 개방 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시 (2015)은 경상남도 소재 지역사회 개

방형 등학교도서 의 교사와 이용자를 상

으로 지역사회 개방 산 지원을 받는 학교와 

받지 않은 학교가 학교도서  운 과 이용자 만

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문지로 조사

하 다. 지역사회 개방 산을 지원받는 등학

교 도서 과 지원을 받지 않은 등학교 도서  

운 과 이용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지역사회 개방 산을 지원받는 학교도서

의 경우 이용자 수와 출권수가 증가하 다. 

지역사회 개방 산을 지원받는 학교도서  이

용자들은 학교도서 에 정 이고 이용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성(2010)은 학교도서 의 지역사회 개

방 정책의 문제 과 한계를 정리하고 개선방안

을 모색하 다.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와 한계

로 지역주민 이용률 조, 담당 인력의 고충 가

, 학교도서  인력체제 왜곡, 학교도서 의 

기능 확립 해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이

면과 배경에는 지역개방을 한 기본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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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 지역개방에 한 개념과 인식의 오류, 

정책 취지의 오해와 왜곡, 력에 익숙하지 않

은 조직 문화와 행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학교도서 의 지역사회 개방을 한 원리로 타

당성과 목 성의 원리, 지역공동체 연  원리, 

단계  근과 략  운  원리 등을 제시하

다.

 

3. 경기도 지역사회개방 학교도서  
운  황 분석

3.1 지역사회 개방 학교도서  수의 변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 을 교육공동체 자

산으로써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  안에

서 지역사회를 하여 개방할 수 있다고 학교

도서  업무에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경기

도 ․ ․고등학교의 85%인 2,000개 학교

도서 이 지역주민을 해 개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경기도에서는 지역사회개방 학교도서   

지역주민에게 평일 야간과 일요일에도 개방하

는 지역사회 야간개방 학교도서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학교도서  야간개방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학교도서  야

간 지역사회개방사업은 도서 구입과 로그램

운 비, 인건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력하여 

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하 다. 2012년

에는 6개 지자체에서 13개교가 학교도서  야

간 지역사회 개방 사업에 참여하 고, 2013년

에는 9개 지자체 24개교, 2014년에는 8개 지자

체 21개교, 2015년에는 8개 지자체 24개교 는

데 2016년에는 8개의 지역청 소속 17개교로 지

역사회 야간개방 학교도서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교육청명 학교 수
학교

도서  수

개방

학교 수

개방율

(%)
교육청명 학교 수

학교

도서  수

개방

학교 수

개방율

(%)

수원 200 200 170 85.0 용인 182 182 168 92.3

성남 157 157 129 82.1 안성 57 57 48 84.2

안양과천 97 97 81 83.5 김포 77 77 70 90.9

부천 127 127 110 86.6 시흥 77 76 69 90.7

명 46 46 43 93.4 의정부 70 70 58 82.8

안산 108 108 94 87.0 동두천양주 72 70 52 74.2

평택 100 100 91 91.0 고양 162 161 142 88.1

군포의왕 71 71 65 91.5 구리남양주 142 142 113 79.5

여주 45 45 33 73.3 주 102 101 89 88.1

화성오산 181 181 147 81.2 연천 21 21 19 90.4

주하남 87 85 65 76.4 포천 52 52 38 73.0

양평 43 43 37 86.0 가평 24 24 22 91.6

이천 59 59 47 79.6 합계 2,359 2,352 2,000 85.0

<표 1> 경기도 지역별 학교도서  지역사회 개방 학교도서  황

(2016. 12.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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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자체 수 6 9 8 8 8

상 학교 수 13 24 21 24 17

<표 2> 연도별 학교도서  지역사회 야간개방 학교 황

지역사회 야간개방 학교도서 이 감소한 이

유를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도서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약된다. 법제처에서 지자체가 비정규

직 사서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른 야간 개방 학교도서  산의 감소, 야간 

지역사회개방 학교도서 의 이용률 조, 야간 

개방 학교도서  사서의 1년 계약 후 계약 해지

에 따른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에 의한 고충 때

문인 것으로 악되었다.

2015년에 수원지역 야간 개방교가 10개 는데

요. 2016년에는 4개로 었어요. 지방자치단체

인 시청에서 교육경비로 학교도서 을 지원하

고 있었는데요. 사서인건비를 교육경비에서 주

는 것이 합당하냐는 법제처 질문에 시설은 지원

할 수 있지만 사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어요. 지자체 질의 

사례가 나오니까 지역개방이 문제가 되는 거

요. 사서는 계속 채용하는 직종인데요. 각 지자체

마다 지역개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하

는 거지요. (수원교육지원청 학교도서  담당 

L 장)

부천은 2015년에 2개교가 야간개방을 하 는

데 지역의 이용률이 조해서 2016년에는 야

간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장주변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 트단지처럼 이용자가 

없거든요. (부천교육지원청 학교도서  담당 

S 장)

지역주민을 하여 야간개방사업이 야심차게 

시작되었지만 인력이 교육공무직화 되면서 단

체 약과 엮이는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

습니다. 를 들면, 개방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1년 단 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같은 사람을 계속 계약하게 되고 동일사업을 1년 

이상 같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을 하도

록 단체 약에 되어 있어요. 계약할 때 1년 단

라는 것을 알고 하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노조를 

통해 항의를 하게 되거든요. (경기도교육청 C사

무 )

3.2 지역사회 개방 학교도서 의 독서문화 로

그램

학교도서 에서 운 하는 독서문화 로그램

의 내용을 악하기 하여 경기도 지역사회 

개방 8개의 학교도서 에서 운 한 독서문화

로그램은 다양하게 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 의 독서문화 로그램을 자녀교육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좌, 학생과 부모가 참

여하는 도서  문화행사, 독서지도 로그램, 

개인 취미나 교양을 한 강좌, 자격증 과정으

로 구분하 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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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독서문화 로그램

자녀교육에 한 정보를 제공 강좌
성격검사를 통한 자녀이해, 자녀의 어지도법, 책 교실 연구회, 자녀 독서지

도특강, 자녀교육 “우리아이, 행복한 꿈을 발견하라”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는 도서  문화행사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동화, 엄마표 책놀이, 역사 탐방, 1박 2일 독서캠 , 

문학 기행, 밤샘(별빛)독서, 화상 , 엄마랑 함께하는 독서교실, 엄마와 

함께 만드는 DIY 인형 만들기

독서 로그램
학부모 독서동아리, 역사토론 학부모 독서동아리, 작가와 함께 그림책 읽기, 

그림동화 읽는 맘, 어독서부모과정, 본․깨․  독서토론 지도방법

개인 취미나 교양을 한 강좌

작가와의 만남, 시인과 함께하는 시창작교실, 황순원 문학탐방, 토요 옛아이

들 놀이, 지역주민 문화교실, 지역주민 문화강연, 도자기 핸드페인 , 천연비

, 아로마 향 , 북 아트, 비즈공 , 손뜨개, 작가 갤러리

자격증 과정
에니어그램 지도사 과정, 독서상담심리사 자격과정, 동화구연지도사 자격

과정, 교과논술 북아트 지도사 과정, 명화논술지도사과정, 독서지도사과정

<표 3> 지역사회 개방 학교도서 에서 운 한 지역 주민 상 독서문화 로그램

4. 독서문화 로그램 운 에 한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결과

4.1 조사 방법

지역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의 역할에 

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조사하기 하여 지역

사회개방 등학교 11개교의 지역사회 주민을 

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지

는 2016년 3월 7일부터 배포하여 4월 8일까지 

수집하 다. 3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98부(90.3%)이다(<표 4> 

참조). 

지역 주민을 상으로 학교도서  독서문화

로그램의 인식을 악하기 한 설문지 조사

항목은 응답자의 배경, 학교도서 의 이용 목

, 학교도서  독서문화 로그램의 운 에 

한 인식, 독서문화 로그램 운 에 한 의견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5> 참조). 

4.2 설문지 응답자 배경

참여한 설문조사의 성별은 여성이 297명

(99.7%), 남성이 1명(0.3%)으로 나타났다. 자

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학교

조사 상

A

학교

B

학교

C

학교

D

학교

E

학교

F

학교

G

학교

H

학교

I

학교

J

학교

K

학교
합계

배포된 설문지(수)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30

회수된 설문지(수) 30 30 30 30 23 30 27 30 20 18 30 298

회수율(%) 100 100 100 100 76.7 100 90 100 66.7 60 100 90.3

<표 4> 설문지 배포  회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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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조사 항목

설문 응답자 배경 ∙성별, 나이, 직업, 학력

학교도서 의 이용목 ∙학교도서  이용 목

학교도서

독서문화 로그램에 

한 인식

∙독서문화 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에 한 인식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독서문화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참여한 독서문화 로그램

∙유익한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한 독서문화 로그램 만족도

∙필요한 독서문화 로그램

∙독서문화 로그램의 개선

∙독서문화 로그램이 도서  활성화에 미치는 향

독서문화

로그램 운 에 한 의견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을 한 학교도서 의 문제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을 하여 학교도서 에 바라는 

<표 5> 지역주민 설문조사 항목

구 분 응답(수) 백분율(%)

성별

남 1 0.3

여 297 99.7

합계 298 100.0

연령

20～29세 0 0.0

30～39세 109 36.6

 40～49세 186 62.4

50～59세 3 1.0

합계 298 100.0

직업

주부 246 82.6

행정/사무 리직 14 4.7

 교사 13 4.4

문기술직 6 2.0

매/서비스직 4 1.3

생산․운수직 1 0.3

기타 14 4.7

합계 29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33 11.1

문 학 졸업 62 20.8

학교 졸업 186 62.4

학원 졸업 17 5.7

합계 298 100.0

<표 6> 설문지 응답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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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역사회 주민의 설문지 조사 결과 

4.3.1 학교도서  이용 목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상으

로 이용 목 을 조사한 결과, 도서를 출하기 

하여 212명(71.1%), 열람실 이용을 하여 

29명(9.7%), 독서문화 로그램에 참여하기 

하여 28명(9.4%), 기타 26명(8.7%), 독서상담

을 하여 3명(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

견으로는 자원 사(사서도우미), 자녀를 기다

리는 장소로 도서 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7> 참조). 

구분 응답(수) 백분율(%)

도서를 출하기 하여 212 71.1

열람실을 이용하기 하여 29 9.7

독서문화 로그램에 

참여하기 하여
28 9.4

독서상담을 하여 3 1.0

기타 26 8.7

합계 298 100.0

<표 7> 지역주민의 학교도서  이용 목

4.3.2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  만족도

1) 학교도서  독서문화 로그램 제공의 

필요성

학교도서 에서 지역 주민을 한 독서문화

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167명(56%)으로 가

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보통이다 70명

(23.5%), 매우 필요하다 52명(17.4%), 필요하

지 않다 8명(2.7%),  필요하지 않다 1명

(0.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73.4%

가 지역사회 주민을 한 독서문화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구분 응답(수)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52 17.4

필요하다 167 56.0

보통이다 70 23.5

필요하지 않다 8 2.7

 필요하지 않다 1 0.3

합계 298 100.0

<표 8> 학교도서  지역 주민을 한 독서

문화 로그램 필요성에 한 인식

2) 학교도서  독서문화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여부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독서

문화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

과 참여 경험이 있다 119명(39.9%), 참여 경험 

없다 178명(59.%)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구분 응답(수) 백분율(%)

있다 119 39.9

없다 179 60.1

합계 298 100.0

<표 9> 학교도서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3) 참여한 독서문화 로그램의 내용

학교도서 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한 독서

문화 로그램의 내용을 조사 결과 ‘자녀교육에 

한 정보를 제공’강좌가 68명(39.1%)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는 

도서  문화행사’가 37명(21.3%), ‘자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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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독서지도 로그램’ 34명(19.5%), ‘개인의 

취미나 교양을 한 강좌’는 31명(17.8%), 기타

가 4명(2.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자녀교육의 심이 제일 

높았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도서  행사나 독서

지도 로그램 외에도 자기 개발을 한 취미나 

교양을 한 강좌도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등부모역사교육, 자녀독서지

도를 한 강연, 그림책 맘 등의 의견이 나타났

다(<표 10> 참조).

구분 응답(수) 백분율(%)

자녀교육에 한 
정보를 제공 강좌

68 39.1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는 
도서  문화행사

37 21.3

자녀와 함께 하는 
독서지도 로그램

34 19.5

개인 취미나 교양을 
한 강좌

31 17.8

기타 4 2.3

합계 174 100.0

<표 10> 지역 주민이 참여한 독서문화 로

그램(복수응답)

4) 유익했던 독서문화 로그램

지역 주민에게 유익했던 독서문화 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자녀를 한 독서지도’교육 39명

(50.6%), ‘문화강좌’ 20명(26%), ‘작가와의 만

남’ 9명(11.7%), ‘자격증과정’ 6명(7.8%), 기타 

3명(3.9%)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종합해 보

면, 자녀를 한 독서지도교육에 심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보이며 문화강좌 내용으로는 천연비

 만들기, 에코백 냅킨 공 , 캘라그라피, NIE, 

시 창작, 자녀와 함께하는 인형 만들기, 북아트 

수업 등의 의견으로 조사되었다(<표 11> 참조). 

구분 응답(수) 백분율(%)

자녀를 한 독서지도교육 39 50.6

문화강좌 20 26.0

작가와의 만남 9 11.7

자격증과정(동화 구연 독서

지도, 명화논술지도사 등)
6 7.8

기타 3 3.9

합계 77 100.0

<표 11> 지역 주민에게 유익했던 독서문화

로그램

5) 참여한 독서문화 로그램의 만족도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한 독서문화 로그램

의 만족도는 만족하다 78명(65.5%), 보통이다 

21명(17.6%), 매우 만족하다 20명(16.8%)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지역사회 주민가 참가

한 독서문화 로그램에 한 정 인 응답이 

82.3%로 나타나 다수의 주민이 학교도서 에

서 운 하는 독서문화 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표 12> 참조).

구분 응답(수) 백분율(%)

매우 만족하다 20 16.8

만족하다 78 65.5

보통이다 21 17.6

만족하지 않다 0 0.0

 만족하지 않다 0 0.0

합계 119 100.0

 <표 12> 학교도서  참여한 독서문화 로

그램의 만족도

6) 필요한 독서문화 로그램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독서문화

로그램은 ‘주민과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도서

문화행사’ 67명(33.3%), ‘인문교양교육(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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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외국어, 정보교육)’ 55명(27.3%), ‘문화

술교육(미술, 연극, 음악)’ 31명(15.4%), ‘개인 

취미나 교양을 한 강좌’ 31명(15.4%), 기타 

17명(8.5%)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지

역 주민은 학생을 한 독서문화 로그램과 인

문교양교육에 심을 보 으며 기타 의견으로

는 독서와 련된 내용으로 자녀의 독서지도와 

자녀교육, 독서토론과 련된 의견 등이 나왔

다(<표 13> 참조).

구분 응답(수) 백분율(%)

지역주민과 자녀가 

참여하는 도서  문화행사
67 33.3

인문교양교육(역사철학, 

외국어, 정보교육) 
55 27.3

문화 술교육

(미술, 연극, 음악) 
31 15.4

개인 취미나 교양을 

한 강좌
31 15.4

기타 17 8.5

합계 201 100.0

<표 13> 지역사회 주민이 원하는 독서문화

로그램(복수응답)

7) 지역 주민이 독서문화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지역 주민이 독서문화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개인 일정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74명(58.7%), ‘정보 부족’ 22명

(17.5%), ‘자녀가 갓 입학하거나 입생인 경우’

가 13명(10.%), ‘참여할 로그램이 없어서’가 

11명(8.7%), ‘ 심이 없어서’ 2명(1.6%), 기타 

4명(3.2%)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지역

주민이 학교도서 의 독서문화 로그램에 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분 응답(수) 백분율(%)

개인 일정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74 58.7

정보 부족 22 17.5

자녀가 갓 입학하거나 

입생이어서
13 10.3

로그램이 없어서 11 8.7

심이 없어서 2 1.6

기타 4 3.2

합계 126 100.0

 <표 14> 지역 주민이 독서문화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4.3.3 독서 로그램의 운 에 한 인식 

1) 독서문화 로그램이 학교도서  활성화에 

미치는 향에 한 인식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 의 독서문화 로그

램이 학교도서  활성화에 미치는 향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매우 그 다 71명(23.8%), 

그 다 193명(64.8%), 보통이다 2명(0.7%), 

그 지 않다 2명(0.7%)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

문화 로그램이 학교도서  활성화에 미치는 

향에 해 다수인 88.6%의 지역주민이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5> 참조). 

구분 응답(수) 백분율(%)

매우 그 다 71 23.8

그 다 193 64.8

보통이다 32 10.7

그 지 않다 2 0.7

 그 지 않다 0 0.0

합계 298 100.0

<표 15> 독서문화 로그램이 학교도서  

활성화에 미치는 향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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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을 한 학교도서

의 문제 에 한 의견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을 한 학교도서

의 문제 을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 산  

시설에 따른 문화 환경 부족’이라는 의견이 179명

(6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서 련  평

생교육 로그램의 부족’ 88명(29.5%), ‘도서

출  반납시스템의 미흡’ 8명(2.7%), ‘사서

의 불친   문성 부족’ 4명(1.3%), 기타 의

견 19명(6.4%)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

는 사서도우미가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표 16> 참조).

구분 응답(수) 백분율(%)

산  시설에 따른 
문화 환경 부족

179 60.1

독서 련  평생교육 
로그램의 부족 

88 29.5

도서 출  
반납시스템의 미흡

8 2.7

사서의 불친   
문성 부족

4 1.3

기타 19 6.4

합계 298 100.0

  <표 16>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을 한 

학교도서 의 문제

3)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을 하여 학교도

서 에 바라는  

지역주민에게 독서문화 로그램을 하여 

학교도서 에 바라는 을 개방형으로 조사한 

결과,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이 47명

(65.2%), ‘도서  운 ’이 8명(11.1%), ‘도서  

장서구비’ 6명(8.3%), ‘지속가능한 독서동아리’

와 ‘홍보’가 각각 4명(5.6%), 기타 3명(4.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

은 ‘교육 강좌’, ‘낭송 로그램’, ‘인문학’, ‘역사교

실’, ‘독서흥미유발 로그램’, ‘철학교육’, ‘교과

연계 로그램’, ‘역사와 인 로그램’ 등이었

다. ‘도서  운 ’에 한 내용으로는 반납․

출 기계 도입, 출기간 연장, 방과 후나 토요일 

독서문화 로그램 진행, 산 지원, 사서보조 인

력 지원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환경 재활용 로그램’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이 

가능한 로그램, ‘강사 빙 수업’, ‘ 로그램 보

조인력으로 학부모를 극 활용’, ‘학부모 독서 

동아리에 한 지원’의 의견이 나왔다(<표 17> 

참조).

구분 응답(수) 백분율(%)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 

운  
47 65.2

도서  운 8 11.1

도서  장서구비 6 8.3

지속가능한 독서동아리 4 5.6

홍보 4 5.6

기타 3 4.1

합계 72 100.0

 <표 17>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을 하여 

학교도서 에 바라는 

4.4 지역사회 주민 상 설문지 조사 결과 요약

학교도서 에서 지역주민을 상으로 독서

문화 로그램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목

은 도서 출 71.1%, 열람실 이용 9.7%, 독서

문화 로그램 참여 9.4%로 나타났다.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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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목 은 주로 도서

를 출하기 한 것이며, 그 다음이 열람실 이

용과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를 해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을 한 독서문화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민은 73.4%, 독서문화

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로그

램에 한 만족도는 82.3%로 정 인 편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다수는 학교도서 이 지

역주민을 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도서 에서 

제공한 독서문화 로그램에 한 만족도가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주민이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스 이 맞지 않아서’가 58.7%, 

‘정보 부족’이 17.5%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참

여를 고려한 독서문화 로그램의 일정 조정과 

학교도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문화 로

그램에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독서문화 로그램이 학교도서  활성

화에 미치는 향에 해 지역주민의 88.6%가 

정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의 운 을 원하는 응답이 65.2%로 나

타났다. 

 

5. 지역 독서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의 역할에 한 사서의 인식 조사

5.1 자료수집 방법  조사내용

본 연구는 경기도의 지역사회에 야간 개방하

는 학교도서  17개  에서 고등학교 4개

을 제외한 13개의 등학교 도서 의 사서  

인터뷰를 허락한 12개의 학교도서  사서(사

서교사)를 상으로 지역독서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 의 역할에 한 인식에 해 화인

터뷰를 통한 조사를 수행하 다. 

 

5.2 조사 결과

5.2.1 지역 독서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의 

역할과 요성에 한 인식 

학교도서  사서들은 독서문화의 활성화되

고, 독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지역 독

서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의 역할이 요하며, 

학교도서 이 지역문화센터로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공도서

에 비하여 학교도서 이 지역주민의 근성이 

좋고, 특히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낙후된 지역

에 치한 학교도서 의 경우 야간에 개방함으

로써 지역주민을 한 독서문화센터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도

서 이 지역의 거  도서  문화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학교도서 의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

교육이나 독서문화 로그램을 비 을 두고 운

하고 있었다. 학교도서 이 공공도서 에 비

하여 근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

만 운 비가 하지 않기에 학교도서  이용

자의 최소한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의 역할은 요하

다고 생각해요. 학교도서 을 개방함으로써 학

부모님과 인근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이용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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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좋아하시고요. 독서문화가 활성화되고 독

서할 기회도 더 많이 제공되기 때문이에요. 학교

도서 의 경우 교육과정과 련된 독서교육이

나 독서문화 로그램에 비 이 크지요. (군포 

K 등학교 사서) 

희 지역이 낙후되었거든요. 문화시설이 거의 

없어요. 아니 아  없다고 보시면 되요. 동사무소 

근처에 작은도서 이 하나 있긴 하지만 6시에 

문을 닫아서 지역주민들이 거의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녁 

8시 30분까지 개방해서, 그런 면에서 맞벌이부

부들이 많아서 늦게까지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

고, 와서 볼 수도 있고, 아이들과 손잡고 올 수 

있어서 지역의 독서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이 

요한 것 같아요. (시흥 M 등학교 사서)

 

여기는 다른 곳이랑 조  달라요 공공도서  같

은 개념도 있어요. 지역거 도서 의 역할이 있

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주민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기 과 연계해서 하는 행사하든지, 

어떤 날에 맞추어서 강사를 부른다든지, 독후활

동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성남 

C 등학교 사서)

학교도서 도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학교도서 에서는 독서교

육과 활동도 진행하고 체험활동 같은 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고 학부모 독서동아리도 활발히 

운 하고 있거든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

도 요하다고 니다. (수원 J 등학교 사서)

 

공공도서 은 공공도서 로 학교도서 은 학

교도서 로 각자 그 역할이 있어요. 학교도서

은 학생들에게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공공도서 은 일반이용자, 남녀노소 모두

에게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도서 의 경우 교육과정과 련된 독서교

육이나 독서문화 로그램에 비 이 크고 그 이

용 상이 학교에 자주 방문하고 심 있는 학생

이나 학부모가 주가 되니까요. (군포 K 등학교 

사서) 

근성에 차이가 있죠. 공공도서 은 도로에 있

으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용의 어려움이 있는

데, 우리 학교는 아 트 단지 내에 있어요. 공공도

서 은 도로에 있는데 우리 학교는 근성이 좋

아요. (군포 S 등학교 사서)

5.2.2 주요 이용자 

학교도서  특성상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상은 학부모나 학생 주인 곳이 많았다. 학

교도서 의 입지 조건이나 학교도서  상황에 

따라 공공도서 이 없는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이용이 많은 곳도 있었으며, 지역사회에 

독서에 심이 많은 분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었다. 학부모와 연계되어 지역

주민이 학교도서 을 이용하기도 하 다.

희는 등학교라 돌 의 개념이 강해서 이용

이 많았어요. 지역사회 주민은 왔었지만 학부모, 

학생 주에요. (군포 S 등학교 사서)

성인의 이용률이 많지는 않아요. 야간과 주말에 

개방함으로써 학생들의 이용이 더 많아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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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주로 늦은 시간에도 집에 가기 까지 주말

에도 학교운동장에 놀거든요. 도서 문이 열렸

으니까 여기에 와서 놀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죠. (군포 K 등학교 사서)

학부모님들이 손쉽게 도서 에 방문하고 있어

요. 우리 학교 근처에는 공공도서 이 있지 않아 

출률이 나쁘지 않고요. 직장에 나가지 않는 

학부모님( 업주부)들의 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친들의 이용률은 조한 실

정이에요. (부천 J 등학교 사서)

학부모가 주요 이용 상이세요. 학부모를 통해

서 다른 분들이 연계되어 지역주민이 오세요. 

로그램도 학부모를 통해서 연계가 되어 참여

를 하시고 활성화 되요. 학부모를 통해서 연결되

고 홍보되는 이 좋은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입소문 워가 큰 것 같아요. (시흥 M 등학교 

사서)

이용을 많이 하세요. 인근에 공공도서 이 없어

요. 학교도서 이 개방하지 않을까  걱정하시

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본 으로 책을 보러 오시

는 분도 많으시고, 자유롭게 책을 읽으실 수 있으

니까 좋아하셨어요. 토요일에는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책을 보고 빌려 가실 수 있어서 좋아하세

요. (수원 P 등학교 사서) 

이용자는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730명 

정도 있어요. 치상 학부모들의 독서에 한 

열의와 심이 높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

시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독서에 심이 많은 

분들이 찾아 들어오셔서요. 공공도서 은 차를 

이용해야 하잖아요. 학교가 아 트 단지 안에 

있어서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오세요. 의무

으로 성인도서를 사야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천 권 가까이 샀어요. (성남 A 등학교 사서) 

학교도서 은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이용

자로 보기 때문에 단순한 이용자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학생과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운 을 하고 있어요. 

(양주 A 등학교 사서) 

5.2.3 지역주민을 해 운 한 독서문화 로

그램의 종류와 호응도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할 때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로그램에 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은 자격증을 주는 

로그램을 선호해서 자격증 과정을 운 하고 있

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부모를 통해

서 다른 어머님들과 연계가 되어 다른 지역 주

민까지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로그램을 수료한 학부모는 학교도서 에 다시 

재능기부를 하는 곳도 있었다. 

로그램에 한 호응도가 많아요. 문화  혜택

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아서인지 한 번 들으시면 

다시 신청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희는 북아트 

지도자과정, 명화논술지도자과정, 자녀를 한 

독서지도자 과정 같은 문화강연을 4차례 정도 

했어요. (수원 P 등학교 사서)

희는 자격증 강좌 과정 심이에요. 동화구연

지도사요. 자격증을 주는 것을 선호하시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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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호응도 좋았고 결과물도 좋았어요. (군

포 S 등학교 사서)

지역주민을 한 문화 로그램은 독서치료, 독

서지도, 통기타이고요. 어른들은 문화 술과 

련된 강좌를 좋아하세요. 포크아트, 통기타, 캘리

그래피는 요즘 뜨는 강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호응이 많고요. 경쟁률이 2:1이어서 추첨을 

하고 그랬어요. 군포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

원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

나 재료비도 없기 때문에 많이 몰렸지요. (군포 

K 등학교 사서)

맨 처음에는 공공도서 과 비슷하게 문화 로그

램 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근하기 쉽게 하

려고요. 2009년도부터 지역사회 개방을 했었거

든요. 지  재는 독서 쪽으로 을 잡고 아  

심층 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책놀이 지

도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년도에는 북아트, 독

서논술, 마인드맵으로 로그램을 짜서 했어요. 

로그램을 수료 한 분은 다시 학교에 재능기부를 

하도록 했어요. 그 게 재능기부로 순환이 되게

끔 하니까 그 분들이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훈련이 되기도 하고요. 나가서 교육할 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학부모를 

통해서 다른 지역 어머님들과 연계가 되어서 시흥

시 구역에 오실 수 있겠다는 분들은 거의 오셔서 

교육받고 계세요. (시흥 M 등학교 사서)

학교도서  독서문화 로그램  제일 인기가 

좋은 것이 독서교실이에요. 1박 2일 학부모와 

함께 도서 에서 로그램을 진행하고, 문학기

행  체험도 다녀오기도 합니다. 학부모님을 

해서는 독서동아리와 독서와 련 로그램 

강의도 제공했어요. (수원 Y 등학교 사서)

5.2.4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의 어려운 

학교도서  사서는 산의 부족으로 지역주

민을 상으로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기가 

어려우며,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

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수막, 홍보 단지를 사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

으나 홍보 채 의 부족으로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의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시청과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으로는 

사실 일반 지역주민만을 한 로그램 개설에

는 어려움이 있어요. 로그램비가 없어요. 교육

청에서는 로그램비가 500만원 나오고, 도서구

입비가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서비만 

지원 되요. 학교입장에서는 책만 지원되니까 서

가는 부족한데 물품이  구입 안 되거든요. 

학교도 작고 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확충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수원 A 등학교 

사서)

가정통신문과 수막을 걸어놓고 시청의 새 소식

란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홍보문을 통

해서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채

이 부족해서인지 홍보방안이 부족해서인지 모르

시는 분들이 많아요. (군포 K 등학교 사서)

홍보 수막, 홍보 단지 등을 지역주민에게 

배포하더라도 이 학교에 재학하는 아이를 양육

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학교의 개방 도서 의 

존재를 잘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학교 건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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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어 방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

요. (부천 J 등학교 사서)

5.3 지역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역할에 

한 사서의 인식 조사 결과 요약

지역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 의 역할에 

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  사서들은 독서문화의 활성

화되고, 독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지

역 독서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의 역할이 

요하며, 학교도서 이 지역문화센터로서 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도서  특성상 학교도서 을 이용

하는 상은 학부모나 학생 주 으며 학부모

와 연계되어 지역주민이 학교도서 을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에 심이 많은 분이

나 노인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었다. 

셋째, 학교도서 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교육이나 독서문화 로그램을 비 을 두

고 운 하고 있었다.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할 때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로그램에 한 호

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은 

자격증을 주는 로그램을 선호해서 자격증 과

정을 운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독서

문화 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도서  사서는 산의 부족으로 지

역주민을 상으로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

기가 어려우며,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수막, 홍보 단지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으

나 홍보 채 의 부족으로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의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지역 독서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

서  역할에 해 경기도 지역의 주민과 사서

를 상으로 조사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센터로서의 독서문화 로그램

에 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지역

주민 다수가 독서문화 로그램이 필요하며 

운 한 독서문화 로그램에 한 만족도는 

정 으로 악되었다. 지역주민은 학교도서 의 

독서문화 로그램이 학교도서  활성화에 향

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도서  사서들은 독서문화의 활성

화되고, 독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지

역 독서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 의 역할이 

요하며, 학교도서 이 지역문화센터로서 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도서 은 공공도서 에 비하여 

근성은 좋으나 산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독

서문화 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학교도서 이 지역 독서문화센터로

서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도서 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상황

에 따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로그램에 한 

요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개방이 필요한 학교도서 과 그 지 않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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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의 독서문화센터로서 역할은 차이가 있

을 것이다. 특히, 주변에 공공도서 이 없는 학

교도서 이나 지역주민의 요구가 많은 학교도

서 을 해 지역 독서문화센터로서 역할을 

극 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기 한 산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

다. 이를 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도서 의 독서문화 로그램 산을 마련하

고 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학교도서 에서 지역주민을 한 독서

문화 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지역 주민의 요

구를 악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의 

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시간 에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해서는 홍보 

수막, 홍보 단지 이외에도 지역 기 의 소식

지 등과 연계하여 지역 사회에 극 으로 홍

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도서 이 지역사회 주민을 한 개

방만을 강조한다면 학교도서 의 교육 정보 제

공, 학교도서  활용수업 등 교육 인 기능의 역

할이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

에서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할 때에는 공공

도서 과 차별성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심의 

로그램을 마련하고 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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