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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운 황을 조사, 서비스 유형  운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해 국내 48개 어린이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된 문화 로그램 856종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등학령기 상 강좌형 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운 실태 

분석 결과 참여경험은 등 학년 시기, 부모 권유에 의해, 1-3회 정도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는 체험형 

문화 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목  달성을 한 유형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체험형, 참여형 문화 로그램으로, 상 연령별로는 ․유아부터의 문화 로그램 확   

등학령기까지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좀 더 략 이고 체계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한 어린이도서

서비스 자원으로서의 다양한 장서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주제를 확 하고, 지역특성화 로그램을 

개발, 운 하는 도서 의 독특한 문화  기능 구 이 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operation status of the Korean children’s library cultural 

program and analyzes the service type and operation status. Through this, it seeks the direction 

of cultural programs that can accommodate the needs of the users and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library. This study analyzes 856 kinds of cultural programs found on the homepage of 

48 children’s libraries in Korea. It was found that the lecture type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operated the most. In addition, most of the students participated one 

to three times during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by their parents’ recommendation. 

The satisfaction level of experiential cultural programs was th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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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역의 표  문화기 인 공공도서 은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 , 정치  이념과 사회 분

기에 향을 받는다. 최근 공공도서 은 이

러한 시  요구에 부응하며 문화향유의 기회 

확 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  삶의 질 향

상과 지역문화 발 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확 해 나가고 있다. 국제도서

회(IFLA)와 유네스코(UNESCO)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 도서 법 한 공공도서 의 기

능을 ‘교육, 문화, 정보의 활력소이자 필수  기

으로 개인 는 지역주민들의 문화발 을 

한 문화 술의 인식  근 편의를 제공하고 

진해야 하며, 이를 한 주요 업무로 강연회, 

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평생교육 련 행

사를 주최 는 장려해야 한다.’며 도서 의 문

화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국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실태조사에 의

하면, 2010년 기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강

좌 수는 년도에 비해 54.3% 증가하 다. 1998

년 ALA Public Programs Office의 조사 결과

에서도 미국 내 공공도서  86%가 문화 로그

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A 1999). 

이는 거의 모든 공공도서 이 문화 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운 횟수가 지속 으로 증가되고 

있어, 지역주민을 한 커뮤니티센터, 문화복지

구 을 한 표  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

의 역할이 부각됨을 보여 다. 

한편, 2016년 기  공공도서  체 이용자

는 2014년에 비해 3.1% 감소한 281,672,000명

으로 조사된 반면, 어린이 이용자 수는 2014년 

49,795,699명(17.13%), 2016년 50,393,247명

(18%)에 이른다. 이처럼 어린이 이용자 비율이 

지속 으로 높아짐에 따라 사회교육 기반시설

로서 공공도서 은 문화  기능을 수행함에 있

어 어린이 이용자를 비  있게 다루어야 할 것

이다. 학교 교육이 단순한 지식 달 수단의 일

종으로 락해버린  사회에서 자유로운 상

상력과 창의력, 인간의 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  안 망으로서 어린이도서 의 평생교육, 

문화향유 기회제공은 더욱 요하다. 특히 2012

년부터 본격 으로 시작한 주5일 수업제로 야

기된 여가시간 확 는 여가향유에 한 사회  

심을 증 시키며, 창의성과 인성,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방법의 문화 로그램에 한 

요구  심을 확 시켰다. 이러한 때 독서  

도서  이용습 이 형성되는 ․유아를 포함

한 어린이들을 한 극 인 사활동으로 어

린이도서 의 체계 ․조직  서비스는 매우 

요하다. 

그러나 어린이도서 의 문화 로그램에 

한 인식변화  핵심서비스로서의 문화 로그

램 제공이 확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른 기 과 차별성  창의성이 미흡한 유사 

문화 로그램이 운 되는 등 어린이도서  문

화 로그램의 방향성에 한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재 제공되고 있는 국내 어린이도서  문

화 로그램의 운 황을 조사하여 실질  서

비스 유형  운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어린

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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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유형을 분석하기 해 어린이도서  문화 로

그램의 개념, 유형, 목 에 련된 연구를 살펴

보았다. 유네스코는 ｢공공도서 선언｣에서 ‘공

공도서 은 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성인과 어린이 

모두가 시, 토론, 강연, 음악연주회나 상을 

릴 수 있는 공간과 기재가 필요하다’고 하며 

공공도서 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언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서 법｣ 제2조는 공

공도서  정의와 더불어 제28조에 공공도서  

업무규정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도서 을 자료

의 공간, 자료 근의 공간이라는 기능 인 이

해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일상  삶을 즐겁게 

해주는 문화공간이라는 포  이해로 확 하

다. 즉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은 지역사

회 구성원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제

공하는 로그램  이를 실행하기 한 제반 

활동으로 도서 의 문화  기능을 수행하기 

한 일련의 문화서비스 개념으로 정의한다. 

에서 제시된 공공도서  문화  기능에서 근거

하는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은 어린이도

서 서비스 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어린이

와 보호자들이 어린이도서 과 독서에 해 더 

깊은 이해와 심을 가지게 하고 안정 인 독

자로 성장하도록 도와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에게 문화  성장과 여가시간을 해 제공되는 

문화 술교육으로 술  능력 배양  자아 

형성, 인성교육에 효과를 가진다. 한 어린이

들이 가지는 권리행사를 도와주는 요한 서비

스로, 어린이들의 문화  권리 확장을 해 

술감상  크 이션 향유 기회 제공, 학습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  감수성 활성화, 어린이

도서   자료이용 진, 잠재  창의성 확  

등 어린이들의 지 , 정서 , 신체 으로 건강

한 성장을 도와주고 사회 인 역량을 개발하도

록 지지한다(김종성 2008, 199). 따라서 어린이

도서  문화 로그램은 책과 지식, 문화와 감성

의 복합 인 경험을 통해 창의 인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단 를 제공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단 의 도서  이용습 과 독서습  형성

에 기여하며, 더불어 어린이를 한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깊

이 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시

민역량, 삶의 만족도, 문화생활기여, 여가활성화

의 목 을 가진다.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유형은 각각 

어린이도서 의 사정과 이용자의 특성, 사서의 

진행 방침에 따라 내용, 방법, 형태, 그 상 역

시 매우 다양하다.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과 련하여 국내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문화

로그램 유형과 내용  성격을 구분하여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모든 항목을 포 으로 구

분한 것은 노동조와 송유안(2011, 275-299)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와 송유안의 유

형을 기반으로 에서 제시된 여러 유형구분 

 2회 이상 복되는 문화 로그램의 유형을 

채택했다. 다만, 노동조와 송유안의 유형 구분 

 독서감상문 회, 백일장, 독서퀴즈 등 회 

형태로 운 되는 콘테스트형 로그램은 부

분 행사 내에 포함되는 일회성 로그램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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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내용  성격

윤

(1983)

사 상

내용  성격

목   기능

지역사회의 특성

강습회,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독서지도  토론회, 평생독서계획, 

람․ 시, 사교, 감상

김문환

(1991)

공연 로그램 / 시 로그램

놀이 로그램 / 교육 로그램

자료 로그램

기획공연, 교류공연, 상설 시, 기획 시, 시, 청/교류 시, 

생활미술 시, 술교실, 계 술학교, 지역 술가와 주민과의 만

남을 한 로그램 등

이경민

(2003)

주제별 로그램

사 상 로그램

미디어 형태별 로그램

도서 지원 방법별 로그램

문학, 음악, 미술, 연극, 향토문화,  등

곽철완

(2009)

술 로그램

독서 로그램

주제별 강좌 행사 로그램

교육강좌 로그램

취미․문화강좌 로그램

술, 독서, 주제별 강좌행사, 교육 강좌, 취미․문화 강좌

김종성(2011)

(어린이서비스)

참여형 / 체험형 / 강좌형

콘테스트형 

독서체험형, 독서 유도형, 문화활동형, 독서 연계활동형, 학습  

진로설계형, 도서  오리엔테이션형 

노동조, 송유안

(2011)

참여형 문화 로그램

체험형 문화 로그램

객/ 람형 문화 로그램

행사형 문화 로그램

강좌형 문화 로그램

콘테스트형 문화 로그램

독서회, 자원 사, 독서치료  상담, 독서교실, 도서  견학, 독서캠

, 문화기행  탐방, 낭독회, 시회, 화감상, 공연, 만들기, 

그리기, 문화 술 활동, 문화강좌, 평생교육강좌, 특별강좌, 독서감

상문 회, 백일장, 독서퀴즈

문화체육 부

(2012)

문화행사

문화( 술)강좌

독서교육  독서문화 련 활동

문화학교, 문화교실, 독서회, 독서퀴즈, 겨울․여름 독서교실, 북스

타트, 원북 원시티, 한책 한도서 , 가족독서캠 , 도서 주간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도유미

(2015)

유아 로그램

등 학년 로그램

등고학년 로그램

등 학년 로그램

학부모 로그램

교육, 활동, 탐사탐구, 공연, 가족, 방과 후

<표 1> 선행연구의 문화 로그램 유형 구분

태로 운 되고 있음을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행사형 로그램에 포함했다. 

최종 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  문

화 로그램을 <표 2>와 같이 유형화하고, 이를 

다시 한국십진분류법(KDC) 분류표에 나타나는 

학문주제구분에 따른 주제로 분류하고, 그 참여

상을 구분했다.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참여 상 구분

과 련하여, 이미 어린이도서  주 이용자가 

‘어린이’임을 볼 때, 선행연구에서 등학생을 

학년, 고학년, 학년으로 나  것 외에는 구

분이 일치했다. 따라서 등학생의 경우 학년

과 고학년의 신체 , 정신  발달 차이가 크다는 

을 고려해 상을 좀 더 세분한 도유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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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강좌형

- 강의수강 형태의 로그램
  ) 강습회, 강연회(작가 청강연), 도서  오리엔테이션, 주제별 강좌, 취미⋅문화강좌, 교육 로그램, 학습  

진로연계 어동화읽기  독서논술, 문화활동(악기 배우기, 노래 부르기, 그림그리기, 만들기, 종이 기 등), 
화 로그램

행사형
- 도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1회성 로그램  회 형태로 운 되는 콘테스트형 로그램 등 
  ) 세미나, 축제, 독서감상문 회, 백일장, 독서퀴즈 등 

참여형
- 장기간에 걸쳐 직  참여하여 활동하는 로그램
  ) 독서(토론)회, 독서지도, 독서치료  상담, 평생독서계획, 자원 사 등 

객/ 람형
- 주로 람 형태의 소극 인 체험 로그램
  ) 시회(그림책 원화 시), 낭독회, 화감상, 공연 등

체험형
- 주로 방학 에 일시 (단기간)으로 이루어지는 로그램
  ) 놀이, 독서연계활동, 탐사탐구 활동, 북 토크, 문화기행  탐방 등

<표 2>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유형 구분

의 구분을 따르기로 하 다. 한편, 발달 인 특

징  실제 운 을 고려할 때 아와 유아는 따

로 구분하는 것이 하다고 단했으며, 학부

모  성인은 부모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  

참여를 고려해 이를 가족으로 추가 구분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의 참여 상 구분은 <표 3>과 같다.

2.2 개념 정의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황 

 유형분석을 해 선행연구 분석을 토 로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개념, 목 , 유

형, 참여 상에 한 개념을 <표 4>와 같이 정

의하 다.

구분 내용

아 1-35개월 는 1-3세를 상으로 하는 경우

유아 36개월-7세 미취학/4-7세를 상으로 하는 경우

등 학년 등학교 1-3년을 상으로 하는 경우

등고학년 등학교 4-6년을 상으로 하는 경우

등 학년 등 학년, 고학년의 구분 없이 등학교 1-6년 체를 상으로 하는 경우

부모 학부모, 지역주민으로 일반 성인 포함

가족 아와 엄마, 아와 아빠 는 유아/ 등학생과 엄마, 아빠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

<표 3>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참여 상 구분

용어 구분 정의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개념
어린이도서 이 교육 ․문화  기능을 수행하기 해 아, 유아, 등 , 등고, 등 학년, 부모, 
가족단  등을 상으로 강좌형, 행사형, 참여형, 객/ 람형, 체험형 형태로 운 하는 조직 인 
교육활동  일련의 로그램

목
어린이들이 지 , 정서 , 신체 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사회 인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지하기 
한 도서 의 교육 ․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

유형 강좌형, 행사형, 참여형, 객/ 람형, 체험형으로 구분

참여 상 아, 유아, 등 , 등고, 등 학년, 부모, 가족으로 구분

<표 4> 용어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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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연구설계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운

황을 조사하고, 서비스 유형  운 실태

를 분석함으로써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 을 가진다. 이를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국내 어린이도서 에서 운

되는 문화 로그램의 유형과 주제, 상 

연령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질문 2. 국내 어린이도서 에서 운

되는 문화 로그램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문화 로그램 

구분을 한 홈페이지 조사  운  실태조사 

과정을 통해 논의에서 다루고자 한다.

3.2 연구설계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유형별 황 

 운 실태 분석을 한 연구 차, 연구 상, 

측정방법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2.1 문화 로그램 유형구분을 한 홈페이지 

 실태분석 차

본 연구는 1차 으로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유형구분을 해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유형에 해 연구한 국내외 자료들

을 총체 으로 수집, 분석했다. 이를 통해 유형

구분의 기 을 제시하 다. 92개의 어린이도

서 을 상으로 홈페이지를 조사했으며, 조

사된 48개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856종

을 분류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도서  운

자  설문조사에 응답한 48명을 통해 어린이

도서  문화 로그램의 총 종수, 각 유형별 종

수, 각 유형별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로그램을 조사했다. 분석기간은 2016년 1월부

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연구 차는 <그림 1>과 

같다. 

3.2.2 연구 상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을 조사하기 

한 상은 2016년 기  92개 이다. 이  본 

연구는 92개 어린이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 로그램 조사가 가능한 어린이도서  48

개 을 최종 연구 상으로 하 다.

3.2.3 문화 로그램 유형화 방법

수집된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에 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

형, 상 연령, 주제, 지역 기 으로 분석을 실

시했다. 구체 인 분석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48개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된 어린

이도서  문화 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에서 구분된 유형별 어린이도서  문화 로

그램을 운 내용  형태로 재구분하 다.

둘째, 48개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된 어린

이도서  문화 로그램을 상 연령별로 구분

했다.

셋째, 48개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된 어린

이도서  문화 로그램을 주제별로 구분했다.

넷째, 48개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된 어린

이도서  문화 로그램을 지역별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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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 분석
- 도서  문화 로그램에 한 문헌 분석

- 도서  문화 로그램의 개념, 유형, 목 에 한 문헌 분석

상: 

어린이도서  

48개

홈페이지

￬ ￬
유형구분

 기  도출

-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유형구분 기  제시

- 5개의 유형구분, 7단계의 상구분, 10개의 주제, 4개 지역을 

구분하여 기  도출

￬ ￬

문가 자문

- 선행연구결과 도출된 기 에 하여 7명의 문가를 선정, 3차에 

걸친 의견 수렴

 ∙유형구분  유형별 내용구성의 타당성

 ∙ 상연령 구분 기 의 타당성

 ∙주제  지역 구분 기 의 타당성

￬ ￬
최종 유형구분 기  도출 - 문가 의견수렴 결과 최종 유형구분기  제시

￬ ￬
어린이도서  

홈페이지 조사

- 92개 어린이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실시

- 홈페이지 상 조사 가능한 48개 도서 의 문화 로그램 조사 후 

동일 로그램명으로 반복 으로 운 되는 로그램을 통합하여 

총 856종으로 정리함

￬ ￬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분류

48개 어린이도서 의 문화 로그램 856종에 해 

- 유형구분기 (강좌형, 행사형, 참여형, 체험형, 객/ 람형)을 

용하여 유형 분류

- 상연령구분기 ( 아, 유아, 등 , 등고, 등 학년, 부모, 

가족)을 용하여 상연령을 분류

- 주제구분기 (한국십진분류표(KDC) 상 주제구분)을 용하여 

운 내용의 주제를 분류

- 지역구분기 (수도권, 남권, 부권, 호남권)을 용하여 4개 

지역으로 분류

￬ ￬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실태
- 어린이도서 의 문화 로그램 운 실태를 조사․분석

상:

어린이도서  

운 자 48명

<그림 1> 문화 로그램 황  유형분석 연구 차 

3.2.4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실태분석

어린이도서  운 자  설문조사에 응답한 

48명을 통해 각 어린이도서 에서 실제 운 되

고 있는 문화 로그램의 총 종수, 각 유형별 종

수, 문화 로그램에 한 이용 황  참여실

태, 각 유형별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로그램을 조사․분석하 다.

4.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황 
 유형 분석 결과

4.1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유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 92개  어린이도서  문

화 로그램을 유형, 주제, 상별로 구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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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분석해 보고자 하 다. 그러나 국가기

이 아닌 한 개인연구자가 92개 을 상으로 운

 문화 로그램의 체 목록  내용, 연령 등

을 수조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

가도서 통계시스템 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자 하 으나, 이는 체  수치만 종합되어 있을 

뿐 어린이도서 별 운  로그램명, 내용, 상 

등에 한 구체  자료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자

료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부득이 92개 어린이

도서  홈페이지에 등록된 문화 로그램을 심

으로 조사․분석하 다.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가능한 어린이도서 은 총 92개   48개

(52.17%)으로, 나머지 44개 은 정보를 제공하

지 않았다. 홈페이지 조사 상 48개 의 지역별 

분포는 <표 5>와 같다.

4.1.1 유형별 분포

본 연구에서는 최종 어린이도서  48개 에

서 조사된 로그램 856종에 하여 선행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분한 강좌형, 행사형, 참

여형, 객/ 람형, 체험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

로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을 범주화 했다.

 기 에 따리 구분한 유형별 분포는 <표 6>

과 같다. 분석결과,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의 유형은 강좌형 391종(45.7%), 참여형 166종

(19.4%), 체험형 165종(19.3%), 객/ 람형 

96종(11.2%), 행사형 38종(4.4%) 순으로 나타

나, 강좌형 문화 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강좌형 문화 로그램

강좌형 문화 로그램은 강의수강 형태의 

로그램으로 강습회, 강연회(작가 청강연), 도

서  오리엔테이션, 주제별 강좌, 취미⋅문화

강좌, 교육 로그램, 학습  진로연계 어동

화읽기  독서논술, 문화활동(악기 배우기, 노

래 부르기, 그림그리기, 만들기, 종이 기 등), 

화 로그램 등을 포함했다. 강좌형 문화 로

그램은 총 조사 문화 로그램 856종  391종

으로 체의 45.7%에 해당한다(<표 7> 참조).

이외 강연회(작가 청강연)가 30종(7.7%)

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진로연계 어동화

읽기  독서논술이 24종(6.1%) 순으로 나타

났다.

권역 수도권 남권 부권 호남권

계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구 경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주 북 남 제주

수 11 6 17 0 2 3 0 1 1 0 2 1 0 2 1 1

계 34 6 4 4 48

% 70.83 12.5 8.3 8.3 100

<표 5> 어린이도서  홈페이지 분석 지역 분포 

구분 강좌형 행사형 참여형 객/ 람형 체험형 계

로그램 수 391 38 166 96 165 856

% 45.7 4.4 19.4 11.2 19.3 100

<표 6>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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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로그램 취미⋅문화강좌
강연회

(작가 청강연)
학습  진로연계 어
동화읽기  독서논술

주제별강좌 계

로그램 수 56 134 30 24 147 391

% 14.3 34.3 7.7 6.1 37.6 100

<표 7> 강좌형 문화 로그램 분포

(1) 강좌형 문화 로그램 내 주제별강좌 

분야

강좌형 문화 로그램에는 주제별강좌가 

체 391종  147종(37.6%)으로 가장 많이 진행

되었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주제 분야는 자연

과학 분야(31종, 21.1%)이다. 그 다음으로 역사

(28종, 19.0%), 철학(23종, 15.6%), 언어(20종, 

13.6%), 문학(19종, 12.9%), 총류(8종, 5.4%), 

사회과학(9종, 6.1%), 기술과학(5종, 3.4%), 

술(4종, 2.7%)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2) 강좌형 문화 로그램 내 취미⋅문화강좌 

주제 분야

취미⋅문화강좌는 강좌형 문화 로그램 총 

391종  134종(34.3%)으로 나타났다. 내용에 

따라 주제를 구분해보면 술(96종, 71.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류(17종, 12.7%), 기

술과학(11종, 8.2%), 문학(5종, 3.7%), 사회과

학(4종, 3.0%), 철학(1종, 0.7%) 순으로 나타

났다(<표 9> 참조). 

(3) 강좌형 문화 로그램 내 교육 로그램 

주제 분야

교육 로그램은 강좌형 문화 로그램 총 391

종  56종(14.3%)으로 나타났다. 자격과정(15

종, 26.8%), 다문화교육(3종, 5.4%), 도서 과 학

습지원 교육(각 2종, 3.6%), 안 교육(1종, 1.8%)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2) 행사형 문화 로그램

행사형 문화 로그램은 도서  내에서 이루어

지는 일회성 로그램  회 형태의 콘테스트형 

로그램으로, 구체 으로 세미나, 축제, 독서감상

문 회, 백일장, 독서퀴즈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행사형 문화 로그램은 총 조사 문화 로그램 856

종  38종으로 체의 4.4%에 해당한다. 

주제 총류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언어 술 문학 역사

로그램 수 8 23 9 31 5 20 4 19 28

% 5.4 15.6 6.1 21.1 3.4 13.6 2.7 12.9 19.0

<표 8> 주제별 강좌 문화 로그램 분포

주제 총류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언어 술 문학 역사

로그램 수 17 1 4 - 11 - 96 5 -

비율 12.7% 0.7% 3.0% - 8.2% - 71.6% 3.7% -

<표 9> 취미․문화강좌 문화 로그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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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다문화교육 도서 교육 부모교육 안 교육 자격과정 학습지원

로그램 수 3 2 33 1 15 2

% 5.4 3.6 58.9 1.8 26.8 3.6

<표 10> 교육 문화 로그램 분포

행사형 문화 로그램 총 38종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캠 (13종, 34.2%)로 나타났

다. 캠 에는 도서 , 책, 친구와 친해지기 목

으로 운 되는 도서 에서 하룻밤자기, 가족캠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기념행사  축제(각 

7종, 18.4%), 콘테스트(6종, 15.8%), 캠페인(5

종, 13.2%) 순으로 나타났다. 기념행사로는 가

정의 달, 독서의 달, 문화가 있는 날, 책의 날, 

도서  생일 등을 기념하는 행사가, 축제에는 

크리스마스, 할로  티  마을잔치가, 콘테

스트에는 독서퀴즈, 독후감 공모 , 독서릴

이, 골든벨, 짓기 회, 우수회원 시상 등이 포

함되었다(<표 11> 참조). 

3) 참여형 문화 로그램

참여형 문화 로그램은 장기간에 걸쳐 직  

참여 활동하는 로그램으로, 독서(토론)회, 독

서지도, 독서치료  상담, 평생독서계획, 자원

사 등이 포함된다. 참여형 문화 로그램은 총 

조사 문화 로그램 856종  166종으로 체의 

19.4%에 해당한다. 

참여형 문화 로그램에는 도서 의 기본기

능과 연계된 문학 술활동으로 독서지도(133

종, 80.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분의 

독서지도 내용은 책 읽어주기, 독서교실, 독후

활동 등이었다. 다음으로 독서회(독서동아리) 활

동(17종, 10.2%), 평생독서계획(10종, 6.0%), 독

서상담(2종, 1.2%)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주로 활용되는 자료는 그림책, 동화책이

었으며, 다음으로 고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부분의 참여형 문화 로그램은 스

토리텔링, 노래, 첸트, 게임, 역할극, 놀이, 미술

활동 등 독서 술통합 활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4) 객/ 람형 문화 로그램

객/ 람형 문화 로그램은 주로 람 형태

구분 기념행사 축제 캠페인 캠 콘테스트 계

로그램 수 7 7 5 13 6 38

% 18.4 18.4 13.2 34.2 15.8 100

<표 11> 행사형 문화 로그램 분포 

구분 독서상담 독서지도 평생독서계획 독서회 자원 사 계

로그램 수 2 133 10 17 4 166

% 1.2 80.1 6.0 10.2 2.4 100

<표 12> 참여형 문화 로그램 분포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유형별 황  운 실태 분석 연구  109

의 소극 인 체험 로그램으로, 시회(그림책 

원화 시), 낭독회, 화감상, 공연 등이 포함된

다. 객/ 람형 문화 로그램은 총 조사 문화

로그램 856종  96종으로 체의 11.2%에 

해당한다.

객/ 람형 문화 로그램은 주로 공연(70

종, 72.9%)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연은 연극(인

형극 포함) 42종, 그림자극 10종, 마술 3종, 샌

드아트 공연 3종, 동화구연 2종, 음악회 6종, 뮤

지컬 4종으로 나타나, 어린이도서 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공연은 연극(인형극 포함)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원화 시 6종, 미술 시 5종, 작

품 시 3종, 도서 시  사진 시가 각 1종으

로, 어린이도서 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시는 그림책 원화 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5) 체험형 문화 로그램

체험형 문화 로그램은 어린이들을 상으

로 주로 방학 에 일시 으로 이루어지는 

로그램으로, 놀이, 독서연계활동, 탐사탐구 활

동, 북 토크, 문화기행  탐방 등이 포함된다. 

체험형 문화 로그램은 총 조사 문화 로그램 

856종  165종으로 이는 체의 19.3%에 해

당한다. 

구체 으로 독서연계활동(77종, 46.7%), 탐

사탐구(26종, 15.8%), 놀이(22종, 13.3%), 

술활동(19종, 11.5%), 문화기행  탐방(11종, 

6.7%), 문화체험(10종, 6.1%) 순으로 나타났

다(<표 14> 참조). 

체험형 문화 로그램 내 독서연계활동의 주

제는 주로 독서와 과학활동, 독서와 문화 술

활동, 독서와 술활동으로 주제가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과학활동으

로는 요리, 원  등이, 문학활동으로는 쓰기, 

스토리텔링이, 술활동으로는 통합 술, 미술, 

음악, 스포츠/오락, 연극, 상, 화활동 등이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학활

동으로 요리(15종, 19.5%)와 술활동으로 미

술(15종, 19.5%)이 가장 많이 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문학활동으로 스토리텔링

(12종, 15.6%)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한편 놀이(22종)는 래놀이가 부분이었으

구분 공연 화감상 시 계

로그램 수 70 10 16 96

% 72.9 10.4 16.7 100

<표 13> 객/ 람형 문화 로그램 분포 

체험형 문화 로그램

구분 놀이 독서연계활동 문화체험 술활동 탐사탐구 북 토크 문화기행  탐방 계

로그램 수 22 77 10 19 26 - 11 165

% 13.3 46.7 6.1 11.5 15.8 - 6.7 100

<표 14> 체험형 문화 로그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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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연계활동(77종)

구분
과학 문학 술 기타

요리 기타활동 쓰기 스토리텔링 통합 술 미술 음악 스포츠/오락 연극, 화 기타

로그램 수 15 4 3 12 10 15 4 7 4 3

% 19.5 5.2 3.9 15.6 13.0 19.5 5.2 9.1 5.2 3.9

<표 15> 독서연계활동 문화 로그램 분포 

며, 이 외 , 스포츠, 게임, 생태놀이 등이 진

행되었다. 술 활동은 건축, 미술, 연극, 화

(애니메이션), 음악, 책만들기 등이, 탐사탐구는 

과학실험이, 탐방은 지역문화, 인문, 천문, 생태, 

역사 등과 련하여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4.1.2 상 연령별 분포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별 

분포는 <표 16>과 같다. 분석결과, 어린이 발달

단계의 특성과 련한 연령범 는 상당히 융통

성이 있어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선행연

구 결과처럼 각 운 로그램의 상 연령구분

이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부분 유아 

로그램의 경우 부모 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등학령기 경우 등 학년

과 등고학년의 명확한 구분에 의한 문화 로

그램이 있는 반면 2-4년, 3-5년 등 그 상 연

령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화 로그램이 상당

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 에서 운 되고 있는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은 단일 이용자 유형

과 이용자 복합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복합유형인 경

우 각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 시작 에 해

당하는 상 연령에 포함했다. 를 들면, 유

아를 상으로 하는 경우 ‘ 아’로 포함하여 구

분했다. 

이를 기 으로 상 연령을 구분한 결과, 어

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은 등

학년(250종, 29.2%), 유아(190종, 22.19%), 부모

(114종, 13.31%), 등 학년(103종, 12.03%), 

등고학년(80종, 9.34%), 가족(72종, 8.41%), 

아(39종, 4.55%) 순으로 운 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 구분에 따른 상 연

령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좌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

강좌형 문화 로그램은 부모(99종, 25.3%) 

 등 학년(99종, 25.3%)을 상으로 가장 

많이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다음으로 유아(62종, 15.9%), 등 학년(56

종, 14.3%), 등고학년(46종, 11.8%), 가족

(17종, 4.3%), 아(8종, 2.0%) 순으로 나타났

다. 이  등 학년 상으로 운 되는 강좌

형 문화 로그램은 주제별강좌 48종, 문화활동 

22종, 문화강좌 10종, 학습연계독서 10종, 작가

청강연 6종, 교육용 강좌 3종 순으로 나타났다. 

상 가족 부모 아 유아 등 등고 등 학년 청소년 총계(%)

소계(%) 72(8.41) 114(13.31) 39(4.55) 190(22.19) 250(29.2) 80(9.34) 103(12.03) 8(0.93) 856(100)

<표 16>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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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족 부모 아 유아 등 등고 등 학년 청소년

소계(%) 17(4.3) 99(25.3) 8(2.0) 62(15.9) 99(25.3) 46(11.8) 56(14.3) 4(1.0)

총계(%) 391(100)

<표 17> 강좌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별 분포 

2) 행사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

행사형 문화 로그램은 가족 상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10종, 26.3%), 등

학년, 등 학년(각 9종, 23.7%), 유아(7종, 

18.4%), 부모, 아, 등고학년(각 1종, 각 2.6%)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그  가족 

상으로는 주로 도서  생일잔치, 크리스마스 

특집행사, 마을잔치, 캠페인, 가족캠 , 책읽는 

가족 시상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참여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

참여형 문화 로그램은 등 학년 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 학년(64종, 

38.6%), 유아(43종, 25.9%), 등고학년(24종, 

14.5%), 아(18종, 10.8%), 가족, 부모(각 5종, 

각 3,0%), 등 학년(4종, 2.4%) 순으로 나타

났다(<표 19> 참조). 이  등 학년을 상

으로 운 되는 주요 참여형 문화 로그램은 독

서교실, 책놀이터, 쓰기, 책모임 등이었다.

4) 객/ 람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

객/ 람형 문화 로그램의 경우 유아 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39종, 40.6%), 

가족(30종, 31.3%), 부모, 아, 등 학년(각 7

종, 각 7.3%), 등 학년(4종, 4.2%), 등고(1

종, 1.0%) 순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그  유아를 상으로 운 되는 주요 객/

람형 문화 로그램은 공연 34종, 화감상 3

종, 시 2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공연

은 연극공연이 23종, 음악공연 6종, 연

(마술, 샌드아트 등) 분야가 5종이었다.

5) 체험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

체험형 문화 로그램의 경우 등 학년 

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 학년

(71종, 43.0%), 유아(39종, 23.6%), 등 학년

상 가족 부모 아 유아 등 등고 등 학년

소계(%) 10(26.3) 1(2.6) 1(2.6) 7(18.4) 9(23.7) 1(2.6) 9(23.7)

총계(%) 38(100)

<표 18> 행사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별 분포

상 가족 부모 아 유아 등 등고 등 학년 청소년

소계(%) 5(3.0) 5(3.0) 18(10.8) 43(25.9) 64(38.6) 24(14.5) 4(2.4) 3(1.8)

총계(%) 166(100)

<표 19> 참여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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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족 부모 아 유아 등 등고 등 학년 청소년

소계(%) 30(31.3) 7(7.3) 7(7.3) 39(40.6) 7(7.3) 1(1.0) 4(4.2) 1(1.0)

총계(%) 96(100)

<표 20> 객/ 람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별 분포

(30종, 18.2%), 가족(10종, 6.1%), 등고학년

(8종, 4.8%), 아 (5종, 3.0%), 부모(2종, 1.2%) 

순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이  등

학년을 상으로 운 되는 주요 체험형 문화

로그램은 독서활동 술활동 33종, 탐사탐구 12

종, 술활동 10종, 놀이 7종, 문화체험 5종, 탐

방 4종 순으로 나타났다. 

4.1.3 주제별 분포

주제는 KDC 학문주제구분에 따라 분류했으

며,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주제는 총류

(344종, 40.1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술(221종, 25.81%)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이  술분야 활동의 상세내용을 정리하면 

총류에는 주로 독서  도서  이용을 주제로, 

독서는 문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술활동

들을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한 술 주제분야는 연극(53종, 24.0%)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화(49종, 22.2%), 공

(32종, 14.5%), 화와 스포츠(각 16종, 각 7.2%) 

순으로 나타났다. 

상 가족 부모 아 유아 등 등고 등 학년

소계(%) 10(6.1) 5(1.2) 39(3.0) 39(23.6) 71(43.0) 8(4.8) 30(18.2)

총계(%) 165(100)

<표 21> 체험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별 분포

주제별 분류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술 언어 문학 역사 계

로그램 수 344 33 1 69 58 26 221 22 46 36 856

% 40.18 3.85 0.11 8.06 6.77 3.03 25.81 2.57 5.37 4.20 100

<표 22>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주제별 분포 

술분야(221종)

구분 술 건축술
조각  

조형미술
공 서 회화 사진 음악

공연 술 오락, 스포츠

연극 화 연 기타 오락 스포츠

로그램 수 2 5 - 32 1 49 1 25 53 16 7 4 10 16

% 0.9 2.3 - 14.5 0.5 22.2 0.5 11.3 24.0 7.2 3.2 1.8 4.5 7.2

<표 23>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술분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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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지역별 분포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운 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 서울,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에

서 총 600종의 문화 로그램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체의 7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 부권( , 충남, 충북)이 

112종(13.1%), 호남권( 남, 북, 제주)이 76

종(8.9%), 남권(부산, 울산, 구, 경남)이 68

종(7.9%)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단, 이는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

로그램만을 조사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지

역별 분류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단

되어 제외했다.

4.2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운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의 실제 운 실태를 분석하기 해 국 92개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담당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  48명의 응답결

과를 토 로 유형, 주제, 상별로 운 실태  

이용자 만족에 한 운 자의 인식을 기술통계 

분석하 다. 

4.2.1 문화 로그램 운 황

1) 문화 로그램 총 종수(연평균)

응답자 소속 어린이도서 에서 운 하고 있

는 문화 로그램 총 종수에 한 연평균 통계

는 <표 25>와 같다. 

응답자 48명  문화 로그램을 운 하고 있

지 않다는 응답은 2명(4.2%)이 으며, 나머지 

46명(95.8%)은 문화 로그램을 운 하고 있

다고 응답하 다. 

문화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고 응답한 46

개 기  응답자  31-70종을 운 하고 있다는 

응답이 12명(25%)으로 가장 많았으며, 11-30

종 운 이 11명(22.9%), 71-100종 운 이 10

명(20.8%), 1-10종 운 이 9명(18.8%) 순으

로 나타났으며, 100종 이상 운 한다는 응답은 

4명(8.3%)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부분

의 어린이도서 은 문화 로그램을 요서비

지역별 분류

구분 수도권 남권 부권 호남권 계

로그램 수 600 68 112 76 856

% 70.1 7.9 13.1 8.9 100

<표 24>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지역별 분포

구분
문화 로그램 총 종수(연평균)

계
없다 1-10종 11-30종 31-70종 71-100종 100종 이상

N 2 9 11 12 10 4 48

% 4.2 18.8 22.9 25.00 20.8 8.3 100

<표 25> 어린이도서  운  문화 로그램 총 종수(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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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형별 종수

응답자 소속 어린이도서 에서 운 하고 있

는 문화 로그램 유형에 따른 종수에 한 통

계는 <표 26>과 같다. 

운 자가 응답한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의 유형별 종수는 강좌형, 행사형, 참여형, 객/

람형, 체험형 모두 1-10종 운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좌형의 경우 1-10종 운 이 

27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11-30종 운

이 14명(29.2%), 31-70종 운 이 5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행사형의 경우 1-10종 운 이 

31명(6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1-30종 운

이 10명(20.8%), 31-70종 운 이 3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형의 경우 1-10종 운 이 

37명(77.1%)으로 가장 많았으며, 11-30종 운

이 5명(10.4%), 31-70종 운 이 3명(6.3%) 

순으로 나타났다. 객/ 람형의 경우 1-10종 

운 이 34명(70.8%)으로 가장 많았으며, 11-30

종 운 이 10명(20.8%), 31-70종 운 이 3명

(6.3%) 순으로 나타났다. 체험형의 경우 1-10종 

운 이 35명(72.9%)으로 가장 많았으며, 11-30

종 운 이 11명(22.9%) 순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어린이도서 은 문화 로그램의 유

형에 따라 1-10종이 기획․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유형별 문화 로그램 이용자 만족에 

한 운 자의 인식

유형별 문화 로그램의 이용자 만족에 한 

운 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해 이용자 선호 

문화 로그램, 도서  이용률에 향을 주는 

문화 로그램, 비 을 확 하고 싶은 문화 로

그램을 유형별로 조사․분석하 으며, 그 분석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과 같이 문화 로그램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모든 유형에서 평균값이 4.14 이상으

로 나타나 어린이도서  운 자들은 문화 로

그램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체험형이 4.29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객/ 람형이 4.2292, 행사형 4.1875, 

유형 구분
문화 로그램 유형별 종수

계
없다 1-10 11-30 31-70 71-100 100종 이상

강좌형
N 0 27 14 5 1 1 48

% 0.0 56.3 29.2 10.4 2.1 2.1 100

행사형
N 3 31 10 3 1 0 48

% 6.3 64.6 20.8 6.3 2.1 0.0 100

참여형
N 2 37 5 3 1 0 48

% 4.2 77.1 10.4 6.3 2.1 0.0 100

객/ 람형
N 1 34 10 3 0 0 48

% 2.1 70.8 20.8 6.3 0.0 0.0 100

체험형
N 0 35 11 1 1 0 48

% 0.0 72.9 22.9 2.1 2.1 0.0 100

<표 26>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유형별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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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 편차

강좌형

48

4.1458 .68384

행사형 4.1875 .73387

참여형 4.0000 .61885

객/ 람형 4.2292 .62704

체험형 4.2917 .68287

<표 27> 문화 로그램 유형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분석 결과

강좌형 4.1458, 참여형이 4.0000 순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지식구조의 특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직  참여하여 활동하는 참

여형보다는 일시 으로 이루어지는 놀이, 독서

연계활동, 탐사탐구, 문화기행  탐방 로그

램에 더 많은 만족을 표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강좌형 문화 로그램 

(1) 구성  내용

강좌형 문화 로그램에 하여 총 113종의 

응답이 있었다. 단, 응답내용  연구자가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유형별 구분에서의 강좌형 문화

로그램에 합하지 않다고 단한 29종을 제

외한 84종에 한 형태를 보면 <표 28>과 같다. 

강좌형 문화 로그램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형태는 주제별 강좌로 29종(34.52%)으로 나타

났다. 취미․문화강좌가 22종(26.19%), 강연

회(작가 청강연)가 17종(20.23%), 교육 로

그램 9종(10.71%), 학습  진로연계 어동화 

읽기  독서논술이 8종(9.52%) 순으로 나타

났다. 주제별 강좌 내에는 어, 역사, 인문, 문

학, 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 운 되고 있

었다. 

(2) 상 연령

<표 29>에서 보듯이 상 연령별로는 등

학년을 상으로 하는 강좌형 문화 로그램

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19종

(22.61%)이다. 유아, 등 가 각 16종(19.04%), 

부모 12종(14.28%), 등고 8종(9.52%), 아 

6종(7.14%), 청소년 1종(1.19%) 순으로 나타

나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는 등 학년 상 

문화 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등 학년 상 강좌형 문화 로그램의 내

용면으로 보면 강연회(작가 청강연)가 6종, 

주제별강좌 3종, 취미․문화강좌 6종, 학습  

진로연계 어동화읽기  독서논술 4종 순으

로 등 학년은 주로 강연회 는 취미․문화

강좌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교육 로그램
취미⋅문화

강좌

강연회

(작가 청강연)

학습  진로연계 어

동화읽기  독서논술
주제별강좌 계

로그램 수 9 22 17 8 29 84

% 10.71 26.19 20.23 9.52 34.52 100

<표 28> 강좌형 문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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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모 아 유아 등 등고 등 학년 청소년 기타

소계(%) 12(14.28) 6(7.14) 16(19.04) 16(19.04) 8(9.52) 19(22.61) 1(1.19) 6(7.14)

총계(%) 84(100)

<표 29> 상 연령별 강좌형 문화 로그램

2) 행사형 문화 로그램

(1) 구성  내용

행사형 문화 로그램에 하여 총 88종의 응

답이 있었다. 단, 응답내용  연구자가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유형별 구분에서의 행사형 문화

로그램에 합하지 않다고 단한 19종을 제외

한 69종에 한 형태를 보면 <표 30>과 같다. 

행사형 문화 로그램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형태는 축제로 20종(28.98%)으로 나타났다. 기

념행사가 14종(20.28%), 캠 , 콘테스트가 각 

12종(17.39%), 캠페인 12종(17.39%) 순으로 

나타났다. 

축제에는 민속축제(단오, 동지, 정월 보름 

행사 등), 도깨비축제, 책 축제 형태로 운 되었

다. 캠 는 모두 도서 에서 하룻밤자기 형태로 

운 되고 있었으며, 콘테스트는 구연동화 회, 

독서감상문(감상화) 회, 독서 골든벨, 독서퀴

즈, 고 회가 있었다. 기념행사에는 개 기념, 

도서 주간, 독서의 달, 문화가 있는 날, 어린이

날, 책의 날을 기념하여 운 되며, 캠페인은 독

서릴 이, 공정무역캠페인, 리마켓, 한 도서  

한 책 읽기에 한 만족도가 높았다. 

(2) 상 연령

행사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을 보면 

<표 31>과 같다. 상 연령별로 보면 행사형 문

화 로그램은 상 연령을 상세하게 구분하기

보다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단 라던

가 등 학년을 상으로 상 연령 범 를 

넓게 운 하고 있었다. 가족( 구나 참여가능

을 포함) 상 행사형 문화 로그램의 만족도가 

27종(39.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등

학년 24종(34.77%), 유아 6종(8.70%), 등

, 등고가 각 5종(7.25%), 아 2종(2.90%) 

순이다. 

가족 상 행사형 문화 로그램의 내용면으로 

보면 기념행사(11), 축제(11), 캠페인(3), 콘테

스트(2)이며, 등 학년 상 행사형 문화 로

그램의 내용은 캠 (9), 축제(6), 캠페인(4), 콘

테스트(4), 기념행사(1) 순으로 나타났다. 한 

등  는 등고를 상으로 하는 행사형 문

화 로그램의 내용은 콘테스트(6), 캠 (2), 캠

페인(2) 순으로 나타나 등학령기를 상으로 

하는 경우 부분이 캠 , 콘테스트 등의 행사형 

문화 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기념행사 축제 캠페인 캠 콘테스트 계

로그램 수 14 20 11 12 12 69

% 20.28 28.98 15.94 17.39 17.39 100

<표 30> 행사형 문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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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족 아 유아 등 등고 등 학년

소계(%) 27(39.13) 2(2.90) 6(8.70) 5(19.04) 8(7.25) 24(34.77)

총계(%) 69(100)

<표 31> 상 연령별 행사형 문화 로그램

3) 참여형 문화 로그램

(1) 구성  내용

참여형 문화 로그램에 해 총 86종 응답이 

있었다. 단, 응답내용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별 구분에서의 참여형 문화 로그

램에 합하지 않다고 단한 10종을 제외한 76

종에 한 형태를 보면 <표 32>와 같다. 참여형 

문화 로그램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형태는 

독서지도로 38종(50.00%)으로 나타났다. 독서

회가 24종(31.58%), 자원 사 10종(13.14%), 

독서상담, 평생독서계획이 각 2종(2.63%) 순으

로 나타났다. 

독서회 형태로 운 되는 어린이사서의 경

우 독서회 체 24종  9종(37.5%)으로 이

들은 독서회 활동뿐만 아니라 자원 사까지로 

이어지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

다. 

(2) 상 연령

<표 33>과 같이 참여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별로 보면 주로 등학령기를 상으로 

운 되고 있다. 등고 상 참여형 문화 로

그램이 23종(30.26%)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등  13종(17.10%), 부모 11종

(14.47%), 유아 9종(11.84%), 등 학년, 청

소년이 각 6종(7.90%), 아 5종(6.58%), 가

족 3종(3.95%) 순이다. 등고 상 참여형 문

화 로그램의 내용면으로 보면 독서지도(13), 

독서회(9), 자원 사(1)로 나타났다. 독서회에

는 어린이사서(8)를 포함한다.

4) 객/ 람형 문화 로그램

(1) 구성  내용

객/ 람형 문화 로그램에 해 총 95종 

응답이 있었다. 단, 응답내용  연구자가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유형별 구분에서의 객/ 람형 

구분 독서상담 독서지도 평생독서계획 독서회 자원 사 계

로그램 수 2 38 2 24 10 76

% 2.63 50.00 2.63 31.58 13.15 100

<표 32> 참여형 문화 로그램 

상 가족 부모 아 유아 등 등고 등 학년 청소년

소계(%) 3(3.95) 11(14.47) 5(6.58) 9(11.84) 13(17.10) 23(30.26) 6(7.90) 6(7.90)

총계(%) 76(100)

<표 33> 상 연령별 참여형 문화 로그램



11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8

문화 로그램에 합하지 않다고 단한 10종

을 제외한 85종에 한 형태를 보면 <표 34>와 

같다. 

객/ 람형 문화 로그램으로 만족도가 가

장 높은 것은 공연으로 44종(51.76%)으로, 

시가 24종(28.24%), 화감상 17종(20.00%)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은 연극(13), 책공연(6), 

마술(4), 낭독회(4), 샌드아트공연(4), 음악(4), 

뮤지컬(2), 발표회(2)로 나타나 객/ 람형 문

화 로그램은 주로 연극공연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원화 시(13), 

도서 시(4), 일반 시(3), 미술 시(2), 발표회

(1), 시화 시(1)로 나타나 원화 시에 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상 연령

객/ 람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을 보

면 <표 35>와 같다. 상 연령별로 보면 객/

람형 문화 로그램은 행사형 문화 로그램과 같

이 상 연령을 상세하게 구분하기보다 모든 연

령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 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가족단 라던가 등 학년을 

상으로 상 연령 범 를 넓게 운 하고 있었

다. 가족 상 객/ 람형 문화 로그램이 48종

(56.47%)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등 학년 25종(29.41%), 유아 9종(10.59%), 

아 2종(2.35%), 등  1종(1.18%) 순이다. 

5) 체험형 문화 로그램

(1) 구성  내용 

체험형 문화 로그램에 해 총 93종 응답이 

있었다. 단, 응답내용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별 구분에서의 체험형 문화 로그

램에 합하지 않다고 단한 23종을 제외한 

70종에 한 형태를 보면 <표 36>과 같다. 체험

형 문화 로그램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형태

는 독서연계활동으로 27종(38.57%)으로 나타

났다. 문화기행  탐방이 17종(24.29%), 술

활동 14종(20.00%), 탐사탐구 9종(12.85%), 

문화체험 2종(2.86%), 놀이 1종(1.43%) 순으

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연계활동은 방학독서교실, 방학숙제 도

우미, 책 읽어주기, 이야기가 있는 고놀이터, 

시놀이터, 책놀이 등의 로그램이 있었으며, 

문화기행  탐방은 길 의 인문학(6)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 고궁, 하천, 지역, 도서 , 생태, 

구분 공연 화감상 시 계

로그램 수 44 17 24 85

% 51.76 20.00 28.24 100

<표 34> 객/ 람형 문화 로그램

상 가족 아 유아 등 등 학년

소계(%) 48(56.47) 2(2.35) 9(10.59) 1(1.18) 25(29.41)

총계(%) 85(100)

<표 35> 상 연령별 객/ 람형 문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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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문화 로그램

구분 놀이 독서연계활동 문화체험 술활동 탐사탐구 북 토크 문화기행  탐방 계

로그램 수 1 27 2 14 9 - 17 70

% 1.43 38.57 2.86 20.00 12.85 - 24.29 100

<표 36> 체험형 문화 로그램 

상 가족 유아 등 등고 등 학년

소계(%) 1(1.43) 8(11.43) 21(30.00) 12(17.14) 28(40.00)

총계(%) 70(100)

<표 37> 상 연령별 체험형 문화 로그램

직업, 평화탐방 등이 있었다. 탐사탐구는 과학 

주제 련 로그램으로 곤충, 과학실험, 생태, 

환경 등이 주를 이루었다. 

(2) 상 연령

체험형 문화 로그램의 상 연령을 보면 <표 

37>과 같다. 체험형 문화 로그램은 등학생 

상 로그램이 체의 87.14%에 해당하는 61

종으로, 이는 일시 (단기간) 운 되는 기간특

성상 방학이 운 되는 등학령기 심으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연령별 만족도는 등 학년 28종

(40.00%)으로 가장 높으며, 등  21종(30.00%), 

등고 12종(17.14%), 유아 8종(11.43%), 가족 

1종(1.43%) 순으로 나타났다.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의 실질  운 실태를 악하고 유형, 상, 주

제를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요구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련 선행연구를 조사  설문결과

를 토 로 아래와 같은 시사 과 논의사항을 

제시하 다.

첫째,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유형과 

련하여 가장 많이 운 되고 있는 문화 로그

램의 유형은 강의수강 형태의 강좌형 문화 로

그램으로 나타났다. 주로 도서 의 정보활용교

육  평생교육 기능 측면에서 제공되는 강연

회, 강좌, 학습  진로연계 독서, 문화활동 등

으로 이는 우리사회의 교육에 한 요구가 그

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

는 성인과 달리 일방  정보의 제공보다 어린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경험을 통한 지식

의 구조화가 요한 시기이므로,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목 과 상의 발달특성을 고

려해 자신의 평생독서계획이나 독서를 통한 지

역사회 사 등에 직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형 는 놀이, 독서연계활동, 탐사탐구, 문화기

행  탐방 등의 체험형 문화 로그램에 한 

심을 확 하여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문화향

유 기회제공을 한 유형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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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상 연

령과 련하여 그 구분이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유아 로그램의 경우 부모 는 가

족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등학령기

의 경우 등 학년과 등고학년의 구분이 명

확한 로그램이 있는 반면 2-4년, 3-5년 등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로그램도 상당하 다.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지

, 정서 , 신체 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

고 사회 인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지한다는 측

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때문에 어린

이 발달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령에 합한 

유형별 문화 로그램을 좀 더 략 이고 체계

으로 기획하여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주제와 

련하여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는 총류, 

술분야로 나타났다. 총류에는 주로 독서  도

서  이용 련이었으며, 독서는 문학을 기반으

로 다양한 문화 술활동들을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은 어린

이들의 술  능력 배양뿐만 아니라 도서  이

용습 과 독서습  형성, 시민역량, 삶의 만족

도, 문화생활기여, 여가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의 계형성 계기 마련의 목

을 가진다고 볼 때, 어린이들의 권리행사로 지

, 정서 , 신체 , 사회문화  성장을 한 어

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주제는 문학, 독서, 

술로부터 확 되어 어린이도서 서비스 자원

으로서의 다양한 장서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서울,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

권에서 체의 70.1%(총 600종)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

는 문화 로그램만을 조사한 것이므로, 본 연구

에서 지역별 분류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고 단되어 분석에서는 제외하 다. 다만, 좀 

더 포 이고 자세한 지역별 문화 로그램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일반 으로 선호되는 어

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는 지역별 특성화 

로그램에 한 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역

 편차를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서 의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보  

문화교류의 장이 확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어린이도서 에 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어린이도서 이 교육 ․문화 ⋅사회  자본

으로서 갖는 요성  지역사회에서의 존재 이

유를 명확하게 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린이도서

의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라도 지역별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종합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6. 결 론

본 연구 상인 국 어린이도서  92개   

조사 가능한 48개 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856종의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유형별 

황  48명의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운

자를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토

로 한 운 실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유형별 

분석결과 강좌형 문화 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때 강좌형 문화 로그램의 주는 주

제별 강좌로, 강좌의 주제는 자연과학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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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형 문화 로

그램은 도서 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책⋅친구

와 친해지는 것을 목 으로 운 되는 도서 에

서 하룻밤자기, 가족캠  등 캠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참여형 문화 로그램은 도서 의 기

본기능과 연계된 문학 술활동으로 독서지도

가 주를 이루었다. 객/ 람형 문화 로그램

은 주로 공연 술 활동이 많았으며, 한편 시

로는 그림책 원화 시가 부분이었다. 체험형 

문화 로그램은 독서연계활동이 가장 많이 이

루어지고 있었으며, 독서연계활동은 독서와 

술 활동이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상 연

령 분석결과 체 856종 문화 로그램  50.6%

가 학교생활에 응하며 사고력, 발표력 향상 

 다양한 주제 근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

으며, 자기 주도  참여가 가능한 등학령기

에 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좌형 문

화 로그램은 부모, 등 학년, 행사형 문화

로그램은 가족, 참여형 문화 로그램은 등

학년, 체험형 문화 로그램은 등 학년, 객

/ 람형 문화 로그램은 유아로 나타나 결과

으로 객/ 람형 문화 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은 등학령기 다. 

셋째,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주제는 

총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술분야로 나

타났다. 총류는 독서  도서  이용을 내용으

로 하는 것이 많았으며, 이때 독서는 문학을 기

반으로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술분야는 연극이 가장 높게 나타

나 극  참여나 체험의 술활동 보다 객/

람형의 소극  체험 로그램 운 이 많을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 람형 문화 로그

램의 경우 유아를 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난 상 연령별 분석결과를 반

하는 것이다.

넷째,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운 실

태 분석결과 어린이들은 월 1-5회 어린이도서

을 방문하여, 1-2시간 머무르며, 주요 방문목

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며, 문화 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신의 여가시간을 즐기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의 참여경

험이 있는 어린이는 총 응답자 511명  383명

으로 볼 때 어린이도서 을 이용의 주된 목 의 

하나가 문화 로그램 참여인 과 어린이도서

에서의 문화 로그램이 요한 서비스의 하

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이들의 어린이도

서  문화 로그램 참여경험횟수는 1-3회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참여

경험이 높았으며, 등6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어린이도서  이용자의 비율이 남학

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 어린이도서  체이

용기간에 따라 문화 로그램의 참여경험횟수가 

되는 것과 비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어

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최  참여시기는 

등 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 어린이도서  문

화 로그램의 주요 상 연령이 등학생인 것

과 같이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도서  문화 로

그램 최  참여 동기는 부모권유, 문화 로그램

에 한 심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참여에 부모의 심과 개입이 있

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등학생들의 문화 로

그램에 한 자발  심 한 높은 것으로 보

아 어린이들의 심과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 로그램의 기획, 운 이 필요함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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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결과를 토 로 볼 때,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 경험이 어린이들이 가지는 문화  권

리행사를 도와주고, 책과 지식, 문화와 감성의 

복합  경험을 통해 창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 를 마련해 사회  역량을 개발하

도록 지지하여 지역사회 문화구축에 도움이 되

고자 하는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어린이도서

 문화 로그램은 어린이 자신이 스스로의 평

생독서계획이나 독서를 통한 지역사회 사 등

에 직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는 놀이, 

독서연계활동, 탐사탐구, 문화기행  탐방 등

의 체험형 문화 로그램으로 그 유형을 확  

할 필요가 있다. 한 어린이 시기에 경험하는 

지역의 역사  사회문화  교육  문화경험

은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재건하고 지역의 고유

문화를 승 발 시키는 것이 요하다는 인식

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므로 각 지역이 가지는 

환경  특성을 기반으로 도서 간 는 지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특성화 로그

램을 개발, 운 하는 독특한 문화  기능 구

이 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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