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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체 상을 겪고 있는 G시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지체 상을 극복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는 방안으로 독서문화 로그

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 하는 정책을 시도하 다. 본 연구는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한 지역공동체 의식분석과 독서문화 

콘텐츠 요구사항 분석을 목 으로 하 다. 이는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G시 시민의 공동체 의식  요구사항 분석, 공동체의식 련 독서콘텐츠 요구사항을 분석하 다. 도출된 요구 주제로는 경제부문 
주제로 실업, 빈곤, 고령화, 주택문제 순이며, 환경부문에는 환경오염, 에 지, 인권부문에는 장애인, 다문화, 교육부문에는 학교폭

력, 사교육, 참교육순이다. 이에 하여 도서와 상자료 목록과 록 221건, 독서문화 로그램 4개가 개발 제시되었다.

ABSTRACT
Public policies in regard to developing reading culture programs and the contents, and in running public libraries 

have been used to overcome existing social issues such as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cultural lagging. It 

means that public librarie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to encourage communications within local commun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erefore to analyze the concept of local community, and develop reading culture 

and contents to reinforce the concept. This research also targeted to analyze the required contents in reading 

culture. Through the case study of “G” city, the research analyzed their citizenship and sense of local community 

and the requests. As a result, the requited subjects were for economics, unemployment, poverty, aging, and 

housing order. For the subjects of environment were environment pollution and energy order. For the subjects 

of human rights, disabilities, and multi-cultural were requested. For the subject of education, school violence, 

tutoring, and truly teaching were requested. Based on the requirements, 221 items of reading lists, DVD clips, 

and abstracts are developed as well as 4 programs of read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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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정보사회는 물론 미래의 문화사회에서

는 독서를 통한 지식  정보 획득이 매우 요

하며, 나아가 독서문화 경험은 삶의 질을 높인

다는 측면에서 더욱 요하다. 독서문화 경험

은 개인 인 활동이지만 지역주민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개인의 몫

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독서문화 환경 구축에 한 의

지는 지자체를 심으로 상당수의 도서  설립

되고 있는 것, 도서  련 공약과 사업이 지방

자치 선거 등을 통하여 상당 수 제시되는 있는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높게 나타나

는 공약은 도서 인 라 구축, 책 읽는 도시조

성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서진흥시책, 나

아가 공공도서 을 심으로 한 지역 내 공동

체 형성 등이 그 뒤를 잇는다(김선애 2010). 

기존의 앙정부 국가시스템 안에서는 종속

인 구조에서 국가정책이 우선시 되어왔지만 

지방자치제도 시행 19년이 지난 재는 지자체

가 독립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민 이 

력하여 능동 으로 지방시책을 수행하게 되

었다. 따라서 지자체가 발 하기 해서는 건

하고 지역 친화 인 시민단체와 공동체, 

의체가 생겨나 지방정부에 한 극  참여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공동체 형성에 한 지자체의 정책  목표는 

G시의 2020년 장기 계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G시 지자체에서는 지방화, 정보화, 세계

화 시 에 합한 지역발  략을 개발하고, 

실천방안으로 시민 참여를 강력하게 유도하고

자 노력한다. 시민참여를 주도하는 네트워크를 

확 하기 하여 기존의 공동체 의식을 검하

고 한 단계 상승시키기 한 다양한 근이 필

요하게 되었다. 

공동체의식은 무엇인가? 공동체의식은 자신

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 소속감이자 국민의

식의 하부구조이다. 나아가 개개인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어야 국가  지역 발

을 기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압축 

성장을 거쳐서 국가의 경제수 이 높아진 경우 

물질자원은 풍요로워졌지만 국민의 공동체 의

식은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여 문화지체 상

이 나타난다. 문화지체란 물질문화의 변동 속

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해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괴리 상이 나타나는 상이

다. 를 들면 차량의 수와 에 지의 소비량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

통질서 수나 환경오염에 한 경각심은 발

에 미치지 못하는 상이 나타난다. 컴퓨터 기

술, 인터넷이 격하게 발달하는 데 비해, 리

꾼들의 네티켓 수 은 히 낮은 상태가 있

는 상도 그 의 하나이다. 이런 문화지체 

상은 도시의 정상  기능을 방해한다. 

최근의 많은 도시에서 지자체의 문화지체 

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의 하나는 도시가 운

되기 하여 필수 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기

반시설임에도 지역의 경제  가치를 하락시킨

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이 강력히 반 하는 상

이다. 로 장애인시설  장애학교 시설 설립

거부, 납골시설 백지화, 폐기물처리장 유치반

, 보 자리주택 지정거부 등이 있다. G시에

서도 유사한 폐해를 복 으로 겪고 있으며, 

공동체의 의견 립이 장기화되면서 주민 간의 

분열과 립이 지속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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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지역의 안 문제에 있어 집단 이기주의

 형태로 일어난다. 이러한 지체 상에서 벗

어나기 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동체 의

식 개선 로그램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 공동체 의식 수 을 높이기 한 효과

인 방법의 하나로 독서문화 콘텐츠 개발 보 과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을 들 수 있다. 독서의 

장 은 여러 가지이지만 특히 지식 증 , 감성 

고양, 사고력 신장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는 ‘한도시한책읽기’, ‘한도서 한책읽기’ 등의 

독서 로그램 운 을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독

서를 함으로써 사회성장을 주도하는 도서 의 

역할이 새로이 강화되었다(안인자 2012). 보통 

지역사회가 함께 읽는 로그램은 ‘read-think- 

talk-listen-grow'로 표 된다(ALA 2003). 함

께 읽기 로그램의 가장 큰 수확은 하나의 커

뮤니티가 하나의 주제에 하여 생각하고, 토

론함으로써 규모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서

로를 이해한다는 이다. 이러한 장 은 공동

체를 구성하는 요소인 개인  친 감, 사회  

응집력, 정신  여, 연속성, 감정  깊이 등에 

매우 정  요인으로 작용한다(황 숙 2004). 

문화지체 상을 겪고 있는 G시에서는 지자

체 발  방안의 하나로 [2012년 문화기반 시설 

컨설 사업]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책을 시행하 다. 본 시책으로 도출된 연구

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악하고, 독서문

화콘텐츠 요구사항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 이러한 결과를 반 하여 개발된 독서문화

콘텐츠와 로그램은 공동체가 소통하고 서로

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여 지역의 발 에 기여하

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극히 개인 인 행  역

에 속하는 독서행 를 공동체 의식의 역으로 

확 하여 용하고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과제의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 자문 원 

선정을 통한 설문항목 검토, 설문조사를 통한 

공동체의식 분석, 독서문화콘텐츠 요구분석 방

법을 사용하 다. 

 

2. 이론  배경 
 

2.1 용어정의

‘공동체 의식’은 지역에 한 에 한 이론  

고찰을 하여 애착도  공동체 의식, 지역주

민 태도의 계에 한 개념  연구를 검토하

고자 한다. 나아가 연구와 련된 용어를 정의

하면 다음과 같다(노윤구 2006). 

지역사회는 생태 이고 제도 이며 규범

인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 인 라이 사이

클을 갖는 사회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하부개

념인 ‘지역사회 공동체’는 사회  상호작용, 지

역, 공동 결속체라는 개념이 심이 되고 일정

한 지리  역 안에 거주하면서 서로 간에 사

회 인 상호작용을 하고 심리 인 연 감을 가

진 하나의 인간집단으로 본다(권연옥 1995). 

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 공동체는 장소와 지리

 특성, 문화나 신념체제로 구성된 집단의 특

성, 이해 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의 특성 

등 다양한 성격을 의미 한다.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는 충족감, 연 감, 소

속감, 애착도 4가지가 있다. 4가지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충족감이란 지역은 주민들을 안 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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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역은 주민들을 해 노력하고 있다. 주

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며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방법을 찾는 상은 연 감

이다. 소속감  상호 향 의식은 ‘나는 지역의 

일원이라고 느끼고 지역 이익을 해 손해를 감

수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다. 소속감의 하부 개

념으로 ‘정  친 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나

는 지역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지역은 이

웃 간의 믿음이 아주 강하다’는 생각이다. 

애착도는 사회학에서는 지역사회 애착도를 

심리  상태로 간주하고 사람 간의 친분과 유

 즉, 사회  계망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사

회에 참여하는 정도와 형태 그리고 지역사회에 

한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에 지역사

회 애착도는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사회에 해

서 개인 으로 는 집단 으로 느끼는 심리  

연 감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애착도 구성요인 

 측정 방법으로는 기능 인 측면에서의 의존

성, 정신 인 측면에서의 정체성, 사회  측면

에서의 친분성이 있다. 

- 기능  측면에서의 의존성: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만족시키는 특정장소의 잠재력과 

련성 특정장소 는 환경에 해 갖는 

기능 인 애착을 말한다. 

- 정신  측면에서의 정체성: 물리 인 환경

과 련한 개인의 감성  는 상징 인 

애착, 장소에 한 소속감을 말한다. 

- 사회  측면에서의 친분성: 지역사회 구성

원간의 친분과 유 , 사회 인 계를 통

해 형성된 애착을 의미한다.

독서문화콘텐츠 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2013.2.12개

정)에서 ‘문자를 사용하여 읽고 쓰는 활동을 

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 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  소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독서문화 기능이 도서 에서 문화 로그램으

로 운 되는 것은 자료 심 사에 칭되는 

개념으로 도서 의 문화  기능을 수행하기 

한 일련의 로그램(황 숙 2007)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독서문화콘텐츠는 독

서문화 활동에 필요한 콘텐츠이며, 독서문화

로그램은 독서문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한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지역사회 애착도의 개념  구성요인

(William et al.(1995)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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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연구 

선행연구로는 공동체 의식에 한 연구와 독

서문화 콘텐츠 개발에 한 연구가 있다. 공동

체의식은 지역사회에 한 애착도와 유사한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애착(attachment)

은 사  의미로서 “단단하게 고착시킴”, “사

물이나 사람에 일부분이 됨”, “감정 으로 하나

가 됨”(Webster's Dictionary 1994) 등으로 해

석된다. 애착도의 개념은 주로 유아, 부모, 가족, 

친구 등 타인과의 계 속에서 설명되었지만 인

간과 환경의 계 즉, 특정장소 는 지역사회

에 해 갖는 심을 설명하기 해서도 용될 

수 있다(노윤구 2006). 

이러한 에서 지역사회 애착도는 사회학, 환

경심리학, 인문 지리학 등의 련 분야에서는 비

교  활발히 연구되어온 주제이다(McCool and 

Martin 1994). 사회학에서는 지역사회 애착도

를 심리  개념으로 간주하고 사람 간의 친분과 

유 (friendship and network ties) 즉 사회  

계망(social network)이라는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와 형태 그리고 지역사회

에 한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Kasarda and 

Janowit 1974).

인문지리학자들은 지리 인 장소에 해 개

인  애착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은 그들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소속감과 목표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Buttimer 1980; Relph 1976). 이

게 형성된 뿌리의식(rootedness)은 한 곳에 오

랫동안 거주함으로써 생겨나며 장소성은 어떤 

장소를 인식하도록 하는 ‘장소와 인간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 다. 물리  공간에 해 더 잘 

알고 가치를 부여할 때 차별화 되지 않은 공간

이 비로소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식 분석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개인  의존성, 정체성, 사회  친분성에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의존성은 개인

의 욕구와 목표를 만족시키는 특정 장소의 잠

재력과 련성 즉, 특정장소 는 환경에 해 갖

는 기능 인 애착으로서 Williams et al.(1998), 

McCool and Martin(1994), Moore(1994)의 

연구가 있다. 정체성은 물리 인 환경과 련

된 개인의 감성  는 상징 인 애착, 장소

에 한 소속감에 한 연구로 Williams et al. 

(1998), Moore(1994)의 연구가 있다. 사회  

친분성은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친분과 유 , 사

회 인 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을 의미하는 것

으로 Kasarda and Janowitz(1974), Sampson 

(1998)의 연구가 있다. 국내 연구로는 노윤구

(2006)가 연구한 축제에 한 지역사회 애착도

가 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향이 있다. 박배호

(2012)는 로그램과 공동체 의식과의 계에 

하여 논하 으며, 윤소 (2009)은 공동체 활

동의 유형과 사례, 지원방안에 하여 연구하

다. 한 상권(2011)은 공동체의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간의 계를 구조화한 표  자

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상이 되는  하나의 역은 독

서문화콘텐츠 개발이다. 의 정의에서 보듯이 

독서문화콘텐츠를 독서문화 활동에 필요한 콘

텐츠라고 볼 때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은 로그

램 개발 측면과 독서목록 개발이 있을 수 있다. 

먼  독서문화 로그램의 개발에 한 연구는 

주제별, 상별로 구분할 때 매우 범 하다. 

독서문화 로그램의 유형별 연구는 로그램 

개발 혹은 분석 평가, 혹은 효과성에 하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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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최근 연구를 심으로 소개하면 조찬

식(2013)의 서울 성북구의 원북원시티 로그램

연구, 이경란(2013)은 독서마라톤 로그램 연구, 

안인자(2013)는 독서토론 로그램 연구, 장윤

(2011)은 어린이 어독서 로그램 연구, 김은

하(2010)는 책수리마수리 로그램 연구, 조미

아(2010)의 도서 과 함께 책읽기 연구가 있다. 

상자를 생애주기별로 상자를 구분하여 

개발 혹은 운 에 한 연구를 하 는데, 기인

(2013)은 수원시의 공공도서  등학생 

상, 정옥년(2012)은 신학교 상 로그램이 

있다. 그 외에 독서장애자의 능력개발을 한 

연구와 특정 주제 혹은 목 을 가지고 로그

램을 개발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독서 치

료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로는 김정아(2012)의 읽기부진아 상 연구, 고

재 (2012)의 학교부 응 학생 상 연구, 김

수경(2010)은 소년원의 비행청소년 상 연구

들이 있다. 그 외에 고선옥과 경아은 리더십 

향상을 하여, 박 민과 최숙기(2008)의 읽기

동기 신장을 하여, 조은주와 장혜란(2010)은 

노인스트 스 감소를 하여, 이연옥(2009)은 

역기능가정의 자녀의 치료를 하여, 김수경

(2007)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하여 로그

램을 연구하 다. 

그 에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독서효과에 

한 연구로 김숙희(2007)는 등학생의 공동

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이를 

해 매주 1회 60분씩 총 16회로 구성된 독서지

도 로그램을 실시하 으며 통제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 어 공동체 의식을 친 성과 소속

감, 조화와 단결, 자율성과 공공의식 등으로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서비스 이용 상자를 설정하고 공동체 

의식 개발이라는 목 을 가지고 독서문화 로그

램이 개발된 사례는 시흥시에서 근로자를 상으

로 개발된 사례를 들 수 있다(황 숙 2014). 시흥

스마트허 단지내 산업체 근로자를 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내 독서환경이 미

비하 으며, 근로자의 독서문화 실태도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해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산업체 근로자의 독서환경 개선과 독

서문화 활성화를 한 방안을 제시하 다. 

목록개발에 한 연구는 부분 추천도서리

스트가 발표되며, 목록개발과정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공동체의식 개발을 ‘시

민의 지역이기주의 벗어나기’와 동일한 독서치

료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 한국도서 회에서 

개발된 상황별 독서목록 개발에 한 연구가 

선행연구로 제시될 수 있다. 상황별 독서목록 

개발에 한 연구로 공동체 의식 함양에 한 

직 인 선행연구는 없으나 한국도서 회

(2004; 2005; 2007)에서는 아동․청소년․성

인을 한 여러 상황별 독서목록을 개발하 다. 

여기서 ‘상황’이라 함은 사람들에게 책을 권할 

때 고려하게 되는 독자의 조건  상태를 의미

하는 것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한 독서목

록 개발에 방법론 인 부분에 참조하 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면서도 특징

인 것은 첫째, 공공도서 에서 문화 로그램

이 기획되고 개발되기는 하지만 특정 목 을 

하여 개발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독서 로

그램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자체 

소속의 도서 에서 해당 지자체의 발 목표에 

하여 독서문화 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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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우선 인 책무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도서

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한국

도서 회에서 상황별 목록이 개발되기는 하

지만 이때의 상황은 일반 인 개인의 심리  

측면의 독서 치료  성격이 강하다. 개인의 문

제에 한 근이었는데 이번의 근은 공동체

에 한 근이라는 면에서 특징이 있으며 

로그램으로 구체화된다는 면에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결과는 다른 공동체 소속의 도서

이 해당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목 으로 로그램을 개발하려할 때 우수 사례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 공동체 의식 분석

문헌연구를 통하여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애착도 간의 개념  유사성을 밝혔다. 지역의 

사회  계망을 통하여 물리  공간에 의미를 

부여할 때 지역사회에 한 개인  의존성, 정

체성, 사회  친분성이 생기며, 이것이 지역사

회에 참여하는 정도와 형태 그리고 지역사회에 

한 감정을 결정한다. 이러한 구성요인을 바

탕으로 공동체의식 분석을 한 설문요소  

항목을 결정한다. 

3.1 조사표본 설계  조사방법 

설문을 개발하고 안을 검토한 자문 원은 

총 8명으로 등학교 명 교사 1명, 공공도서  

인문학독서동아리회원 2인, 노인 사단 자원

사자 1인, 시의원 1인, 동화읽는 학부모모임 1

인, 공공도서 운 원회 원 1인, 품앗이교

육 련 소모임 2인으로 구성하 다. 지역공동체 

선정은 연령별 분포, 독서 심 동아리, 지역의 

삶의 질 련 공동체를 상으로 하 다. 

남여

비율

학부모

공동체

노인

공동체

독서동아

리공동체

정치

공동체

유아교육

공동체

남: 5

여: 3
1 1 3 1 2

본 연구를 한 표본 수집은 2012년 5월 15

일부터 6월 5일까지 G시 시민을 상으로 이루

어졌고, 1:1 면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수집

된 설문지는 무응답 비율이 높고 신뢰성이 낮

은 설문지를 제외한 545개이다. 

3.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한 설문지 구성은 G시 시민을 

상으로 지역에 한 애착도  공동체 의식

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태도 련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자의 출처와 함께 항목을 

도출하 다(노윤구 2009).

첫째, 지역사회 애착도 구성요인  측정의 

경우 기능 인 측면에서의 의존성, 정신 인 측

면에서의 정체성, 사회  측면에서의 친분성으

로 구분되며, 이들에 한 의미는 <표 1>과 같다.

둘째, 공동체 의식은 지역사회 공동체는 장

소와 지리  특성, 문화나 신념체제로 구성된 

집단의 특성, 이해 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집

단의 특성 등 다양한 성격을 의미하며, 구성요

소는 충족감, 연 감, 소속감  상호 향의식, 

정서  친 감으로 구성되며, 각 의미는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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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 문항출처

기능  측면 

의존성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만족시키는 특정장소의 잠재력과 련성 특정장

소 는 환경에 해 갖는 기능 인 애착

William et al.(1995)

Moore(1994)

정신  측면 

정체성

물리 인 환경과 련한 개인의 감성  는 상징 인 애착, 장소에 

한 소속감

William et al.(1995)

McCool and Martin(1994)

Moore(1994)

사회  측면 

친분성

지역회 구성원간의 친분과 유 , 사회 인 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을 

의미

Kasarda and Janowitz(1974)

Sampson(1988)

*문항출처 내용은 노윤구(2006) p.43을 재인용한 내용임.

<표 1> 지역사회 애착도 구성요인

구분 의미 문항출처

충족감
지역은 주민들을 안 하게 보호함

지역은 주민들을 해 노력하고 있음

연 감
주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됨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방법을 찾음

소속감  상호 향의식
나는 지역의 일원이라고 느낌

지역 이익을 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음

정서  친 감
나는 지역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음

지역은 이웃 간의 믿음이 아주 강함

*문항출처 내용은 임호주(2008)의 논문 p.53을 재인용한 내용임. 

<표 2> 지역사회 애착도 구성요인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항목들의 의미를 통해 

도출된 각각의 항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3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평균간 차이 검정을 한 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들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서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통

계분석 소 트웨어인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3.3.1 인구통계학  특성

인구통계학 인 특성으로 성별, 종교, 결혼

여부, 연령 별, 거주기간, 직업별, 학력별, 월

소득별, 고향여부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이 211명(38.9%), 여성이 331

명(61.0%)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유, 무가 각

각 288명과 254명으로 각각 53.0%, 46.8%로 비

슷하게 분포하 다. 결혼유무에서는 기혼자가 

322명(59.3%)로 미혼자 220명(40.5%) 보다 약

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 ~50

가 46.4%, 20~30  34.4%, 19세 이하 12.0%, 

60  이상 6.8%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25.6%, 주부 19.0%, 일반인 55.4%(

매서비스직 1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졸이상이 56.5%로 고졸 이하 43.3%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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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애착도  공동체 의식 련 설문 문항

애착도 

분석

정체성

(1) 우리지역은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2) 가 우리지역에 해 묻는다면 나는 많은 것을 이야기 해  수 있다.

(3) 나는 내가 우리지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 우리지역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의존성

(5) 우리지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6)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이 우리 지역을 심으로 이루어진다.

(7) 우리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매우 섭섭할 것이다.

(8) 다른 곳으로 떠날 기회가 생긴다 해도 우리지역에서 계속 살겠다.

지역 사회

친분성

(9) 우리지역에는 친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

(10) 나는 우리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11) 나는 마을 모임에 극 으로 참여한다. (반상회, 지역행사 등)

(12) 나는 사람들과 친하게 친분 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 

분석

충족감
(1) 우리지역은 주민들을 안 하게 보호한다.

(2) 우리지역은 주민들을 해 노력하고 있다.

연 감
(3) 주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된다.

(4) 우리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나 할 것 없이 서로 해결방법을 찾는다.

소속감  

상호 연 의식

(5) 나는 우리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6) 우리지역의 이익을 해 나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정서  

친 감

(7) 나는 우리지역에서 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8) 우리지역은 이웃 간의 믿음이 아주 강하다.

<표 3> 애착도  공동체 의식 분석 항목 I 

100만원 미만이 3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어서 200-300만원 미만이 29.1%, 

100-200만원 미만이 21.0% 순으로 나타났다. 

고향여부에서는 고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82

명으로 고향이 아니라고 응답한 358명 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거주기간은 5

년 이상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5년 

미만(29.8%), 3년 미만(25.4%) 순으로 나타

났다(<그림 2> 참조).

3.3.2 지역 애착도와 공동체의식 기  통계

지역 애착도의 경우 측정항목은 정체성, 의

존성, 지역사회 친분성의 분류 3개 항목이며, 

세부항목은 다음의 12개이다. 설문문항과 내용

은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공동체 의식의 경우 측정항목은 충족감, 연

감, 소속감  상호 향의식, 정서  친 감

의 4개 분류항목이며, 설문문항별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따라서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항목 분석결과 가

장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을 보면 <표 4>와 같다. 

3.3.3 애착도와 공동체의식 상 계분석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측정항목별 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 <표 6>과 같이 

부분 정(+)의 상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지역에 애착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

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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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계데이터의 인구통계학  특성

<그림 3> G시 지역애착도 통계분석

<그림 4> G시 지역 공동체의식 통계분석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한 지역공동체의식 분석에 한 연구  269

애착도

가장

높다

(3) 나는 내가 우리지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 우리지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가장

낮다

(9) 우리지역에는 친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

(11) 나는 마을 모임에 극 으로 참여한다. (반상회, 지역행사 등)

공동체 의식 

가장

높다

(1) 우리지역은 주민들을 안 하게 보호한다.

(2) 우리지역은 주민들을 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낮다

(5) 나는 우리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6) 우리지역의 이익을 해 나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표 4> 공동체 의식항목 분석결과 가장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

　
정체성

2

정체성

3

정체성

4

의존성

5

의존성

6

의존성

7

의존성

8

친분성

9

친분성

10

친분성

11

친분성

12

정체성1 .620** .668** .622** .522** .552** .493** .432** -0.062 .352** -0.001 .275**

정체성2 1 .616** .613** .469** .501** .494** .450** .124** .435** .202** .335**

정체성3 　 1 .639** .599** .539** .554** .498** 0.08 .412** .090* .344**

정체성4 　 　 1 .516** .524** .515** .446** .171** .446** .161** .368**

의존성5 　 　 　 1 .541** .506** .480** 0.067 .341** 0.053 .331**

의존성6 　 　 　 　 1 .513** .420** .092* .414** 0.073 .378**

의존성7 　 　 　 　 　 1 .551** .130** .393** .185** .372**

의존성8 　 　 　 　 　 　 1 .193** .467** .207** .311**

친분성9 　 　 　 　 　 　 　 1 .246** .325** .178**

친분성10 　 　 　 　 　 　 　 　 1 .247** .517**

친분성11 　 　 　 　 　 　 　 　 　 1 .270**

**. 상 계수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 계수는 0.05 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5> 애착도의 측정항목별 상 계 분석 결과

　 충족감2 연 감3 연 감4
소속감  

상호연 의식5

소속감  

상호연 의식6

정서

친 감7

정서

친 감8

충족감1 .609** .421** .371** .398** .210** .341** .387**

충족감2 1 .441** .442** .390** .257** .344** .390**

연 감3 　 1 .546** .382** .387** .371** .465**

연 감4 　 　 1 .443** .418** .368** .455**

소속감  

상호연 의식5
　 　 　 1 .492** .462** .487**

소속감  

상호연 의식6
　 　 　 　 1 .377** .481**

정서

친 감7
　 　 　 　 　 1 .520**

**. 상 계수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6> 공동체 의식의 측정항목별 상 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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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으로 살펴보면 정체성과 의존성 문항

들 간 상 계수는 0.4 이상으로 약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분성의 

경우 10번 문항과 12번 문항은 정체성과 의존

성 문항들과의 상 계수가 0.2~0.5 사이로 매

우 약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상 으로 친분성 9번 문항(친인척이 

산다)과 11번 문항(모임에 극 참여한다)의 

경우 정체성과 의존성 문항들과의 상 계수는 

상 으로 10번 문항(지역의 많은 사람을 안

다)과 12번 문항(지역사람들과 친분 계를 유

지한다)에 비해 낮은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족감, 연 감, 소속감  상호연 의식, 정

서  친 감 간의 상 계에서는 반 으로 

0.3 이상으로 약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충족감 1번 문항(우리

지역은 주민들을 안 하게 보호한다)과 2번 문

항(우리지역은 주민들을 해 노력하고 있다) 

간에 상 계수는 0.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3.4 인구통계학  특성별 평균비교

성별에 따른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측정

항목별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종교 유무에 따른 애착도와 공동체 의

식의 측정항목별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애착도에서 

친분성(10)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서 소속

감  상호연 의식(5)에서 <표 7>과 같이 종

교가 있는 사람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나

머지 문항들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따른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측정항목별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정체성 련 문

항 1, 2, 3, 의존성 문항 6, 친분성 문항 11, 연

감 문항 4, 소속감  상호연 의식 5, 6으로 

<표 8>과 같으며, 미혼자 보다는 기혼자들의 평

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도 친분성 (10) 나는 우리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공동체 의식 소속감과 상호연 의식 (5) 나는 우리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표 7> 종교 유무에 따른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유의항목 

애착도

(1) 우리지역은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기혼> 미혼

(2) 가 우리지역에 해 묻는다면 나는 많은 것을 이야기 해  수 있다. 기혼> 미혼

(3) 나는 내가 우리지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기혼> 미혼

(6) 우리지역의 이익을 해 나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기혼> 미혼

(11) 나는 마을 모임에 극 으로 참여한다. (반상회, 지역행사 등) 기혼> 미혼

공동체

의식

(4) 우리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나 할 것 없이 서로 해결방법을 찾는다. 기혼> 미혼

(5) 나는 우리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기혼> 미혼

(6) 우리지역의 이익을 해 나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기혼> 미혼

<표 8> 결혼 유무에 따른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유의항목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한 지역공동체의식 분석에 한 연구  271

연령별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측정항목별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항목은 친분성 련 문항 11, 연 감 

문항 3, 소속감  상호연 의식 5, 6로 나타났

다. 내용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차이

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9>와 같다. 

직업별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측정항목별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항목은 정체성 련 문항 4, 친분

성 련 문항 11, 소속감  상호연 의식 문항 

5, 6, 정서  친 감 문항 8로 나타났으며 내용

은 <표 10>과 같다.

학력별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측정항목별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항목은 정체성 련 문항 1, 3, 의

존성 련 문항 8, 연 감 문항 3, 4로 나타났으

며, <표 11>과 같이 학교졸업한 집단과 학

교 졸업한 집단이 애착도와 공동체의식에서 특

애착도
(11) 나는 마을 모임에 극 으로 참여한다.

(반상회, 지역행사 등)
40~50 > 60 이상> 19세이하> 20~30

공동체

의식

(3) 주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된다. 60 이상> 19세이하> 40~50 > 20~30

(5) 나는 우리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60 이상> 40~50 > 20~30 > 19세이하

(6) 우리지역의 이익을 해 나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60 이상> 40~50 > 19세이하> 20~30

<표 9> 연령별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유의항목 

애착도

(4) 우리지역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술 문직> 기능생산직> 주부> 사무 리직, 

교육 련 종사자 

(11) 나는 마을 모임에 극 으로 참여한다.

(반상회, 지역행사 등)
농어업> 주부> 공무원, 기능생산직> 술 문직 

공동체

의식

(5) 나는 우리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농업> 주부> 공무원, 기능생산직> 사무직

(6) 우리지역의 이익을 해 나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농업> 술 문직> 기능생산직> 주부

(8) 우리지역은 이웃 간의 믿음이 아주 강하다.
농업> 기능생산직> 사무직> 매서비스직> 

술 문직 

<표 10> 직업별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유의항목

애착도

(1) 우리지역은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학교졸업> 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학원이상

(3) 나는 내가 우리지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학교졸업> 학교졸업> 학원이상> 고등학교졸업

(8) 다른 곳으로 떠날 기회가 생긴다 해도 우리지역에

서 계속 살겠다.
학교졸업> 학교졸업> 학원이상> 고등학교졸업

공동체

의식

(3) 주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된다. 학교졸업> 학원이상> 고등학교졸업> 학교졸업

(4) 우리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나 할 것 없이 서로 

해결방법을 찾는다.
학교졸업> 학교졸업> 학원이상> 고등학교졸업

<표 11> 학력별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유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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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별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측정항목별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항목은 의존성 문항 3, 친분성 문항 

3, 충족감 문항 1, 2로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고향에 따른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측정항

목별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표 13>과 같이 정체성 

련 문항 2, 4, 친분성 문항, 연 감 문항 1, 소

속감  상호연 의식 문항, 정서  친 감 문

항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표 

14>와 같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

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에 따른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측

정항목별 평균을 조사하 다. 거주기간에 한 

구분은 지역에 새로운 아 트 건축이 집 으

로 이루어져서 주민의 이동이 집 으로 많이 

애착도

(7) 우리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매우 섭섭할 

것이다.

40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100-200만원미만

(11) 나는 마을 모임에 극 으로 참여한다.

(반상회, 지역행사 등)

400만원이상> 300-400만원미만> 200-300만원

미만> 100만원미만> 100-200만원미만

공동체

의식

(1) 우리지역은 주민들을 안 하게 보호한다.
400만원이상> 100-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2) 우리지역은 주민들을 해 노력하고 있다.
400만원이상> 100-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표 12> 소득령별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유의항목

애착도

(2) 가 우리지역에 해 묻는다면 나는 많은 것을 이야기 해  수 있다. 고향이다> 고향이 아니다

(4) 우리지역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고향이다> 고향이 아니다

(9) 우리지역에는 친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 고향이다> 고향이 아니다

(10) 나는 우리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고향이다> 고향이 아니다

(11) 나는 마을 모임에 극 으로 참여한다. (반상회, 지역행사 등) 고향이다> 고향이 아니다

(12) 나는 사람들과 친하게 친분 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향이다> 고향이 아니다

공동체

의식

(3) 주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된다. 고향이다> 고향이 아니다

(5) 나는 우리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고향이다> 고향이 아니다

(6) 우리지역의 이익을 해 나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고향이다> 고향이 아니다

(7) 나는 우리지역에서 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고향이다> 고향이 아니다

(8) 우리지역은 이웃 간의 믿음이 아주 강하다. 고향이다> 고향이 아니다

<표 13> 고향유무에 따른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유의항목

공동체의식 (5) 나는 우리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5년미만> 5년이상> 3년미만

<표 14> 거주기간에 따른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의 유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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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 던 주거 5년, 3년을 기 으로 비교하

다. 결과 애착도 련 문항들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모든 문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도에 한 항

목은 정체성, 의존성, 지역사회친분성에 한 

12개 항목이다. 

반면, 지역사회공동체에서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소속감  상호연

의식 문항 1((5) 나는 우리지역의 일원이라

는 느낌이 든다.)로 나타났다.

4. 독서문화콘텐츠 개발 내용 

4.1 독서문화콘텐츠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 설문조사는 공동체의식 조사

분석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본 연구를 한 표

본 수집은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G시 시민을 상으로 이루어졌고, 1:1 면 설

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설문지는 무응답 

비율이 높고 신뢰성이 낮은 설문지를 제외한 

545개이다. 

지역공동체를 한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해서는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비 이나 목표

에 한 이해와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로그

램 참여 실태조사와 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

하는 것이 제되어야 한다. 분석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경험에 없다고 응

답한 사람(52.3%)이 있는 사람(47.7%)

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서는 원

하는 로그램 주제  내용이 아니라서

가 33.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원하

는 시간 가 아니라서(30.2%) 순으로 나

타났다. 그들이 원하는 시간 는 17시, 18

시, 퇴근 이후 등으로 녁 시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에서는 

부분 심이 없거나, 홍보가 부족하여 모

르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시간이 부

족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3) G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하여 공

공도서 에서 어떠한 유형의 로그램 좋

은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자강연회와 가

족단 로그램이 각각 16.1%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독서 련 강연회/

강좌(14.1%), 독서퀴즈/경진 회(13.5%), 

독서문화탐방(견학)(13.4%) 순으로 나

타났다. 

4) G시가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한 주

제 상황1)이 공동체 의식 련 선행연구와 

연구원  문가 회의를 통해 경제, 환

경, 인권, 교육, 소통 등으로 개발되었다. 

한 지역주민을 상으로 각 주제 상황

별 어떤 독서콘텐츠가 개발되었으면 좋

을 것인지에 한 질문에서 1순 , 2순 , 

3순  각각을 3 , 2 , 1 을 부여하여 

종합 수를 도출해본 결과, <표 15>와 

같이 경제부문에서는 실업이 789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614 ), 고령

 1) ‘상황’이라 함은 사람들에게 책을 권할 때 고려하게 되는 독자의 조건  상태를 의미함(한윤옥,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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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599 ), 주택문제(315 ) 순으로 나타

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개발, 취미, 노

후의 삶, 소설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 부

문에서는 환경오염이 763 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에 지(673 ), 지

구온난화(618 )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인권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698 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다문화(598

), 북한(525 )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폭력이 66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사교육(622 ), 

참교육(514 ), 왕따(274) 순으로 나타났

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공교육, 진로, 선생

님 권 , 정체성 확립 등이 있었다. 소통 

부문에서는 가족 간 소통이 507 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역(민/ ) 

소통(598 ), 지역기 간 소통(525 ) 순

으로 독서문화콘텐츠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4.2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한 독서목록 개발

설문조사에 따라 <표 15>와 같이 주제 선호

도가 도출되었다. 콘텐츠 개발을 하여 <표 

16>의 개발도구, 즉 공공기   독서 련 단체 

발행의 추천도서목록, 독서자료 련 정기간행

물과 웹사이트, 인터넷서 의 추천 자료를 사

용하 다. 개발도구에서 최근 3년간(2010년~ 

2012년)의 공공기  목록자료 700여건, 최근 3

년내에 발행된 독서 련단체 도서목록 8권, 독

서 련 3개의 웹사이트 자료 85건, 자료를 검토

하 으며, 정기간행물 최근 3년 자료 60건, 산

업기 의 2012년 5월의 베스트셀러 자료를 검

토하 다. 

자료선정을 하여 본 과제 연구원 4인  

지역 공동체 문가 8인의 회의를 진행하 다. 

선정 우선순 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

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한 주제 상황2)에 근거

하 으며, 분야는 경제, 환경, 인권, 교육, 소통

의 5개 분야이다. 요구조사 결과에 근거한 순

에 따라 총 221건의 자료를 선정하 다. 

이상의 근거에 의해 성인․청소년․어린이 

상으로 도서와 상자료로 나 어 목록과 

록이 개발되었고 개발된 독서문화콘텐츠 건수

는 다음 <표 17>과 같다. 

 2) ‘상황’이라 함은 사람들에게 책을 권할 때 고려하게 되는 독자의 조건  상태를 의미함.(한윤옥, 2004)

구분 1순 2순 3순 종합 수

경제

빈곤 113 100 75 614

실업 161 115 76 789

고령화 88 103 129 599

주택문제 40 53 89 315

기타 2 0 2 8

실업> 빈곤> 고령화> 주택문제

<표 15> 공동체의식 함양 독서문화콘텐츠 선호도( 복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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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단체 개발도구

공공기

∙문화체육 부. 우수 교양도서
∙한국간행물윤리 원회. 청소년을 한 좋은 책

∙국립 앙도서 . 추천한 독서목록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 추천한 독서목록
∙한국 상자료원, 상자료목록 

∙서울/경기도 각 도서 에서 제공되는 추천 독서목록

독서
련 

단체

∙한국도서 회. 상황별 독서목록 
∙어린이도서연구회. 2012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 책
∙한국독서치료학회. 어린이 독서치료용 독서목록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공식추천도서 
∙학교도서  도서추천 원회 엮음. 2011 추천도서목록
∙경기도 사서 서평단, 사서들의 책이야기 

웹사이트

∙한국간행물윤리 원회 홈페이지 http://www.kpec.or.kr

∙독서인 홈페이지 http://www.rdcenter.or.kr
∙독서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edu-kpec.or.kr

정기간행물

∙출
∙학교도서  

∙아침독서 신문 
∙작은도서  신문

상업기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표 16> 독서문화콘텐츠 개발 도구

구분 1순 2순 3순 종합 수

환경

환경오염 173 80 84 763

에 지 95 150 88 673

지구온난화 93 95 149 618

환경오염>에 지>지구온난화

인권

장애인 163 74 61 698

북한 76 82 133 525

다문화 80 132 94 598

장애인>다문화>북한

교육

사교육 134 68 84 622

학교폭력 112 128 74 666

참교육 85 80 99 514

왕따 30 57 70 274

기타 4 1 2 16

학교폭력>사교육>참교육>왕따

소통

가족간소통 146 25 19 507

지역(민/ )소통 41 101 34 359

지역기 간소통 17 43 112 249

가족간 소통>지역 소통> 지역기 간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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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상황
도서(수) 상자료

(건)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공동체 9 7 2 1 19

경제

빈곤 6 7 4 4 21

실업 5 2 - 3 10

고령화 5 - - 3 8

환경

환경오염 4 7 10 9 30

에 지 3 1 2 1 7

지구온난화 4 5 4 1 14

인권

장애인 4 5 4 2 15

북한 5 5 4 2 16

다문화 5 4 5 1 15

교육

사교육 4 - - 1 5

학교폭력 4 5 5 4 18

참교육 1 2 - - 3

왕따 6 5 5 - 16

소통

가족간소통 5 7 9 3 24

지역(민/ )소통 - - - - 0

지역기 간소통 - - - - 0

70 62 54 35 221

<표 17> 공동체의식 함양 독서문화콘텐츠 

개발된 양은 총 221건으로 매체형태로 보면 

도서자료 186건, 상자료 35건이며, 이용자 생

애주기별로 보면 성인자료 70건, 청소년자료 

62건, 어린이자료 35건으로 구분하여 개발되었

다. 사례를 보면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한 성

인독서 목록으로 공동체론(박호성. 효형출 사 

2009), 왜 도덕인가(마이클 샌델. 안진환. 이수

경 옮김. 한국경제신문사 2010) 등 9책을 선정

하 다. 상자료 목록으로는 스마일 톤즈(KBS 

1TV, KBS 스페셜, 2012.6.3, 연출: 구수환 외) 

등을 선정하 다. 

목록은 G시의 도서 에서 장기 으로 로

그램을 기획할 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의 학교도서 , 공공도서   작은도서 에 

배포되었다.

4.3 독서문화 로그램 개발

4.3.1 기획방안

독서문화 로그램은 공동체 의식분석과 이

용자 요구분석, 상황별 독서매체 목록을 토

로 기획하 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로그램 주제와 유형을 통하여 가족 간

의 소통, 공동체, 왕따, 참교육 등의 내용

이 다루어지도록 하 다. 

2) 유형은 가족단 로그램, 성인을 한 

자강연회, 고생을 한 독서캠 (독

서문화탐방, 토론, 퀴즈 등), 등학생을 

한 독서강좌(토론, 지역탐사, 독서모임

활동)이다. 

3) 로그램 시행시기와 시간은 가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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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주말, 성인 로그램은 평일 

녁 7시 이후, 학생 로그램은 방학기간으

로 정하 다. 

4) 로그램 기획, 진행 담당은 등학생과 

, 고등학생 로그램의 경우 지역공동

체(학교도서  명 교사, 지역독서회회원)

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체의식이 높은 

40 의 주부로 정하 다. 

5) 성인 로그램의 강사는 TV 매체, 타기

의 인문학 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자로 

선정하 다. 선정된 문학작품 자 4인은 

박웅 (‘인문학으로 고하라’의 자), 오

한숙희(‘ 만의 북극성을 따라라’의 자), 

이철환(‘연탄길’의 자), 김두식(‘욕망해

도 괜찮아’의 자)이다. 

6) 홍보를 한 매체로 랜카드, 소책자, 도

서 홈페이지, 도서  문자안내서비스, 지

역 평생학습통합시스템, 지역신문을 사용

하고, 공동체 의식 측면에서 양호한 반응

을 보이는 지역과 연령별 계층을 선택하

다. 상으로는 주부, 아버지 모임, 실버

모임 등의 기혼자모임, 지역 으로 교회, 

성당 등의 종교기  근처, 건립이 5년 이

내의 신설 아 트 지역, 농 지역이다. 학

교도서 과 연계하여 조문을 보내고, 

참여하는 학생은 입학사정 제에 창의체

험활동으로 활용하도록 하 다. 

7)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하여 독서문화 운

동의 주도  역할을 담당할 지역 내의 네

트웍은 <표 18> 기 을 심으로 형성하

구분 단체명 비고

등학교
( 내 4개교)

- 사서모임
G시 명 교사연합회 
( 등학교명 사서연합회) 

- 학교운 원회 
- 아버지모임(2개모임)

- A 등학교와 B 등학교 학교도서 이 가장 활성화 되어있음.

- A 등학교의 아버지모임은 학교 측에서 모집하 음
- B지역 아버지 모임은 교육에 심있는 아버지들이 자발 으로 
구성하 으며, 재 학교자원 사의 역할을 구상함

학교
( 내 2개교)

- 사서모임 

- 학교도서 담당자 
- 각 학교 도서부 학생

- B 지역 학교 학교도서  사서교사가 의욕 임

공공도서  
동아리

- △△회(인문학독서모임)

- 회( 쓰기모임)
- G시 도립도서  모임

- 수서정리 자원 사단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00도서  노인 사단

공동육아 

련모임

G시 공동육아 동조합연합회 XX어린이집, 00어린이집

G시 품앗이 교육 련 소모임 G시 지역주민들의 비 리지역 공동체

방과 후 학교 00 지역아동센터

안학교 
련 모임

- 교사모임

- 안학부모연 모임
- YY(작은도서 비모임)

무지개학교, 자유학교, 맑은샘학교로 구성
근처의 3개 도시 포함

지역운동단체

ZZZ 시의원, 지역운동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인문학 독서모임

G시 동화읽는어른모임 어린이책을 읽는 학부모 모임

000씨가 이끄는 한시  독서모임
<마을신문>의 온라인미디어를 지향하는 지역활동가와 학생이 
모인 독서모임

<표 18> 독서문화 함양을 한 지역 공동체 네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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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서  운 원회에 제언하 으며, 

독서목록을 활용하도록 배포하 다. 기

 선정은 공동체의식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이 기혼자, 연장자, 주부, 

거주기간 3년 이상의 주민이 공동체의식 

수 이 높다는 결과와 독서문화 기능을 

하는 단체를 심으로 선정하 다. 

4.3.2 로그램 내용 

로그램 이용자는 가족, 등학생, ․고등

학생, 성인 상 기획하 으며, 총 4개의 로그

램을 마련하 다. 독서문화 로그램은 선정된 

독서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명 교사연

합회, 독서회원, 연구원의 참여로 개발되었다. 

(1) 가족 로그램: 온가족이 함께 읽는 

그림책 

로그램 운 방법은 ｢G시 공동체 화합을 

한 독서목록｣에서 선정한 자료를 읽은 후 가족 

독서포트폴리오 제작물 제출하는 것이다. 결과

물로는 독서포트폴리오를 제작( : 감상문, 감

상화, 토론문, 역할극, 독서신문, 고, UCC 등 

기타 독창 인 방법 사용)하는 것이다. 심사기

은 G시 지역 등학교 명 사서연합회가 담

당하 다(<표 19> 참조).

(2) 등학생 로그램

여름방학교실로 시행된 등학생 로그램의 

주제는 ‘책과 더불어, 우리는 모두 친구’로 설정

하 으며, 참가자는 등학교 5-6 학년생 30명

이다. 주제도서는 <표 20>과 같다. 

운 내용은 책읽어주기, 도서  자료찾기, 

공동체놀이, 도서  상자료 토론, 연극놀이, 

친구고민상담 등으로 구성하여 공동체 활동을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구 하도록 하 다. 

가족

․

이웃

고
∙이혜란. 우리 가족입니다. 그림/보림

∙캐런 린 리엄스․카드라 모하메드, 노란 샌들 한 짝. 그림/둑 체이카, 옮김/이 정, 맑은가람

∙아인츠 야니쉬. 할아버지의 붉은 뺨. 그림/알료사 블라우, 옮김/박민수, 웅진주니어

∙한성옥. 행복한 우리 가족. 문학동네

∙허은미. 백만 년 동안  말 안 해. 그림/김진화, 웅진주니어

∙고 . 아빠와 아들. 그림/한상언, 길벗어린이

유아
∙멤 폭스. 할머니의 기억은 어디로 갔을까? 그림/ 리 비바스, 옮김/조경란 키득키득

∙김태호. 삐딱이를 찾아라. 그림/정 진, 비룡소

국가

․

환경

고
∙찰스 키핑. 낙원섬에서 생긴 일. 옮김/서애경, 사계

∙클 어 A. 검은 땅에  록빛 꿈. 그림/나볼러 굴, 옮김/김정희, 베틀북

∙비르기트 라더. 란 티셔츠의 여행. 그림/비르기트 안토니 옮김/엄혜숙 담푸스

∙고바야시 유타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 옮김/길지연, 미래아이

∙ 다 기버슨. 선인장 호텔. 그림/미간 로이드, 옮김/이명희, 마루벌

∙로버트 머클로스키.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 주세요. 옮김/이수연, 시공주니어

유아
∙아놀드 로벨. 아침 해를 구한 용감한 수탉. 그림/애니타 로벨, 옮김/엄혜숙, 시공주니어

∙오치 노리코. 이불나라의 난쟁이들. 그림/데쿠네, 옮김/이쿠 귀정, 베틀북

<표 19> 가족 로그램용 공동체 화합을 한 독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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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리드 린드그 . 2013. ｢떠들썩한 마을의 아이들｣ 옮김/햇살과 나무꾼, 논장

아스트리드 린드그 . 2000.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옮김/햇살과 나무꾼, 시공주니어

아스트리드 린드그 . 1999. ｢산 의 딸 로냐｣ 옮김/이진 , 시공

아스트리드 린드그 . 2010. ｢사자왕 형제의 모험｣ 옮김/김경희, 창비

<표 20> 등학생 로그램 주제도서

찰스 키핑. 2005. 길거리 가수 새미. 옮김/서애경, 사계  

랑수아 라스. 2007. 쟁터의 딸. 옮김/정혜용

요르크 슈타이 . 2007. 멘 음악  따라하기. 옮김/김라합, 비룡소 

<표 21> , 고등학생 로그램 안내사항

강연 제목 강연자 비고

“열여덟살의 질문-엄마, 개인주의가 왜 나빠요?” 오한숙희 < 만의 북극성을 따라라> 자

“시 의 맥락과 함께 호흡하는 창의성” 박웅 <인문학으로 고하다> 자

“나와 세상을 바꾸는 유쾌한 탈선 로젝트” 김두식 <욕망해도 괜찮아> 자

“가슴 찡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이철환 <연탄길> 자 

<표 22> 성인 로그램 안내사항 

(3) 청소년 로그램

청소년 로그램은 청소년 독서캠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청소년 지역문화 주인되

다’로 설정하 다. 주제도서는 <표 21>이다. 

운 내용은 도서토론, 역할극, G시의 행복지

수조사, 지역탐사, 다큐멘터리 화감상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시각을 갖도록 

지도하 다. 상은 학교 2학년~고등학교 1

학년 학생 25명을 상으로 시행하 다. 

(4) 성인 로그램

성인 로그램 일정과 로그램 안내사항은 

<표 22>와 같다. 

강사들에게 로그램의 목 을 설명하고, 본

인의 서와 강연제목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이 

함양되도록 강연내용을 구성하도록 요구하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도서 이 지역 공동체의

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독서문화콘텐츠를 개발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자문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G시 시민 공동체의

식  요구사항 분석, 공동체의식 련 독서콘

텐츠개발(목록), 독서문화 로그램 개발, 독서

문화사업 주체 확 와 네트웍 강화방안을 연구

하 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동체의식 수 이 높은 

인구집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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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를 가진 주민이 가장 의식 수 이 높

으며, 다음으로 기혼자들이다. 

2) 나이순으로는 연장자(60 이상> 40~50

> 19세이하> 20~30 ) 순이다.

3) 직업별로 볼 때 농업> 주부> 공무원, 기능

생산직> 사무직 순이다. 

4) 소득별로 볼 때 400만원이상> 100-200만

원미만> 1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순이다. 

5) 심리 으로 지역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6) 거주기간으로 볼 때 5년미만> 5년이상> 

3년미만 순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을 주체  활동 집단으로 

설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동아리형성, 

로그램 기획, 홍보를 한 자문 등을 시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그램 참여자들의 인 구성을 살펴보면 

성인 로그램의 경우 회당 80명~130명 정도 

되었으며, 참여자들은 학부모를 동반한 ․고

등학생들, 성인 남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홍보가 지역 공동체 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면

에서 참여자들의 인식에 항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본 로그램

의 효과를 간 으로 나마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공동체의식의 변화가 개선

되었다는 결과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도출되

기를 희망하지만 은 시간 내에 확인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한계가 있다. 

공동체 의식함양 콘텐츠 개발을 기획할 때 G

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부문의 주제로는 실업, 빈곤, 고령화, 주택

문제 순이며, 환경부문에는 환경오염, 에 지, 

인권부문에는 장애인, 다문화, 교육부문에는 학

교폭력, 사교육, 참교육 순이다. 이에 하여 도

서와 상자료 목록과 록자료 221건을 개발

하 다. 

로그램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족 로

그램, 등학생 로그램, 청소년 로그램, 성인

로그램으로 기획하 고, 일정, 시행시간, 강

사 등을 설정하 다. 

1) 로그램 내용과 과정에서 [이번 로그

램 참여는 귀하께 공동체 화합에 한 이

해를 돕는데 이득이 된다] 항목이 가장 

높은 수를 받았다. 

2) 강사의 교수기술과 비성에서 [강사는 

비성, 내용에 한 문  식견]에서 

높은 수를 받았다. 

3) 수업지원에서는 시설에 한 수가 가장 

좋았다.

4) 반사항으로는 [ 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직장, 가정, 기타 개인생활 등에 

용할 수 있다] 에 한 수가 가장 좋

았다.

5) 개선사항으로는 성인강좌 시간이 7시30

분부터가 합하다, 날짜가 정기 으로 

설정되었으면 한다, 등의 사항이 제안되

었다. 

이 게 개발된 독서목록과 로그램 활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

이다. 

1) G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

2) 독서문화 콘텐츠 개발  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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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도서 이용 활성화

3) 공동체 강화를 한 독서문화 로그램의 

모형 제시 

4) 지역 공동체 정보 확보와 네트워크 구성

나아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 공동체 의식 분석을 한 기 자료

로 활용

2) 지역과 공간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용

3) 지역공동체 유 강화를 한 문화의식 개

선 사례자료로 활용

4) 독서문화 진흥 정책 수립을 한 기 자

료로 활용

결론 으로 지역 도서 에서는 목 에 합

한 독서목록과 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지체 상 등과 같이 지역발 을 해하는 

요소를 완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를 하여 시  혹은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화지체 상을 악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에 

합한 이용자 조사, 상황에 합한 도서와 매

체 목록과 독서문화 로그램 개발, 공동체의식

이 상 으로 높은 집단을 활용한 네트웍 구

성, 집  지원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도서

장에서는 구체  목 으로 가지고 실용화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서 , 특히 공

공도서 은 지 으로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한

다는 기본  원칙과 공공도서 이 의도 으로 

어떤 결과를 얻기 해 로그램  목록을 개

발하고 노력을 한다는 은 서로 상충되는 기

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소통을 담당

하는 기 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정  효과를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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