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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예비사서들이 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이러한 관심이 실제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문헌정보학과 학부생 2~3학년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자 중 임의추출을 통해 심층면담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문헌정보학과 
학부생들은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
으며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키워드: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원북원부산, 예비사서, 참여교육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how many LIS students take a interest in cultural programs offered 
by local libraries, and whether such a interest leads to actual participation in cultural programs. To the 
en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2nd and 3rd year students from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Busa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low participation and passive 
attitude, even though LIS students ful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ultural programs in local libraries. 
The final suggestions include both educational strategies and practical guidance which might be helpful to 
attract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prospective librarians and to promote absorption of domain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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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도서관은 정보제공과 생애교육의 장일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IFLA/

UNESCO의 공공도서관선언 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교육, 문화, 정보의 활력소이자 필수적인

기관이며, 이를위해서는문화예술의인식및접근의편의를제공하고촉진하는임무를수행해야

한다고천명하고있다.1) 또한, 한국의 도서관법 에서는공공도서관의기능을공중의정보이용·

문화활동·독서활동및평생교육이라설정하고(제2조),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및평생

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를 주요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이렇듯, 공공도서관은

문화의장으로서그역할이부여되어있으며, 이러한역할을가시적으로구현할수있는가장좋

은투사체이다. 이때,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은공공도서관의문화적기능을수행하기위한필수적

이고당위적업무로써, 현재프로그램운영의필요성에대해서도일정부분공감대가형성되어있

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의 이면에는 문화프로그램을통해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이 보다더

확장될수있으며이용자에게도긍정적인이미지를심어주어도서관이용으로이어질수있으리

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기대감은이미다수의선행연구를통해입증되고있다. 정혜경과정은주는도서관문화

프로그램의경제성을분석한연구논문을통해도서관의문화프로그램이도서관이용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치며이용자에게비용지불의사를불러일으킨다고결론지었다.2) 또한, 이혜윤과이지연

은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참여여부에따라도서관이용및관심․활용의차이가발생하는지에대

해조사하였는데, 그결과도서관문화프로그램이이용자들의요구와관심에부합하여제공된다면

도서관이용률을높일수있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을것이라고분석하였다.3) 이처럼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이용자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도서관문화프로그램만의 가치를 제안(value

proposition) 해야 하는 도서관 마케팅의 중심축이며,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설계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1) IFLA/UNESCO의 공공도서관성명서(1994) 서문에서는공공도서관의임무에대해서기술하고있다. 구체적으

로, “공공도서관은개인과사회집단의평생교육과자립적인의사결정및문화적발전을도모함에있어서기본조

건이된다”라고그사회적임무를기술하고있다. 또한, 12가지로요약정리한공공도서관의구체적인임무를살

펴보면 “문화예술, 과학의 발전을인식시키며”(제5항), “공연예술등문화적표현과친근하게하고”(제6항), “다

국간문화의융합을촉진한다”(제7항) 라고기술하고있다(IFLA Home page, <http://www.ifla.org/-publications

/iflaunesco-public-library-manifesto-1994> [cited 2014. 5. 15]).

2) 정혜경, 정은주,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5권, 제3호(2008.

9), pp.377-392.

3) 이혜윤, 이지연, “공공도서관교육문화프로그램참여와도서관이용의관계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제1

호(2014. 3), pp.27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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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논의와더불어,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효과적인설계와활용을위해관련연구들이다

양하게수행되고있다. 이때, 연구의주제는크게 3가지로구분되는데, 도서관문화프로그램운영

현황및방안마련에관한연구, 도서관문화프로그램특성화전략에관한연구, 도서관문화프로그

램의가치에대한연구이다.4) 이들의연구를살펴보면각각다른주제의논문들임에도불구하고,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역량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 질적

인향상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이를기획하고운영하는사서의역할이중요하며, 사서의역량과

관심에따라서그내용과이용자의만족도에상당한차이를줄수있다는것이다. 이에학부시절

부터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함양할수있는교육이필요할뿐만아니라지

속적인관심을유도하는교육또한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추론은관련연구에서

도입증되고있는데, 가령, 노영희등의조사에의하면현장사서들은문화프로그램과관련한업

무가도서관활동의중요내용이며해당내용이대학의교과과정을통해교육되어야한다고인식하

고있었다.5) 이는사전 조사를위한현장 사서와의인터뷰 중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는데, 그는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중요성증가와관련된교육및관심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강조하고있

었다. 다음은 현장사서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제가 처음 도서관에 자리를 잡았을 당시에는 대출반납 관련 일에 인력의 80%가 배치되

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체감적으로는 80%정

도의 업무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만난 독일 사서의 경우에는 문화프로그

램의 강사까지도 본인이 직접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

도록 도와주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6)”

또한 이러한 요구는 학부생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노영희 등이 문헌정보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향후희망하는취업분야를조사한연구에의하면향후 “문화프로그램등의업무”에종

사하기를희망하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 이러한능력을길러줄수있는교과목의개설을요구하

는 비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나 현재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서의 교육방법과 그들이 갖추어야 할 역

량및태도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하고있는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따라서예비사서들의관련

자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향후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대한교육방법을다룬구체적인논의가이

4)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방안 연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7).

5) 노영희, 안인자, 오세훈, “사서직 고용현황 및 인력개발에 대한 현장사서 요구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4호(2013. 12), pp.61-91.

6) H도서관 사서, 2014년 3월 28일 14:00-15:00, H도서관

7) 노영희등, “문헌정보학과재학생의취업전망에대한인식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4호(2013.

11),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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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다양한조사연구를통한접근이 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 그

첫번째단계로현재의예비사서들이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대해서얼마나알고있으며관심을가

지고있는지에대해알아보고나아가현재관련교육내용및방법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에대한

면밀한분석을통해관련교육의현단계에대한심층적인논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에본

연구에서는그첫번째연구로예비사서들의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지도및관심에대해조사하고

더불어그들의문화프로그램에대한정보획득방법및태도, 참여실태등을조사하였다. 본조사를

통해관련교육의현황을면밀히파악해내는것은쉽지않다는한계를가지고있으나, 현재의예비

사서의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여향후교육의방향성을고민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주이용도서관이대학도서관인예비사서들에게일반인을주이용자로설정하고있는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대한관심과참여율을조사한다는점에서일정부분의구심이발생할수있다. 이

러한의구심을해결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공공도서관뿐만아니라대학도서관및학과를통해

서보다폭넓게홍보를진행하고참여를유도하고있는범시민적인정착형문화프로그램을중심으

로설정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즉, 공공도서관을실제로방문하거나통하지않더라도관심만가진

다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문화프로그램을 그 중심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 유형과 현황

1.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 유형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은사서에의해제공되는것으로, 지역시민의오락, 교육, 계몽을목적으로

예술, 인문학, 과학, 공공정책, 지역사회의중요한현안등으로그내용이구성되며8), 자료의제공

을중심으로한서비스와는달리, 도서관문화적인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실시되어지는문화예

술관련강연, 전시, 공연, 독서교육, 독서캠프, 북스타트 등의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진흥관련활동

및 행사를 의미한다.9)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유형은학자들에따라다양하게구분되고있다. 황금숙등은도서관문화

프로그램을그목적에따라문화(예술)강좌, 독서진흥활동, 문화행사로구분하고있으며10), 안인

자등은프로그램의성격을크게독서프로그램과비독서프로그램으로구분하고, 다시비독서프로그

8) Robertson, DeborahA.，Cultural　Programming　for　Libraries: Linking　Libraries Communities, and　Culture (Chicago :

ALA, 2005)

9) 문화체육관광부, 전게서.

10) 황금숙, 김수경, 박미영,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

권, 제1호(2008. 3), pp.2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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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하부항목을취미교실프로그램, 언어교육프로그램, 다문화프로그램, 정보교육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으로구분, 총 6가지의유형을제시하고있다.11) 그리고김종성과엄미진은프로그램의형

식과참가자들의참여형태등을기준으로하여참여형, 체험형, 강좌형, 콘테스트형, 기관협력형등

의 5가지로구분하였다.12) 또한이혜은과이지연은프로그램의형태를크게문화강좌와문화행사

로구분하고, 문화강좌의세부항목을독서교육프로그램, 어학프로그램, 컴퓨터․정보프로그램, 학교

교육프로그램, 취미교양프로그램, 전통문화프로그램으로 6가지로구분하여총 7가지형태의문화

프로그램으로 구분 짓고 있다.13) 각 연구별 문화프로그램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학자 구분 세부영역 및 주요프로그램

황금숙 등

문화(예술)강좌 ‘문화학교’, ‘문화교실’ 등 문화예술 및 교양강좌 또는 평생교육강좌

독서진흥 활동
독서회, 겨울․여름 독서교실, 북스타트, 원북원시티, 한책한도서관, 가족독서캠프, 독서
퀴즈 등 독서 교육 및 독서문화 진흥 관련 활동

문화행사
도서관주간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한마당 등 문화예술 관련 각종 공연, 
강연, 전시, 감상

안인자 등
독서프로그램 독서관련 프로그램

비독서프로그램
취미교실프로그램, 언어교육프로그램, 다문화프로그램, 
정보교육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김종성 등

참여형 독서회, 자원봉사, 독서치료/상담

체험형 독서교실, 도서관 견학, 캠프/탐방, 전시회

강좌형 평생교육강좌, 문화강좌, 특별강좌

콘테스트형 독서 감상문 대회, 백일장, 독서퀴즈

기관협력형 지역단체 연계

이혜윤 등
문화강좌

독서교육프로그램, 어학프로그램, 컴퓨터․정보프로그램, 
학교교육 프로그램, 취미교양 프로그램, 전통문화프로그램

문화행사 도서관문화행사

<표 1>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 유형 

그러나부산지역에서현재실시되고있는도서관문화프로그램을조사한결과, 2014년 현재보

다다양한문화프로그램의형태들이제시되고있어선행연구의구분만으로는부족하다는판단하

에문화프로그램의유형을보다더구체적으로구분하였다.14) 우선,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유형

을 안인자와황금숙의 구별을참조하여, 독서관련형, 비독서관련 형으로크게 구분하고, 비독서

11) 안인자 등, “국내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9. 6), pp.197-208.

12) 김종성, 엄미진, “공공도서관청소년프로그램의유형별특성과발전방안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2호(2010. 6), pp.39-56.

13) 이혜윤, 이지은, 전게논문.

14) 부산지역도서관중문화프로그램이활발히운영되고있는도서관두곳과이와유사한규모의도서관두곳을

선정하여 2012~2014년 문화프로그램을 조사해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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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형에문화강좌와문화행사를배치하였다. 또한문화강좌의경우, 일회성 및사전등록이필

요하지않은 “문화강좌형”과사전신청을통해일정기간동안각종취미와관련지식을습득하는

것을목적으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그성격및대상과내용적인면에서큰차이가있다는

점을고려하여구분하였다. 또한부산의경우지역적특색을반영하여각지역단체와의연계프로

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특화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유형 형태 정의

독서프로그램 독서교육 & 독서 활동프로그램 독서회, 독서교실 등 독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프로프 램

비독서 프로그램

문화강좌(강연)프로그램
일회성으로 개최되거나 사전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각종 교양 
강연&강좌

문화행사프로그램
전시회와 낭독회와 같은 예술 문화 활동 등으로 주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1회성 프로그램 

지역특화프로그램
관련지역의 특성을 담고 있으며 지역단체와 연계한 종합프로그램. 
예를 들어 부산지역의 부산역사탐방프로그램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전등록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의 수업일수를 가지고 있는 취미 
및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표 2>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화프로그램의 유형과 형태

2.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 현황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은그 형태와내용이너무나다양하여 이를제대로

수행해내기위해서는각내용별특성에대한체계적인지식의습득과이해는물론이고운영을위해

상당한시간과노력을투자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국가도서관통계를이용하여최근(2012년)

각도서관에서실시하고있는문화프로그램의수와참여자수를조사해보면, 양적인측면에서도도

서관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사서에게 상당한 부담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가능하다.

<표 3>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 실시횟수 및 참가자수15)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강좌수 1회성 프로그램 강좌수 1회성 프로그램

실시횟수 참가자수 실시횟수 참가자수 실시횟수 참가자수 실시횟수 참가자수

전국합계(808관) 23,648 4,905,088 13,341 4,054,199 18,525 4,970,044 16,334 5,230,445

전국평균(1관당) 29.3 6,070.6 16.5 5,017.6 22.9 6,151.0 20.2 6,473.3

부산합계(29관) 1,724 306,338 377 55,490 1,863 350,676 3,455 419,381

부산평균(1관당) 59.4 10,563.4 13 1,913.4 64.2 12,092.3 119.1 14,461.4

15)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index.do> [인용 2014. 5. 18].

공공도서관은설립주체는교육청, 지자체로한정하였으며, 운영방식은직영, 위탁을모두포함하여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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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나타나듯이,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한해에 실시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은 1관당

강좌가 29.3회, 1회성 프로그램이 16.5회, 도서관 및 독서관련프로그램 관련한강좌는 평균 22.8

회, 1회성 프로그램은 20.2회로, 한 달 평균 7.4회 이상의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파악되었다. 본연구의주연구대상인부산의경우, 1관당문화프로그램운영횟수는강좌

가 59.4회, 1회성 프로그램이 13회, 관련프로그램의 강좌가 64.2회, 1회성 프로그램이 119.1회로,

한달평균 21.3회의도서관문화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어서부담감이심각할것이라는예상된다.

즉, 한 도서관이일년에실행하고담당하게되는프로그램의수와종류가너무나다양하여업무

적부담감을가중시키고있으며, 이로 인해문화프로그램의필요성과중요성은인지하고있지만

특색있는문화프로그램이기획․운영되기어려운상황이다. 이로 인해질적인내용을담보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 부산의공공도서관중문화프로그램이활발히운영되고있는

도서관을사례로살펴보았다. A도서관의경우, 유아/학생부터어르신에이르기까지다양한연령

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장인들까지

아우르고있었다. 특히, 2014년상반기개설현황을살펴보면, 3월부터 6월까지총 29개에이르는

망라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화-토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프로그램이 개

설되고 있어 개관일 거의 대부분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아가관련연구를살펴보면, 조찬식은서울시공공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실태와운영에관

한연구를통해서문화프로그램의천편일률성과내용적부실에대해이미지적하고있는데, 예산

과공간등과같은열악한운영자원과전문직원의확보등이이러한문제를야기시키며, 이를개

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분석을 통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운영, 행․재정적인제도적장치의마련등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16) 그러나이러한

제도및환경의개선은쉽게이루어질수없으며, 설령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사서의역량강화와

관심및애정이선행되지않는다면지금과같이우선개최하는것에의의를두게될것이며질적

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설계 

예비사서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주지하다시피부산지역의경우 2003년부터도서관문화프로그램

16) 조찬식, “서울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실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

(2008. 6),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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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나로 “원북원부산(One Book One Busan)”이운영되어왔다. “원북원시티”를토대로한 “원

북원부산”은 한 지역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관련된다양한문화행사를펼치면서공통의문화적체험을갖게하여독서와토론의문화를북돋

우고자하는것을목적으로운영되는대표적인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하나이다.17) 현재 “원북원

부산”이운영된지만 11년이되었으며매해보다다양한방법을통해시민들의참여를유도하고

있다.18) 이에 부산지역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의 경우 공공도서관과 문화프로

그램에대한개인적인관심과별개로수업과일상을통해직․간접적으로 “원북원부산”을접하였

을가능성이클것으로기대되며, 이는자연스럽게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대한기본적인지식의

습득으로 연결되었을 공산이 크다. 이러한 지식의습득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매개체

역할을할수있기에, 부산지역이본연구에적절한연구대상이라판단하였다. 또한본연구의진

행에앞서조사대상인대학의대학도서관을조사한결과모든도서관에서관련포스터를부착하

고있었으며, 권장도서목록에선정도서를포함시키고있었다. 나아가 A대학의경우홈페이지를

통해선정도서배포하고홍보하는등의보다적극적인활동들이이루어지고있었다. 즉, 현재 “원

북원부산”은 공공도서관뿐만아니라대학도서관및각학과를통해서보다폭넓게선전및참여

를유도하고있는범시민적인정착형문화프로그램으로본연구에가장적합한프로그램이라생

각되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수집은부산시의총 4개의문헌정보학과학부생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학년별차이

를고려하여학부 2~3학년으로한정하였다. 즉, 이제막문헌정보학에입학하여전공에대한지

식과관심이낮을것으로예상되는학부 1학년과 “사서실습”과같은과목을통해직접적으로도

서관현장과의접촉이이루어져서객관적인조사가힘들것으로예상되는 4학년은그특징을고

려하여 임의 제외하였다.

이러한집단을대상으로설문과심층면담을실시하여데이터를수집하였다. 설문내용은크게일

반적인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질문과 “원북원부산”에 대한 질문으로구분하였다. 구체적으

로는첫째, 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관한인식과참가경험의유무, 둘째, 문화프로그램과관련된정

보의획득방법및적극성, 셋째, 문화프로그램참여에대한예비사서들의시각, 넷째, 부산지역의

대표적인도서관문화프로그램인 “원북원부산”에 대한인식과참가유무, 다섯째, “원북원부산”과

17) 이용재, “한 책, 한 도시'운동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 '원북원부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247-265.

18) 문화일보홈페이지, “부산 ‘원북원독서운동’ 올해선정책 ‘돌아온외규장각…” (2014. 3. 25) <http://www.munhwa.

com/news/view.html?no=20140325MW172714507120> [인용 2014. 5 .17].

“원북원부산”은 시민들의활발한참여를이끌어내기위하여책의선정에서부터참여의기회를부여하고있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 2014년원북도서를선정을위해시민 1만2359명의온·오프라인투표에참여하였으며이

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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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정보의획득방법및적극성, 마지막으로, “원북원부산”의기여도등에대해서질문하였다.

본격적인설문조사에앞서설문문항의적합성을평가하기위하여예비설문을실시하여응답자

들이 설문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 유형에 대

한이해가부족하여, 각항목에대한이해를돕고정확한전달을위하여각설문항목에예를제시

하여응답자가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예를들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의경우, “사전등록을전

제로하는노인의한글교실혹은색종이접기등의취미관련프로그램”이라는예를함께제시하

였으며 “특화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해양도시 탐험 등”으로 제시하여 보다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설문은 2014년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전공수업시간을통해실시하였으며, A대학의학부생

54명, B대학 67명, C대학 42명, D대학 69명, 총 232명의설문을회수하였다.19) 이때, 조사대상인

4개대학모두학년별기준재학생수가 40명인것을감안하면, 본설문을통해부산지역문헌정

보학과 2~3학년학생의약 72.5%(320명 중 232명)에게서답을얻은것으로파악할수있다. 구

체적인 설문응답자의 인적 현황은 다음 <표 4>과 같다.

학년
전체

성별
전체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관종 

전체
2학년 3학년 남자 여자 무응답

A
빈도 37 17 54 12 41 1 54 공공

도서관
빈도 123

비율 57.2비율 31.4 14.9 23.3 19.0 25.2 16.7 23.3
대학

도서관
빈도 19

B
빈도 40 27 67 18 44 5 67

비율 8.8
비율 33.9 23.7 28.9 28.6 27.0 83.0 28.9

전문
도서관

빈도 10

C
빈도 3 39 42 11 31 0 42 비율 4.7
비율 2.5 34.2 18.1 17.5 19.0 0.0 18.1 학교

도서관
빈도 32

D
빈도 38 31 69 22 47 0 69 비율 14.9

기타20)
빈도 31비율 32.2 27.2 29.7 34.9 28.8 0.0 29.7
비율 14.4

계
빈도 118 114 232 63 163 6 232

계
빈도 215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율 100.0

<표 4> 설문응답자 현황

한편, 보다세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같은기간동안문헌정보학과대학생을대상으로면담

조사를병행하였는데, 설문응답자중학년과학교등의변수를고려하여 20명을선정하여심층면

담을 시행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하여 일반 타 전공 학생 98명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원북원부

산”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을 조사하였다

19) 실제 설문회수는 236명이었으나, 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모른다고 기술한 학생4명의 설문은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임의제외하였다.

20) 예비사서들은향후 희망하는분야로기업, 행정공무원, 기록관리사, 기업자료실 사서등을기타로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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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수집된데이터는통계 SPSS 20.0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을이용

하여 각 지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참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

지금부터빈도분석결과에기초하여예비사서들의도서관문화프로그램과관련한생각들을살

펴보고자한다. 먼저, 평소 ‘공공도서관의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한첫단계로

써 ‘①공공도서관의중요한기능’에대해서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5>에서나타나듯이부산지

역예비사서들의경우공공도서관의가장중요한기능을문화적기능으로여기고있었으며, 이와

유사한 비율로 정보제공적 기능 또한 중시하고 있었다.

　
1,2순위 가중치

빈도 비율

보존적 기능 33 4.8

문화적 기능 234 34.4

교육적 기능 98 14.4

여가적 기능 89 13.1

정보제공적 기능 226 33.2

연구적 기능 1 0.1

계 681 100.0

<표 5>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이처럼많은예비사서들이지역민들의문화의향유를위해공공도서관이제기능을다해야한

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도서관은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는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며 다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어디에서나 위치해있다는 점에서 지역 시민

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라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21)”

21) A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여, 2014년 4월 17일 13:00-13:30, B대학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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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문화적 기능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즉,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곳이라는 거지요. 또한 세금

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문화적 기능을 강화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도서관의

역할이 보다 이용자들에게 눈에 띄게 되고 그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요소가 될 것 같아요.22)”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시 되는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가시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도서

관문화프로그램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을까? ‘②공공도서관의문화프로그램중가장중요

하다생각하는프로그램유형’에대해살펴본결과, <표 6>에서나타나듯이독서교육및독서활동

에대한응답(51.5%)이가장높게나타났다. 즉, 예비사서들은다양한문화프로그램중 ‘책’과관

련한 다양한 활동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순위 가중치

빈도 비율

독서교육 & 독서활동 347 51.5 

문화강좌(강연) 73 10.8 

문화행사 66 9.8 

지역특화프로그램 79 11.7 

평생교육프로그램 109 16.2 

계 674 100.0 

<표 6>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유형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독서교육과 독서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문화프로그램

을 통해 이용자가 도서관을 활용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때 비용과

자원의 측면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서교육의 경우 공감대 형성이 충분

히 이뤄진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서 도서관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요.23)”

이처럼 예비사서들은 독서교육과 독서활동 관련 문화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을 공공도서관답

게만들수있다고여기고있었다. 그러나이러한생각외에도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둘러싼여

러 생각이 공존하고 있었다.

22) B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여, 2014년 4월 17일 13:30-14:00, B대학교 강의실

23) C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여, 2014년 4월 15일 10:00-11:00, B대학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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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문화행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도서관에서 독서교육

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이용자 입장에

서는 보다 단순하고 흥미가 있으며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리라 생각돼요.

이러한 점은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저 역시 책 읽고 토론하는 형식의 딱딱한 수업보다

는 전시회나 음악회 같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이 꼭 독서교육에 집중할 필요 보다는 복합적인 장으로서 활용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24)”

“지역별 특화된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는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해

야 하는데, 지역도서관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 않

을까요?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25)”

이와같이예비사서들은문화프로그램이공공도서관의다양한사회적기능을수행하는데있어

많은기여를할수있을것이라생각하고있었다. 이는문화프로그램의사회적기여도에대한잠

재력을 예비사서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실제그들의행동속에서도그중요성을확인할수있을까? ‘예비사서들의실제문화

프로그램참여도’를확인하기위해 ‘③공공도서관의문화프로그램참여도’와 ‘④가장많이참여해

본문화프로그램유형’에대해서살펴보았다. 물론, 공공도서관의문화프로그램은대학생을대상으

로한다기보다는다양한시민층을대상으로하고있다. 하지만예비사서들스스로가그중요성을

인지하고있고, 관심을표명하고있었다. 이에이러한관심이직접적인행동과참여로는이어지고

있는지살펴보았다. 그결과, <표 7>에서와같이약 64.7%의부산지역예비사서들의경우, 공공도

서관에서시행되는다양한문화프로그램에참여해본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 1년에 1

번참여한다는응답자(약 20.7%)가그뒤를이어, 조사에응한대다수(약 85.4%)의예비사서들이

공공도서관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도 비율

1년에 7번 이상 3 1.3
1년에 4-6번 3 1.3
1년에 2-3번 28 12.1

1년에 1번 48 20.7
참여한 적이 없다 150 64.7

계 232 100.0

<표 7>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참여도

24) D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남, 2014년 4월 11일 13:00-14:00, B대학교 강의실

25) E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남, 2014년 4월 11일 10:00-10:30, B대학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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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설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예비사서들은 실제 어떤 프로그램에 참

여해보았을까? 보다구체적인참여현황을살펴보기위해참여한프로그램유형에대해서살펴보

았다. <표 8>을살펴보면예비사서들은 ‘전시회와같은문화행사(31.5%) > 독서교육및독서활동

(30.6%) > 초청강연등의문화강좌(28.1%)’순으로참여하였다고대답하였다. 그러나이러한차

이는 미미한 것으로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1,2순위  가중치

빈도 비율

독서교육 & 독서활동 72 30.6

문화강좌(강연) 66 28.1

문화행사 74 31.5

지역특화 프로그램 14 6.0

평생교육 프로그램 9 3.8

계 235 100.0

<표 8> 참여한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유형 

이는앞서중시되어야할프로그램의유형에대한질문에서독서교육및독서활동의응답률이

가장높았던것과는다른결과로, 실제로예비사서들은보다다양한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었다.

왜이러한현상이나타나는걸까? 이와같은결과가나타나는이유는심층인터뷰를통해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도서관에 독서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책을 읽고 가야한

다는 부담감과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도

서관에서는 그림책 원판 전시회를 해마다 열고 있는데 가볍게 감상만 하면 되는 것이

어서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26)”

“도서관은 이제 책만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재즈 음악에 관심이 있는데 봄에 어울리는 재즈음악을 들려주고 감상하는 프로그

램이 중심이 되고 그 속에서 관련된 책을 제시해준다면 즐거울 것 같은데, 책을 가지고

재즈를 토론해보자는 식의 접근을 한다면 싫을 것 같거든요. 독서교육은 너무 가르친

다는 느낌이 들어요. 즐길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27)”

즉, 문화행사와 문화강좌(강연)의 경우 대부분 1회성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비교적가벼운마음으로참석이가능하다는장점이존재하였다. 반면독서교육과독서활동의경

26) F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여, 2014년 5월 16일 11:30-12:30, A대학교 강의실

27) D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남, 2014년 4월 11일 13:00-14:00, B대학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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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스로책을읽고시간을투자해야한다는부담감과함께강제적인수업방식을연상하게되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한편, 예비사서의경우문화프로그램에참여함에있어필요한정보를얻기위해얼마나적극적

으로노력하고있을까? ‘문화프로그램관련정보입수를위한행태’를살펴보기위해스스로생각

하는 ‘⑤정보추구의적극성’을살펴본결과, 매우적극적혹은적극적이라는응답을한예비사서

는 3.0%(매우적극적 0.4%, 적극적 2.6%)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표 9>참조). 즉, 대부분의

예비사서들은문화프로그램과관련된정보를얻기위해스스로별다른노력을하지않는수동적

인태도를취한다고평가하고있었다. 이를 5점척도로변환시킨결과또한 2.1점으로나와응답자

의 소극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빈도 비율
매우 적극적 1 0.4

적극적 6 2.6
보통 69 30.1

소극적 87 38.0
매우 소극적 66 28.8

계 229 100.0
5점 척도 2.1

<표 9> 정보추구의 적극성

다음으로예비사서들이도서관문화프로그램관련정보를얻는 ‘⑥주요정보원’을조사하였다.

먼저, 결과를확인해보면응답자의 49.1%가도서관홍보자료를활용하여정보를입수하고있으

며, 20.3%는신문기사, 15.5%는도서관홈페이지를이용한다고응답하여, 정보입수경로가이세

가지정보원에집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반대로전공수업시간을통한정보입수와같은

과의 선후배와 정보를 공유한다는 응답이 각각 3.4%, 5.2%에 불과하였다(<표 10>참조).

　 빈도 비율
수업시간 8 3.4

도서관 홈페이지 36 15.5
도서관 홍보자료 114 49.1

신문기사 47 20.3
전공선후배 12 5.2

기타 4 1.7
접한 적 없음 11 4.7

계 232 100.0

<표 10> 주요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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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보원과 비교하여 전공수업 시간을 통한 정보입수가 낮다는 결과는 현재 문화프로그램의

설계와운영과관련된교육이충분히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것으로연결지을수있다. 이러한

현상을확인하기위해현재부산소재 4개대학교의교과과정을조사한결과, 직접적으로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교과과정으로다루고있는곳은없었으며, 한대학만이 도서관마케팅 이라는과

목을통해문화프로그램을소개하는정도의수업을진행하고있었다. 수업을통해서관련정보를

얻는 기회가 적다는 것은 한 학생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학년마다 교과과정을 보면 집중해서 진행되는 영역이 달라요. 작년에는 2학기 수업

에서 거의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도 관련 과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교수님들도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구요.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도

도서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학년이 되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수업이 하나 정도 개설되어 있어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접하게 되고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 것 같아요.”28)

마지막으로예비사서들은일반인과비교하여문헌정보학전공자들이도서관및도서관문화프

로그램에보다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고참여하고있다고생각할까? 이질문에답하기위해 ‘스

스로생각하는도서관과문화프로그램관심및참여도비교’에대해서살펴보았다. 먼저 ‘⑦타인

과비교하여본인의관심도’를살펴보면 79.7%(매우낮음 32.9%, 낮음 46.8%)의응답자가관심

이낮은편이라고응답하였다. 또한, ‘⑧일반인과비교하여전공자의관심과참여도’를조사한결

과 ‘일반인들과비교하여더높은편이다’라고생각하는예비사서는 6.4%(매우높다 1.7%, 높다

4.7%) 정도에 불과한 반면 보다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응답한 예비사서는 58.6%에 다다랐

다. 이는예비사서들이자신과자신이속한전공집단을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비참여적인집단으

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 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인 Vs. 타인 전공자 Vs. 일반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높음 3 1.3 4 1.7

높음 5 2.2 11 4.7
보통 39 16.9 81 34.9
낮음 108 46.8 91 39.2

매우 낮음 76 32.9 45 19.4
계 231 100.0 232 100.0

5점 척도 1.9 2.3

<표 11> 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28) F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여, 2014년 5월 16일 11:30-12:30, A대학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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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서들은 왜 자신이 그리고 전공자들이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필요성 그리고 관심의 부족이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홍보부족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대학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도 노

력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눈만 돌리면 접할 수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스쳐지나가면

서 볼 뿐 자세히 읽지 않았던 것이니까 홍보부족이라고 치부할 수 는 없을 것 같아요.29)”

“사실 이 부분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참여를 많이 했었는

데…. 실제로 지금이 고등학교 시절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

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전공을 배우고 있으니까 실제로 도서관에

가보지 않아도 나는 도서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돼요.30)”

지금까지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과참여실태를살펴보기위해 8개의지표로예비사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 결과, 예비사서들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정보추구, 관심 및

참여도가낮은편이었으며, 인터뷰를통해살펴본결과이는단순히문화프로그램을둘러싼무관

심이나소극성뿐만이아니라 ‘도서관현장’에대한관심의부족을함축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2. 부산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

문화프로그램을둘러싼인식과관심및참여실태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부산지역

의대표적인문화프로그램인 “원북원부산”을사례로살펴보았다. 이때, 예비사서의인식과관심

및참여도를보다더정확하게진단하기위하여같은조건에해당하는타전공의대학생 98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부산지역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과참여실태를살펴보기위해, 먼저, “원북원부산”에대해

서얼마나알고있는지인지도에대해조사하였다. 그결과, <표 12>에나타나듯이 63.8%의예비

사서만이 “원북원부산”에 대해서 인지하고있었으며, 36.2%에해당하는응답자는 “원북원부산”

에대해 ‘들어본적이없다’라고대답하였다(⑨“원북원부산” 인지도). 이 때, 일반타전공학생들

의 경우는, 15.3%만이 “원북원부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의 경우

인지도는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9) G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여, 2014년 4월 11일 11:30-12:30, B대학교 강의실

30) H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여, 2014년 5월 16일 13:00-14:00, A대학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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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과 타전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들어본 적 있음 148 63.8 15 15.3

들어본 적 없음 84 36.2 83 84.7

계 232 100.0 98 100.0

<표 12> “원북원부산” 인지도 

참고로, 이 인지도는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학교는 88.9%의인지도를보였지만가장낮은인지도를보인학교는 42.9%에불과하여두

배이상의차이를보였다.31) 이차이의원인을추론하기위해다음의학생과의인터뷰를살펴보자.

“작년 도서관운영론 수업에서 기말리포트로 한 친구가 “원북원부산”에 대해 조사하

고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지요. 아마 다른 친구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요. 작년에 선정도서는…… 의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읽어보

지는 않아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네요.32)

이처럼 “원북원부산”의경우, 부산의대표적인독서운동이기때문에관련교과목에서소개되거

나참여를유도하고있는경우가많았다. 따라서이를교과내용으로다루게되면그인지도에있

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원북원부산”에 대한 단순한인지도를넘어예비사서들은 ‘“원북원부산”에 대해 지

속적인관심’을가지고있을까? 이를확인하기위해서올해의선정도서에대해알고있는지질문

하였다(⑩“원북원부산” 선정도서인지도). 이에더해, 알고있다면표제를기술하도록하였다. 그

결과, “원북원부산”에 대해알고있으며선정도서까지알고있는예비사서는 15.1%에불과한것

으로확인되었다(<표 13>참조). 특히, 2014년 “원북원부산” 선정도서명을『돌아온외규장각의궤

와 외교관 이야기』라는 표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비사서는 총 15명으로, 6.5%에 지나지

않았다. 즉, “원북원부산”존재여부를아는비율도그다지높지않았지만실제적으로관심을가지

고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비율 역시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 타

전공학생과는차이를보여주는데, 그들의경우 “원북원부산”을알고있다고응답한 15명 중 2명

을 제외한 13명이 선정도서명을정확하게기술하고 있었다. 즉, 스스로의관심에의해 “원북원부

산”에 대해인지하고있는경우그내용에대해서도정확하게파악하고있다는차이점이있었다.

31) 이 지표는카이검증(chi-square) 결과에서도나타나는데, 학교별 “원북원부산” 인지도간의차이는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χ2=30.778, df=3, p=0.000).

32) I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여, 2014년 4월 14일 13:00-14:00, B대학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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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과 타전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안다 35 15.1 13 13.3

모른다 197 84.9 85 86.7

계 232 100.0 98 100.0

<표 13> “원북원부산” 선정도서 인지도 

그렇다면 선정도서를인지하는것에 더해 ‘예비사서들의 실제 “원북원부산”에 참여’하고있는

지를확인하기위해선정도서를읽은경험이있는지를조사해보았다.33) 대학입학후 ‘⑪ “원북

원부산” 참여도’34)를조사해본결과, <표 14>에서와같이 “원북원부산”을 통해선정도서를읽은

경우는 8.2%에지나지않았다. 이는선정도서를알고있다고응답한예비사서(15.1%)의절반정

도에해당하는것으로프로그램을인지하고(63.8%, <표 12>참조), 관심을가지고(15.1%, <표 13>

참조), 실제로 참여(8.2%, <표 14>참조)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다소 참담한 결과라 할 수 있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대학 입학 전에 선정도서를 접하고 읽었던 비율이 대학 입학 후

미세하지만줄어들었다는점이다. 즉, 전공을선택하고난뒤관심과참여도가증가한것이아니

라 도리어 감소하거나 정체되었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학 입학 후 대학 입학 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원북원부산)통해 읽음 19 8.2 22 9.5

안읽음 213 91.8 210 90.5
합계 232 100.0 232 100.0

<표 14> “원북원부산” 참여도 

그렇다면 “원북원부산”에 대해인지하고있던 148명의예비사서들은 ‘“원북원부산”의효과’에

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 있을까? 이를알아보기위해, “원북원부산”이 독서력증진에얼마나기

여하는지물어보았다. 그결과, 55.2%의응답자가 ‘독서력에기여한다’(그렇다 46.2%, 매우그렇

다 9.0%)를택했던반면 ‘기여하지않는다’(아니다 4.1%, 매우아니다 1.4%)를택한이는 5.5%

에불과하였다(<표 15>참조). 즉, “원북원부산”을 인지하고있는이들중과반수이상은이독서

운동이실효성을가지고있어독서력증진에긍정적기여를할것이라생각하고있었다. 즉, 이러

33) 2, 3학년이대학을입학한후선정된도서를제시하고(2학년 2권, 3학년 3권) “원북원부산”을 통해이를읽었는

지 읽지 않았는지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4) 본 연구는 예비사서, 즉 전공자의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 참여도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입학 전의 “원북원부산”참여 유무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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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과는 “원북원부산”의 효과에대해서는약 5할 이상의예비사서가 인정하고있지만, 그들이

책을읽는등의활동으로직접적인참여를하는것은 1할에도미치지못하는모순된상황이연출

되고 있었다.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13 9.0
그렇다 67 46.2
보통 57 39.3

아니다 6 4.1
전혀 아니다 2 1.4

계 145 100.0

<표 15> “원북원부산”의 독서력 증진 기여도

그렇다면 “원북원부산”에 대해알고있었던 148명의예비사서들은관련정보를어디에서얻는

것일까? ‘“원북원부산” 관련정보입수를위한행태’를살펴보기위해 ‘⑫ “원북원부산” 정보를입

수하는주요정보원’을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운동에대해보다구체적인정보를얻기위해가

장많이활용한정보원은도서관홈페이지(46.9%)인 것으로나타났으며, 이와유사한비율로수

업시간(41.4%) 역시 활용하는것으로 나타났다(<표 16>참조). 이러한 결과는앞서 살펴본 문화

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얻기위한주요정보원의결과와는사뭇다른결과였다(앞의 <표 10>참

조). 가령, 전반적인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 경우, 도서관 홍보자료나 신문기사, 도서관 홈페이지

를 통해서 접근하였지만 “원북원부산”의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와 수업시간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빈도 비율

수업시간 60 41.4

도서관 홈페이지 68 46.9

도서관 홍보자료 9 6.2

신문기사 1 0.7

전공선후배 6 4.1

기타 1 0.7

계 145 100.0

<표 16> “원북원부산”과 관련하여 주요 정보원

다음으로, “원북원부산”의 관심과 참여도가비전공자와비교하여 어떠한지평가하게했다. 그

결과, <표 17>에서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예비사서는 12.1%(매우 적극적 1.7%,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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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로매우낮았으며, 부정적으로평가한비율은 41.0%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5점척

도 2.7점). 즉, 예비사서들은스스로를 “문헌정보학전공자이기때문에전공과 관련하여보다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빈도 비율

매우 적극적 4 1.7
적극적 24 10.4
보통 110 47.8

소극적 76 33.0
매우 소극적 16 7.0

계 230 100.0
5점 척도 2.7

<표 17> “원북원부산” 관심 및 참여도 비교 (전공자 VS. 일반인)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등학교 때는 사서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알고 있었고 참여하게 되

었는데, 도리어 대학생이 되어서 참여도, 관심도 떨어진 것 같아요. 대학에 오니 도리

어 도서관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줄어 든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하도록 자율성을 너무 존중해 준다고 할까? 제가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스럽게 관심을 가지거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35)”

이처럼예비사서들은스스로의그리고외부의소극성으로인해현장에대한관심과참여가줄

어들고있음을고백하였다. 그러나이결과는앞서살펴본문화프로그램과비교해보면다소긍정

적인평가가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표 11>참조). 가령, 다양한문화프로그램과 “원북원부

산”의긍정적답변은 ‘6.4% vs. 12.1%’이고부정적답변은 ‘58% vs. 40%’으로나타나,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보다 구체적인문화프로그램인 “원북원부산”에 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인지도도 높고 긍정적인 효과도 알고 있지만 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일

까? 예비사서들은이러한원인으로 ‘적극적인홍보부족(50.0%)’을가장큰원인으로꼽고있었

으나, ‘필요성은느끼나스스로의관심부족(29.2%)’, ‘필요성자체를느끼지못해서(15.3%)’라는

자기반성적인 대답도 약 4할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18>참조).

35) J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2학년 남, 2014년 4월 9일 11:00-12:00, B대학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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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비율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아서 4 2.0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해서 31 15.3

적극적인 홍보 부족 102 50.5

필요성은 느끼나 스스로의 관심 부족 59 29.2

기타 6 3.0

계 202 100.0

<표 18> “원북원부산” 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이러한결과를앞서이야기한주요정보원(<표 16> 참고)의결과와비교해보면흥미로운사실

을 알 수 있다. 즉, 약 50%의 예비사서들은 “원북원부산” 관련 정보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고있었지만, 여전히적극적인홍보부족으로참여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기때문이다. 이는지

금현재 “원북원부산” 관련홍보는인지도를높이는최소한의역할만을하고있을뿐참여를독려

하기에는한계가있음을보여주는단면이라할수있다. 또한 “원북원부산”의지금과같은홍보방

식에문제가있다하더라도필요성은느끼지만스스로의관심부족과필요성에대한인식자체의

부족이 “원북원부산”과같은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대한참여를막는또하나의원인임을알수

있었다. 이는 면담을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이번 설문을 통해서 “원북원부산”의 도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

실 학과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도 봤었고 수업시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

자세히 볼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일반인보다 관심을 가져야할텐데 … 부끄럽네요 ….”36)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이지 않을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다른 친구들도 당장

닥친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이구요. 게다가 성격적으로 소극적

인 친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복합적인 이유가 저조한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37)”

마지막으로, 문화프로그램의계획및운영과관련한체계적인내용을관련교과목에서다루어

야하는지를묻는 ‘문화프로그램에대한체계적인교육의필요성’에대해살펴보았다. 그 결과, 5

점만점에 3.69점으로나타나예비사서들의경우이와 관련된내용이교과과정에포함되야한다

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향후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 보다 구체적인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들어보았다.

36) K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여, 2014년 4월 17일 13:00-13:30, B대학교 강의실

37) J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남, 2014년 4월 9일 11:00-12:00, B대학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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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비사서가 문화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입장이 되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 경험

해 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아요.38)”

“학과차원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제 참여해 보

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학점을 위한 공부로써 직접적인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장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음가짐이나 꿈을 키우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 같아요.39)”

이상 예비사서들의 “원북원부산”에 대한 인지도, 관심 및 참여도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예비사서들은 “원북원부산”이라는 문화프로그램에대해서 인지하고있었지만실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비율은 극히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낮은 관심과 참여도는문헌정보학을

접한다고 해도 높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도서관 측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과

스스로의관심부족등이라고설명하였다. 즉, 문헌정보학전공자를둘러싼외부적인요인과내부

적인요인모두가낮은관심과참여도의요인이라고보고있었다. 그들은이러한현상에대해문

제의식을가지고있었으며, 교과과정을통해보다구체적인설계및운영방식에대한내용을다

뤄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예비사서들의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지도및관심에대해조사하고더불어그들의문화

프로그램에대한정보획득방법및태도, 참여실태등을조사하였다. 이를위해부산지역의문헌

정보학과학부생 2~3학년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설문대상자중임의추출을통해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사서들은공공도서관의문화적기능을중시하고있었으며, 다양한도서관문화프로그램

의개발과운영이필요하다는것에공감하고있었으며, 이를위한교육적필요성도인식하고있었

다. 그러나실질적인프로그램에대한관심과참여비율은 2할에미치지못할만큼낮은편이었다.

둘째, 예비사서들은도서관문화프로그램과관련된정보를획득하는주요정보원은도서관홍보

38) I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여, 2014년 4월 14일 13:00-14:00, B대학교 강의실

39) F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3학년 여, 2014년 5월 16일 11:30-12:30, A대학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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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홈페이지 등이었으며, 전공수업과 선․후배와 같은 인적정보원을 통한 입수률은 대단히

낮았으며, 수업을통한정보입수를중시하고있었다. 또한정보획득과정에서도소극적이고수동

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셋째, 또한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대한관심과참여태도에대한평가에서타전공대학생집단

과비교하여자신들이속한전공자집단의태도가좀더수동적인것으로평가하고있었으며, 스

스로에 대해서도 자기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넷째,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인 “원북원부산”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6할 정

도로평균을 넘기고있었으며중요성에 대해서도 5할 이상의 예비사서들이공감하고있었다. 이

러한인지도는특히전공수업을통해서길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속적인관심을가지

고 실제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비율은 1할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다섯째, 이렇듯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대한참여비율이낮은원인으로적극적인홍보부족을가

장큰원인으로꼽고있었으며, 스스로의관심부족과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이도서관문화프로

그램의 참여를 막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과의전공수업을통해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대한보다전문적인지식을습득

하길희망하며더불어관련된관심을가질수있는정보의제공및지속적인참여유도가필요하

다고 느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조사연구를통해현재문헌정보학과학부생들은도서관문화프로그램의중요성

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었으나관심및참여가낮은것으로파악되었으며, 관련정보를획득하는

것에서도소극적이며지속적인관심을유지하는자세도부족하다는것을파악할수있었다. 또한

전공과목의수업및교수진에의해단편적으로전달되는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관한정보만으로

는 ‘관심’을유도하기어려우며, 지속적인정보전달과교육으로 ‘관심’ 및 ‘참여’가유지될수있다

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 예비사서와의인터뷰에서도나타나고있었는데, 그들은그들의

행동에강사진(교수)의 영향력이가장크다는것을계속해서언급하고있었다. 다음은학생과의

인터뷰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당연히 정보로써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수업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는 정보입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주시겠지요. 주변을 통해 보아도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40)”

물론, 이러한관심및참여유도가문화프로그램을기획하고운영하는인력을배출하는과정에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교육적 효과가

40) L응답자 문헌정보학과 학부 2학년 여, 2014년 4월 15일 11:30-12:30, B대학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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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은 이미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교육학자인 데일에 의하면, 언어기호와

시각기호혹은청각에의한교육은추상성이강하고이로인해학습자에게미칠수있는영향이

적으나, 극화된경험(참여), 혹은직접적경험과같이구체성을띈교육을실시하면학습자는오

랫동안학습내용을기억하게되고개념형성을하는것에어려움을겪게될가능성이낮아지게된

다고 주장하였다.41) 즉, 학습자가 현실 세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경험했는가의 정도에 따라서

추상적인수업활동의효과성이결정될수있다는것이다.42) 뿐만아니라문헌정보학계의연구도

다수진행되어왔는데, 정종기는도서관견학프로그램이예비사서의정의적태도에어떠한변화를

줄수있는지에대한조사연구를통해, 도서관견학프로그램이예비사서들의사서직무역할수행

을위한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교육적효과가있음을밝혀내었다.43) 또한이수영과김

유승은 문헌정보학에서 실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열거하면서 현재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내용,

환경적부실, 참여학생의수동적인참여태도등의문제로인해실습교육이제구실을하지못하고

있다고주장하고있었다.44) 이에현재대부분의사서양성기관에서도서관견학혹은실습과같은

형태의교과과정이개설되어있으며, 2012년에국립중앙도서관에의해수행된「문헌정보학전공

과목의교과내용표준모형개발연구」에서 6가지필수과목중하나로현장실습이열거될만큼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45)

이렇듯, 견학과실습과목의교육적효과는직접적인경험에의한것도있지만, 학생들이이론으

로접했던학습내용을현장에서적용시켜봄으로써실천의방향성과전략을배울수있다는긍정

적인측면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즉, 현장을기반으로하는문헌정보학의특성상현장에대한

지속적인관심을유도하고다양한참여형교육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학생들의능동적인태

도가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모든과목이현장투입을통한직접적인참여교육이가능한것은

아니다. 따라서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학생들이스스로학습했던내용을실천해보고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의식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대한교육또한강의실안에서유형과특징등에대한이

론적지식을습득하는것만으로인재를양성하기에부족하다. 보다더효과적인교육을위해서는

예비사서들이이용자의입장에서직접적으로프로그램에참여하여느끼고문제점과개선점등을

41) Edgar. Dale, Audio-visual Methods in Teaching, 3rd ed(NY : Dryden Press, 1969).
42) Sharon E. Smaldino외, 교육공학과 교수매체, 설양환 외 역(서울 : 아카데미프레스, 2005), 8판, pp.13-14.

43) 정종기, “도서관견학프로그램이예비사서의정의적영역에미치는영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2. 12), pp.181-197.

44) 이수영, 김유승, “문헌정보학 분야 공공도서관 실습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4호

(2012. 11), pp.147-168.

45) 국립중앙도서관, 문헌정보학 전공과목의 교과내용 표준모형 개발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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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보는과정을통해향후현장에서적용가능한역량이길러질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

것이다. 즉, 예비사서들의 도서관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

하여 자기주도적 현장학습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앞서선행연구를통해언급하였듯이도서관문화프로그램은도서관의기본적인역할임과동시

에중요성이계속해서증가하는영역이다. 이에향후관련교과목의개발이무엇보다시급할것으

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현장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는예비사서의 문화프로그램에대한관심및 참여율에대해다루고있어 향후

개발이 요구되어지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후속연구에서는예비사서들을대상으로한도서관문화프로그램관련교과내용개발

및지속적인관심의환기와자기주도적현장참여를유도할방안에대해보다구체적인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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