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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독서동아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운영된 

독서동아리를 사례로 실제 운영현황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독서동아리 활동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검증작업

을 수행해보고, 향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독서동아리의 구성요건과 독서동아리 참여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2) 

독서동아리의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동아리 회원의 관점에서 살펴본 동아리 활동의 만족도를 분석해봄으로써 

지금까지의 성과와 지원활동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3) 향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A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15개 

독서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어: 독서동아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 사례연구

ABSTRACT: With social support for reading clubs expa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of reading clubs, to investigate how useful policy support is, and to discuss the 

challenges to be solved in order to vitalize the reading clubs in the future. To the end, this study intends 

(1) to investigate the composition of the reading club and the status of participation in the reading clubs, 

(2) to analyze the satisfaction of club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club members, and identify the 

results and the meaning of support activities so far, and (3) to discuss strategies to vitalize reading clubs. 

The data for discussion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reading club members supported by a local 

government,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KEYWORDS: Reading Club, Book Club, Book Club Support Project, Local Government Support,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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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매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통한 정보습득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 단편적인 정보에만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로 인해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독서의 중요성은 많은 학자의 연구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坂本一郎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활동을 통해 개인의 지적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사고력 증진을 통해 창의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坂本一郎 1971, 267). 이와 더불어 개인의 독서

경험을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사고력 부족에서 오는 지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로 주목받

고 있는 ‘독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독서동아리’이다. 

독서동아리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주제나 독서목록에 따라 정해진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사람

들로 구성된 독서 모임이다. 흔히 독서동아리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모임을 지속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동아리 회원들은 독서 모임을 통해 독서활동이 정서함량과 지식습득 

위한 ‘개인적 독서’에서 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는 ‘사회적 독서’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개인이 수행하고 홀로 되새기는 ‘소유’의 독서에서 타인과 함께 나누는 ‘공유’의 독서로의 

이행이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다양한 독후활동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일반 시민

들이 독서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마

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서동아리의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독서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가령,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의 독서동아리 참여율을 3%에서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문화체육

관광부 2019, 10).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발맞추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는 2018년에 200여

개, 2020년에 약 400여개의 동아리를 지원하는 등, 책 읽는 문화의 일상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든든한 지원의 결과로, 2014년 약 1만개이던 

독서동아리가 2018년에는 약 4만 여개로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양적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 4). 

이처럼 독서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독서동아리에 대한 논의들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성인, 노인 등과 같은 다양한 연령대들이 

속한 독서동아리의 활동에 대한 논의(안영이 2010; 임영환 2013; 황석순 2015 등)에서부터 특정 

집단(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독서동아리 활동을 파악한 논의(방미영 2013; 이용준 2014), 독서동

아리 활동 중에 수행되는 구체적인 행위(가령, 독서기록장쓰기)가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와 관

련한 논의(김혜진 2009; 조현행 2015) 등이 주를 이룬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상이나 접근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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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차이점을 보이지만, 독서동아리 활동을 학습의 과정으로 보면서 참가자의 인지과정 변화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독서동아리 활동 시작단계에서부터 운

영방식 및 활동 후 만족도 등과 관련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독서동아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초적인 동아리 운영 실태조사는 물론 각종 

지원에 대한 효과검증이 폭넓게 그리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운영된 독서동아리를 사례로, 실제 운영현황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독서동아리 활동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수행해보고, 향후 독서동

아리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독서동아리의 구성요건과 독서동아리 참여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2) 독서동아리의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동아리 회원의 관점에서 살펴본 동아리 활동의 만족도를 분석해봄으로써 

지금까지의 성과와 지원활동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3) 향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채택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

례연구는 대량 관찰이나 대표 표본에 의하지 않고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

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특징이나 문제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영복 2000).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A지자체에서 1년간 지원한 15

개의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활동실태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필요한 데이

터 수집을 위해 온라인설문을 수행하였으며 더불어 일부 동아리를 대상으로 직접대면설문을 병

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독서동아리 개념과 운영 요건

독서동아리는 15명 내외의 일반대중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독서 모임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책에 대한 의견교환과 토론기회를 갖는 모임 혹은 활동을 지칭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122). 국외에서 book club, book discussion club, book group, reading group, reading 

club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독서동아리, 독서 클럽, 독서토론 

동아리, 모둠 독서 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가 존재한다1). 그러나 어떠한 용어로 칭하든지 

1) 국내에서는 해당 용어들의 의미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book club’과 ‘reading club’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 짓기도 한다. 2018년 Notaras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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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회원들과 합의된 독서목록이나 주제’를 근간으로 ‘자율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독서와 다양

한 독후활동(주로, 읽고 쓰고 토론하기)’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개념을 함께 한다. 

하지만 단순하게 동일한 책을 함께 읽고 공유한다는 표면적인 의미 외에, 독서동아리는 읽은 

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총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김라연 2007, 85). 이러한 가치는 독서동아리의 이론적 토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독서동아리는 미국의 Rosenblatt의 ‘독자반응이론’(reader-response 

theory)에 기초한다. 독자반응이론이란 도서를 의미의 완성된 구조로 여기지 않고 독자가 작품을 

읽을 때 보이는 생각, 느낌, 감정 등의 반응을 중시한다(김민숙, 박성수 2015, 787). 이 이론에 

따르면 독서란 독자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각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다양한 의미를 형성하기 위한 독자의 ‘곱씹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독서동아리 활동에서 읽고 토론하는 곱씹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책을 통한 의미형성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독서동아리 활동에 초석이 된 이론적 기반은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인데, 이 이론은 학습자의 지식, 생각, 태도, 가치 등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함을 강조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

성되기 때문에, 사고발달 과정에서 언어를 통한 교류의 기회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한국교

육심리학회 2000). 이와 같은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독서동아리에 접목시켜보면 

동아리 회원들은 단순하게 동일한 도서를 함께 읽는 것만이 아니라 토론과정과 같은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의미를 구성하게 되고 언어를 통해 서로 공유함으로써 결국 독

서를 통한 인지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서동아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들이 필요한

데, The Reading Agency에 따르면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 1>과 같은 기본적

인 구성요소가 필요하다2). 이 중 ‘회원’과 ‘콘텐츠’, ‘공간’은 필수요소이며, 독서동아리 활동을 이

끌어갈 수 있는 ‘리더’는 선택요소이다.  

‘book club’은 일정 기간 동안 동아리 회원들이 같은 책을 읽은 후 함께 모여 책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을 지칭

하는 개념인 반면, ‘reading club’은 (반드시 학교 내에서 진행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 

수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 아침에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 도서관에서 모여 진행하는 활동을 지칭한

다는 것이라 구분 짓고 있다. 또한 ‘book club’은 토론을 기반으로 하기에 10-12명 정도가 적절하며 동일한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독서수준이어야 한다고 전제하지만, ‘reading club’은 60명 이상(혹은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의 어린이와 학부모 및 교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독해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독서수준이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Notaras 2018)

2) <표 1>은 The Reading Agency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6 독서콘퍼런스 자료집에 

실린 “공간에 대한 생각나눔: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대안 공간 마련 및 활용방안” 발표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The Reading Agency 2004, 28-30; 오지은 2018,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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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명

필수요소

회원(reader)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독서활동을 함께 나누는 대상을 의미하며, 보통 
15명 내외의 일반 대중으로 구성됨

콘텐츠(contents)
회원들이 읽는 책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ex. 모
여 읽기(책 소개), 모여 듣기(낭독), 감상 나누기, 토론하기, 창작하기, 봉
사하기 등)까지 포함함

공간(space) 독서활동을 하는 장소

선택요소 리더(leader)
독서동아리를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 독서동아리 회원 혹은 사서, 외부 
전문 강사가 될 수도 있음

<표 1> 독서동아리 구성요소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외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각 요소의 개념과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리 회원의 경우, 국내에서는 

15명 내외를 독서동아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삼고 있지만 국외에서는 6-10명, 혹은 10-12명 정

도를 적절한 인원으로 보고 있다(Newcastle Region Library). 

둘째, 콘텐츠는 두 가지 범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협의의 콘텐츠는 회원들이 함께 읽는 

도서를 지칭한다. 흔히, 일부의 독서동아리에서는 로맨스 또는 공포와 같은 특정 장르, 특정 작

가, 시리즈를 주요 콘텐츠로 삼고 운영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문학 비평이나 상대적으로 

덜 학문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춰 콘텐츠를 선정한다(Lombardi 2019). 이와 더불어 광의의 콘텐

츠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유되는 콘텐츠까지를 아우르는데, 함께 읽은 책을 기반으로 나누

는 다양한 생각, 의견 등을 포함한다. 

셋째, 공간은 회원들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 친구들 사이에서 시작된 독서동아

리는 종종 회원들의 집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독서동아리는 도서관 

커뮤니티 룸이나 커피숍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Lombardi 2019).

마지막으로 독서동아리를 이끌고 가는 리더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Parker의 

말처럼,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요소이다(Hoffert 2019). 그러나 독서동아리담당 사서들은 리

더가 독서동아리 활동의 촉진자(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서와 저자에 대한 배경

을 제공하고 대화를 계속 진행하며,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다. 이 때, 강의를 통한 교육이 아니라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Hoffert 2019).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 원활한 독서동아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독서동아

리 ‘회원’들이 구성되면 가장 필수적으로 ‘콘텐츠’와 ‘공간’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독서동아리 활동의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은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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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서동아리 참여 현황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서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을까. 국내

의 전반적인 독서동아리 참여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 설계 연구보고서(2018)와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살펴보

았다3).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성인의 1.7%(조사 

인원 6,000명 중 100명)와 학생의 13.0%(조사 인원 3,126명 중 406명)가 1년간(2018.10~2019.9) 

독서동아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그리고 지난 8년간의 수치를 

비교한 결과, 성인의 독서동아리 참여 비율은 약 1%-3%대, 학생은 2011년을 제외하고 10%대에 

머물고 있다.

조사년도 성인 학생

2011 1.3 23.7

2013 3.4 13.1

2015 1.8 12.8

2017 3.0 13.6

2019 1.7 13.0

<표 2>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단위 : %)

이들이 주로 참여한 독서동아리의 유형을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직장(36.1%)과 공공도서관

(23.8%) 등의 기관에서 주도하는 독서동아리에 주로 참여하였으며,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운영

하는 독서동아리(66.8%), 공공도서관의 독서동아리(18.4%)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참조).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나라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에는 전국 독서동아리 현

황 조사 설계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

하여 독서동아리의 실태와 향후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한 분석 자료이다. 본 연구의 2.2장에서 기술한 <표 2>, 

<표 3>, <표 4>, <표 5>는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 설계 연구보고서에 쓰인 통계기술 방식을 그대로 활용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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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직장 또는 학교 독서동아리 36 36.1 271 66.8

공공도서관 등 기관에서 지원하는 독서동아리 23 23.3 74 18.4

지역(동네)독서 동아리 18 18.4 25 6.3

온라인 독서동아리 14 14.2 26 6.4

서점 독서 동아리 3 2.9 17 4.1

기타 5 5.5 28 7.0

<표 3> 참여해 본 독서동아리의 유형 (중복응답)

이에 더해, 독서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지원을 받은 경험이 60% 정도였으며, 성인의 경우 정부 및 시도/지자체(37.3%), 청소년의 

경우 교육청(학교)(72.2%)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가장 많았다(<표 4> 참조). 

지원 경험 유무 지원 기관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있음 1119 61.8 1337 61.1

정부 및 시도/지자체 675 37.3 278 12.7

교육청(학교) 520 28.7 1574 72.2

소속기관 464 25.6 337 15.4

없음 692 38.2 852 38.9 독서단체/협회 등 282 15.6 85 3.9

기타 109 6.0 68 3.1

<표 4> 독서동아리 지원 경험 유무 및 지원 기관 (중복응답)

그렇다면, 독서동아리에 참여하는 성인과 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2018년도의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독서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은 운영재정이 부족(45.6%)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이 미흡(29.0%)한 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학생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이 미흡(36.0%)하고 

회원들의 참여도가 부족(31.9%)한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정부나 시도·지자체, 교육청(학교), 소속기관, 독서단

체/협회 차원에서 도서의 지원(성인 42.4%, 청소년 37.9%)과 운영비 일부의 지원(성인 42.4%, 

청소년 38.8%), 독서연계문화활동(성인 30.7%, 청소년 38.0%) 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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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향후 지원 요구 사항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참여 가능한 
독서프로그램 미흡

706 39.0 788 36.0 도서 지원 878 48.5 830 37.9

회원들 참여도 부족 478 26.4 698 31.9 운영비일부 768 42.4 849 38.8

운영을 위한 재정 부족 780 45.6 624 28.5 독서연계문화활동 556 30.7 831 38.0

독서동아리 운영에 
대한 어려움

382 21.1 503 23.0 강연, 교육 409 22.6 385 17.6

활동을 위한 시설과 
공간 부족

467 25.8 390 17.8 관련 프로그램 306 16.9 547 25.0

적절한 강사 부재 232 12.8 304 13.9 시설 및 공간 282 15.6 171  7.8

도서선정의 어려움 183 10.1 252 11.5 강사/교사지원 197 10.9 376 17.2

소속된 기관의 
관심 부족

123  6.8 120  5.5
도서선정 및 
운영방법 교육

100  5.5 168  7.7

<표 5> 독서동아리 애로사항과 향후 지원 요구 사항

Ⅲ. A구 독서동아리 운영사례 분석

1. A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주지하다시피 독서동아리의 사회적 지원이 활발해짐에 따라 직장, 학교, 공공도서관 등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주체와 지원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A구의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해보았다. 

먼저, 분석사례로 삼은 A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인 책 같이가치는 2019년 5월 지역주민들

에게 독서동아리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제출한 <동아리소개자료>와 <활동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5개 동아리는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독서모임을 진행하였

는데, A구에서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지원하였다. 첫째, 동아리 모임 

때마다 각 10권(동아리별 총 100권)의 ‘도서를 지원’해 줌과 동시에 ‘동아리 모임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앞서 살펴본 독서동아리 필수요소를 갖출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지원도서는 동아리에

서 선정한 도서목록을 A구에 제출하면 구에서 도서를 직접 구입하여 동아리에 전달하는 방식으

로 지원하였다. 또한 독서동아리 모임을 위한 공간은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였는데, 지역 

내 작은도서관 중 미리 참여의사를 밝힌 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하였다. 이처럼 A구는 지자체, 지역 내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를 적절히 연계해줌으로써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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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긍정적 상승효과를 꾀하였다(<그림 1> 

참조).

A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의 독특한 특징

은 독서동아리 지원활동 이후에 보다 두드러

진다. A구에서는 지원해 준 도서를 독서동아

리 활동 후 회수하여 공간을 제공한 지역 작

은도서관의 장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

고 독서동아리에서 함께 읽은 도서에 대해 

<한 줄 감상평>과 별점을 의무적으로 작성하

게 하고, 이를 도서 표제지에 직접 기재하거나 띠지를 부착시켜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 선

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동아리회원들과 도서관과의 친밀도를 높여 향후 자발적 

도서관 활동가로서의 역할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A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은 동아리

에 참여한 소수의 회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도서관으로의 지원까지 내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독서동아리 운영현황 분석

2.1. 독서동아리 개요 

A구에서 지원한 독서동아리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2019년 6월부터 12

월까지 운영된 15개 독서동아리의 활동 개요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6>과 같이 각 동아리는 

적게는 6명 많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이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40-50대가 

가장 많았다. 각 독서동아리의 활동(모임)주기는 격주 1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월 1회 모임

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동아리 평균 활동시간은 1-2시간 혹은 

그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동아리 회원 동아리 활동

전체 남성 여성 연령 활동주기 평균 활동시간

A동아리 10명 ․ 10명 30-40대 월 1회 1-2시간

B동아리 10명 ․ 10명 40-50대 격주 1회 2시간 이상

C동아리 7명 ․ 7명 40-50대 격주 1회 2시간 이상

D동아리 15명 ․ 15명 30-40대 격주 1회 1-2시간

E동아리 9명 ․ 9명 40-50대 격주 1회 2시간 이상

<표 6> A구 독서동아리 회원 및 활동 개요 

<그림 1> A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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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도서는 개별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였는데, 동아리에 따라 적게는 5권에서 많게는 

12권이었다. 또한 읽은 도서의 주제 분야를 국립중앙도서관 분류기호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전체 

도서 중 절반에 가까운 44%의 도서(141권 중 63권)가 문학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과학영역

이 21%(30권), 철학영역이 15%(22권)로 뒤를 이었다(<표 7> 참조). 이처럼 독서동아리에서는 전

반적으로 인문학 분야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15개의 동아리 중 

1개의 동아리를 제외한 모든 동아리에서 문학류 도서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권수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자연과학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A동아리 11권 11권

B동아리 11권 1권 1권 2권 7권

C동아리 10권 2권 1권 7권

D동아리 10권 2권 1권 3권 1권 3권

E동아리 11권 1권 3권 1권 1권 5권

F동아리 10권 2권 1권 1권 6권

G동아리 10권 2권 4권 1권 2권 1권

H동아리 10권 1권 1권 2권 4권 2권

I동아리 12권 1권 4권 7권

J동아리 10권 9권 1권

K동아리 10권 1권 3권 1권 1권 1권 3권

L동아리 10권 2권 6권 1권 1권

M동아리 5권 1권 4권

N동아리 6권 1권 1권 1권 1권 1권

O동아리 5권 1권 2권 1권 2권

전체 141권 4권 22권 2권 30권 1권 13권 2권 63권 4권

<표 7> 독서동아리 활동도서 주제 분야

F동아리 10명 ․ 10명 40-60대 격주 1회 2시간 이상

G동아리 10명 ․ 10명 40-50대 월 1회 1-2시간

H동아리 12명 ․ 12명 30-40대 격주 1회 1-2시간

I동아리 7명 4명 3명 50-60대 격주 1회 1-2시간

J동아리 10명 5명 5명 40-60대 격주 1회 2시간 이상

K동아리 7명 ․ 7명 40-50대 주 1회 1-2시간

L동아리 10명 2명 8명 60대 격주 1회 1-2시간

M동아리 7명 ․ 7명 30-40대 월 1회 2시간 이상

N동아리 7명 4명 3명 40대 월 1회 1-2시간

O동아리 6명 3명 3명 40-50대 월 1회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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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서동아리 운영현황

운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15개 동아리의 137명 회원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21일부

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약 3주간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동아리에 한해, 동일한 문항의 대면설문조사도 병행하

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① 독서동아리 활동 계기, ② 독서동아리 운영방식, ③ 독서동아리 

활동을 위한 도서선정 방식, ④ 독서동아리 성과, ⑤ 독서동아리 활동의 사회적 기여도라는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총 68명의 회원이 응답하여, 49.6%의 회수율을 보였

다. 설문응답자의 구체적인 인구학적 통계는 다음 <표 8>과 같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7  10.3

연령

30대  7  10.3

40대 33  48.5

여성 61  89.7 50대 24  35.3

60대  4   5.9
합계 68 100.0 합계 68 100.0

<표 8>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① 독서동아리 활동 계기’를 확인하기 위해, 독서동아리에 참여한 이유를 살펴보면 ‘독후활동

을 통한 공유’(61.8%)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교

류’(11.8%) 혹은 ‘새로운 취미생활을 갖기 위해서’(5.9%)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9> 참조). 설문응답자들은 독서동아리 모집에 대한 정보를 주로 ‘지인 및 전문가’(60.3%)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하였으며, 다른 모임에서 파생되어 독서동아리가 구성되는 경우

도 일부 존재하였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동아리 
활동 
목적

독서를 통한 새로운 
지식습득

14  20.6

모집
정보 
획득
방법

구청(혹은 도서관) 
게시판/안내자료

12  17.6

독후활동을 통한 
공유

42  61.8 지인/전문가 소개 41  60.3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교류

 8  11.8
구청(혹은 도서관) 

홈페이지
 8  11.8

취미생활 획득  4   5.9 기타  7  10.3

합계 68 100.0 합계 68 100.0

<표 9> 독서동아리 활동 목적 및 독서동아리 모집정보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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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서동아리 운영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방식을 조사한 결과, <표 10>과 

같이 대다수의 동아리가 선정도서를 ‘모두 읽고 온 후 토론하는 방식’(88.3%)으로 활동하고 있었

다. 그리고 일부 소수의 동아리에서는 ‘모여서 함께 낭독’(5.9%)하거나 ‘모두 읽고 온 후 글을 쓰

는 방식’(4.4%)을 활용하였다. 이에 더해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중복응답

(n=127)으로 조사한 결과, 어떠한 자료를 읽을 것인지 선정하는 ‘도서선정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31.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활동
방식

모여서 함께 낭독 4   5.9

운영상 
어려움

시간부족 26 20.5

운영방법에 대한 무지 19 15.0
한 명이 읽고 와서 강의 1   1.5

강사(전문가)/ 리더의 부재 15 11.8

모두 읽고 온 후 토론 60  88.3 자료 선정시 참고자료 부족 40 31.5

재정(경제)적 문제 21 16.5
모두 읽고 온 후 글쓰기 3   4.4

관리 체제의 부재 6 4.7
합계 68 100.0 합계 127 100.0

<표 10> 독서동아리 활동방식 및 운영상의 어려움 

그렇다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도서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③ 동아리 

활동시 함께 읽을 도서의 선정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동아리 회원들

이 합의하에 선정’(66.2%)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리더(혹은 1명)가 알아서 선정’(20.6%)하

거나 ‘회원별 1권씩 돌아가면서 추천’(13.2%)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도서선정시 가장 중

요한 기준은 ‘폭넓고 고른 주제 분야에 대한 고려’(70.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원들의 독

서취향(선호도)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17.6% 정도 나타났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도서
선정
방식

리더(혹은 1명)가 
알아서 선정

14 20.6

도서
선정
기준

폭 넓고 고른 주제 분야 48 70.6

특정 주제 분야의 전문성 6 8.8

참여 회원별 1권씩 추천 9 13.2 회원들의 독서취향(선호도) 12 17.6

회원들의 합의하에 선정 45 66.2 도서관 장서로서의 적합성 2 2.9

합계 68 100.0 합계 68 100.0

<표 11> 독서동아리 도서선정 방식 및 도서선정 기준

‘④ 독서동아리 활동 후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가 있었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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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 12>에서와 같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는 긍정의 대답을 한 비율

이 97.1%로 대부분의 설문응답자가 독서동아리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활동성과에 대해 중복응답(n=113)으로 조사한 결과,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보’(32.7%)를 획득했고 ‘인적교류를 통한 생활의 활력소’(32.7%)를 얻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13.3%)을 획득하였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동아리 
만족도

매우그렇다 49  72.1

동아리 
성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보의 증가 37  32.7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향상 15  13.3
그렇다 17  25.0

인적교류를 통한 생활의 활력소 역할 37  32.7
보통  2   2.9

자기계발능력 향상 24  21.2

합계 68 100.0 합계 113 100.0

<표 12> 독서동아리 활동 만족도 및 동아리 활동의 성과

한편, 동아리 활동 시 지원받은 도서와 제공된 공간이 동아리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설문응답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였다. 특히, 공간을 제공해 주

는 것에 비해 도서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3> 참조).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도서
제공

매우 도움 63 92.6

공간
제공

매우 도움 57 83.8

조금 도움 6 8.8
조금 도움  5 7.4

보통 5 7.4

합계 68 100.0 합계 68 100.0

<표 13> 독서동아리 지원의 도움 정도 

이에 더해, 독서동아리의 실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후 도서관 이용이 증가하

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52.9%) 혹은 ‘매우 증가’(27.9%)하였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 내 작은도서관에서 수행한 독서동아리 활동이 도서관 이용자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향후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멘토활동이나 도서관활동가 등과 

같은 역할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한다’(57.4%) 혹은 ‘무조건 

한다’(26.5%)는 긍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14> 참조).

마지막으로, A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의 특징 중 한 부분이었던 ‘⑤ 독서동아리 활동 후 사회

적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도서 선정시 도서관 장서로서의 적합도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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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15>와 같이 ‘조금 고민’(41.5%) 혹은 ‘매우 고민’(26.2%)하였다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고민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약 10% 가량으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

났다. 그러나 선정한 도서가 도서관장서로서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약 85%의 

응답자가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도서관
장서로서의 
적합도에
대한 고민

매우 고민 17 26.2

도서관
장서로서의

적합도

매우 적합 43 63.2

조금 고민 27 41.5
조금 적합 15 22.1

보통 15 23.1
보통 10 14.7

고민하지 않음 6 9.2

합계 68 100.0합계 65 100.0

<표 15> 도서관 장서로서의 활용에 대한 고민 정도와 적합도 

또한 독서동아리 활동 중 생산한 <한 줄 감상평> 작성 시 어떠한 점을 중요시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읽은 느낌을 공유하는 것’(86.8%)을 중시하였으며, 정확한 내용전달 항

목을 선택한 응답자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작성한 <한 줄 감상평>이 다른 이용자

들의 도서 선정에 얼마나 유용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45.6%)되거나 ‘매우 

도움’(38.2%)될 것이라고 판단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한줄감상평
작성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

읽은느낌의공유 59 86.8

한줄감상평
유용성

매우도움 26 38.2

조금도움 31 45.6

생각할거리전달  9 13.2 보통 10 14.7

매우도움안됨  1 1.5
합계 68 100.0

합계 68 100.0

<표 16> 한줄감상평 작성시 중요하게 생각한 사항과 유용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도서관 
방문 
증가
정도

매우 증가 19 27.9

향후 
도서관
활동 
참여 
의향

무조건 함 18 26.5

조금 증가 36 52.9 가능하면 함 39 57.4
보통 9 13.2

보통 9 13.2
별로 증가 안함 3 4.4

가능하면안함 2 2.9전혀 증가 안함 1 1.5

합계 68 100.0합계 68 100.0

<표 14> 독서동아리 이후 도서관방문 증가정도 및 도서관활동 참여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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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서동아리 운영전략 모색

1.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A구의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 15개 독서동아리는 동아리 모집에서부터 

운영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되짚어 보면 ‘독서동

아리를 시작한 목적’(독후활동을 통한 정보 및 감정공유)과 ‘동아리 활동 후 얻은 성과’(정보획득 

및 인적교류를 통한 생활의 활력소 획득)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만족도

를 묻는 질문에 97.1%의 설문응답자가 긍정적 만족도를 표현하였으며, 도서 및 공간제공이라는 

A구의 동아리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회원들이 독서동아리를 통해 이루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A구의 동아리 지원 사업이 성공

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독서동아리 활동 자체에 대한 만족도만

은 아니다. 15개의 독서동아리는 기본요소를 갖추고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운영상의 큰 어려

움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과정에서 혜택을 제공해 준 A구의 지원에 대해 만

족감을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만족도보다는 

동아리활동 후 도서관방문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도서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보다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지자체 지원을 

통한 도서관과 지역주민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결과이며,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

해 도서관의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서동아리를 통해 높아진 커뮤니티의 밀착도는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강화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여지를 발견하였으며, 이는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이 쏟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정책적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상당한 의의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A구의 독서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의 응답은 독서동아

리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준 결과이기도 

하다. 먼저, 동아리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더해 ‘향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할 때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개방형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8명 중 33명이 

응답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 중 가장 많은 응답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구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독서동아리가 약 3년 정도 활동하면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져 모임이 끝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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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즉,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독

서동아리 지원 사업은 독서동아리를 구성하는데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작’이

자 ‘계기’일 뿐 사회적 독서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궁극적인 지원방법은 아님을 

의미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19). 즉, 대부분의 독서동아리 지원이 일시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은 독서동아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

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독서동아리 운영상의 어려움이 ‘자료 선정시 참고자료의 부족’이라는 조사결

과는 이 연구에서 밝혀낸 독특한 응답이자 주목할 만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전국 독서동아

리를 대상으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떠올려 보자(앞의 <표 4> 참조). 가장 큰 애

로사항이 ‘참여 가능한 독서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운영을 위한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음을 

상기해본다면 도서 선정 시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 30%를 상회한다는 이 조사결과는 

매우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독서동아리가 도서와 

공간을 제공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논외로 하였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

면 이 연구의 조사결과는 향후 독서동아리가 외형을 갖추었을 때, 즉 독서동아리로서의 기본요소

들을 갖추어 기초 인프라가 확보되고 나면, 독서동아리를 제대로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구사

항을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동아리가 ‘외형적 자생력’을 갖추고 나면 독서동아

리 운영을 위한 ‘내용적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적 지원의 형태가 함께 읽을 좋은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도움의 형태여야 하며, 단순하게 도서목록의 지원보다는 양질의 도

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지자체의 독서동아리 지원이 소수의 동아리 회원만이 아닌 지역주민 다수에게 긍정적 

기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먼저, A구에서 사회

기여방법으로 시도하였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 지원방법의 효과검증

만이 사회기여의 진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독서동아리에서 

선정한 도서가 도서관을 위한 양질의 장서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 동아리 회원이 선정한 “도서가 도서관장서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에 

85%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타났지만 “선정과정에서 도서관장서로서의 적합도에 대해 고민하지 않

았다”는 응답이 약 10% 정도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본인들이 선정한 자료에 대해 과도하게 만족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관장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매우 다양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독서동아리에서 선정한 장서의 특징을 살펴 적합성을 미루

어 짐작해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에서 도서선정시 ‘폭 넓고 고른 주제 분야’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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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70%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그림 2>에서와 같이 

실제 선정된 도서의 주제분야를 조사한 결과, KDC 10개 

분야 중 5개 분야의 도서를 활용한 동아리가 33%였으며, 

4개 분야의 도서를 활용한 동아리가 27%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동아리가 4-5개 분야의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

하였다. 특히, 종교, 자연과학, 예술, 언어 4개의 분야는 

1~2개 동아리에서만 선정함으로써 독서동아리에서 잘 다

뤄지지 않는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4). 

이에 더해 ‘도서의 중복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15개 

동아리에서 선정한 총 141권의 도서 중 동일한 도서는 14

종으로, 10% 정도의 상당한 중복성을 보였다. 이들 도서는 여행의 이유,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어디서 살 것인가 등과 같이 독서유행에 민감한 책들로, 심지어 

15개 동아리 중 5개 동아리에서 중복적으로 선정한 도서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1종의 도서를 동

아리별로 10권씩 구입했다는 전제하에 대략 계산해보면 동일한 도서를 50권 구입했다는 산술적

인 수치가 도출되며, 과연 이렇게 중복적이고 특정 영역에 편중된 도서가 지역의 작은도서관 장

서에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 동아리 회원들이 작성한 <한 줄 감상평>이 도서관이용자들의 자료선정 과정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답은 실제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내용적 검토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답

을 얻을 수 있었다. 동일한 도서를 대상으로 C, E, K동아리 회원이 작성한 <한 줄 감상평>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C동아리 회원은 5줄로 작성된 장문의 내용 요약과 감

상평을 동시에 기술하였고, E동아리 회원은 책 내용 중 가슴에 와 닿는 한 문장을 선택하였으며, 

K동아리 회원은 읽은 소감위주로 작성하여 세 개의 <한 줄 감상평>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한 줄 감상평> 작성에 정답이 있을 수 없겠지만 과연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책에 대한 정보와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도서관이용자의 책 선정 시 도움이 되는 참고도구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

계가 있어 보인다. 

4) 독서동아리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독서동아리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문학의 경우도, 시, 소설, 에세이 등은 물론 고전과 현대서적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도서를 선정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ALA 2019).

<그림 2> 도서 주제영역별 동아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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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독서동아리 지원을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확장을 시도해 본 결과, 작은도서관 장서의 

확충이라는 명확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시적인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독서동아리 지원이 1차적 목적인 

상황에서 그 결과물을 도서관에 맞추다보니 편중된 장서구성 문제나 정제되지 않은 <한 줄 감상

평>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전략 

지금까지 A구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 독서동아리 활동을 짚어 본 결과, 동아리의 지속적인 운영

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19년에 진행되었던 독서동아리 활동의 경험에 근거하여 향후 독서동아

리 지원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았다. 

먼저,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독서동아리는 기초적인 인프라만 확보되어도 충분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아리 기본요소를 갖추게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도 일부의 

동아리를 선정․제공하다보니, 지속적인 지원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

럼 독서동아리 중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 동아리가 거의 40%에 이르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운

영되고 있는 동아리들이 고르고 적절하게 지원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풀뿌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다 많은 독서동아리들이 기본요소를 갖추기 위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지원의 모습이 변모할 필요가 있다. 

C동아리 ‘가’ 회원의
<한 줄 감상평>

E동아리 ‘나’ 회원의 
<한 줄 감상평>

K동아리 ‘다’회원의 
<한 줄 감상평>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여행을 안갈 줄 알지
만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 
작가가 늘 정돈된 호텔에서 쉬는 즐거움을 
이야기 할 때는 가정주부로서 너무 공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가정주부로서 돌봐야 될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가볍지만은 않았다.
여행지의 다양한 삶 속에서 나의 존재를 찾
는 것도 여행의 의미가 있다. 
내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여행지에서의 새
로운 경험 때문이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부터가 여행이다. 

여행은 새로운 장소와 공기
를 맞이하는 만찬이다.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책장이 잘 넘어
가지 않았고 와 닿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표 17> 동일한 도서에 대한 <한 줄 감상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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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독서동아리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독서동아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전체 독서동아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격이 유사

한 혹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유사한 독서동아리의 연계작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처럼 지역 내 독서동아리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 연계관계를 기반으로 도서를 지원한다면 

도서의 중복적인 지원문제와 더불어 재정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동아리 지원

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독서동아리의 시작단계에 국한된 지원이 아니라 ‘단계적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독서동아리 지원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참여 동아리에게 동일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

였지만, 향후 보다 체계적인 독서동아리 지원 및 육성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서동

아리의 운영시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독서동아리의 운영에 있어 단계별 변수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전개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독서동아리를 처음 모집하여 

운영을 막 시작한 ‘시작단계의 동아리’와 독서동아리만의 규칙을 정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운

영을 정례화한 ‘중간단계의 동아리’는 구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 후 지원체계를 상세

화 할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위해 그간 운영해온 독서동아리

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동아리별 노력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

적하고, 이를 토대로 면밀한 분석 작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

는 ‘가이드라인’의 개발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서동아리 운영시 도서선정 방법 등의 ‘동아리 운영

을 위한 내용적 지원’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는 동아리 운영시 참

고할 수 있는 세밀한 지침서가 없었다는 원인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독서동

아리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자, 다양한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변용하여 적용할 수 있

는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여기에는 독서동아리 모임의 운영방식, 자료선정 방식은 

물론이고, 토론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방법, 리더를 선정하는 적절한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때 다양한 독서동아리의 운영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검증된 수준의 전략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주체는 동아리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간 

독서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던 지역 공공도서관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실제 국외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

공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는 독서동아리를 시작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10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독서

동아리 운영을 위해 지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동아리 활동을 수행할 때 어떤 방식과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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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서에 대해 토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등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ALA 2019). 가령, <표 18>은 독서동아

리를 운영할 때 권장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 일부이다. 

〓 회의형식 

 ① 회의당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30-45분 — 사회적 시간(social time)

     15-20분 — 동아리 운영 문제(club administrative matters)

     60-90분 — 독서토론(book discussion)

〓 토론개최

 ① 리더가 있을 때: 책을 선택한 사람이나 그날 독서동아리 모임을 주최한 사람을 리더로 임

명하며, 때로는 유급 또는 무급의 외부 진행자(문학 관련 교사나 사서)를 

초대할 것

 ② 리더가 없을 때: 동아리 회원이 책을 읽은 경험에 대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색인카드(index card)를 나누고 회원들 모두에게 읽은 책과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을 쓰도록 할 것. 그런 다음 토론할 하나 이상의 질문이나 

의견을 선택할 것 

<표 18> ALA에서 제공하는 독서동아리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서) 중 일부 

이처럼 지자체와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협업하여 독서동아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는데 앞장선

다면 독서동아리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동아리회원들의 지적성장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질적 

성장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급격한 개인화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무너지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겪는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독서문화 형성이

라는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혼자 수행하는 독서가 아닌 타인과 함께 읽고 공유하

는 사회적 독서가 강조됨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동아리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

다. 이러한 관심은 독서동아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여러 지적에 따라, 독서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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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자체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한 독서

동아리 역시 소속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긍

정적인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 즉,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측면은 물론이고, 대인관계 및 인적교류를 통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는 점은 독서동아리를 통해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증가는 물론 공동체의 결속

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더해, 독서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동아리에 대한 만족도 이상의 의견을 표현하였

다. 향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항목에 대해 각종 요구사항을 기술한 회원들도 있었던 

반면, 일부의 응답자들은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독서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

해 준 기회”이며 “현재의 지원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독서동아리 운영에 많은 힘이 되었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등,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독서동아리 활동의 첫 발을 떼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독서동아리 지원 정책이 지속가능성

이 낮아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으며, 향후 독서동아리에 대해 적극적

으로 정책적,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존재한다. 독서동아리란 자고로 자발적인 참

여의사를 전제로 운영되는 독서모임이기 때문에 참여 및 운영에 있어 강제성을 띌 수 없다. 따라

서 다른 조직에 비해서 모임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서동아리의 지속적 운영을 

도와줄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독서동아리의 운

영단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계․운영해야 하며,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독서동아리의 자생력을 키워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많은 독서동아리가 탄생하고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 연구는 A구를 사례로 살펴보았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 연구가 이러한 독서동아리 지원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그리고 다양

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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