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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분류, 보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정부정책 

수행 시 도서관이 어떤 방법으로 향토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 전국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향토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기관 등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다. 따라서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 및 관심 강화, 지역의 역사성 보존 등의 공공적 역할을 위해 지역의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보존‧활용하
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유도 
그리고 타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에 의한 향토문화콘텐츠 관리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콘텐츠화 강화 및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는 이용자 중심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에서
의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창조, 활용의 서비스 확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위상 및 존재감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확대를 통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향토문화콘텐츠, 향토자료, 공공도서관, 역할정립, 콘텐츠확보, 콘텐츠서비스, 특성화, 지역화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irection for local libraries on how to collect folk culture content and 
provide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public libraries across the country, with a focus on public libraries, 
in implementing the government policy to collect, classify, store, research, and utilize folk culture 
content. Results of the study drawn from literature review, surveys, case-studies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advantage of higher accessibility than other institutions in charge of folk culture content 
provision, libraries should take a role to collect, store, and utilize folk culture content for public purpose 
of improving knowledge and interests of residents and storing local history. Second, folk culture content 
collection, enhanced content-creating, and user-oriented services reflecting various demands should 
be expanded, seeking ways to improve management conditions of folk culture content based on 
collaboration network between libraries, along with drawing interests and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irdly, libraries should provide expanded services of 
collection, creation, use of folk culture content with a focus on local culture through regular and 
systematic study and building of folk culture content.

Keywords: Local cultural content, local materials, Public library, Establishing roles, Content acquisition, 
Content services, Characterization,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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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는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는 이용자 중심 도서관 

서비스 확대방안의 하나로 지역 고유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콘텐츠화를 제시하고 있다. 즉, 

지역자료, 향토문화콘텐츠 등을 도서관을 중심으로 수집, 분류, 보관하여 지역 공동체로 하여

금 연구 및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공동체의 역사 및 콘텐츠 수집, 창조, 활용 등의 측면에서 도서관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도서관에서는 ‘서울지식정

보’ 서비스를 통해 서울에 관한 정보‧콘텐츠(서울행정, 정책연구, 서울학에 관한 지식 및 정

보)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고, 인천 화도진도서관에서는 ‘향토개항문화자료관’을 운영, 1800

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지역 관련 문헌자료와 근‧현대 사진자료를 수집, 보

존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 주민이나 지역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립

도서관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1998년 2월 향토문화콘텐츠 특성화 도서관

으로 지정되어,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다. 여수 시립도서관도 ‘지역자료원문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향토, 역사, 문화, 행정, 통계, 문화재‧유적유물, 이순신 및 임진왜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향토문화콘텐츠나 지역문화자원이 체계적으로 조사 및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활용도가 낮다고 하며, 적어도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는 최소 3년 단위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오재환 2010, 22). 민인철과 이난경(2010)은 도시브랜드 제고 전략으

로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향토문화콘텐츠 및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기관들이 앞 다투어 지역문화자원 발굴에 열의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은 향토자원을 확보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본 연구는 최근 정부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고유의 향

토문화콘텐츠(역사·문화자료 등)를 수집 및 콘텐츠화하여 구축·제공하겠다는 정부정책 수

행 시 각 도서관이 어떤 방법으로 향토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향토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과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개개의 

도서관들이 향토문화콘텐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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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용어정의

선행연구와 향토문화콘텐츠 현황을 분석하고자 할 때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향토문화자원

과 지역문화자원의 개념이다. 향토문화와 지역문화로 검색해 보았을 때 하나의 문헌에서 동

일하게 사용되거나 지역문화가 향토문화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5개년 도서관종합발전계획중 도서관 역할 확대를 위한 사업명에서 지

역 고유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콘텐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

서관의 발전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향토자원 또는 

향토문화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 향토자원의 개념

향토자원(local resources)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나 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내려지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전적인 의미 및 학자들의 주장을 기반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향토자원은 지역적으로 차별성이 있고, 유‧무형을 구분하지 않으며, 각 지역의 향토적 전통성

과 고유성을 가진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정의기관 및 연구자 정의 내용

김현호, 한표환 (2004) ·향토적 특성이 배태되어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유·무형의 자산

농림수산식품부(2010)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자원

최윤상, 김종수, 정해동
(2013)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향토적 전통성과 고유성을 가진 자원으로 시군구 지역 내 경제적 부
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이 있는 모든 자원

김양식(2011)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고유한 것
·우리 선조의 지혜와 생활의 멋이 담겨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이나 각 지역의 고유산물 등

을 현실사회에 맞게 재창조한 유무형의 자산

문헌정보학용어사전
·도서관에 위치한 특정 지역에 관한 도서, 지도, 삼도 및 기타자료 일체로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 관한 및 그 지역에서 출판되는 단행본, 신문, 잡지, 필사본, 시청각자료, 민속
자료, 고문서를 비롯한 각종문서, 그 지방소재 기업체 및 단체의 간행물과 이들에 관한 자료

<표 1> 향토자원에 대한 개념 정의

향토자원의 특성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최윤상, 김종수, 정해동(2013)은 지역성(향

토자원이 특정 지역의 역사나 문화, 삶 등에 체화되어 있는 속성), 전통성(지역사회에서 상당

한 기간 동안 생활양식, 기술, 생산방식 등에 체화되어 온 역사성), 고유성(다른 지역의 향토

자원과는 차별화되어 대체되기 쉽지 않은 지역의 편재성)을 들고 있다. 오재환(2010)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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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2010)는 지역문화자원의 특성으로 전통성, 고유성, 보편성을 들고 있다. 

김양식(2011)은 향토자원이 지역성(고유성과 차별성), 전통성, 기술성, 경제성을 가진 자

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성 설명

전통성
·해당 지역에 오래 전부터 토착, 계승되어 현재 그 지역민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적어도 3세대 이상 전해 내려온 것을 우선 선정하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 이후에도 보전, 계승이 필요한 것

지역성
·특정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성 여부 또는 타 지역에도 존재하지만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양적인 정도 여부 등 지역적 차별성

기술성 ·기술이나 원료 면에서 고유하거나 독특하며, 질적인 차별성이 있는 것

산업성
·관광, 상품개발, 축제·이벤트 개최, 이미지·콘텐츠 활용, 기타 연관 산업 등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표 2> 향토자원의 특성

2) 향토자원의 유형 및 범주

향토자원의 유형 및 범주도 연구자 및 기관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토자원의 유형 및 범주에 대한 기관의 정의는 <표 3>과 같으며, 오재환(2010)과 이

원태(2010)는 생활문화, 대안문화, 도시경관, 건축물, 근대유산, 자원 환경, 도시민속, 특산

물, 문화재, 설화민담 등을 향토자원의 유형 및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다. 

분류기관 구분 내용

농촌진흥청
분류

자원의 형태에 
따른 분류

·유형 자원: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적, 유물, 동식물, 토산품 등
·무형 자원: 물리적 실체가 없는 기술, 지식, 전설, 음악 등

자원의 내용에 
따른 분류

·산업적 자원: 산업의 소재가 되거나 상품에 투입되는 등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자원
으로 향토음식, 공예품 등

·역사·문화적 자원: 역사 문화의 소산이 되는 자원으로 유적, 유물, 전통예술 등
·생태·자연적 자원: 생태 및 자연적 가치를 지난 자원으로 빼어난 경관을 가진 하천, 

산악, 바다 등의 장소와 희귀 동식물 등

한국지적
재산관리재

단

유형자원 ·의식주생활분야, 놀이, 여가, 민간의료, 기타
무형자산 ·전래풍습, 민간설화, 민요, 지역축제
생태자원 ·토종식물, 토종동물, 자연생태계
문화자원 ·향토유적·유물(문화재), 문화시설(도서관·박물관·공원·미술관·기념관 등)

전국문화원
연합회

역사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역사적 사건과 현장, 내 고장의 역사적 인물, 내 고장의 문화유산
·전통생활민속, 구전설화, 주민의 종교생활, 주민의 생활권역, 지역의 별미음식, 지역의 

토산품과 특산품

예술문화자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언론기관, 지역 예술인, 지역문화예술 시상제도, 

지역소재 예술작품, 문화예술교육·연구기관, 출판문화

관광·여가
문화자원

·관광자원, 관광시설, 관광코스, 관광쇼핑, 관광안내소, 여가시설

문화시설 자원 ·박물관,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영화관, 미술과, 문화의 집, 문화원

<표 3> 향토자원의 유형 및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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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향토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연구는 선행연구 및 보고서 등을 조사·분석해 보았을 때,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향토자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주제 분

야를 보면 문헌정보학은 물론 국문학, 철학, 콘텐츠학, 정책학, 정치학, 사학, 지역학, 문화학, 

경영학, 신문방송학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며, 또한 연구기관의 경우도 향토

문화자원, 전국문화원연합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방송학회, 디자인

학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는 향토자원이나 향토문화콘텐츠가 다양한 각도로 활용될 수 있고 그 만큼 원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가치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문헌도 

상당히 많으며 연구하는 각도도 다양하다. 그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연구경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도서관에서 향토문화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향토자원의 분류 및 수집방

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택준(1970)은 향토문화콘텐츠의 종류를 형식·형태상 분류, 

내용상 분류, 저작별 분류로 구분하였고, 전영래(1977)는 향토문화콘텐츠를 문헌기록과 문화

적 유물로 구분하였다. Field(1987), Llwyd(1987), Nurse(1991), Westmancoat(1991) 

등은 향토자원의 수집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향토문화콘텐츠실이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운영 실

태를 조사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장경호(1991)는 구미도서관 사례를, 정현태(1991)는 

국내 공공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향토문화콘텐츠실 실태조사를, 정주연(1998)은 부산지

역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를, Sturges와 Bapty(1991)는 노르웨이의 Finmark 공공도서관 사

례를 조사하였다. 

향토문화콘텐츠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양상숙(1997; 1999)은 주로 제주지역의 고서 

및 고문서 등을 중심으로 향토문화콘텐츠실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일본 지역도서관과의 비

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강진갑(2000)과 이남희(2000)는 향토문화콘텐츠를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Allery(2000)는 

향토문화콘텐츠실을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장우권(2009)은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콘텐츠의 관리와 활용방안으로 지역문화콘텐츠관리제도·법률규정, 지역문화계획 

수립과 집행, 전통문화 전승과 계승,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사회교육기능, 유관기관과 협력, 

문화공간제공, 행사참여와 지역뉴스지 발행, 디지털 형태로 재생산 및 가공, 그리고 지역문화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 지역문화콘텐츠 수집 및 활용사례를 기반으로 각 지역의 향토문화콘텐츠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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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고자 한 연구들이 상당수 있으며, 광명시 동제의 문화사적 의미와 가치(김덕묵 2011), 

영상 콘텐츠 속의 지역공간과 지역문화(신광철, 장해라 2006),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호남지

역의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이윤선 2009), 경북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화 전략(경북테

크노파크 전략사업기획단 2009), 광주지역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용(최종호 2008), 그

리고 상당수의 연구가 향토자원의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류웅재, 윤

나리 2009; 최윤상, 김종수, 정해동 2013).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김양식(2011)은 

향토문화자원의 활용 방향을 향토문화자원의 산업자원화, 향토문화자원의 문화예술자원화, 

향토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향토문화자원의 교육자원화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

주연(2007)은 사용자의 경험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브랜딩,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특성

과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 유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캐릭터 온라인 테마

파크 컨셉을 제안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2004)는 지역문화자원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가능한 문화자원의 발굴, 문화자원과 공간과의 연계성 강화, 문

화공간의 복합화 추구, 지역의 문화 브랜드 등이다. 김영순과 김정은(2006)은 지역문화콘텐

츠를 활용한 지역문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이용한 

지역문화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향토문화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형식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김창겸, 임동주 2007). 그 외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으로 향토문화

콘텐츠의 모바일 웹서비스(김수영 2012) 등이 있다. 

지역문화콘텐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향토문화 디지털콘텐츠 구축과정에서 수집‧생산되는 

기초자료를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이들 자료의 수집, 정리, 재사용, 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구현한 연구가 있다(김수영, 임준근 2009). 또한 정경란(2014)은 

지역문화콘텐츠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표준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하였으며, 한국향

토문화전자대전의 분류체계의 한계를 기반으로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권영옥과 김백희

(2007)도 향토문화 분류체계와 전자대전 항목구성체계의 접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Ⅲ. 연구 질문 및 연구 설계

1. 연구 질문

최근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와 관련 사업의 증가는 기존에 향토문화콘텐츠를 가

볍게 다루고 있었던 기관에게는 좀 더 체계적인 콘텐츠 확보와 제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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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인 및 연구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게 되었다. 향토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도서관을 포함하여 문화원, 지자체, 그리고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

에서 도서관은 과연 향토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RQ 1: 도서관은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가?

향토문화는 한 향토의 특성을 지니고 형성된 문화로서, 한 향토의 자연환경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사회를 이루고 역사를 가지면서 사는 동안 자연적으로 축적된 것(이종일  

2005)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 속에

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향토문화에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성을 가진 자료·콘텐츠 수집기관인 도서관에서 해당역할을 

수행해야한다.

RQ 2: 도서관은 향토문화콘텐츠의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는 물론 문화프로그램 제공, 정보공유 공간 제

공, 취약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확대까지 이루어진다면 도서관의 존재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역할 확대를 통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Q 3: 도서관은 향토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

서관의 역할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 질문은 선행연구, 사례조사, 정책방향 조사 등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향

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 절차 

위의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향토문화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특히 향토문화콘

텐츠를 수집하고 제공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을 다룬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미 향토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특히 성공

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향토문화콘텐츠를 도서관에서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기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설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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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으로 이루어졌고 교차분석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나이, 근무경력, 

소속도서관 지역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

로는 Scheffe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도서관이 향토문화콘텐츠를 확보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

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고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역할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내용을 연구절차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및 연구내용

3. 설문 설계 및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향토자원 구축현황을 조사하고 각 공공도서관에서 

향토자원을 이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향토자원을 확보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토자원의 수집상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1차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는 공공도서관 관장과 사서 10명,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하여 설문문항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크게 

개인적 배경 5개 문항,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활용현황 관련 12개 문항, 공공도서관을 통한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관련 5개 문항 등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완성하

였다.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조사영역 조사내용

개인적 배경

성별
연령

소속 도서관 지역
도서관 근무 경력

가장 오랜 기간 담당한 업무

<표 4>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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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활용현황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방법
자료획득 방법

향토문화콘텐츠 수집을 위한 재정확보 방법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시 중점 사항

향토문화콘텐츠 활용현황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기관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 내용

향토문화콘텐츠 관리여건
일일평균 향토문화콘텐츠 이용자 수

향토문화콘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 층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서비스 시 애로사항

공공도서관을 통한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공공도서관에서 향토문화콘텐츠 제공 시 효과
향토문화콘텐츠 제공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적합성 

향토문화콘텐츠 운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구 부분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기관

향토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설문대상의 확보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전국공공도서관 총 

831개관 중 향토문화콘텐츠를 소장하고 있다는 도서관 414개관을 선별하였다. 둘째, 이들 

도서관 중 향토문화콘텐츠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17개관을 선별하였다. 셋째, 

414개관 중 향토문화콘텐츠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397개관 중 5,000건 이상의 향

토자원을 구축한 도서관 98개관을 선별하였다. 넷째, 둘째와 셋째에서 선별된 115개관을 설

문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다섯째, 설문대상으로 확정된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하여 

향토자원의 담당자와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향토자원 담당자가 없을 경우 정

보자원수집부서의 사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개월에 거쳐 실시하고,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온라인 및 우편 발송을 이용한 배포와 회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은 향토자원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30부는 이메일과 온라인 설문사이트로, 85부는 우

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설문수행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총 115건의 설문의뢰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43명의 응답이 이루어져 37.4%

의 설문응답률을 확보하였다. 

Ⅳ. 연구 결과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1명으로 25.6%, 

여성이 74.4%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설문에 응한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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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대해서는 40대가 44.2%, 30대가 27.9%, 20대와 50대가 각각 14%로 나타나 40대

가 가장 많이 설문에 응한 것을 알 수 있다. 소속도서관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제주가 10명, 

2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6명으로 14%, 대구와 부산이 각각 4명으로 

9.3% 나타났다. 도서관 근무경력을 묻는 질문에는 20-25년 미만이 25.6%로 가장 높았으

며, 5년 미만, 5-10년 미만이 각각 20.9%로 나타났으며 15-20년 미만이 14%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담당한 업무를 묻는 질문에는 수서업무가 전체의 41.9%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열람(대출)업무가 16.3%, 분류목록 11.6%, 행정(사무)업무 9.3%의 순으로 나

타났다. 

1.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활용현황

1)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방법

설문대상 공공도서관의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방법을 분석한 결과, 기증의뢰가 81.4%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구입이 72.1%, 공공기관 의뢰가 27.9%, 민간기관 의뢰가 18.6%, 납본이 

14.0%, 자체제작이 11.6%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항목 빈도 비율
납본 6 14.0%

기증의뢰 35 81.4%
구입 31 72.1%

공공기관 의뢰 12 27.9%
민간기관 의뢰 8 18.6%

자체제작 5 11.6%
기타 2 4.7%

<표 5>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방법(중복응답)

2) 향토문화콘텐츠 획득방법

향토문화콘텐츠 획득방법 분석 결과, 자료이관이 28명으로 65.1%, 기타 37.2%, 복사본제

작 16.3%로 나타나 향토문화콘텐츠 획득은 주로 자료이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표 6> 참조).

항목 빈도 비율
복사본제작 7 16.3%
자료이관 28 65.1%

기타 16 37.2%

<표 6> 향토문화콘텐츠 획득방법(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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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토문화콘텐츠 수집을 위한 재정확보 방법

향토문화콘텐츠 수집을 위한 재정확보 방법을 분석한 결과, 자체예산이 81.4%로 가장 높

았으며, 지자체예산지원이 18.6%, 기부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항목 빈도 비율
자체예산 35 81.4%

지자체 예산지원 8 18.6%
기부 5 11.6%
기타 4 9.3%

<표 7> 향토문화콘텐츠 수집을 위한 재정확보 방법(중복응답)

4)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시 중점사항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시 중점사항에 대한 분석한 결과, 자료의 서비스 활용성이 19명, 

4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수서정책에 기반 한 자료의 유형과 범주가 25.6%, 지역 

문화 콘텐츠 평가지표 적용이 20.3%, 자료의 디지털화가 9.3%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지역문화 콘텐츠 평가지표 적용 9 20.9

2.77 1.231
수서정책에 기반한 자료의 유형과 범주 11 25.6

자료의 디지털화 4 9.3
자료의 서비스 활용성 19 44.2

<표 8> 향토수집 수집 시 중점사항

5) 향토문화콘텐츠 활용현황 

향토문화콘텐츠 활용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열람 및 대출서비스가 88.4%로 가장 높았으

며 전시가 41.9%, 홈페이지서비스가 25.6%,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18.6%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항목 빈도 비율
홈페이지서비스 11 25.6%

문화프로그램 운영 8 18.6%
전시 18 41.9%

체험프로그램제공 7 16.3%
열람 및 대출서비스 38 88.4%

기타 1 2.3%

<표 9> 향토문화콘텐츠 활용현황(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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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기관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기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원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관청이 34.9%, 협력하지 않음이 30.2%, 박물관과 다른 공공도

서관이 각각 18.6%, 기록실 7.0%로 나타났다. 향토문화콘텐츠 확보를 위한 협력기관으로 가

장 선호하는 기관은 44.2%로 나타난 지역문화원인 것을 알 수 있으나, 30.2%가 협력하지 

않음에 응답하여 실제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항목 빈도 비율
다른 공공도서관 8 18.6%

지역문화원 19 44.2%
박물관 8 18.6%
기록실 3 7.0%

행정관청 15 34.9%
협력하지 않음 13 30.2%

기타 8 18.6%

<표 10>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기관(중복응답)

7)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내용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내용 분석 결과, 상호대차가 48.8%, 발간자료

교환이 32.6%, 협력하지 않음이 20.9%, 공동수서, 공동목록이 각각 16.3%로 나타나 향토문

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내용으로 상호대차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11> 참조).

항목 빈도 비율
공동수서 7 16.3%

발간자료 교환 14 32.6%
공동목록 7 16.3%
상호대차 21 48.8%

협력하지 않고 있음 9 20.9%
기타 6 14.0%

<표 11>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내용에 대한 검증(중복응답)

8) 향토문화콘텐츠 관리여건

향토문화콘텐츠 관리여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토문화콘텐츠실이 독립 운영되고 있다 

46.5%, 문서화된 수서정책 있음 23.3%, 타 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한 편임 14.0%, 향토문화

콘텐츠 전담인력 따로 있음 11.6%, 향토문화콘텐츠 구축을 위한 별도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9.3%, 향토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사업추진 7.0%,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시 지역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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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를 적용함 2.3%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항목 빈도 비율
향토문화콘텐츠실이 독립 운영되고 있음 20 46.5%

향토문화콘텐츠 구축을 위한 별도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4 9.3%
향토문화콘텐츠 전담인력 따로 있음 5 11.6%

문서화된 수서정책 있음 10 23.3%
타 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한 편임 6 14.0%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시 지역문화콘텐츠 평가지표를 적용함 1 2.3%
향토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사업추진 3 7.0%

기타 12 27.9%

<표 12> 향토문화콘텐츠 관리여건

9) 일일평균 향토문화콘텐츠 이용자 수

일일평균 향토문화콘텐츠 이용자수를 분석한 결과, 5명이하가 전체의 74.4%로 나타났으

며 6-10명이 18.6%, 11-15명이 4.7%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5명 이하 32 74.4

1.37 0.787
6-10명 8 18.6
11-15명 2 4.7
21명이상 1 2.3

<표 13> 일일평균 향토문화콘텐츠 이용자수

10) 향토문화콘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층 

향토문화콘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층 및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향토문화콘텐츠

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층은 100.0% 일반인(대학생)이며, 향토문화콘텐츠 이용자의 

거주지는 93.0%가 지역 내 거주민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일반인(대학생포함) 43 100.0 1.00 0.000

지역구분
지역 내 40 93.0

1.07 0.258
지역 외 3 7.0

<표 14> 향토문화콘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층

11)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역사가 39.5%로 가장 높았으며 지리 

11.6%, 정치‧경제‧사회, 문화와 교육이 각각 9.3%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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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지리 5 11.6

4.00 2.870

역사 17 39.5

문화유산 3 7.0

성씨와 인물 3 7.0

정치·경제·사회 4 9.3

문화와 교육(예술포함) 4 9.3

생활과 민속 2 4.7

구비 전승, 언어문학 2 4.7

기타 3 7.0

<표 15>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

12)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서비스 애로사항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서비스 애로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토자원 발굴의 어려움이 

72.1%로 가장 높았으며 향토자원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이 51.2%, 지역 내 향토자원 보유

기관과의 네트워크 부족이 46.5%, 전담인력이 부족이 44.2%, 재정확보의 어려움 27.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항목 빈도 비율

재정확보의 어려움 12 27.9%

향토자원 발굴의 어려움 31 72.1%

각종 규제가 많음 1 2.3%

향토자원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22 51.2%

전담 인력의 부족 19 44.2%

지역 내 향토자원 보유기관과의 네트워크부족 20 46.5%

기타 1 2.3%

<표 16>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서비스 애로사항(중복응답)

2. 공공도서관을 통한 향토문화콘텐츠 제공 효과

1) 공공도서관에서 향토문화콘텐츠 제공시 효과 

공공도서관에서 향토문화콘텐츠 제공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주민 지식 및 관심강화가 

83.7%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의 역사성 보존이 81.4%, 연구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료제공, 

공공도서관의 역할확대에 기여가 각각 46.5%, 도서관의 존재감 향상 32.6%, 향토자원 산업

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25.6%, 공공도서관의 위상강화 23.3%, 세계유일의 자원 확보 및 

보존효과 20.9%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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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비율

공공도서관의 위상강화 10 23.3%

세계유일의 자원 확보 및 보존효과 9 20.9%

지역주민의 지식 및 관심강화 36 83.7%

연구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료제공 20 46.5%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기초자료제공 11 25.6%

지역의 역사성보존 35 81.4%

공공도서관의 역할확대에 기여 20 46.5%

도서관의 존재감 향상 14 32.6%

<표 17> 공공도서관에서 향토문화콘텐츠 제공시 효과(중복응답)

2) 향토문화콘텐츠 제공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적합성

향토문화콘텐츠 제공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적합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역주민의 접

근성이 높다가 79.1%, 향토문화콘텐츠를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적합이 55.8%, 향토문화콘텐

츠를 활용하기에 적합이 53.5%,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적합이 44.2%의 순으

로 나타나 향토문화콘텐츠 제공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주민들

의 접근성에 보다 큰 의미를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표 18> 참조).

항목 빈도 비율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다 34 79.1%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적합 19 44.2%

향토문화콘텐츠를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적합 24 55.8%

향토문화콘텐츠를 활용하기에 적합 23 53.5%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용이 6 14.0%

향토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서비스에 적합 8 18.6%

<표 18> 향토문화콘텐츠 제공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적합성(중복응답)

3) 향토문화콘텐츠 운영 및 이용활성화 개선 요구 

향토문화콘텐츠 운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요구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 향토문화콘

텐츠 전담인력배정 58.1%, 향토문화콘텐츠실 독립운영 46.5%,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적극

적 홍보 41.9%, 향토문화콘텐츠구축을 위한 별도의 예산책정이 3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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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비율
향토문화콘텐츠실의 독립운영 20 46.5%

향토문화콘텐츠구축을 위한 별도의 예산책정 17 39.5%
향토문화콘텐츠 전담인력 배정 25 58.1%

문서화된 수서정책 개발 11 25.6%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16 37.2%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시 지역문화콘텐츠 평가지표 적용 5 11.6%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홍보 18 41.9%

향토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과 이용활성화 15 34.9%
기타 2 4.7%

<표 19> 향토문화콘텐츠 운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요구(중복응답)

4)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기관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기관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예산이 65.1%

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정부예산 20.9%, 자체예산 11.6% 순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자체예산 5 11.6

2.19 0.824
지차체 예산 28 65.1
중앙정부예산 9 20.9

기타 1 2.3

<표 20>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기관

5) 향토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향토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점사항 분석 결과, 자료 발굴 및 수집이 53.5%로 가

장 높았으며 자료제작(디지털화) 14.0%, 문화프로그램 운영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홈페이지서비스 3 7.0

2.19 0.824

문화프로그램운영 5 11.6
전시 2 4.7

열람 및 대출서비스 2 4.7
자료 발굴 및 수집 23 53.5
자료제작(디지털화) 6 14.0

기타 2 4.7

<표 21> 향토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점사항

6) 기타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자료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기타 제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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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서 가장 귀중한 자료는 그 지역의 향토문화콘텐츠이지만 현재로는 접근이 쉽

지 않으며, 자료선정 범위, 수집, 보존의 기준을 삼을만한 체계적이고 조직적 수서정책 또는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모델이 필요하다

각 지역별 향토문화콘텐츠 수집처 및 자료목록을 작성, 배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담인력 또는 일반자료담당 사서에게 향토문화콘텐츠 수집·보존·활용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이 필요하다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할 예산, 인력, 시간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원

활한 협조 없이는 향토문화콘텐츠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기관 네트워크의 구축이나  지자

체 및 지역공공기관에서 향토문화콘텐츠를 발간할 경우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납본을 의무화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향토문화콘텐츠 이용률이 비교적 낮으므로 대표도서관이나 향토 특성화 도서관을 지정해 

특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향토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해 원문 검색이 가능하다면 자료 이용 및 관리가 용이할 

것이므로 대표도서관에서 디지털화 장비, 인력을 갖추어 도내 관할 도서관의 향토문화콘텐츠

를 순차적으로 원문 DB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토문화콘텐츠의 관외 대출에 따른 분실 시 자료의 재확보가 불가능한 이유로 대부분 관

내열람만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기제작 배포 시 디지털화가 선행되었으면 한

다(개별 도서관 자체적 디지털화의 현실적 어려움).

지역주민이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서의 희귀본 향토문화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향토문화콘텐츠 개발, 제작 지원의 필요성, 향토문화콘텐츠 수집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의 

필요성, 목차색인검색서비스의 필요성,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서비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어야만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다

Ⅴ.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향토자원이나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도서관종

합발전계획에서도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향토자원 구축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

운데, 공공도서관이 어떤 비전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향토자원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문헌조사방법 및 설문조사방법, 그리고 면담방법을 통해서 공공도

서관이 향토자원을 수집·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향토자원의 공공적 활용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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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은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향토자원의 확보와 제공이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은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이다. 

최근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이와 관련된 사업의 증가는 기존에 향토문화콘텐

츠를 가볍게 다루고 있었던 기관에게는 좀 더 체계적인 콘텐츠 확보와 제공의 기회를 제공하

게 되었고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일반인 및 연구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게 되었다. 향토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도서관을 포함하여 문화원, 지자체, 그리고 민간연구기관 등

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서관은 과연 향토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공공도서관에서 향토문화콘텐츠를 제공할 때의 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공공도서관에서 향토문화콘텐츠 제공시 나타나는 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지식 

및 관심강화가 83.7%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의 역사성 보존 81.4%, 연구자들에게 지역에 대

한 자료제공, 공공도서관의 역할확대에 기여가 각각 46.5%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토문화콘

텐츠 제공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다 79.1%, 향

토문화콘텐츠를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하다 55.8%, 향토문화콘텐츠를 활용하기에 적합

하다 53.5%,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적합하다 4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 향토의 자연환경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사회를 이루고 역사를 가

지면서 사는 동안 자연적으로 축적된 것(이종일 2005)으로, 한 향토의 특성을 지니고 형성된 

향토문화는 해당 지역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가치

를 가진다고 볼 때, 향토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기관 등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 및 관심 강화, 지역의 역사성 보존 등의 공공적 역할을 위해 

그 지역의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제공‧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도서관은 향토문화콘텐츠의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주민과 국가 전체의 국민에게 

서비스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는 물론 문화프로그램 제공, 정보공유 공

간 제공, 취약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토문화콘

텐츠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국가 전체의 국민에 대해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향토문화콘텐

츠 서비스는 열람 및 대출서비스 88.4%, 전시 41.9%, 홈페이지서비스 25.6%, 문화프로그램 

운영 18.6%, 체험프로그램 제공 16.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해 관리여건을 검증한 결과는 향토문화

콘텐츠실이 독립 운영되고 있음이 46.5%, 문서화된 수서정책이 있음은 23.3%, 타 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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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원활한 편임이 14.0%, 향토문화콘텐츠 전담인력이 따로 있음이 11.6%, 향토문화콘

텐츠 구축을 위한 별도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9.3%, 향토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사업추진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의 예산이나 인력부문에서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함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는 이용자 중심 도서관 서비스 확대방안의 하나로 

지역 고유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콘텐츠화를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제2차도서관종합발

전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도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유도, 타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에 의한 관리여건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하

며, 이러한 관리여건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 고유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콘텐츠화와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는 이용자 중심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은 향토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

서관의 역할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도서관의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성공적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향토문화콘텐츠 서비스의 

주요 내용인 열람 및 대출서비스, 전시 등에서 벗어나 향토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

점사항으로 인식되는 향토문화콘텐츠 자료 발굴 및 수집 53.5%, 자료제작(디지털화)이 

14.0%, 문화프로그램 운영 11.6%, 홈페이지서비스 7.0% 등의 확대와 현재 향토문화콘텐츠 

운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즉,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창조, 활용에 대한 도서관의 인식 향상 및 관리여건 개선방안 모

색, 이용활성화에 대한 중점사항 실천을 기반으로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는 이용자 중심 도서

관 서비스 확대의 방안의 하나로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구축

을 통해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창조, 활용의 서비스 확

대 방안을 모색하고 제공할 때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지식 및 관심을 강화시키고,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하며,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지역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공공도서관의 위상 및 존재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역할 확대를 통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정부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콘텐츠

(역사‧문화자료 등)를 수집 및 콘텐츠화하여 제공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

관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및 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향토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과 예측된 결

과를 가지고 개개의 도서관들이 향토문화콘텐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

토문화콘텐츠 확보를 위한 독립된 공간, 별도의 수서정책,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료 발굴 

및 수집이 필요 하며,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하는 타 기관과의 상호대차 등의 협력 및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과 이용활성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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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향토문화콘텐츠 전담

인력 배정 및 향토문화콘텐츠실 독립운영,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기반으

로 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발굴 및 수집, 자료제작(디지털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좀 더 상세하게 방안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문화콘텐츠 수서정책을 별도로 개발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집목적, 수집범

위, 수집대상, 수집전략 등을 포함하여 향토문화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수서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향토문화콘텐츠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토문화콘텐츠를 소장하고 있는 

개개 기관들로부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협력망을 구축하고 안

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향토문화콘텐츠 수집의 경우 기증에 의한 수집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보아도 협력망을 통한 기증 및 교환에 의한 

수집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집된 향토문화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토문

화콘텐츠가 확보되었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향토문화콘텐츠 사업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

서 향토문화콘텐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향토문화콘텐츠 전시공간마련, 향토문화콘텐츠 

체험프로그램 제공,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타기관과의 상호대차제도를 통

한 이용활성화, 향토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향토문화콘텐츠 활

용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향토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사업 및 보존사업이 요구된다. 향토문화콘텐츠의 장기보

존을 위해 자료의 디지털화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향토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전

국적 더 나아가 전 세계적 활용을 위해서는 디지털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을 통한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주

민 지식 및 관심 강화, 지역의 역사성 보존, 연구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의 측면에

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향토문화콘텐츠의 발굴과 제공중심기관으로서의 도서관역할 정립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향토문화콘텐츠를 발굴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향토문화콘텐츠 

구축방법론 및 향토문화콘텐츠 서비스 방안,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토문화콘텐츠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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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의 향토문화콘텐츠 접근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향토문화 확보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공공도서관 중 향토문화콘텐츠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중 향토문화콘텐츠

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과 5,000건 이상의 향토자원 구축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활용현황과 공공도서관을 통한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측면에

서 조사‧연구되었다.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활용현황 측면에서,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방법으로는 기증의뢰가 

81.4%로 가장 높았으며 구입 72.1%, 공공기관 의뢰 27.9%, 민간기관 의뢰 18.6%, 납본 

14.0%, 자체제작 11.6% 순으로 나타났다. 향토문화콘텐츠 획득방법으로는 자료이관이 

65.1%, 기타 37.2%, 복사본제작이 16.3%로 나타나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획득은 주로 

기증 및 자료이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토문화콘텐츠 수집을 위한 재정확

보 방법으로는 자체예산이 81.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자체예산지원이 18.6%, 기

부가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시 중점사항으로는 자료의 서비스 활

용성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서정책에 기반한 자료의 유형과 범주 25.6%, 지

역 문화 콘텐츠 평가자료 적용 20.3% 순으로 나타났다. 향토문화콘텐츠 활용현황으로는 열

람 및 대출서비스가 88.4%로 가장 높았으며 전시 41.9%, 홈페이지서비스 25.6%, 문화프로

그램 운영이 18.6% 순으로 나타났다.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기관은 지

역문화원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관청이 34.9%, 협력하지 않음이 30.2%, 박물관과 

다른 공공도서관이 각각18.6%로 나타나 향토문화콘텐츠 확보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협력기

관은 지역문화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내용으로는 

상호대차가 48.8%, 발간자료교환이 32.6%, 협력하지 않음이 20.9%, 공동수서, 공동목록이 

각각 16.3%로 나타나 상호대차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향토문화콘텐츠 관리

여건 결과는 향토문화콘텐츠실이 독립 운영되고 있다 46.5%, 문서화된 수서정책 있음 

23.3%, 타 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한 편 14.0% 순으로 나타났다. 일일평균 향토문화콘텐츠 

이용자수를 묻는 질문에는 5명 이하가 전체의 74.4%로 나타났으며 6-10명이 18.6%, 

11-15명이 4.7%로 나타났으며 이 때 주 이용자는 일반인(대학생)으로 이용자의 거주지는 

지역 내가 9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향토문화콘텐츠 중 주로 이용되는 정보로는 역사가 

39.5%로 가장 높았으며 지리 11.6%,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교육(예술 포함)이 각각 9.3% 

순으로 나타났다.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및 서비스 애로사항은 향토자원 발굴의 어려움이 

72.1%로 가장 높았으며 향토자원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이 51.2%, 지역 내 향토자원 보유

기관과의 네트워크 부족이 46.5%, 전담인력이 부족이 4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을 통한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향토문화콘텐



22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45권 제4호)

- 88 -

츠 제공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인식으로 지역주민 지식 및 관심강화가 83.7%로 가장 높았

으며 지역의 역사성 보존이 81.4%, 연구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료제공,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대에 기여가 각각 46.5% 순으로 나타났다. 향토문화콘텐츠 제공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다 79.1%, 향토문화콘텐츠를 보존하는 기관으로

서 적합하다 55.8%, 향토문화콘텐츠를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53.5%,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

하는 기관으로 적합하다 44.2%의 순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에서 향토문화콘텐츠 제공 효과

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에 보다 큰 의미를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토문화콘텐츠 운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요구로는 향토문화콘텐츠 전담인력배정이 58.1%, 향토문화콘텐츠실 

독립운영 46.5%,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홍보 41.9%, 향토문화콘텐츠구축을 위한 

별도의 예산책정이 39.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재정

지원기관으로는 지자체예산이 65.1%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정부예산이 20.9%, 자체예산이 

11.6%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토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점사항으로는 자료 발굴 및 

수집이 53.5%로 가장 높았으며 자료제작(디지털화)이 14.0%,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11.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현재 향토문화콘텐츠 서비스가 독립된 향토문화콘텐츠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

서관은 32.8%에 불과해 대부분 종합자료실 또는 일반자료실 내 별도서가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독립적인 향토문화콘텐츠의 문서화된 수서정책이 있는 곳은 16.4% 뿐 

나머지 83.6%는 별도 향토문화콘텐츠의 수서정책이 아닌 일반수서정책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치기호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향토문화콘텐츠 구축을 위한 별도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도서관은 6.6%에 머물러 대부분의 도서관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기증의뢰 후 

기증에 의한 자료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토문화콘텐츠 활용은 주로 

열람 및 대출서비스, 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공공도서관을 통한 향토문화콘

텐츠 활성화를 위하여는 개선요구사항으로 나타난 향토문화콘텐츠 전담인력 배정, 향토문화

콘텐츠실 독립운영,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홍보, 향토문화콘텐츠구축을 위한 별도의 

예산책정 등을 통한 관리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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