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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산업 명에 따라 새로운 교육 환경이 도래하는 상황 속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19개 공공도서 의 활성화를 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해 황분석과 사서, 사서교사, 문가 상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 다. 연구방법을 통해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비 으로 도서  커뮤니티 스쿨을 통한 지식체험 에듀라이 러리를 설정하 다. 에듀라이 러리로서 
공공도서  서비스의 방향을 교육기능 특화 서비스, 생애주기 맞춤 서비스, 지식체험 심서비스, 4차산업 명 지능정보사회 서비스로 
나 어 살펴보았다. 도서 의 통  기능을 바탕으로 미래 공공도서 이 갖추어야 할 공간을 체험학습 공간으로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 의 교육기능을 강화한 특화된 방향을 제시하 는데 이는 학교  학교도서 과 력 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타 지역 교육청 소속 도서 의 방향성 마련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공공도서 , 교육청, 교육도서 , 커뮤니티 스쿨, 학교도서

ABSTRACT : A status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librarians, school librarians and experts were conducted 
to find a new direction for revitalization of 19 public libraries affiliated to the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advent of a new educational environment follow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the 
research method, the knowledge experience edu library through the library community school was set as the vision 
of a public library belonging to the Chungnam Office of Education. The direction of public library service as an edu-library 
was divided into specialization as an educational library, life cycle customized service, knowledge experience-oriented 
service,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ervice. Based on the traditional functions 
of the library, the space that the future public library should have was presented as an experiential learning space. 
In this study, a specialized direction for strengthening the educational function of libraries belonging to the Chungnam 
Office of Education was presented, which will contribute to finding ways to cooperate with schools and school libraries, 
and will provide a basis for preparing directions for libraries belonging to other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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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도서 은 정보자원과 서비스를 통해 지식, 정보, 창작물에 한 근을 제공하며, 인종, 

국 , 연령, 성별, 종교, 언어, 신체장애, 경제력, 취업상태, 교육수 에 계없이 지역사회 구성원

이면 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 정보, 자기계발, 문화발 , 사회  역할 등의 기능을 

한다(Koontz & Gubbin, 2010, 1-2). 4차산업 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평생학습사회

를 맞이하여 공공도서 에서는 공공도서 의 기본 서비스를 기반으로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창의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창의력 개발을 해 노력하고, 평생교육을 한 교육 서비스, 

인문․ 술․문화․체험 등 문화서비스를 확 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이용자의 요구도 다양해질 것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 에서는 보다 극 인 변화를 모색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19개 공공도서 은 건축 후 30-40년가량 경과하여 시설측면에

서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설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 측면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4차산업 명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정보환경을 체험하고 이에 한 

요구가 증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 도서  환경  서비스의 내용이 최근 건립된 지자체 도서

이나 유사 기 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다. 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설립 당시 지자체 

소속 도서 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에서 도서 의 반 인 서비스

를 제공하 으나 이제 지자체 소속 도서 의 수도 증가되고 그 역할이나 기능이 자리매김 된 

상태에서 교육청 소속 도서 은 교육기능 서비스를 강화하여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강구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19개 공공도서  수 장실태조사, 19개 공공

도서  장  사서, 사서교사, 문가를 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특성을 반 한 새로운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실태조사에서는 공간, 

자료, 서비스, 특성화, 인력에 해서 조사하 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3단계로 진행하 는데 먼

 충남 교육청 소속 19개 도서  장/사서를 상으로 면 면으로 도서  안 문제, 서비스, 

공간 측면에 한 의견, 도서 의 방향에 해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를 기반으로 도출된 

공공도서 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해 학교도서  사서교사  담당교사 20명을 상으로 학교도

서 과 공공도서  력, 학교도서 에 필요한 서비스, 공간, 장서개발 등 학교도서  지원에 해 

의견을 수렴하 다. 1, 2차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 도출된 방향성과 세부내용에 해 문가의 의

견을 수렴하 으며, 이를 통해 충남 교육청의 기본방향  교육기능을 강화한 교육청 소속 공공도

서 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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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리모델링을 

한 순  결정 요인(부산 역시교육청, 2017), 공공도서  재구조화를 해 서비스 략 심의 

새로운 방향 연구(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경기도 교육청, 2012;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 경

기도교육청 공공도서  정체성 확립  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교육특화형 공공도서  

모형개발을 수립한 연구(이상복 외, 2013), 교육청 소속 도서 의 미래 발 을 한 정책  과제 

검하고 이에 한 해결책을 제시한 연구(김홍렬, 2017)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는 충남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교육기능을 강화한 미래 지향  방향을 모색했다는 

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Ⅱ. 교육청 소속 도서 의 방향 모색

1. 공공도서 의 역할

공공도서 의 역할과 기능은 지식정보센터(기 ), 생활편의센터(확장), 사회문화센터( ), 

여가생활센터( ), 평생교육센터( )로 구분할 수 있다. 지식정보센터로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공 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생활편의센터로 다른 도서 과 력망 구축  자료 상호 차를 

실시  지역 특성에 따른 분 의 건립․육성, 사회문화센터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기 으로

의 역할로 휴식과 문화 콘텐츠 제공, 여가생활센터로 독서생활화와 독서문화 정착 지원, 각종 문화

행사 주최  장려, 평생교육센터로 평생교육 로그램 주최  모든 계층을 상으로 교육 로

그램 제공이다(문화체육 부 도서 정책기획단, 2019, vii). 

도서 의 비 을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는 4가지 략방향과 핵심과제를 마련하 다. 

첫째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 으로 문화서비스 확 , 정보 근 확 , 생애주기 맞춤형 서

비스 강화, 둘째,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 으로 분권형 도서  운 체계, 공동체 기억의 보존 

공유 확산, 교류 력의 랫폼기능 강화, 셋째, 사회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 으로 정보복지, 공간

의 개방, 경계를 넘는 서비스 연계, 넷째, 미래를 여는 도서  신으로 운 체계의 질  제고, 

력체계 강화,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인 라 확 로 두었다(도서 정보정책 원회, 2019, 32). 

이를 종합하면 공공도서  역할을 <표 1>과 같이 기본 으로 자료 수집  제공하는 정보제

공 기능, 문화  독서 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 교육 기능, 공간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도서 은 이러한 체 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공공도서 이 

천편일률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청 소속의 도서 은 과

거 도서 이 부족했던 시기에 일반  도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재 지자체 소속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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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소속 도서 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능 정보제공 기능 서비스 기능 교육 기능 공간  공동체 인 라 

세부

내용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정보 

제공

∙이용자 정보 근 확

∙도서 과 력망을 통한 자료 

제공 확

∙정보복지

∙문화 서비스 제공  확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독서 로그램 

∙경계를 넘는 서비스 연계

∙모든 계층을 상

으로 교육 로그램 

제공 - 평생교육

∙공간의 개방성

∙분권형 도서  운  체계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교류 력의 랫폼 기능

∙도서 운 체계의 질  제고

∙ 력체계 강화

∙자원 공유기반 구축

∙인 라 확

∙지역 특성에 따른 분  건립

<표 1> 공공도서 의 기능  세부기능

2.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제반 환경 - 새로운 교육환경 도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 산업 명이라는 4차산업 명(Schwab, 2016)이라는 새롭고 거

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노동, 복지, 교육, 고용,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진입하여 '스마트화'를 발시

켜 사회 반에 명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외가 될 수 없었으며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 원회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상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  응과 략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4가지 핵심원리를 제시하 다(UNESCO, 2020). 

첫째, 알기 한 학습(Learning to know)은 개개인의 삶에 의미를 주는 살아 있는 지식의 

습득을 한 학습을 말하는 것으로, 보편 , 객 인 지식의 습득보다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도구와 학습방법에 주안 을 두었다. 구체 으로 학습자의 소질과 성을 고려한 열린교육

과 수행평가 시행, 철학교육의 강화 능력  토론문화의 활성화, 문제해결 능력의 강조와 탐구학습 

활성화 실행이다. 

둘째, 행동하기 한 학습(Learning to do)은 개인의 환경에 한 창조 인 응능력의 습득을 

강조하며, 학습과정에서는 개개인의 정보처리와 지식정보 창출  의사소통에 을 두었다. 구

체 으로는 체험학습의 강조, 진로지도의 체계  실시  특기 성교육, 과제물 보고서, 문직 

인사의 빙 강연이다. 

셋째, 함께 살기 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은 지역사회 속에서 다른 공동체, 외국인

들과 함께 더불어 삶을 하고 공존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능력에 한 학습을 말한다. 구체

으로 학교 토론문화의 활성화, 국제이해 교육, 환경교육의 활성화, 법령 련 교육  도덕성 교육

을 실천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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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존재하기 한 학습(Learning to be)은 독립  치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

로 결정하며, 자신이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는 역량에 한 학습이다. 구체 으로 특기 성교육, 

도/농간 학교생활  체험학습, 연극․ 화․미술 활동 등의 장려, 외국 학생과의 유학생 교류 

 문화교류, 생태주의교육, 실물교육의 강화이다(최인화, 1999). 

그러므로, 교육청 소속도서 에서는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 도서 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교육기능을 강화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방향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도서 의 역할로 유아부터 노년까지  

세 를 상으로 생애주기별 도서 의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 련된 기능을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기의 교육기능 서비스로는 어머니의 교육능력 제고를 한 

강습, 가정교육이나 아동독서 학습조직의 형성과 운  등이 있다. 소년기의 교육기능 련 서비스

로는 지역의 학교도서   학 문고에 아동도서를 장기 출하고 정기  갱신 원조, 하계휴가(방

학) 등 장기휴업 시 가정독서에 유용한 목록의 작성과 배포, 도서  단독 는 학교 련 단체와 

력하고 아동문학과 아동 독서에 한 상담지원 등이 있다. 청년기의 교육기능 련 서비스에는 

고교, 학, 기업 등의 진로선택용 자료 제공, 청년기의 교양, 조사, 여가선용 자료 제공, 이성교제, 

성교육 자료의 수집과 제공, 가정교육자료, 부모 교육능력 제고 자료의 수집과 제공 등이 있다. 

성인기의 교육기능 서비스에는 직업상 신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자격/면허의 취득 등이 있고, 노

년기에는 성인기와 동일하지만 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통령 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2019)

<그림 1> 생애주기별 도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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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청 소속 도서 은 교육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방향과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표 

2> 참조). 서울시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과 연계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창의 학습 

공유 기반의 서비스를 제시하 고, 경기도 교육청은 미래형 교육도서 을 선언하 다. 따라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은 미래 학교교육 변화에 맞게 교육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략이 필요

하며, 유치원, 고, 학교와 연계를 통한 교육 심의 도서 으로 상 정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2018) 경기도 교육청(2019)

추진 략

∙독서문화 서비스

∙맞춤형 평생 교육 서비스

∙정보자원큐 이션

∙네트워크

∙창의학습 공유 기반

∙미래형 교육도서  모델 

<표 2> 교육청 소속 도서 의 기능과 역할

실재 공공도서 과 학교와 연계하는 모델로 이음터 모델을 들 수 있다. 이음터 도서 은 학교

와 연계한 공공도서  서비스의 요성을 인식한 사례로 도시 내 부족한 가용토지 확보와 공공시

설의 입체  활용을 고려한 학교와 커뮤니티시설 복합화 방법이다. <표 3>과 같이 동탄2신도시는 

2012년부터 학교가 지역사회 심이며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6개 생활권역에 맞춰 

총 6개의 학교복합화 추진하 다. '지역과 학교, 사람을 잇는 공간', 마을공동체 거 공간으로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학교시설복합화로 학교운동장에 이음터를 짓고, 근린공원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시청 입장에서는 도서  등 문화시설을 짓지 않아도 되고 학교 

입장에선 학교 부지 내 공공도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장 이 있다. 

․ 학교와 도서 이 구름다리 통로로 연결되어 학생들이 이음터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동탄

목동이음터와 동탄목동 등학교 복합화시설 사례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커뮤니티 마당으로 학

교와 이음터가 상호공유하며 소통하는 장으로 사용된다. 학교와 이음터는 공사․운 ․주체가 

분리되므로 설계 시 두 시설의 명확한 분리가 가능하다. 도서 과 문화시설의 수직조닝을 분리하

고 각각의 코어 설정하 다. <그림 2>와 같이 1, 2층 도서 , 3, 4, 5층에 ․체능존 배치로 

상호 유기 인 로그램 연계하 다. 3층은 Art Zone, 4층은 Modern Music Zone, 5층은 

Classic Music Zone, 시  공연공간 Art Box는 4,5층 공간, 하부공간은 오 형 시공간, 

공간 남측에는 지역주민 동호회, 문화카페 등 교류를 한 강의실, 4, 5층 이음터 앙에 음악존 

피아노 스텝, 휴게공간, 객석과 무 공간이 치한다(조도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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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터도서 연계학교 특화주제 특징

동탄 앙이음터도서 동탄 앙 등학교 ICT교육, 마을공동체 자유학기제, 마이크로네이션 등 운

동탄다원이음터도서 다원 학교 정보미디어, 문화 마을캠 , 보드게임 등 운

송린이음터도서 송린 학교 가족 여가, 건강 태블릿 PC 여  푹존(POOQ) 운

동탄목동이음터도서 동탄목동 등학교 음악, 미술특화도서
유아, 어린이, 성인 통합자료실 운

음악․미술특화도서 으로 뮤직스테이 등 운

<표 3> 동탄2신도시 학교복합화 특화주제  이음터도서  연계

이음터와 학교 조감도 미술 시 Art Box 경 이음터와 학교 수직도 이음터와 학교 연결통로

강의실 경사벽 코 모던 뮤직존 미술 특화존 피아노스텝 경

※출처: 조도연(2018)

<그림 2> 동탄목동이음터와 목동 등학교 배치도․평면도

Ⅲ. 충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수 황 분석

1. 시설 

충남 교육청 소속 도서 은 체 19개 이며, 개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도서 이 부분이다. 

지면 은 15,000~4,000㎡, 건축면 은 2,000㎡ 내외의 소형 규모이며, 도서  건물은 지하1층~

지상2/3층 구조가 일반 이다. 도서 의 자료실은 체로 일반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로 구성되

어 있고, 도서 의 상당한 공간을 좌석이 비치된 열람실로 활용하고 있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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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시설이나 공간의 노후로 개선이 필요하며, 일반열람실은 추후 다른 용도로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장공간의 부족으로 장서 확충이나 자료 보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폐교를 활용한 공동보존 도서 (보존  이용) 건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 연 건축면 (㎡) 건물구조 자료실 수 도서 자료수 2019년 출권수

학생 2001년 개
3,420㎡

(문헌정보부)
지하1층/지상3층 3 150,260 99,272

평생 2005년 개
12,282㎡

(평생부포함)
지하2층/지상4층 3 190,470 151,546

남부 2001년 개
7,876㎡

(평생부포함)
지하1층/지상3층 4 152,752 120,837

서부 2004년 개
6,599㎡

(평생부포함)
지하1층/지상4층 3 182,021 208,795

성환 1993년 개 /2016년신  개 2,391㎡ 지하1층/지상2층 2 120,502 65,943

공주 1985년 개 1,069㎡ 지하1층/지상2층 1 110,783 33,200

유구 1991년 개 965㎡ 지하1층/지상3층 1 88,589 21,287

보령 1973년 개 /1995년 신축 이 1,663㎡ 지하1층/지상2층 1 106,950 59,369

웅천 1993년 개 1,013㎡ 지하1층/지상2층 1 79,144 25,794

아산 1990년 개 /2013년 증축  리모델링 1,960㎡ 지하1층/지상4층 2 118,725 125,986

해미 1993년 개 /2013년 리모델링 1,175㎡ 지하1층/지상2층 2 75,890 27,486

당진 1974년 개 /2014년 증축이 2,238㎡ 지하1층/지상3층 2 97,924 110,620

산 1989년 개 /2009년 리모델링 1,169㎡ 지하1층/지상2층 2 101,773 36,380

부여 1971년 개 /1995년 확장 이 986㎡ 지상1층/지상2층 1 108,246 45,985

서천 1987년 개 866㎡ 지하1층/지상2층 1 82,533 35,816

청양 1974년 개 /2020년증축 리모델링 1,825㎡ 지하1층/지상3층 1 106,473 24,892

홍성 1974년 개 /2019년 리모델링 2,596㎡ 지하1층/지상3층 2 90,572 52,012

산 1975년 개 /2018년 증축 리모델링 1,602㎡ 지하1층/지상3층 3 105,367 33,440

태안 1992년 개 /2009년 증축 1,681㎡ 지하1층/지상2층 2 117,423 62,046

※출처: 충남 교육청 소속 19개 공공도서 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표 4> 충청남도교육청 도서  황(2019.12.31. 기 )

2. 자료 황  출

도서 15만권 이상 2 , 10만권 이상~15만권 미만 8 , 10만권 미만 9 , 비도서 1만  이상 

2 , 5천  이상~1만  미만 5 , 5천  이하 12 으로 장서량이 은데 이는 소장 공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표 4> 참조).

출권수는 도서  이용 척도와 연계될 수 있는데 출권수 감소 기  12개 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아 도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충남의 지역  특성으로 천안, 아산 등의 지역

을 제외하고 부분이 농업, 어업, 축산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구성이 높고, 인구 도

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도서  이용 활성화를 해서는 인근 학교, 유치원, 문화센터 등과 

연계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부분이 ․ ․고교 인근에 

치하고 있어 해당 학교와 연계된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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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도서 에서 진행하는 로그램은 장애인, 다문화, 노년층을 상으로 한 소외계층 로그램, 교육 

기능으로 문해교실, 자서 쓰기, 평생학습주간, 자유학기제로 구성된다(<표 5> 참조). 충남 교육청에

서 도서  로그램이 체 으로 통일성있게 진행되도록 앙에서 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활성화를 해 새로운 로그램 개발  다변화가 필요하다. 재 교육기능 서비스로 

문해교실이 있지만 우리나라 문맹률이 낮은 상황에서 문해교실 로그램에 한 재고가 필요하다. 

한, 사서는 로그램을 주로 기획하고, 실재 로그램 진행은 외부 견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서의 문성 제고를 해서라도 사서가 직  로그램을 기획 운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

명

소외계층 로그램 문해교실
자서 평생학습주간

자유학기제

로그램장애인 다문화 노인 일반문해 학력인증

강좌수 참가자 강좌수 참가자 강좌수 참가자 강좌수 참가자 강좌수 참가자 종수 강좌수 참가자 강좌수 참가자

학생 1 370 1 126 11 993 7 6,637  3  5,167 37 1 632 1 5,236

평교 77 7,529 67 4,008 17 6,343 1  984  4  5,455 1 1 2,500 68 1,412

남부 53 4,670 116 7,481 90 17,109 1  192 4 10,560 17 1 5,284 54 4,020

서부 62 4,495 26 1,549 34 5,145 1  479 5 8,910 14 1 3,000 17 1,524

성환 - - 3 308 14 269 5  132  -  - 10 10 862 1 361

공주 2 168 3 486 6 1,655 -  -  -  - 5 10 6,939 1 28

유구 - - - - 4 1,994 1  1,200  -  - 7 7 383 1 245

보령 10 880 - - 5 771 -  -  -  - 2 7 871 - -

웅천 9 394 2 240 9 2,060 -  -  1  14 1 8 1,080 1 270

아산 - - - - 4 540 2  1,269 4  6,490 1 7 690 - -

해미 - - - -  11 1,939 -  -  -  - 1 6 379 2 406

당진 1 257 2 306 3 376 1  487  -  - 1 17 5,463 5 164

산 3 214 10 1,552 3 384 1  130  -  - 1 8 402 1 15

부여 -  - 4 433 15 1,350   1,966  1  1,080 10 8 855 8 238

서천 1 300 1  8 9 1,405  1  1,360  -  - 1 7 700 1 12

청양 2 82 3 187 6 920  -  -  -  - 1 6 182 - -

홍성 5 376 25 1,343 13 2,054  -  -  -  - 13 8 939 11 1,063

산 1 42 2 560 5 368  2  1,598  1  1,080 1 14 820 3 119

태안 - - 2 550 10 1,642  -  -  -  - 1 12 2,963 - -

계 227 19,777 267 19,137 269 47,317 28 16,434 23 38,756 125 139 34,944 175 15,113 

※출처: 충남 교육청 소속 19개 공공도서 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표 5>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도서  공통 로그램 운 황(2019.12.31. 기 )

한, 공통 로그램 이외에도 기 에서 특성에 맞는 장서개발  로그램이 운 되기도 한다. 

도서 별로 학교 맞춤형 평생교육(평생), 진로멘토(남부), 학교도서  지원센터, 사서와 교사 교

과연계 력 로젝트(서부), 학교 연계 개발(공주), 진로활동 도서 체험(유구), 학부모 자녀교

육 연량 강화(보령),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 로그램(부여), 교육과정연계사업(홍성), 진로교육, 

학교독서교육(태안)의 도서 별 특화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역 특성  요구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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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서  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실효성을 극 화하기 해 로그램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4. 학교도서  지원센터

재 충남교육청 직속 도서 에 학교도서 지원센터를 운 하고 있으나, 장서 검, 찾아가는 도서

 이용자 교육 등의 기본 인 지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충청남도연구정보원에서는 독서종합지원시스

템(DLS) 리․운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한정 이다. 따라서 학교지원 서비스가 

실질 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  지원센터의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어야 한다. 

Ⅳ. 공공도서  사서, 사서교사, 문가 상 포커스그룹인터뷰

1. 조사 방법

교육청 소속 도서 의 새로운 방향과 이에 따른 서비스  공간에 한 모색을 해 3회에 

걸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 다. 19개 도서  장/사서 의견조사에서는 도서 별 안 문제 

 도서 의 방향을 설정하 고, 사서교사  담당교사를 상으로 공공도서 에서 학교도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 으며, 문가를 상으로는 교육청 소속 도서 의 방향과 세부내용을 구체

화하 다(<그림 3> 참조).

황분석 결과 이용률 제고 필요
(도서  노후화, 출 감소, 서비스 이용 감소, 학교도서  지원센터 서비스 제한)

1차 포커스그룹인터뷰
∙ 상:19개 도서  

장/사서
∙일시:2020.5.11

3차 포커스그룹인터뷰
∙ 상:교수,마을공동체, 

장학사,사서13명
∙일시:2020.7.22

2차 포커스그룹인터뷰
∙ 상: 등 사서교사

20명
∙일시:2020.7.11

도서 별 안문제 
도서  방향 설정

교육기능 강화  학교
도서  지원/연계 방안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방향  세부내용 

확정

[방향]
 -교육기능 강화
 -학교도서  지원 연계

[서비스 내용]
 -교육과정연계 특화
 -체험학습 공간
 -학교도서  지원센터

[방향  내용 확정]
 -교육기능 서비스 강화
 +도서  기본서비스

조사 
결과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충남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새로운 방향 모색

<그림 3> 조사 방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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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가. 교육청 소속 도서 의 새로운 방향

충남교육청 도서  장/사서 19명을 상으로 2020년 5월 11일 도서 별 안 문제, 서비스, 

공간 측면에 한 의견, 도서 의 새로운 방향에 해 논의하 다. 

도서 이 직면한 안 문제는 도서 의 출, 서비스  공간 이용 측면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것이다. 규모 도시에 치한 도서 을 제외하고 소규모 도서 에서는 이용자의 출

이나 로그램 참여가 높지 않고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도서  이용 활성화를 해 제공했던 서비스에 한 면 인 재검토를 통해 교육청 소속 도서

으로 특화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를 들어, 문해력 교실로 이는 교육 차원에서 제공된 

로그램이지만 서비스의 매력도가 낮으므로 다문화 서비스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재검토가 필요

하다. 공간 측면에서 도서 이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19개 도서  리모델링을 한 우선순  

도출이 필요하다. 

특화 방향으로는 교육청 소속이므로 학교도서 과 히 연 되어 있으므로 교육기능 서비스

를 강화하도록 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도서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나. 공공도서 의 교육기능 강화 서비스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등  특수학교 사서교사  담당교사 20명을 상으로 2020년 7월 

11일 학교도서  지원 서비스  연계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사서교사는 공공도서 의 학교

도서  지원에 해 매우 정 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안하 다. 

첫째, 교육과정 연계 특화 서비스에 한 요구이다. 우선, 학교 교육과정을 공동 분석하여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도서목록을 작성해 학교도서 에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과정 련 자료를 학교나 

학  단 로 여해주는 서비스이다. 도서목록은 학년별, 주제별, 교과 단원별, 독서 수 별 자료 

다양하게 작성될 수 있다. 한, 사서교사  교과교사의 력을 통해 활용지도안을 공동으로 개발

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활동 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활동을 통해 필요한 체험활동을 

한 공간을 공공도서 에서 제공해주는 것이다. 즉 공공도서 내에 학교도서 에서는 만들기 어려

운 체험활동 공간을 설치하여 교육 효과를 극 화할 수 있게 된다. 공공도서 내에 설치를 원하는 

체험활동 공간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이다.

∙문화/ 술/놀이 체험 공간, 독서 로그램 체험 공간, 생태 체험 공간(수경재배, 식물 기르기, 텃밭 공간 

체험), 친환경 에 지 사용하는 시 견학 공간 

∙미디어 제작의 메이커 공간, 디지털 가상 체험실 등 일선 학교에서 구축하기 힘든 시설 공간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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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소 트웨어교육, 코딩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문화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도서 은 이용자 참여 주의 문화공간으로 복합 문화센터, 과제해결/동아

리 지원/특강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다목 실, 편안한 독서, 라우징 공간이면서 휴식 공간 

둘째, 도서 의 통 인 기본 서비스로 장서개발 측면에서 학교 산으로 사기 어려운 자 

자료, 비도서 자료, 만화자료  고가자료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로그램 측면에

서는 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 주도의 독서교육 로그램 지원, 독서교육 련 연수 제공, 

우수 독서 로그램 자료를 제공, 방과후 로그램, 작가 청 로그램, 학교도서  견학, 아웃리

치서비스 등의 제공을 요구하 다. 

셋째, 학교도서 을 지원 센터에 한 사항이다. 인력이 부족하거나 사서교사가 없는 경우, 학교

도서  리모델링, 자료 조직의 어려움, 인근 우수 사례 필요시 공공도서 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도

서  운 , 컨설  서비스를 요구하 다. 이를 해서는 ‘학교도서  지원센터’를 두어 학교도서  

문가인 사서교사를 심으로 시, 군 단  독서교육, 도서 력 수업, 학교도서  운 을 체계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공공도서 의 방향  세부내용 구체화

사 에 조사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방향과 교육기능 서비스 내용에 한 의견수렴을 

해 문헌정보학과 교수(3), 마을공동체 담당자(1), 장학사(2), 도서 실무자(7) 총 13명의 문

가를 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2020년 7월 22일 진행하 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새로운 방향과 교육기능 서비스 강화  학교도서  지원 서비스에 

해 문가 의견은 정 이었다. 다만, 학교도서 에만 치우쳐 공공도서 의 반 인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연령을 상으로 한 공공도서 으로서의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서비스 측면에서 도서  기본 서비스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다. 강화할 서비스로 K-MOOCK 온라인 학습을 통한 청소년 자치배움터 로젝트 활성화, 충남

교육청 공공도서  연계, 소규모 학교도서  운  지원, 학부모  지역민 성장지원 로그램 운

, 지역 주민의 정보 공유의 장, 비 면  비  서비스 개발, 효율 인 장서폐기, 메이커스페

이스 로그램 개발, 유 기  상호간 략  역할 분담, 지역 교육력 신장 랫폼의 역할, 청소년

과 주민의 학습동아리  창업동아리 로그램 운 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한 제반 시설 측면에서는 장서나 열람실 심의 정 인 공간에서 

벗어나 사람 활동 심의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간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하 다. 즉 

게임, 음악감상, 놀기, 쿠킹랩, 역사랩의 랩 공간 등과 같이 청소년을 한 문화공간으로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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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교육기능 강화를 한 미래지향 인 스마트 교실 시설, 마을교육공동체 활용 공간, 이용

자 심 독서동아리나 토론활동을 한 공간, 휴식공간, 비 면 서비스로 온라인 공간이다.

3. 종합 분석

3회에 걸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바탕으로 충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새로운 방향을 교육

기능을 강화한 서비스  학교도서  지원 서비스로 종합할 수 있다(<표 6>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도서  커뮤니티스쿨을 통한 지식 체험 에듀라이 러리로 명명하여 용하 다. 

교육기능을 강화한 특화 서비스로 (1) 교육과정연계 특화 로그램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도서

목록을 개발하고, 독서활동과 이에 따른 체험활동을 통합 으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체험활동을 

한 공간에는 문화/ 술/놀이 체험 공간, 독서 로그램 체험 공간, 생태 체험 공간, 친환경 에

지 사용하는 시 견학 공간 등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게임/음악감상/놀기

/쿠킹랩/역사랩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복합 문화센터, 과제해결/동아리 지원/특강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다목 실, 편안한 독서/ 라우징/휴식 공간, 교육기능 강화를 한 

미래지향 인 스마트 교실, 온라인 공간이다. (2) 이러한 교육기능 서비스를 해서는 학교도서

과 한 연계가 필요하므로 학교도서  지원센터를 마련하여 력하고, 학교도서  운 , 컨설

을 제공하는 것을 제시하 다. 본고에서는 이 내용을 교육기능 특화 서비스로 명명하 다. 

항목 조사 내용 종합 새로운 방향

[방향] 
∙교육기능을 강화한 교육청 도서 의 정체성 모색(단, 공공도서 의 기본 서비스는 
유지)

도서  커뮤니티스쿨을 통한 
지식 체험 에듀라이 러리

[세부내용]

∙교육기능 특화 서비스
 - 교육과정연계 특화 로그램 – 도서목록, 독서활동 로그램,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체험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이용자 참여 
심의 복합 문화센터, 과제 해결/동아리 지원/특강 등을 진행하는 다양한 규모

의 다목 실, 편안한 독서/ 라우징/휴식 공간, 교육기능 강화를 한 미래지향
인 스마트 교실, 온라인 공간)

 - 학교도서  운 , 컨설 을 한 학교도서  지원센터

∙도서  기본 서비스
 - 자 자료, 비도서 자료, 만화자료  고가자료 구매  여
 - 학교주도 독서 로그램 지원, 독서교육 연수, 우수 독서 로그램 자료 제공, 

방과후 로그램, 작가 청 로그램, 학교도서  견학, 아웃리치서비스
 - 메이커 스페이스 련 로그램
 - 자치배움터 로젝트 활성화  지역 교육력 신장
 - 다양한 독서 로그램 - 학습동아리  창업동아리 로그램

교육기능 특화 서비스
+

도서  기본 서비스 고도화

<표 6>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 종합  방향 모색

도서 의 기본 서비스로 자 자료, 비도서 자료, 만화자료  고가자료 구매  여, 학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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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로그램 지원, 독서교육 연수, 우수 독서 로그램 자료 제공, 방과후 로그램, 작가 청 

로그램, 학교도서  견학, 아웃리치서비스, 메이커스페이스 련 로그램 제공, 자치배움터 로

젝트 활성화  지역 교육력 신장 서비스, 다양한 독서 로그램 - 청소년과 주민의 학습동아리 

 창업동아리 로그램 운 을 포함시켰다. 본고에서는 이 내용을 도서 의 기본 인 서비스로 

보고 생애주기 맞춤 서비스, 지식체험 심서비스, 4차산업 명  지능정보사회 서비스로 그룹핑

하여 서비스 고도화를 제안하 다. 

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방향 모색

1.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방향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 의 정체성  특성화를 마련하기 해 지역사회 특성, 도서  황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도서  커뮤니티 스쿨을 통한 지식체험 에듀․라이 러리를 비 으로 설정

하 다. 에듀-라이 러리는 통 인 공공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되 교육청 소속의 도서

으로서 정체성을 고려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한 것이며, 커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은 

공공도서 이 학교와 상호 이익을 해 함께 력한다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다. 특히, 커뮤니티 

스쿨은 1970년  미국과 국에서 나타났으며, 이 표 은 1982년 퀘벡에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호  이익을 해 함께 력하는 허 를 만들기 해 퀘벡 정부가 사용한 용어이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이 모두는 학교와 커뮤니티간에 시 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Bernatchez, 2017). 

즉 학교와 지역을 서로 연결하여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성장과 지역의 발 을 도모

하는 력조직체이다. 이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스쿨(미국, 일본), 커뮤니티 러닝센터(미국, 유

럽), 커뮤니티 센터(캐나다), 교육복지( 랑스), 학부모교육(독일), 지역사회학습센터(제3세계), 

환( 안) 교육(덴마크), 사회  동조합( 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술문화, 디자인

문화, 생활문화, 일상기술, 인문학  이해 등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 한다. 이러

한 커뮤니티 스쿨의 개념을 공공도서 에 용할 경우 공공도서 에서 제공해 오던 일회성의 단

편  로그램에서 벗어나 지역별 교육기능이 추가된 도서 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인 , 물  

자원을 활용하여 도서  자료를 심으로 한 지역사회 교육 허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서  커뮤니티 스쿨은 일반 인 학교교육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그림 4>와 같이 교사, 학생, 

교육과정, 운 체제로 구성한다. 도서  커뮤니티 스쿨의 교사는 자원 사자, 사서, 사서교사, 

빙강사가 될 수 있다. 문분야별 재능보유자들이 교사로 참여할 수 있다. 를 들어, 노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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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유아․어린이 스토리텔링 로그램 교사로 참여하고, 사서 혹은 사서교사가 독서교육 

지도교사로 참여하며, 청소년이 노년층 책 읽어주기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의 

모든 생애주기별 이용자는 도서  커뮤니티 스쿨의 교사이면서 동시에 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방향: 도서  커뮤니티스쿨을 통한 지식 체험 에듀라이 러리

[교사]
∙재능기부 자원 사자
  (학생,청장년층,노인 등)
∙사서,사서교사
∙외부강사 빙

[학생]
∙유치원생
∙ 등학생
∙성인
∙노년층

[운 ]
∙온라인/오 라인 블 디드
∙학습 리시스템(LMS)
∙가정,학교,지역사회 력
∙콘텐츠 활용 기반 운

[교육과정]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주제분야별 교육과정
∙장기 교육과정
∙단기 교육과정

[교육기능 특화 서비스]
∙교육기능 서비스
  -체험학습 공간

[기본 서비스]
∙생애주기 맞춤 서비스
∙지식 체험 심 서비스
∙4차산업 명/지능정보사회 서비스

∙콘텐츠(자료)+체험(탐구,학습,창작,공유,조사)을 통한 지식 창조
∙안정  핵심 고객 확보+도서  서비스 시 지 효과

도서  
커뮤니티 스쿨

<그림 4> 도서  커뮤니티스쿨을 한 방향  서비스 내용

도서  커뮤니티 스쿨의 교육과정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원, 시․도교육청의 평생

교육원, 마을공동체 로그램 등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도서 이 소장한 

온라인 오 라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조사, 탐구, 문제해결, 로젝트, 보고서 작성, 읽기, 쓰기 

등의 체험 심의 로그램(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교육과정은 생애주기별, 주제 분야별, 장기 

 단기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 할 수 있다. 

도서  커뮤니티 스쿨을 운 함에 있어서, 출석에 의한 오 라인 학습과 학습 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의한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블 디드 러닝 방식으로 운

한다. 기본 인 내용은 LMS에 의한 온라인 학습을 개하고 일정 기간에 도서  커뮤니티 스쿨에 

출석하여 토론, 실습, 체험 주의 교육 방식 채택한다. 이를 통해 비 면 상황에서도 보다 극

으로 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 , 물  자원을 활용하고, 자료와 체험 로그램을 통해 새로

운 지식의 창출이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도서  커뮤니티 스쿨의 이용이 지속 으로 선순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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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고 안정 인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으며, 도서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청 소속 도서 으로 생애주기별 통 인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핵심 이용자, 핵심 서비

스에 주안 을 두어 교육도서 으로 특성화, 경쟁력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공공도서 이 4차산업

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에 응하고 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해서는 교육․문화복합공간으

로서의 랫폼을 구축하고 인문․문화․ 술․체험 등 교육  문화서비스를 신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교육기능 특화 서비스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특화 서비스로 핵심 이용자, 핵심 서비스 창출하고 학교도서  지원센터 

내실화  학교․공공도서  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 교육과정연계 특화 로그램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도서목록을 개발하고, 이 도서목록을 

활용한 독서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독서 로그램은 독서를 바탕으로 이를 직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공간과 연계하여 통합 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체험활동을 

한 공간에는 문화/ 술/놀이 체험 공간, 독서 로그램 체험 공간, 생태 체험 공간, 친환경 에

지 사용하는 시 견학 공간 등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게임/음악감상/놀기

/쿠킹랩/역사랩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복합 문화센터, 과제해결/동아리 지원/특강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다목 실, 편안한 독서/ 라우징/휴식 공간, 교육기능 강화를 한 

미래지향 인 스마트 교실, 온라인 공간이다. 

를 들어, 환경오염과 련된 내용을 교과수업에서 배우고, 학교도서 에서 이와 련된 독서

로그램을 제공할 때 미리 비한 도서목록을 이용해 다양한 독서와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직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  체험활동 공간을 방문하는 통합 인 형태로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다. 만일 직 인 체험이 불가능할 때 공공도서 에서 VR을 이용해 개발한 온라인 공간에

서도 체험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공간은 지식을 직  체험할 수 있도록 통합 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순히 자료를 보 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지식을 직  체험하는 공간

을 구성하여 교육  체험 서비스와 배우는 공간의 기능을 한다. 한, 이러한 체험활동 공간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공간, 즐기고 표 하는 공간, 나  수 있도록 다변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한, 지식의 이용, 제작을 유기  연계하는 온라인 오 라인이 결합된 하이 리

드 공간의 형태이어야 한다. 를 들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결과물을 만들고, 즉시 표 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 충남교육청 직속 도서 에 학교도서 지원센터를 운 하고 있으며, 장서 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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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도서  이용자 교육 등의 기본 인 지원에 한정하고 있다. 이미 부분의 교육청에서는 교육

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재교육지원센터, 과학교육지원센터 등을 두고 련 문가  교사

를 견하여 운 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의 교육지원청에 학교도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서 

혹은 사서교사를 견하여 내 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와의 력업무를 총 하고, 

공동 로그램 개발․보 , 내 사서와 사서교사 직무역량 강화교육,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연계  력업무를 담하도록 한다. 

3. 도서  기본 서비스의 고도화

조사된 도서 의 기본 서비스를 크게 생애주기 맞춤서비스, 지식체험 심서비스, 4차산업 명 

서비스로 나 어 고도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생애주기 맞춤 서비스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층, 노년층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도서 은 실 으로 자원 제한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자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안 서비스를 고려하여 제공한다. 

공공도서 은 모든 생애주기별 이용자를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인구

특성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 서비스 설정 필요가 있으므로 생애주기

별 교육 과제와 공공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고 학교도서 에는 학교주도 

독서 로그램 지원, 독서교육 연수, 우수 독서 로그램 자료 제공, 방과후 로그램, 작가 청 

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독서 로그램, 학습동아리 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청년층에게는 창업동아리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년층에게는 자치배움터 로젝트 활성

화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지식체험 심 서비스이다. 자 자료, 비도서 자료, 만화자료  고가자료 등 다양한 

지식자료를 구비하되 이를 정 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동 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한, 개방형 규모 종합자료실을 심으로 자료이용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혹은 테마별(교과연계 자료, 진로독서 자료, 학습독서 자료, 

성인 자료, 직업역량 자료 등) 컬 션을 구축하여 해당 컬 션을 바탕으로 한 읽기, 쓰기, 조사, 

탐구, 연구, 제작, 공유 등의 체험활동 서비스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 탐구, 제작, 업, 토론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읽기, 실험, 토론, 연구, 탐구 활동을 

하여 제작하는 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4차산업 명 서비스로 4차산업 명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디지털 북 큐 이션, 디지

털 가상 체험 서비스, 메이커 스페이스 련 로그램 제공, 스마트 도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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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4차산업 명에 따른 미래교육이 도래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19개 공공

도서 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해 황분석  공공도서  장  사서, 사서교사, 문가를 상

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공공도서 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다.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 의 정체성  특성화를 마련하기 해 지역사회 특성, 도서  황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도서  커뮤니티 스쿨을 통한 지식체험 에듀라이 러리를 도서 의 방향으

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방향을 마련하 다. 

도서  커뮤니티 스쿨의 서비스에서는 교육기능을 강화한 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하지만 기본

인 공공도서  서비스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 의 서비스 구성을 교육기능 특화 서비

스와, 생애주기 맞춤 서비스, 지식체험 심서비스, 4차산업 명 지능정보사회 서비스로 나 어 설

정하 다. 특히 교육기능 특화 서비스에는 교육과정연계 특화 로그램으로 독서 로그램과 체험

활동 공간을 제안하 다. 이러한 체험활동을 한 공간에는 문화/ 술/놀이 체험 공간, 독서 로

그램 체험 공간, 생태 체험 공간, 친환경 에 지 사용하는 시 견학 공간 등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게임/음악감상/놀기/쿠킹랩/역사랩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

로 복합 문화센터, 과제해결/동아리 지원/특강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다목 실, 편안한 독서/

라우징/휴식 공간, 교육기능 강화를 한 미래지향 인 스마트 교실, 온라인 공간이 있다. 

본 연구에서 충남교육청 도서 의 교육기능을 강화한 특화된 비 을 제시하 으므로 이를 통해 

학교  학교도서 과 력 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타 지역 교육청 소속 도서 에서 

비 과 략 마련에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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