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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사회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공도서 에서 로그램이 주요 업무로 그 비 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 까지 국내에서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반 인 연구 동향을 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을 실제 으로 살펴보기 한 목 으로, 자키워드 로 일링에 기 한 

지 구조 분석을 수행하 다. 특히, 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학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자키워드(비통제키

워드)에 기 하여 주제어 분석, 네트워크 분석  군집 분석, 시기별․년도별 분석을 단계 으로 수행하 다. 한, 

이러한 지 구조 분석의 결과로 악한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의 연구동향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 다. 

ABSTRACT
Since the 1990s, the growth of the public library program field progressed rapidly at home and 

aborad as the proportion of programs increased as a major job for public libraries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and user demand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study to grasp the overall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public library programs in Korea. Accordingly, intellectual structure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keyword profiling to examine research trends in the domestic public library program 

field. In particular, keyword analysis, network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and period/year analysis 

were performed step by step based on the author keywords (uncontrolled keywords) of degree papers 

and academic journals retrieved from the RISS database.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intellectual structure analysis, the research trends of public library programs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and future research task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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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도서 은 항상 역동 인 기 으로서 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유기 으로 성장하여

야 한다. 통 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구나 평등하게 근이 가능한 학습 장소

던 도서 은 최근 안 하고 립 인 지역사

회 모임 장소이자 시민센터로 변모하 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  로그램은 지역주민에게 다

양한 문화 향유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도서  서비스의 극 인 확장의 일환으로 사

서의 일상 업무가 되고 있다(ALA, 2014; 2019; 

Barchas-Lichtenstein et al., 2019). 

국외에서 공공도서  로그램은 기에는 

단순히 시 는 공연을 한 공간을 제공하

는 문화행사로서 시작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

서서 성인교육을 포함하는 문화센터로서의 기

능이 부각되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본

격 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 다. 국내에서 공

공도서  로그램은 독서  사회교육 로그

램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은 

이용자들을 더 많이 도서 으로 유인하기 한 

것이었다(황 숙, 김수경, 박미 , 2008). 1990

년  반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공공

도서  로그램이 본격 으로 확 되면서, 오

늘날에는 공공도서 의 주요 업무로 로그램

이 그 비 을  더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공공도서 에서 진행하는 로그램  참

가자 수도 지난 십여 년간 지속 으로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문화체육 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

년에  세계 인 코로나 팬데믹의 여 로 이

러한 증가세가 꺽인 것은 일시 인 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정상 인 생활로 복귀한 이후에

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측된다(<표 

1> 참조). 

국외에서는 도서  공공 로그램의 장기

인 연구를 한 토 를 마련하기 한 연구 사

업을 지속 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도

서 회(ALA)는 공공 로그램의 특성, 결

과  가치를 문서화하고 미래의 도서  직원

이 이 작업에서 탁월하도록 비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해 다년간의 다단

계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도서  로그램 연구를 한 새로운 임워

크로서 주요 개념에 한 실무  정의를 확립

하고, 로그램의 4개 구성요소(도서  유형, 

의도된 결과, 이용자의 범 , 개발 모형)와 

로그램 사서의 9가지 핵심 역량을 발표하 다

(Sheppard et al., 2019). 한편, 국내에서는 2000

년 에 들어 도서 의 문화 로그램을 심으

로 정부 차원의 여러 연구 사업이 진행되었으

나(문화체육 부, 2007; 2008; 2012), 최근

에는 이와 련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로그램 수 73,035 74,033 73,378 81,142 80,668 91,228 93,225 94,558 93,423 99,869 59,492 

참가자 수 20,153,000 17,320,000 19,215,000 22,249,000 23,209,000 21,897,000 22,734,000 24,643,000 27,236,016 29,193,404 11,402,639 

<표 1>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수  참가자 수: 2010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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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 까지 도서  로그램의 장기 인 연

구를 한 토 로서 임워크를 개발하거나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의 연구 동향을 반

으로 악하여 향후의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를 상으로 학술지 논문과 학 논문의 

자키워드(비통제키워드)에 기 한 지 구조 분

석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와 연구 역,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심으로 반

인 연구 동향을 악하고, 그 결과를 종합

으로 검토하여 향후의 연구 과제를 도출해 보고

자 하 다.

1.2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

을 악하기 한 토 로서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의 개념을 크게 공공도서 과 로그

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공공도

서 의 개념은 표 으로 문헌정보학용어사

과 도서 법 상의 정의가 있다. 

“운 비의 액 는 일부를 공공재정으로 유지

하며 지역 내에서 특정 계층에 제한 없이 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 ”(한국도서

회, 2022).

“공 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평

생학습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서 ”(도서

법 제4조 제2항, 법률 제18763호).

문헌정보학용어사 에서 공공도서 은 재정 

 상 이용자 측면에서 공공과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하는 포 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

편, 도서 법 상의 공공도서 은 상 이용자가 

공 이라는 공통 을 가지면서 구체 인 목

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공

공도서 은 공 (지역사회)을 상으로 정보이

용․독서활동․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제공하

는 도서 이다. 

국내에서 공공도서  로그램을 포 으

로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주로 문

화  교육에 을 둔 경우가 부분인 것은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공공도서  로그

램을 크게 문화 로그램과 교육문화 로그램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

내에서 문화 로그램은 도서  로그램의 한 

유형으로서 도서 의 문화  기능에 을 두

고 있다. 즉, 문화 로그램은 자료 심 사에 

칭되는 개념으로 도서 의 문화  기능을 수

행하기 한 일련의 로그램을 말하며, 문화

술  교양강좌, 문화( 술)행사, 독서교육  

독서문화 진흥 련 활동  행사, 그 외의 기타 

활동을 포함한다(곽철완 외, 2009; 문화체육

부, 2007; 2008; 2012; 장덕 , 2014; 최상

희, 2020). 이러한 에서는 평생교육 로그

램을 문화 로그램의 일부로 보기도 하 다(황

숙, 김수경, 박미 , 2008). 둘째, 교육문화

로그램은 도서 의 교육  문화  기능을 동

등하게 고려하거나 교육에 더 을 두고 있

으며, 이를 도서 의 교육  문화  기능을 수행

하기 한 일련의 로그램으로 간주한다(감미

아, 이지연, 2013; 김정희, 2015; 김홍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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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윤, 이지연, 2015; 최흥식, 서진순, 2009). 

이러한 에서는 교육문화 로그램을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김지수 외, 

2021; 이혜윤, 이지연, 2015). 따라서 국내에서 

문화 로그램과 교육문화 로그램은 도서  

로그램의 한 유형으로서 문화( 술), 독서, 평

생교육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강좌, 활동  행

사를 통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의 개념을 종합 으로 검토한 결과로 공공도서

 로그램을 공  는 지역사회를 상으로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형식의 로그램으로 정의하

다. 이는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를 문화 

 교육 심의 으로 제한하지 않고, 공공

도서 의 목 을 실 하기 한 포 인 측면

에서 살펴보기 한 것이다. 

1.3 연구 문제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를 상으로 

자키워드 로 일링에 기 한 지 구조 분

석을 통해 실제 인 연구 동향을 악한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의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

야의 주요 주제와 연구 역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

야의 주요 주제와 연구 역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

야의 연구 동향에서 도출된 향후의 연구 

과제는 무엇인가? 

2. 자키워드 로 일링에 기 한 
지 구조 분석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를 상으로 

학술지  학 논문의 자키워드에 기 한 지

구조 분석을 수행하여,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을 실제 으로 악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자키워드 로

일링에 기 한 지 구조 분석의 단계는 <그

림 1>과 같다. 

첫째, 자키워드 로 일링에 기 한 지

구조 분석의 상이 되는 문헌집합을 구성하기 

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

스(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제어( 자키워

드) 는 논문명 필드에 ‘공공도서  and 로

그램’을 입력하 다. 그 결과로 2022년 5월 17

일 검색된 국내 학술논문과 학 논문을 통합한 

256개 에서, 주제 는 데이터 측면에서 부

합하거나 복 논문을 제외한 최종 145개 논문

(1989년～2021년, 33년)을 분석 상 문헌집

합으로 구성하 다. 주제 측면에서 도서  공

간구성이나 디자인에 을 맞추거나 도서  

상호 력 등을 다룬 논문을 제외하 고, 데이

터 측면에서는 자키워드 로 일링에 필수

인 주제어( 자키워드) 는 록 필드의 데

이터가 없는 논문은 제외하 다. 한, 본 연구

에서 비통제키워드인 주제어( 자키워드)를 분

석 상으로 사용한 것은 체 문헌집합에서 

통제키워드가 부여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256개, 100%). 이처럼 통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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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키워드 로 일링에 기 한 지 구조 분석 단계 

워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 으로 비통제

키워드인 자키워드가 부여된 논문이 많은 것

은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209개, 81.6%).

둘째, 자키워드 로 일링에 기 한 지

구조 분석을 한 사 처리를 수행하 다. 이

러한 사 처리는 크게 데이터 클리닝과 거작

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 데이터 클리닝은 

각 필드에서 한  키워드(명사 는 명사구)를 

추출하고 불용어를 제거하 다. 여기서 한  

키워드의 추출과 불용어 제거는 이썬 로그

램을 사용하 고, 형태소 분석을 한 로그

램은 KLT2000(강승식, 2018)을 사용하 다. 

다음으로 거작업은 주제어( 자키워드)와 단

어(논문명, 록)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제

어( 자키워드)는 자가 직  부여한 키워드

로서 비통제키워드이다. 따라서 한 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거작업을 수행하 다. 

(1) 복수 표 을 단수로 통일하고 띄어쓰기  

오탈자를 일 성 있게 수정하 다. (2) 약어는 

원래의 체 표 으로 수정하 다. (3) 유의어

는 사 에 수록된 표 이나 문헌집합 내에서 

가장 많이 출 한 표 으로 통일하 다. 한 

논문의 제목과 록에 출 한 단어도 비통제키

워드에 해당하므로 이와 유사한 기 에 따라 

거작업을 수행하 다. 

셋째, 자키워드 로 일링 단계에서 문헌

빈도 기 (df>=3)으로 상  키워드 33개를 선

정하여 로 일을 생성하 다. 이는 상  33

개 주제어(8.8%)가 분석 상 문헌집합의 

부분을 포 하고 있기 때문이다(94.5%). 

넷째, 주제어 분석 단계에서 자키워드의 

향력 측정을 한 공식을 용하여 국내 공

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역주제(global topic), 인기주제(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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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지역주제(local topic)를 식별하 다(김

, 2021).

다섯째, 네트워크 분석 & 군집 분석 단계에

서는 상  33개 자키워드의 유사도행렬에 기

하여 패스 인더 네트워크를 생성하 다(이

재윤, 2006; 2012). 다음으로 NodeXL(1.0.1.245 

version) 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지도  군

집을 생성하고, 역주제․인기주제․지역주제

를 표시하 다. 한 각 군집별 지역주제  이

들과 함께 출 한 표 단어(논문명, 록)를 

가 치 기 (log tf*idf)으로 상  10개씩 추출

한 결과를 검토하여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5개 연구 역을 식별하 다.

여섯째, 시기별․년도별 분석 단계는 먼  시

기별로 체 33년을 이  1기(1989년~2005년: 

17년)와 이후 2기(2006년~2021년: 16년)의 

두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연구지도에 

역주제․인기주제․지역주제를 표시한 결과를 

검토하 다. 다음으로 체 33년의 기간 동안 

년도별로 5개 연구 역에 속한 주요 주제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3.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 
연구 동향

3.1 문헌집합 

자키워드 로 일링에 기 한 국내 공공

도서  로그램 분야 지 구조 분석을 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련 학술지 논문과 학 논문을 검색하여 문헌

집합을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헌

집합의 통계는 <표 2>와 같다. 

체 33년을 두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1기(1989년～2005년: 17년)와 2기(2006년～

2021년: 16년)의 논문 수는 <표 3>과 같다. 여

기서 상 으로 소수인 1기에 비해(12.4%), 2

기에 부분의 논문이 출 되면서 크게 성장하

음을 알 수 있다(87.6%).

<그림 2>는 체 33년 동안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출  논문 수, 주제어( 자키

워드) 수, 출 주제어( 자키워드) 수를 나타

낸 것이다.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항목 내역

체 논문 수 145

자키워드 문헌빈도(최 /최소/평균) 114/1/1.8

단어(논문명, 록) 문헌빈도(최 /최소/평균) 362/15/116.3

체 자키워드 종수/분석 상 자키워드 종수 376/33

체 단어(논문명, 록) 종수 2,723

<표 2> 문헌집합 통계

　 1기(1989년～2005년) 2기(2006년～2021년) 합계

논문 수 18 127 145

비율 12.4% 87.6% 100%

<표 3> LISTA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 시기별 논문 수: 1기 vs.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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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 논문 수, 자키워드 수, 출 자키워드 수

논문 수는 2000년  반부터 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 정 을 은 이후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소폭 증가하 다. 한, 

주제어와 출 주제어 수의 경우에도 2000년  

이 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00년  반

부터 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하 고, 2008년

과 2014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에 다

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2 주제어 분석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학술지 논

문과 학  논문에 부여된 자키워드를 상으

로 주제어 분석을 수행하 다. <표 4>는 주제어 

분석의 상으로서 문헌빈도 기  상  33개의 

자키워드이다. 여기서 국내 공공도서  로

그램 분야 반에 걸쳐 향력이 큰 역주제

는 문헌빈도를 기 으로 상  10개를 굵은 

씨로 표시하 다. 한, 인기주제는 비교  최

근에 향력이 큰 주제로서 상  10개를 

로 표시하 다. 이에 따르면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에서 지난 33년 동안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 독

서 로그램, 평생교육 로그램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 독서교육, 독서교실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 로그램, 노인 로그램, 공공도

서  문화 로그램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독

서활동, 독서, 독서진흥, 독서치료, 작은도서  

등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공공도서  로그

램 분야의 연구 주제는 독서․문화․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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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 자키워드 DF 역 순 인기 순 연령 인기도

28 공공도서 114 1 33 33 0.3 

170 문화 로그램 22 2 31 25 1.1 

352 평생교육 19 3 32 15 0.8 

141 독서 로그램 13 4 29 19 1.5 

361 로그램 9 5 16 33 3.7 

270 이용자 만족도 8 6 28 13 1.6 

358 평생교육 로그램 8 7 24 21 2.6 

117 독서교육 7 8 14 29 4.1 

47 교육문화 로그램 6 9 30 8 1.3 

113 독서교실 5 10 15 19 3.8 

176 문화행사 5 11 18 18 3.6 

86 다문화 로그램 4 12 19 11 2.8 

112 독서 4 13 7 19 4.8 

135 독서치료 4 14 10 18 4.5 

136 독서치료 로그램 4 15 11 18 4.5 

235 어린이 4 16 2 29 7.3 

271 이용자 인식 4 17 25 10 2.5 

34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3 18 6 15 5.0 

49 교육 로그램 3 19 1 23 7.7 

65 노인 3 20 26 7 2.3 

77 노인 로그램 3 21 3 21 7.0 

108 도서  로그램 3 22 20 8 2.7 

133 독서진흥 3 23 8 14 4.7 

143 독서활동 3 24 4 19 6.3 

148 리터러시 3 25 21 8 2.7 

190 부산 3 26 22 8 2.7 

210 삶의 질 3 27 12 13 4.3 

256 어독서 로그램 3 28 17 11 3.7 

269 이용자 3 29 27 5 1.7 

275 인문학 3 30 23 8 2.7 

284 작은도서 3 31 9 14 4.7 

328 청소년 3 32 5 17 5.7 

338 청소년 로그램 3 33 13 13 4.3 

<표 4> 분석 상 자키워드: 역주제(global Topic), 인기주제(hot Topic)

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상과 내용 측면에서 특성화․다양화가 진행되

고 있으며 그 에서도 독서 련 주제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3.3 네트워크 분석 & 군집 분석 

자키워드 로 일링에 기 한 국내외 공

공도서  로그램 분야 지 구조 분석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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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 군집 분석을 수행한 다음, 향력 

지수를 용한 결과를 시각화하 다(<그림 3> 

참조). 첫째, 네트워크 분석은 33개 자키워드 

로 일간의 유사도행렬에 기 하여 패스

인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NodexL 로그램

을 사용하여 연구지도를 생성하 다. 둘째, 군

집 분석은 NodexL에서 제공하는 군집 분석 기

능(Givan-Newman)을 사용하여 자동 생성된 

5개 군집을 연구지도에 표시하 다. 셋째, 연구

지도의 노드에 해당하는 각 자키워드에 향

력 지수를 용하여 역주제(□)와 인기주제

(★)는 각각 상  10개, 지역주제(○)는 군집

별로 3 까지 표시하 다. 여기서 문헌빈도가 

같은 동일 순 의 주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해당 주제어( 자키워드)를 모두 지역주제로 

표시하 기 때문에 C2는 지역주제가 4개, C5

는 지역주제가 5개이다. 

<표 5>는 자키워드에 기 하여 자동 생성

된 5개 군집 내에서 향력이 큰 지역주제, 

표 단어(top 10), 연구 역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각 군집별 지역주제와 함께 출 한 단

어(논문명, 록) 에서 가 치(log tf*idf)를 

기 으로 상  10개를 표 단어로 추출한 결

과를 바탕으로 5개 군집의 연구 역을 구체

으로 검토하 다. 그 결과, <그림 3>의 5개 군집

을 <표 5>와 같이 문화 로그램(C1), 평생교육 

로그램(C2), 로그램 일반(C3), 독서 로

그램(C4), 노인․청소년 독서 로그램(C5)의 

5개 연구 역으로 식별하 다.

<그림 3>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 연구지도: 역주제, 인기주제, 지역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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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지역주제(local topic) 표 단어(top 10) 연구 역

C1

문화 로그램
문화 로그램, 충성도, 만족도, 이용자, 향, 교육문화 로

그램, 품질, 공공도서 , 문화자원, 로그램

문화

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교육문화 로그램

C2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 로그램, 다문화 로그램, 성인학습

자, 로그램, 운 , 공공도서 , 평생교육 , 평생교육기

, 자신

평생교육

로그램
평생교육 로그램

다문화 로그램

C3

공공도서

독서치료, 독서치료 로그램, 로그램, 방학특강, 복합문

화공간, 마음상함, 미취학, 서비스, 어린이, 자료
로그램 일반

로그램

독서치료

독서치료 로그램

C4

독서 로그램
독서 로그램, 독서교육, 독서교실, 인 라, 로그램, 공공

도서 , 구도심, 신도심, 북트 일러, 충청남도

독서

로그램
독서교육

독서교실

C5

독서

노인, 청소년, 고령자, 독서, 노인독서 로그램, 청소년서비

스, 용, 시립도서 , 규범, 내부

노인․청소년 독서

로그램

노인

노인 로그램

청소년

청소년 로그램

<표 5>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지역주제, 표 단어, 연구 역 

3.4 시기별․년도별 분석

3.4.1 시기별 분석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에서 주요 주

제  연구 역별로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한 시기별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4>는 이  1기(1989년～2005년)의 출 

자키워드에 기 한 국내 공공도서  로그

램 분야 연구지도이다. 여기서 1기의 국내 공공

도서  로그램 분야는 좌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 로그램과 노인  청소년 독서 로

그램 역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 다. 한, 

앙 하단의 로그램 일반 역에서 독서치료

로그램 련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반면, 앙 

상단과 우측의 평생교육 로그램과 문화 로

그램 역의 연구는 상 으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2기(2006년～2021년)의 출 

자키워드에 기 한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 연구지도이다. 1기와 달리 우측의 문화

로그램 역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이용자를 

상으로 문화 로그램의 성과에 한 주제(이용

자,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인식)가 다수 등장

하 고, 작은도서 이 인기주제로 부상하 다. 

한, 앙 상단의 평생교육 로그램 역에 인

문학, 삶의 질, 다문화 로그램 그리고 앙 하

단의 로그램 일반 역에는 리터러시 등이 새

로운 주제로 출 하 다. 한편, 1기에 크게 활성

화되었던 좌측의 독서 로그램 련 역은 새

로운 주제가 거의 출 하지 않은 가운데, 독서

진흥이 인기주제로 부상하 다. 따라서 국내 공

공도서  로그램 분야는 시기별로 활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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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 시기별 연구지도: 1기(1989년~2005년) 

<그림 5>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 시기별 연구지도: 2기(2006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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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  주제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1기

에 좌측의 독서 로그램  노인․청소년 독서

로그램 역을 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진 반면, 2기에는 우측의 문화 로그램 역의 

연구가 가장 활성화되었다. 한편, 앙 상단과 

하단의 평생교육 로그램과 로그램 일반 

역은 1기에는 특정 주제(평생교육 로그램, 독

서치료 로그램)에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졌

지만, 2기에는 다양한 주제(다문화 로그램, 삶

의 질, 인문학, 리터러시 등)들이 다수 등장하

면서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확장이 진행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4.2 년도별 분석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를 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다 구체 으로 살

펴보기 해, 앞서 식별한 5개 연구 역에 속한 

주요 주제들의 변화를 년도별로 검토하 다. 

<그림 6>은 체 33년(1989년∼2021년) 동

안 문화 로그램 역의 주요 주제를 다룬 논문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에서 문화 로그램 역은 2008년

부터 본격 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 고, 2014

년에 정 을 은 이후 최근까지 지속 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1990년  후반 문화 로그

램이 가장 먼  출 하 고, 2008년부터 이용자

와 로그램의 향(이용자, 이용자 만족도, 인

용자 인식 등)에 한 연구를 심으로 크게 활

성화되었다. 한, 2014년 이후에는 교육에 

을 둔 교육문화 로그램을 심으로 꾸 히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7>은 체 33년의 기간(1989년∼2021

<그림 6> 문화 로그램 역의 년도별 주요 연구 주제: 1989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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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평생교육 로그램 역의 년도별 주요 연구 주제: 1989년∼2021년 

년) 동안 평생교육 로그램 역의 주요 주제

를 다룬 논문 수의 변화이다. 사회교육법이 평

생교육법(법률 제6003호)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듬해인 2001년 평생교육 로그램이 처음으

로 출 하 고, 이어 평생교육이 등장한 2007

년부터 본격 으로 활성화되어 비교  최근까

지 꾸 히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11년 

출한 다문화 로그램은 2015년 이후 등장하

지 않고 있으며, 삶의 질과 인문학은 비교  최

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 이후에 출 한 주

제이다. 

<그림 8>은 로그램 일반 역의 주요 주제

를 다룬 논문 수의 변화이다. 1989년에 공공도

서 과 로그램이 가장 먼  출 하여 최근까

지 꾸 히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도서 은 

체 기간 동안 매년 출 하면서 다른 주제들에 

비해 압도 으로 빈도가 높은 계로 생략하

다. 이외에 2004년에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로

그램이 출하 고, 2014년에는 리터러시와 부

산이 새로 등장하여 2016년까지 련 연구가 이

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새로운 주제가 출

하지 않으면서 다소 정체된 상황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9>는 독서 로그램  노인․청소년 

독서 로그램 역의 주요 주제를 다룬 논문 

수의 변화이다. 독서 로그램 역은 1990년  

반에 어린이, 독서교육, 교육 로그램이 가장 

먼  등장하 고, 2000년 에 들어 독서교실, 

독서활동, 독서 로그램, 독서진흥, 어독서

로그램이 출 하여 2010년  반까지 활발하

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노인․청소년 독

서 로그램 역은 2000년  이후 노인 로그

램, 독서, 청소년, 청소년 로그램 등이 출 하

여 2010년  반까지 지속 으로 연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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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로그램 일반 역의 년도별 주요 연구 주제: 1989년∼2021년 

<그림 9> 독서 로그램 역의 년도별 주요 연구 주제: 1989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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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소 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독서 로그램  노인․청소년 

독서 로그램 역의 연구는 1990년  반에 

어린이 독서교육을 심으로 시작되어 2010년

 반까지 노인․청소년 로그램과 독서활

동, 어독서 로그램, 독서진흥 등 그 상과 

내용 측면에서 특성화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지속 으로 성장하 으나, 그 이후에는 다소 정

체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 
연구 과제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를 상으로 

자키워드 로 일링에 기 한 지 구조 분

석의 결과로 악한 연구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주제어 분석으로 살펴본 국내 공

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연구 주제는 독서

로그램, 문화 로그램, 평생교육 로그램이 주

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상과 내용 측면

에서 특성화․다양화가 진행되었으며 그 에

서도 독서 련 주제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

다. 둘째, 네트워크  군집 분석의 결과로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5개 연구 역(독

서 로그램, 노인․청소년 독서 로그램, 평생

교육 로그램, 로그램 일반, 문화 로그램)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셋째, 시기별․년

도별 분석에 따르면 시기별로는 각 시기에 활성

화된 연구 역  주제에 차이가 있었고, 1기

(1989년～2005년)보다 2기(2006년～2021년)에 

본격 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크게 성장하

다. 한, 5개 연구 역의 주요 주제를 년도별

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1980년  후반 로

그램 일반 역의 공공도서 과 로그램을 시

작으로 2000년  반부터 독서 로그램과 노

인․청소년 독서 로그램 역의 주요 주제들

이 등장하여 본격 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후 

2010년 반까지 문화 로그램  평생교육

로그램 역이 활성화되면서 상  내용 측면

의 특성화․다양화를 통한 성장이 빠르게 진행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새로운 주제가 거

의 출 하지 않으면서 다소 침체된 상황에 있다

가 최근에 와서 문화 로그램과 평생교육 로

그램 역을 심으로 다시 조 씩 성장세를 보

이고 있다.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은 그 상이 공공

이라는 공통 이 있으면서도 포 인 의미의 

국외 공공도서  로그램(김 , 2022)에 비

해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평생교

육’이라는 구체 인 목 을 갖고 있다는 특징

이 있다. 한, 본 연구의 지 구조 분석의 결과

에서도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연구

가 독서․문화․평생교육을 심으로 진행되

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국내외 공공도서  

로그램의 개념과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을 종합 으로 검토한 결과로 

향후의 연구 과제를 상과 내용 측면에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  로그램의 상(target 

audience)은 국내외에서 공통 으로 공  는 

지역사회(주민)이다.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

의 성장에 따라 상 이용자의 유형이 특성화․

다양화되는 경향이 국내외에서 공통 으로 나타

나고 있다. 최근 국외에서는 로그램의 상을 

보다 세분화하는 가운데 기존 이용자의 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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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형으로서 가족이 요한 상으로 부상하

고 있다(ALA, 2014; Barchas-Lichtenstein et 

al., 2019). 따라서 향후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

에 기 한 특성화․다양화와 함께 복합화된 이

용자 집단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 를 들어, 기존의 어린이, 청소

년, 성인(노인) 이외에 다문화(이민자), 실업자

(구직자), 가족 등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

할 수 있는 새로운 로그램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은 내용 측

면에서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평

생교육’이라는 구체 인 목 을 갖고 있다. 그

러나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에 한 

지 구조 분석의 결과에서 독서․문화․평생

교육은 각각 독자 인 연구 역을 형성하면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데 반해, 정보이용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조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 국외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는 활

동 로그램과 아웃리치 로그램이 주요 연구 

역을 형성하고 있는 데 비해(김 , 2022), 

국내에서는 활동보다는 교육에 더 을 두고 

있으며 아웃리치 로그램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에서 정보이용과 아웃리치 로그

램에 한 연구가 상 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 으로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의 내용 측면에서 향후 디지털 시 의 정보이용

을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한 다양한 리터러시

로그램(조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미

디어 리터러시 등)과 함께 아웃리치 로그램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 독서  

문화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 로그램에 한 연

구도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통 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구나 평등하게 근이 가능한 학습 장소 던 

도서 은 최근 안 하고 립 인 지역사회의 

표 인 모임 장소이자 시민센터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  로그램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도서  서비스의 극 인 확

장의 일환으로 사서의 핵심 업무  하나가 되

었다. 한, 1990년  이후 사회  변화와 이용

자의 요구에 응하여 공공도서  로그램이 

사서의 주요 업무로 그 비 이 높아지면서, 국

내외에서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 까지 국내에서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반 인 연구 동

향을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을 

실제 으로 살펴보기 한 목 으로, 자키워

드 로 일링에 기 한 지 구조 분석을 수행

하 다. 특히, 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학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자키워드(비통제

키워드)에 기 하여 단계 으로 주제어 분석, 

네트워크 분석  군집 분석, 시기별․년도별 

분석을 수행하 다. 한, 이러한 지 구조 분

석의 결과로 악한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의 연구동향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향후의 연

구 과제를 제안하 다. 

자키워드 로 일링에 기 한 지 구분석

의 결과로 악한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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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연구는 1990년  후반에 본격 으로 시작

되어 2000년  반부터 2010년  반까지 크

게 활성화된 이후, 한동안 정체된 상황에 있다가 

최근 몇 년간 다시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의 여 로 지난 10년 동안 꾸 한 증가세에 있

었던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참가자 수가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공공

도서 의 서비스를 한층 업그 이드하여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에서 고무 인 

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지 구조 분석으

로 살펴본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연

구는 독서․문화․평생교육 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상과 내용 측면에서 특성

화․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서 련 

주제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향후 특성화․다양화․복합화된 이

용자 집단을 상으로 정보이용(리터러시)  

아웃리치 로그램은 물론 다양한 활동 로그램

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에 더 많은 심과 노력

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을 실제 으로 악한 결과에 기 하

여 향후의 연구 과제를 도출한 것으로, 국내 공

공도서  로그램의 발  방향을 구체 으로 

모색할 수 있는 사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의 제한 으로는 특정 학술 데이터베이스

(RISS)에서 검색한 학술지와 학 논문에 부여

된 비통제키워드( 자키워드)에 기 한 연구 

결과를 국내 공공도서  로그램 분야의 체 

연구 동향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

라서 연구 동향 분석의 다른 주요 정보원으로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통제키워드는 물론 자 

 인용 정보에 기 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론

이 도출되는 지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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