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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일본사회의 어린이 독서운동의 핵심인 문고운동을 고찰하고, 그것이 학교도서관에 미친 향을 중
점적으로 분석하 다. 어린이 독서운동과 학교도서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내용을 연구하 다. 
하나는 일본의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도서관, 어린이 독서활동과 관련된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이 주도한 
문고운동이다. 문고운동은 1960년대에 어린이 독서운동으로 시작하여 공공도서관 설립운동으로 발전하 고, 
1990년대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운동에 참가하 다. 이 두 내용은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센터로서 보다 주
로 어린이의 독서환경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을 독서시설로 이
해하는 경향은 교과과정의 전개를 지원한다는 학교도서관 전문성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unko, the center of Japanese children's reading movement, and it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Japanese school library. Paper is consisted by two parts; one subject 
is the programs and the law made by government which is related to either the school library or 
children's reading, the other is Bunko movements initiated by citizen mostly mothers who wish to 
improve their children's reading environment. The Bunko movements started in 1960's and motivate 
the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in 1970's, and it has triggered activating the school library after 
early 1990'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s of the two subjec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y are 
tightly connected each other by emphasizing the function of school library not as a 
teaching-learning center but as a reading facility. It makes difficult for the Japanese school library 
to establish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supporting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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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일본의 학교도서관 발전에는 시민들의 

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닫혀있

던 학교도서관에 사람을 배치하여 열린 도서관

으로 만들고, 그 실천이 축적되어 도서관의 필

요성과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 결과 

학교도서관법을 개정하여 사서교사를 전교에 

배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한가운

데 시민들이 주도한 독서운동, 특히 어린이 독

서를 핵심 활동으로 실천하는 문고운동이 있다. 

시민들의 풀뿌리 독서운동이 학교도서관 활성

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학교도서관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의 

토대가 일본사회의 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어린

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학

교도서관과 일본사회의 독서에 대한 높은 관심

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본 논문은 일본사회의 풀뿌리 독서운동, 특

히 어린이 독서운동의 핵심인 문고운동을 고찰

하고, 문고운동이 일본의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친 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다. 어린이 

독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높은 관심과 학교도

서관과의 관계를 보다 광범하게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내용을 연구하 다. 하나는 최근 일본

의 정부,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도서관과 직간

접적으로 관련된 시책으로 ｢사서교사 의무배치｣,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 계획｣,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을 살펴보았다. 다른 하나는 

어린이 독서운동의 본거지인 문고의 발전과 학

교도서관에 미친 향을 분석하 다. 이 두 가

지 내용은 얼핏보면 하나는 국가의 시책이고 

또 하나는 시민 주도의 어린이 독서활동으로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나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 독서, 자원봉사, 학

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 학교도서관의 

개방,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키워드를 공유

하면서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이 결속은 일본

사회의 독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주민과 국가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교류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며, 학교도서관의 성격

을 결정짓는 데 큰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발표된 문고운동, 학교

도서관 관련 논문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논문의 기술은 최근의 동향을 먼

저 살펴보고 그 동향의 배경이 되는 문고운동

과 문고운동이 학교도서관에 미친 향을 기술

하는 연역적 기술방법을 택하 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주제의 특성상 

초․중학교 도서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일본의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최
근의 동향

최근 일본은 2차대전 이후 두 번째로 학교도

서관의 발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패전 직후 타

올랐던 새로운 교육관은 학교도서관의 중요성

을 인정하고 1953년에 학교도서관법을 제정하

다. 그러나 사서교사 배치를 유보함으로써 

활성화되지 못한 채로 1960년, 7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논리에 의한 주

입식 교육의 만연으로 학교도서관은 정체기로 

접어들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의 국회,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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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97

년 학교도서관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사서교사

의 의무 배치이지만, 1993년 ｢학교도서관 도서

표준｣ 제정, ｢어린이와 책의 의원연맹｣ 결성,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 2차로 지속되고 있

는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계획｣, 2001년 ｢어

린이 독서활동 추진법｣ 제정 등 어린이 독서와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은 학교도서관을 어린이, 

학생들의 독서활동의 중심지로 보고 이를 활성

화하기 위한 직간접적, 遠近적 지원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1 사서교사 배치의 의무화1)

1997년에 개정된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에 의

하면 2003년 3월 31일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

고 있는 12학급 이상의 초․중학교에는 의무

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며, 

100%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의 직

책이 교과교사의 겸임이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고는 하지만 도서관 담당 인력이 법적으로 의

무 배치되었다는 것은 학교도서관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것임은 분명하다. 

학교도서관법을 개정하여 사서교사를 의무

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원동력의 하나는 바로 

시민단체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었다. 사

서교사의 부재로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학교도

서관에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실천해온 학부모

와 문고운동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사서교사가 완전히 배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활동 정도와 성과에 대한 기대는 그다

지 높지 못하다. 담임과 교과를 담당하면서 수

업시간도 감면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서관활동

을 하기란 근본적으로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사서교사가 배치되면서 도서관 담당 인력의 구

성에 다양한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사서교사

가 발령된 학교에 추가로 학교사서를 배치하는 

자치체, 시민운동으로 학교사서를 전교에 배치

한 자치체가 있는가 하면, 법 개정시에 우려했

던 대로 사서교사의 배치로 학교사서를 해직하

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동경도 日野시의 경우

는 13년간 주민의 끈기있는 운동으로 지속되어 

온 학교도서관 촉탁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

신 시간제 유급 자원봉사자를 도입하는가 하면 

동경도립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사서를 삭감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學校圖書館問題硏

究會 2003).2)

<표 1>에서 보는 사서교사의 배치율은 2002

<표 1> 일본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율2)

구분 사서교사 학교사서 자원봉사자

초등학교 16.8% 22.1% 31.5%

중학교 22.2% 26.1% 11.5%

고등학교 26.7% 87.4% 2.5%

 1) 일본의 사서교사 제도와 현황에 관한 연구로는 권은경(2004)의 논문이 있다.

 2) 사서교사와 자원봉사자의 수치는 2002년에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學校圖書館の現狀に關する調査 에 따른 것이며, 

학교사서의 수치는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編. デ-タに見る今日の學校圖書館: 學校圖書館白書 3 (1998)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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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의 수치로 완전히 의무 배치되기 전의 숫

자이다. 이 표에서 일본 학교도서관 담당인력

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는 자원봉사자

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고등학교는 학교사

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학교사서의 자격과 

신분은 매우 다양하고 불안정한데, 학부모 자

원봉사자 중에서 시의 연수를 받은 사람을 도서

관사무담당자 또는 독서지도원으로 고용하는 경

우도 학교사서의 범주에 포함된다(吉川 2003). 

시간적인 제약과 사서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한 

현행의 사서교사로는 최소한의 도서관 운 을 

위해서도 다른 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

다. 학교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유입되고 독서

활동만이 강조될 때 교과과정의 전개를 지원한

다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기능은 수행되기 어

렵다. 이러한 인력 구성은 학교도서관의 활동

이 독서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는 주 요인이 될 

것이다.

2. 2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 계획

학교도서관의 재정비에 국가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육의 변화에 있다. 1989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새로운 학력관｣, ｢배우

는 방법의 지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

육이 표방되었다. 교육의 변화에 따라 학교도

서관을 한층 더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

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독서에 필요한 자료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1993년에 ｢학교도서관 도서표준｣을 정

하고 공립 의무교육학교의 도서관 장서수를 기

존 장서수의 1.5배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학교

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 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1997년까지 5년간 100

억엔 씩 총 500억엔을 지방교부세3)로 조치하

다. 97년 이후에도 매년 약 100억 엔의 자료

비를 지속적으로 조치하 다. 그러나 문부과학

성이 2002년 8월에 실시한 학교도서관조사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도서표준｣을 달성하고 있

는 공립학교는 초등 33.7%, 중학교 26.5%에 

지나지 않았다(文部科學省 2002). 정부는 

2002년에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이 제정됨

에 따라 독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신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까지 매년 130억 엔 씩 총 

650억 엔을 또 다시 지방교부세를 증가 조치하

다. 1차와 2차 계획의 금액을 초․중학교로 

비교해 보면 1994년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을 기준으로 하여 203,000엔, 중학교의 경우 

15학급 기준으로 424,000엔이었으며 2004년

에는 같은 기준으로 초등학교 440,000엔, 중학

교 732,000엔으로 책정되었다.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

표치를 훨씬 밑도는 이유는 이 사업의 재원이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를 교부

할 때는 지방자치의 본뜻을 존중하여 용도에 

조건을 단다든지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타 용도, 예를 들면 도로포장 등

과 같이 학교도서관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에 

전용하고 있는 자치체가 66%에 달하여 문제

 3) 지방교부세는 지방공공단체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 량의 차이를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다. 

국세와 소비세 등의 일정 정도가 자동적으로 지방교부세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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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있다(河井 2003). 

문부과학성은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면서 각 

지자체장에게 도서자료 구입에 예산을 배정하

도록 통지하는 한편, 학교도서관 쪽에서는 지

역주민이 교육위원회나 지역의회에 어린이 독

서활동의 중요성과 학교도서관 자료 증가의 필

요성을 설득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원래의 목적인 도서 구입비로 사용될 수 있도

록 촉구하고 있다(笠原 2003).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계획｣은 1, 2차로 10

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학교도서관 장서의 충실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1차 계획과 2

차 계획의 추진 배경에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

다. 즉 2차 계획은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

의 제정에 따라 독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목

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1차 계획은 신학습지

도 요령에 따른 학교도서관 기능 활용을 지원

하는 데 필요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에

서 출발하 다. 그러나 사업의 주관부서인 문

부과학성이 학교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한 조사내용에는 사서교사 발령 수, 독

서활동 상황, 장서정비 상황, 학교도서관 도서

정비비의 예산조치 상황 등 네 가지 항목이 포

함되어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운 에서 흔히 생

각할 있는 수업과 연계된 도서관 활동에 대한 

조사항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독서활동 상황의 조사내용에는 전교 一齊독서

(특히 아침의 독서)의 실시상황, 필독서․추천

도서의 설정상황, 자원봉사자의 협력상황, 공공

도서관과의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부과학성 2002).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인

식이 독서활동 쪽에 크게 치우쳐져 있으며, 학

교도서관 운  인력으로도 자원봉사자의 활동

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부과

학성이 목표로 하는 학교도서관의 방향성을 엿

볼 수 있다.

2. 3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

어린이 독서활동에 관한 일본의 국가적 관심

이 표면화된 것은 1993년 12월에 국회에서 초

당파적으로 ｢어린이와 책의 의원연맹｣이 결성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어린이와 책

의 의원연맹｣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교도서관

의 존재에 대한 재고, 어린이 도서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국립 어린이도서관(가칭) 설립을 

당면 목표로 삼았다(坂部 2003, 370). 

 1994년에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려

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1999년에는 국회에서

2000년을 ｢어린이 독서의 해｣로 가결하 으며 

2000년 5월에 ｢국제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

다. 이어서 2001년 12월에는 ｢어린이 독서

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4)(이하 법)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고 2002년 8월에는 법 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독서활동의 환경을 정비하

기 위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이 내

각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제 2조의 ｢기본이념｣에 잘 

드러나 있다. 즉 ‘어린이(대략 18세 이하를 일

 4) ｢子どもの讀書活動の推進に する法律｣､｢子どもの讀書活動の推進に する基本的な計劃｣ 등은 문부과학성 홈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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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음)의 독서활동은 어린이가 말을 배우고 감

성을 닦고, 표현력을 키우고 창조력을 풍부하

게 하며, 인생을 보다 깊게 사는 힘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

안하여 모든 어린이가 모든 기회와 모든 장소

에서 자주적으로 독서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환경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동법은 4월 23일을 ｢어린이 독서의 날｣로 

정하 다. 그리고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사업자와 

보호자의 역할, 관계기관의 연휴 강화를 규정

하고 아울러 정부는 독서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각 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의회에서 결의한 본법

과 정부가 책정하는 기본계획, 그리고 기본계

획을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추

진하기 위하여 가정, 지역,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독서활동 추진시설과 환경으로서 공공도

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정비와 충실방안, 학교도

서관 등의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연휴와 협력 

추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린

이의 자주적인 독서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

회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각오와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각 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의 여론

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활동시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 

협의 과정을 大阪府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쟁점은 물리적인 독서환경의 조성이 아니

라 독서환경인 학교,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장서를 정비하고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사람에 있었다.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할 

사람으로 가장 빈번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이 학부모, 지역의 독서회 또는 문고활동을 하

고 있는 자원봉사자이다. 협의 결과 大阪府의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계획 사업의 중심은 독서

자원봉사자 지도자 양성강좌를 개설하는 것으

로 결정되었다(新井 2003). 

결국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법은 국가와 지

방 공공단체가 어린이 독서활동에 책임을 지도

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은 책임도 전문

성도 명확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형태를 취한 

시민들의 몫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에 대해 독서환경 정비는 도서관이나 학교가 책

임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

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안이한 형

태로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新井 2003, 170). 

상기한 일본의 정책 및 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 일본사회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교

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라기 보다는 

어린이․학생의 독서활동센터로 편향되어 있

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된다. 그렇게 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전문성이 확립된 사서교

사제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전문․전담의 사

서교사 없이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인 역할을 

체계화할 수 없고 비전문의 유동적인 인력의 

도입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높은 의존은 학교

도서관을 독서시설 이상의 수준으로 기대할 수 

없게 하 다.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학교도서관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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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면 히 분석하여 전

문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세워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어린이 독서운동에 깊이 관여

해온 이른바 시민들, 자원봉사자들의 향력이 

크게 작용하 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시민들

은 학교도서관을 어린이의 생활에 가장 접한 

독서환경으로 보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어린이 독서활동의 거점

으로 파악하 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와 같은 인식이 그대로 정책에 반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린이 독서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본

다면 이것은 매우 타당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교도

서관의 존재 이유는 독서시설 또는 어린이의 

독서환경 만으로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일본의 문고운동

3. 1 문고의 유형과 발전 

어린이의 독서를 부모로서, 또는 독서활동이

라는 관점에서 가까이서 지켜 본 사람은 어느 

나라, 누구라 할 것 없이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

며, 좋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 주면 이야기의 즐거움에 빠지게 된다고 한

다. 일본의 경우 어린이에게 필요한 도서관을 

사회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960년

대 이후 어머니들 스스로가 만든 작은 도서관

이 바로 문고이다. 일반적으로 문고라고 할 때 

이용자가 반드시 어린이로 한정되지는 않겠지

만 일본에서 1960년, 70년대에 우후준순처럼 

등장한 문고는 거의가 어린이문고의 성격을 띠

고 있다. 초기의 문고가 회원제로 운 되었고 

이후 공공도서관 설립운동으로 발전하 기 때

문에 문고의 설립동기, 운 형태나 역할이 미

국 공공도서관의 전신으로 벤쟈민 프랭클린이 

창설하 던 회원제 도서관 JUNTO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고(森崎 1979), 또는 

‘문고운동을 논하지 않고 일본의 도서관을 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본의 고유한 도서관활

동으로 규정하기도 한다(松岡 1979).

문고의 명칭은 00문고, 00독서회, 00친자독

서회, 00도서관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운  주체에 따라 크게 가정문고와 지역문고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문고는 개인이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여 

운 하는 어린이를 위한 독서시설, 즉 어린이

문고를 말한다. 2차 대전 이전에도 가정문고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은 1955년 전후의 악서 추방운동을 즈음해

서이다. 지역문고는 1963년경 동경도 町田시

립도서관이 시내의 洞會에 권유하여 동단위로 

만든 어린이문고를 지역문고라고 부른 것에서 

연유한다. 회원제로 운 하며 아파트 단지 내

의 집회실, 마을회관, 아동관, 공민관과 같은 공

공장소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낡은 전차나 버스

를 새로 단장하여 공원 등에 설치하여 도서관

으로 사용하는 전차도서관 버스도서관 등이 있

다(小河內 1972).

가정문고의 시작은 젊은 주부들의 독서모임

에서 출발하여 어린이 독서활동으로 바뀌는 경

우 또는 처음부터 어린이 독서를 목표로 출발

한 경우가 있다. 가정문고의 운 자는 거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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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로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독서의 열

정과 활동이 아이가 성장한 후에 이웃의 아이

들에게 장소와 책을 개방하여 활동을 확대시키

는 형태로 시작된다. 지역문고는 ‘지역의 어린

이는 지역이 함께 키운다’는 가치관에서 개인

이 시작한 가정문고가 공동체 차원으로 발전하

거나 처음부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회

원제로 개설하 다. 

문고운 의 공통적인 동기와 목적은 부모로

서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

록 해줌으로써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하고 싶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를 매개로 나누는 정서적인 교감, 어린

이들의 생기와 상상력 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문고의 활동내용은 자료의 대출과 함께 

어머니들의 ｢책 읽어주기｣와 ｢이야기 들려주

기｣가 핵심을 이루었다. 문고의 기본적인 운

방식은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개관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문고의 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 다. 1965

년부터 1969년까지 5년간 설립된 문고가 184

개로, 1969년 일본도서관협회가 조사한 242개

중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직접적인 이유로는 아동문학가로서 문고

활동을 실천하면서 그 활동 기록을 1965년에 

출판한 石井桃子의 어린이 도서관 과 ‘어머

니의 손으로 지역의 독서활동을’이란 모토로 

1967년에 결성된 ｢親子독서센터｣의 활동의 

향이 컸다(浪江 1977; 小木曾 1993).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일본사회에 이전부터 있었던 

폭넓은 독서운동, 즉 1951년에 시작된 長野현

립도서관의 PTA 어머니문고, 1955년 이후의 

악서추방운동, 1960년의 ｢어머니와 아이의 20

분간 독서｣와 같은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전

하 고, 문고는 어린이의 성장과 부모와 자녀간

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목표로 한 친자독서의 이

념을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문고의 운 은 개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용 어린이의 증가와 왕성한 독서력 때문에 장

서 부족을 겪게 된다. 장서 부족을 해결하기 위

해 초기에 취했던 방법은 회비로 신간자료를 

구입한다든가 기증을 받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지속적으로는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보다 공적인 대책을 모

색하게 된다. 장서를 확충하기 위한 초기의 공

적인 대응책은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대량으로 

대출받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공금으로 장

서구입비를 지원받는 방법이었다. 1960년대에

는 일본의 공공도서관 역시 양적으로나 질적으

로 시민들이 그다지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

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

는 곳에서는 문고에 대량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1

개월에 수 백 권의 단체대출이 가능하게 되었

고, 단체대출이 가능한 장서의 숫자는 문고의 

요청에 따라 초기의 150권, 200권에서 500권, 

700권으로 점차 증가하 다.

<표 2> 1960년대에 설치된 문고의 수(森 1976)

년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설치 수 9 3 5 9 15 17 20 43 5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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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흐름에서 문고의 발전단계를 살펴

보면 개별 문고의 탄생, 지역의 문고 모임인 문

고연락회의 결성, 지역문고 연락회를 중심으로 

문고운 에 관한 정보교환과 학습이 거듭되면

서 주민의 권리로서 자치단체에 대해 문고운

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순

서로 발전하 다.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의 면담을 요청한다든가 청원 서명서를 제출하

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도서

관의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

다. 보조금 지급 방식도 처음에는 요청할 당시

의 일회적인 것에서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

적인 지원으로, 그리고 요청한 문고 뿐 아니라 

지역 내의 모든 희망 문고에 대한 지원으로 점

차 지원범위가 확산되고 체계화되는 경향을 보

다. 시장과의 면담, 청원서의 제출, 시의회에

서의 심의, 부결, 채택 등의 과정을 통해 문고운

동 관련자들은 지방자치의 방식과 자신들의 참

여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문고운동은 점차 문

고활동을 통한 시민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시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한 것은 독

립적으로 운 되던 문고가 연락회를 조직하여 

문고운 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시에 대해 공

동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자료비 

지원, 문고설립의 지원, 문고연락회의 운 비 

보조, 아동도서관(실)의 정비 개선, 공공도서관

의 설립, 더 많은 분관 설치 및 이동문고의 운  

요구로 이어졌다. 도서관의 예산에서 문고연락

회에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문고는 공적인 성격

이 강화되고, 공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문고운

동은 단순한 어린이 독서운동의 차원에서 점차 

지역사회의 문화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의 문화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운동, 시민운동

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공공도서

관 설립의 발판이 되기도 하 다. 

지역문고인 電車도서관을 운 하면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1967년에 시장을 면담하고 

청원서를 제출한 東村山시의 경우 1970년에 

｢東村山市地域 兒童圖書館 補助金 交付

規程｣을 정하 다. 그 내용은 지역 아동도서관

을 자주적으로 운 하는 단체에 대해 처음 3년

간에 약 천권의 장서를 구비하는 것을 중점으

로 하고 도서 구입비에 약간의 운 비를 계상

한 기준액의 80%를 보조한다는 것이다. 수십 

권에서 수백 권의 장서를 보유하던 문고는 보

조금을 교부받으면서 약 1500권에서 2000권 

정도로 장서가 증가하 다(尾形 1970).

시의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잘 살려서 지역

문고가 다수 설치되면 이후에 설립될 시립도서

관의 토양을 다지는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지역문고는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지 않

은 지자체의 경우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한 전

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 고, 설립 이후에는 

분관, 이동도서관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도기적으로 미비한 공공도서관의 기

능을 문고에 대체시킨 것에 대해서는 비난도 

적지 않았지만, 문고 운  경험을 통해 시민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서관의 이

미지를 창출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공공도서관 

설립뿐 만아니라 운  전반에 이르기 까지 강

한 요구와 참여를 가져와 명실상부한 시민의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 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 2005

 3. 2 문고의 활동내용 

문고는 민간에 의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운 되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표준화된 활동내용이란 있을 

수 없다. 문고 운 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가

까이에 책이 있으면 아이들은 책읽기를 좋아한

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어린이의 성장에 중요

한 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는 것은 부모-자녀의 올바른 관계형성

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고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활동은 

｢책 읽어주기｣와 ｢이야기 들려주기｣ 다. 독서

활동으로 출발한 문고는 운 자의 가치관에 따

라 인형극, 종이접기 등 만들기 놀이, 화․연

극 감상, 음악회, 하이킹 등 지역에 뿌리를 내

린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으로 확대되었다(西

田 1985, 107). 문고는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

체로 이해하고 비교적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최대

한 배려하여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의 장소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문화공간, 또는 책을 매개로 

한 만남의 장소, 책이 있는 놀이공간으로 탈바

꿈하는 경향도 있었다(廣瀨 1979, 76). 

이런 변화는 일본의 독서운동 자체가 문화, 

교육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에서 시작되었기 때

문이다. 어린이 놀이터의 부족, 수험에 대비한 

주입식 교육의 폐해, 그로 인한 어린이 문화의 

실종에 대한 비판, 교육에 대한 불만이 제도적

인 학교교육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

는 장소로서 문고를 시작하 기 때문이다. 공

교육에 대한 사교육(가정교육)의 연장으로서, 

또는 의무적 강제적인 교육에 대해서 자발적이

고 자유로운 교육으로서의 문고활동을 추구하

다. 만일 일본의 학교교육의 내용이 전혀 다

른 것이었고 학교도서관이 충실하고 교과와 관

련한 독서만이 아니라 여가시간에 즐거움을 누

리는 자발적인 독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

기 다면 문고는 그다지 필요 없었을 것이다

(松岡 1979, 114). 

문고활동이 독서보다 놀이 쪽에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의 독

서를 자녀의 성장과정을 통해 체험한 어머니로

서의 문고 운 자들은 어린이의 성장에 독서만

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독서가 어린이

의 생활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관점에서 종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변화

를 기꺼이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西田 1985, 

380; 長崎 1979, 126) 어린이의 독서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활 속에서 독

서가 어떤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심

을 두고 문고활동의 내용이 변화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문고활동의 이런 유연성은 문고에만 집착하

지 않고 어린이 독서활동의 필요에 따라 공공

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활동의 장을 옮겨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3 공공도서관 설립의 원동력으로서 문고운동

1965년에서 1975년까지 10년간은 일본 공

공도서관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기 다. 이 

시기에 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민운동이 대도

시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시민

은 학생들이 줄을 늘어서고 장서는 부족하고 

직원은 불친절하며 실내가 어두운 종래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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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는 전혀 다른 도서관을 요구하 다. 이 당

시 공공도서관 설립 운동에서 모델이 된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생

활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도서관 활동을 전개

하고 있던 高知시립도서관, 日野시립도서관과 

같은 선구적 도서관이었다. 일단 ‘이것이 도서

관이다’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발견한 이상 

도서관 설립은 강한 요구로 주민들 속에서부터 

분출되어 나왔다(石井 1975, 14-15).

한편 문고, 독서회는 활동 규모가 커지고 내

용이 다양해질 수록 이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

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

었다. 문고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는 단체대출

을 지원하는 조례제정, 보조금 지원과 같은 경

위를 거쳐 결국 도서관설립 요청으로 이어지고 

당시의 공공도서관 설립운동과 접목되었다. 도

서관 설립을 요청하는 청원 서명운동이 시작되

었고 시립도서관의 설립, 분관의 설치, 이동도

서관(문고)의 설치 등 자치체의 도서관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960년대 문고운동은 1970년을 전후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른’ 공공도서관 설립운동

과 파고를 같이 하면서 문고운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도서관 설립운동으로 발전하

다. 문고운동 관계자들은 문고운 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설립의 계획에서부터 운

에 걸쳐 깊숙이 참여하 다. 실제로 문고를 

운 하면서 도서관 운동을 전개한다는 사실이 

자치단체에 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설득력으로 작용하 다.

문고운동은 공공도서관이 발달하지 않은 상

태에서 그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이 주

체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공공도서관의 빈약함

을 지역사회에 인식시키고 공공도서관의 충실

을 요구하고 설립을 촉구하는 지역의 시민운동

으로 발전하 다. 공공도서관의 빈약함을 객관

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도서관 설립운동

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고의 실천은 바로 공공도서관 설립

운동의 기폭제로 작용하 다(浪江 1979). 

3. 4 문고운동의 특성

3. 4. 1 조직력

일본 문고운동의 가장 큰 특성은 풀뿌리처럼 

저변이 확산되면서 그들을 연결시키고 하나의 

힘으로 결성해가는 뛰어난 조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독서와 관련한 전국적인 단체로

는 1967년에 ｢일본 親子독서센타｣와 ｢일본 

어린이도서 연구회｣, 1968년에 ｢科學讀物硏

究會｣, 그리고 1970년에는 다수의 지역문고 

연락회와 친자독서회가 모여서 ｢친자독서 지역

문고 전국 연락회｣(親地連)가 결성되었다. 이

들 단체는 각자의 입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독

서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문고를 전국적으로 확

산시키고 동시에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 다. 그 중에서도 친지련은 월간 기

관지 親子讀書 (후일 어린이와 독서 로 개

칭)를 통해 각 지역의 활동을 소개하고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전국의 문고활동의 구

심점 역할을 수행하 다. 

3. 4. 2 지속성

지속성은 문고운동의 또 다른 특성이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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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고의 운 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다. 운

자 개인의 관심과 사정에 따라 누구의 간섭

도 받지 않고 개설 폐쇄가 자유롭다. 그러나 문

고운동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어린이의 

독서시설이 미비한 1960년대부터 공공도서관

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급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 어린이의 독서환경으로 건재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고의 숫자는 

전성기를 이루었던 1980년대 초에는 전국적으

로 4,400개 이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현재에

도 3,000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吉田 2004, 104). 문고활동은 현재 학교도

서관, 공공도서관의 자원봉사 형태로도 이어지

고 있다.

3. 4. 3 학습력

문고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학습회의 역할이 컸다. 지역문고 연락회가 조

직되어 개별 문고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운 자가 교류하면서 어린이, 어린이 문학, 어

린이 독서 등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학습회를 조직하 다. 학습회를 조직하고 강사

를 초빙하는 것은 정체되기 쉬운 문고 운 의 

주 인력인 주부의 활동에 자극을 주고 의욕을 

불러일으켜 문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강좌의 내용은 

어린이도서, 도서 선택방법, 어린이 문학, 책을 

읽는 방법과 안내하는 방법, 작품연구 등으로 

강사로는 아동문학가, 도서관 관계자 등이 초

청되었다(川久保 1973).

학습의 성과는 문고활동의 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 을 뿐 아니라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서 행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문고운동을 시

민의 사회참여운동, 지역사회 문화운동으로 끌

어 올리는 데 기여하 다.

3. 4. 4 발전성

名古屋에서 문고운동이 발전한 경위를 보

면 공공시설이 빈약했던 당시 아파트 단지에서 

결성된 ｢보육회｣가 보육원이 부족했던 시기에

는 사설 보육원을 운 하면서 공립 보육원 건

설운동을, 자녀가 조금 성장하면 문고활동을, 

후에는 생활협동조합 활동으로 활동 역을 옮

겨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小木曾 1993, 194).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은 자녀

의 성장에 따라 변화한다. 독서활동에 있어서

의 위치도 유동적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문고활동에 있어서 제약인 동시에 문고

활동의 역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어린이의 독서시설과 환경을 어

린이의 활동범위 내에서 제공하려는 문고의 목

표가 독서활동에 있어서 문고활동의 위치와 내

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문고운동은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려는 

단순한 의도에서 출발하 으나 활동이 누적되

면서 독서를 매개로 한 어린이의 종합문화활동

으로 내용이 확대 발전하 다. 그로 인해 문고

<표 3> 일본 어린이 문고수의 추이(全國子ども文庫調査實行委員會 1995)

년도 1958 1970 1974 1980 1993

문고수 60 265 2064 4406 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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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가정문고, 지역문고,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 지역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이라

는 형태로 끊임없이 활동의 장을 확대시켜왔으

며 내용적으로는 독서운동, 어린이 문화운동, 

지역 문화운동, 사회운동, 교육개혁운동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면서 발전하고 있다.

3. 4. 5 시민운동

문고는 아동에게 도서를 제공하고 독서활동

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다. 아동에 

대한 연구, 아동의 독서행태, 아동도서 등에 대

한 폭넓은 연구는 문고운 자인 어머니가 성장

하는 장소 다. 초기의 어린이 문고활동에 관

여한 어머니들 가운데는 문고를 시작하기 전부

터 사회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

을 어린이문고 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표현하

려고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문고활동

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타인과의 연대를 

통하여 학습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

회참여의 기반을 넓힘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자

아실현을 성취하고, 공적으로는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 다. 이

런 과정에서 문고운동은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

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고활동은 어린이를 위

한 활동의 장임과 동시에 어머니들 자신의 사

회참여 방식이기도 하 다. 

문고운동이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 설립운

동으로 발전하면서도 도서관에 편제되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는 이유의 한 가지는 바로 

문고가 운 자의 자기표현의 장으로서의 역할

이 있기 때문이다. 문고운동은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활동의 역을 넓혀가는 표현매

체로서의 역할이기도 했다(吉田 2004, 108). 

이런 맥락에서 문고운동은 여성의 사회참여 방

식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화, 교육을 주체적

으로 개선하려는 주민․시민사회운동으로 평

가할 수 있다.

4. 일본 학교도서관의 발전과 문고
운동

4. 1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문고활동은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80년대에 들어 문고

는 점차 이용하는 어린이의 숫자가 줄어들고 연

령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5) 공공도서

관에서도 어린이의 대출실적이 감소되는 현상

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출

산율의 저하로 인한 어린이 수의 감소6)와 학원

에 다닌다든가 책 이외의 것에 관심이 빼앗기는 

등 어린이들의 생활이 이전보다 복잡하고 바빠

진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全國

子ども文庫調査實行委員會 1995, 76-81). 

한편 문고운 자들은 경험을 통해 학교의 독

서환경과 학교도서관의 이용 상태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용 어린이의 숫자가 

감소하고 저연령화 되어가는 전국적인 추세에서 

문고활동의 한계를 느낀 것이 어린이들의 생활

 5) 名古屋시의 경우 문고의 수는 1975년 28개, 1980년 46개, 1985년 47개, 1990년 45개, 1995년 37개로 198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小木曾 1993, 191). 이것은 전국적인 경향이었다.

 6) 일본의 15세 미만의 어린이 수는 1980년 약 2750만 명에서 2004년 약 1773만 명으로 25년 간 35.5%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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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학교와 학교도서관의 기

능에 주목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宇原 2002).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 문고운

자 및 지역의 문고연락회가 실시한 학교도서

관의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학교도서관에 

사람이 없어서 잠겨있는 상태이거나 도서관 담

당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

이 주에 0~2시간이며, 그 시간도 도서부원을 

지도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료상담과 같은 일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宇原 2002, 527). 여기에서 학교도서관 운동

이 시작되었다. 학교도서관 운동은 ｢학교도서

관에 사람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발하

다. 문고운동의 한 축이 학교도서관 운동으로 

전환된 것은 어머니․시민에 의해 공교육 제도

권 밖에서 자발적 자율적으로 추진되던 어린이 

독서운동이 어린이의 생활범위가 학교로 점점 

좁혀지면서 학교 내로 실천의 장을 옮긴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학부모, 주민, 시민의 입장에서 학교도서관

에 사람을 배치하는 운동은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었다. 하나는 자신들이 자원봉사자로 학

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나 지자체에 도서관 담당인력을 고용하도

록 촉구하는 것이다. 먼저 후자의 경우를 일본

의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가장 앞서가는 近畿

지역에서 추진된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문고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

도서관 운동으로 전환한 학부모, 시민은 학교도

서관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는 會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1년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회․

近畿7)｣(약칭 ｢생각하는 회․近畿｣)를 발족

시켰다. 직전 해인 1990년에는 동경에서 ｢학교

도서관에 전임의 전문 직원을!｣이란 심포지움

이 개최되어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 다(學校圖書館を

考える會․近畿 1994, 2).

회의 운  주체는 문고활동과 공공도서관 설

립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가 자라는 지역사회나 

교육의 문제에 관해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시민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 

사서, 교사, 연구자, 행정 관계자 등 다양한 입

장의 사람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하도록 구

성하 다. ｢생각하는 회․近畿｣는 학교도서관 

문제에 참여하는 일본 최대의 시민단체로 1997

년 현재 약 450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후 전국 

각지에 지역 명을 달리하는 동일 명칭의 회가 60

개 이상 조직되었다(學校圖書館はどう... 2001, 

8). 1997년에는 학교도서관법 개정에 공동 대처

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회 전국 연

락회｣를 결성하 다. 

학부모 시민단체가 학교도서관의 인력을 확

보하는 방법은 사비, 즉 PTA 경비로 임시 인

력을 고용하든가 학교장, 교육위원, 지자체장을 

설득하여 공비로 사람을 고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사비로 부담하던 것

을 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전환하여 공비로 지출

하도록 하고 도서관 담당 인력의 자질에 전문

성을 요구하고, 업무를 전담할 수 있고 신분이 

안정된 정규직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에 사람을 배치하는 운동에 결정

적 역할은 한 것은 1991년에 岡山시의 학교사

 7) 近畿지역은 奈良, 大阪, 京都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시민단체에 의한 학교도서관 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특히 

학교사서를 배치하는 사업에 선구적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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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들이 제작한 책이 있고, 사람이 있어서 라

는 학교도서관 활동에 관한 비디오 다. 학교

사서의 배치로 활성화된 도서관 서비스와 학생

들의 이용 상황을 비디오로 보고 자극을 받은 

시민들은 인근 지자체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사람을 배치하는 운동을 전개하

다. ｢岡山의 비디오를 보는 회｣가 전국에 조

직되었다. 학교도서관에 사람을 배치하는 운동

에 가장 선구적이었던 近畿지역의 箕面市, 岡

山市, 豊中市는 학교도서관 충실시책의 일환

으로 비록 촉탁의 신분이기는 하나 1991년에

서 1992년 사이에 전임의 사서를 배치하기 시

작하 다. 岡山市에는 1998년 현재 모든 초․

중․고등학교에 전임․전문의 학교사서가 배

치되어 있다. (岡山市 홈페이지)

현재 ｢생각하는 회․近畿｣를 중심으로 하

는 시민단체는 모든 학교에 전문․전임․정규

의 학교사서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학부모 또는 주민들은 문고활

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학

교도서관 활성화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들은 

문고의 활동내용을 그대로 학교도서관에 이식

하여 ｢책 읽어주기｣, ｢이야기 들려주기｣를 실

시하면서 학교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도서관을 

개방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대출 반납업무를 담

당하면서 겸임의 사서교사 업무를 보조한다.

기존의 문고운동에서 계승되지 않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학교도서관 활동내용도 문고활

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 예로 카리브

(KLV)라고 하는 栃木 　鹿沼市의 자원봉

사자 활동을 볼 수 있다. 1991년에 22명의 학

부모 및 주민으로 시작한 회는 2000년 현재 

25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도 초기에는 

문고의 기본 활동인 ｢책 읽어주기｣로 학교도서

관 봉사를 시작하 다. 현재는 시내 31개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등의 

독서보급 활동, 도서관 이용지도 뿐만 아니라 

신간도서의 수입, 배가, 보수, 폐기, 보조교재의 

독서지도, 조사학습 등의 수업 지원, 독서계발

을 위한 게시물 만들기, KLV 통신 발행, 독서

환경 만들기, 책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학교

도서관 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시 전체가 

독서환경 만들기에 참여하는 것이 어린이의 독

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관공서, 병

원, 미장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곳에 작은 

문고를 설치하고 있다(南部 2000).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활동은 학교도서

관과 지역사회의 어린이독서 추진활동이 별개

의 것이 아니며, 학교,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이 어린이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연휴할 수 있는가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문고운동에 계보를 둔 시민들이 추진하는 학

교도서관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력에 있

다. 지역의 문고에서 학교도서관으로 활동의 

장을 옮기면서 새로운 환경과 문제점을 이해하

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관

계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움, 강연회, 토

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생각하는 회․近畿｣

는 결성되던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개최

한 세 차례의 강연을 도서로 간행하 고(學校

圖書館を考える會․近畿 1994), 수시로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KLV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체 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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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 연수는 

비전문집단인 시민단체의 학교도서관 인력으로

서, 또는 운동가로서의 역량을 점점 강화시키

고 있다.

시민단체는 1997년의 학교도서관법의 개정

에도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행의 사서

교사 제도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학교도서

관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사서교사 양성제도의 필요성, 더욱 근본적으로

는 학교도서관 운 을 교육의 본질에서 접근하

는 등 강력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며 현재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주도하는 세력의 한 축을 형

성하고 있다. 

4. 2 긍정적인 측면

일본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시민단체의 활

동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국가적 정책

은 오히려 미미하 지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

과 전담 인력의 필요성을 느낀 학교장, 교육위

원, 자치단체장이 학부모의 도움을 얻어, 또는 

시의 施策으로 학교도서관에 인력을 배치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 가운데서 문고운동에서 출

발한 시민단체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운동에 참

여한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문제를 표면화했다는 점

이다. 문고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수가 감소하

면서 문고활동에 한계를 느낀 운 자가 어린이

의 가장 중요한 독서환경으로 학교도서관에 관

심을 갖고 실태를 조사한 것에서 학교도서관의 

빈약한 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전까지 학

부모는 교직원, 학생에게 봉사하는 학교도서관

의 실제 모델을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도

서관에 관심도 갖지 않았다(宇原 2002, 528). 

岡山시의 학교도서관 운 에 관한 비디오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이해한 문

고 운 자들은 그들의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학

교와 지자체에 학교도서관 개선을 강력한 설득

력으로 접근하 다.

둘째, 학교도서관에 사람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켰고 학교사서를 배치하는데 주도적 역

할을 하 다. 시민단체의 구성원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학교나 학

교도서관 관계자로서가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

회의 주민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학교사서의 실천성과가 축적되면서 사

람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켰다. 그 결

과 1997년에 학교도서관법을 개정하여 1953년 

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동안 사서교사의 배치

를 유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2003년 3

월 31일까지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사서교사

를 전면 의무 배치하도록 하 다. 

넷째, 학부모이면서 동시에 주민, 시민이기

도 한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는 가정 학교 지

역사회가 통합된 형태로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

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도서관과 그 지원기관인 공공도서관의 연

계를 용이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국민의 독서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어린이 독서활

동 추진법｣을 제정하도록 하 으며 이런 정책

의 수립은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학교도서관의 외벽을 공고히 하는 효과

를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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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부정적인 측면

시민이 주도하는 운동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의 초기단계에는 획기적인 발전효과를 가져왔

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드

러나기도 한다. 가장 부정적인 면은 어린이의 

독서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학교도서관의 전문

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볼 때 학교도

서관의 이용자는 교직원,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주 기능은 

교육과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서의 

구성이나 서비스의 내용 역시 주 기능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의 

독서기능과 교육-학습 기능을 분리하여 생각하

는 것은 무척 어렵다. 독서능력은 사고능력이

며 학습능력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서 그렇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독서

는 학교도서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고 성장단계에 따라 가정이나 공공도서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학교도서관은 교육과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마땅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추진한 문고운동 세력이 공공도서관 설립운동

을 거쳐 학교도서관으로 그 이념을 그대로 이

식하 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전문성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고 볼 수 있다. 

전문성이 배제된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의 

사서교사 제도의 특성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 

교과교사로서 겸임하는 사서교사가 도서관을 

제대로 운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사서를 배

치하게 되었다. 학교사서라고 하지만 그 자격

은 천차만별로 사서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있지만 독서지도원, 문고운동을 

하던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직책으로 유입되

면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도서관 활용과는 

관계가 멀 수밖에 없다. 법제적인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인 사서교사의 실천이 미약하고 축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 의 규

범이 될 수 있는 실천 모델이 부족했고, 시민단

체가 학교도서관의 운 에 관해 함께 의논해야 

할 공식집단의 존재가 애매하 다. 이런 상황 

하에서 추진되는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계획｣

과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은 학교도서관의 

성격을 문고의 연장선으로 보거나 학교 내의 

공공도서관, 또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학교분관

으로서의 성격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고운동과 학교도서관 운동에 깊이 관여한 

北村가 ‘어린이도서나 독서활동에 관여하는 시

민이 독서의 장으로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기대

를 갖기는 쉽지만 교육을 만드는 학교도서관과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직원, 도서관을 활용하는 

교사를 그려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

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것

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北村 2002, 

165)는 고백은 바로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운

동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한 매우 진솔

한 고백이라 하겠다.

또한 학교교육의 일제(一齊)성, 강제성, 과

제독서, 독후감 쓰기에 부정적인 문고운동가들

이 의도적으로 학교도서관에서의 자유독서를 

중시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문고운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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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의 어린이문화 육성활동

으로 어린이문화 육성의 한 場으로서 학교도서

관의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 으나 학교도서관

의 전문성이나 특성을 충분히 배려하지는 못하

다. 

둘째,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

한 해법이 너무 안이하게 추진되었다. 거의 잠

겨있다시피 한 학교도서관에 우선 사람을 배치

하려는 목적에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

을 신분이 불안정한 임시직 또는 긴급 고용촉진

법을 활용한 촉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학교사서’의 배치로 받

아들이는 움직임이 있었다. 단기간에 도서관을 

정비한다, 도서관 서비스를 실현한다, 독서활동

을 전개한다는 등의 활동을 단편적으로라도 실

천하면 이제까지 닫혀져 있던 학교도서관에 활

기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과 학

교사서 지망자의 열성적인 노력이 학교사서의 

실천, 학교도서관 서비스로 홍보되어 학교 관계

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해 왜소화된 인식을 확산

시키는 문제점이 있다(北村 2002, 165). 

셋째, 전담․전문․정규인력이 없을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대는 클 것이고 그 역할

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존도 역시 

클 수밖에 없다.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에 의한 

표준화된 활동 모델이 없기 때문에 각 학교는 

봉사자의 역량에 따라 독자성을 발휘하여 학교

도서관을 운 하게 된다. 독자성이란 뒤집어보

면 학교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교육,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역의 인재 활용이나 학교(도서관)의 개방 

등 학교와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열린 학교 

만들기를 시책으로 진행하면서 학부모, 시민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참여를 자원봉사 형

태로 끌어들여 실질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노

동력’으로 보고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한다(柴田 2002)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

렵다. 자원봉사자의 진출이 학교도서관의 전문

직을 대신하는 형태로 안이하게 도입되고 있다

는 점(渡辺 2002), 이제까지 시책을 요구해온 

시민이 이제는 학교교육에의 참여를 요구받으

면서 시책에 쫓기고 있다(北村 2002, 168)는 

점은 전문 역에 시민참가의 의의와 자원봉사

의 역할과 한계라는 면에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5. 결 론

일본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미친 문고운동의 

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과정에서 

어린이 문고활동을 해온 시민들의 참여가 크게 

기여하 다.

둘째, 어린이 독서라는 관점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학교도서관의 개방, 도서관 업무의 보조라는 

자원 봉사의 형태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서교

사를 배치하기 위한 학교도서관법 개정 운동에

의 참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의 실천에 

독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 등의 형태로 적극

적으로 어린이 독서활동, 학교도서관 활동에 

공헌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의 열성적인 자원봉사 활동은 

그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



일본의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치는 문고운동의 향  123

력을 대신할 수 있는 유휴노동력으로 잘못 인

식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비전문가의 자원봉사 활동에 의한 활

성화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어린이․청소년

의 독서시설로 축소 인식시키는 경향을 유발하

으며 이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성 및 학교도서

관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데 저해 요

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일본 학교도서관 현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도서

관 활성화 정책의 수립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관

계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큰 쟁점으로 떠

오르는 몇 가지 현상은 시민의 참여와 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문 인력

으로서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문제,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의 하나로 학교사서8)라는 직책(용

어)의 등장,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문제는 1997년 이후 

공공근로 인력을 도입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

고 이 활동을 주도한 것은 경기도의 시민단체

다. 시민단체가 어린이의 독서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교도서관 운 에 참여하게 된 것이 한

편으로는 교육행정 당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수립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사서교사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셈이다. 

학교사서라는 용어의 등장은 학교도서관 담

당 인력으로 사서교사 자격이 아니고 사서 자

격을 가진 인력이 도입된 데서 기인한다. 그러

므로 비정규직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는 서로 관

련된 문제로 시민단체가 학교도서관을 활성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학부모 자원

봉사자의 참여,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

력방안 역시 시민의 학교도서관 참여와 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시민이 학부모이며, 공공도

서관의 재원인 동시에 이용자이며, 학교도서관

의 간접적 수혜자이고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기술한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상황은 본 논문에서 고찰한 일본 학교도서관의 

현상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현

상들은 도서관의 발전이 뒤쳐진 국가에서 시민

이 주도하는 학교도서관의 발전이 어떤 시점에 

도달했을 때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발전과

정을 거치는 양국의 현상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학교도서관의 전문성 확립과 전문 인

력의 확보가 학교도서관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

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교도서관

이 단순한 어린이․학생의 독서시설이 아니라 

교과전개와 연계된 교수-학습센터로서의 전문

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전문성 확립은 

어린이 독서환경으로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촉

구하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올바른 협

력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로 시민운동으로는 학교도서관의 발전

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민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책을 촉구하고 시

 8) 2004년 7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제2조(정의) 6항: “학교사서”라 함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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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문제점을 끝까지 규명하고 시정을 촉구함

으로써 운동과 시책이 서로 자극과 견제의 역

할을 함으로써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

다. 이러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꾸준하

고 성실한 학습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차이점으로는 일본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서는 시민운동과 시책 모두 그 핵심이 사람에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운동 차

원에서는 사람의 문제가 주가 되었으나 정부시

책에서는 외형 정비에 주력하고 사람의 문제가 

그늘에 가리워진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전문․전

임․정규의 사서교사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그

들의 활동이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의 규범으로 존재하며, 사서교사들 사이에 

정보교환이 매우 활발하고 상호 협조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시민, 학부모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운동이나 지역의 정책이 단기간 내에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

만큼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중요하고 한 집단

의 전문성이야말로 그 분야가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공헌할 수 있는 원천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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