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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공공도서 은공 의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평생교육을증진함을목 으로하고있으며, 국 인

네트워크를갖추고지역사회의고유성을반 하는개별지역문화기 이다.이에공공도서 은지역과함께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해당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극 반 하는 개성 있는 도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연구는공공도서 의역할과기능 측면에서지역민의 요한지식정보센터로서다양한지식정보와문화 로그

램,지역문화콘텐츠제공을 해각지역에산재되어있는지역문화콘텐츠의 리 황을살펴보고공공도서 에서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blic library strives to foster information use by the public, cultural activities, reading, and

life-long education. Public libraries are firmly rooted in local societies providing services that reflect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those local communities, while at the same time are structured

in a coherent nation-wide network. This study examines practices of managing local cultural contents

and proposes ways in which public libraries, as central information hubs in local communities, can

provide diverse knowledge information and cultural programs, and local cultur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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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일반 으로 문화는자연 상태에서벗어나 일

정한 목 는 생활 이상을 실 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달되는 행동 양

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그 과정에서 이룩

하여낸 물질 ․정신 소득을통틀어이르는

말이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술, 제도 따 를모두 포함한다(네이버

국어사 ). 즉 문화란 인간이 삶을 함으로

써 일어나는모든 것이다. 한뿌리가 있는 문

화만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지역 정서와 생활의 특성을 근간으

로 하는 지역문화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기반인

지역의 개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게형성되어 왔

다. 를 들면 남지역은 역사 으로 마한, 백

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 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지역문화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를

계승․발 시키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기반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지역문화를 활성

화시키는데 있다. 여기에서 지역문화의 발 은

지역의 역사 정체성과 독창성유지를 기반으

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

다. 즉 지역문화의 특성과 개별성이 한층 강조

되고 있다. 최근에 각 받고 있는 여러 지역의

고유한 축제문화는 지역주민의 지역사랑과 역

사 자부심, 출향민의 향토애, 외지인의 방문

으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표 인 기 으

로는 공공도서 (도서 법 법률 제8029호)이

있다. 공공도서 은공 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국 인 공공도서 네트워크를 갖추고 지역

사회의 고유성을 반 하는 개별 지역문화기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공공도서 은 지역과 함께하는 살아있

는 유기체로서 해당지역의특성과 요구를 극

반 하는 개성 있는도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살아있는 지역문화의 유기체

로서 공공도서 의 역할은매우 요함에도 불

구하고 실은 그 지 못하다. 부분의 공공

도서 이 단순한 정보와 일시 인 문화 로그

램 제공, 공부방의 기능으로 락되고 있다.

따라서이 연구는공공도서 의역할과기능

측면에서 지역민의 요한 지식정보센터로

서 다양한 지식정보와 문화 로그램, 지역문화

콘텐츠 제공을 해 각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지역문화콘텐츠의 리 황을 진단하고 공공

도서 에서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연구에서사용된조사의 연구 상은 남

의 농․어 지역이며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웹페이지 조사, 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문화와 지역문화와의 계, 콘텐

츠와 문화콘텐츠 련 문헌, 지역문화콘텐츠와

공공도서 에 한 문헌 등으로 이루어졌다.

지조사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기 으로

라남도 시를 제외한 농․어 지역의 군 단

공공도서 방문, 계자 면담, 구체 인 자료

수집 황(도서 운 , 조직, 서비스, 축 된



공공도서 의 지역문화콘텐츠의 리와 활용방안에 한 연구 273

정보자료 등), 지역문화콘텐츠에 한 황조

사(DB 구축, 서비스 등)로 이루어졌다. 한

웹페이지를 통해서는 지역문화에 련된 지식

정보로서 문화콘텐츠 제공여부를 조사하 다.

조사범 는 남 농․어 지역 31개 공공

도서 이며, 설문지조사는 1차와 2차에 걸쳐

31개 공공도서 을 상으로 자우편 발송과

화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불성실하

게응답한 3개의공공도서 은 제외하 다.

한 계자 면담은 장 방문과 화로 이루어

졌다.

연구내용은 공공도서 의 문화 기능과 역

할, 문화와 지역문화에 한 이해, 문화와 콘텐

츠 개념과 유형 그리고공공도서 과 지역문화

콘텐츠를 다루었다. 남지역 농․어 의 공공

도서 과 지역문화 황에서는 조사와 분석을

한 연구 설계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

역문화기 으로서의 운 과 력,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지역문화콘텐츠 개발과 리

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 로공공도서 에서 지

역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

2. 공공도서 과 문화콘텐츠의 이론

2.1 공공도서 의 문화 기능

공공도서 은 지식정보자원에 한 자유로

운 근과 다양한 이용자들을고려하여 사하

고 자유롭고 정보화된 민주사회를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 공공도서 은

개인의 심사는 물론 범세계 인사상과 정보

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개방 이고 편견이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공공도서 을 통하여 하는 사상과 정보는

역의 지식과 견해들을 포함하고 그 사상

과 정보의 이용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

에 따라 다양하다. 공공도서 은 그 지역주민

모두에게 인종, 신분, 연령, 교육수 , 경제

상태, 는 다른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에 계

없이 무료로 장서와 사를 제공한다(Wilkins

1976, 3 ; Sager 1991, 21-22).

따라서 공공도서 은 조직구성원들의 특성

이나 조직의 업무 특성상 경제 인 이윤을 추

구하는 타 조직과는 구별되는 집단이며, 평생

교육, 사회문화, 여가, 생활복지서비스 등

의 다양한 지식정보자원들을 수집하여 가공처

리하고 이것을 축 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

는 지식정보센터이다.

한공공도서 의기능은크게일반 기능

과 문화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그 기

능들이다.

2.1.1 일반 기능

공공도서 은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공 에

이용제공. 둘째, 공 에필요한정보의 제공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셋째, 독서의

생활화를 한 계획의수립 실시. 넷째, 강연

회, 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평생교육 련

행사의 주최 는 장려. 다섯째, 다른 도서 과

의긴 한 력 자료의상호 차. 여섯째, 지

역 특성에 따른 분 등의 설립 육성. 일곱

째, 그 밖에 공공도서 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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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업무(도서 법. 법률 제8029호 제28조).

2.1.2 문화 기능

UNESCO는 ‘공공도서 선언’에서 공공도

서 의 문화 기능에 한 내용을 다음과 같

이 천명하 다.

“공공도서 은 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지역사회의 자연 인 문화센터이다.

따라서 성인과 어린이 모두가 시, 토론, 강연,

음악연주나 화시사회를 갖기 한기재가 필

요하다. 지역사회에서의 공공도서 은 그 사

의 가치를 설명하고 그 이용을 진시키기

하여 활동 이고 극 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

면 안된다. 학교, 성인교육단체, 여가활동단체

를 포함한 여타의 교육 , 사회 , 문화 제

기 술단체와 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IFLA 1972; 김은정 1995, 7).”

국사서 회에서는공공도서 의문화 기

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통문화를 승하고 보존. 둘째, 연구,

창작 등 지역문화 활동을 지원. 셋째, 지역문화

종합공간을 제공. 넷째, 국민 독서 공간을 제공

( 국사서 회 1991, 119).

외국의 사례에서도 공공도서 의 문화 기

능이 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Monroe는 미국

내 여러 공공도서 의 사례를조사하여 공공도

서 의 문화 기능을 분석한 후 6가지 모델을

제시하 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술

정보를 제공. 둘째, 지역사회에 술을 한 공

연 시시설과 장소를 제공. 셋째, 지역사회

의여러기 는단체속에서 술 로그램을

조정. 넷째, 지역사회를 한 여러 다른 문화센

터와네트워크를형성. 다섯째, 인본주의 가치

의 에서 공공의 문제를 사고하도록 지역사

회주민들을자극. 여섯째, 지역주민들의 술경

험에필요한기 인감상 이해능력(cultural

literacy)을 발 (Monroe 1981, 11-14).

따라서 공공도서 은 도서 이용자들에게

기존의 한정된 교육 기능에서 벗어나 지식정

보 제공은 물론지역사회의 문화활동을 지원하

는 기능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해 공공도

서 도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도

서 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 심의 맞춤지향

형서비스, 문화콘텐츠 생성과 제공 등으로 지

역사회와 지역문화 발 의 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다음 <표 1>은 공공도서 의 발 패러다임

의변화를나타내고있다(장우권 2002, 211-212

; 문화 부 2002).

2.2 문화와 지역문화의 계

문화에 한개념은이용어를사용하는

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문화는지식․

신앙․ 술․법률․도덕․ 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인간의학습에의하여사회로부

터얻어진모든능력이나습 들을포함하는생

활양식의 복합체이다(Tylor 1958). 를 들면,

특수집단의사람들이일반 과차별해서즐기

는 생활에서의 멋, 우아함, 고매한 취미와 술

에서부터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반 으로

옳은것으로받아들이는 삶의총체 양식이다.

한 문화는 선천 기능보다는 후천 기능이

강하다(박진규, 정철상 2005, 16-21).

따라서 문화는 사회와 집단의 유지,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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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의 통 도서 지식기반사회의 디지털도서

∙정보수집․ 리 심

∙도서 산화

∙인쇄매체 심

∙공 자( 리자) 심

∙실물소장 개념의 자료구입

∙자립형 도서

∙정보제공처․학습 공간

⇒

∙지식정보서비스 심

∙도서 디지털화

∙멀티미디어/웹환경 심

∙수요자(이용자) 심

∙ 근(원격) 개념의 장서개발

∙네트워크형 도서

∙지식정보․평생교육․사회문화․ 여가․생활복지 공간

∙문화콘텐츠 생성과 제공

∙3 one service(one stop, one demand, one service)

∙사서(Librarian) ⇒ ∙지식정보 문가(Knowledge & Information Professionals)

<표 1> 공공도서 패러다임 변화

의 응, 지식의제공과축 , 성원의심리 요

구충족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역문화는 통 측면에서 지역의 생활양

식 는 행동동기를 지역주민들이자각과 지

를 갖고 승시키는 것이며, 지역에서 시간과

공간의 구상을 실 시키고 주체 이고 극

인 참여와 활동을 유발시킨다. 한 지역사회

를 구성하는 지역주민 모두가 주체 ․자발

으로 참가하고 창조해 가는일상의 생활행태이

다(박진규, 정철상 2005, 16-17). 여기에서 지

역문화란 공통 인 요소로 연계된일정한 공간

의 생활양식 체로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 즉 지역의 통문화유산, 지역민의 생활

문화, 미래의 창조문화( 술문화) 등을 포

으로 내포한다(이성근 2003, 106).

따라서 지역문화란 지역 특성(독자성과

개성)을 갖춘 지역의 생활양식의 체로서 과

거의 통문화를 계승․발 시키고 지역민의

생활문화를 토 로 미래의 지역문화를 창조한

다. 한 지역문화는 지역정체성의 발 기능

( 통과 개성이 함께하는 지역문화, 개성있고

창의 인 지역문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자원

제공기능(양호한 지역환경과 창의 인 지역분

기), 주민의 정신함양과 교육기능(지역사랑

애향심, 변화 지향 이고 발 지향 인 지역

문화) 등을 제공한다.

2.3 콘텐츠와 문화콘텐츠

콘텐츠에 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콘텐츠를 사 의미에서 살펴보면 ‘내

용’, ‘목차’, ‘알맹이’ 등이며 서 이나논문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지칭한다. 정보기술의 발달

로그의미도변화되고있다. 콘텐츠란문자, 소

리, 화상, 상등의형태로이루어진정보의내

용물이다. 여기에서는출 , 음악, 화등의

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DB정보 등의 범

한분야가포함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따라서 콘텐츠는 정보의 재화, 정보상품과 정

보서비스이며정보의생산품이다. 이를등식화하

면 ‘contents=information goods and service

=information products=정보생산품’으로 나

타낼 수 있다(이명규, 장우권 2004, 290).

콘텐츠는 그특성에 따라멀티형, 축 형,

방향형, 실시간 정보형, 수집․갱신형 콘텐츠

로분류된다. 다음 <표 2>는 이것을구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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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특 성

멀티형 콘텐츠 화, 애니메이션처럼 한 번 제작된 후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반복 으로 소비되는 콘텐츠

축 형 콘텐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축 되어 이용되는 콘텐츠

방향형 콘텐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데 가치가 있는 콘텐츠로서, 커뮤니 이션 콘텐츠라고도 함

실시간 정보형 콘텐츠 신문, TV 뉴스 등과 같이 속보성 가치가 있는 정보콘텐츠

수집․갱신형 콘텐츠 정기 으로 정보를 수집, 갱신하여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표 2> 콘텐츠의 유형과 특성

나타낸 것이다(조윤아, 이은진 2007, 25).

한 콘텐츠의형태는 기존의 아날로그형태

에서 문자, 그림, 소리, 상 등과 같은 표 매

체의 종류에 계없이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0

과 1)로 표시되는 디지털콘텐츠가 멀티미디어

화 되고 있다(장우권 2002, 355). 즉 디지털콘

텐츠는 콘텐츠와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결

합체로서 웹, 게임, 디지털 상과 같이 디지털

로 표 되는 모든내용물을 포함한다(한국소

트웨어진흥원 2000, 13).

이러한 콘텐츠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형태

는 문화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 인요소가 된

다. 문화콘텐츠의 정의는 의 , 의 , 법률

, 비즈니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 측면에서 문화콘텐츠란 미디어 혹은

랫폼에 담기는 문화 ․ 술 내용물이며,

의 측면에서는 문화기호들의 연쇄 조합

이 창출한 결과물이면서 커뮤니 이션의 다양

한 채 을 통해 상업화할 수 있는 재화이다(강

구, 김종태, 장은석 2005, 12). 한 법률

측면에서문화콘텐츠란 “문화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3항. 법률 제7943호), 비즈니스 측면에서

는 “문화콘텐츠는 문화, 술, 학술 내용물의

창작 는 제작에 을 두어 주로 문화 술

학계를 기반으로 창작성을 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러한 창작 인문화 요소가 체화되

어 경제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다”(문화산

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2항. 법률 제7943호).

문화콘텐츠는 문화 부, 문화산업기본법,

유네스코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문화 부는 10개 분야로 나 고 있

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화, 상,

방송, 디지털, 콘텐츠, 고(http://www.mct.

go.kr).

둘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는 11개 분야로

나 고 있다: 출 , 음반, 미술품 통공

품, 공연, 화 비디오, 방송, 고,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 문화재 련 사업, 캐릭터

등(문화산업진흥기본법 법률 제7943호).

셋째, 유네스코에서는 11개분야로나 고있

다: 인쇄자료 문헌, 음악, 시각 술, 공연

술, 화, 텔 비 , 문화유산, 사회문화 활동,

체육활동, 자연문화의일반운 등(http://port

al.unesco.org).

이러한 문화콘텐츠는 인터넷의 발달로 기

존의 아날로그 콘텐츠 형태인 원본문서, 인쇄

문서, 책자, 간행물, 팜 렛, 단, 사진, 슬라

이드, 필름, 녹음, 녹화테이 , 증명서, 일기,

각종 패, 기념품, 유품 등의 기록물콘텐츠가

디지털콘텐츠에 의한 미디어 융합 상이 일어

나고 있다(그림 1 참조).



IT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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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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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인터넷 방송

화 디지털 화

음 반 MP3

애니메이션 Web Comics

게 임 온라인 게임

출 자책

(출처: 유승호 2002, 70)

<그림 1> 디지털기술과 문화산업의 융합

문화산업

멀티형 콘텐츠 축 형 콘텐츠

미디어기기

문화콘텐츠 CT기술 디지털문화콘텐츠

수집갱신형

콘텐츠
실시간 정보형

콘텐츠

씽방향형

콘텐츠

(출처: 문화 부. 콘텐츠 코리아 비 21. 2001)

<그림 2> 디지털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는 기존의 문화콘텐츠의

제작 유통에 디지털기술이등장함으로써 나

타난 새로운 문화콘텐츠이다. 이것은 디지털정

보( 문정보와 일반정보), 교육용콘텐츠(온라

인형, 엔터테인먼트형, 패키지형), 디지털출

(디지털서 , 웹제작 디지털 간행물), 디지

털게임(아 이드게임, 비디오게임, PC게임),

디지털 상(특수편집 상물, 디지털 애니메이

션 만화), 디지털캐릭터, 시 상), 멀티미

디어콘텐츠 작도구, e-music, 웹 스 , 시뮬

이션, 원격회의, 원격진료, 메일링서비스, 모

바일콘텐츠 등으로 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문화콘텐츠는 문화콘텐츠

를 디지털화 하는과정에서 IT는 CT로 변용되

고, CT(Cultural Technology)는 디지털문화

콘텐츠의 주요 역으로 발 되는 추세이다(김

우성, 김희섭 2005, 22-24).

다음<표3>은기존의문화콘텐츠와새로운디

지털문화콘텐츠를 방법, 내용, 서비스 측면에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김채한 2000, 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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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문화콘텐츠 디지털 문화콘텐츠

책, 신문, 라디오, TV 등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총체 인 매체활용을 통해 재창출시키는 콘텐츠

아날로그 디지털

단방향 방향

콘텐츠의 생산자≠콘텐츠의 수요자 정보이용자=정보제공자

시공간의 제약 시공간의 제약 없음

Update의 비용이 큼 Update가 쉽고 렴한 비용

순차 인 방법에 의해 정보제공 정보습득과정이 비순차

<표 3> 기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문화콘텐츠의 비교

최근에는 이러한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디지

털문화유산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유산

은 다음 세 에 상속할 만한 인류의 문화 소

산으로한민족의정체성을나타내는문화 자

산이다. 따라서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는인류

의 지식과 표 의고유자원을 디지털 형식으로

재생산하거나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화한것이며문화, 교육, 기술등의모든 역에

서 존재한다(배정 2007, 5)(그림 3 참조).

2.4 공공도서 과 지역문화콘텐츠

공공도서 은 다양한 문화 요소와 기능들

을 갖춘 문화기 이며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이

다. 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도서 은 그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화요소, 문화 내용

등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조직화 한다. 한 이

것을 보존하고 달하여야하며 지역문화의 변

화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한 그 지역 나름 로의 향토색과 문화를 지키

고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윤정기 1990). 이를 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기 과 단

체, 주민들의 극 인 심과 참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의 통문화유산, 지

역민의 생활문화, 미래의 창조문화 등을 포

으로 내포하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가 그 지

역의 특성 문화유산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

체의 운 홍보활동은 물론 지역주민과 타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제공하는 목 을 추구

하기 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림 3>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계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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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있

어 문화 요소가 체화되어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즉 지역의 문화 유산

이나 지역 특성 등을 시각 인 이미지로 활

용하여 자치단체의 운 홍보활동, 정보제

공을 목 으로 만들어진 정보 문화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는 심벌로서의 콘텐

츠를 포함한다(조윤아, 이은진 2007, 28-29).

따라서공공도서 은주민들이 자신 다른

집단의 문화 통을 이해(문화의식, cultural

awareness)하려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

을 주는 지역문화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

은지역주민들의개인 지역사회의역사․문화

통(local history․cultural and genealogy)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다(Nelson 2002

; IFLA/UNESCO 공공도서 서비스 가이드

라인 2002 ; 차미경 2002, 208-209).

3. 공공도서 과 지역문화콘텐츠
황분석

3.1 연구 설계

공공도서 에서 지역문화콘텐츠 리와 활

용방안을 제시하기 해 남지역의 농어 지

역 문화기 으로서의 운 과 타 유 기 과의

력 황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 다. 여기

에서 나타난 문제 을 알아보고 공공도서 에

서 바람직한 지역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제시

하 다. 이를 해 남지역 농․어 지역 공

공도서 을 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 다.

연구문제 1: 공공도서 의주요업무 의 하

나인 지역문화콘텐츠 리를 한 제반 운

여건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공공도서 웹페이지에서 지역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공공도서 의 지역문화콘텐츠

리에서 나타난 문제 과 해결을 한 이들

기 의 역할과 지역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은 무

엇인가?

이 연구의 연구 상의 설정과 구성은 다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1) 공공도서

남의 농어 지역 공공도서 으로서 지역

주민을 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문화 로그램

을 운 하고 있는 31개공공도서 을 연구 상

으로 하 다(부록 1. 참조).

그 이유는 이 지역은 로부터 다양한 통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지역축제

와 민속행사 등을통해 지역문화유산을 계승․

발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 운 황

지역기 과 문화 련 기 과의 유기 력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지에 한 내용

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3) 웹페이지 구축과 서비스

지역문화콘텐츠 제공여부에 하여 조사하

다.

4) 지역문화콘텐츠의 리, 문화 로그램, 제

도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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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콘텐츠 리에서는 콘텐츠의 수집과

정리, 보존, 문화 로그램 실시 여부, 지역문화

콘텐츠 리의 효율 지원을 해 제도 ․법

률 규정과 조례 등의 황을 알아보기 해

설문지를 구성하 다.

이 연구에서사용된설문지 문항과 내용구성

은 크게 다섯개의 역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지역문화콘텐츠 활용을 한 유 기 과의

력 계 1문항, 둘째, 지역문화콘텐츠수집, 정리,

보존 2문항, 셋째, 문화 로그램 2문항, 넷째,

련법률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4 참조).

설문조사는 체 두 차례 실시되었으며, 경

우에 따라서는 직 담당자와 화통화를 하

다. 설문조사기간은 1차는 2007년 10월 9일부

터 10월 25일까지, 2차는 2007년 10월 28일부

터 11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 회수는 31개 공공도서 28개 공

공도서 이며 회수율은 90.3%이다. 설문결과

의 분석은 모두 빈도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운 과 력사례 분석과 홈페이지조사

(2008년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그리고 면

담분석 등 세 가지 분석결과를 토 로 남지

역 농어 공공도서 에 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시하 다.

3.2 지역문화콘텐츠 리

연구 상으로 선정된 28개도서 에 한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지역문화콘텐츠와 유 기 력체계

지역문화콘텐츠활용을 하여지역문화원, 군

청 유 기 과 력체계구축되었는가에 해

서는 체 조사 상의 28개 도서 32.1%인

9개도서 이 력하고있다고하 다. 유 기

과의 력체계구축은지역문화콘텐츠이용과활

성화에많은 향을 것이므로이에 한 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표 5 참조).

평가 역 세부평가지표 문항

력체계 유 기 과의 력 1

콘텐츠
수집, 정리, 보존 1

콘텐츠 수량 1

문화 로그램
문화 로그램실시 1

로그램 수와 로그램 명 1

법 제도 ․법률 규정과 조례 1

계 6

<표 4> 설문 구성 내용

도서
곡성교육문화회 , 옥과공공도서 , 구례매천도서 , 고흥군립남부도서 , 강진군립도서 , 무안공공도서
, 신안군립도서 , 해남군립도서 , 장성아카데미하우스

도서 수 9

비율(%) 32.1

<표 5> 지역문화콘텐츠 활용과 유 기 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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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역문화콘텐츠의 자료조직과 보존

지역문화콘텐츠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활용하고 있는곳은 14개 도서 (50%)으로나

타났다(표 6 참조). 나머지는 공공도서 의 본

연의 기능인 지역문화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2.3 지역문화콘텐츠와 법률

지역문화콘텐츠 리에 한 제도 ․법률

규정 는 조례 등을 갖추고 있는가에 해

서는 조사 상 28개 도서 모두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의 미비는 지

역문화콘텐츠 생산과 리 그리고활성화에 많

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3.3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과의 계

3.3.1 문화 로그램

지역민을 한문화 로그램(문화강좌혹은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85.7%

(24개 도서 )이고, 14.3%(4개도서 , 구례군

매천도서 , 고흥군립북부도서 , 보성농어 도

서 , 노화공공도서 )는문화강좌 는평생교

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표 7 참조).

3.3.2 지역문화 로그램

지역문화와 련된 로그램은 조사 상의

공공도서 14.3%인 4개의 도서 만이 제공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례공공도서 의지

리산 꽃 르미(압화), 벌교공공도서 의 차문

화 , 통음식, 장성공공도서 의내고장문

화유 알기(독서교실 1시간), 신안군립도서

의 어린이 조류탐사, 내지역 팜투어 등이다. 나

머지 도서 들도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환경에

맞는특색잇는지역문화콘텐츠 로그램을만들

어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도서

곡성교육문화회 , 벌교공공도서 , 해남공공도서 , 진도공공도서 , 구례매천도서 , 고흥군립남부도

서 , 고흥군립북부도서 , 강진군립도서 , 군립도서 , 완도군립도서 , 신안군립도서 , 해남군립

도서 , 장성아카데미하우스, 화순공공도서

도서 수 14

비율(%) 50.0

<표 6> 자료조직과 보존 도서

도서

담양공공도서 , 곡성교육문화회 , 구례공공도서 , 보성공공도서 , 벌교공공도서 , 장흥공공도서 ,

해남공공도서 , 암공공도서 , 무안공공도서 , 장성공공도서 , 진도공공도서 , 고흥평생교육 ,

옥과공공도서 , 고흥군립남부도서 , 강진군립도서 , 암정보문화센터, 무안군공공도서 , 군립

도서 , 완도군립도서 , 신안군립도서 , 해남군립도서 , 장성아카데미하우스, 함평공공도서 , 화순공

공도서

도서 수 24

비율(%) 85.7

<표 7> 문화 로그램 제공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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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8>은 지역문화 로그램 제공도서

과 로그램명을 나타내고 있다.

3.4 웹페이지 구축과 콘텐츠 서비스

3.4.1 웹페이지 구축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식정

보를 서비스하고 있는 도서 은 25개 공공도서

(89.3%)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한 이

들 도서 은 지자체와 련 기 들의 웹페이지

와 상호연결망이 구축되어있어 지역민과 출향

민 는 특정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자 하

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지역문화콘텐츠를 제

공한다.

번호 도서 로그램 명

1 구례공공 - 지리산 꽃 르미(압화)

2 벌교공공 - 차문화 , 통음식

3 장성공공 - 내고장 문화유 알기(독서교실 1시간)

4 신안군립
- 어린이 조류탐사

- 내 지역 팜투어

<표 8> 지역문화 로그램 제공기 과 로그램명

번호 도서 명
콘텐츠

자료(향토) 자체 개발 문화유 소개

1 담양공공도서 ○ × ○

2 곡성교육문화회 × × ○

3 구례공공도서 × × ×

4 보성공공도서 ○ × ○

5 벌교공공도서 × × ○

6 화순공공도서 × × ×

7 장흥공공도서 ○ × ○

8 해남공공도서 × × ○

9 암공공도서 × × ×

10 무안공공도서 × × ○

11 함평공공도서 ○ × ×

12 공공도서 × × ×

13 장성공공도서 × × ×

14 진도공공도서 × × ○

15 고흥평생교육 × × ×

16 옥과공공도서 × × ×

17 고흥군립남부도서 × × ×

18 고흥군립북부도서 × × ×

19 강진군립도서 × × ×

20 암정보문화센터 × × ×

<표 9> 지역문화콘텐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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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지역문화콘텐츠 서비스

첫째, 지역문화콘텐츠로서 향토자료를 별도

로 비치하여 제공하는 도서 은 체 21.4%인

6개 도서 (담양, 보성, 장흥, 함평, 완도군립,

신안군립)으로 나타났다. 다른 도서 도 그지

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향토자료실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한다(표 10 참조).

둘째, 이러한 향토자료를 자체콘텐츠로 개발

하여 웹페이지에 제공하는 것은 완도군립도서

1개(4%) 뿐이었다. 이것은 ‘해상왕장보고’

련문헌으로 단행본 48종 76권, 연구논문

학술지자료 60종( 일포함)이다. 단행본은 서

명, 자, 출 사, 소장 부수 등을 나타냈으며,

연구논문 학술지자료는 서명, 자, 련문

헌( 일) 등으로 제시하 다. 다음 <그림 4>는

해상왕 장보고 련문헌 목록을 나타내고 있다.

도서 담양공공도서 , 보성공공도서 , 장흥공공도서 , 함평공공도서 , 완도군립도서 , 신안군립도서

도서 수 6

비율(%) 21.4

<표 10> 지역문화콘텐츠 활용과 유 기 력체제

<그림 4> 해상왕 장보고 련문헌 목록

21 군립도서 × × ×

22 완도군립도서 ○ ○ ×

23 신안군립도서 ○ × ○

24 해남군립도서 × × ×

25 장성아카데미하우스 × × ×

계(%) 6(24) 1(4)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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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화유 은 조사 상의 32.1%인 9개

공공도서 이 웹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다음은 문화유 소개를 크게 3가지로 나

어 살펴본 것이다.

첫째, 지자체 홈페이지를 연결하여소개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도서 은 담양공공

도서 , 보성공공도서 , 벌교공공도서 , 무안

공공도서 , 진도공공도서 , 신안군군립도서

등이다.

둘째, 도서 자체 으로 조사하여제공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곡성교육문화회 의 ‘우리고

장 문인소개,’ 해남공공도서 의 ‘지역작가 소

개’ 등이다.

셋째, 지자체에서 제공받는 정보와 자체조사

하여제공하는경우이다. 여기에는장흥공공도서

의 ‘문화유산 상세소개(유물, 유 , 자료 등)’

등을들수있다. 특히이도서 은지역주민외

국인들을 해 ‘ 내유 지와문화시설’을직

답사하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고 있다.

4. 지역문화콘텐츠 활용방안

4.1 지역문화콘텐츠 황과 문제

연구 상으로 선정된 28개도서 에 한 조

사 결과는 <표 12>와 같다.

한 도서 법(법률 제8029호, 제2조와 제28

조)에서도지역문화콘텐츠가 주요사업의 상

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상의모든 도서 이 지

역문화콘텐츠 리에 한 제도 ․법률 규

정 는조례등을갖추고있지않아다음과같

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첫째, 지역문화콘텐츠 리의 주체가 불명확

하여 이 , 삼 으로 리가 복되거나, 책임

소재 부재로 체계 인 지역문화콘텐츠 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도서 이지역문화원, 군청 유 기

과 력체계가 제 로구축되지 않아 생산

이고 효율 인 지역문화콘텐츠 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도서
담양공공도서 , 보성공공도서 , 벌교공공도서 , 무안공공도서 , 진도공공도서 , 신안군군립도서 ,

곡성교육문화회 , 해남공공도서 , 장흥공공도서

도서 수 9

비율(%) 32.1

<표 11> 웹사이트에서 문화유 소개

질문내용 응답내용

지역문화원, 군청 유 기 과 력체계 9개 도서 (32.1%)

지역문화콘텐츠 수집, 정리 보존하여 활용 14개 도서 (50.0%)

지역문화콘텐츠 리에 한 제도 ․법률 규정 는 조례 없음

지역민을 한 문화 로그램(문화강좌 혹은 교육 로그램)을 실시 85.7%(24개 도서 )

지역문화와 련된 로그램 4개 도서 (14.3%)

<표 12> 지역문화콘텐츠 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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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문화콘텐츠 수집, 정리, 보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지역민을 한 지역문화 로그램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웹페이지에 제공하는 지역문화콘텐

츠가 한 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완도군립도서

만이 ‘장보고’ 련문헌을 자체 으로 수집,

정리하여 DB로 제공할 뿐이다.

4.2 지역문화콘텐츠 활용방안

4.2.1 공공도서 의 역할 변화

지역문화발 을 해서는 공공도서 의 문

화 기능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발

되어야 한다. 이를 해 공공도서 은 지역

주민을 한 기존의 수동 의미의 지식정보자

원의 서비스 기능을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자원을 극 으로 활용 한다. 이러

한 행 의 결과는 역사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에 한 지역주

민의 이해와 극 인 참여를 낳는다. 이것은

공공도서 과 지역주민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문화를 창조 하고 이를 계승․발 시키

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지역의 통문화유산,

지역민의생활문화로서 평생교육, 사회문화,

여가, 생활복지서비스, 미래의 창조문화등의

다양한 지식정보자원들을 수집․가공처리․축

하여이용자들에게제공하는지식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2.2 지역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첫째, 공공도서 의 문화 기능을효율 으

로 수행하기 해서는 도서 법(법률 제8029

호) 제28조 업무의 추가 항목으로 ‘지역문화콘

텐츠 리’에 한 규정을둔다. 한각지방자

치제의회에서 제도 ․법률 규정 는 조례

등을 제정한다. 를 들어, 라남도 의회와

시․군의회에서 지역문화유산의 체계 리

를 해 지역 공공도서 에 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한다.

둘째, 공공도서 은 지역에 맞는 개성 있고

창의 인 지역문화콘텐츠 리 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집행해야한다. 즉 지역문화콘텐츠의

수집, 정리, 축 과 제공에 한 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집행( 산, 기간, 인력 등)한다.

셋째,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콘

텐츠 생산을 해문화공간을 극 으로 제공

해야하며 이에 한도서 규정을둔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와이용자의 특성을 고

려하여 운 , 문화향유 공간기능 수행과 연구,

창작 등 지역문화활동을 지원(감상실, 공연장,

시실, 기타 여가선용의 장 등), 이용자 계층

별 지역문화 로그램발굴(어린이, 청소년, 성

인, 노인 등), 도서,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 등

을 상 여, 연주․합창회, 연극, 강습회

등을 개최, 토론회, 좌담회, 독서회 등을 지원.

넷째, 공공도서 은 지역문화콘텐츠 생산과

리를체계 으로할수있도록다음의사항을

극 으로실시한다. 향토자료의발굴, 수집, 소

장을 장려, 지역의 문화유산(유형문화재)에

한 역사교육 실시와 견학, 답사, 문화재 로드맵

작성과애호운동을 개, 지역의 통문화 술

에 한 시, 강좌, 비디오(DVD, UCC 등) 상

,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비디오, CD- ROM,

DVD, UCC 등으로제작하여보존, 웹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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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지역문화콘텐츠를제공하고, 이용자들

도연구나여행등에서수집, 정리, 개발하여만

들어진 지역문화콘텐츠를 올릴 수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자랑스러운우리고장문화콘텐츠’란을

개설하여이를 극 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다.

다섯째, 공공도서 은 지역문화콘텐츠를 지

역의 련기 으로 부터 제공받거나직 제작

하여지역의문화와 술에 한 사회․문화교

육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민들의 지역문화․

술에 한 이해와 극 인 문화활동을 유도,

자발 인 지역문화․ 술 동호인의 결성과 활

동 지원, 다양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기자재, 재정, 강사진 확보.

여섯째, 공공도서 은 지역문화콘텐츠를 활

용하여지역문화․ 술 생활문화 반에

한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이를제공한다(이성근

2003, 114). 지역문화정보는 지역주민들을 지

역문화․ 술과 연계시켜주는 매개체 역할 수

행, 지역문화․ 술의 체험기회를 확 (능동

인 문화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실제 생활

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활용, 지역

문화를 콘텐츠화 함과 동시에지역문화 인 라

를 확충, 지역의 문화 술에 한 지식정보생

산(지역의 문화유 , 지역축제, 통 술 등을

시청각 상매체화(CD, DVD, VIDEO, 음반

등)), 지역문화 술인들의 작품수집과 리(동

양화, 서양화, 조각, 수공 , 서 등).

일곱째, 공공도서 은 지역민들의 지역문화

유산에 한 이해와 새로운지역문화를 창조하

기 해 련 행사참여를 극 으로 유도하고

‘지역뉴스지’를 발행한다. 각종 행사와 동 문

화행사를 개발하여 극 으로 참여를 장려,

지역사회 인물, 행정, 법규 계, 문화 술행사,

시안내 등을 수록하는 ‘지역뉴스지’를 발행.

여덟째, 공공도서 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계

승․발 시키기 해서는 극 인 홍보를 수

행해야 한다. 이를 해 지역과 지역간의 연

강화를 한 국 공공도서 네트워크를 구

축한다. 지역 상호간의 정보교류, 자료교환, 문

화 술행사의 교류, 체육행사의 교류를 유도,

공공도서 의 시설을 필요에 따라 상호이용.

아홉째, 공공도서 은 지역문화콘텐츠를 생

산 이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는 공공

도서 을 심으로 다양한 지역의 유 기 ,

특히 지역문화단체를 심으로 네트워크를 구

축한다. 지역문화단체는 지방문화원, 술진흥

원, 박물 , 미술 , 향토자료 , 문화의 집, 복

지회 , 청소년회 , 공연시설, 시시설, 국악

원, 각종 사회교육기 , 기타 문화 술단체 등.

열 번째, 공공도서 은 지역문화콘텐츠를 기

존의 아날로그 형태에서디지털 형태로 재생산

하여 제공한다. 이를 한 극 인 서비스로

웹사이트를 극 으로 활용한다. 지역의 이미

지를 강화하고 문화 요소가 체화되어 나타난

문화콘텐츠(경제 부가가치 창출), 자치단체

의 운 홍보활동, 정보제공을 목 으로 만

들어진 정보․문화콘텐츠(지역의 문화 유산

이나 지역 특성 등을 시각 인 이미지로 활

용),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는 심벌로서의

콘텐츠 따라서 공공도서 은 효율 인 지역문

화콘텐츠 생산과 리를 해서 지역사회 문화

기 , 시설과 연계해야 하고, 도서 만의 특성

을 지니는 문화 기능을 모색하여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다음 <그림 5>는 공공도서 의 지역문화콘

텐츠 활용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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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콘텐츠 리제도․법률규정 는 조례

지역문화 계획
수립과 집행 문화공간 제공

통문화 승과
계승

지역문화․ 술에
한 사회교육기능

지역의 유 기 ,
지역문화 단체를
심으로 네트워크

행사참여와
‘지역뉴스지’ 발행

디지털형태로재
생산과 가공

지역사회 문화기 , 시설과 연계
도서 만의 특성을 지닌 기능 모색과 수행

지
역
문
화
콘
텐
츠
활
용
방
안

지역문화․ 술에
한 사회교육기능

<그림 5> 공공도서 의 지역문화 콘텐츠 활용방안

5. 결론 제언

5.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라남도 농어 지역공공도서

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공공도서

의역할과기능 측면에서지역민의 요한지

식정보센터로써다양한지식정보와 문화 로그

램, 지역문화콘텐츠 제공을 해 각 지역에 산

재되어있는 지역문화콘텐츠의 황을 조사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남도농어 지역 9개의공공도서

이 지역문화콘텐츠 활용을 하여 지역문화원,

군청 유 기 과 력체계가구축되어있다.

둘째, 지역문화콘텐츠에 한자료조직과 보

존은 11개 도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조사 상의 28개 공공도서 모두가

지역문화콘텐츠 리에 한 제도 ․법률

규정 는 조례 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

넷째, 공공도서 에서 지역민을 한 문화

로그램(문화강좌 혹은 교육 로그램)은 24

개도서 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지역문화와 련된 로그램은 단 4

개의 도서 만이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웹페이지에서 지역문화콘텐츠는 유

일하게 완도군립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같은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라남도 농

어 지역의공공도서 을 한지역문화콘텐츠

의효율 인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콘텐츠 리에 한 제도 ․

법률 규정 는 조례 등을 제정한다.

둘째, 공공도서 은지역 특성에맞는창의

인지역문화 리계획을수립하고이를집행한다.

셋째,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콘

텐츠 생산을 해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넷째, 공공도서 은 지역문화콘텐츠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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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통해 통문화를 계승하기 한 활동을

극 으로 개한다.

다섯째, 공공도서 은 지역문화콘텐츠를 활

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문화와 술에

한 사회․문화교육 기능을 실시한다.

여섯째, 공공도서 은 지역문화콘텐츠로 지

역문화․ 술 생활문화 반에 한지식정

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한다.

일곱째, 공공도서 은 지역민들에게 지역문

화유산의 이해와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기

해 련 행사 홍보와 참여 그리고 ‘지역뉴스

지’ 등을 발행한다.

여덟째, 공공도서 은 지역간의 연 강화를

한 국 공공도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홉째, 지역문화콘텐츠를 생산 이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는 공공도서 을 심

으로 다양한 지역의 유 기 , 특히 지역문화

단체를 심으로 네트워크화 되어야 한다.

열 번째, 공공도서 은 지역문화콘텐츠를 기

존의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형태로 재생산

하여 제공한다.

5.2 제언

농어 지역공공도서 은문화 역할을수행

하기 하여다음과같은기능들을제공해야한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문화 술 활동의 개와

향유를 해 여러시설과 지식정보자료를 갖추

어야 한다(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제공

창조의 공간을 제공함).

둘째, 지역사회의다른문화기 과단체를연

계하여다양한문화 로그램을개발하여보 해

야한다(다른문화기 과단체간의이용층 변

확 를 한지식정보 개자의역할을수행함).

셋째, 다양한 지역문화콘텐츠를 수집하고,

자료조직(분류와 목록)화 하여 DB를 구축하

고, 이를 지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연구는 라남도 농어 지역의 공공도서

에 한정하여 조사되었으며, 체 으로 지역

사회 공서, 사회단체와 기 시설 등에서

의 지역문화콘텐츠 황과 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범 를 체로 확

하여 실제 인 공공도서 에서의 지역문화콘

텐츠 리가 이들 기 과 상호 력하에서 이루

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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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남 농어 지역 공공도서 황

번호 도서 명 주 소 홈페이지

1 담양공공도서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56-4 http://www.dylib.or.kr/

2 곡성교육문화회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26-3 http://www.gokseong-lib.or.kr/

3 구례공공도서 구례군 구례읍 동리 484-2 http://www.grlib.or.kr/

4 보성공공도서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907-1 http://www.boseonglib.or.kr/

5 벌교공공도서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43 http://www.beolgyolib.or.kr/

6 화순공공도서 화순군 화순읍 교리 220 http://www.hwasunlib.or.kr/

7 장흥공공도서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304-3 http://www.jhlib.or.kr/

8 해남공공도서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46-1 http://www.hnlib.or.kr/

9 암공공도서 암군 암읍 서남리 77 http://www.yalib.or.kr/

10 무안공공도서 무안군 무안읍 교 리 257-1 http://www.muan-lib.or.kr/

11 함평공공도서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01 http://www.hplib.go.kr/

12 공공도서 군 읍 무령리 360-1 http://www.yklib.or.kr/

13 장성공공도서 장성군 장성읍 천리 1070 http://www.js.or.kr/

14 진도공공도서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7-4 http://www.jindolib.or.kr/

15 고흥평생교육 고흥군 고흥흡 남계리 458-7 http://www.ghlife.go.kr/

16 옥과공공도서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410-2 http://www.oklib.or.kr/

17 구례군 매천도서 구례군 구례읍 북리 39

18 고흥군립 남부도서 고흥군 도양읍 황리 3273 http://ghlib.go.kr/

19 고흥군립 북부도서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 590 http://ghlib.go.kr/

20 보성농어 도서 보성군 득량면 당리 373

21 강진군립도서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65-25 http://www.gjlib.go.kr/

22 암정보문화센터 암군 암읍 교동리 383 http://www.yalibrary.or.kr/

23 무안군공공도서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23-3

24 군립도서 군 읍 무령리 315-82 http://www.yggunlib.go.kr/

25 완도군립도서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82-154 http://www.wandolib.go.kr/

26 일공공도서 완도군 일읍 화목리 986

27 노화공공도서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200-1

28 신안군립도서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694-10 http://user.chollian.net/~sinanlib/main.htm

29 자산문화도서 신안군 흑산면 리 176-99

30 해남군립도서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 http://lib.haenam.info/

31 장성아카데미 하우스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388 http://www.jsah.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