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도서  복합문화공간의 
로그램 구성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gram Structure and 
Activation Plan of the Complex Cultural Space in Public Library

신 영 지 (Youngji Shin)*

노 영 희 (Younghee Noh)**

목  차

1. 서 론

2. 이론  배경

3. 연구설계  방법론

4. 설문 분석 결과

5. 논 의

6. 결론  제언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  내 복합문화공간의 황  운  인 로그램 황을 악하기 한 기 연구로서,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 공공도서 을 상으로 공간유형  로그램 황을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복합문화공간별 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에 복합문화공간을 도서  내에 구성하고 있는 공공도서  사서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 교육공간, 시공간, 공연공간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복합문화공간에

서 운 하고 있는 로그램 유형도 교육, 시, 공연 유형의 로그램이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 담인력 

부족, 산 부족, 로그램 개발 어려움, 로그램 참여 조, 문화시설  자료 부족 등으로 복합문화공간 운 의 내실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공공도서  내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활성화를 해서는 해당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에 한 목표와 비 을 설정, 공간 확보, 복합문화공간을 한 인력  산 확보,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 basic stud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the complex cultural space in the 

public library and the programs in operation and to explore ways to activate the programs by complex 

cultural spac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libraries that formed the complex cultural space. 

Thus, a survey was conducted on librarians of public libraries that had complex cultural space within 

the library and found that there were a number of educational, exhibition, and performance spaces, and 

in the same vein, there were a lot of related programs being run in the complex cultural space. However, 

due to the lack of personnel in charge and budget, difficulty in developing programs, low participation 

in the programs, and lack of cultural facilities and materials, the substantialization of complex cultural 

space management seems to be lacking. Therefore, it will be required to set the goals and visions for 

the complex cultural space in libraries and to secure space, manpower, budget, and promotional efforts 

to reinvigorate the complex cultural spa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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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명시 에 어들면서 지속 인 

정보기술의 발 과 다양한 이용자 요구의 증가

로 공공도서 의 역할과 기능은  더 확

되고 있다. 단순히 도서를 열람하거나 출하

는 도서 의 기본 인 역할을 넘어서 시, 

상 람, 문화강좌 수강, 공연감상, 체험 등 공공

도서  내 문화, 여가의 복합 인 이용행 가 

이루어지면서 이용자 심의 도서 으로 변화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  공간의 변화

로도 나타났다. 도서  내에 문화․여가  기

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거나 더 나

아가 유사한 성격의 공공문화복지시설  상업

 목 의 시설과 결합되는 다양한 형태로 복

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재민, 임호균 2012). 

복합문화공간이 도서 에 구성되게 된 이유

는 다양하지만,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공

도서 에서 제공되는 로그램 가운데 문화

로그램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이용자가 단순히 도서만을 이용하

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 공간으로 이용하는 

트 드를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화체

육 부 2016a; 김민경 2017). 이는 도서 이 

과거 기본 인 근, 장공간을 심으로 하

는 로그램에서, 도서 의 2차  기능 범주에 

속하는 교육, 연구,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을 통

한 멀티 로그램으로 향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이경훈 2003). 이러한 도서 의 복합문화공

간은 도서 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에 한 다양한 요구

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의 수 을 향상시킨다. 

한 만남의 장, 휴식의 장으로서 다양한 커뮤

니티를 형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체감과 자

심을 높여 지역 간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매개

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권 찬 201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공공도서 의 복합화 

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 으로 체 공공

도서   9.4%가 복합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간구성 요소  문화교육부문

의 문화교실, 다목 실, 시실, 학습실 등과 함

께 유사한 시설과 복합화를 이루고 있어 공간

의 연속성  기능이 확 됨과 동시에 커뮤니

티 시설의 확장성이 나타났다(고재민, 임호균 

2012). 한 2011년 기  공공도서 의 복합화

는 9.8%로 2010년 비 도서 의 복합화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

지역 도서 의 복합화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수   경제발

달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류태

, 고재민, 임채진 2013).

이처럼 공공도서  공간의 변화로 공공도서

 복합화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나, 부분 건축  측면에서 타 시설과 복합

화된 공공도서 을 상으로 건물형태(일체형, 

분리형), 입구에 의한 분류(입구공통, 입구분

리), 내부동선에 따른 분류(동선공통형, 동선

분리형), 공간상호 치 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실제로 공

공도서 의 복합문화공간 구성 황과 공간별

로 운 되는 로그램에 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복합문화공간

에서 운  인 로그램 황을 악하기 

한 기 연구로서,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 공공

도서 을 상으로 공간별 운  로그램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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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석하여 황을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복합문화공간별 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 복합

문화공간을 운 하고 있는 도서 에게 향후 공

간별 로그램을 제시해  수 있고, 더 나아가 

아직 복합문화공간을 운 하고 있지 않은 도서

에게는 향후 복합문화공간 계획 시 참고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이론  배경

2.1 공공도서  복합문화공간의 개념

공공도서 에서의 복합문화공간의 개념을 살

펴보기에 앞서 ‘복합’이라는 단어의 사  의미

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치는 것

을 의미하며, 공간  측면에서는 고유기능을 가

진 각각의 시설이 단일건물이나 하나의 지 내

에 치한 경우를 말한다(조용석, 이범재 1994). 

이러한 공간의 복합은 상호간에 연 성 있는 

공간들이 결합되어 효율성을 극 화하고(임종

훈, 재  2014), 문화생산자와 문화향유자를 

연결하는 기능과 더불어 문화와 술의 공간으

로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로 하

는 공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정의한 복합문화

공간을 살펴보면, 기본 으로 자료공간, 시공

간, 공연공간, 커뮤니티공간 등을 포함하는 공

간을 의미하며,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모든 사

람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한다(백경문 1991; 임종훈, 재  2014). 즉, 

복합문화공간에서는 문화와 술의 정보가 교

환되며, 지역사회의 열린 공간이자, 창조 인 

공간으로 탄생된다. 한 도시환경 속에서 쉽

게 근할 수 있는 여가, 취미활동의 장소이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

족시키고 재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은정, 박언곤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복합문화공간 개념

을 기반으로 공공도서 의 복합문화공간개념

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도서 의 기능

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 인 문화, 교육, 여가 등

의 기능을 유기 으로 결합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요구를 해소하고 더불

어 만남의 장, 휴식의 장으로서 커뮤니티를 형

성하는 공간으로 정의하 다.

2.2 공공도서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재 새로 신축하는 도서 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도서 은 지역주민의 요구, 도서 의 

특화 주제 등 다양한 이유로 복합문화공간을 배

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공

도서  기능과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공공도서  내 복합문화공간이 가져

야 하는 기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문화체육 부(2016b), 박아 (2012), 백경문

(1991), 소혜진(2011), 정지 , 박 기(1994), 

지경애(2014) 등의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

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 의 복합문화공간이 가

져할 기능은 창조, 업, 공유, 지원, 술가와 

지역주민의 연결, 타 기 과의 력, 커뮤니티, 

휴게 등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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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기반으로 공공도서  복합문화 공간

의 기능은 도서 의 기본 기능인 평생교육센터 

기능과 지식정보센터 기능을 기반으로, 1) 문화

창조활동 실   지원 기능, 2) 문화생산자와 

향휴자의 연결 기능, 3) 커뮤니티 활성화 기능

으로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도서  복합

문화공간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문화향

수 기회 확 , 문화욕구 해소와 함께 지역의 문

화 수  향상,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공공도서  공간의 기능 구분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공공도서 은 모든 계층의 이용자를 상으로 정보
를 가공하여 달하는 정보 개자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평생교육
공간 기능

참여의 
장으로서의 

기능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가장 합한 활동을 
찾아 참여, 공유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기능

∙지식정보운용공간으로서 자료를 수집․정리․보
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능

∙후세에게 함으로써 공공도서 은 문화 승기능
을 수행

지식정보
운용공간
기능

개방성
∙과거로부터 이어온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공유함으
로써 범 한 문화에 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문화 역에 해 포 인 이해와 책임을 져야 함

∙이용자들 사이의 소통과 업을 통해 새로운 창조
물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자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구 해 내는 공간의 역할을 수행

업공간
(Makerspaces) 

 창의실
공간(Story 
Doing) 기능

술창조
활동지원

∙창조 인 활동을 한 정보, 장비, 문 인 의견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문화  수 을 향
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에 응하고 지역문화 발 을 
해 공공도서 은 시실이나 극장, 세미나실 등

의 문화공간을 운
∙지역사회 내의 다른 교육․문화기 과 력하여 
다양한 문화 로그램 제공

제3의 
공간 기능

술가를
한 기능

∙ 술가와 일반 을 연결
∙기반시설을 다양화하여 술가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함

문화향수
확  기능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며 문화  욕구
를 충족

∙ 술에 한 향유  소비욕구 충족

∙지역 내 커뮤니티 기 으로서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
를 제공

∙상업 인 카페공간의 특성 도입 등

휴식공간
기능

사회성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사람들에게 문화 , 사회  환경을 제공

커뮤니티 
공간

∙사회  교류와 문화  즐거움을 제공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공간

▼

출처: 문화체육 부(2016); 박아 (2012); 백경문(1991); 소혜진(2011); 정지 , 박 기(1994); 지경애(2014) 재구성

<표 1> 공공도서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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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공도서 의 복합문화공간은 문화

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다양

한 요소들이 집 되어 교육, 문화 술의 반

인 활동요소를 통합한다. 복합문화공간은 단

순히 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넘어 주변부의 

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해 그 지역을 경제 으로 

활성화시키고,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커뮤니

이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은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

이자 여가활동과 더불어 문화  욕구를 충족시

키고 재교육할 수 있게 해 다. 

2.3 공공도서  복합문화공간의 유형

공공도서 의 기본 인 공간 분류는 공공도

서  건립․운  매뉴얼에 따라 크게 자료이용

부문, 문화교육부분, 업무 리부문, 공용부문, 

기타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자료이용부분, 

업무 리부문, 기타 등은 도서 의 기본 인 공

간에 해당하며, 문화교육부분의 다목 실, 시청

각실, 시실 등에서 복합문화공간의 형태가 포

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조).

복합문화공간의 유형 분류는 연구자들의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토 로 조사한 결과, 시공간, 공연공간, 교육

공간, 휴게공간, 정보공간, 커뮤니티공간 등이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연구자에 따라 체

험공간, 이벤트공간, 람공간, 문화공간 등의 

공간 유형도 볼 수 있다. 특히 휴게공간의 경우, 

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0년 이

구분 공간

자료이용부문

일반자료

∙일반자료실/연속간행물실
∙귀 /향토자료실
∙노인/장애자료
∙멀티미디어실

어린이자료
∙어린이자료실/유아자료실
∙이야기방/어린이 문화교실

문화교육부문

문화교육 ∙강의실/동아리실

∙다목 실 는 시청각실
∙ 시실 는 시 역
∙학습실 는 자유학습실

업무 리부문

∙주 안내데스크

사무실
∙ 장실/사무실
∙문서 보 실

∙회의실
∙탕비  휴게실/자원 사자실
∙서버  통신실/자료방인  정리실
∙보존서고

공용부문
∙홀, ELEV, 계단, 화장실 등
∙휴게실/북카페 는 식당, 주방 등

기타
∙기계, 기, 창고 등
∙지하주차장

출처: 문화체육 부 2016b. 공공도서  건립․운  매뉴얼

<표 2> 공공도서 의 소유공간 분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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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에서는 다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의 공간유형에 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다음의 선행연구 사례를 토 로 본 논문에서

는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 유형을 시공간, 공

연공간, 정보공간, 교육공간, 커뮤니티공간, 체

험공간으로 구분하 다. 각 공간 유형에 따른 

특징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복합문화공간에서 운 하는 체육 로그램 구

성의 합도를 조사한 결과, 독서 련 회 4.14, 

체험형 동화구연 3.89, 탐방 3.62, 메이커스페이

스를 통한 체험 로그램 3.50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연구자
복합문화공간 유형 분류

시 공연 람 정보 자료 교육 체험 커뮤니티 휴게 기타

한국문화 술진흥원(1989) ㅇ ㅇ ㅇ ㅇ ㅇ ㅇ(문화공간)

정지 , 박 기(1994) ㅇ ㅇ ㅇ ㅇ ㅇ(문화공간)

조용석, 이범재(1994) ㅇ ㅇ ㅇ ㅇ ㅇ

남덕우(2003) ㅇ ㅇ ㅇ ㅇ

심재춘, 윤 한(2005) ㅇ ㅇ ㅇ ㅇ

이지혜(2006) ㅇ ㅇ ㅇ ㅇ(이벤트공간)

이보라(2012) ㅇ ㅇ ㅇ ㅇ ㅇ

문유석(2013) ㅇ ㅇ ㅇ ㅇ ㅇ

강철희 외(2014) ㅇ ㅇ ㅇ ㅇ

정용 , 윤은경(2016) ㅇ ㅇ ㅇ ㅇ

계 10 9 1 4 1 6 2 4 6 3

<표 3> 연구자별 복합문화공간의 공간 유형 구분

구분 내용

시공간

∙ 시의 내용 즉, 상과 계된 그 사회의 문화 인 정보  가치를 공유, 교류 가능하게 하는 

문화  커뮤니 이션 기능 보유한 공간

∙ 시공간은 하나의 공공  성격을 띤 문화공간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

공연공간

∙공연형태는 연극, 무용과 같은 공연과 오페라, 뮤지컬 등과 같은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공연을 

의미

∙공연공간은 공연활동과 극장운  등의 기능과 서로 한 연 성을 맺고 있음

정보공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종합 인 정보서비스를 제공

∙ 술분야의 홍보차원이라는 측면과 문화 술 문인에게는 연구, 개방에 도움을  수 

있어야 함

교육공간 ∙ 술, 문학 등 창작목 의 교육과 과학, 역사 등 학습과 같은 교육  목 의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

체험공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형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

커뮤니 이션 공간 ∙도시민간의 사회  교류를 유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들의 휴식 는 여가활동의 공간

출처: 임종훈, 재 (2014); 김은정, 박언곤 (2004); 심재춘, 윤 한(2005) 재조합

<표 4> 도서  복합문화공간의 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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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방법론

3.1 연구질문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운  인 로그램 황을 악하기 해 복합

문화공간을 구성한 공공도서 을 상으로 공

간별 운  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황을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복합문화공간별 

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Q 1: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운

하고 있는 로그램 황은 어떠한가?

∙RQ 2: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 유형별 

로그램 구성 체계는 어떠한가?

∙RQ 3: 향후 복합문화공간 유형별 로그

램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3.2 연구내용  방법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복합문화공간 로

그램 황 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해 수행되었다. 이를 해 복합문화공간을 구

성하고 있는 도서  사서를 상으로 황  

로그램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이를 

한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문화공간과 도서  로그램에 

한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 다. 복합문화공

간과 련한 연구를 면 히 분석하여 복합문화

공간의 개념, 유형, 특징 등을 정리한 후 이를 

기반으로 도서 에서의 복합문화공간 기능  

유형 등을 도출하 다. 한 도서  로그램

과 련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 도서

에서 운  인 로그램 유형  복합문화공

간별 로그램 유형을 도출하 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서  내 복

합문화공간의 로그램 운  황  공간별 

로그램 구성과 련한 설문지를 개발하 다. 설

문지 개발을 해 도서 정보정책기획단(2007), 

윤아란, 리상용(2015) 등의 연구의 내용  설문

지내용을 참고하 으며, 최종 으로 크게 4개 

역의 19개 문항이 개발되었다(<표 5> 참조).

셋째, 개발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복합문화공

간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는 도서 의 사서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모든 도서

이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지 않고,  어

떤 도서 이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고 있는지 

황 악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문

상 도서 을 먼  선정해야 했다. 설문조사 

상 도서  선정  진행 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도서

 리스트를 구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내에 자체 으로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도서 으로 범 를 설정하여 리스트를 구

축하 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타 시설과의 복

합화를 이루고 있는 도서  리스트는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자체 으로 복합문화공간을 구성

하고 있는 도서  리스트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도서  복합문화공간’, ‘도서  복합화’, 

‘도서  시실’, ‘도서  체험실’ 등의 련어 

심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 다. 인터넷 

검색 결과, 도서  홈페이지, 뉴스기사, 련 블

로그 등을 통해 도서  리스트를 구축할 수 있

었다. 리스트 구축 기간은 6월 11일부터 ~ 7월 

5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하 다. 그 결과 구축된 

도서 은 5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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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출처

일반사항 성별, 연령, 도서 에서 근무한 기간

도서  복합문화공간 황

복합문화공간 구성형태

도서 과 복합화 이루고 있는 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분류 기반

복합문화공간 유형

도서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운  황  

활성화 방안

로그램 운  목 윤아란, 리상용(2015)

로그램 기획 시 고려하는 지역  특성 윤아란, 리상용(2015)

로그램 수행 시 연계  력기
도서 정보정책기획단(2007); 

윤아란, 리상용(2015)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유형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주 상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계획  선정 시 고려사항 윤아란, 리상용(2015)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운  시 장애요인 윤아란, 리상용(2015)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활성화 방안

도서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구성 체계

시 로그램 세부 로그램 도서 정보정책기획단(2007)

공연 로그램 세부 로그램 도서 정보정책기획단(2007)

교육 로그램 세부 로그램

체험 로그램 세부 로그램

커뮤니티 로그램 세부 로그램

<표 5> 설문구조도

2단계, 설문지 배포 기 과 진행 차는 다

음과 같다. 설문지 배포 기 은 각 도서 별로 

복합문화공간과 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

들의 인식을 최 한 조사하고자 도서 별 담당

자 수를 기반으로 하 다. 이에 구축한 리스트

를 기반으로 각 도서 에 화하여 설문을 요

청하 으며, 설문조사에 수락한 도서 별로 

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 수에 따라 1~3부를 

보내거나, 추가로 설문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수만큼 배포하 다. 

그 결과 31개의 도서 을 상으로 9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그  23개의 도서

에서 총 66부의 설문지가 회신되어 72.53%의 

회신율이 나타났다(<표 6> 참조).

구분 내용 항목 진행일

1단계 도서  리스트 구축
∙54개의 복합문화공간을 보유한 도서  

리스트 구축
2019.06.11. - 07.05 (약 4주)

2단계 설문 요청

∙ 화로 설문 요청

∙수락한 도서 을 상으로, 도서 별로 3부씩 

배포

2019.07.08. - 07.11

3단계 설문지 회신
∙배포한 91개  66개 회신

∙회신율 ☞ 72.53%
2019.07.12. - 07.29

<표 6> 설문 상 선정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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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 분석 결과

설문조사 결과, 총 23개의 도서 에서 66명

의 사서가 응답하 다. 이에 분석 시 도서  

황에 한 ① 복합문화공간 구성형태, ② 복합

문화공간 공간구성 유형, ③ 복합문화공간 내 

로그램 운  목 , ④ 복합문화공간에서 실

시하는 로그램 유형, ⑤ 복합문화공간에서 

실시하는 로그램 주 상, ⑥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운  시 연계  력기 에 한 문

항은 23개 도서 을 기 으로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외 사서의 인식조사에 한 문항은 66

명의 사서 응답을 기 으로 분석하 다. 

응답한 사서의 인구통계학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성 80.30%, 남성 19.70%로 나타

났으며, 연령은 만 30~39세 45.45%, 만 20~29

세 28.79%, 만 40~49세 15.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 에서 근무한 기간은 5년 미만 

42.42%, 5년 이상 ~ 10년 미만 21.21%, 10년 

이상 ~ 15년 미만 19.70%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표 7> 참조).

4.1 도서  복합문화공간 황

4.1.1 복합문화공간 구성형태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 구성형태에 해 분

석한 결과, 부분 단독 도서  건물 내 복합문

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도서  내 자체 으로 복합문화공간을 구

성하고 있으면서 동일 건물 내 는 동일 부지 

내에 타 시설과 복합화가 이루어진 도서 도 

나타났다. 동일 건물의 경우 공공청사, 문화시

설, 체육시설 등과 복합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동일 부지 내의 경우 학교와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화를 이루고 있었다(<표 8> 참조).

4.1.2 복합문화공간의 유형

도서 이 구성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유

형에 해 조사한 결과, 교육공간이 8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공간 

78.26%, 공연공간 73.91%, 휴게공간 65.22%, 

체험공간 60.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구분 N %

성별
남성 13 19.70 

여성 53 80.30 

연령

만 20~29세 19 28.79 

만 30~39세 30 45.45 

만 40~49세 10 15.15 

만 50세 이상 7 10.61 

도서 에서 

근무한 기간

5년 미만 28 42.42 

5년 이상~10년 미만 14 21.21 

10년 이상~15년 미만 13 19.70 

15년 이상~20년 미만 5 7.58 

20년 이상 6 9.09 

<표 7> 인구통계학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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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단독 도서  건물 내 복합문화공간( 시실, 공연장, 체험장 등) 구성 19 82.61

동일 건물 내 도서 (자체  복합문화공간 있음)과 타 시설과의 복합화 3 13.04

동일 부지 내에 도서 (자체  복합문화공간 있음)과 타 시설과의 복합화 1 4.35

계 23 100.00

<표 8> 복합문화공간 구성형태 황

구분 N %

시공간 18 78.26 

공연공간 17 73.91 

정보공간 10 43.48 

교육공간 19 82.61 

체험공간 14 60.87 

커뮤니티공간 10 43.48 

휴게공간 15 65.22 

기타 1 4.35 

<표 9> 복합문화공간 공간구성 유형(복수응답)

4.2 복합문화공간의 로그램 운  황  

활성화 방안

4.2.1 복합문화공간에서의 로그램 운  

목

복합문화공간에서 로그램을 운 하는 목

에 해 조사한 결과, 모든 도서 이 주민들

의 문화욕구 충족 기회 증진과 이용률 향상을 

해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용자들의 이용 트 드가 단순히 도서  열람

이 아닌 문화 로그램 이용으로 인한 방문이 

높아짐에 따라(김민경 2017) 주민들의 문화욕

구를 충족시키고 도서  이용률 향상을 해 

련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 습득 향상 

도모, 도서  자료 이용 진, 주민 요구 수렴 

등의 이유로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참조).

4.2.2 복합문화공간에서 실시하는 로그램 

유형

복합문화공간 실시하는 로그램 유형에 

해 조사한 결과, 교육 로그램 95.65%, 시

로그램과 공연 로그램 69.57%, 체험 로그램 

56.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 구성 황에서 교육공간, 

시공간, 공연공간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과 

연계하여 로그램 유형도 교육, 시, 공연 유

형의 로그램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1> 참조).

4.2.3 복합문화공간에서 실시하는 로그램 

주 상

복합문화공간 실시하는 로그램의 주 상을 

조사한 결과, 체 상 65.22%, 성인 60.87%, 

어린이 52.17%, 유아 39.13%, 청소년 2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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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기회 증진을 해 운 23 100.00 

도서 의 이용률 향상을 해 운 23 100.00 

도서 이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 습득 향상을 도모하기 해 운 17 73.91 

도서  자료 이용 진을 해 운 13 56.52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해 운 13 56.52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운 6 26.09 

정부시책으로 인한 산 지원으로 운 5 21.74 

타 기 과의 후원/ 력 체계로 인해 운 1 4.35 

도서 의 방침으로 운 10 43.48 

기타 0 0.00 

<표 10> 복합문화공간 내 로그램 운  목 (복수응답)

구분 N %

시 로그램 16 69.57 

공연 로그램 16 69.57 

교육 로그램 22 95.65 

체험 로그램 13 56.52 

커뮤니티 로그램 10 43.48 

기타 2 8.70 

<표 11> 복합문화공간에서 실시하는 로그램 유형(복수응답)

구분 N %

유아 9 39.13 

노인 2 8.70 

어린이 12 52.17 

다문화가정 0 0.00 

청소년 5 21.74 

체 상 15 65.22 

성인 14 60.87 

기타 0 0.00 

<표 12> 복합문화공간에서 실시하는 로그램 주 상(복수응답)

4.2.4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운  시 연계 

 력기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운  시 연계  

력기 에 해 조사한 결과, 학교와의 연계  

력이 73.91%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술단

체와 지역 내 련 문화 술 기  52.17%, 문

화기반시설(박물 , 미술 , 문화의집, 문 회

, 문화원 등) 47.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와의 연계가 높은 것은 복합문화공간 

내에서 교육 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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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치원, 산부인과 

등과 력하여 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13> 참조).

4.2.5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기획 시 

고려하는 지역  특성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기획 시 고려하는 환

경  특성을 역별로 봤을 때, 문화환경  3.77, 

일반환경  3.32, 교육환경  3.19 순으로 나타

나, 로그램 기획 시 문화 환경 특성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합문화공간

에서 문화 로그램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 하여 문화기반시설 로그램, 문화기반 시

설, 사업 등 문화환경  특성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항목으로, 문화기반시설 운  로그램

(교육 로그램, 행사 등)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사업(문화행사사업, 문화 술

교육, 향토사료 조사 등) 3.82, 문화기반 시설

(박물 , 미술 , 타도서  등) 3.73, 문화자원

(자연, 문화, 인공자연) 3.6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로그램 구성 시 운  상 선정을 

해 인구통계(인구증감률, 연령 , 성별 등) 

요소도 높게 고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4> 

참조).

반면, 교육정책, 교육기 , 학교 내 문화 술 

로그램 특성은 타 항목에 비해 다소 고려도

가 낮게 나타났지만, 타 문항에서 복합문화공

간에서 교육 로그램 운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력하는 기 으로 학교가 가장 높은 것

을 반 해 보면 교육은 도서 에서 항상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기획 시 

특별히 고려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4.2.6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계획  선정 시 

고려사항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계획  선정 시 고려

사항을 조사한 결과, 로그램의 상과 주제 

그리고 이를 운 하기 한 산에 한 고려도

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강사인력 확보, 지

역주민의 요구, 도서  특성화, 도서  내 활용 

가능한 자료  시설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도서 의 정책 행사

(도서  주간, 가정의 달, 독서의 달)에 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견도 나타났다(<표 15> 참조).

구분 N %

없음 0 0.00 

문화기반시설 11 47.83 

문화 술단체 12 52.17 

지역 내 련 문화 술 기 12 52.17 

학교 17 73.91 

정부  공공기 10 43.48 

타 도서 8 34.78 

기타 4 17.39 

<표 13>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운  시 연계  력기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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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이다 높음 매우 높음

M Std
N % N % N % N % N %

일반 

환경

인구 통계 1 1.52 3 4.55 27 40.91 25 37.88 10 15.15 3.61 0.857 

지리  환경 5 7.58 3 4.55 26 39.39 25 37.88 7 10.61 3.39 1.006 

산업 구조 4 6.06 9 13.64 40 60.61 11 16.67 2 3.03 2.97 0.822 

문화

환경

문화기반시설 

운  로그램
0 0.00 2 3.03 16 24.24 35 53.03 13 19.70 3.89 0.747 

문화기반 시설 0 0.00 3 4.55 22 33.33 31 46.97 10 15.15 3.73 0.775 

문화사업 0 0.00 3 4.55 17 25.76 35 53.03 11 16.67 3.82 0.763 

문화자원 1 1.52 3 4.55 20 30.30 36 54.55 6 9.09 3.65 0.774 

교육 

환경

학교 내 문화 술 

로그램
5 7.58 12 18.18 30 45.45 14 21.21 5 7.58 3.03 1.007 

교육정책 2 3.03 10 15.15 29 43.94 20 30.30 5 7.58 3.24 0.912 

교육기  황 1 1.52 8 12.12 34 51.52 17 25.76 6 9.09 3.29 0.855 

<표 14>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기획 시 고려하는 지역  특성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이다 높음 매우 높음

M Std
N % N % N % N % N %

로그램의 상 0 0.00 0 0.00 5 7.58 25 37.88 36 54.55 4.47 0.638 

로그램의 주제 0 0.00 0 0.00 6 9.09 28 42.42 32 48.48 4.39 0.653 

기존 운  로그램과의 차별성 0 0.00 1 1.52 21 31.82 34 51.52 10 15.15 3.80 0.706 

타 기 의 련 로그램 2 3.03 2 3.03 37 56.06 19 28.79 6 9.09 3.38 0.818 

도서  내 활용 가능한 자료  

시설
0 0.00 0 0.00 14 21.21 38 57.58 14 21.21 4.00 0.656 

강사인력의 확보 0 0.00 1 1.52 10 15.15 37 56.06 18 27.27 4.09 0.696 

도서  특성화 0 0.00 0 0.00 17 25.76 29 43.94 20 30.30 4.05 0.753 

지역주민의 요구 0 0.00 0 0.00 12 18.18 38 57.58 16 24.24 4.06 0.653 

지역의 특성 0 0.00 3 4.55 29 43.94 23 34.85 11 16.67 3.64 0.816 

지역의 행사 일정 0 0.00 6 9.09 28 42.42 24 36.36 8 12.12 3.52 0.827 

경 자의 견해 0 0.00 5 7.58 26 39.39 25 37.88 10 15.15 3.61 0.839 

산 0 0.00 0 0.00 8 12.12 29 43.94 29 43.94 4.32 0.683 

외부지원 0 0.00 5 7.58 33 50.00 18 27.27 10 15.15 3.50 0.846 

<표 15>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계획  선정 시 고려사항

4.2.7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운  시 

장애요인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운  시 장애요인으

로 강사 빙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

며, 문․ 담인력 부족, 산․재정 부족, 

련 로그램 개발 어려움, 로그램 참여 조, 

문화시설  자료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의 트 드로 도서  건축  리모델링 

시 복합문화공간 구성이 확 되고 있지만, 이

에 한 실질 인 운 방안이 아직 미흡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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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복합문화공간 구성과 

함께 이를 운 할 수 있는 담 인력 배치, 산 

확 , 련 로그램 개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16> 참조).

4.2.8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해 추진

되어야 할 사항에 해 조사한 결과, 복합문화

공간 서비스를 한 운 산 확 와 복합문화

공간서비스 제공을 한 공간 확보가 가장 우선

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에도 복합문화공간 서비스를 지원할 인력, 목표

와 비 , 홍보  인식 제고 등이 나타났다(<표 

17> 참조).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이다 높음 매우 높음

M Std
N % N % N % N % N %

련 로그램 개발 어려움 0 0.00 8 12.12 34 51.52 20 30.30 4 6.06 3.30 0.764 

문화시설  자료의 부족 1 1.52 12 18.18 30 45.45 16 24.24 7 10.61 3.24 0.929 

진행시간의 부족 5 7.58 19 28.79 31 46.97 11 16.67 0 0.00 2.73 0.833 

강사 빙의 어려움 0 0.00 2 3.03 24 36.36 31 46.97 9 13.64 3.71 0.739 

문․ 담인력 부족 0 0.00 8 12.12 23 34.85 25 37.88 10 15.15 3.56 0.897 

행정상의 진행 어려움 0 0.00 4 6.06 46 69.70 12 18.18 4 6.06 3.24 0.658 

이용자의 인식 부족 1 1.52 10 15.15 34 51.52 17 25.76 4 6.06 3.20 0.827 

로그램 참여 조 2 3.03 9 13.64 31 46.97 17 25.76 7 10.61 3.27 0.937 

타 기 과의 력체계 미비 2 3.03 12 18.18 39 59.09 11 16.67 2 3.03 2.98 0.774 

계자의 마인드 부족 11 16.67 14 21.21 30 45.45 10 15.15 1 1.52 2.64 0.987 

산․재정 부족 1 1.52 8 12.12 28 42.42 19 28.79 10 15.15 3.44 0.947 

<표 16>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운  시 장애요인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이다 높음 매우 높음

M Std
N % N % N % N % N %

도서  복합문화공간의 리모델링 사업 확 0 0.00 7
10.6

1 
19 28.79 28 42.42 12 18.18 3.68 0.897 

복합문화공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담인력 

확보
0 0.00 2 3.03 9 13.64 31 46.97 24 36.36 4.17 0.776 

복합문화공간 서비스를 한 운 산 확 0 0.00 0 0.00 7 10.61 32 48.48 27 40.91 4.30 0.656 

복합문화공간서비스 제공을 한 공간 확보 0 0.00 1 1.52 6 9.09 31 46.97 28 42.42 4.30 0.701 

도서 의 정확한 복합문화공간서비스 목표 

 비  수립
0 0.00 0 0.00 12 18.18 37 56.06 17 25.76 4.08 0.664 

도서  복합문화공간의 홍보  인식 제고 0 0.00 1 1.52 13 19.70 35 53.03 17 25.76 4.03 0.723 

복합문화공간화 서비스를 한 민간 력 0 0.00 1 1.52 23 34.85 29 43.94 13 19.70 3.82 0.763 

지연주민과의 연계성 0 0.00 0 0.00 34 51.52 21 31.82 11 16.67 3.65 0.754 

타 도서 과의 차별화된 도서  복합문화공

간의 로그램 개발
0 0.00 2 3.03 19 28.79 28 42.42 17 25.76 3.91 0.818 

체계 인 운 0 0.00 0 0.00 32 48.48 18 27.27 16 24.24 3.76 0.824 

<표 17>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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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서  복합문화공간의 로그램 구성 체계

4.3.1 시 로그램 구성 체계

도서  내 복합문화공간에서의 시 로그

램 구성에 한 장사서의 인식을 조사한 결

과, 도서 시가 가장 합하다고 평가하 으며, 

그 외에도 로그램 결과물 시회, 시화 , 미

술 시 순으로 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특성화 도서  

에서 특성화 주제와 련한 자료들을 시 

했을 때 이용자들의 심과 반응이 좋다는 의

견이 나타나 추가 으로 특화 주제 련 자료 

시도 합할 것으로 보인다(<표 18> 참조).

4.3.2 공연 로그램 구성 체계

복합문화공간에서 운 하는 공연 로그램 구

성의 합도를 조사한 결과, 화상 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 외 연극, 서양음악, 통 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페라, 무용 등은 

합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 인 

공연을 진행하기에는 도서 의 공연 시설인 무

, 조명, 음향 등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이라

는 과, 소음과 음향이 강한 로그램은 도서

에서 운 하기 다소 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샌드아트, 음악공연 

등이 제안되었다(<표 19> 참조).

4.3.3 교육 로그램 구성 체계

복합문화공간에서 운 하는 교육 로그램 구

성의 합도를 조사한 결과, 독서교육, 교양교육, 

평생교육, 여가교육 등에 한 합도가 높게 나

타났다(<표 20> 참조).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이다 높음 매우 높음

M Std
N % N % N % N % N %

미술 시 2 3.03 8 12.12 26 39.39 22 33.33 8 12.12 3.39 0.959 

도서 시회 0 0.00 1 1.52 14 21.21 19 28.79 32 48.48 4.24 0.842 

시화 1 1.52 4 6.06 24 36.36 22 33.33 15 22.73 3.70 0.944 

로그램 결과물 시회 1 1.52 3 4.55 17 25.76 29 43.94 16 24.24 3.85 0.899 

<표 18> 시 로그램 구성의 합도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이다 높음 매우 높음

M Std
N % N % N % N % N %

연극 2 3.03 8 12.12 16 24.24 29 43.94 11 16.67 3.59 1.007 

오페라 7 10.61 15 22.73 27 40.91 15 22.73 2 3.03 2.85 0.996 

뮤지컬 5 7.58 12 18.18 24 36.36 19 28.79 6 9.09 3.14 1.065 

무용 7 10.61 16 24.24 28 42.42 11 16.67 4 6.06 2.83 1.032 

서양음악 4 6.06 7 10.61 19 28.79 26 39.39 10 15.15 3.47 1.070 

통 술 4 6.06 7 10.61 17 25.76 31 46.97 7 10.61 3.45 1.026 

화상 1 1.52 4 6.06 12 18.18 24 36.36 25 37.88 4.03 0.976 

<표 19> 공연 로그램 구성의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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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이다 높음 매우 높음

M Std
N % N % N % N % N %

교양교육 2 3.03 0 0.00 12 18.18 22 33.33 30 45.45 4.18 0.943 

직업 기술  문교육 7 10.61 12 18.18 28 42.42 14 21.21 5 7.58 2.97 1.067 

건강  보건교육 2 3.03 10 15.15 23 34.85 23 34.85 8 12.12 3.38 0.989 

가족생활교육 2 3.03 4 6.06 20 30.30 25 37.88 15 22.73 3.71 0.989 

평생교육 1 1.52 1 1.52 22 33.33 20 30.30 22 33.33 3.92 0.933 

여가교육 0 0.00 6 9.09 18 27.27 26 39.39 16 24.24 3.79 0.920 

국제교육 2 3.03 8 12.12 27 40.91 22 33.33 7 10.61 3.36 0.939 

독서교육 0 0.00 0 0.00 7 10.61 24 36.36 35 53.03 4.42 0.681 

통문화 교육 2 3.03 7 10.61 23 34.85 28 42.42 6 9.09 3.44 0.914 

학교 교육 련 교육 로그램 2 3.03 10 15.15 25 37.88 19 28.79 10 15.15 3.38 1.019 

정보활용 교육 2 3.03 7 10.61 17 25.76 23 34.85 17 25.76 3.70 1.067 

컴퓨터 련 교육 4 6.06 10 15.15 28 42.42 18 27.27 6 9.09 3.18 1.006 

<표 20> 교육 로그램 구성의 합도

4.3.4 체험 로그램 구성 체계

복합문화공간에서 운 하는 체육 로그램 

구성의 합도를 조사한 결과, 독서 련 회 

4.14, 체험형 동화구연 3.89, 탐방 3.62,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체험 로그램 3.50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4.3.5 커뮤니티 로그램 구성 체계

복합문화공간에서 운 하는 커뮤니 이션

로그램 구성의 합도를 조사한 결과, 동아리 

활동 4.38, 지역시민 모임 활동 3.86 등이 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체육 로그램

과 피트니스의 경우 평균 2 로 합도가 낮

게 나타났다(<표 22> 참조).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이다 높음 매우 높음

M Std
N % N % N % N % N %

캠 6 9.09 12 18.18 25 37.88 19 28.79 4 6.06 3.05 1.044 

탐방 3 4.55 6 9.09 13 19.70 35 53.03 9 13.64 3.62 0.989 

독서 련 회 1 1.52 1 1.52 10 15.15 30 45.45 24 36.36 4.14 0.839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한 체험 로그램 3 4.55 7 10.61 19 28.79 28 42.42 9 13.64 3.50 1.011 

체험형 동화구연 1 1.52 5 7.58 15 22.73 24 36.36 21 31.82 3.89 0.994 

<표 21> 체험 로그램 구성의 합도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이다 높음 매우 높음

M Std
N % N % N % N % N %

동아리 활동 0 0.00 1 1.52 7 10.61 24 36.36 34 51.52 4.38 0.739 

지역시민 모임 활동 2 3.03 1 1.52 23 34.85 18 27.27 22 33.33 3.86 1.006 

생활체육 로그램 14 21.21 20 30.30 29 43.94 2 3.03 1 1.52 2.33 0.900 

피트니스 16 24.24 26 39.39 24 36.36 0 0.00 0 0.00 2.12 0.775 

<표 22> 커뮤니티 로그램 구성의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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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 의

본 연구는 공공도서  복합문화공간의 운  

황  공간별 로그램 구성체계를 악하기 

한 기 연구로서,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 공

공도서 을 상으로 공간별 운  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황을 악하고, 이를 기반으

로 향후 복합문화공간별 로그램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 다. 본 에서는 앞에서 제

시한 연구질문을 기반으로 도서 의 복합문화

공간에 한 황과 활성화 방안 등에 해 논

의하 다.

5.1 공공도서 의 복합문화공간  운  

로그램 황

재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도서

은 부분 단독 도서  건물 내 복합문화공

간( 시실, 공연장, 체험장 등)을 구성하여 운

하고 있었다.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 운  

목 은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기회 증진

과 도서  이용률 향상을 해 운  인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들은 이제 단순히 도

서 을 도서 출, 반납, 열람을 해서가 아

닌 문화생활 공간으로써 다양한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해 이용하는 트 드로 변화하고 있

다(고재민, 임호균 2012; 권 찬 2012; 문화

체육 부 2016a; 김민경 2017). 

도서 에서 구성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유형은 교육공간, 시공간, 공연공간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맥락을 같이하

여 복합문화공간에서 운 하고 있는 로그램 

유형도 교육, 시, 공연 유형의 로그램이 다

수 진행되고 있었다. 로그램의 주 상은 

체 상, 성인, 어린이, 유아 등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로그램 운  시 학교, 지역 내 련 

문화 술기 , 문화 술단체, 문화기반 시설과

의 연계  력을 통해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로그램 계획  선정 시 로

그램 상, 주제, 산, 강사인력 확보, 도서

의 특화주제, 도서  내 활용가능한 자료  시

설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  

시 장애요인으로는 강사 빙, 문․ 담인력 

부족, 산․재정 부족, 련 로그램 개발 어

려움, 로그램 참여 조, 문화시설  자료 부

족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종합

해보면, 시 의 변화  도서  이용 트 드의 

변화 등으로 도서 의 역할  공간 변화에 요

구가 높아지고 있으며(김민경 2017), 이에 여

러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이 도서  내에 교육공

간, 시공간, 공연공간 등이 구성되고 있지만 

담인력 부족, 산 부족 등으로 그에 부합하

는 내실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응답한 사서들의 기타 의견에서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에 해서 모두 정 인 입

장이고, 통 인 도서  역할과 이미지에서 

벗어나 복합문화센터로서의 변화가 미래지향

으로 도서 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이용자 수요가 반 되지 않아 참여율 조하는 

,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공간 부족, 다양

한 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자료  여건 부족, 

담 인력 부족,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 열람실

에 한 요구 등의 해결해야 문제가 있다고 하

다. 이에 복합문화공간 운 을 한 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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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구성 체계

본 연구에서는 공간별 로그램 구성 체계에 

해 시, 공연, 교육, 체험, 커뮤니티별로 구

분하여 조사․분석하 다. 그 결과, 체 으

로 재 도서 에서 일반 으로 운 하는 로

그램에 한 합도는 높은 반면, 복합문화공

간으로서 운 해야 할 새로운 로그램에 해

서는 다소 합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

었다. 이는 사서 입장에서 실제로 운 을 한다

고 했을 때 가능한 범  내에서 체크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도서 이 지향해야 하는 지

역 내 복합문화거 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해

서는 보다 체계 인 공간별 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시 로그램

으로 제시한 4개의 로그램의 항목이 모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특화 주제 

련 자료 시에 한 의견도 나타났다. 시

로그램의 경우, 도서  내 자원을 활용한 도

서 시 는 로그램 결과물 시에서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에 기 한 시  지역 술가와

의 업을 통한 시 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

가 있다. 한 지역 정체성에 기 한 술 작품

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한 심 다각화, 

심층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공동 로젝트를 

통해 일방 인 동원식 시가 아닌 지역 사회 

내 소통형 창작 집단을 구성하여 지속 으로 발

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연 로그램으로 화상 , 연극, 서

양음악, 통 술, 뮤지컬 등은 합하다고 나

타났으며, 오페라, 무용 등을 부 합하다는 의

견이 나타났다. 이는 앞 설문응답에서 해당 도

서 의 공연시설이 다양한 공연을 제공할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 소음 문제 등으

로 제공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한정 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에 공연공간을 구성 시에

는 해당 도서 에서 향후 진행할 로그램 등

을 고려하여 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

간 확보  치 선정 시에도 소음문제를 고려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공연 로그램 기

획 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 해야 하

며, 이와 함께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기

반으로 한 공연, 는 지역 술가들이 제작한 

공연을 극 으로 활용하여 지역문화 발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 내 공연문화

가 활성화되지 않고 공연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 공연 단체를 청하여 기획함으로 국 , 

지역 으로 공연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문화체육 부 2015).

셋째 교육 로그램으로 제시한 로그램  

직업 기술  문교육을 제외한 모든 로그램

이 구성 로그램으로 합하다고 하 다. 앞서 

설문응답에서 로그램 운  시 강사확보에 

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한 방안으

로 문화 술교육 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지역

교사 활용을 통해 경력 있는 문화 술교육 문

가를 채용하여 장기 으로 로그램을 기획 운

용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로그램별 기본 

내용  구성체계를 제시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5.3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설문분석 내용을 토 로 향후 도서 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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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내용 로그램 구성체계 합도  신규*

시

로그램

∙지역의 정체성 기반 시  로젝트 실시

∙지역의 술가들과 함께 하는 시 창작 공간

∙ 국 거 별 시창작공간 네트워크 형성

도서 시 합

로그램 결과물 시 합

시화 합

미술 시 합

특화주제 련 자료 시 신규 추가

공연

로그램

∙지역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연

∙지역 술가  지역 단체 발굴  무  제공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

화상 합

연극 합

서양음악 합

통 술 합

뮤지컬 합

오페라 부 합

무용 부 합

음악 신규 추가

샌드아트 신규 추가

교육

로그램

∙지역 학교 연계 로그램 제공

∙청소년 문화 술 인재 양성

∙성인 상 강좌 

∙문화 술 교육 문인력 확보와 지역 교사 활용

∙ 통문화 술 교육 강화와 지역 통 술인의 활용

∙어린이․청소년의 문화사각지  해소

독서교육 합

교양교육 합

평생교육 합

여가교육 합

가족생활교육 합

정보활용 교육 합

통문화 교육 합

건강  보건교육 합

학교 교육 련 교육 로그램 합

국제교육 합

컴퓨터 련 교육 합

직업 기술  문교육 부 합

체험

로그램

∙창작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체험 로그램 제공

∙지역 술가와 업하여 체험 로그램 운

∙지역 문화 자원 활용

독서 련 회 합

체험형 동화구연 합

탐방 합

메이커스페이스 기반 체험 합

캠 합

커뮤니티

로그램

∙만남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로그램

∙지역주민의 교류 유도

∙휴식  여가활동을 한 로그램

동아리 활동 합

지역시민 모임 활동 합

생활체육 로그램 부 합

피트니스 부 합

 * 합/부 합 기 : 평균 3.0 이상 합, 3.0 미만 부 합으로 단

**참고자료: 문화체육 부(2015)

<표 23> 로그램별 기본내용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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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 활성화를 해 도출한 키워드로 목표 

 비 , 공간, 인력, 산, 홍보를 들 수 있다. 

키워드를 기반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해당 도서 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복

합문화공간에 한 목표와 비 을 설정해야 한

다. 앞 설문응답에서도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 

목표  비  수립’에 한 동의도가 4.08로 높

게 나타났으나, 재 복합문화공간을 운 하고 

있는 도서   목표와 비 을 설정한 도서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인력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타 공간

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로그램 미흡, 이용

자 인식 부족, 도서  정책  행사에 따라 운  

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에 한 명확한 역할  

내실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서 은 

복합문화공간 구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로그램을, 어떤 문화  가치

를 창출하여 이용자의 문화  욕구를 만족시킬 

것인지에 한 목표와 비 을 설정해야 한다. 

목표와 비 을 설정하기 앞서 도서  외부, 

내부 으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외

부 으로 지역의 특성, 지역 문화 자원, 지역 문

화시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욕구, 

원하는 공간  로그램 유형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용자의 문화  욕구 충족을 해서는 

단순히 도서 이 보유한 자원을 통한 서비스 

 로그램 제공이 아닌 지역 문화시설과의 

연계,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 등 다양한 연계

를 통해 기존 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과

의 차별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앞서 설문응

답에서도 복합문화공간 로그램 계획 시 문화

 특성을 가장 고려한다는 , 타 문화기반 시

설과 연계하여 재 로그램을 운 한다는 , 

장애요인으로 문화시설  자료부족이 나타난

다는 을 근거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서

 내부 으로도 도서  비   목표와의 일

치도, 도서 의 특화 주제, 주 이용 상(어린

이, 청소년, 어른, 노인 등), 주 이용자들의 요구 

등을 악해야 한다. 특히 도서  복합문화공

간에 한 이용자의 요구도 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기타응답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서 을 이용하는 주 이용자들이 독서 열람 

 개인 학습자이다 보니 소음으로 인한 민원

이 발생하여 곤란한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이

다. 즉 이용자들의 인식  도서  이용목 에 

따라 원하는 도서 의 분 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해 사  조사를 통해 방안을 서로 논의하여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사  조사를 

토 로 비 과 목표를 설정하여 시 변화를 반

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만남의 

장, 휴식의 장으로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일체감과 자 심을 높

이는 문화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최

 2019).

둘째 도서 에 합한 복합문화공간의 유형 

선정과 도서  내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복

합문화공간으로 시공간, 체험공간, 공연공간, 

커뮤니 이션 공간 등이 있는데, 해당 도서

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과 이용자의 요구조

사, 해당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공간 유형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복합문화공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와 로그램의 경우, 지역 내 문화시설, 문화기

과의 연계 가능성, 지역 문화지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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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복합문화공간을 한 인력과 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앞 설문 문항에서 복합문

화공간 로그램 운  시 고려사항으로 높게 

나타난 산, 기존 운  로그램과의 차별성 

등이 있었으며, 애로사항으로 나타난 문․

담인력 부족, 산 부족, 련 로그램 개발, 

로그램 참여 조, 이용자 인식 부족 등을 종

합해 볼 때, 이를 한 담 인력과 산 확보가 

필수 인 것을 볼 수 있다. 복합문화공간을 

한 문․ 담 인력을 확보해야 해당 공간에서

의 서비스와 로그램이 체계 으로 운 될 수 

있으며 이를 한 산 확보, 로그램 계획  

개발 등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홍보를 통한 이용자의 심 유도  인

식 변화를 제고해야 한다. 설문조사 내용에 따

르면 장애요인으로 로그램 참여 조에 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 은 로그

램 기획과 함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심을 유도하고, 도서 의 복합문화공간에 

한 심과 인식 변화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의 내용을 기반으로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를 한 단계별 체크사항을 제시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구분 내용

비   

목표 수립

외부 내부

∙지역주민의 요구도 조사 실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문화공간, 서비스 로그램 등 조사

∙지역  특성 반 : 인구통계학  특징, 지역 문화 

자산, 지역 내 문화시설 등

∙도서  비   목표와 일치도: 해당 도서 의 정책 

 특화 주제 등과의 연 성 고려

∙도서  주 이용층 악: 성별, 연령별

∙도서  이용자들의 요구도 조사

∙도서  시설  공간 황

∙복합문화공간 운 을 한 인력, 산 등 고려

▼

공간유형 선정

외부 내부

∙복합문화공간 서비스  로그램 운  시 연계할 

수 있는 요소 고려: 구성하는 공간유형별로 연계 

 력할 수 있는 지역 자원  시설/기  등

∙공간 확보  치 고려: 복합문화공간 구성을 한 

도서  공간 확보와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  동선 

고려

∙복합문화공간 유형 선정: 확보된 공간과 이용자 

요구도 조사를 기반으로 선정

▼

인력  산

인력 산

∙ 담인력 배치: 복합문화 로그램 계획  운 , 

기존 로그램과 차별화된 로그램 개발, 지역 

내 문화기 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업무 실시

∙도서  내 자체 산 확보

∙지자체  유사기 과의 력을 통한 산 확보

▼

홍보

외부 내부

∙지역 내 문화기  홍보

∙ 력하는 기 에서의 홍보

∙미디어를 이용한 외부 홍보

∙도서  홈페이지

∙도서  내부 게시  등

<표 24>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한 단계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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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제언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회 환경 변화  

생활수 의 질  향상에 따른 여가시간이 증

되고 있으며, 성인들도 극 으로 평생교육에 

한 욕구가 증 됨에 따라 이러한 교육의 장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활동, 교육활

동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서동훈 2014).

2019년에 발표된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문화 술 람률이 

80% 에 진입하고 60세 이상 람률의 증가폭

이 크며, 읍․면 지역의 문화 술 람률도 

폭 상승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 술에 

한 심, 직 인 참여 의지뿐만 아니라 활동

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문화 술을 이용하는 공간으로 도서

이 16.1%로 이용률이 폭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문화체육 부 2019).

이처럼 국민들의 문화수 이 높아지고 있으

며 도서  이용자들 한 이제 단순히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소극 인 정보취득공간

이 아닌 문화 술 활동 공간으로 도서 을 방

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도서 도 

복합문화공간 구성과 해당 공간에서 체계 인 

로그램 운 을 해 공간은 구성하고 있지만 

차별화된 로그램이 운 되지 않는 곳, 인력 

 산 부족으로 운 이 어려운 곳, 아직까지 

도서 을 열람실로 인식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인식개선  마찰 최소화 등 내실화에 노력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가  차원에서 도서 의 복합문화공

간 운   로그램을 한 가이드라인 개발

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타 시설과 복합화를 이루고 있는 도

서 을 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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