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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 의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 황을 살펴보고,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국 공공도서  청소년 로그램 황을 조사하고, 

청소년을 상으로 독서 실태와 도서  이용실태, 청소년 

로그램에 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공공도서

 담당사서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청소년 로그

램의 내용과 청소년 도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

다. 그 결과를 토 로 청소년 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으

로 청소년 용자료실 설치, 청소년 로그램 개발, 청소년 

웹 사이트 구축, 문인력 확충 등을 제시하 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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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 was to revitalize young adults' 

programs in public library. For this aim, the study 

conducts a questionnaire survey to the young adults & 

the young adults' program librarians on the current state 

of the young adults' program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tudy suggested preparation of young adults' 

reading room, young adults' programs development, 

young adults' web site, young adults' librarian for young 

adults' programs revitalization in public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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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청소년기는 신체 ․정신 인 성장이 매우 빠르게 이

루어지는 가장 격한 변화의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에 

청소년들은 쉽게 응하기 못하고, 정서 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반항 인 기

질이 드러나면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부 응 상

을 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 으로 성숙해지고, 새로운 자아정

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독서는 불안정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확

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의 하나이다. 독서를 

통하여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

보를 얻을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 인 인생

과 세계 을 정립할 수 있다고 하 다(한철우, 박진용 

1998). 좋은 책 읽기는 심리 으로 불안한 시기에 마음

의 안을 주어 정신 인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잡이가 되기도 한다.

한국도서 기 에 의하면 공공도서 은 청소년의 신체

  정신  성장시기를 감안하여 그들의 요구와 심  

문화를 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 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공공도서 은 청소년 사에 합한 인력과 자료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유 기 이나 문가의 력을 얻어 

사활동을 계획․운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한국도

서 회 도서 기 작성특별 원회 2003).

모든 국민에게 독서를 통한 문화  혜택을 골고루 제

공할 의무가 있는 공공도서 에서 청소년들이 책과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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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필요가 있다. 다수의 

공공도서 에서 청소년 로그램에 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학습에 한 부담으로 참여도

가 조하여 소수의 로그램만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도서 은 청소년들이 자발 으로 도서 에 올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요구에 알맞은 로그램을 개발하

고, 우리사회의  교육체제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정신 인 성장에 

도움을  수 있는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 활성

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에 한 

실태를 악하고 청소년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로그램

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알아보았다. 이를 

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국내외의 공공도서  홈페이지

를 통하여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에 한 황

을 조사하 다.

설문조사는 청소년들의 독서실태, 도서 이용실태, 청

소년 로그램에 한 요구사항 등의 내용으로  지

역 공공도서  2개 과 사서교사가 있는  지역과 서

울지역 학교도서 을 각 1개 씩 선정하여 도서  이용

학생 200명을 상으로 2009년 10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청소년 상은 약 13

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으로 한정하 으

며, 200건의 설문 응답지를 회수하 다.

다음으로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에 한 실태

를 악하기 하여 600개 도서  홈페이지를 조사하

고, 청소년 로그램 운  황, 학교도서 과의 력의 

필요성, 청소년 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충청권 공공도서  청소년 로그램 업무 담당사서 

44명에게 2009년 11월1일부터 일주일간 이메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44건의 응답지를 회수하 다.

2. 이론  배경

2.1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기는 그 상이 되는 연령층이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지 않다. 일반 으로 청년기는 사춘기 혹은 성  

성숙의 시작에서 출발하여 성인의 책임을 맡을 때까지

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에 한 연령층을 상

당히 넓게 보고 있다(청소년기본법 2008.2.29). 

미국도서 회 청소년도서  서비스 회(ALA/ 

YALSA)의 청소년에 한 도서  서비스 방침에는 청소

년을 12세부터 1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ALA 1993).

청소년기의 인지  특성과 정의  특성을 악할 수 

있는 연구로는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 Erickson의 인

성발달 이론, Rovert Havighurst의 발달과업 이론 등이 

있다.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12세에서 18세까지

의 청소년기는 인지발달단계  형식  조작기에 해당

한다. 인지 으로 성숙되어서 추상 이고 논리 인 사

고, 상 이고 다차원 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며 가설

이고 연역 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 이고 추상 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장휘숙 2008). 

Erickson은 청소년기가 아동도 성인도 아닌 시기로

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주변인

(marginal person)이라고 하 다. Erickson의 심리사회

 발달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고등학교에 해당

되는 12세에서 18세까지를 정체감  역할 혼미(identity 

vs. identity confusion)의 시기로 육체 으로 격한 성

장을 하나 정신  조정능력은 신체  발달에 미치지 못

하게 된다고 한다(송명자 2004).

Havighurst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남녀간의 보

다 새롭고 성숙한 계 이루기, 남성 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자신의 신체를 받아들이고 효과 으로 

사용하기, 부모와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 으로 독립하

기, 결혼과 가정 생활을 비하기, 직장에 하여 비하

기, 행동의 지표로서 가치 과 윤리 체계를 획득하기, 사

회 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원하고 수행하기 등 8가지를 

설정하고 있다(손인수 1991). 

청소년기는 부모에게 의존했던 어린이가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한 비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사춘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체 , 심리 , 사회  성장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

지는 요한 시기이다. 한 청소년기는 자기주장이 강

해지는 시기로서, 이상한 옷차림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

는 연 인의 머리모양을 따라 하기도 하는 등 멋을 내고 

용모를 꾸미는 데 열 하기도 한다. 가족과의 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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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구와의 계를 더 요시하고, 독립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안정과 보살핌을 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

기에는 어른들의 일방 인 강요보다는 지속 인 심을 

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통한 화로 당면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청소년들이 겪는 정신  성장의 

진통을 책과 도서 을 통하여 완화하고,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심과 문화를 반 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을 도서 으로 유도하여야 한

다. 공공도서 은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왕성한 에 지를 책과 도서 의 

다양한 컨텐츠로 연결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공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2 선행연구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 련 선행연구는 독서

회에 한 연구(김승환 1998; 이만수 2001), 독서 로그

램에 한 연구(정옥연 1998; 김승환 2001), 독서지도에 

한 연구(신  2000; 송계령 2001; 박정  2004), 독

서치료 로그램에 한 연구(양재한 2005; 한복희 

2007; 김수경 2007; 권은경 2007; 이상애 2007), 공공도

서  청소년 독서 로그램에 한 연구(김경자 2005; 

한윤옥, 이연옥 2008), 어린이와 10 를 한 공공도서

서비스에 한 연구 (Virginia  2003), 청소년을 한 

공공도서  웹 사이트에 한 연구(Sandra1 sandra &  

Erika Thickman 2003), 도서 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방

법에 한 연구(Patrick 2007) 등이 조사되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와 련 있는 선행연구를 심으

로 다루고자 한다. 김승환(1998)은 공공도서 의 활성화

를 하여 고등학생을 심으로 한 공공도서 의 독서

회 활동을 연구하 다.

김경자(2005)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을 

심으로 공공도서 의 독서교육 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도서 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 다.

장윤 (2006)은 학교도서 의 독서지도 로그램 활성

화를 해서는 학교도서  담 인력 확보와 담인력의 

문성 향상을 한 지속 인 연수와 지침, 독서지도를 지

원할 수 있는 장서개발, 교과 연계 로그램 개발  공공도

서 의 상호 력체계 확립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한윤옥, 이연옥(2007)은 공공도서  청소년 독서 로

그램의 황과 과제로 청소년 상 독서 로그램의 

황을 고찰하고, 이를 토 로 공공도서  독서 로그램의 

과제와 운 방향을 모색하 다. 그 결과 공공도서 에서

의 독서교육의 지향과 청소년 독서 로그램 운 방향을 

제안하 다.

시인순, 김선 (2007)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청

소년자료실을 심으로 청소년 로그램 운 사례를 연

구하여 청소년 로그램의 개선 을 제안하 다.

지 까지 살펴본 공공도서  청소년 로그램 선행연

구에서는 청소년 로그램에 한 황을 분석하여 문제

을 도출하고, 그동안 조하 던 공공도서  청소년 

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Virginia(2003)는 청소년들이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목 , 공공도서 의 청소년서비스 효율성 평가, 정책입

안자들이 청소년서비스를 해 자 을 모아야 하는 이

유, 어린이와 청소년을 해 개발된 서비스의 효과에 

하여 연구하 다. 

Sandra1 sandra & Erika Thickman(2003)은 청소년

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  웹 사이트를 개발하기 

한 사서들의 의욕에 하여 조사하 다.

Patrick(2007)은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

서 을 하여 청소년과 도서 을 연결시키기 한 방

법을 제시하 다.

3. 공공도서  청소년 로그램 

3.1 국내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 

국내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 황은 한국도서

회에서 발간한 2008 한국도서 연감에 실린 600개 공공

도서 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하 다(한국도서

회 2008).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는 도서 은 조사 상 도서 의 약 36%인 213 에

서 청소년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도서 별로 로

그램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한 로그램은 동일

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지역별로 로그램을 정리하 다

(<표 1> 참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로 처리하 다.

독서회는 재 공공도서 의 요한 청소년 로그램으

로 자리 잡고 있으며, 조사된 도서  76(36.1%) 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도서 에서 정기 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로그램으로는 독서교실(19 ), 도서 장체험(20

), 다독자표창(17개 ) 등이 있었다. 도서 에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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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서 수 로그램명

서울경기 76

도서 체험, 다독자표창, 시낭송회, 책읽기, 독서치료, 독서퀴즈, 독서캠 , 한도서  한 책 읽기, 정보활용, 
청소년사서 로그램, 독서여행, 청소년독서인증제, 낭독회, 이데아교실, 감상화, 화상 , 청소년문학상, 논술, 
어특강, 시와 그림 산책, 인문학강좌, 진로상담, 장애체험스쿨, 방과후학습, Free Talking 로그램, 고 읽기, 
시회, 정보찾기 회, 학 어, 춤테라피, 문학강좌, 역사탐방, 허 비 만들기, 쓰기, 편지쓰기, 환경신문만들기, 

토론교실, 역사여행, 도서 캠 , 박물 교실, NIE, 매체 다시보기, 국어회화, 만화 술 로그램교육, 연극체험, 
책을 통한 기획력 UP 

강원 14
독서감상문, 독서퍼즐, 독서캠 , 도서 과 함께 책읽기, 도서 체험, 다독자시상, 내가 추천하는 멋진 책, 책 제목 
찾기, 청소년 스, UCC콘테스트 공모, 논술, 한국사따라잡기, 시화공모 , 통기타교실, 논술, 문화탐방, 그림으로 
보는 그리스신화 

충청 26
독서토론, 독서치료,  다독자시상, 독서신문, 독서감상문, 독서캠 , 도서 견학, 맞춤형독서 로그램, 청소년을 한 
책읽기, 강연회, 명 사서, 문화강좌, 자아성장교실, 논술, 블로그제 로알기, 진로탐구, 좋은 책 시, 어어휘  
독해, ｢그림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남자｣, 독서퀴즈, 리더십교실, 백제역사기행, 문학기행, 화상

라 39
독서퀴즈, 독서토론, 독후감공모, 독서논술, 독서치료, 짓기 회, 독서퍼즐, 다독자시상, 독서신문, 독서수첩자랑 회, 
생활체육교실, 수학교실, 책 속 보물찾기 회, 독서논술캠 , 통문화․건 문화․어학정보화 루그램, 어, 컴퓨
터, 서 , 상담, 요가, 쓰기

경상 54

독후감상문, 독서퀴즈, 논술, 다독자시상, 독서퍼즐, 독서문화진흥포스터공모, 강연회, 책 속 보물찾기, 독서캠 , 
짓기, 독서치료, 추천도서목록, 1318책나무오르기, 인문고 , 통 해양과학의 산실을 찾아서, POP 쁜 씨쓰기, 

고려사조선사다시보기, 이미지메이킹, 리더십스쿨, 직업탐색, 어, 미국유학설명회, 국어 기본부터 다지기, 세계사, 
진학상담, 천연비 만들기, 화상 , 유 답사

제주 4 다독자시상, 논술, 틴틴! 청소년한국문학10, 우당독서마라톤 회, 반딧불 책여행 

<표 1> 국 공공도서  로그램 황 (213 )

기 으로 이루어지는 로그램에는 논술강좌(47 ), 독

후감상문 쓰기(35 ), 독서치료(10 ) 등이 있었다. 도서

주간이나 독서의 달, 방학기간에 실시되는 일회 인 성

격의 로그램으로는 독서퀴즈 회, 강연회, 쓰기교실, 

화감상회 등과 청소년의 진로탐구와 련된 로그램과 

시낭송회, 외국어강좌, 문화답사 등도 진행되고 있었다. 

국의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서비

스는 성인이나 어린이 서비스에 비해 청소년들의 심

과 참여가 히 미약한 실정이다. 한 청소년 로그

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지속 이고 정기 인 

로그램보다는 비정기 인 일회성의 로그램이 다

수 다. 그러나 국내의 청소년서비스에 한 심은 

2006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개 과 더불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3.2 국외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

본 에서는 미국, 국, 일본을 심으로 한 외국 공

공도서 의 우수한 청소년 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3.2.1 미국

Chelton(2000)은 미국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30

가지의 우수한 청소년서비스 로그램을 력서비스

로그램, 교육서비스 로그램, 정보서비스 로그램, 독서

증진 로그램, 청소년가담 로그램으로 나 어 소개하

고 있다. 그 에서 우수한 3개의 청소년서비스 로그램

은 ASPIRE(After School Programs Inspire Reading), 

유죄 결을 받은 학생과 법원에 의해 CHS(Hennepin 

County Home School)에 탁된 학생들을 상으로 하

는 로젝트, Senior Sunday 등이 있다(Chelton. 2000). 

텍사스 휴스턴 공공도서 (Huston Public Library, 

Texas)은 ASPIRE(After School Programs Inspire 

Reading) 로그램을 소득계층이 많이 사는 5개 분

(Hillendahl Branch,McCrane-Kashmere Gardens Branch, 

Johnson Branch, Stanaker Branch, Scenic Woods Re- 

gional Branch)에서 5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상으로 방과 후에 진행하고 있다. 도서 직원과 자원

사자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월요일- 요일) 숙제지

도, 참고서비스, 인터넷교육, 교육활동  소 트웨어 활

용, 독서증진 로그램을 심으로 지도하고 있다. 한 

숙제를 지원하기 한 자료  오락용 독서 자료도 제공

되고 있다.

오 건주 잭슨카운티 메드포드 도서 (Medford Library, 

Jackson County Library Services, Oregon)은 연구보고

서(Senior Project)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상으로 하여 도서 이 휴 하는 일요일에 

개 을 하고 있다. 도서 직원이 고등학생들이 연구보고

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 일 참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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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는 Senior Sunday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Senior Sunday 로그램은 도서 목록과 정기간행

물색인을 이용하는 법과 인터넷을 활용하는 법을 내용

으로 3번의 워크샵을 제공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 헤네핀카운터 도서 (Hennepin County 

Library, Minnesota)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들을 선도하고 있는 헤네핀 지역 홈스쿨인 CHS(Hennepin 

County Home School)와 연계하여 12세~17세 청소년

에게 도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가, 시인, 술가와의 화, 북

토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력하고 

있다.

3.2.2 국

국의 공공도서 은 인터넷에 익숙한 어린이와 청소

년을 한 새로운 독서 로그램인 Stories from the Web 

(SFW)를 개발하 다. 이 로그램은 웹기반의 로그램

으로 유아부터 14세 청소년들의 독서흥미를 유발하고, 공

공도서 으로 유도하여 책을 읽도록 하고 있다. 11세에서 

14세를 상으로 한 SFW 로그램은 7가지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쓰기 활동을 극 장려하고 있다. SFW 

로그램의 7가지 내용은 쓰기(Write It!), 책 찾기  

소개(Books : 자, 서명, 종류, 만화소설 등), 서평 작성 

 책 평가(Review It!), 직  참여(Interactive : 게임, 토

론, 시합 등), 갤러리(Gallery : 이야기, 시, 술 활동, 노래 

등), 회원제 안내(Get Involved !), 작가소개(Author Zone) 

등이다. 자신들의 순수 작품인 , 시, 시나리오, 동화, 서

평, 그림을 각 연령별로 갤러리에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1) 

채터북스(chatterbooks)는 2001년 9월에 국의 공공

도서  네트워크와 오 지(Orange : 정보통신회사)2)가 

력하여 시작하 다. 국과 스코틀랜드의 네 살부터 

열두 살까지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공공도서  독서동아

리의 국 네트워크이다. 어린이들로 하여  독서의 즐

거움을 발견하게 하고, 자기가 읽은 것에 하여 다른 

어린이나 어른들과 이야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윤정옥 2007). 재정 으로는 오

지의 지원을 받고 있고, 독서개발 단체인 LaunchPad가 

공공도서 과의 력으로 운 되고 있다. 채터북스는 어

린이들로 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책을 읽도록 장려하

고, 책을 선정하고 책에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감

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김 석 2005).

3.2.3 일본

일본의 공공도서 은 일반 으로 청소년코 를 설치

하여 청소년을 상으로 참고 사와 독서안내서비스를 

하고 있다. 청소년코 에는 청소년들의 독서흥미를 유발

하고자 청소년들을 한 자료를 모아 별도의 공간을 만

들어서, 독서를 하고 싶은 분 기를 조성하고 있다(호리

카와 테루요 2007).

일본도서 회 아동청소년 원회에서 2003년 3월에 

제출한 ｢공립도서 의 청소년서비스 실태조사보고｣를 

보면 일본도서 의 청소년 독서문화활동은 권장도서목

록을 개발하거나, 권장도서나 신착 리스트 등을 제공하

고 있다. 회보작성과 배포, 북토크, 시회, 강연회, 독서

모임, 화상 회,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다과회, 낙서

노트, 게시 , 투서함, 도서  견학 투어, 숙제지원, 일일

사서, 도서 자원활동가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일본도

서 회아동청소년 원회 2003). 

4. 설문결과 분석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청소년 응답자 황은 학생 100명, 고등

학생 100명이었으며, 사서 응답자는 44명이었다. ․고

등학생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응

답내용상에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합산 처리하 다.

4.1 청소년 설문 결과 

4.1.1 청소년 도서  이용실태

(1) 도서  이용시간

청소년들의 도서  이용시간을 악하기 하여 응답

자들이 도서 을 방문하 을 경우의 도서  이용시간을 

조사하 다. ‘30분 이내’ 인 경우가 78명(39.2%), ‘30분 

- 1시간’ 인 경우에 응답한 학생들이 49명(24.6%), ‘1시

 1) <http://www.storiesfromtheweb.org/sfwolderarea/index.asp.>

 2) 국 정보통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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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 2시간’ 인 경우가 33명(16.6%), ‘3시간 이상’인 경

우가 22명(11.1%)의 순이었다. 청소년들의 도서 이용

시간은 30분 이내로 이용하는 학생이 많으며 약 64% 정

도의 학생들이 1시간 이내로 도서 을 이용하고 있다.

구분
이용횟수 빈도 비율(%)

30분 이내  78  39.2

30분 - 1시간  49  24.6

1시간 - 2시간   33  16.6

2시간 - 3시간  17  8.5

3시간 이상  22  11.1

계 200 100.0

<표 2> 도서  이용시간

(2) 도서  이용목

청소년들이 도서 을 이용하는 목 을 복수응답을 통

해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책을 읽기 해’ 

도서 을 이용하는 경우가 168건(28.8%), ‘책을 빌리기 

해’ 143건(24.5%), ‘도서 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64건 (11%), ‘숙제를 하기 해’ 56건(9.6%), ‘교과와 

련된 책을 읽기 해’ 55건(9.4%) 순이었다. 반이상

의 학생들(53.3%)이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책을 빌리기 

해서 도서 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교과에 련된 책을 읽기 해 55 9.4

좋아하는 책을 읽기 해 168 28.8

컴퓨터를 하기 해 29 5.0

특별한 목 없이 시간을 보내기 해 26 4.5

선생님 권유에 의해 13 2.2

도서 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64 11

책을 빌리기 해 143 24.5

숙제를 하기 해 56 9.6

동아리 활동을 하기 해 10 1.7

20 3.4

계 584 100.0

<표 3> 도서  이용목 (복수응답)

(3) 도서 에 요구하는 사항

청소년들이 도서 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아보기 해 복수 응답을 통해 알아보았다. ‘청소년 취미

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84건(15%), 

‘청소년 자료를 더 많이 갖추어야 한다’가 72건(12.8%), 

‘공부할 수 있는 열람석이 더 많아야 한다’와 ‘이용시간

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 가 67건(11.9%)으로 동일 비율

로 나타났고, ‘청소년 독서 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가 53

건(9.4%), ‘청소년 용자료실을 만들어야 한다’ 49건

(8.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도서 에서 청소

년 취미 로그램을 증설하는 것과 청소년자료를 더 많

이 갖추어  것을 희망하고 있다.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청소년 독서 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53  9.4

청소년자원 사 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32  5.7

청소년 교양 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19  3.4

청소년 취미 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84 15.0

청소년 용자료실을 만들어야 한다 49  8.7

청소년자료를 더 많이 갖추어야 한다 72 12.8

컴퓨터 수를 늘려야 한다 38  6.8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석이 더 
많아야 한다

67 11.9

이용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 67 11.9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시청각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44  7.8

기타 36  6.4

계 561 100.0

<표 4> 도서 에 요구하는 사항 3가지(복수응답) 

4.1.2 청소년 독서실태

(1) 책을 읽는 목

청소년들의 책을 읽는 목 은 ‘재미있어서’인 경우

가 91명(50.8%), ‘교양을 쌓기 해서’인 경우가 24명

(13.5%), ‘사고력을 풍부하게 해주어서’인 경우가 23명

(12.8%), ‘여가선용을 해서’인 경우가 19명(10.6%) 순

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책을 읽는 가장 큰 목 은 재

미가 있어서 읽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재미있어서  91  50.8

교양을 쌓기 해서  24  13.5

여가선용을 해서  19  10.6

문제해결력을 길러 주려고   3   1.7

사고력을 풍부하게 해주어서  23  12.8

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9   5.0

숙제를 하기 해서   8   4.5

기타   2   1.1

계 179 100.0

<표 5> 책을 읽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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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서량

청소년들의 독서량을 살펴보면 ‘1주일에 2-3권’ 읽는 

경우가 응답한 학생들의 61명(30.5%), ‘한달에 1권’ 40명

(20.0%), ‘1주일에 한권’ 38명(19%), ‘한달에 2-3권’ 33

명(16.5%), ‘1년에 2-3권’ 11명(5.5%), ‘거의 읽지 않음’ 

16명(8.0%)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소

년들의 독서량은 개별 인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구분
이용횟수 빈도 비율(%)

1주일에 2-3권 61 30.5

1주일에 한권 38 19

한달에 2-3권 33 16.5

한달에 1권 40 20.0

1년에 2-3권 11 5.5

거의 읽지 않음 16 8.0

계 200 100.0

<표 6> 독서량

(3) 책을 읽지 않는 이유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를 악하기 하여 

책을 읽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 다. ‘책 읽을 시간이 부

족’한 경우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83명(46.9%), ‘다른 볼

거리 놀거리가 많아서’가 32명(18.1%), ‘책 읽는 것이 습

이 되지 않아서’가 29명(16.4%),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5명(2.9%)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로 거의 반수의 학생이 학업으로 인하여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

목할 것은 다른 볼거리 놀거리가 많아서 32명(18.1%)과 

유사한 수치인 29명(16.4%)의 학생이 책 읽는 것이 습

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

는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의 좋은 독서 로그램 운

이 필요성을 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책 읽을 시간 부족 83 46.9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5 2.9

다른 볼거리 놀거리가 많아서 32 18.1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12 6.8

책 읽는 것이 습 이 되지 않아서 29 16.4

책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4 2.3

기타 12 6.8

계 177 100.0

<표 7> 책을 읽지 않는 이유

4.2 사서 설문 결과

4.2.1 청소년 로그램 운  황

(1) 청소년 로그램 운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로그램은 ‘독

서동아리’가 32건(47.8%), ‘독서지도 로그램’이 15건

(22.4%), ‘도서 이용법’이 12건(17,9%), ‘취미강좌’ 가 8

건(11,9%)의 순으로 많이 운 되고 있었다. 도서 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하고 있는 청소년 로그램은 

독서동아리 로그램이었다.

독서동아리 도서 이용법 독서지도 로그램 취미강좌 계 

32 12 15 8 67

47.8 17.9 22.4 11.9 100%

<표 8> 청소년 로그램 운 (복수응답)

(2) 청소년 로그램 참여도 

청소년들이 공공도서  로그램에 참여에 따른 참여

도를 알아보았다. ‘보통이다’인 경우가 18명(42,9%), ‘나

쁘다’가 17명(40.5%), ‘아주 좋다’가 4명(9.5%), ‘좋다’ 

가 2명(4.8%), ‘아주 나쁘다’가 1명(2.4%) 순으로 나타

났다. 공공도서  로그램에 한 청소년들의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로그램의 활성화 방

안이 더욱 실한 형편이다.

아주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계

4 2 18 17 1 42

9.5 4.8 42.9 40.5 2.4 100%

<표 9> 청소년 로그램 참여도

(3) 청소년 로그램 운 할 때 애로사항

공공도서  사서들이 청소년 로그램을 운 할 때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개인학습  학

원수강’인 경우가 19명(44.2%), ‘청소년 심부족’인 

경우가 14명(32.6%), 청소년업무에 한 ‘ 담인력 부

족’인 경우가 4명(9.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

년들이 개인학습  학원수강으로 부분의 시간을 보

내기 때문에 청소년 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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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인력
부족

업무
과

산
부족

담당자
문성
부족

장서
부족

청소년
심

부족

개인
학습
학원
수강

계

4 3 2 1 0 14 19 43

9.3 6.9 4.7 2.3 0 32.6 44.2 100%

<표 10> 청소년 로그램 운  애로사항

4.2.2 청소년 도서  이용 

(1)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공공도서 에서 사서들이 악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조사하 다. 응답한 사서들

이 ‘열람실’인 경우가 37명(84.1%), ‘디지털자료실’인 경

우가 4명(9.1%), ‘자료열람실’인 경우가 3명(6.8%) 순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공공도서 에서 가장 많이 활

용하고 있는 공간은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열람실 시청각실 기타 계

3 4 37 0 0 44

6.8 9.1 84.1 0 0 100%

<표 11>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2) 청소년의 도서 이용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

사서들이 도서 이용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 인 방

법으로 악하고 있는 것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하 다. 

응답한 사서들이 ‘청소년 용자료실을 만들어야 한다’ 

인 경우가 사서들의 9명(30%)으로 도서  이용을 향상 

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는 ‘청소년자료를 더  많이 갖추어야 한다’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수를 더 늘려야 한다’, ‘도서 이

용법을 지도하여야 한다’, 청소년 학습지원과 과제도움

을 주어야 한다,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여

야 한다,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시청각자료를 많이 확

보해야 한다’ 등의 순으로 우선순 가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들의 공공도서  이용을 향상시키기 한 

가장 효과 인 방법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를 확보하여 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설치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용자료실 9 30

청소년자료확충 2 6.7

컴퓨터수 증 5 16.7

열람석확 6 20.0

이용시간연장 4 13.3

시청각자료확보 2 6.7

학습지원,과제도움 1 3.3

이용법지도 0 0

로그램개발운 1 3.3

계 30 100.0

<표 12> 도서 이용 향상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우선순 )

4.2.3 청소년 로그램 활성화 요소

(1) 학교도서 과의 력 필요성

청소년 로그램을 활성화하기 한 방법으로서, 학교

도서 과의 력의 필요성에 하여 조사하 다. 응답한 

사서들이 ‘ 력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35명으로 79.6%

를 차지하고 있어 다수의 사서들이 학교도서 과의 

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 운 을 활성화하기 해

서는 학교도서 과의 력이 꼭 필요하다고 단된다.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아니다

계

12 23 9 0 0 44

27.3 52.3 20.5 0 0 100%

<표 13> 학교도서 과의 력 필요성

(2) 청소년에게 필요한 로그램 개발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을 활성화하기 해서 

필요한 로그램을 악하기 하여 복수응답으로 조사

하 다. ‘독서 로그램을 늘려야 한다’인 경우가 응답한 

사서들의 30명(23.3%), ‘장래진로와 련된 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한다’인 경우가 25명(19.4%), ‘취미 로그램

을 늘려야 한다’인 경우와 ‘독서논술 로그램을 개설하

여야 한다’인 경우가 19명(14.7%)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로그램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청소년

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로그램의 개발과 증설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청소년들의 진로에 

도움을  수 있는 로그램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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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빈도 비율(%)

독서 로그램 30 23.3

진로 련 로그램 25 19.4

취미 로그램 19 14.7

논술 로그램 19 14.7

자원 사 로그램 18 14.0

교양 로그램 10 7.8

정보자료활용능력 7 5.4

기타 1 0.8

계 129 100.0

<표 14> 청소년에게 필요한 로그램 개발

5. 청소년 로그램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 운 상의 문제 을 분석하고 이에 따

른 활성화방안을 도출하 다.

1) 청소년들이 도서 을 이용하는 목 은 좋아하는 

책을 읽기 해서, 책을 빌리기 해서 고, 청소년 로

그램 담당사서들은 청소년 도서  이용을 향상할 수 있

는 방법으로서 청소년 용자료실을 갖추고, 청소년자료

를 확충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공도서 에서는 청소년자료가 다

른 계층에 비하여 부족하고, 청소년들을 한 별도의 공

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공공도서 에 

서 필요한 자료를 찾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보다는 

래끼리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무리를 지어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공공도서 은 청소년들의 독서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청소년 자료를 좀 더 확충하고, 청소년

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용자료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수의 공공도서 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로그램의 참여도가 좋은 어린이 로그램과 성인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을 심으로 운 하고 있었고, 

심과 참여가 조한 청소년 로그램은 소수에 불과

하 다. 

그러나 설문 분석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도서 이 

청소년 취미 로그램과 청소년자료에 해 좀 더 갖추

어  것을 요구하 고, 사서들은 독서 로그램과 장래

진로와 계된 로그램, 취미 로그램의 증설이 필요

하다고 하 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청소년을 상으로 하여 여가시

간을 즐길 수 있는 취미 로그램, 독서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서 로그램, 장래진로와 련된 로그램 등

을 청소년들의 요구와 심에 을 맞춰 개발하고, 학

교도서 과 력하여 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극 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3)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 공간으로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열람실이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

입시를 비하기 해 많은 시간을 학업에 할애하는 것

으로 단된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연계하여 청소

년들의 학습과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과정

과 연계한 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도 책

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다. 청소년들은 

정규학교수업을 마친 이후에도 방과 후 자율학습으로 

인하여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기 때문에 책

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

년들이 학과공부뿐만이 아니라 시간  여유를 갖고 책

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미래를 비할 수 있도

록 학교와 가정과 사회의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통하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5) 청소년들은 개인학습  학원수강 등으로 인하여 

시간 인 여유가 없어서 공공도서  청소년 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도서

에 올 수 없는 청소년들도 다른 계층의 이용자와 동등

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용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6) 우리나라 공공도서 의 사서 1인당 사 상 인구수

는 17,961명으로 IFLA 권장기 (인구 2,500명당 상근직

원 1명)을 훨씬 도는 실정이다(한국도서 회 2008).

다수의 공공도서 은 업무성격별로 문화해서 사

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  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재의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주민들의 요구가 많

은 사업을 우선 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로그램에 한 문인력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에 한 

심과 이해를 가지고, 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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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도 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6. 결론  제언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요한 시기로

서 새로운 가치 이 형성되고, 미래를 비하는 요한 

기간이다. 도서 에서는 이들의 정신 인 성장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도서  콘텐츠와 여가시간을 활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재의 공공도서 은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

년 로그램의 내용을 악하고, 청소년과 공공도서  

담당사서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요구와 발달단계에 알맞은 청소년 로그램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사한 600개 공공도서  에서 

213개 공공도서 은 청소년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

다.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로그램 에서 정기 인 

로그램으로는 독서회, 독서교실, 도서 장체험, 다독

자시상 등이 있었으며, 비정기 인 로그램으로는 논술

강좌, 독후감상문 모집, 독서치료 등이 있었다. 그 외에

도 일회 인 성격의 로그램으로는 독서퀴즈 회, 강연

회, 쓰기교실, 화감상회, 시낭송회, 외국어강좌, 문화

답사 등이 있었다. 

청소년과 청소년 로그램 담당사서의 설문조사를 근

거로 한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청소년들이 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의 청소년자료실 설치, 청소년들이 취미활동 할 수 있는 

로그램개발과 운 , 독서 로그램개발과 운 , 장래

진로를 탐구해 볼 수 있는 로그램개발과 운 , 청소년

들의 학습과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

한 로그램개발과 운 , 일시 인 행사가 아닌 정기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과 운 , 청소년 

용 웹 사이트 구축, 청소년 로그램을 담할 수 있는 

문인력확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사춘기 청소년들의 심리 인 방황

을 청소년 스스로 정 인 방향으로 환해 나갈 수 있

는 방법으로서, 공공도서  청소년 로그램을 제시하고

자 하 다. 앞으로도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제 인 로그램 개발에 한 지속

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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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서 명
독서

교실
독서회 독서 로그램(67 ) 교육문화 로그램(89 )

서울

경기

가평 앙도서 나도사서학교( -고)

강동도서 독서체험교실( ) 서울청소년 국제 화제 수상작품 상

강남도서 도서 체험( ․고)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 문학상

강서도서 도서 체험( ․고)

개포도서 청소년 시낭송회

경기도립발안도서 다독자표창, 독후감상문

경기도립성남도서
도서 체험학습, 즐거운공부 

맛있는책읽기 

경기도립 앙도서

경기도립 앙도서  주분  독서퀴즈

경기도립 앙도서  평택분

경기도립과천도서
청소년 권장도서와 함께하는 

독서퀴즈

논술( ), 어특강(2007), 어가 수학에게 말을 

걸어와, 시와 그림 산책

고양시립마두도서 책을통한기획력UP(고)

고양시립아람 리도서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인문학

고양시립행신도서 독서 쓰기 청소년 진로상담 지도

고양시립화정도서 화로 세상읽기( )

고척도서 도서  장교육 장애체험스쿨

악문화 도서 방과후 학습(맨토링․ )

명시하안도서 도서 체험( ․고)

구리시립교문도서

구로도서 좋은 화 감상회, 직업 상담(탐색)

남산도서 ․고
독후감상문( ․고), 

독서치료

노원정보도서
한 도서  한 책 읽기, 

정보활용특화 로그램

Free Talking, 한민국 국제 청소년 화제, 청소년 

미래 특강

노원평생학습 청소년 사서 로그램 청소년 낭독회, 나의 꿈 그리기(진로특강)

논 문화정보마당 2008 청소년 고 읽기 회 

림정보문화도서 청소년 명 사서 

도 도서
특별낭독회, 독서여행, 

청소년독서인증제

디자인 람회 출품 입상작 시회, 여름방학 도서낭

독 논술특강, 명 사서, 청소년정보찾기 회

도 문화정보센터 학 어 

동 문구정보화도서 도서  견학( ․고) 청소년을 한 춤테라피(2007)

동 문도서 가을 문학 강좌

동두천시립도서 독서왕 선발( ․고)

동작도서 한 책 읽고 농장체험하자( 고생)

마포평생학습 완득이 청소년 여름독서교실 화여행, 천연 허 비  만들기, 역사탐방

서 문도서 독서퀴즈 회

서수원지식정보도서 도서  체험교실 청소년을 한 세계사 논술

송 도서 이데아 교실(2008) 학생, 생각을 그리는 쓰기교실

성남시분당도서 즐거운 책읽기기술, 독서로 논술 뛰어넘기(2008)

성남시수정도서 시사 논술교실(2008)

성남시 원도서

<부록 1> 국 공공도서  청소년 문화 로그램 황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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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서 명
독서

교실
독서회 독서 로그램(67 ) 교육문화 로그램(89 )

서울

경기

성북정보도서 독후감쓰기, 독서치료 청소년 논술지도

솔샘문화정보센터 효도편지쓰기 회(2008)

수원 선경도서 도서  체험교실

수원 통도서 청소년을 한 독서논술(2007)

시흥시 야도서

시흥시립도서 청소년 진로 련 로그램, 환경신문 만들기

안산시 산도서 기자단, 토론교실, 통합 논술교육

안성시립도서 ․고 독서감상문, 감상화

등포평생학습

양주시덕정도서 자책 독서퀴즈 도서 에서 역사여행(2008)- 학생

양천도서 도서 장체험( 고)

연천도서 도서 을 활용한 청소년 독서캠 (2008, )

양평군립 앙도서 학생을 한 토요 어-독서논술, 속독과 논술

양평용문도서 신문활용 논술교육

오산시 앙도서 독서토론교실( )

용인구성도서 ․고 청소년 쓰기 교실( ․고)

용산도서
창작시모집, 매체다시보기,진로교육,인문학 

강연

아리랑정보도서 아리랑독서왕, 독서치료 NIE( ),제 로 배우는 쓰기( )

은평구립도서 독후감, 쓰기 공모 작가와 함께 쓰기, 책읽기, 사람읽기, 낭독회

의정부시정보도서 등역사교실( )

이천시립도서 독서감상문 만화 술 로그램교육( )

인천 역시주안도서 석바 백일장 한국 문학 단편읽기, 청소년 어교실( )

인천계양도서 사이버 독후감

인천부평도서 논술 따라잡기( )

인천북구도서 내 미래 안내(고), 청소년 직업흥미검사(2008)

안성시립도서 ․고 독서감상문, 감상화 기  국어회화

월계문화정보도서 도서  견학( ․고) 도서 이 하는 월계 어문화캠

정독도서  도서 견학( ․고)
독서논술-역사논술( ), 박물 교실( -고), 

족보교실, 화상 , 테마도서 시

종로도서 논술과 토론(청소년)

랑구립정보도서

랑구립면목정보도서
도서 장학습( ․고), 

독후감-사랑의편지

주시 교하도서 고  등 어회화, 청소년 진로기행

평택시립도서 고 ․고 청소년문학 연극 체험

평택시립도서  팽성분

평택시립도서  안 도서 청소년도서 캠 ( )

포천시립일동도서 학생 논술 로그램

강원 강릉평생교육정보 독서감상문 등 어, 논술교실

고성도서 독서감상문, 독서퍼즐 학생 독서논술교실

삼척평생정보 청소년 문화탐방

소양정보도서 독서감상문 회 등논술( )

속 도서 학논술교실, 그림으로 보는 그리스신화( )

속 평생교육정보 청소년 독서캠 교과서문학논술, 세계사로 논술엿보기, 화 논술

원주평생교육정보 한국사 따라잡기

인제도서 청소년 시화공모

정선도서 청소년 통기타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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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서 명
독서

교실
독서회 독서 로그램(67 ) 교육문화 로그램(89 )

강원
춘천도서

도서 과함께책읽기, 

도서 여행 

춘천동내도서 3일간의도서 령기( )

춘천평생교육정보 독후감상문, 다독자시상 청소년 스, UCC콘테스트 공모

태백도서
독서퍼즐, 추천하는책 

( ․고)

평창군립 화도서
다독자선정, 

책제목찾기( ․고)

충청 가수원도서 문화강좌 - 청소년 강좌

가오도서

가양도서 학 독서토론

갈마도서 맞춤형독서 로그램( ) 청소년 자아성장교실, 통합독서논술 로젝트( )

구즉도서 청소년을 한 책읽기, 강연회

둔산도서 청소년진로탐구- 고생2007년청소년재정학교

신탄진도서 교과서속문학작품따라잡기( ), 블로그제 로알기

안산도서 진로탐색 자기성장 로그램, 문학작품 따라잡기

용운도서 독서치료교실 청소년 자아성장교실, 청소년 진로탐구특강

유성도서 ․고

한밭도서 청소년강좌( 고생), 청소년을 한 좋은 책 시

공주도서 독서감상문, 독서신문 청소년 독서논술

산도서 학교도서  명 사서 도우미 어 어휘  독해

논산강경도서 다독자 시상( 고생)

부여도서 청소년 논술

서산시립도서 청소년 독서캠 ｢그림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남자｣

서산해미도서 도서  견학( -고)

옥천도서 퀴즈 회

제천학생회 다독자 선정( ․고) 논술강좌( )

원도서 독서퀴즈 회( ․고)

증평도서 도서  견학 로그램

천안시 앙도서 리더십교실, 백제역사기행, 화상 , 문학기행

청원도서 다독자 표창

청양도서 청소년 논술

충남남부평생학습

홍성도서 독후감상문

라 주 역시립산수도서 청소년 쓰기( )

주 역시립사직도서 청소년 상담실 “1318마음을 열어 ”운 (2008)

주북구일곡도서

주송정도서

주 앙도서 독서퀴즈 회 어교실-논술교실- 어회화교실( )

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 독서토론 학생 논술교실

군산교육문화회 서 -컴퓨터따라하기-논술( ), 요가(고)

호도서 자책 독서퀴즈 회

남원교육문화회 독후감공모 회( ) 어교실( ․고)

화순도서 독서퀴즈 회

마산교육문화회  익산분 독서  논술지도( )

목포도서
도서 체험학습, 

여름독서 로그램( )
문화답사

무안도서 독서치료, 독서퍼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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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서 명
독서

교실
독서회 독서 로그램(67 ) 교육문화 로그램(89 )

라 무주공공도서 ․고 

완주군도서 짓기 회( )

주시립도서 짓기 회

정읍시립도서 독서감상문 회

진안공공도서 독서감상문 회( )

공공도서 독서퀴즈, 다독자 수상

익산시립도서  등분  학논술교실( )

함평공공도서
독서회원증갖기, 다독자표창, 

독서퍼즐

라북도교육문화회 통문화, 건 문화, 어학-정보화 등 12개 로그램 

강진군립도서 독서왕 선발 회

고흥군립도서 독서감상문 회 문화 작가 청 강연회( ․고)

고흥평생교육 독서퀴즈, 다독자시상

양시립 마도서 가족독서신문공모

나주공공도서 독서감상문 회 학교도서 과 함께하는 독서논술캠

나주시립도서 독서왕 선발 회

남평공공도서 독서왕 선발 회

벌교공공도서 독서퍼즐 회

보성공공도서 다독자 표창 책 속 보물찾기 회, 시사논술교실( )

순천시립도서 독서수첩 자랑 회

신안군립도서  청소년 문화 극장 운

여수시립도서 독서왕 선발 회

암공공도서 책 속 보물찾기 회

옥과공공도서 독서 감상문 공모

장성공공도서 독서퀴즈 회 수학교실( )

장성아카데미하우스 독서 감상문 공모 여름방학 학생 생활체육교실 운

해남공공도서 독서감상문-독서퍼즐 회

경상 김천시립도서 학 독후감상문 공모 독서문화진흥 포스터공모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내신 리 통합논술( )

경상북도립 고령공공도서 독서퀴즈,다독자시상

경상북도립구미도서 독서감상문 공모 특별강연회-성공하는 10 들의 목표 리

경상북도립외동공공도서 다독상 시상

경북도립 공공도서 가은분 독서퍼즐 회, 다독자표창

경상북도립청도공공도서 독서감상문 쓰기 공모

경주시립도서 독후감 모집

의성군립도서 학생 논술교실-여름방학특강

포항시립 암도서 단편 화로 보는 세상읽기(고)

포항시립오천도서 책 속의 보물찾기

거제 도서 쟁문학독서후기공모

고성도서 학생 독서논술교실

김해도서 고

김해장유도서 도서 에서1박2일 개최 청소년을 한 쓰기 특강

경남창녕도서 독서캠 ( ), 독서퀴즈 13.18세 를 한 천연비  만들기( .고)

경남산청도서 등논술

구남부도서 독서논술 로그램( )

구동부도서 ․고 독서클리닉

구두류도서 ․고 짓기 회

구 도서 ․고 독후감상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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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서 명
독서

교실
독서회 독서 로그램(67 ) 교육문화 로그램(89 )

경상
구북부도서 ․고

시낭송, 

독서신문․감상문공모
학생 역사논술, 학생 독서논술경시 회

구서부도서 ․고 독서퀴즈 회 문학기행

구수성도서 ․고 독서치료, 논쟁식독서토론
독서논술-삶쓰기 회( ), 독서논술 회(고), 

독서논술캠

구새벗도서

구 앙도서 ․고 고 독후감상문 공모

마산도서 ․고
독서퀴즈, 도서 퍼즐, 추천

도서목록, 1318책나무 오르기

부산구포도서 도서 체험

부산 정도서 ․고 청소년 도서 학교 역사논술( )(2008)

부산남구도서 도서 체험, 독서토론회

부산동구도서
책제목으로 짓기, 

독서감상문

부산반여도서 청소년 리더십 로그램(2008)

부산반송도서 어체험학습

부산부 도서 독서치료
문화로보는 세계사, 교과서로 배우는 역사논술, 

진학상담사례, 진학정보 시회

부산사상도서 학생 통합교과 논술

부산사하도서

부산서동도서 독서를 통한 마음열기 국어! 기본부터 다지기(여름방학 특강)

부산시민도서 ․고 독후감공모 어체험학습 로그램, 미국유학 련설명회

부산 도도서 ․고 독서퀴즈

부산연산도서 독후감상문

부산 앙도서 독후감공모

부산해운 도서

울산남부도서 청소년이미지메이킹, 독서논술특강, 리더십 스쿨

울산동부도서 ․고
고려사조선사다시보기- 쁜 씨-리더십아카데미, 

미래직업 탐색

울산북부 앙도서 청소년 토론교실, POP 쁜 씨쓰기( )

울산 부도서 ․고 독서치료, 인문고 ( ) 독서논술 따라잡기, 역사신문 만들기, 북아트 

울주도서
독서퍼즐, 도서 장학습, 

책속 보물찾기

진주서부도서
독서능력키우기-논술교실-역사와놀이운 ( ),

손 씨POP배우기( 고)

진해동부도서 청소년 독서논술

창원도서 ․고 독서퀴즈 학생 논술특강(2007)

창원시립도서 토요 학논술

통 도서 ․고 청소년 독서캠 학교( ) 통 해양과학의 산실을 찾아서( ․고)

하남도서 도서  장학습( ․고) 여름방학특강-소통을 한 쓰기( )

함안도서 ․고 찾아가는 유 , 답사여행( )

제주 서귀포시서부도서 틴틴!청소년한국문학10( )

애월도서  학생 독서논술교실( )

우당도서
우당독서마라톤 회, 

꿈을키우는 반딧불 책 여행
학생을 한 논술

제주도서 제주학생 독서상 청소년 논술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