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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그램 운 황을 악하고 로그램에 한 이용자의 인식과 선호,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여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의 운 개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한 

연구방법은 이론  연구와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황조사, 도서  이용자의 인식  선호에 한 설문조사, 

사서의 인식에 한 인터뷰조사를 통한 실증  연구를 병행하 다. 황조사․설문조사․인터뷰조사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 을 상으로 하 다. 문화 로그램의 

어려움은 상주작가의 역량과 코로나로 인한 휴․재개 의 반복과 비 면 수업으로 나타났다. 로그램 개선방안으로 

상주작가와 다른 분야의 문인 청과 문학 로그램 운 , 온라인 홍보에서 오 라인 홍보의 강화, 문화 로그램 

운 의 사 교육, 사업 시작 시기 조정, 작가의 특성을 한 교육, 이용자 연령을 고려한 진행방식, 이용자 선호 

로그램, 로그램 운 시간, 정기문화 로그램 운 , 지역특성과 로그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improve the cultural program for the resident writers in librarie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resident writer support project, examining users’ perceptions and preferences, 

and investigating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program. The research methods included an investigation 

(survey) of the program operation status, user perception and preferenc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librarians about their perceptions of the program. Data were collected from libraries with the 

cultural program for resident writers between May and November 2021. Findings showed there were 

challenges in operating the library cultural program due to the lack of resident writers’ quality, frequent 

changes in the program formats (online or offline), and library closur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r the program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made, including inviting good-quality resident writers 

and writers from other fields to the program, training resident writers, advertising the programs 

using online and offline media, training staff, and developing programs considering user ages and 

preferences and diversity in local communities.

키워드: 공공도서 , 상주작가,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그램,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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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화체육 부가 조사한  국도서  문화

로그램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국의 도서  468개 이 총 14,152개의 문화

로그램을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분기당 1번씩 운 되는 로그램이 있기 때

문에 실제로 운 된 횟수를 보면 거의 4배에 달

하는 로그램이 운 되었다(문화체육 부, 

2012, 5). 이는 국 으로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이 활발하게 운 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통계이나 특정 분야에 치우쳐 다양한 주제 

분야의 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황

숙, 김수경, 박미 , 2008, 221). 문학 로그램 

한 이에 속한다. 

공공도서 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학 련 문

화 로그램 운 을 해 극 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해 문학 련 문화 로그램에 

한 조사를 통해 공공도서 에서 문학 련 문화

로그램이 갖는 역할과 의미, 로그램의 구체

인 운 황  내용, 이용자의 요구 등의 

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문학을 으로 

운 되는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

그램 운 황을 악하고 로그램에 한 이

용자의 인식과 선호  담당 사서 인식을 조사

하여 보다 나은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개선사

항  운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문학을 심으로 한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

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련 문헌을 고찰하는 이론  연

구와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황조사, 이

용자 설문조사, 담당사서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분석하는 실증  연구를 병행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공공도서 에서는 로그램 사 활동으로

서의 문화  기능에 을 두어 문화 활동의 

에서 문화 로그램을 다루며(도서 정보

정책기획단, 2007, 6), 다양한 이용자층을 상

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  평생교육 로

그램과 문화 로그램, 그리고 도서  공간 

여까지 총칭하는 의미로 공공도서  문화 로

그램을 정의한다. 이때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은 상주작가가 주가 되어 운 하는 모든 문화

로그램을 총칭한다.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은 기에는 도서

을 홍보하고, 이용자를 도서 으로 유도하기 

한 차원에서 실시되었다면, 참여 이용자들로 하

여  도서 에 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하고, 

도서  이용을 진하는 수단을 한 방법으로 

진행되면서 변화하고 있다(김정희, 2015, 16). 

도서  정체성을 한 독서행사 주의 로그

램에서 이용자들의 문화에 한 심이 높아짐

에 따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로그

램이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유형은 그 형태와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를 들어, 로그램을 문화행사와 문화강좌로 구

분하고 이를 다시 주제별로 나타낸다. 즉 문화

술, 통문화, 취미와 여가, 건강, 어학과 정보

화, 독서와 교과, 기타 등(문화체육 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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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상별 유형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

로 구분한다.

이외에도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유형 구

분은 여러 연구들에서 이루어졌으며 시  변

화와 학자들의 기 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로그램 

운 형식별( 로그램 특징), 로그램 주제별, 

로그램 이용자 상별로 나  수 있다.

그러나 문학 로그램 련하여 구체 인 범

주나 세부 기  없이 단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학을 심으로 

하는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을 ‘공공도서 에

서 문화 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문학 

련 문화행사와 문화강좌’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2.1 목   내용

2017년부터 시작된 도서  상주작가 지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 을 재원으로 삼아 문

화체육 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 술 원회

가 주 한다. 이 사업은 국의 공공도서 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주민 는 아동․청소년

을 상으로 문학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인의 일자리  안정  창작 여건 

제공을 기반으로 작가와 도서  이용자의 네트

워크 형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문학 수요 창출

을 모색하고 문학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상주작가를 사  공개채용 후 사업을 신청하

는 사  매칭형과 사업 신청 후 선정결과에 따

라 상주작가를 공개 채용하는 사후 채용형으로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도서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 (작

은도서  포함)을 상으로 삼으며, 별도의 독

립된 창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 만이 

신청 가능하다. 

2.2.2 추진일정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공공도서 에

서 한국문화 술 원회로 지원신청서를 수하

게 되면 한국문화 술 원회 측에서 지원 심의

가 이루어진다. 사후 채용형의 경우 공통항목 

평가만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며, 도서 의 시설 

 특성화 수 (40%), 제안 로그램 운  계

획의 실  가능성(30%), 문학 활성화 발  기

여도  기  성과(30%)를 기 으로 삼는다. 

사  매칭형의 경우 공통항목 평가 외 상주작

가 수행역량 평가가 추가되어 도서 의 시설 

 특성화 수 (30%), 제안 로그램 운  계

획의 실  가능성(30%), 문학 활성화 발  기

여도  기 성과(25%), 상주작가 수행 역량

(15%)을 심의 기 으로 삼는다. 

심의 후 한국문화 술 원회에서 심의결과

를 발표하며 선발 도서   상주작가를 상

으로 권역별 OT가 이루어진다. OT 이후 사후 

채용형 선발 도서 의 경우 자체 채용 진행이 

이루어지고 사  매칭형의 경우 즉시 사업 수

행이 이루어진다. 사업 기간 내 한국문화 술

원회 측에서 선정 공공도서 으로 장 모니

터링  정산 방문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업이 

끝난 후 한국 술 원회  선발 공공도서 과 

상주작가를 상으로 성과공유 워크 이 이루

어진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 에서 한국 술

원회 측으로 지원  정산  실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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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추진 근거 

｢문화 술진흥법｣에서는 도서 을 문화시설

에서 공연시설로 다루고 있다(문학 술진흥법 

제18769호). 문학진흥법 제5조(문학진흥기본계

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문화체육 부장

은 문학진흥을 하여 문학진흥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문학진흥법 제

18151호). 이를 바탕으로 ｢제1차 문학진흥기본

계획(2018-2022)｣이 추진되었으며, 문학 창작 

지원 확 라는 추진 략의 공공기  상주작가 

로그램 지원 일환으로 도서  상주작가 배치 

 로그램 운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도서 법｣ 제2조(정의) 4항에서는 “공공도

서 ”을 공 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

동  평생교육을 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

단체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 하는 도서  는 법

인, 단체  개인이 설립․운 하는 도서 을 

말한다. 이때 공공도서 은 작은도서 을 포함

한다(도서 법 제18763호). 

2.2.4 상주작가 지원사업 비교

문학을 으로 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  지원사업,1)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2) 

도서  상주작가 지원 사업3)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구분 도서 작은서 문학

시작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운
주 한국문화 술 원회 (사)한국작가회의 (사)한국문학 회

후원(주최) 국민체육진흥공단(문화체육 부)

사업기간 2021. 5. ~ 12. (8개월) 2021. 3. ~ 11. (9개월) 2021. 4. ~ 10. (7개월)

목

1. 지역 주민 는 아동․청소년 

상 문학 로그램 제공

2. 문인의 일자리  안정  

창작 여건 제공

3. 문학 수요 창출

1. 문학소비 확

2. 문학수요자 확

3. 작은서  활성화

4. 지역민 문학진흥

5. 일자리 창출

1. 지역민 문학 향유 확  

2. 문인의 안정 인 일자리 창출

3. 문학  지역 문화 술 거 화

4. 한국 문학 활성화

로그램 유형 독서/창작/강연/공연․ 시 독서/창작/강연 강연/공연․ 시/탐방․체험

상주작가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작가(등단 5년 이상)

본인 작품집 발간 포함 서 1권 이상 발간한 작가

해당지역 내 거주자  주 활동 작가 우

특징 사 /사후 매칭
거 ․작은서 ․상주작가 

매칭 후 신청

선정기  수 45개 거 서  20개(작은서  40개) 33개

<표 1> 상주작가 지원 사업 비교(2021년 기 )

 1)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kjusj

 2) http://www.munhakwan.com/

 3) https://www.arko.or.kr/content/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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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알 수 있듯 도서 , 작은서 , 문학

 모두 문학의 수요  소비 확 를 통한 문학

의 활성화와 문인의 안정 인 일자리  창작 

여건 제공, 이를 통한 지역의 문학진흥을 목

으로 삼고 있다. 다만, 작은서 과 문학 은 각 

기 의 활성화와 홍보를 하나의 목 으로 삼고 

있는 것과 달리 도서 에서는 이용자를 한 

‘문학 로그램 제공’에만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그램 유형은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2017~2020),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  지원

사업(2018~2020),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2019~2020)에서 진행된 문화 로그램을 분

석하여 주  상주작가 지원사업(2019~2020)

에서 진행된 문화 로그램을 분석하여 주로 이

루어진 로그램 유형을 제시하 다. 문화 로

그램 유형은 한국문화 술 원회에서 발간하는 

운  사례집인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백
서에서 제시한 독서, 창작, 강연, 공연․ 시, 

탐방․체험을 기 으로 삼았다.

그 결과 도서 에서는 독서, 창작, 강연, 공

연․ 시 로그램이 작은서 에서는 독서, 창작, 

강연 로그램이 문학 에서는 강연, 공연․

시, 탐방․체험 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로그램 진

행은 기 의 규모와 활용 공간, 소장 자료, 이

용자와의 인 성 등의 향을 받은 결과로 보

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을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문

화 로그램 일환으로 상주작가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문학 심 문화강좌와 문화행사를 총

칭한다. 

2.3 선행연구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의 활성

화 방안,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이용자 만

족도  실태분석 조사, 공공도서  문화 로

그램과 도서  이용 계에 한 연구 등으로 

이루어졌다(<표 2> 참조).

이를 통해 특화 주제 문화 로그램과 특정 

로그램에 한 연구는 미비하며, 그 에서도 

문학에 한 연구는 무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 주목하여 문학진흥을 

한 노력과 맥을 같이 하면서 ‘문학’을 심으

로 문화 로그램이 운 되는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그램에 한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은 공공도서  상주작가 로

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해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황조사, 다수의 이용자 인식과 선호 악을 

한 설문조사, 한정된 담당사서의 구체 인 인

식과 요구 악을 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1)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

화 로그램 운 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그램

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선호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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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 로그램

활성화(특성화) 방안

① 도서  문화 로그램 활성화: 감미아, 이지연(2013), 김수연(2019), 장덕 (2014), 

장우권, 박성우, 여진원(2014), 황 숙, 김수경, 박미 (2008) 등

② 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화: 문화체육 부 외(2007), 도서 정보정책기획단

(2007), 송민선(2022), 장우권(2009) 등

문화 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실태분석

강정아, 노 희(2018), 김수희(2010), 도 주(2008), 손창기(2007), 심혜정(2013), 

장우권 외(2015), 조인숙, 김수희(2010), 조찬식(2008), 최상희(2020), 최홍식, 서진

순(2009) 등

문화 로그램 

도서 이용 계

이경아, 김기 (2018), 이경아, 김경아(2018), 박래은(2017), 박서 (2017), 이경아, 

윤 수, 이용정(2022), 이혜윤, 이지연(2014) 등

기타

① 문화 로그램과 지역문화 시설과의 연계 방안: 곽동철(2005), 안인자, 박미

(2011), 홍희경(2008) ② 문화 로그램의 선호도: 곽철완 외(2009), 노동조, 송유안

(2011) 등

국외

래드스톤

도서

도서 (Gladstone's Library)의 지역작가 로그램 - 국 

(https://www.gladstoneslibrary.org/events/writers-in-residence): ① 도서 의 

경쟁력 있는 거주지 작가 로그램은 자유주의  가치(자유와 사회정의에 한 헌신, 

차이에 한 허용  존 , 열린 마음과 지  호기심이 결합, 타인으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와 함)와 련된 작품을 쓰는 네 명의 작가에게 공간과 자원을 제공 ② 

최근 거주지 작가 로그램 ③ 과거 거주지 작가 로그램 도서 (Gladstone's 

Library)의 지역작가 로그램 - 국4) ① 도서 의 경쟁력 있는 거주지 작가 로그램

은 자유주의  가치(자유와 사회정의에 한 헌신, 차이에 한 허용  존 , 열린 

마음과 지  호기심이 결합, 타인으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와 함)와 련된 작품을 

쓰는 네 명의 작가에게 공간과 자원을 제공 ② 최근 거주지 작가 로그램 ③ 과거 

거주지 작가 로그램 

신시네티 해 턴 

카운티 공공도서

도서 (Cincinnati & Hamilton County Public Library) 지역작가 로그램 - 미국5)

(https://chpl.org/writer-in-residence/): ① 도서 과 지역작가의 교류 증진 ②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쓰기 기술 교육 제공 ③ 지역문 게에서 도서  표로 

활동 - 상주작가가 표 한 견해와 의견은 으로 상주작가의 의견임

토론토 공공도서

도서 (Toronto Public Library)의 작가 로그램 - 캐나다6)

(https://www.torontopubliclibrary.ca/programs-and-classes/categories/autho

rs.jsp) 

① 자 토크  강의: 온라인과 오 라인, 어와 랑스어로 제공 ② 북클럽  

작가 클럽: 온라인과 오 라인, 어와 랑스어로 제공, 창작물 워크 , 북 럽, 

독서챌린지 온라인 북토론, 로크 이 닝 북 클럽(매달 좋은 책에 해 토론) 등 운

<표 2> 선행연구

(연구문제-3)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그램에 한 담당 사서의 인식과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4) 도서  상주작가 지

원사업 개선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3.2 현황조사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의 기본 황과 상

주작가 문화 로그램 황으로 나 어 조사․

 4) https://www.gladstoneslibrary.org/events/writers-in-residence

 5) https://chpl.org/writer-in-residence/

 6) https://www.torontopubliclibrary.ca/programs-and-classes/categories/author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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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3.2.1 조사 상  방법

1) 기본 황 분석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기본 황 분석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선정도서 을 상으

로 한국문화 술 원회 공식사이트, 도서  상

주작가 지원사업 공식 블로그, 도서  상주작

가 지원사업 백서(2017~2019), 도서 통계시

스템 등을 조사하 다.

2) 문화 로그램 황 분석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황 분석을 

해서는 2021년 상주작가로 선정된 공공도서

 45개를 확인하 고, 이  도서  홈페이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식 블로그 등 웹사이

트를 통해(2021.05~10) 상주작가 문화 로그

램 황을 악할 수 있는 40개를 최종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이 40개를 국가도서 통계

시스템 구분에 따라 공공도서 (일반) 29개와 

작은도서 (문고) 11개로 구분하 다(<표 3> 

참조).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황 악을 

해 조사 상 40개 공공도서 별 홈페이지 게시

, 공지사항  알림마당(2021.05~09)을 통

해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실시여부를 일차

순번 지역 구분 도서 명 순번 지역 구분 도서 명

1

서울

공공 악 앙 21
경북

공공 의성군립

2 공공 내를건 서숲으로 22 공공 포항시립포은 앙

3 공공 서 구립양재 23
경남

작은 마하어린이

4 공공 구립증산정보 24 작은 동시동화나무의숲 작은

5 작은 꿈꾸는작은 25

구

공공 고산

6 공공 성동구립용답 26 공공 달성군립

7 공공 은평구립 27 공공 구수산

8 공공 랑구립정보 28
울산

공공 울주선바

9 공공 책이든거리작은 29 작은 꽃바 작은

10

경기

공공 화성시 송산 30
부산

공공 정

11 공공 교하 31 공공 연제

12 작은 꿈이자라는작은행복 32

북

공공 주시립아

13 공공 부천시립상동 33 공공 둔산 어

14 공공 이석 뉴미디어 34 작은 행복세상작은

15 공공 동탄복합문화센터 35 작은 그루터기청소년작은

16
강원

공공 동해시립발한 36

남

공공 양용강

17 공공 원주시립 앙 37 공공 목포공공

18 충북 공공 진천군립 38 공공 라남도립

19 충남 공공 용 39 작은 하늘을나는

20 제주 작은 낭작은 40 주 작은 신일작은

합계 총 40개 (공공 29개 +작은 11개 )

<표 3>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황 분석 도서  목록(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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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하고 상주작가 지원 사업 공식 블로

그  SNS 등을 통한 추가 인 조사가(2021. 

09.30~10.07) 이루어졌으며, 최종 조사일(2021. 

10.07) 이후 게재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은 

이 연구의 조사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3.2.2 자료 수집  분석

1) 지원사업 황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의 기본 황은 크

게 사업기간(2017~2021년), 참여도서 (유형

별․연도별, 지역별, 종별, 참여), 참여자

(참여 상별, 참여 술인), 상주작가(작가 주 

분야) 황으로 나 어 실시하 다. 

2) 문화 로그램 황

국내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상주작가 문

화 로그램에 한 내용과 황을 토 로 상주

작가 문화 로그램 황분석을 한 특징과 유

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으나 

‘문학’을 심으로 하는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과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문학’을 심으로 

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에 맞게 재구성하여 

문화 로그램 운 형식별, 주제별, 이용자 상

별, 문화 로그램 특성을 다음과 같은 기 으

로 분석하 다. 추가로 소요시간, 진행빈도 등

과 같은 문화 로그램 내용  제반 요소를 구

분하여 악하 다. ① 운 형식별 유형 구분: 

한국문화 술 원회에서 발간한 도서  상주

작가 지원사업 백서에서 제시하는 독서, 창작, 

강연, 공연  시, 탐방  체험 5가지로 구분

하 다. ② 주제별 유형 구분: 문화 술 문학진

흥법 제2조(정의) 1항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

정 등을 언어로 표 한 술작품으로서 시, 시

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

다.”를 고려하여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

동문학, 평론, 기타 8가지로 구분하 다. ③ 이

용자 상별 유형 구분: 다문화가정과 조찬식

(2008)이 제시한 유아/어린이, 청소년, 주부, 

장년, 노인, 일반과 조인숙, 김수희(2010)가 제

시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종합하여 아동, 청

소년, 성인, 노인, 다문화 가정, 기타 6가지로 구

분하 다. ④ 문화 로그램 특성 구분: 박래은

(2017, 17-18)이 제시하고 있는 문화 로그램 

실행유형을 참고하 다. 이때 로그램진행자

가 고정되어 있는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의 특

성을 고려하여 로그램 진행자(사서/ 문강사) 

특성을 제외한 진행방식(강의형/참여형), 참여

횟수(일회성/연속성), 참여비용(무료/유료), 참

여규모(소수/다수) 4가지 특성에 따라 로그

램 형식을 구분하 다. 

3.3 설문조사 

3.3.1 조사 상  방법

2021년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공도서  에서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20

개 공공도서 을 조사기 으로 선정하 다. 그

리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20개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 성인 남

녀를 연구 상자로 한정하고, 자발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성인 이용자를 무작 로 표집하

다. 

여기에서 공공도서  이용자란 도서  자료 

 시설 이용, 온라인․오 라인 문화 로그램 

 행사 참여, 도서  방문 등 해당 공공도서

의 모든 이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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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온․오 라인을 병행하 으며, 온

라인 설문의 경우 설문 참여를 수락한 공공도

서  담당사서에게 설명문과 동의서, 설문에 참

여할 수 있는 URL과 QR코드, QR포스터를 이

메일로 달하 다. 이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행사에 ․후로 

본 연구에 한 사서의 안내가 이루어지고 URL 

는 QR코드 공유를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으

며, QR포스터는 공공도서  게시 에 부착하

여 해당 공공도서  성인 이용자라면 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오 라인 

설문은 설문 참여를 수락한 공공도서  담당사

서에게 우편 는 이메일을 통해 설명문과 동

의서, 설문지 일을 달하 다. 응답 설문지

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스캔 설문 일을 이메

일로 회수하 다. 

설문조사는 C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일 이후인 13일(2021.09.06~18)까지에 걸

쳐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가 직  작성하는 자

기기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오 라인 설

문에 동시에 응한 도서 도 있었으며, 오 라인 

설문은 6개 도서 에서 70부를 회수하 고 온

라인 설문은 19개 도서 에서 145부를 회수하

여 온․오 라인으로 총 215부를 회수하 다. 

실제 통계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207부(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8부 제외)이다. 

3.3.2 설문구성  신뢰도

설문은 선행연구(박경애, 2007; 박래은, 2017; 

박윤정, 2013; 윤아란, 리상용, 2015) 설문지를 

바탕으로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그

램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 다(<표 

4> 참조). 

3.3.3 자료 처리  분석

회수된 유의한 설문 207부에 한 분석은 데

이터 코딩 과정을 거쳐 SPSS 26.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①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신뢰

도 분석을 하고 5  만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

다. ② 응답자 일반 인 특성과 상주작가 문

화 로그램 련 사양에 하여 각각 빈도, 백분

율, 평균, 표 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식을 사용

하 고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의 경우 다 응

답으로 처리하 다. ③ 응답자 일반  특성에 

따른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인식  선

호를 살펴보기 하여 교차분석(χ2-test)을 하

다. ④ 응답자 일반 인 특성과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독립

표본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 으며, 

사후 검증으로 Duncan을 사용하 다. ⑤ 실증

분석은 유의수  p<.05, p<.01, p<.001에서 검증

하 다.

3.4 인터뷰조사

3.4.1 조사 상  방법

이용자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20개 공공도

서   인터뷰조사에 동의한 14개 공공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그램 담당사서를 

인터뷰 상으로 선정하 다. 

인터뷰 조사는 시간  지역 인 이유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를 고려하여 서면 인

터뷰 방식인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공공

도서  담당사서에게 연구의 취지  목 을 설

명하고 설명문과 동의서, 인터뷰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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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내용 문항수

Ⅰ.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이용  인식

공통질문 1.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참여 경험 1

15

참여자

1-1. 참여 횟수 1-2. 참여 유형

9

1-3. 참여 역 1-4. 인지 경로

1-5. 참여 목 1-6. 자료 이용 횟수

1-7. 함께 하는 사람

1-8. 만족도: 강사, 내용, 운 , 반 인 만족

1-9. 추천의사

비참여자

2.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인지 여부

2-1. 인지 경로 2-2. 참여하지 않는 이유

2-3. 능력과 지식 향상 여부 2-4. 참여 의사

5

Ⅱ.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특성

진행방식
1. 강의형 로그램/참여형 로그램 선호

3

12

2. 강의형 선택 이유 3. 참여형 선택 이유

참여횟수
4. 일회성 로그램/연속  로그램 선호

3
5. 일회성 선택 이유 6. 연속  선택 이유

참여비용
7. 무료 로그램/유료 로그램 선호

3
8. 무료 선택 이유 9. 유료 선택 이유

참여규모
10. 소수 로그램/다수 로그램 선호

3
11. 소수 선택 이유 12. 다수 선택이유

Ⅲ.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내용  제반 요소

선호도

1. 선호시간 5. 선호유형

8
2. 선호 소요시간 6. 사례집 발간 선호

3. 선호 진행빈도 7. 계층

4. 선호 역 8. 요 요소

Ⅳ. 응답자 개인 특성 1. 성별 2. 연령 3. 학력 4. 직업 4

계 39

<표 4> 설문의 구성과 내용

있는 서면 인터뷰지를 이메일로 달하고 이메

일로 회수하 다. 인터뷰 조사는 이용자 설문조

사가 끝난 이후인 12일(2021.11.12~23)에 걸

쳐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가 직  작성하는 자

기기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담당사서 인터뷰

지는 14부  9부를 회수하 다(<표 5> 참조). 

구분 매칭유형 상자

공공 사후 공공 A, C, D, E- 4부

공공 사 공공B - 1부

작은 사 작은 a, d - 2부

작은 사후 작은 b, c - 2부

<표 5> 담당 사서 인터뷰 상자

3.4.2 인터뷰지 구성

인터뷰 문항은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서 제시하는 평가지표를 고려하고 도서  상주

작가 지원사업 백서(한국문학 술 원회 문학

자원부, 2018; 2020)의 상주작가 인터뷰 문항, 

선행연구 설문지(박 숙, 2019; 한상수, 2010)

와 인터뷰지(김지 , 2016)를 바탕으로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그램에 알맞게 수

정․보완하여 재구성하 다.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담당사서의 인식을 

조사하 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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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터뷰 내용 문항

Ⅰ. 

지원사업 

1.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한 사업 진행 차와 성 그리고 개선해야 할 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Ⅱ.

문화 로그램

1. 귀하의 도서 에서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을 두었던 (두고

자 한 )은 무엇입니까?

7

2.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해 구체 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 으며, 

그 과정에서 택한 의사소통의 주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3.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의 문제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1.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활성화  효과 인 운 을 해 선결되어야 할 사항(과

제)은 구체 으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에서 가장 만족하는 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의 역할은 무엇이며, 여타 로그램과의 차별 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6.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에 한 추가 의견이나 귀 도서 만의 상주작가 문화 로그

램 운 과 련된 특기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8

<표 6> 담당 사서 인터뷰 구성과 내용

4. 실증분석

4.1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비교

4.1.1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형식별

운 형식과 선호도에서 1 는 모두 창작이

었으나 다음 순서는 다르다. 문화 로그램이 

이용자의 선호에 합하지 않게 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4.1.2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주제별

재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은 기타, 시, 아

동문학, 수필, 소설, 평론, 희곡, 시조 등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고, 이용자 선호도는 아동문학, 

소설, 수필, 시, 기타, 희곡, 평론, 시조 등의 순

으로 나타나 황과 선호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기타는 시, 소설, 수필 등 주제별 구분

되지 않는 역들이다(<표 8> 참조).

구분 황분석 순 설문조사(선호도) 순

독서 22.1 2 19.8 3

창작 39.2 1 36.2 1

강연 17.1 3 13.0 4

공연․ 시 13.1 4 9.2 5

탐방․체험 8.5 5 27.1 2

<표 7> 운 형식별 비교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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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황분석 순 설문조사(선호도) 순

시 23.9 2 13.5 4

소설 10.9 5 20.8 2

수필 15.8 4 18.8 3

아동문학 18.0 3 35.3 1

평론 1.6 6 2.4 7

희곡 1.1 7 2.9 6

시조 0.0 8 0.5 8

기타 28.7 1 5.8 5

<표 8> 주제별 비교
(단 , %)

4.1.3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이용자 상별

황과 선호도 조사 모두 성인이 1순 로 나

타났으나, 이용자 선호도의 경우 그 다음 순으

로 아동, 청소년 순으로 나타나, 작가를 꿈꾸고, 

문학작품에 심을 갖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한 문화 로그램도 활발하게 운 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표 9> 참조).

4.1.4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특성

황분석 결과 진행방식은 참여형 로그램이 

강의형 로그램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용자의 선호도 참여형 로그램이 높다. 참여 

횟수는 연속  로그램이 일회성 로그램 보

다 많이 개설되었으며, 이용자 선호 한 연속  

로그램이 높았다. 참여 비용의 경우 무료 로

그램이 부분이었으며, 이용자 선호도 무료 

로그램이 높았고 참여규모는 소수참여 로그램

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 선호도 소수

참여 로그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

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특성은 이용자의 선

호에 합하게 운 되고 있다(<표 10> 참조). 

4.1.5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내용  제반 

요소

1) 시작시간

황분석 결과 기타, 오  10~12시, 오후 

1~3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선

호도는 오  10~12시, 오후 5~7시 등의 순으

구분 황분석 순 설문조사(선호도) 순

아동 18.0 3 28.0 2

청소년 9.7 4 22.2 3

성인 36.4 1 37.2 1

노인 1.5 5 5.3 5

다문화 0.0 6 1.4 6

기타_ 구나 34.3 2 5.8 4

<표 9> 이용자 상별 비교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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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황분석 순 설문조사(선호도) 순

진행방식
강의형 34.9 2 27.1 2

참여형 65.1 1 72.9 1

참여횟수
일회성 20.4 2 26.1 2

연속 79.6 1 73.9 1

참여비용
무료 98.4 1 88.4 1

유료 1.6 2 11.6 2

참여규모
소수참여 81.0 1 83.1 1

다수참여 19.0 2 16.9 2

<표 10> 문화 로그램 특성 비교
(단 , %)

로 나타났다. 이때 황분석 기타 세부 내용은 

10시 이 이 3.2%, 7시 이후가 13.2%, 온라인

이나 상설 시 등이 18.9%이었다. 설문조사 선

호도 기타 주 의견이 7시 이후인 을 고려하여 

황분석 결과를 세부 시간으로 나 어 다시 

정리하면 오  10~12시, 기타, 오후 1~3시, 7

시 이후, 오후 3~5시, 10시 이 과 오후 5~7

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후 5-7시 시간 에 시작하는 상주

작가 문화 로그램 황이 수요에 비해 조함

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2) 소요시간

황의 경우 2~3시간, 1~2시간,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설문조사 선호도는 1~2시간, 

30분~1시간 등의 순으로 3시간 이상의 문화

로그램에 한 선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에 한 선호는 

1~2시간 사이가 75.8%로 다수를 차지하

다(<표 12> 참조).

3) 정기문화 로그램 진행 빈도

황분석의 경우 주 1회, 기타, 월 1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설문조사의 경우 주 1회, 격

주, 월 1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황분석 기

타는 상시 로그램과 비정기  로그램을 의

미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주 1회, 월 1회, 격주, 

주 2~3회로 나타났고 이용자들의 격주 로그

램 선호도를 고려하여 진행 빈도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표 13> 참조).

구분 황분석 순 설문조사(선호도) 순

오  10~12시 34.2 2 49.8 1

오후 1~3시 14.7 3 16.9 3

오후 3~5시 12.6 4 6.3 5

오후 5~7시 3.2 5 18.8 2

기타 35.3 1 8.2 4

<표 11> 시작시간 비교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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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황분석 순 설문조사(선호도) 순

30분~1시간 3.9 4 15.9 2

1~2시간 24.0 2 75.8 1

2~3시간 46.8 1 7.7 3

3시간 이상 3.2 5 0.0 5

기타 22.1 3 0.5 4

<표 12> 소요시간 비교
(단 , %)

구분 황분석 순 설문조사(선호도) 순

월 1회 12.4 3 18.8 3

격주 11.1 4 28.0 2

주 1회 52.3 1 50.7 1

주 2~3회 5.9 5 2.4 4

기타 18.3 2 0.0 0.0

<표 13> 진행 빈도 비교
(단 , %)

4.2 인터뷰 조사 분석

4.2.1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1) 사업 진행 차 성  개선사항

다수의 담당 사서가 재 상주작가 지원 

사업 반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 차

도 합리 이고 하다고 하 다. 다만 산

편성 시 이나 작가의 활동 기간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 재설정의 필요성을 개선 으로 언

하 다(<표 14> 참조).

이외에도 작가 네트워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별 참여 가능한 작가인력풀 연결(공공B), 도서

 담당자의 업무 부담(공공E), 상주작가사업 

우수도서  선정의 객 성(작은a), 상주작가매

칭의 연속성 부족(작은d) 등을 답하 다. 

4.2.2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1) 문화 로그램 진행 시 주안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을 두었던  혹은 두고자 한 에 해서

는 차별성 있는 도서  문화 로그램 운 이 

가장 많았다(<표 15> 참조).

2) 주민 참여를 한 노력과 홍보방안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주민참여를 유도하

기 한 구체 인 노력과 그 과정에서 택한 의

사소통의 주요한 방법에 해서는 지속 인 안

내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도서  상주작가 문

화 로그램 진행 사실을 알리고자 했으며, 주

로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SNS)를 실시하

다가 두드러졌다(<표 16> 참조). 

3) 문화 로그램 운 의 문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의 문제  는 

어려움과 그 요인에 한 물음에는 공공의 경

우 상주작가 역량에 한 응답이 작은 도서

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주를 이루었

다(<표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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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시기가 타 공모사업에 비해 늦어 지자체 산편성 시 과 맞지 않아 행정 차상 산편성을 

한 번거로운 사 이행과정을 진행해야함. 작가 공모  선발 과정의 시간(1달)을 고려한 사업기간 설정

이 필요하다고 보임.(공공C) / 사업을 5월~6월에 시작하니, 상주작가의 활동시간(기간)이 짧습니다. 

활동시간(기간)이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공공D) / ( 략) 선정결정을 5월에 받고 작가 채용 공고  

여러 가지 비하다보니 한 달이 늦어진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차 등 익숙지 않

은 업무다보니 좀 늦게 사업을 시작한 면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작은b) /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있어 

가능하다면 사업 시기를 조  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도서 에서 상주작가 지원을 받는 개월 

수는 6개월 정도인데 그  상주작가 섭외를 사후로 진행 시 기 에 따라 1~2달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작은c)

<표 14> 사업 진행 차 성  개선사항

도서  특화사업 발  ( 략) 동네책방 사업과 연계하여 독립출 물을 주제로 잡고 상주작가 선정, 

로그램 기획  시행함. 연속성 있고 심도 깊은 강좌, 탐방,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하고자 하 고 그

게 진행하고 있음.(공공A) / 기존 도서 로그램과 차별화 된 작가와의 색다른 경험 제공.(공공B) / 

지역 자원  지역 스토리를 활용한 로그램 추진 방안.(공공D) / 가장 을 두었던 건 ‘상주작가’

만이 할 수 있는 로그램을 운 하고자 한 것입니다. 도서 의 문화 로그램도 포화상태이고 문화센터

와 다를바 없는 획일 인 로그램을 운 한 것에 회의를 느 습니다. 그래서 상주작가 사업이 선정된 

도서 에서만 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특화하고자 했습니다. ( 략) 작가님의 문 역량을 살리고, 

우리 도서 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로그램들을 운 하 습니다.(작은d)

<표 15> 문화 로그램 진행 시 주안

참여자는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많이 모집 소식을 했고 그 다음은 게시  내 부착된 홍보물, 

SNS를 보고 참여의사를 드러냈다.(공공A) / 도서  내 게시 , 도서  홈페이지, 도서   지역 

SNS를 활용해 홍보하 음.(공공C) / 도서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극  홍보.(공공D) / 코

로나19로 인한 비 면 로그램 운 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함. 홈페이지  네이버 밴드를 통한 지

속  쓰기 리.(공공E) / 지역 곳곳에 행정게시  수막 개첨, SNS를 통한 홍보, 신문 보도자료.

(작은a) / 주민센터 게시 , 문화센터 회원 홍보, 주별 교육공동체 해피아이넷 홍보 ( 략) 그 에서도 

교육공동체 해피아이넷을 활용한 홍보가 가장 효과 이었습니다.(작은b) / 도서  밴드, 인스타 등 

SNS를 통해 꾸 히 주민참여를 유도하 습니다.(작은c)

<표 16> 주민 참여를 한 노력과 홍보방안

상주작가가 주가 되어 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강사를 섭외하는 부분은 능력 부족 등으로 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공공A) /집필활동과 문학 로그램 운 상의 괴리. 문학 로그램 운 경험이 미숙하여 장

기 인 로그램 운 에 어려움을 보임. 이에 력작가 등을 투입하 지만 상주작가 ‘주도의’ 로그램

의 정체성이 어지는 문제가 발생.(공공B) / 상주작가 역량에 따라 수강생들의 만족도  참여율이 달

라졌음.(공공C) / 성공 인 운 을 해서는 모집단계에서부터 상주작가 주도의 ‘구체 인’ 로그램 

운 (안)이 필수 이라 생각됨.(작은a) / 가장 큰 문제 은 코로나19상황과 도서  휴  재개 의 반

복에 따른 어려움.(작은b) / 코로나로 인해 면수업을 비 면으로 진행해야 했을 때 어려움입니다.

(작은c) /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 겠지만 다과비를 일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

다.(작은d)

<표 17> 문화 로그램 운 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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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로그램 활성화  효과 인 운 을 

한 선결 사항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활성화  효과 인 

운 을 한 선결 사항(과제)에 해서는 상주

작가의 작품 활동과 로그램 운  고려가 가

장 많았다. 이외에도 홍보의 활성화(공공B, 작

은d)와 담당자의 업무과 을 해소할 인력지원

(공공E), e-나라 로그램 활용법 안내(작은

b) 등의 의견이 있었다(<표 18> 참조). 

5)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만족 사항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에서 가장 만족하는 

과 그 이유로 문성이 보장된 문화 로그램 

운 이 주를 이루었고 도서  문화 로그램의 

다양성(공공A, 공공C, 작은c)을 정하는 의견

도 많았다(<표 19> 참조).

6)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의 역할과 차별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의 역할에 한 응답

으로는 지역 쓰기 문화 확산을, 여타 로그

램과의 차별성을 묻는 문항에는 작가를 만날 

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로그램 기획에 한 

것이다(<표 20> 참조).

7)문화 로그램 련 특기 사항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에 한 추가 의

견이나 각 도서 만의 특기사항으로는 상주작

가 선정과 련한 내용이 주로 나타났다. 기존 

참여 경험이 있는 도서 은 동일 작가를 선정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상주작가 장르를 달

리하여 차별화된 로그램을 운 하고자 하는 

도서 이 있는 반면 로그램 운 의 수월함을 

하여 동일 작가와 지속 인 활동을 원하는 

도서 도 있었다(<표 21> 참조). 

상주작가의 업무, 업무시간 등의 확실한 분배  명령. 솔직히 이름 있는 작가가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수강생의 입장에서 ‘굳이 찾아서 신청하고 들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음.

(공공A) / 필연 인 문제이지만 집필활동의 구체 인 결과물이 없음. 상주작가 성과물로 지역콘텐츠를 

담은 1~2편은 의무 으로 제출이 필요.(공공B) / 지역민을 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라 작가의 문

학 로그램 기획, 강연 달력 등이 뛰어나야 함.(공공C) / 작가님들은 도서 에 출근하여 문화 로그

램 등을 진행하다가 보면 작품을 집 해서 쓸 시간이 없어 보임. ( 략) 반나  근무 정도가 되면 실질

으로 작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임.(작은a)

<표 18> 문화 로그램 활성화  선결 사항

문화 로그램의 장 은 작가님이 극 으로 문학 로그램을 창작  운 함으로써 수  높은 로

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 만족스러움.(공공D) / 문 작가를 통한 문화  지원. 일상에서 하기 

힘든 문 작가를 만나고, 쓰기에 해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수강생들의 만족

도가 높음.(공공E) / ( 략) 다양한 문학 로그램을 구애 없이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음. 역량있는 

작가님이 계시므로.(작은a) / ( 략) 문학에 특화된 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에서 상주작가의 상설 인 

문학 로그램이 운 된다는 인식을 이용자들에게 주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도서 으로써의 역

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작은b) / 문화 로그램 운 자(상주작가)의 문성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 략) 쉽게 만나기도 힘든 ‘작가’가 도서 에 함께 한다는 건 도서 으로서도 참여자로서도 

매우 만족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작은d)

<표 19> 문화 로그램 만족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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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  더 다양한 로그램 기획  운 이 가능함.

(공공A) / 상주작가 심의 자유로운 문학 로그램 기획 가능성.(공공B) / 상주작가에게는 안정 인 

집필 환경을 제공하고, ( 략) 도서 에서 작가와 함께 문학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

음.(공공C) / 지역 쓰기 문화 확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 생각함.(공공D) / 도서  상주작

가 문화 로그램의 역할은 쓰기와 문화에 한 심도 증 . 문작가를 직  만남으로써, 쓰기에 

한 직 이고 실 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 가장 큰 차별 임.(공공E) / 지역 마을 이야기를 기

반으로 동시를 창작하고 상주작가와 상호 소통하며 우리마을의 지명 유래나 건축물의 역사, 주변 환경 

등등 살펴보고 이를 소재로 시를 창작함.(작은b) / ‘도서  상주작가’만이 할 수 있는 문화 로그램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이 사업의 목 이고 여타 로그램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함.(작은d)

<표 20> 문화 로그램의 역할과 차별  

차후 로그램을 계속하게 된다면 아동/그림책 작가분이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상주작가사업

을 계속하게 된다면 장르를 달리하여 매년 차별화된 로그램 운 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공공B) / 

17년 선정되었던 작가님이 다시 선정되어 작가님의 넘쳐나는 열정으로 ( 략) 다양한 문학 강연과 창

작 과정을 운 하고 있음.(공공C) / 재 우리 도서 은 수필작가님이 상주작가로 2년간 활동하고 있

으며, 그동안 우리군의 수필 쓰기 확산에 크게 기여함. 내년에는 다른 문학류 작가님이 선정되어 우

리 군민이 다양한 문학류를 하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음.(공공D) / 동일 작가님과 매칭 되서 로

그램을 운 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보니 서로를 잘 알고, ( 략) 특별히 오래 토의하지 않

아도 어떤 로그램을 운 하는 게 좋을지 결과가 빨리 도출됩니다.(작은d)

<표 21> 문화 로그램 련 특기 사항

이외에도 담당 사서 업무 부담(공공D)과 회

계의 간소화 는 교육의 필요성(작은b), 도서

마다 작가님이 배치되면 좋겠다는 의견(작은

a) 등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과 

련하여 여러 측면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5. 개선방안 및 결론

5.1 개선방안

황․설문․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내용과 

황  설문조사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개선방안을 크게 운 과 내용 요소

로 나 어 제시하 다. 

5.1.1 운 요소 

①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지역별 

황을 살펴보면 서울(17.3%)과 경기(17.35%), 

라도(18.9%)에 편 되어있으며, 세종(0.5%), 

제주(1.1%), (1.1%), 주(2.2%)의 경우 

참여가 히 낮다. 이는 각 지역 인구를 고려

하더라도 하지 않으며, 내실 있는 사업 운

을 해 지역별 균등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상주작가의 주 활동분야는 아동․청소년 

문학가, 시인, 소설가가 70% 이상을 차지하여 

특정 분야에 편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아동문학, 소설, 시에 한 응답자의 선호도

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이용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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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조사한 결과 아동문학과 시가 60% 이

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주작가 주 활

동분야가 운  문화 로그램의 주제에 큰 향

을 미치고 있다. 특히, 평론이나 희곡, 시조 

련 문화 로그램은 운  비율이 히 낮아 

특정 문학 주제에 치우치지 않은 상주작가 문

화 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상주작가외 술인이 참

여 가능한 을 활용하여 상주작가와 다른 분

야의 문인을 청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학 로

그램을 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③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인지 경로를 살

펴보면 다수 도서  이용자는 도서  내 홍

보물을 통해 문화 로그램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홍보는 온라인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어 이용자 로그램 인식 경로를 고려한 오

라인 홍보가 더욱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인터뷰조사를 통해 악한 수막, 신

문 보도, 문화센터 홍보, 주민센터 게시 , 단

지 배포 등 다양한 방식의 오 라인 홍보 방식

을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도서  내 홍보물 

이외의 홍보매체와 방법을 활용한다면 비이용

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폭넓은 이용자층을 확보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④ 담당 사서 인터뷰를 통해 사서의 업무 부

담과 련한 내용, e-나라 시스템의 복잡함과 

회계 차의 어려움을 악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사서 업무 처리 방식의 간소

화  회계와 등록 등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그램 운  련 사  교육이 필요하다. 

⑤ 사업 기간을 앞당겨 운 할 필요가 있다. 

담당 사서의 인터뷰 문항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

용은 사업 기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후 운  방식의 경우 작가 공모  선발 과정

의 시간(최소 1달)이 고려되어야 하며, 타 공모

사업과 다른 산편성 시  등이 문제가 된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작가 

선정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그리고 담

당 사서의 업무 부담을 이기 해서라도 사업 

시작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⑥ 담당 사서 인터뷰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 

 하나는 상주작가의 문화 로그램 운 의 미

숙함이다. 집필활동이 주가 되는 작가의 업무 

특성상 문화 로그램 운  경험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필연 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상주작가를 상으로 한 역량향상 교육, 우수 

로그램 사례공유 등이 사 에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작가의 개별 역량이나 창작 장르에 잘 

맞는 콘텐츠를 선택해야 상주작가의 주도하에 

로그램을 끝까지 의미 있게 끌어나갈 수 있

으므로 작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5.1.2 내용 요소

①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형식별 황

과 선호를 비교한 결과 로그램이 이용자 선

호에 합하지 않게 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용자 선호를 고려하여 탐방․체험 형식의 상주

작가 문화 로그램 운 을 확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특성  진행방

식 선호에 한 문항에서 응답자가 강의형 

로그램보다 참여형 로그램을 선호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며, 다수의 응답자가 참여형 

로그램 선호 이유로 문학을 체득하고 극 으

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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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탐방․체험 형식의 로그램 확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참

여를 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문

화 로그램의 내용  방법’이 70% 이상을 차

지하는 것을 통해 이용자들의 참여 결정에 내

용과 방법이 가장 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운 형식은 문화 로그램의 방법에 해

당한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20~50 는 참여형에 한 선호가 

강의형에 한 선호보다 월등히 높으나 60 의 

경우 참여형에 한 선호와 강의형에 한 선

호가 동등하다는 에 주목하여 이용자 연령을 

고려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진행방식의 운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주제별 황과 

선호를 비교한 결과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황과 선호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시 련 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주작가의 주 활동분야의 향과 함께 시라는 

장르의 특성상 소설이나 수필에 비해 비교  

작품 감상이나 창작의 시간이 게 소요되어 

운 하기에 용이하다는 이 이 용된 것으로 

보이며, 수필의 경우 구나 쉽게 근할 수 있

으면서 크게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

게 표  가능한 장르라는 이 이 용되어 소

설보다 활발하게 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아동문학과 소설에 한 선

호가 높다는 을 고려하여 시 심의 상주작

가 문화 로그램을 이고 아동문학 그리고 소

설 심의 문화 로그램 확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참여 목 으로 

자기능력개발을 한 참여(25.1%)와 심 있

는 분야(20.9%)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룬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용자의 선호를 고려

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③ 이용자 상별 황과 선호를 비교하

을 때 황과 선호도 조사 모두 성인이 1순 라

는 에서 동일했으나, 아동과 청소년을 주 

상으로 하는 문화 로그램이 더욱 활발하게 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상자 편  

상은 운 상층을 확 하여 균등한 로그램 

운 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주 

상으로 하는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이 

조하고 노인과 다문화를 상으로 하는 상주작

가 문화 로그램은 거의 무한 실정이므로 이

용자 선호도에 주목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을 것이다. 

④ 공공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은 주

로 30-40  주부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이 주로 

오  시간 와 오후 6시 이 에 집 되어 있는 

것과 무 하지 않다. 따라서 로그램 운  시

간  편  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황과 선호도 조사 내용을 고려했을 때 오

후 5-7시 시간 에 시작하는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의 수요에 비해 실 황은 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퇴근 후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의 참여 의사를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오후 5-7시에 시작하

는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을 확 할 필요가 있

다. 그뿐만 아니라 낮 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청소년들을 하여 야간, 주말 

로그램으로 확 하여 탄력 으로 문화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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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운 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낮 시간에 참여

할 수 없는 이용자의 로그램 참여를 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비참여자의 참

여 의사가 그 다(63.4%), 매우 그 다(18.3%) 

순으로 나타난 을 통해 다수의 비이용자가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이용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비참여자  

로그램을 인식하고 있으나 참여하지 못한 이

유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75%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로그램 운  시간 편  상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소요 시간에 

한 선호는 1~2시간 사이가 75.8%로 다수를 

차지하 다. 이것은 문화 로그램 특성상 단순 

강연보다는 독서나 창작 등 극 인 참여가 

이루어지므로 로그램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

요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3시간 주로 진행되는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을 이고 1~2시간 심의 로

그램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특히 30분-1시간

이라는 소요시간에 한 선호가 2순 라는 

을 고려했을 때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시

간이 길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상주작가 정기문화 로그램 진행 빈도의 

황과 선호를 고려했을 때 주 1회 주의 상주

작가 문화 로그램이 효과 으로 운 되고 있

는 것으로 악된다. 다만, 격주 주의 선호도

가 약 30%로 주 1회 운 을 부담스러워하는 응

답자도 지 않고 여성의 경우 주 1회(51.7%), 

격주(31.4%)를 선호한 반면 남성의 경우 주 1

회(45.7%), 월 1회(40.0%)가 비슷한 선호도

를 보 다는 에서 로그램 운  빈도를 배

분하여 상주작가 정기문화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 으로 격주로 운 되는 

문화 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⑦ 담당 사서의 인터뷰에서 상주작가를 통

한 차별성 있는 도서  문화 로그램 운 을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상주작가의 문성을 살리면서 해당 도서

과 지역 특성 그리고 도서  주 이용층 등을 

고려한 문화 로그램을 구성하여 도서  상주

작가 문화 로그램만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으며, 이는 결국 도서  문화 로그램의 

다양성 확보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그

램 운 황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재 지원 기 이 증가하

으며, 사 매칭이 신설되어 사업의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둘째,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

업 문화 로그램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선

호이다. 총 207명  도서  상주작가 문화 로

그램에 참여한 이 있다가 125명(60.4%), 참

여한 이 없다가 82명(39.6%)의 비율로 상주

작가 문화 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미참여

자의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인식 여부를 조사

한 결과 알고 있다가 43명(52.4%), 모른다가 

39명(47.6%)로 공공도서 에서 상주작가 문

화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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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문화 로그램 내용  방법’ 70% 이상으로 공

공도서  이용자는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참

여 결정에 내용과 방법이 가장 요한 요소임

을 알 수 있다. 셋째,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 로그램에 한 담당 사서의 인식이다.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진행을 해 차별성 있

는 도서  문화 로그램 운 에 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역 내 작가와의 만남을 기반으

로 한 이용자와의 소통 확 , 지역민의 역량 강

화,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알 수 있었다. 주민

참여를 해서는 지속 인 안내를 바탕으로 이

용자에게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을 알리고자 

하 으며, 온․오 라인을 병행한 로그램 홍

보가 이루어졌고 그 에서 온라인을 주축으로 

한 홍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상주

작가 문화 로그램 운  련 특기사항으로 상

주작가 선정과 련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선

발 상주작가 장르를 달리하여 다양하고 차별성 

있는 로그램을 운 하고자 하는 도서 이 있

지만 동일한 작가와의 지속 인 로그램 운

을 통해 시 지 효과를 기 하는 도서 도 있

었다. 

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 로 도서  상주작

가 지원사업 개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운 요소의 개선방안이다. 첫째, 도서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지역 편 되어 있어 

지역별 균등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상주작가 주 활동분야가 문화

로그램 주제에 큰 향을 미치므로 편 이 

있는 상주작가 활동분야를 고려한 선정이 이루

어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상주작가 문화 로

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 모두 주로 도서  내 

홍보물을 통해 로그램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도서  내 홍보물 이외에 다양한 홍보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 운 자(사서) 업무 시스

템 간소화와 사업 운  련 사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 다섯째, 효과 인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을 하여 사업 기간을 앞당겨 

운 해야 한다. 여섯째, 상주작가를 상으로 

한 문화 로그램 교육과 계획 공유가 이루어져

야 한다. 

다음으로는 내용요소에서의 개선방안이다, 

첫째,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형식의 경우 

이용자 선호에 합하지 않게 운 되고 있으므

로 탐방․체험 형식의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을 확 해야 한다. 둘째, 주제별 황의 경

우 황과 선호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 

심의 로그램을 이고 아동문학과 소설 심

의 문화 로그램을 확 해야 한다. 셋째, 이용

자 상별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주 상으

로 하는 로그램이 더욱 활발하게 운 되어야 

한다. 넷째,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시작 시간

은 운  시간  편  상이 있으므로 이용자 

선호를 고려하여 오후 5~7시에 시작하는 상주

작가 문화 로그램을 확 해야 한다. 다섯째, 

소요시간의 경우 황과 선호의 차이가 있으므

로 1~2시간 심의 문화 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여섯째, 정기문화 로그램 진행은 황에 

비해 격주 주의 선호가 높으므로 격주로 운

되는 로그램을 확 해야 한다. 일곱째, 차

별성 있는 상주작가 문화 로그램 운 을 하

여 각 도서 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문화

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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