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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립도서관

1.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추진

(1) 연    혁

  m 1954. 4. 11. ⇒ 충주읍사무소내 국립도서관 직할문고로 개관

m 1963. 2. 1. ⇒ 충주시립도서관으로 개관

m 1964. 1. 1. ⇒ 충주시교육청에서 인수 관리

m 1969. 1. 1. ⇒ 충주시청에서 인수 관리

m 1979. 3. 19. ⇒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 개관

(주)중앙일보, 동양방송에서 건물 기증

m 1995. 8. 31. ⇒ 충주시립중앙도서관 확장 개관

m 1999. 9. 21. ⇒ 문화학교 지정(문화관광부)

m 2002. 3. 15. ⇒ 한국도서관상 수상(한국도서관협회)

m 2002. 3. 18. ⇒ 디지털자료실 개실

m 2003. 3. 4. ⇒ 호암도서관 개관(분관)

m 2003. 3. 31. ⇒ 충주시립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m 2006. 6. 20. ⇒ 충주시립도서관 신축 개관

m 2010. 8. 17. ⇒ 작은도서관 설립추진계획 수립

m 2011. 10. 24. ⇒ 충주목행작은도서관 개관(문광부 지원)

m 2011. 11. 25. ⇒ 충주봉방작은도서관 개관(국민은행 지원)

충주연수힐스, 충주시청, 충주수안보작은도서관 개관

m 2013. 3. 29. ⇒ 충주대소원작은도서관 개관

m 2013. 10. 30. ⇒ 양심도서관 『책 여행』 개관

m 2013. 11. 11. ⇒ 엄정꿈터도서관 개관(분관)

m 2017. 1. 1. ⇒ 꼬마도서관(리틀프리도서관) 설치(6개소)

m 2019. 4. 12.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m 2019. 12. 12.  ⇒  푸른작은도서관, 무학작은도서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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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 구 표

   (3) 직원현황

직급별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0 1 3 3 7 6

현원 20 1 6 5 4 4

※ 청원경찰(2명)은 정원 외 직원

(4) 시설현황

m 본 관 : 5,556㎡ (지하 1층, 지상 5층)

m 구 관 : 1,742㎡ (문학관, 열람실, 강의실)

m 어린이청소년 : 988㎡ (지상 2층, 금봉6길 21)

m 호암 분관 : 275㎡ (청소년수련원 2층)

m 엄 정 꿈 터 : 534㎡ (엄정면 자바위길 8)

m 작은도서관 : 6개소 (목행, 봉방, 연수힐스, 시청, 수안보, 대소원)

m 이동도서관 : 버스 1대

  (5) 자료 보유 현황(2019. 12. 31. 현재)

  m 도서관별 (단위: 권)

계 본관 어린이
청소년 호암 엄정

꿈터 목행 봉방 연수
힐스 시청 수안보 대소원

441,201 273,240 22,700 55,806 24,677 8,717 13,479 15,140 10,189 11,181 6,072

시립도서관

관리팀 사서팀 분관관리팀

• 환경정비 • 공공도서관 건립 • 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영

• 시설물관리 •생활 SOC 사업 추진 •도서․비도서관리

• 예산,회계 •도서․비도서관리 •분관(호암, 엄정) 운영

• 부대시설 대관 •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 북스타트프로그램운영

• 서무, 세외수입 • 작은도서관 운영 •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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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주제분류별 (단위: 권)

도서관별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
과학

400
자연
과학

500
기술
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합계

본관 10,126 13,796 6,920 45,304 19,109 20,732 12,434 9,996 110,270 24,553 273,240

분관

어린이

청소년
903 1,062 299 3,424 2,159 1,299 589 578 10,214 2,173 22,700

호암 2,683 2,142 883 8,450 4,982 3,243 2,007 1,688 25,228 4,500 55,806

엄정꿈터 793 1,096 351 3,717 2,260 1,747 798 525 11,276 2,114 24,677

작은도서관 2,566 3,411 1,058 10,389 5,412 4,956 2,325 1,400 27,703 5,558 64,778

※ 비도서자료(DVD, 전자책 등) 제외 : 12,345(본관 12,229, 엄정 104종)

2. 시민을 위한 보유 장서 확충

(1) 개    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독서분위기 확산을 돕기 위하여 26억

1천 2백만원 사업비를 들여 베스트셀러 및 아동․유아 도서를 확충하였고 작은도서관 도

서와 전자책과 DVD 등을 확충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도서 기증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들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앱(리브로피아)을 활성화하여 모바일 회원증 대출/반납현황 조회, 예약

등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성과

구분 계 본관 어린이
청소년

호암 / 
엄정꿈터

작은
도서관 비고

장서확보(권) 49,838 17,166 23,860 2,819 5,993
비도서
포함

사업비(천원) 612,033 210,966 293,767 36,805 70,495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보유 도서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의 독서 요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읽을거리 제공으로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속적인 장서 구입 및 도서 기증운동을 전개

하면서 특히 향토자료(충북에 관한 도서)기증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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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1) 개   요

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체험 위주의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

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매년 다양한 독서문화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문화학교

- 기 간 : 매년 상/하반기

- 내 용 : 초등생~성인까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독서지도사, 캘리그라피, 서예, 역사논술 등

❍ 도서관주간

- 기 간 : 매년 4월 12일 ~ 18일(1주일)

- 내 용 : 매년 진행되는 전국 단위의 독서문화프로그램(공연, 체험, 전시등)

❍ 9월 독서의 달

- 기 간 : 매년 9월

- 내 용 : ‘독독독(讀讀讀) 책이 노크하네요’ 라는 주제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작가와의 만남, 원화전시, 어린이 공연, 문화체험, 대회 등을 추진하

여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 형성에 기여

❍ 방학특강/독서교실

- 기 간 : 매년 8월 / 12월

- 내 용 :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회성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연극놀이, 독서토론, 보드게임, 토탈공예 등

❍ 어린이공연

- 기 간 : 매년 3월 ~ 12월

- 내 용 :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월1회) 동극 공연 개최

❍ 그 외 프로그램

- 도서관 견학, 책읽어주세요, 작가와의 만남, 특강, 원화전시회 등

(2) 주요성과

구분 문화학교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9월)

방학특강
독서교실

어린이
공연

운영프로그램(개) 22 12 14 25(20) 13

참여자수(명) 306 3,449 8,998 343(310)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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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교 도서관 주간

9월 독서의 달 어린이 공연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도서관과의 거리를 좁히고 독서를 통한 즐거움과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화소외지역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서관과 관련된 특색 있는 프로그

램을 다양하게 개설할 계획이다.



제2부 분야별 행정 / 제11장 사업소

536

4. 「책 읽는 충주」 독서 운동

  (1) 개    요

❍ 「책 읽는 충주」는 ‘한 도시 한 책 읽기1)‘ 사업으로 올해의 대표도서를 선정

하여 시민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소통하는 충주시 대표 독서 운동이다.

❍ 2019년 4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시립도서관, 분관 및 작은도서관 등 10개소에서

올해의 대표도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요성과

❍ 2019년 올해의 대표도서 선정

- [일반도서] 열두 발자국(정재승), [어린이도서] 한밤 중 달빛식당(이분희)

❍ 「책 읽는 충주」 선포식(정재승 작가와의 만남) 개최 : 185명

❍ 대표도서 릴레이 : 1288명(성인도서 586명, 어린이도서 702명)

❍ 다양한 독서행사 : 11개 행사, 4,737명

-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회, 어린이 인형극, 원화전시 등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충주시를 대표하는 독서운동으로 대대적인 시민 참여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

하고 지역 주민 단합을 도모하며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오는 2020년에도 올해의 대표도서를 중심으로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연,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 책을 중심으로 한 독서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1998년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에서 최초 시작된 독서운동으로 지역주민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적임. 2001년 미국 전역, 캐나다 등 영미권 중심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에는 2003년부터 서산시와 순천시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었음.

「책 읽는 충주」선포식 대표도서 작가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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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하는 ‘상호대차서비스’

(1) 개    요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8개소 도서관에 없는 책을 충주시립도서관에 신청하여

해당 도서관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상호대차)와 대출한 책을 어디든 반납할 수 있도

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서비스(타관반납)

❍ 충주시 운영 도서관(10개소) : 시립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호암도서관,

엄정꿈터도서관,, 목행작은도서관, 봉방작은도서관,

연수힐스작은도서관, 시청작은도서관,

수안보작은도서관, 대소원작은도서관

❍ 운영방법

상호대차 신청
책 배달

(순회일 : 금요일)
도서 대출/반납

회원증을 가진 이용자가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충주시립도서관 도서를 신청
(방법 :홈페이지, 방문, 전화)

⇒
도서 신청 승인 후
매주 금요일

신청도서관으로 배달
⇒

이용자는 신청한
도서를 신청한

도서관에서 직접 대출

(2) 주요성과 

구분 책 이용자 비고

상호대차 대출 13,541 5,666

타관도서관 반납 24,638 8,823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상호대차서비스’는 이용자 편의 제공 서비스로 주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용률이 대폭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상호대차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책 배달 순회일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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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북스타트) 운영

(1) 개    요

인생을 책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출생한 영아(2017∼2020년생)에게 그림책과 가

방을 선물하여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사회적인 육아 지원에 동참하기 위하

여 부모와 아기를 대상으로 육아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요성과

❍ 북스타트 책꾸러미 제공 :

- 2018 ~2019년생 영아 1,110명 수령, 2016 ~ 2017년생 유아 712명 수령

❍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개설 :

- 2019년 상반기(4.02 ~ 6.13) : 15강좌 개설, 170명 접수, 138명 수료

- 2019년 하반기(9.17 ~ 12.18) : 13강좌 개설, 150명 접수, 122명 수료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영유아 시기부터 독서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고 올

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작은도서관 등 문화소외지역에도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스타트와 관련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을 다양하게 개설할 계획이다.

북스타트 – <그림책 따라 세계여행> 수업 모습 북스타트 – <동화구연> 수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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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서관 환경 개선

  (1) 개   요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공사를 통하여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였다.

  (2) 주요성과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비 고

총 5건 77,700

수안보작은도서관 LED조명 설치 공사 8,000 LED조명 교체 1식

노후펌프(정화조, 저류조) 및제어반교체공사 15,000 펌프및제어반교체 1식

간행물실 냉난방기 구입설치 18,750 냉난방기 설치 1식

전기실 노후 VCB(진공차단기) 교체공사 20,950 주차단기 교체 1식

전기실정류기및UPS 노후축전지교체공사 15,000 축전지 교체 1식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향후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정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비 고

총 5건 244,000

시립도서관 필로티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 10,000 노후 등기구 교체 1식

시립도서관 필로티 노후 바닥 방수 공사 35,000 바닥방수공사 1식

시립도서관 예성공원 내 조명환경 개선공사 160,000
노후 보안등 교체 및

볼라드등 설치 1식

시립도서관 시청각실 노후 스피커 등 교체 19,000 노후 스피커교체 1식

본관 및 구관 옥상 방수공사 20,000 옥상 방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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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1) 개    요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쉽고 편리하게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분관 3개소와

작은도서관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외곽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학교, 방

학특강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2) 주요성과

m 2019 분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 2019 장서확보량(분관) : 2,829권

- 2019 장서확보량(작은도서관) : 5,552권

도서관명 소재지 장서수(권) 개관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금봉6길 21 23,934 2019. 04. 12.

호암분관 청소년수련원 2층 55,806 2003. 03. 04.

엄정분관 엄정면 자바위길 8 24,677 2013. 11. 11.

작

은

도

서

관

목행 행정9길 35, 3층 (목행동) 8,717 2011. 10. 24.

봉방 봉현로 107 (봉방동) 13,479 2011. 11. 25.

연수힐스
연수동산로 26, 관리동 2층
(연수동, 연수힐스테이트)

15,140 2012. 01. 03.

시청 으뜸로 21, 9층 (금릉동) 10,189 2012. 02. 10.

수안보 물탕2길 17, 2층 11,181 2012. 02. 21.

대소원 대소원 1길 29 6,072 2013. 03. 29.

안림푸른
봉현로366, 관리동 1층

(안림동, 2차푸르지오)
4,206 2020. 01. 02.

무학
무학1길 19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2,431 202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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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19 분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현황

m 2019 분관 및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방학특강 : 겨울/여름 방학을 맞아 어린이․청소년 대상 방학특강 운영

- 문화학교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8과목 강좌당 12회 운영

- 문화프로그램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강 진행

구분 방학특강 문화학교 문화프로그램(특강)

운영횟수(회) 2(여름,겨울) 2(상,하반기) 1

운영프로그램(개) 18 16 5

참여자수(명) 228 214 60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도 쉽게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분관 및 작은도

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분관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학교 및 각종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문화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

이다.

도서관명 대출(권) 대출자(명) 방문자(명)

어린이청소년 35,616 10,881 104,393

호암분관 13,119 3,541 16,781

엄정분관 6,091 2,169 39,386

작

은

도

서

관

목 행 3,578 1,177 12,914

봉 방 9,176 2,774 20,597

연수힐스 11,050 3,634 23,327

시 청 7,298 3,080 10,189

수 안 보 1,823 5,442 11,181

대 소 원 3,392 1,016 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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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문화 독서프로그램 운영

  (1) 개    요

내국인 전문 강사와 다문화 가정의 연결을 통해서 가정에 방문하여 책놀이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요성과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내국인 강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책을 이용한 놀이 활동을 함으로써 다문화가

족 아이들의 독서습관을 정착하고 가족 위주로 적응을 도와 부모와 어린이의 생활만족

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다문화센터, 다문화 가족들과 연

계하여 독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도서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분 세부 성과 비고

다문화 독서지도 (1차) 7개 가정 10명, 4회 교육

다문화 독서지도 (2차) 7개 가정 11명, 4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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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1) 개    요

주민과 함께하는 테마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이 함께 독서를 통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위 치 : 충주시 금봉6길 21(용산동)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42㎡, 연면적 988,54㎡(지상 2층)

❍ 주요시설

- 1층 : 어린이자료실, 놀이체험실, 임산부휴게실 등

- 2층 : 청소년·일반자료실, 동아리실, 강의실, 사무실 등

  (2) 주요성과 

❍ 임시운영 : 19. 03. 13.

❍ 개 관 : 19. 04. 12.

❍ 운영성과

- 운영시간 : 09:00 ~ 18:00 (화~일)

장서수 대출자수 대출권수 방문자수 놀이체험실 단체견학

23,860권 10,140명 35,012권 102,443명 8,773명 40회/ 29개소/ 589명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아동 ‧ 청소년의 창의적인 문화 공간 조성으로 아동친화도시 구현

❍ 독서동아리 운영 및 문화 프로그램(자녀돌봄 교육, 청소년 수업 등) 활성화

<어린이자료실> <놀이체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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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박물관

1. 박물관 특별전 운영

  (1) 개요

전시주제 기간 장 소 전시자료

제27회

특별전
충주 명장전 ‘19.5.21~9.15

충주박물관

기획전시실

목칠공예품,전통한복,

창호류외 목공구 등

70여점

제28회

특별전

충주의 옛길과

쇠부리

‘19.12.19 ~

’20.8.30

충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옛지도, 고서서화류,

유적지출토자료 등

110여점

  (2) 주요성과 

❍ 충청북도 충주지역 명장 3인[목칠공예, 전통한복, 창호]의 작품전시를 통해

우리고장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전통공예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공간역할

❍ 충주가 우리역사에 있어 정체성과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전시함으로써

충주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실감하는 공간역할 / 계립령 죽령길과 한강물길을

통한 삼국시대부터 자연적 교통요지로서 충주의 위상과 철자원으로서의 충주

쇠부리터를 살펴보는 역할

  (3) 기대효과, 향후계획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원역사문화 특별전시로 충주박물관 품격향상에 기여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에 따라 충주박물관은 충주지역의 향토사적 자료를 적극적

으로 수집, 전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2. 박물관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1) 개  요

❍ 목 적 : 유물의 수집․연구․전시 외에 현지답사, 전문강좌, 실습 위주의 프

로그램으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지식 함양 및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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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프로그램명

· 전통문화학교 : 봄, 가을 총2기로 운영, 기수별 45명씩 모집,

중원문화에 대한 주제별 강좌 및 유적답사와 체험학습을 통하여 중원문화에

대한 문화인식 확산 등 자긍심 고취

· 박물관대학 : 충주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기념하고 중원문화권의 중심지

충주의 역사문화를 살펴보는 강좌로 ‘충주고구려비의 발견과 역사적 의의’

‘중원의 등장과 변천’ ‘삼국시대의 충주중원’ ‘신라의 유적과 중원경’

등 충주중원지역을 대표하는 10 주제의 역사강좌로 구성함

- 운영기간 : 2019. 3월 ~ 12월

- 장 소 : 충주박물관 및 무술박물관

  (2) 주요성과 

❍ 전통문화학교

- 3월～11월 중 총 2기로 나눠 기별 10주차 시민 1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2회)

및 유적지 답사(8회) 실시. 115명 수료(8회중 6회이상 참석자)

- 1기는 3월~5월 2기는 9월~11월에 운영하여 하절기 무더위를 피해서 운영

❍ 박물관 대학 : 9월～12월 중 매주 화요일 총 11회에 걸쳐 시민 70여 명에게

『충주, 삼국문화를 품다』란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 신청자

78명에 수료자 53명(60%이상 참석자) / 국립민속박물관 및 경복궁 답사, 관람

  (3) 기대효과, 향후계획 

❍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의 역사 및 문화의식 고취

❍ 전통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더욱 충주중원의 역사문화를 홍보하여

충주를 알리고 박물관대학은 시기별, 이슈별 다양한 주제를 선택하여 우리 것

도 알고 이웃나라의 역사문화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모색함이 필요

3. 문화재 그리기 대회

  (1) 개  요

❍ 목 적 : 초등학생 대상으로 중원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선조들의

얼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충주박물관 소장자료 및 중

앙탑을 위시한 충북지역내 문화유산에 대한 그리기 대회를 개최함

❍ 대회일시 : 2019. 6. 24(월) 13: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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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기대상 : 충주박물관 전시자료, 중앙탑 그리기

❍ 참여인원 : 초등학생 1~6학년 200여명

(2) 주요성과 

❍ 참여학생과 지도교사·학부모 등 약 400명이 운집, 문화재 그리기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음

❍ 중원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그리면서 지역 어린이들에게 지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는 실습체험공간이었음

❍ 수상작 : 총 66명 선정 (저학견 42명, 고학년 22명, 지도교사 2명)

❍ 수상작품 순회전시(충주시청 로비 등), 현재 박물관 1,2관 연결통로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음

(3) 기대효과, 향후계획 

❍ 향후 대회 등급을 올려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여 및 전국대회로 발전 모색

❍ 어린 학생들에게 문화유산 그리기를 통해 우리 역사인식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

4. 2019년도 추진 공모사업

  (1) 개요

선정 사업명 주최/주관 총 사업비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계 5개 사업 193백만원

1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충북문화재단

80,000천원

(시비부담없음)

꾸러기탐정대:

굽잔이 

실종사건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선사문화 체험교육

2
소장품 DB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박물관협회

50,000천원

(부담비율 7:3)

충주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

소장품 전산화 및 

공개서비스 제공

3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충북문화재단

33,000천원

(시비부담없음)
독립래퍼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독립’을 주제로 

프로그램 운영

4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박물관협회

20,000천원

(시비부담없음)

찾아라!

충주박물관 

탐험대

박물관 소장품과 

연계한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

5
어르신&협력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10,000천원

(시비부담없음)

2080세대를 

말하다

어르신 · 청년

1:1 매칭한

소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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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성과 

❍ 유아 문화예술교육 :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100회차(2,000명) 프로그램 운영

❍ 소장품 DB화 사업 : 충주박물관 유물 전산화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

❍ 박물관 길위의인문학 : 충주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40회차(800명)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채용하여 ‘독립래퍼’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협력 프로젝트 : 어르신세대와 청년세대를 1:1로 매칭하여 충주라는 공

통된 매개체로 서로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소통 프로

그램 운영

(3) 기대효과, 향후계획

❍ 2020년에도 지속적인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박물관으로 도약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꾸러기 탐정대’ 포스터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독립래퍼’ 포스터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지원사업

‘찾아라! 충주박물관 탐험대’ 포스터
어르신&협력 프로젝트 운영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