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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공공도서  근성은 도서 의 이용에 직 인 향을 끼치며, 근성의 불균형 인 분포는 도서  서비스의 

공평한 제공을 제한하는 결정 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 의 공간  

근성을 분석하고,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공공도서 의 근성 향요인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부산지역 공공도서

 근성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공공도서 이 인구수나 교통 이용과 무 하게 입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형평성 측면에서도 공공도서  입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산지역 공공도서  근성 황을 이해하고, 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할 수 있으며, 

향후 공공도서  근성 격차 완화  신규 입지 선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Public library accessibility directly affects library usage, and the disproportionate distribution of 

accessibility is a decisive factor limiting the equitable provision of library servic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accessibility of public libraries in Busan and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accessibility of public libraries using spati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s of the analysis, the 

accessibility of public libraries in the Busan showed large deviations by region. Also, spatial distribution 

of public libraries had no correlation with the settled population and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location of public libraries was inefficient, in terms of social equ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assist 

to understand the spatial accessibility of public libraries in Busan,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accessibility. Moreover,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for releasing disparities 

of the spatial accessibility and selecting new location of public library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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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공도서 은 정보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식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핵심 기반 시설이며, 

따라서 지자체는 모든 지역 주민이 신체 ․지

역 ․경제 ․사회  여건에 계없이 구

나 공평하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

도록 공공도서 을 공 해야 한다. 이는 도서

법 제4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서 의 책

무이며, 특히 도서 이 공공에 의해 공 되는 

만큼 도서  서비스의 수혜가 어려운 계층  

지역에도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도서 은 공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지해야 

한다. 

도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하나는 도서 의 지리  근성이며, 열악

한 근성은 지역 주민의 도서  이용을 하

시키는 요인이 된다(문화체육 부, 2020). 이

에 따라 근성 확 를 해 공공도서 이 지

속 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지 까지의 공공도

서  공 은 지역주민의 공평한 근을 담보하

기보다는 양  확 에 을 맞추고 있으며, 

공공도서  입지 결정은 이용자의 편의보다는 

공 자의 편의로 결정되는 것이 실이었다. 

이는 결과 으로 도서  이용률의 하를 가져

오게 되었으며, 지역간 공공도서  공 의 격

차를 심화시켰다. 특히 도서 을 이용하기 

해서는 도서 을 방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

므로 이용자의 치에서 공공도서 까지의 거

리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도서  이용 여부

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도서  근성이 도서  

이용에 직 인 향을 미치며, 공공도서 의 

불균형  분포가 서비스의 공평한 제공을 제한

하는 결정 인 요인이 되곤 한다. 이러한 에

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내에 도서  공 이 균

등하게 분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도서 의 이

용률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도서  시설의 입

지와 공 을 결정하는 데에도 요한 기 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 역시를 사례로 

공공도서  근성 측정을 통해 도서  공 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공공도서  

근성의 지역 간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지

역 간 공공도서  근성의 격차는 공공도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불평등을 내포하게 되며, 

이러한 불평등은 해당 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

인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역 

간의 근성 차이에 한 분석과 함께 공공도

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역  특

성을 도출함으로써, 어떤 특성이 공공도서 의 

근성에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근성 향상을 한 개

선방안 도출  향후 입지 선정 시 합리 인 의

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이론  배경

2.1 근성 분석과 GIS의 활용

근성은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에 해 이용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 시설이나 서비스에 

근할 수 있는 기회로 설명할 수 있으며, 1950

년  이후 도시계획 분야에 용되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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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식, 1987), 이후 지리학, 교통, 지역개발 등 

공간과 련된 학문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서 근성은 일반 으로 이

용자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쉽게 

근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이용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가를 단하는 기 으로 많이 활

용되고 있으며, 그 상 한 사회복지시설, 의

료보건시설 등 사회 필수 시설  공공시설을 

상으로 확 되어 왔다. 

공공시설의 근성과 련하여 김 식(1987)

은 어느 지역에 공공서비스시설이 입지하고 그 

시설에 이용자를 배분할 때 공간  효율성을 

단하는 기 으로 근성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 으며, 특히 해당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

하기 해 이용자가 직  이동해야 하는 경우 

공간  근성은 공평한 근을 보장하기 한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즉, 공공시

설의 근성과 련한 논의는 해당 시설의 공

간  불평등과 련이 있으며, 따라서 근성 

분석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의 배분과 련된 

공간  이슈를 악할 수 있다. 

공간  근성은 일반 으로 출발지와 도착

지 간의 거리로 측정할 수 있으며, 도서  근

성은 이용자의 치와 도서 의 치 간의 거리

로 측정할 수 있다. GIS의 발 과 함께 근성

을 평가하기 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Talen, 2003), 이  공공시설

의 근성 분석에는 커버리지(coverage) 근방

법, 력모형(gravity model) 근방법, 최소거

리(minimum distance) 근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커버리지 근방법은 특정 지역 

내에 입지한 시설  거리 조락(distance-decay)1)

에 따라 근 가능한 시설의 수를 분석하며, 

력모형 근방법은 력의 법칙을 원용한 것으

로 특정 시설까지의 이동량이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는 반면 거리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근

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최소거리 근방법

은 시설과 이용자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이다. 

이상의 방법들은 어떤 방법을 용하느냐에 

따라 근성 평가 결과가 달라지며, 특정 시설

의 공 에 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자료의 획득 가능 여부에 따라 용 방법이 달

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공

을 나타내는 자료로 공공도서 의 치를 

사용하고, 실제 도서  이용자들의 이용 거리

에 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거리 조락에 따른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반 할 수 없으므로 

최소거리 근방법을 사용하여 근성을 측정

하고자 한다. 최소거리 근방법은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공간  거리를 간단하고 정확하

게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본 연구와 

같이 지역간의 차이를 악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간 근성 수 을 명확하게 보여  수 있

는 방법 역시 최소거리 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 선행연구 검토

공공시설의 공간  불평등과 련된 이슈를 

악하기 한 핵심 지표로 근성이 많이 활

용되면서, 최근 들어 GIS를 이용하여 특정 시

 1)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감소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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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공간  근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근

성 분석이나 GIS의 활용은 그리 활발하지 않으

며, 공공도서 의 공간  근성을 분석한 연

구들 역시 지리학, 도시학 등의 분야에서 일부 

존재한다. 

그동안 공공도서  근성을 분석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종 , 안건 (2010)

은 공공도서  입지  시설특성이 이용활성화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 서울시 공공도서 을 상

으로 도서  이용에 차이를 가져오는 입지 환경 

요인을 규명하 으며, 김 엽, 여 (2014)은 

공간의 국지  탐색을 통한 공공도서 의 입지

평가  최 입지 선정연구를 통해 서울시 공

공도서 을 상으로 공간  형평성, 입지 효

율성, 입지 우선순  등을 분석하고, GIS 공간 

분석을 통해 국지  수 에서 최  입지를 제

안하 다. 한 보애(2014)는 강원도 지역을 

상으로 GIS 근성 분석을 이용하여 도서

의 공간  분포의 특징을 분석하 으며, 김

, 이종길, 여 (2015)은 서울시 공공도서

의 근성을 분석하고 근성을 결정하는 요

인들을 도출하 다. 박진규, 김인(2016)은 부

산지역 공공도서 의 지리  근성을 분석하

고 가장 높은 이용률을 가져오는 입지 형태를 

제안하 으며, 구본진, 장덕 (2021)은 부산지

역의 공공도서 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

고, 서비스 사각지역 도출, 도서  공  특성 

악  공  불균형 지역을 확인하여 도서  건

립을 한 최우선 고려 지역을 도출하 다. 

한편, Cheng et al.(2021)은 미국 4개의 주

요 도시를 상으로 도서 까지의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에 따른 도서 의 근성 수 을 측정

하여 도서 의 공간  근성과 형평성을 평가

하 으며, 소수민족, 어린이, 빈곤층 등 사회경

제  취약 집단이 많은 지역일수록 공공도서

에 한 근성이 떨어지므로 도서  서비스 

제공 시 공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

하 다. Guo, Chan, Yip(2017)은 홍콩 역을 

상으로 수요  공 비율, 직선거리, 인구 가

치 평균을 용한 최단 네트워크거리, 2SFCA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의 4가

지 방법론을 용하여 도심 지역과 교외 간 도

서 의 공간  불평등을 조사하 으며, 도심 지

역이 교외 지역에 비해 도서  근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서  분포의 이질성과 공

간  불평등을 확인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부분 도서 의 입지 

선정  도서 의 공간  분포 특성 악을 

한 목 으로 이루어졌으며, 근성의 차이를 규

명하는 데에서 나아가 근성의 결정 요인을 분

석한 연구는 서울지역을 상으로 한 김 , 이

종길, 여 (2015)의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을 상으로 공공도서

의 근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공공도서  

근성의 차이를 발생하는데 향을 끼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 의 공간  

근성을 분석하고,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용하

여 지역 간 공공도서  근성의 차이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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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인지 악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공간  범 는 

부산 역시이며, 시간  범 는 2020년을 기

으로 하 다. 

부산 역시는 16개 구/군(15개구, 1개군)아

래 205개 행정동이 있으며, 총 면 은 769.89㎢ 

에 달한다. 부산지역 내 가장 큰 면 을 차지하

는 지역은 기장군으로 체의 28.36%를 차지하

고 있으며, 다음으로 강서구가 23.58%, 정구

가 8.51% 순이다. 부산지역 공공도서 의 수는 

45개(분  포함)로, 이  지자체가 설립하여 

운 하고 있는 도서 이 31개 , 교육청이 운

하고 있는 도서 이 14개 이다. 부산지역 모든 

행정구역에 도서 이 1개 이상 치하고 있으

며, 가장 많은 공공도서 이 있는 지역은 기장

군으로 7개의 도서 이 운 되고 있는 반면 사

상구, 서구, 구에는 단 1개의 도서 만 치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도서 의 수는 국 

17개 시․도  부산이 11번째 수 으로 약간 

낮은 편이며, 공공도서  건립․운  매뉴얼

<그림 1> 부산 역시 구/군별 공공도서  분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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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에 제시된 도서 의 지   지역별 

사권역을 기 으로 했을 때, 공공도서  서비

스 사각지역이 부산 역시 체 면 의 38.5%

에 달할 정도로 근성 격차가 크다(구본진, 장

덕 , 2021).

3.2 연구의 방법

3.2.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 역시 공공도서  근

성 측정을 해 최소거리(minimum distance) 

근방법을 사용하 으며, 근성 분석의 단

로는 공공도서 의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인구

수 자료를 사용하 다. 근성 분석 시 분석 수

은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해 가  미시

인 수 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 

통계 수 에서 가장 작은 공간 단 인 집계구 

기 으로 분석을 수행하되, 해석의 용이성  

지역 간 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을 

해 구/군  읍면동 단 로 평균 근성을 산

출하 다.

근성 산출을 한 최소거리 근방법을 사

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와 공공도서  간의 거

리의 기 을 무엇으로 용하는가 하는 것은 

요한 문제다. 일반 으로 거리의 기 은 두 지

 간의 최소 거리인 유클리디안 거리(euclidian 

distance)와 도로망 거리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거리(network distance)가 있다. 도로망이 좋

은 지역에 치한 시설과 그 지 않은 지역에 

치한 시설은 직선 거리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동거리와 이동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세

계를 보다 정확하게 반 할 수 있기 해서는 

도로 네트워크를 기 으로 분석하는 것이 비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

도서  건립․운  매뉴얼(2019)에 제시된 

공공도서 의 사권역이 직선거리를 기 으

로 도출되어 있으며, 공공도서  근성을 분

석한 연구가 미비한 재의 실정에서 비교 분

석의 용이성을 해 본 연구에서는 직선 거리

를 바탕으로 한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 으로 

근성을 분석한다. 

근성의 산출은 김 , 이종길, 여 (2015)

의 연구에서 사용한 수식을 참조하여 측정하

다. 이 식은 동에 포함되어 있는 집계구 수 에

서 근성을 산출한 후 동 단 에서 평균 인 

근성 지수를 계산하며, 모든 집계구에서 이

용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공도서 을 

이용한다는 것을 제로 한다. 구체 으로 Ai

는 부산 역시 i동의 공간  근성, Pi는 i동의 

상주인구수, pij는 동 i에 속한 집계구 j의 상주인

구수, dmin은 집계구 j의 심 에서 공공도서

까지의 최단거리를 나타낸다. 

 

×min 

다음으로 공공도서 의 지역별 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해 공

간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공간회귀분석은 공간

분석기법의 하나로 회귀분석을 통해 공간의 의

존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간회귀분석은 일

반 으로 공간시차모형(SLM)과 공간오차모

형(SEM)을 이용한다. 공간 자료는 인  지역

과 서로 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  특성인 공

간자기상 성을 보이는데(김 구, 2003), 일반선

형회귀분석(OLS)의 경우, 공간 독립성(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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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을 제로 하고 있고, 이 제가 

반될 경우 측 오차들이 서로 상 성을 띠

게 되어 회귀계수의 표 오차를 과장되고 편향

되게 만들며 이는 결국 통계  추론을 부정확

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정진성, 황의갑, 

2010). 따라서 공간 의존성과 공간 이질성이 있

는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일반 회귀분석이 갖는 단 과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공간회귀분석은 회귀분석에 앞

서 공간 의존성 분석을 통해 공간  자기상  

여부를 단한다. 이후 공간자기상 이 없는 

경우 OLS(ordinary least square)모형을 구축

하고, 공간자기상 이 있는 경우 SLM(spatial 

lag model)과 SEM(spatial error model)을 구

축하여 합성 단 후 더 유의한 모형을 채택

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회귀분석을 

해 공간데이터분석 로그램인 GeoDa를 활용

하 으며, 분석 모형의 선정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3.2.2 자료  변인

본 연구에서 공공도서  근성의 지역 간 격

차에 향을 미친 요인을 추출하기 해 사용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앞서 산출한 공공도서  

근성을 종속변수로 하 고, 독립 변수들은 공

공시설의 근성  공 요인 분석 련 연구에

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김헌민, 김희 , 2004; 

김 , 이종길, 여 , 2015)과 부산시 균형발

을 한 불균형 실태분석 지표(한국지방행정

<그림 2> 공간회귀분석을 한 모형 선정 과정(Ansel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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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20)를 참고하여 도출하 다. 선행연

구들에서 언 하고 있는 변수들이 부분 지역 

간 격차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변수들인만큼 

부산시 균형발 을 한 불균형 실태분석 지표 

역시 지역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 단

되어 변수 선정 시 포함하 다. 

불균형 실태분석 지표는 인구활력, 산업․경

제, 주거생활환경, 교육․문화․복지의 4개 

역의 2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28개 지표 

 삶의 만족도를 악하는 주 지표를 제외한 

20개의 객 지표를 상으로 하 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부분의 지표들과 불균형 실

태분석 지표는 구군 단 로 산출된 자료를 사용

하 으므로 읍면동 단 의 분석을 수행하는 본 

연구의 경우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석의 용이성을 해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지표가 읍면동 단 로도 구

축되어 자료 구득이 가능한 지표  주소 자료

를 확보할 수 있어 GIS 분석을 통해 읍면동 자

료를 구축할 수 있는 지표만을 상으로 하 으

며, 연구의 시간  범 인 2020년을 기 으로 

최신 자료를 분석하 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

서 독립변수로 사용한 지표들은 인구 요인, 교

통․지리  요인, 경제  요인, 사회  요인의 

총 14개의 지표들이며, 각 변수들의 구체 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그 외 부산지역의 구/군  읍면동 치 자

료  집계구별 인구수 자료는 통계청 통계지

리정보서비스(SGIS 러스)를 통해 수집하

고, 공공도서  치 자료는 2020년 부산 역

시 공공도서  황자료에 나타난 공공도서

의 주소를 지오코딩하여 공간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구분 내용 자료 출처  구축 방법

종속변수 공공도서  근성(m) GIS 분석

독립변수

인구 요인

상주인구수(명)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황

인구증감률(%)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황

고령인구비율(%)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황

교통․지리  요인

읍면동별 면 (㎢) GIS 분석

인구 도(명/㎢)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황, GIS 분석

지하철역사수(개) 국도시철도역사정보표 데이터

지하철역까지의 거리(m) GIS 분석

경제  요인

읍면동별 지방세(천원) 구/군 통계연보

노후주택률(%) 국토교통부

공시지가(원/㎡) 국토교통부

사회  요인

유치원수(개) 교육통계, GIS 분석

등학교학 수(개) 교육통계, GIS 분석

사설학원  독서실수(개) 교육통계, GIS 분석

의료기 수(종합병원+병원)(개) 부산 공공데이터, GIS 분석

<표 1> 공간계량경제모형에 사용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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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부산 역시 공공도서  근성

부산 역시 공공도서 의 근성 분석은 이

용자가 이용 가능한 도서 의 수와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도서 의 거리 측정을 통해 분석

하 다. 

먼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도서 의 수를 기

으로 한 도서  근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  건립․운  매뉴얼(2019)
에서는 공공도서 의 입지 선정 시 근성을 1

차 반경 1㎞(도보 10분 이내), 2차 반경 2㎞

(도보 20분 이내)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의 심 을 기 으로 반경 2㎞ 내에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의 수를 악

하여 각 읍면동별 차이를 악하고자 하 다. 

분석 결과, 부산지역 내 각 읍면동별로 이용자

가 도보 20분 이내로 이용 가능한 도서 의 수는 

평균 1.5개로 나타났다. 이용 가능 범 에 있는 

도서 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안락2동과 반여

4동으로 반경 2㎞ 내에 6개의 도서 이 있었으

며, 다음으로 5개의 도서 이 있는 지역이 명장1

동, 연산8동, 연산9동, 4개의 도서 이 있는 지역

이 량2동, 량6동, 수정4동, 범일1동, 연지동, 

범천2동, 수민동, 복산동, 안락1동, 명장2동, 서2

동이었다. 그러나 부산지역 51개의 읍면동은 반

경 2㎞ 내에 단 하나의 도서 도 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 가능한 도서 의 수 역시 지

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3>

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상

당히 인 하여 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부산 역시 읍면동별 반경 2㎞ 내 공공도서  수 분포



7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5권 제4호 2021

다음으로 최소거리를 기 으로 한 공공도서

 근성 분석 결과는 <표 2>  <표 3>과 같

다. 먼  구/군 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

산지역 16개 구/군  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동

구(574.80m), 구(687.01m), 도구(985.88m)

으며, 이들 세 지역의 근성은 1,000m를 

과하지 않아 비교  근성이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가장 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강

서구(2,900.19m), 사상구(1,984.33m), 사하구

(1,804.80m)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서구의 경

우 부산지역에서 근성이 유일하게 2,000m를 

과하는 지역이었다. 

다음으로 읍면동 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읍면동 지역의 평균 근성은 1,392.71m로 공
공도서  건립․운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근성 기  1차 반경(1㎞)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성 기 별 읍면동 

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2차 반경(2

㎞)을 과한 지역이 41개로 체의 20%를 차

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은 동

신2동(40.79m)이었으며, 다음으로 동 신1동

(52.23m), 수정1동(231.74m)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은 가덕도동

으로 근성이 8,298.56m에 달했으며, 다음으

로 장안읍(7,853.14m), 가락동(6,037.18m) 순

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공공도서  근성이 양호한 읍면동 지역들

은 부산지역 10개 구에 산재해 나타나고 있으

며, <그림 5>와 같이 읍면동 단 의 근성 분

포를 보면 근성이 좋은 읍면동 지역은 인

한 지역들과의 유사성 역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성이 열악한 지역은 강서

구, 사상구, 사하구, 기장군에 집 으로 분포

하고 있으며, 사상구, 정구, 남구의 경우 근

성이 양호한 지역과 열악한 지역이 함께 나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순 구/군 근성(m) 순 구/군 근성(m)

1 동구 574.80 9 서구 1,305.38 

2 구 687.01 10 동래구 1,337.30 

3 도구 985.88 11 남구 1,383.90 

4 수 구 1,006.43 12 기장군 1,461.48 

5 북구 1,044.98 13 정구 1,607.79 

6 해운 구 1,047.81 14 사하구 1,804.80 

7 연제구 1,112.22 15 사상구 1,984.33 

8 부산진구 1,144.18 16 강서구 2,900.19 

<표 2> 부산 역시 구/군별 공공도서  근성

구분 반경 1㎞ 이내 반경 1~2㎞ 반경 2㎞ 과

읍면동 수 97(47.3) 67(32.7) 41(20.0)

<표 3> 부산 역시 읍면동별 공공도서  근성 기  충족 황
(단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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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상 지역 하 지역

읍면동 근성(m) 구/군 읍면동 근성(m) 구/군

1 동 신2동 40.79 서구 가덕도동 8,298.56 강서구

2 동 신1동 52.23 서구 장안읍 7,853.14 기장군

3 수정1동 231.74 동구 가락동 6,037.18 강서구

4 앙동 262.81 구 녹산동 5,353.63 강서구

5 반여3동 291.45 해운 구 강동동 4,375.38 강서구

6 수정5동 293.54 동구 성동 3,668.00 정구

7 남항동 335.06 도구 학장동 3,351.77 사상구

8 덕포2동 343.75 사상구 1동 3,132.57 강서구

9 서1동 356.93 정구 엄궁동 3,114.22 사상구

10 량3동 385.35 동구 일 면 3,082.42 기장군

11 덕포1동 389.94 사상구 장림1동 3,045.39 사하구

12 선1동 394.32 도구 주례3동 2,942.10 사상구

13 부 2동 412.02 부산진구 주례2동 2,896.99 사상구

14 연5동 412.40 남구 구서1동 2,873.48 정구

15 범일1동 421.63 동구 장림2동 2,835.55 사하구

16 안락2동 422.64 동래구 하단2동 2,798.43 사하구

17 수정4동 433.44 동구 감만1동 2,746.19 남구

18 반송1동 442.26 해운 구 용호2동 2,722.91 남구

19 명장1동 457.20 동래구 선두구동 2,719.15 정구

20 주2동 458.49 구 신평2동 2,654.82 사하구

<표 4> 부산 역시 읍면동별 공공도서  근성(상하  20 )

<그림 4> 부산 역시 공공도서  근성(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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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산 역시 공공도서  근성(읍면동)

<그림 6> 부산 역시 공공도서  근성의 공간  분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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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근성 향 요인

4.2.1 공간종속성 검증

이상의 근성 분석 결과에서 보면 근성이 

양호한 지역들이 인 하여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종속성이 통계 으

로 유의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근성의 지역 

간 격차 발생 요인 분석을 한 공간계량경제모

형의 구축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해서는 먼  

모형 용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타당성 

검증 방법으로 공간  자기상 성 방법을 활용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  모란지수인 

Morans’ I와 국지  공간자기상  지표(LISA: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분석

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의 공간  자기상 성을 

검증하 다. 

자기상 성 분석 결과, Morans’ I 값은 0.482

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간  자기상 성이 존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7> 참조). 그러나 

Morans’ I 지수는 상 지역 체의 공간  자

기상 성을 하나의 값으로 측정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서의 공간  연 성에 

한 국지  구조는 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지

 차원에서의 공간  연 성, 즉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  군집의 형성에 해 분석하

기 해 LISA 분석을 실시하 으며, LISA 분석 

결과는 LISA 클러스터 지도로 나타난다(<그림 

8> 참조). LISA 클러스터 지도에서 공간  군

집이 일어나는 유형은 HH(High-High)유형과 

LL(Low-Low)유형이다. HH지역은 도서  

근성이 먼 지역들끼리 공간 으로 집되어 있는 

곳이며, LL지역은 도서  근성이 가까운 지역

들끼리 집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공공도서  근성의 모란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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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공도서  근성의 LISA 클러스터링 패턴

이상의 결과에 따라 종속변수인 공공도서  

근성이 공간  자기상 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공도서  근성의 결정

요인 분석을 해 공간회귀모형을 용하는 것

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4.2.2 공간회귀분석을 통한 근성 향 요인

본 연구에서 공간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인들

의 기  통계치는 <표 5>와 같다.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에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 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GeoDa를 활용한 선형회귀분석(OLS) 결

과에서 다 공선성 상태지수 값을 확인한 결과 

25.59로 심각한 다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상태지수 값은 30을 기 으로 

하므로 정확한 진단을 해 공차한계와 VIF 지

수를 활용하여 다 공선성 진단을 실시하 다. 

다 공선성 진단 결과 14개의 모든 독립변수들

의 공차한계가 통계  허용기 인 0.1보다 크고 

VIF(Variance Influence Factor)는 통계  허

용기 인 10.0보다 작아 다 공선성 문제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떤 공간회귀모형이 합한지 

악하기 해 선형회귀분석(OLS)을 실시하

다. 공간  자기상 성이 존재할 경우, 일반

으로 모형 간 합성의 단은 LM(Lagrange 

Multiplier) 통계량을 이용하여 비교한다. 검정 결

과, 공간시차모형(SLM)과 공간오차모형(SEM)

의 LM 통계량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에 따라 Robust LM 통계량을 확인하여 공간오

차모형이 보다 더 합한 모델이라 단하 다. 

이는 모델의 합성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SC 

(Schwarz Criterion)가 낮을수록, Log likelihood

가 높을수록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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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평균 표 편차 최 값 최소값

종속변수 공공도서  근성 1,392.71 1,111.45 8,298.56 40.79

독립변수

인구 요인

상주인구수 16,910.06 10,938.66 84,232.00 1,130.00

인구증감률 0.06 0.78 10.46 -0.97

고령인구비율 0.20 0.06 0.34 0.06

교통․지리  

요인

읍면동별 면 3.83 8.45 57.59 0.16

인구 도 12,543.59 8,021.09 34,524.84 134.04

지하철역사수 0.53 0.79 4.00 0.00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1,403.81 1870.10 14,178.71 109.62

경제  요인

읍면동별 지방세 16,392.95 18,034.32 146,718.00 839.00

노후주택률 0.35 0.23 1.09 0.00

공시지가 79,278.11 106,953.75 930,725.93 426.69

사회  요인

유치원수 2.03 2.09 16.00 0.00

등학교학 수 33.76 36.10 312.00 0.00

사설학원  독서실수 41.77 48.33 284.00 0.00

의료기 수 0.85 1.20 6.00 0.00

<표 5> 공간회귀분석 변수들의 기 통계치

변수 공차한계 VIF 변수 공차한계 VIF

상주인구수 .177 5.642 읍면동별 지방세 .310 3.226

인구증감률 .919 1.088 노후주택률 .656 1.524

고령인구비율 .433 2.309 공시지가 .731 1.368

읍면동별 면 .294 3.404 유치원수 .306 3.273

인구 도 .638 1.568 등학교학 수 .186 5.374

지하철역사수 .684 1.462 사설학원  독서실수 .381 2.626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293 3.416 의료기 수 .750 1.334

<표 6> 다 공선성 진단 결과

서 세 모형 가운데 공간오차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형의 결정계수

(R²) 역시 선형회귀모형, 공간시차모형, 공간

오차모형의 순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므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오차모형의 

추정결과를 토 로 결과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 읍면동별 공공도서  근성에 

향을 주는 요인은 인구증감률, 인구 도, 지하

철 역사 수,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공시지가, 

등학교 학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  근성의 경우 거리가 짧을수록 

근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

의 향은 근성에 부정 인 향을, 부(-)의 

향은 근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해야 한다. 

먼  인구 요인의 경우, 상주인구수와 고령

인구비율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인

구증감률은 공공도서  근성과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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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LS SLM SEM

ρ(rho) 0.55***

λ(Lambda) 0.73***

상수항 1785.14*** 906.74*** 874.06**

상주인구수 -0.00 -0.00 -0.00

인구증감률 99.09 100.51* 140.62***

고령인구비율 -4189.79*** -3466.65** -159.40

읍면동별 면 15.94 1.91 -5.23

인구 도 0.00 0.01* 0.01*

지하철역사수 121.49 138.83** 143.35**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0.42*** 0.42*** 0.50***

읍면동별 지방세 -0.01** -0.01*** -0.00

노후주택률 395.84 298.75 149.402

공시지가 -0.00* -0.00 -0.00*

유치원수 -14.86 -13.43 19.40

등학교학 수 -4.85 -6.82** -4.63*

사설학원  독서실수 -0.30 0.32 0.50

의료기 수 121.81** 86.67* 46.13

R² 0.53 0.66 0.72

Log Likelihood -1649.39 -1622.28 -1610.71

AIC 3328.78 3276.56 3251.43

SC 3378.63 3329.72 3301.28

LM-Lag 54.56***

Robust LM-Lag 0.83

LM-Error 71.25***

Robust LM-Error 17.52***

* p<0.1, ** p<0.05, *** p<0.01 

<표 7> 선형회귀모형과 공간계량모형 추정 결과 비교

유의미한 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증가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공도서

과의 거리가 먼, 즉 근성이 떨어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상주인구수 

요인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상주인

구수는 공공도서  근성과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공도서 이 상주인

구수와는 무 하게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공공도서 의 수요를 고려하

지 않은 도서  공 이 이루어져 온 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통․지리  요인으로 인구 도, 

지하철 역사 수,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공공

도서  근성과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즉, 

인구 도가 높을수록 공공도서  근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증감률 요인과 

마찬가지로 공공도서 의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인구수와는 무 하게 공공도서 이 입지해 있

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하

철 역사 수가 많을수록,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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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멀수록 공공도서  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도서 의 입지가 교

통의 이용 가능성 역시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  요인  공시지가는 공공도서 의 

근성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공공도서 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의 경

제  수 이 높은 지역일수록 공공도서  근

성이 양호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요인  등학교 학  수

는 공공도서 의 근성에 부(-)의 향을 미치

고 있어 등학교 학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

공도서 의 근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 배정이 부분 거

주지를 심으로 특정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학교 학  수는 지역간 불균형을 드

러내는 표 인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사회  

형평성 측면에서 상 으로 좁은 지역에 도서

 공 이 집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간오차모형에서 가장 요하다고 볼 수 있

는 것은 공간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인 λ값이다. 

λ값은 0.73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λ값은 공공도서  근성에 향을 미치

는 공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근성은 이웃하는 주변 지역의 평균 

근성에 약 73% 정도 향을 받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가까이 

있을수록 해당 지역도 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되며, 이는 공공도서 의 근성 격차가 존재

하고 있음을 말해 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  

근성에 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의 공공도서  

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공공도서 의 공 이 인구 증가의 경향

을 고려하는 것은 차치하고 인구수나 인구 도

와도 무 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시설로서 공공도서 의 합리 인 공

을 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많은 이용자에

게 서비스할 수 있는 지역에 도서 을 치하

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의 공공도서 의 입지 선정은 효율 으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공공도

서  공  시 인구수를 고려하여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부산지역 공공도서 의 근성은 

교통 이용과도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도서 이 근린생활시설로서 교통 

근성 보다 주거 지역 내 근린 수 에서의 근

성을 더 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구본진, 장덕 (2021)의 연구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 역시 체 면

의 38.5%가 공공도서  사각지역인 재의 상

황에서 표 인 교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공공도서

을 우선 공 하는 것은 근성 측면에서 더 합

리 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의 경제사회  수 이 높은 지

역일수록 공공도서  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형평성 측면에서 도서  근성

에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경제  수 이 떨어지는 지역에 

극 으로 도서 을 추가 공 할 수 있도록 하

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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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공공시설의 공간  근성은 공평한 근을 

보장하기 한 매우 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공공도서 과 같이 이용을 해서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공간  

불평등과도 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IS 

분석을 활용하여 부산지역 205개 읍면동을 

상으로 공공도서  근성을 분석하고, 공간계

량경제모형을 활용하여 근성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부산지역 공공도서  근성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지역 내 읍면동별로 이용자가 

도보 20분 이내(반경 2㎞)로 이용가능한 도서

의 수는 평균 1.5개로, 최  6개의 도서 이 

치한 지역이 있는 반면, 단 하나의 도서 도 

치하지 않은 지역이 51개 존재하 다. 한 

읍면동 지역 평균 근성은 1,392.71m로 공공

도서  건립․운  매뉴얼(2019)의 근성 1

차 반경(1㎞)은 과하 으나 2차 반경(2㎞)

은 충족하고 있어 공공도서  근성이 비교  

양호하다고 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근성이 

3㎞를 과하는 지역이 11개이며, 가장 근성

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8㎞를 과하는 수 으

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근성

이 열악한 지역을 상으로 근성을 향상시키

고, 지역 간 격차를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산지역 공공도서  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공간회귀분

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 공공도서 의 

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증감률, 

인구 도, 지하철 역사 수, 지하철역까지의 거

리, 공시지가, 등학교 학  수가 도출되었다. 

일반 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의 공공도서  

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 

공공도서 의 근성은 교통 이용과도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시지가가 높을

수록, 등학교 학 수가 많을수록 공공도서  

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형평성 

측면에서도 도서  입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재 부산지역 공

공도서  근성은 지역별 격차가 크게 존재할 

뿐 아니라 공공도서  입지 역시 매우 비합리

이라고 단할 수 있었다. 부산 역시 도서

발 실행계획에 따르면 시는 2025년까지 67

개의 공공도서  확보와 20개의 도서  리모델

링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부산지역 공공도서  근성 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도서  공   입지 

선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간회귀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공도서

의 입지 결정은 인구 수 등 지역의 이용 수요

에 한 정확한 측과 기존의 교통 시설

과의 계를 고려한 이동의 편리성 증 , 사회

 형평성 제고를 한 도서  건립 지원 등의 

정책  방안으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능한 미시 인 분석을 해 읍면

동 단 의 분석을 수행하 기 때문에 읍면동 단

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이 존재하 으

며, 도로망 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를 분석에 활

용했다는 은 한계로 작용한다. 향후 읍면동 

단 의 더욱 미시 인 자료 구축과 공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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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공도서 의 구체 인 정보가 담긴 공간 자

료가 구축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

이다. 한 도로망 거리를 활용하여 보다 실

성 있는 근성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헌정보학계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간 단 의 분석, 특히 도

서  근성의 공간  특성 분석에서 나아가 

근성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 다는 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으며, 연구 결과로 도출된 

근성 결정 요인들은 도서  근성 개선  향

후 입지 선정을 한 의사결정의 기 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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