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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이 해당 지역 구성원의 정보행 에 향을 미친다는 지역 정보지평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박탈 수 이 공공도서  도서 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를 해 다차원  빈곤 지수에 기반하여 사회경제  
박탈 지수를 구성하 으며, 수도권 지역사회의 2015~2018년 박탈 지수를 산출하 다. 동 기간의 수도권 지역사회의 공공도서  
출 책수는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하 다. 박탈 지수와 출 책수 간의 계를 악하기 해 다층모형 로버스트 선형회귀분

석을 실시하 으며, 통제변수로는 지역사회 특성과 도서  특성을 활용하 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박탈 수 이 높아질수
록 해당 지역 구성원의 1인당 공공도서  출 책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도서 의 소장도서 수가 많은 지역에서 
박탈 수 이 높아지면 출 책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 다. 나아가 지역사회 
단 면 당 도서  수는 박탈 지수의 효과를 조 하지 않았지만, 반 으로 출 책수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공공도서 의 역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특히, 공공도서  운  
 서비스 략 수립에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ommunity-level socioeconomic deprivations (SED) on public libraries’ book 

circ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tudy design draws upon the theory of local information landscapes, 
which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information behavior. Using four-year 
(2015-2018) open government and public library circulation data, we constructed a socioeconomic deprivation index 
by adjusting a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index and generated other variables. Multi-level robust linear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D and public library circulation. In addition, we tes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library collection size and the number of libraries per unit area, respectively, on 
library circul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library circulation rate. Also, we found that the size of the library collection negatively moderates the effects 
of SED in areas with a large number of books, and the number of libraries per unit area was positvely related 
to the library book circulation, not moderating the effects of S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libraries 
and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community characteristics in designing strategic plans for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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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들의 정보행 에는 개인  요소 뿐만 아

니라 사회경제  요소가 향을 미치며, 나아가 

장소나 치와 같은 지리  요소도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volainen, 2009). 특히, 

특정 지역이나 공간의 사회문화  특성이 개별 

이용자들의 정보행 (information behavior)에 

향을 다는 것은 여러 이론 를 들어, 작은 

세계(small world)(Chatman, 1999), 정보 세계

(information worlds)(Jaeger & Burnett, 2010), 

정보공간(information grounds)이론(Fisher & 

Naumer, 2006)등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이러

한 이론들은 개인이 속한 지역이나 조직의 사

회문화  요소가 이들의 정보행 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에 합하다. 그 지만 이들 이론

의 경우 정보행 에 한 분석 단 를 ‘지역’ 수

이 아닌 ‘개별 이용자’ 수 으로 설정한 한계

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

완하여 지역사회(community) 수 의 특성( , 

인구통계학  특성, 규모, 지리  속성)과 해당 

지역에서의 정보행 ,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의 

성과 간의 계를 설명하는 ‘지역 정보지평 이

론’(a theory of local information landscapes)

이 제안된 바 있다(Lee & Butler, 2019). 즉, 

이 이론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  특성이 해당 

지역에서의 정보제공이나 정보이용에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지역사회의 성과( , 사회․

심리  웰니스, 경제수 , 시민 참여)에 향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한 정보행 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육   문화  발 을 지원

하고,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 내 핵심 

공공기 인 공공도서 에서의 도서 출은 해

당 지역사회 구성원의 표 인 정보행 의 사

례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 을 통한 

자료 이용이나 서비스  로그램에 한 참여

는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조용완, 2007)할뿐 만 

아니라 사회자본 형성(이승민, 박종도, 2019) 등

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공공도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한 목 으로 도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

들을 식별하려는 시도가 꾸 히 있어왔는데, 이

러한 도서  이용 향 요소들은 크게 개인, 도

서 , 지역사회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요소에 을 둔 연구로는 개개인의 

인구사회학  는 인지  특성 등과 도서  

이용 간의 련성을 살펴보는 연구( , 김하야

나, 김기 , 2014; 신선아, 이명규, 2020; 연지

은, 김기 , 2018)가 수행되었으며, 도서  차

원에 을 둔 연구로는 도서 의 산이나 

시설 등의 투입 요소와 도서  이용과의 계

를 분석하는 연구( , 김선애, 2016; 육지혜, 김

기 , 2016)가 수행된 바 있다. 한,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도서  이용행태 간의 차이를 살펴

본 연구( , 유경종, 박일종, 2009; 이희수, 김기

, 2014)도 존재한다. 이 밖에, 복수의 향 요

소를 종합 으로 고려한 연구도 실시되었는데, 

를 들면, 권나 과 송경진(2014)은 우리나라 

성인의 공공도서  이용에 한 측 요인을 

식별하기 해 개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비롯하여 이들이 이용하는 도서 의 특성과 이

들이 속한 자치단체의 규모와 도서  투자 

련 변인을 활용하여 핵심 측변인을 밝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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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사회  특성 즉, 거주환경도 공

공도서  이용에 요한 향 요소가 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간의 계를 조사한 

기존 연구들은 체로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해당 지역의 도서 에 한 투자 혹은 지역의 

반  특성  지리  입지를 활용하는 경우

가 많았다. 다양한 학문 분야 를 들면, 사회

복지학, 사회학, 교육학, 정치외교학 등에서는 

좀 더 세부 으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특

성과 해당 지역 구성원의 인식  행동 간의 

련성을 조사한 바 있으나, 문헌정보학 분야 

특히, 공공도서  이용에 있어 해당 지역사회

의 사회경제  특성을 연 지은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특성과 공공도서  이용 간의 계를 조사

하고자 하 으며, 구체 으로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  박탈 수 을 반 하는 지표를 구성하여, 

수도권 지역사회(시․군․구)별 사회경제  박

탈 수 이 공공도서  출 책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공공도서  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도서

 소장도서 수와 근성이 지역사회의 사회경

제  박탈 수 과 공공도서  출 책수와의 

계에 있어 조 효과를 갖는지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의 공공도서  도서 출에 한 사회

경제  박탈의 향을 살펴보는 것은 공공도서

 이용에 한 지역사회  요인에 한 이해

를 높이고, 도서 의 운 이나 서비스 방식에 

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할 것

으로 생각된다. 

2. 이론  배경  련 연구

2.1 지역사회 정보행  이론 

정보 이용자의 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주로 개인의 인구사회학 , 경제 , 그리고 

정보를 이용하는 상황의 맥락  특성에 해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행  이론에서는 

정보 이용자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  요

인을 이론화한 경우가 있다. 를 들어, Jaeger

와 Burnett(2010)이 고안한 ‘정보세계 이론’ 

(information worlds)에 따르면 개인의 정보 

근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친구나 가족과 

같은 가까운 인  네트워크에 인한 ‘작은 세계 

요인'(small world influences), 개인이 속한 

조직이나 지역의 문화  집단에 기인한 ‘공공 

역 요인'(public sphere influences), 그리고 

이 두 가지 역의 가운데에서 정보 제공에 

요한 역할을 하는 ‘ 간 역 요인'(meso-level 

influences)이 있다. 이 이론에서 공공 역 요인

은 Habermas(1974)가 정립한 개념으로, 공공 

의견이나 여론 형성의 기반이 되는 개인들의 사

회  집합 혹은 사회  행동/규범 체계이다. 사

회  규범 체계는 개인이 속한 조직의 문화  특

성, 세  특성, 지역의 문화  특성, 국가 차원

의 규범 체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정보

세계 이론은 개인의 정보행 에 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특히 지리 으로 정의된 지역의 사

회문화  특성을 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  특성에 을 둔 모형인 ‘지

역 정보지평 이론'(a theory of local information 

landscapes)(Lee & Butler, 2019)이 제안되었다. 

기존의 정보세계 이론과 정보공간(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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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s) 이론 등이 개개인이 속한 지역이나 

조직의 사회문화  측면에 을 두고 개발되

었다면, 지역 정보지평 이론은 분석 단 를 개

개인이 아닌 지역으로 간주하여, 지역 수 의 

정보행  는 정보 불균형을 분석하기 한 

모형으로 개발되었다. 기존 이론들에서는 정

보 자체를 개인의 주 인 이해에 기반하여 

습득되고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

역 수 에서의 객 인 형태로서의 정보행

나 분포를 정의하기 쉽지 않았다. 그 지만 지

역 정보지평 이론은 ‘정보의 물질성(materiality 

of information)'(Dourish, 2017)을 강조하여 

지역 수 에서의 정보의 분포나 형태를 이해 

가능하도록한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

보지평 이론은 지역 수 과 더불어 지역 내 개

인의 정보행 를 이해하기 한 이론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성을 보여주는 

지역 정보지평 이론을 도식화한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즉,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요

인은 개개인의 정보제공 행 에 향을 주고, 

이를 통해 지역 수 의 정보 인 라(정보 분포 

 형태)가 형성되는데 이를 지역 정보지평이

라 부른다. 이러한 지역 정보지평이 다시 해당 

지역에서의 정보행 에 향을 주어, 해당 지

역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지

역사회의 성과는 다시 지역사회의 특성  요

인 형성에 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지역 정보지평 이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의 특성 즉, 사회경제  박탈 수 이 해당 지역

의 정보행 (공공도서  출 책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개개인의 공공도서  이용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기본 이고 보편 인 복지로써의 정보이

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특성이 

사람들의 도서  이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이해하는 것은 도서  서비스의 개선이나 

정책 개발에 요한 선행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지역 정보지평 이론은 지리 으로 정의

된 지역사회의 특성, 를 들면, 주거, 소득, 교

육과 같은 자원  요소들을 심으로 이론화하

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볼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  특성이 정보행  즉, 공공도서  도서 

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는 이론  틀로서 

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지역 정보지평 이론 모형(Lee & Butl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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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경제  박탈 

사회경제  박탈은 “물질 , 사회  자원 결

핍으로 인해 다양한 역에서의 욕구가 미충족

된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김주희, 유정원, 송

인한, 2015, 47). 이러한 박탈(deprivation)의 

개념은 기존의 빈곤 개념이 소득 심으로 이루

어진 것을 비 하며, 빈곤의 다차원성을 포 하

려는 노력으로 등장하 다(허종호, 조 태, 권

순만, 2010). 이와 련하여 Townsend(1979)

는 박탈을 사람들이 일반 으로 가질 수 있는 

물리  표 에 부족하거나 직업 등의 일반 인 

사회 활동이나 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 고, 윤태호(2010, 52)는 “재정 인 것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원이 결핍된 미충족 

필요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

 박탈 개념은 개인의 실제 인 경험을 강조

하고, 단순한 소득보다 빈곤의 지속성을 악

하는데 더욱 유용하다(송인한, 이하나, 2011). 

이로 인해 국내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는 사

회경제  박탈 개념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정신

 는 행동  측면에 한 향을 연구해오고 

있다(송인한, 이하나, 2011; 허종호, 조 태, 권

순만, 2010). 지역 수 에서의 사회경제  박탈

도 활용하고 있는데, 를 들면, 배미애(2003)의 

연구에서는 국의 남동 잉 랜드지역의 사회

 박탈 수 과 학업성취도의 계를 살펴보았

고, 이 밖에 해외 연구에서는 지역 수 에서의 

사회경제  박탈이 정치에의 참여, 사회  자본 

형성, 문화  다양성 등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한 바 있다(Gereke, Schaub, & Baldassarri, 

2018; Lee & Butler, 2020). 이러한 박탈 개념

을 측정하기 한 박탈지표에 한 개발 노력

도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박탈지표 구성에 

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허종호, 

조 태, 권순만, 2010). 

2.3 공공도서  이용 향요인 연구

공공도서  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크게 개인  요인, 도서

 요인, 지역사회 요인을 고려한 연구로 구분

할 수 있다. 먼  개인  요인에 을 둔 연구

는 주로 이용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이나 도서

에 한 인식, 개개인의 인지  특성과 도서  

이용 간의 련성을 분석한 바 있다. 를 들어, 

박옥화(2007)의 연구에서는 고령 이용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공공도서  이용 

황을 분석하여 고령 이용자들의 도서  이용 활

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언 한 바 있다. 

한, 김하야나와 김기 (2014)은 공공도서  

비이용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이용자, 이용 단

자, 비이용자 집단의 도서  이용 목 /이유 

는 이용 단 이유를 조사하 으며, 도서 에 

한 인식, 도서  비이용 요인에 한 인식을 비

교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이용 단자와 비이용

자의 이용을 도모하기 해 4가지 비이용 요인 

즉, 동기, 도서  지식, 근성, 만족 요인을 해소

하여야 함을 주장하 다. 다음으로 연지은과 김

기 (2018)은 계획행동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도서

 지식, 개인  특성이 공공도서  이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들은 설문 응답을 

토 로, 연령 (40 >20 ), 최종학력( 학교 졸

업>고등학교 졸업), 가계소득, 이용 경험에 따른 

이용 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여 주로 고학



22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5권 제4호 2021

력, 고소득, 그리고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공공

도서  이용 의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밝

낸 바 있다. 그리고 계  회귀분석을 통해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더불어 

도서  지식도 공공도서  이용 의도와 정(+)

의 계에 있음을 확인하 다.

도서  요인에 을 둔 연구로는 도서 의 

산이나 시설 등의 투입 요소와 도서  이용

과의 계를 분석하는 연구( , 김선애, 2016; 

신선아, 이명규, 2020; 육지혜, 김기 , 2016)

가 수행되었다. 표 으로 김선애(2016)는 부

산 지역 공공도서 의 산과 도서  이용 간

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산 변수로는 

인건비, 자료구입비를 활용하여 총 비용 지수를 

산출하 으며, 도서  이용 변수로는 도서  이

용자수, 연간 출 자료 수, 도서  회원등록자

수, 사 상인구를 활용하여 2개의 도서  이

용 지수을 산출하 다. 그 결과, 도서  산은 

잠재 인 이용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지혜와 김기 (2016)은 

도서  공간이 도서  인식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도서  공간  특성이 이

용자의 도서  이용 방식이나 인식에 향을 

미침을 밝 내었다. 최근에는 신선아와 이명규

(2020)가 유아 보호자의 도서  이용 행태와 

향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유아 보호자의 개인  요인보다

는 도서  요인 를 들면, 정보자료 확충성, 

공간시설 근용이성  안정성, 로그램 참

여용이성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이용에 있어 지역사회 요인( , 유경

종, 박일종, 2009; 이희수, 김기 , 2014)을 고

려한 연구도 존재한다. 구체 으로 유경종과 박

일종(2009)은 경남지역의 도시 지역과 군 지역

에 치한 공공도서  2개씩을 선정하여 장서

유형별(일반  아동 도서) 출 황과 출 

빈도, 주제를 비교하 다. 이 연구를 통해 도서

의 지리  치에 따라 이용자의 출 행태가 

일부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희수

와 김기 (2014)의 연구에서는 인천 역시 지

역사회의 특성(원도심, 신도심, 도․농 복합 지

역)이 이용자의 도서 에 한 인식과 이용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도서  이용행

태, 도서 에 한 인식  서비스 만족도 등에 

부분 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고, 이를 바

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도서  운

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이 밖에 복수의 향 요소를 종합 으로 고

려한 연구도 실시되었는데, 를 들면, 권나

과 송경진(2014)은 개인, 도서 , 지역사회 요

인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  이용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이용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시

설, 인력, 장서, 서비스 측면의 공공도서  특성 

변인을 활용하 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으로는 

인구 수와 공공도서 에 한 투자 특성을 활

용하 다. 이들은 설문 응답을 토 로 공공도

서  방문빈도와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개

인  특성( , 연령, 성별, 교육, 가계소득, 미성

년 동거자료 여부, 독서량 등), 도서  특성( , 

거리, 설립 연도, 인쇄도서수, 자료구입 총 산 

등), 기   역 지방자치단체 특성( , 총 인

구, 사서수, 직원수, 도서  1 당 사 상인

구수, 연면  1㎡당 사 상인구수 등) 변인

을 악하 다. 그리고 계층  회귀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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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인  특성(연간 독서량, 도서 까지의 거

리) 변인과 도서  특성(도서  설립년수, 

도서   독서 련 로그램 강좌 실시횟수)

은 공공도서  방문빈도를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수 에서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 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가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사회(시/군/구)

의 사회경제  박탈이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  

출 책수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도서  소장 도서의 양과 근성이 도

서 이용에 향(권나 , 송경진, 2014; 김하야

나, 김기 , 2014; 신선아, 이명규, 2020)을 미

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도서  소장 

도서 수와 단 면  당 도서  수의 조 효과

도 살펴보고자 하 다. 특히, 지식 기반 조직에 

한 자원 기반 모델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은 조직 운  효용

성과 수요 증가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공공도서 도 소장도서 수에 

따라 도서  이용자의 수에 변화가 있을 수 있

다(Pee & Kankanhalli, 2016).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 <그림 2>와 같이 연구 모형을 구성하

으며, 구체 인 연구 가설을 작성하 다.

∙가설 1.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박탈 수

은 해당 지역의 평균 출 책수에 부정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역사회 도서 의 소장 도서 수

는 도서  자원에 의한 효용성을 높임으

로써 사회경제  박탈 수 과 출 책수 

간의 계를 정(+) 방향으로 조 하는 효

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지역사회 단 면 당 평균 도서  

수는 도서 에 한 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경제  박탈 수 과 출 책수 간의 

계를 정(+) 방향으로 조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림 2>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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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 개요 

3.2.1 사회경제  박탈 지수 구성

다차원  빈곤을 측정하는 사회경제  박탈 

지수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 옥스포드 학 소속의 빈

곤  인간개발계획(OPHI: Oxford Poverty & 

Human Development Initiative)과 유엔개발

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개발한 ‘ 로벌 다차원  빈곤 

지수’(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도 사회경제  박탈을 측정하기 한 지수로 알

려져 있다(Alkire, Kanagaratnam, & Suppa, 

2020). MPI는 건강, 교육, 생활수 의 3개 역

에 한 10개의 지표로 구성된 복합빈곤지수로 

해외 여러 연구(Aguilar & Sumner, 2020; Lu, 

Routray, & Ahmad, 2019)에서 이를 활용하

여 빈곤을 다차원 으로 측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사회<표 1>의 사

회경제  박탈 수 을 측정하기 하여 MPI의 

주요 역인 건강, 경제, 교육의 3가지 역을 

토 로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를 통해 입수 가

능한 지표 데이터(2015~2018년)를 수집하

다. 먼  건강 역에서는 통계청의 ‘2015-2018

년 시군구 EQ-5D 지표 데이터’를 수집하 다. 

EQ-5D 지표는 건강 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

(운동능력, 자기 리, 일상 활동, 통증  불편, 

불안  우울)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이다. 

다음으로 경제 역에서는 국민연 공단에서 

제공하는 ‘2015-2018년 시군구 평균 소득월액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연평균 소득액을 활용

하 다. 교육 역에서는 통계청의 ‘2015년 시․

군․구 교육 정도별 인구 데이터’를 수집한 뒤 

학사 이상 인구를 체 인구를 나  학사 이상 

비율을 활용하 다. 다만 교육 역 데이터는 

갱신 주기(5년)에 따라 2015년 데이터만 활용

하 다. 

사회경제  박탈 지수를 구성하기 해 의 

3가지 역의 변인들을 상으로 주성분 분석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

행하 다. PCA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

으며, 각 역의 데이터 값의 크기 차이에 따

른 분산량 왜곡을 제거하기 하여 표  스 일

링을 실행하 다. PCA 분석 결과, 첫번째 주성

분이  분산 비율이 55.127%(4개 년도 평

균)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정규화된 -3.8~3.3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

당 첫번째 주성분을 사회경제  박탈 지수로 

선정하 으며, 다음 <표 2>는 사회경제  박탈 

지수 역 간 상 성을 살펴본 것이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명시, 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

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주시, 평택시, 포천

시, 하남시, 화성시 (총 31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악구, 

진구, 구로구, 천구, 노원구, 도 구, 

동 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 문구, 서

구, 성동구, 성북구, 송 구, 양천구, 

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구, 

랑구 (총 25개)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구 (총 

10개)

<표 1> 연구 상 수도권 지역사회(시․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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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1 2 3

1. 보건 역 1

2. 교육 역

 0.41 (2015)

 0.38 (2016)

 0.19 (2017)

 0.28 (2018)

1

3. 경제 역

 0.17 (2015)

 0.22 (2016)

 0.11 (2017)

 0.25 (2018)

 0.45 (2015)

 0.47 (2016)

 0.46 (2017)

 0.43 (2018)

1

4. 사회경제  박탈 지수

-0.67 (2015)

-0.67 (2016)

-0.45 (2017)

-0.64 (2018)

-0.86 (2015)

-0.84 (2016)

-0.85 (2017)

-0.79 (2018)

-0.72 (2015)

-0.75 (2016)

-0.80 (2017)

-0.78 (2018)

*비고: 호 속의 숫자는 연도를 의미함

<표 2> 사회경제  박탈 지수 역 간 상 계

3.2.2 공공도서  출 데이터 

공공도서  출 데이터는 문화체육 부의 

국가도서 통계시스템(https://libsta.go.kr)을 

통해 수집하 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은 우

리나라 도서 의 체 인 통계를 하여 1년

마다 국 종별 도서 의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설비, 인 자원, 산 황, 이용  이용

자, 장애인  어린이서비스, 자서비스 등 총 

8개 역에 한 황을 조사하여 데이터를 구

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도서  통계조사 

계획에서는 도서  기본정보, 서비스 력기  

황, 소장자료, 시설  설비, 직원 황, 산 

 결산, 이용  이용자,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 서비스, 자 서비스 등 9개 역에 

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문화체육 부, 2021). 

이 가운데 이용  이용자 역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 출 황’ 항목의 ‘ 출권수’ 데

이터를 활용하 다. 이러한 출권수를 토 로 

지역사회 1인당 출책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데이터가 구축된 공

공도서 1)의 수는 2015년 978개(수도권 438

개), 2016년 1,010개(수도권 438개), 2017년 

1,043개(수도권 458개), 2018년 1,096개(수도권 

488개) 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3개 시도

(경기, 서울, 인천) 소재 공공도서 (설립 주체

가 사립이고, 구분이 공공(어린이)인 경우 제외)

을 상으로 분석하 다. 다음 <표 3>은 본 연구

에 포함된 3개 시도 소재 공공도서  수를 연도

별로 제시한 것이다.

3.2.3 통제변수  조 변수 구성 

통제변수로는 지역사회의 인구 수  단  

면  당 교통 역 개수, 도서  설립연도, 소

 1)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는 공공도서 의 설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사립으로 구분하며, 사 상자의 

유형에 따라 공공(일반)과 공공(어린이)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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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 서울 인천 합계

2015 200 120 37 357 

2016 216 120 38 374 

2017 224 129 39 392 

2018 237 142 40 419 

<표 3> 연구 상 수도권 공공도서  수 분포 

장도서 수, 단 면 당 도서  수를 활용하

다. 지역사회별 인구 수는 통계청의 지역사회

별 주민등록연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 다. 그

리고 지역사회별 교통 역 개수 악을 

해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국 도시철도 데이

터를 수집하 고, 서울 열린 데이터와 국토교

통부 버스 정보 API를 통해 버스 데이터를 수

집하 다. 이들 각 데이터에는 버스 정류장 좌

표와 도시철도 정거장 좌표 데이터가 존재하

으며, 이들 좌표 데이터를 QGIS 로그램에 입

력한 후, 수도권 지역사회 이어 데이터와 

치를 결합하여 지역사회 내 버스 정류장  지

하철 정거장 수를 계산하 다. 

도서  련 통제변수로는 도서  설립년수

를 활용하 는데, 이는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의 데이터 기 년도에서 개 연도를 감하여 계

산하 다. 소장도서 수 한 국가도서 통계시

스템을 통해 수집하 고, 해당 항목은 국내도

서 수를 비롯한 국외도서 수, 연속간행물 종수, 

향토자료 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장도서 수의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국내도서 수를 활용하 다. 끝으로 단

면 당 도서  수는 시군구 내 도서  수를 

시군구의 면 으로 나  값을 활용하 다. 추

가 으로 공공도서  소장 도서 수와 단 면

당 공공도서  수의 조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

고자 하 다. 이들 소장 도서 수와 단 면 당 

공공도서  수는 3개 구간(상  33%, 간 

33%, 하  33%)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 효

과를 검증하 다. 

3.3 데이터 분석 

지역사회 사회경제  박탈 수 과 출 책수 

간의 계 분석을 해 다층모형 로버스트 선형

회귀분석(multi-level robust linear regression)

을 용하 다.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용한 

이유는 사회경제  박탈 수 과 출 책수 간

의 상 계 그래 에서 선형 계에서 벗어나

는 이상치가 소수 발견되어, 이에 한 향이 

은 방식으로 상 계 계수를 계산하기 한 

것이다. 한, 3개 시도별 도서  운  환경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시도에 한 임

의효과(random effect)를 부여하 다. 지역별 

1인당 평균 출 책수는 사회경제  박탈 지수 

뿐만 아니라, 도서 에 한 근성, 소장도서 

수, 설립년수, 그리고 지역사회 인구 수의 향

을 받으므로, 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한, 분석 데이터의 시간  특성인 연도

(2015~2018년)를 고정효과 통제변수로 사용

하 다. 

선형회귀식(모델 1)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특정 연도(y)의 특정 지역사회(x) 평균 

출 책수를 의미하며, 는 특정 연도(y)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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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x)의 사회경제  박탈 지수, 는 지역

사회(x)의 통제변수, 그리고 와 는 각각 선형

회귀모델 계수  오차항을 의미한다. 

의 모델 1과 더불어 지역사회 평균 도서  

소장도서 수와 단 면  당 도서  수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이들 변수들과 사회경제

 박탈 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델도 

사용하 다. 각 변수의 조 효과를 테스트하기 

한 모델은 다음(모델 2  모델 3)과 같다. 

여기서, 와 는 각각 특정 연도(y)의 특정 지역

사회(x) 평균 도서  소장도서 수와 단 면  

당 도서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선형회귀모

델들은 R 로그램의 Robust Estimation of 

Linear Mixed-Effects Models(robustlmm) 

(Koller, 2016) 패키지를 이용하여 구 하 다. 

4. 연구결과

4.1 지역사회  공공도서  특성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된 수도권 3개 시도

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사회(시․

군․구)별 평균 인구 수와 면 , 교통 정류

장 수 황을 조사하 다. 그 결과 <표 4>와 같

이 지역사회 평균 인구수는 경기가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서울, 인천의 순이었다. 다만 연

도별 인구 수 변화 추세에 있어 경기와 인천은 

 (모델 1)

 (모델 2)

 (모델 3)

구분 연도
경기 서울 인천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지역사회 인구 수

(단 : 만명)

2015  40.26  32.05 39.62 12.55  28.90  20.75 

2016  40.88  32.28 39.22 12.43  29.13  20.87 

2017  41.46  32.49 38.97 12.29  29.26  20.93 

2018  42.27  32.79 38.70 12.11  29.36  21.04 

체  41.21  32.02 39.13 12.16  29.16  20.08 

지역사회 면

(단 : km²)

2015 328.24 283.80 24.21  9.31 104.90 119.95 

2016 328.50 283.93 24.21  9.31 106.26 119.94 

2017 328.60 283.89 24.21  9.31 106.31 119.97 

2018 328.64 283.83 24.21  9.31 106.33 119.97 

체 328.49 280.38 24.21  9.17 105.95 115.26 

지역사회 교통 역 수

(단 : 개)
2021 기 975.77 546.99 522.00 142.74 638.30 364.19 

<표 4> 지역사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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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증가하 으나 서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사회 평균 면 은 경기, 인천, 서울의 

순으로 나타났고, 2021년 기 으로 산출한 지

역사회 평균 교통 역(버스 정류장  지하

철 정거장 수) 개수는 경기가 가장 많고, 다음

으로 인천, 서울의 순이었는데, 이는 지역사회 

평균 면 과 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의 3개 시도에 한 지역사회 공

공도서  특성 변인에 해 분석하 다(<표 5> 

참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도서  수에 

있어서는 경기의 지역사회 평균 도서  수가 

7.0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11개, 

인천 3.85개의 순이었다. 3개 시도 모두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꾸 히 지역사회 평균 도서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도서  개

연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 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018년 지역사회별 평균 도서  

수가 약 0.5개 증가하면서 평균 운 기간이 다

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롭게 

개 한 도서 의 향인 것으로 보인다. 체 

소장(국내)도서 수의 경우에는 3개 시도 모두 

기존 도서 에서 장서 수가 증가하고, 도서

이 새로 개 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지역사회 사회경제  박탈 수

EQ-5D 지표, 평균 소득월액, 학사학  이상 

인구 비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한 사회경제

 박탈 지수를 토 로 수도권 3개 시도 지역사

회의 평균 사회경제  박탈 수 을 측정한 결

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체 으로 경기에서

는 안양시, 의정부시, 이천시, 주시 등이 박탈 

수 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분 연도
경기 서울 인천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지역사회

도서  수

(단 : 개)

2015   6.45   4.06  4.80  2.22  3.70  1.89 

2016   6.97   4.45  4.80  2.10  3.80  1.87 

2017   7.23   4.66  5.16  2.03  3.90  2.08 

2018   7.65   4.94  5.68  2.29  4.00  2.11 

체   7.07   4.51  5.11  2.16  3.85  1.92 

지역사회

도서

개 년도

(단 : 년)

2015  11.54   3.30 13.42  9.20 12.88  8.20 

2016  11.87   3.53 14.36  9.23 13.73  8.35 

2017  12.64   3.58 14.39  7.94 14.62  8.43 

2018  12.81   3.14 14.33  7.48 15.50  8.57 

체  12.21   3.39 14.13  8.38 14.18  8.12 

지역사회 

소장 도서 수

(단 : 만권)

2015  73.86  54.29 40.39 15.45 34.37 23.04 

2016  77.97  57.31 42.32 15.35 35.97 23.80 

2017  83.60  59.49 44.94 15.41 37.96 25.20 

2018  87.89  61.57 47.62 15.28 40.05 26.17 

체 119.27 107.68 82.25 36.82 46.43 34.73 

<표 5> 지역사회 공공도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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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경기 서울 인천

M SD M SD M SD

2015  0.01  1.21 -0.17  1.30 0.33  1.51 

2016  0.16  1.46 -0.05  1.50 0.12  1.02 

2017 -0.11  1.14 -0.17  1.33 0.26  1.03 

2018  0.02  1.30 -0.03  1.30 0.09  1.41 

체  1.27 -3.28  1.34 -3.78 1.22 -2.55 

<표 6> 지역사회별 사회경제  박탈 수  

<그림 3> 사회경제  박탈 수 에 따른 지역사회 분포(2015년 기 )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 구, 은평구 등이 낮았

다.2) 한 인천에서는 2015년에 박탈 수 이 

높은 수 이었던 미추홀구가 2018년에 가장 낮

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 으

로 박탈 수 에 따른 지역사회 분포를 지도 상

에 나타낸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색상이 

진할 수록 사회경제  박탈 수 이 높음을 의

미한다. 

4.3 지역사회 공공도서  출 책수 

2015~2018년까지의 3개 시도 공공도서 의 

총 출 책수를 살펴본 결과(<표 7> 참조), 경기

가 약 3,697만권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약 2,022

 2) 지역사회별 사회경제  박탈 수  공개는 사회 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본문에 수록하지 않았음. 연구 

수행에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자에게 요청 시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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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경기 서울 인천

2015 3,648.90 2,167.33 480.52 

2016 3,691.10 2,031.89 453.25 

2017 3,626.07 2,004.03 462.34 

2018 3,822.88 2,022.01 461.14 

평균 3,697.24 2,056.32 464.31

<표 7> 시도별 공공도서  총 출 책수 
(단 : 만권)

만권, 인천이 약 461만권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증

감 추이를 보면, 경기는 2017년에 다소 감소하

으나 체 으로 증가하는 추세 고, 서울은 체

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소폭 회복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인천의 경우에도 2016년에 감소하 다가 

2017년에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 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별 공공도서 의 평균 

출 책수를 살펴보았다. <표 8>에 제시된 것과 같

이, 지역사회 1개 도서 당 평균 출 책수는 서

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인천의 순이

었다. 특히 3개 시도 모두에서 2015년부터 2018

년까지 도서 당 평균 출 책수가 감소하 다. 

앞서 살펴본 도서  총 출 책수에서 경기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서울이나 인천은 감소하

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도서

당 평균 출 책수가 감소한 것은 단순히 도

서 출 책수가 감소한 것이 아닌 새롭게 개

하는 도서 이 수에 향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1인당 평균 출 

책수를 살펴본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3개 시도 모두에서 감소하 고, 2018년에는 소

폭 증가 혹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종속 변수로 활용한 것은 지역

사회별 1인당 평균 출 책수로 이를 기 으로 

3개 시도의 지역사회를 4개 구간으로 구분해 

본 결과(<표 9> 참조), 경기의 과천시, 군포시, 

용인시 등과 서울의 강동구, 진구 등이 1인당 

평균 출 책수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도
경기 서울 인천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지역사회별 1개 도서 당 

출 책수

(단 : 만권)

2015 17.91 8.79 20.16 8.48 11.29 7.03 

2016 16.55 8.15 18.52 8.30 10.33 5.91 

2017 15.65 7.57 16.27 6.17 10.17 6.59 

2018 15.26 7.81 14.70 4.59 9.74 6.38 

체 16.34 8.06 17.41 7.27 10.38 6.26 

지역사회별 1인당 

출 책수

(단 : 권)

2015  3.14 1.49  2.36 1.02  1.62 0.76 

2016  3.07 1.63  2.18 0.99  1.55 0.77 

2017  2.98 1.83  2.15 0.87  1.52 0.83 

2018  3.02 1.84  2.17 0.82  1.50 0.81 

체  3.05 1.68  2.21 0.92  1.55 0.76 

<표 8> 시도별 지역사회 공공도서  평균 출 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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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책수 연도 경기 서울 인천

0책 이상

~ 

1책 미만

2015 악구, 서 구 강화군, 미추홀구, 옹진군

2016 서 구 미추홀구, 옹진군

2017 강화군, 미추홀구, 옹진군

2018 악구 강화군, 미추홀구, 옹진군

1책 이상

~ 

2책 미만

2015 시흥시, 안산시, 의정부시

강서구, 구로구, 천구, 도

구, 동작구, 성북구, 송 구, 

등포구, 은평구, 랑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2016
시흥시, 안산시, 양평군,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강북구, 강서구, 악구, 구로

구, 천구, 도 구, 동 문구, 

동작구, 서 문구, 성북구, 등

포구, 은평구, 랑구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부평

구, 서구, 연수구

2017
시흥시, 안산시, 양평군,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강북구, 강서구, 악구, 구로

구, 도 구, 동 문구, 동작구, 

서 문구, 서 구, 성북구, 송

구, 등포구, 은평구, 랑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2018
시흥시, 안산시, 양주시, 양평군, 의

정부시, 이천시, 포천시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천

구, 도 구, 동 문구, 동작구, 

서 문구, 서 구, 성북구, 등

포구, 랑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2책 이상

~ 

4책 미만

2015

가평군, 고양시, 명시, 주시, 구

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

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

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

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주

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진

구, 노원구, 동 문구, 마포구, 

서 문구, 성동구, 양천구, 용산

구, 구

계양구, 동구, 구

2016

가평군, 고양시, 명시, 주시, 구

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

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

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

시, 의왕시, 주시, 하남시, 화성시

강남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

구, 송 구, 양천구, 용산구, 종

로구, 구

동구, 구

2017

가평군, 고양시, 명시, 주시, 구

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

양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

시, 의왕시, 주시, 하남시, 화성시

강남구, 강동구, 천구, 노원

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용

산구, 종로구, 구

동구, 서구, 구

2018

가평군, 고양시, 명시, 주시, 구

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

양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의왕

시, 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강남구, 강동구, 진구, 노원

구, 마포구, 성동구, 송 구, 양

천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구

동구, 구

4책 이상 

~

12책 미만

2015 과천시, 군포시, 동두천시, 포천시 종로구

2016 과천시, 동두천시, 용인시 강동구, 진구

2017 과천시, 군포시, 용인시 진구

2018 과천시, 군포시, 용인시

<표 9> 1인당 평균 출 책수 구간별 지역사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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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서 구는 사회경제  박탈 수 이 낮았

으나 1인당 평균 출 책수가 낮은 특이한 사례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1인당 평균 출 

책수(2015년 기 )에 따른 지역사회 분포를 지

도상에 나타낸 것은 <그림 4>와 같다. 

4.4 사회경제  박탈과 출 책수 계 분석

다음 <표 10>은 주요 투입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분석 모델에서 

다 공선성(multicolinearity)의 가능성이 매우 

다는 것을 확인하 다. 

다음의 변수들을 기반으로 다층모형 로버스

트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1>

과 같다. 95% 신뢰구간 값을 사용하여 통계  

유의성을 제시하 다. 모델 1은 수도권 지역사

회의 사회경제  박탈지수와 1인당 평균 출 

책수와의 계를 보여 다. 즉, 사회경제  박탈 

지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평균 출 책수가 약 

0.25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4> 1인당 평균 출 책수에 따른 지역사회 분포 (단 : 책) (2015년 기 )

변수
사회경제

박탈 지수

지역사회 

인구 수

도서  

설립년수

도서  

소장도서 수

단 면  당 

도서  수

지역사회 인구 수 -0.245

도서  설립년수 -0.101 -0.198

도서  소장도서 수 -0.172  0.010 0.591

단 면  당 도서  수 -0.288  0.128 0.041 -0.126

단 면 당 교통 역 수 -0.272  0.140 0.092 -0.076 0.866

<표 10> 주요 투입 변수 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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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Est. 2.5% 97.5% Est. 2.5% 97.5% Est. 2.5% 97.5%

( 편)  2.013  1.452  2.575  2.055  1.483  2.627  2.044  1.474  2.615

사회경제  박탈 지수(SED) -0.245 -0.317 -0.173 -0.049 -0.201  0.103 -0.278 -0.394 -0.162

인구 수 -0.628 -0.976 -0.279 -0.629 -0.980 -0.276 -0.656 -1.013 -0.299

도서  설립년수 -0.028 -0.045 -0.011 -0.029 -0.047 -0.012 -0.027 -0.045 -0.008

도서  소장도서 수  0.012  0.009  0.015  0.011  0.008  0.014  0.012  0.009  0.015

단 면 당 도서 수  7.419  5.895  8.943  6.993  5.425  8.561  7.463  5.919  9.007

단 면 당 교통 역 수 -0.082 -0.103 -0.061 -0.075 -0.096 -0.053 -0.082 -0.103 -0.061

SED*도서  소장도서 수 -0.002 -0.003 -0.001

SED*단 면 당 도서  수  0.206 -0.482  0.894

2016년 -0.177 -0.395  0.042 -0.178 -0.398  0.042 -0.178 -0.398  0.041

2017년 -0.354 -0.576 -0.133 -0.346 -0.569 -0.123 -0.358 -0.581 -0.136

2018년 -0.456 -0.683 -0.228 -0.451 -0.681 -0.222 -0.460 -0.688 -0.231

*비고: 음  처리된 셀은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표 11> 1인당 출 책수에 한 사회경제  박탈 지수의 향

<그림 5> 사회경제  박탈 지수와 출 책수와의 계

이 수치는 한 지역사회 체 구성원에 한 평

균값이므로, 실제 도서  이용자로 범 를 국한

한다면 박탈 지수와 출 책수와의 계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모델 2는 도서  소장도서 수의 

조 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사회경제  박탈 

지수의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 3은 단 면 당 

도서  수의 조 효과를 통제한 모형이며, 모델 

1과 비교하여 박탈 지수의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설 1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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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 효과 변수들의 효과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각 조 변수를 세 개 구간(상 , 

간, 하 )으로 구분하여 조 변수의 크기에 따

른 박탈 지수의 효과를 시각 으로 분석하 다

(<그림 6>, <그림 7> 참조). 먼  도서  소장 

도서 수의 조 효과 <그림 6>과 <표 11>의 모

델 2를 살펴보면, 체 으로 소장 도서 수의 

<그림 6> 소장도서 수 구간에 따른 조 효과 분석

<그림 7> 단 면 당 도서  수 구간에 따른 조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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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 지수 조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특히 소장 도서 수가 상 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박탈 지수와 출 책수 간에 부

(-)의 계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

장 도서 수가 간 혹은 하 에 해당하는 지역

은 박탈 지수와 출 책수의 계가 미미했다. 

따라서, 가설 2를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 효과는 박탈 지수가 

1.5보다 높은 경우에는 크지 않았다. 더불어 

박탈 지수가 1.5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장도서 

수가 많은 지역이 그 지 않은 지역에 비해 

출 책수가 많았고, 박탈 지수가 1.5보다 높은 

경우에는 출 책수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  소장도서 수가 박탈 

지수가 일정 수 보다 낮은 경우에서는 출 

책수 증가에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 다. 

단 면 당 도서  수의 조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3). 모델 1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박탈지수와 

단 면 당 도서  수의 상호작용을 통제한 모

델에서도 박탈지수와 단 면 당 도서  수에 

한 상 계 계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유의미하고, 상호작용 항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 않음을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단 면 당 도서  수는 박탈지수의 효과를 조

하지는 않지만(<그림 7> 참조), 여 히, 출 

책수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

으로 단 면 당 지역의 도서 이 1개 늘어날

수록 지역 주민당 연간 출 책수가 약 7.5권이 

증가하는 셈이다. 따라서, 가설 3은 만족하지 

않지만, 단 면 당 도서  수는 출 책수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 다.

5.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박탈 수

이 공공도서  출 책수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고, 이러한 향이 지역사회 도서  소장도서 

수와 단 면 당 도서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하 다. 지역사회 수 의 정보행

(즉, 도서  출)을 이해하기 한 이론  

틀로 지역 정보지평 이론을 활용하 으며,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  특성 가운데 빈곤에 한 다

차원  특성을 제시하는 사회경제  박탈 개념

을 용하 다. 한, 사회경제  박탈 수 을 

측정하고 제시하기 해 OPHI와 UNDP가 개

발한 다차원  빈곤 지수(MPI)의 3개 역(건

강, 교육, 생활수 )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를 통해 련 지표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  박탈 지수를 생

성하 다. 이러한 사회경제  박탈 지수와 국가

도서 통계시스템을 활용한 공공도서  출 

책수를 수도권 3개 시도(경기, 서울, 인천)의 지

역사회별로 악하 으며, 그 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박탈은 해당 지

역의 공공도서  출 책수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즉, 지역사회

의 사회경제  박탈 수 이 높아질수록 해당 지

역 구성원의 1인당 공공도서  출 책수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 으로 박탈 지

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출 책수는 약 0.25권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를 실제 도서  이용자 

집단에 한정한다면, 감소폭이 더욱 클 것으로 

상된다.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  박탈은 고

립감이나 우울감을 높이고, 생활만족도나 주



23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5권 제4호 2021

 건강수 을 하시키는 것이 밝 진 바 있다

(이한나, 박단비, 2012; 허종호, 조 태, 권순만, 

2010). 한 이러한 박탈은 사회  참여에도 부

정 인 향(Gereke, Schaub, & Baldassarri, 

201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 에서의 정보행 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다. 이는 사회 으로 

요한 함의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보편  정

보 근을 한 공공 자원으로서의 도서  이용

이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  불평등의 향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사회 도서 의 소장 도서 수는 해

당 지역의 사회경제  박탈이 출 책수에 미치

는 향을 체 으로는 유의미하게 조 하는 

가운데, 소장 도서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박탈 

수 이 높아지면 그 지 않은 지역에 비해 출 

책수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와 반 이지만, 박탈 지수가 일정 수 보

다 낮을 때는 소장 도서 수가 많은 지역의 평균 

출 책수는 그 지 않은 지역에 비해 높았고, 

일정 수 보다 높을 때는 두 지역 간 출 책수

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도

서 의 소장 도서 수가 많으면 박탈 지수가 일

정 수 까지 높아지기 까지는 출 책수를 높

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서  정책 인 측면에서 정보 근성에 한 

유용한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단 면 당 도서  수는 해

당 지역의 사회경제  박탈이 출 책수에 미

치는 향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조 하지 않

으나, 체 으로 단 면 당 도서  수는 지

역 주민의 출 책수를 늘리는데 일조한다. 단

면 당 도서  수가 많다는 것은 도서  혹

은 도서  자료에 한 지리  혹은 물리  

근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는 박탈 수 과 계

없이 어느 지역이든 출 책수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도서  이용 활성화를 한 

근성 제고의 요성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김

하야나, 김기 , 2014; 박성재, 2012)에서 언

된 바 있으며, 본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공공도서 의 역할을 제시하는 여러 연

구에 의하면, 공공도서 은 사회경제  불평등

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조용

완, 2007), 나아가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이승

민, 박종도, 2019)하는 기 이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사회경제  특성이 공공도서  

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기존의 

공공도서  역할 연구들이 지역사회 도서  이

용을 활성화하여 개인이나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

여하고자 하 다면, 이 연구는 도서  이용이 

지역 간 사회경제  박탈이나 불평등을 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공공도서  서비스  

로그램 구성을 한 략 수립에 있어 지역사

회의 사회경제  특성을 반 할 필요성을 제시

한다. 정보격차 해소라는 공공도서 의 기  

역할을 충실히 반 하기 해서는 도서  소장 

도서 수와 근성을 기반으로 기존 사회경제  

박탈 요소들의 향을 최 한 억제하는 방향으

로 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법론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객 이면서 다양한 변수를 활

용한 분석을 수행하 다는 의의가 있다. 그

지만, 본 연구는 출 책수와 연 된 변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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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수 에서 분석한 한계가 있으며, 분석의 범

도 수도권으로만 제한한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도서  이용자 수

에서의 이해를 높이기 해 이용자 데이터와 

출 도서의 주제 분야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

며, 분석의 범 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까지 확

장한다면 좀 더 다양한 지역에 한 이해가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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