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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 의 역할을 탐색하 다. 이를 해 공공도서 이 운 한 공론장 사례에 
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 다. 데이터 수집은 서울 성북구립도서 의 

공론장을 운 한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의 주제별 분석을 해 NVivo를 사용하여 코딩하 다. 
연구 결과, 공론장에서 확인된 도서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는 1)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2) 주제에 
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 지원, 3)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 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4)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 , 5) 도서 에 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에 한 도서 의 향력 확 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도서 의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론 주제에 한 시민의 상호작용과 
공론 확산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서 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개발되고 지원되기 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esearch was undertaken to explore the role of the public library as a public sphere. For thi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library’s role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public spheres operated 
by the public librar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librarians at Seongbuk Public Libraries 
in Seoul. Data collected were coded using NVivo for thematic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library’s role in the public sphere were identified in the following 
five types; 1) A place for meeting,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of citizens, 2) Supporting citizen learning 
and growth through information services and discussion on the subject, 3) Expanding civic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and strengthen civic power, 4) Strengthening citizens’ experience of democracy, 5) 
Improving citizens’ perception of libraries and expanding the library’s influence on citizen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 services enhance citizen interaction and spread of public opinion on the 
agend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and supporting libraries as community 
public spheres.

키워드: 공론장, 지역사회 요구, 정보서비스, 시민 참여, 공공도서 의 사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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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공도서 은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공을 통

해 개별 시민의 성장과 사회  발 을 지원한

다. 이는 공공도서 이 수행해 온 통  역할

이자 도서 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  역할은 사회  요구의 변화와 연동

되어 진화하고 발 한다. 시민의 만남과 교류

가 이 지는 장소로서의 도서  역할에 주목하

는가 하면(Audunson, 2005; McCook, 2003; 

Leckie & Bushmanm, 2007), 도서 이 시민

의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을 강조한다(박성우, 2014; 이승민, 

2016; Aabø et al., 2010; Vårheim, 2007). 아울

러 도서 이 지역사회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진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확 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Goulding, 2009; 

Kranich, 2012; Scott, 2011; Willingham, 2008). 

이에 더해, 최근에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서의 기능에 주목하고 공공도서  역할에 한 

논의가 보다 확 되고 있다. 특히 북유럽을 

심으로 개정 도서 법을 비롯한 도서  사명

에 도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회합의 

장소로서 지역사회 주요 이슈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를 지원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해

야 함을 명시하여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

다(Audunson et al., 2019). 연구자들 한 지

역사회 정보요구를 지원하며 주민의 화와 토

론을 진해온 도서  역할에 주목하며 도서

과 공론장과의 련성,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

의 특성과 기능에 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

다(Alstad & Curry, 2003; Bushman, 2005a; 

Williamson, 2000). 이들 연구에서는 공론장을 

공공도서  본연의 역할로 보고 있으며, 공공

도서 이 지역사회와 동시 의 이슈에 한 합

리 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최 의 공론장으

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공론장은 개인들이 공동의 심 사항에 해 

화하고 토론하며 의견을 형성하는 사회  공

간으로서, 공개 이고 독립 인 토론이 일어나

는 이러한 공론장은 한 국가의 민주  가치를 

유지하기 해 반드시 필요하다(윤 태, 2008). 

특히 지역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 인 심

과 요구가 발생하고, 다양한 이해 계에 향

을 미치는 정책과 쟁 을 둘러싼 의견과 갈등

이 일어나는 곳이기에 지역 주민의 심과 요

구, 쟁 을 심으로 화와 토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형태로서 그 

요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조효래, 

2014, 154-5). 하지만 기술이 발 하고 사회가 

보다 세분화, 문화됨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

는 화와 토론을 한 공  역이 축되고 

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기회가  어들고 있는 실

정이다. 

지 까지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요

구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 주민의 성

장을 지원해왔으며 지역 주민과 정보를 매개하

여 화와 토론을 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도서 이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지원

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 과 민주주

의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표라는 에서 이를 실

하기 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화와 토론의 

장으로서 공론장이 필요하다(Johansson, 2004).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론장으로서의 공

공도서  역할에 한 연구가 부재하고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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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사례에 한 공유와 이에 한 토의가 

미약하여 도서 의 공론장 역할이 수사 인 표

이나 개별 연구자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공론장으로서 도서  역할에 

한 논의의 토 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장 

사례의 개발과 공유를 비롯하여 공론장으로서 

도서  역할이 수사 이거나 근거 없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  연구

가 동반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 이 운

한 공론장 사례에 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에

서 나타나는 도서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

를 고찰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

의 공론장 역할에 한 국내 도서 계의 심

을 고양시키며,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

서 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단된다. 나아가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 요한 

공론장으로 개발되고 지원될 수 있는 근거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배경

2.1 공론장 

공론장(public sphere)이란 독일의 사회철

학자 Jürgen Habermas가 구체화한 개념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합리  토론

을 통해 사회  합의나 결론을 도출하는 공간이

나 과정을 말한다(하상복, 2016, 53). 공론장은 

공공 역이라는 용어로도 논의된다. Hannah 

Arendt는 공공 역을 사  역의 반 되는 

개념으로 공동의 것에 해 의사소통의 행 가 

일어나는 장으로 정의한다. 즉 공공 역이란 모

든 사람에게 공통 으로 심이 되는 것이자 소

통 가치가 있는 것에 해 숨김없이 서로의 진

심을 말하는 역으로, 화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장으로 설명되고 있다(주명진, 박일

호, 2012, 421). 

공론장이 시민의 공통 심을 상호 소통하

는 사회  역으로 기능하기 해서는 몇 가

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필

요조건으로 개방성, 공통의 심사, 토론을 들

고 있다(Habermas, 1989). 개방성은 참여에 

한 개방성과 동등한 기회이다. 계층, 인종, 

성별, 연령, 지  등에 상 없이 모든 사람들에

게 개방되어야 하며, 구나 자유롭게 평등한 

조건에서 참여 가능해야 한다. 한, 공통의 

심사는 공동의 심을 끄는 모든 문제가 공

인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론

에서는 합리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하며, 토론의 결과가 시민

의 이해 계를 넘어서 공동의 이익에 기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공론장이 제 로 기능하기 한 

 다른 핵심 조건으로 정보를 들 수 있다. 공론

장을 정보 역의 입장에서 논의해온 Nicolas 

Garnham을 비롯한 학자들은 공론장에서 신뢰

성 있는 정보의 제공과 분배를 지원하는 조직

이 필요하다고 지 한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토론과 숙의, 합리  의사결정

이 이 져야 하고, 민주주의를 한 숙의에 최

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정

보제공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수 이라고 보는 

것이다(Garnham, 2000; Webster, 2014). 이러

한 공론장의 요건들은 실에서 구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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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론장을 평가하는 기 으로 활용된다. 

한편, 공론장은 다양한 사회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annah Arendt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심으로 모여 말

과 행 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 하는 

공론장에 한 경험이 인간의 공  삶으로서 

가치와 자유를 구 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하

다(Arendt, 1958). 한 공론장은 지역사회 

공 인 문제들에 한 시민의 숙의와 토론, 합

의를 이끌어내고 여론이 수렴되는 등 지역사회에 

한 시민 참여 공간을 만들며, 시민성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주선미, 2010; 

Arendt, 1958; Habermas, 1989). 이에 더해,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이 다양한 시각과 의견 차

를 상호 조율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민주주의 가치가 실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윤 태, 2008; 이승훈, 2010; 

Habermas, 1989).

2.2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

공공도서 의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의 의

미와 가치, 역할  기능은 다양한 연구자에 의

해 조명되고 있다. 먼 , 사회학자 Webster 

(2014)는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 표 인 공

론장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보자료의 제공

을 통해 정보와 사고의 흐름을 진한다는 

에서 공공도서 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고하 다.1) 

국의 문헌정보학자인 Williamson(2000)도 

공공도서 이 공론장의 형이라고 주장하 는

데 공공도서 의 역할과 기능 의 하나인 ‘공평

성’이 하버마스가 강조한 공론장의 주요 특징인 

구나 자유롭게 평등한 조건에서 참여 가능해

야 한다는 개방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 다. 

아울러, 하버마스의 공론장 을 도서 과 

련시켜 다양하게 조명한 Bushman(2005a; 

2005b)은 공공도서 이 하버마스 공론장의 많

은 것을 구 하고 있다고 평가하 다. 그는 도

서 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조사  

연구가 이상 으로 수행되어지는 곳으로 정보

자료에 입각한 숙의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

다는 에서 합리 ․비  토론이 가능한 지

역사회 민주  공론장에 부합하다고 주장하

다. 이외 Alstad와 Curry(2003) 한 공공도서

의 정보자료 수집과 제공이 합리 인 담론을 

진하고 시민의 자기 교육을 지원하기에 도서

이 공론장으로서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보

고하 다.

한편, 만남의 장소로서 도서 의 요성을 강

조한 연구자들은 공공도서 이 지역 주민의 만

남의 장소로서 지역사회 공론장 기능을 지원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이 

공통의 심사를 기반으로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음으로써 민주주의가 장려

되고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Audunson, 

2005; McCook, 2003; Leckie & Bushman, 

2007). 

아울러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시민의 회

 1) Habermas는 18세기 유럽에서 마을 장, 커피하우스 등이 독립 인 토론이 형성되는 공론장의 주 무 라고 하

으며, 아울러 공공도서 의 경우 문학계의 공론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고 언 하 다. 그러나 공공도서

의 공론장 역할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설명되지 않고 있다(Habermas, 198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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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통한 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기능이 지역사회에 한 시민 참여를 추동한다

며 공론장을 지역사회에 한 시민 참여와 지역

사회 개발을 한 도서  운  략의 차원에

서 논의하고 있다(Kranich, 2012; Willingham, 

2008). Willingham(2008)은 시민이 공공 문제

에 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의 부재를 

지 하며 도서 이 시민 담론에 시민을 참여시

키고, 련 자원과 조직을 연결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역량을 개발하는 데 심

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Kranich 

(2012) 한 도서 이 다양한 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심을 연결하여 화와 토론을 이끄는 

매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며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토론과 의사결정의 

장을 만드는 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 다. 

구체 으로 도서 이 시민들에게 공통 심사

를 기반으로 그에 해 구성할 기회를 제공하

여, 문제해결을 한 선택에 숙고하고, 다른 사

람의 의견을 깊이 이해하며, 생각의 스펙트럼

을 넓히고, 시민을 연결하여, 지역사회를 한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도

서 이 시민성 개발을 비롯한 민주주의 구 과 

발 을 추동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Widdersheim과 Koizumi는 도서 과 

공론장의 련성에 한 실증 연구의 일환으로 

도서  공론장의 개념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

을 시도하 다(Widdersheim & Koizumi, 2016; 

2017). 그 결과, 하버마스 공론장을 구성하는 개

방성, 합리  토론, 공동의 심을 기 로 도서

의 공론장 역을 세 가지 유형의 담론으로 

식별하 다. 구체 으로 장서개발이나 이주민

서비스와 같은 도서 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와 련된 담론, 도서 의 사회  가치와 필요

성 등의 도서  합법화와 련된 담론, 사회  

지역의 문제와 련된 담론을 제시하 다. 

이들 연구와 함께 도서  장에서 시도한 주

목할 만한 공론장 사례로 미국 도서 회가 운  

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사업이 있다. 이

는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

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 의견을 공유하는 

공론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별 도서 을 지원하는 로젝트이다. 

1단계(2014∼2015년), 2단계(2016∼2018년), 

3단계(2020∼2022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재 4단계(2022∼2024년)가 진행 이다. 각 단

계별로 참여 도서 을 선발해서 도서 이 지역

사회의 당면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지

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도서  사례를 미도서 회 

홈페이지에서 공유하고 있으며 재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모델로 세분화하여 

운 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이  표  유형

을 소개하면, ‘ 화 카페(Conversation Cafés)

형’은 카페에서 이 지는 열린 화와 같이 사

랑, 죽음, 폭력 등 심 가는 모든 주제를 심

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편안히 느끼며 말할 기

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학습이 이루어

지며 문제에 한 해결방안을 발견하도록 운

한다. ‘필수 트 (Essential Partners)형’은 정

치  양극화나 종교, 인종, 가치 등의 의견에서 

찬반이 있거나 이해 계가 상반된 주제를 기반

으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진하고 상호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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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을 목표로 운 한다. 한 ‘변화를 한 

일상의 민주주의 화(Everyday Democracy's 

Dialogue to Change)형’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

께 모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심으로 공통의 

해결책을 찾도록 고무시키는 데 을 둔다. 

인종차별, 사회경제  불평등 등의 사회  문

제 을 개선하려는 것이 목 이다. 아울러 ‘국

가 이슈 포럼형(National Issues Forums)’은 

건강 리, 이민, 치안, 약물 남용, 에 지, 기후 

변화 등과 같이 공공의 문제에 한 시민의 탐

구와 지식의 확장을 장려하고 공공의 의사결정 

 정책에 향을 미치려는 목 으로 운 한다. 

미도서 회는 각 유형에 따라 시민을 모집하

고 운 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2). 

이 사업은 개별 도서 이 공론장의 도입을 

통해 지역의 주요 쟁 과 문제에 한 화와 

토론을 진하고, 문제 해결에 시민 참여를 이

끌어내며, 련 기 을 연결하는 력형 로

젝트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공론장에서 화와 토론을 한 공간으로서의 

역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한 력과 재

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에 반해 도서 의 

정보자원과 정보서비스가 어떻게 연계되어 기

능하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국도서 회가 추진 인 이 사업을 고찰

한 연구로는 국내 박성우(2016)의 연구가 있

다. 그는 1단계에 보고된 5개 우수 사례를 심

으로 도서 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

행 공동체라는 개념에 기 하여 분석한 바 있

다. 그 결과, 사례 도서 의 활동이 도서 내 구

성원의 리더십 개발, 도서 서비스 개선을 

한 서비스 방향 설정, 지역 주민과 사서의 계 

구축, 지역사회 변화를 한 지역 주민과 사서

의 력이라는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

고하 다. 

지 까지 살펴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특성과 기능이 공론장의 특성에 어떻게 부합하

는지를 조명하거나,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개

발을 한 략으로 공론장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공론장 특성에 부합하는 도서  장 사

례에 한 보고가 미흡하며, 이들 사례에 기

한 경험  연구나 실증  연구가 부족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  장 사례의 발굴과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도서  역할을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 이 운 한 

공론장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한 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  역할

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 다. 

3. 연구방법과 연구 상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

의 역할을 탐색하기 해 수행되었다. 이를 

한 데이타는 공론장을 운 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립도서  담당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수

집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성북구립도서 은 서울시 성

북구 소속의 15개 도서 을 의미하며, 사례 도

서 인 성북구립도서 이 소재한 성북구는 서

울시 25개 자치구의 하나로 재 약 4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성북구립도서 은 2002

년 성북정보도서  개 을 시작으로 2022년 12

월 재 총 15개의 구립도서 이 소속되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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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며 성북문화재단이 수탁 리하고 있다

(<표 1> 참고).

성북구립도서 은 2016년부터 ‘마을in수다’

라는 이름으로 공론장을 운 하고 있다. 도서

의 공론장은 서울시 성북구라는 기 자치단

체의 정책기조를 도서 의 정책과 서비스로 수

렴하는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2016년 당시 성

북구 정책의 방향은 ‘주민자치역량으로 생활, 

골목, 마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

체 복원’이었다. 성북구립도서 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지역에서 공공도서 의 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렴하 다. 그 일환으로 공

론장을 지역사회 문제와 주민의 심을 공유하

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설정

하 고, 도서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론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도서  공론장을 운 하

다(성북문화재단, 2016).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7개의 공론장을 

운 하 으며,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 수는 총 

2,173명으로 집계된다(<표 2> 참고). 공론장의 

주요 주제는 기후 기, 환경 문제, 코로나19, 

교육, 소비, 노동, 디지털 기술, 고령화 사회, 반

려 동물, 청소년 공간 등 우리 사회의 문제, 지

역사회 안, 주민의 고민과 심을 토 로 설

정되고 있다. 이처럼 7년간 성북구립도서  소

속의 도서 들이 67개의 공론장을 운 함으로

써 련 경험이 되고 있기에 공론장의 도

서  역할에 한 분석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고 단된다.

따라서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  역할을 

분석하기 해, 성북구립도서 에서 발행한 

련 자료를 수집하 으며, 공론장을 운 한 경

험이 있는 장  담당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 다. 장과 사서는 공론장을 

기획하고, 운 하며, 평가해온 주체이면서, 동

시에 공론장을 운 하며 지역 주민과의 만남과 

소통, 참여 주민에 한 찰과 화 등을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친 공론장의 성과를 목격

하고 체험해왔다. 따라서 이들이 도서  공론

장의 주요 역할, 특성, 성과와 의미를 상세히 보

고할 수 있다고 단하 다. 

면담 상자는 공론장을 3회 이상 운 한 경

험이 있는 사서  장을 1차 상자로 선정하

으며, 이를 토 로 공론장의 설계  운  경

력을 가진 핵심 운 자로부터 추천받아 면담 

상자를 확보하 다. 그  면담에 동의한 6명

이 최종 상자로 확정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상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번호 도서 명 설립일 번호 도서 명 설립일

1 성북정보도서 2002.03.19. 9 청수도서 2014.02.19.

2 아리랑도서 2004.05.04. 10 월곡꿈그림도서 2017.07.22.

3 해오름도서 2009.07.01. 11 아리랑어린이도서 2017.12.22.

4 종암동새날도서 2011.02.25. 12 성북이음도서 2018.07.27.

5 서경로꿈마루도서 2011.08.23. 13 장 행복 림도서 2019.06.28.

6 석 동미리내도서 2011.12.27. 14 성북길빛도서 2019.12.19.

7 달빛마루도서 2012.02.02. 15 빛도서 2021.05.27.

8 정릉도서 2013.05.03.

<표 1> 서울 성북구립도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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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최 도서 (기 ) 공론장수 참여자수(명)

2016

성북정보도서 , 아리랑도서 , 해오름도서 , 종암동새날도서 , 석 동미리내도

서 , 달빛마루도서 , 정릉도서 , 청수도서 , 작은도서 네트워크, 청소년진로직

업체험지원센터(총8개 구립도서 , 도서  외 2개 기 )

10 601

2017
성북정보도서 , 종암동새날도서 , 석 동미리내도서 , 정릉도서 , 청수도서

(총5개 구립도서 )
10 336

2018
성북정보도서 , 아리랑도서 , 종암동새날도서 , 석 동미리내도서 , 정릉도서

, 청수도서 (총6개 구립도서 )
6 267

2019
성북정보도서 , 종암동새날도서 , 석 동미리내도서 , 정릉도서 , 장 행복

림도서 (총5개 구립도서 )
5 293

2020
성북정보도서 , 종암동새날도서 , 석 동미리내도서 , 정릉도서 , 장 행복

림도서 (총5개 구립도서 )
22 215

2021
성북정보도서 , 석 동미리내도서 , 종암동새날도서 , 정릉도서 , 청수도서 , 

월곡꿈그림도서 , 장 행복 림도서 (총7개 구립도서 )
7 221

2022
성북정보도서 , 종암동새날도서 , 석 동미리내도서 , 청수도서 , 월곡꿈그림

도서 , 장 행복 림도서 , 성북길빛도서 (총7개 구립도서 )
7 240

계 67 2,173

<표 2> 서울 성북구립도서 의 공론장 운  황(2016-2022)

구분 공론장 운 경력 사서 근무경력 직 면담일자

사서 A 7년 21년 장 2022.10.21.

사서 B 6년 20년 장 2022.10.21.

사서 C 7년 20년 장 2022.10.15.

사서 D 4년 10년 10개월 담당자 2022.11.23.

사서 E 4년 9년 3개월 담당자 2022.11.20.

사서 F 3년 10개월 9년 5개월 담당자 2022.11.23.

<표 3> 면담 상자의 특성

면담 자료의 수집은 2022년 10월부터 11월

까지 면 면 면담  서면 면담을 통해 이 졌

다. 면 면 면담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

었으며, 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을 한 면담지는 공론장의 비와 진행 

과정, 공론장 운 을 한 도서 서비스 기획

과 운 , 공론장의 주요 성과 역을 심으로 

질문을 구성하 고, 면담 상자가 질문에 충

분히 고민하여 답할 수 있도록 면담 에 이를 

배포하 다. 면담은 일 성을 유지하면서도 추

가 인 질문과 답이 오고갈 수 있도록 반구

조화된 면담을 수행하 다. 모든 면 면 면담

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화되었으며, 면담 이

후 사되었다. 신뢰성 확보를 해 사된 자

료를 면담 상자에게 보내어 면담 상자에 

의한 검과 수정을 통해 보강하는 작업을 수

행하 다. 

자료분석은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해 

질  연구 데이터 분석 도구인 QSR NVivo를 

활용하 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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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  역할의 주요 특징

과 의미를 도출하 다. 그 구체 인 과정은 다

음과 같다. Nvivo를 활용하여 면담 내용인 녹

취록을 불러들인 후 텍스트들을 집 하여 읽어

가며 녹취록의 문구와 문장 단 로 개념을 추

출하여 코딩하 다. 개방 코딩을 통하여 상  

범주를 형성하되 새로운 의미가 나타났을 때 

새로운 노드를 형성하여 코딩하거나 이 에 생

성된 노드와 의미가 통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기존 노드에 포함하여 코딩하 다. 코딩 완료 

후 코딩된 노드들 에서 공통된 의미를 가지

는 노드를 상  범주로 구성하 다. 한 분석

의 일 성과 신뢰성을 해 공동 연구자들이 

각자 코딩하는 작업을 수행한 뒤, 이후 결과를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있을 경우 토론을 통

해 조정하 다. 그 결과, 208개의 노드가 생성

되었고, 최종 5개의 상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상  범주와 그에 속하는 하  노드 수

는 다음과 같다: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

류의 장(33개), 주제에 한 정보제공과 토론

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 지원(43개), 지역

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 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49개),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

을 확 (24개), 도서 에 한 지역 주민의 인

식 개선과 주민에 한 도서 의 향력 확

(59개). 

한편, 분석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해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방법을 채택하 다

(Pattern, 2015). 면담에 참여한 1인이 연구 결

과를 검토하여 면담 내용이 정확히 반 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연구 결과

도서  공론장을 운 한 사서와의 면담을 통

해 도서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확인한 

결과, 1)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2) 주제에 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

의 학습과 성장 지원, 3)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

를 확 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4)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 , 5) 도서 에 

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에 한 도서

의 향력 확 라는 다섯 가지 유형의 개념

이 도출되었다.

 

4.1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도서  공론장은 주제를 심으로 지역 주민

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며 교류하는 장으로 기

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주민들이 ‘평

소 못 보는 이웃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거나, ‘다양한 연령 가 참여하여

서 인상 이다’라고 말한 참여 주민의 의견을 

하며, 공공의 소통 공간이 부재한 도시에서 

도서  공론장이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 다고 평가하 다(사서 

A, B, C, D, E, F). 공론장에서 서로 모르는 

지역 주민들이 주제를 심으로 만나 그들의 

심과 고민, 의견을 나눔으로써 지역 주민 간

의 상호이해가 이루어졌으며, 조언을 주고받는 

과정이 동반됨으로써 도서 을 통해 주민들이 

상호 연결되는 경험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도

서  공론장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해 사

서들은 참여 주민의 경험을 토 로 다음과 같

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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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이 끝나고 나면 시민들의 표정이 좋아져 

간다. 시민들이 평소 이 주제와 련하여 발언 

기회가 잘 없는 상황에서 그 기회를 얻었다는 

데서 오는 뿌듯함이 있다. 공론장에서 타인과 

이야기하고 공감 를 만들어가는 순간의 공기

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뿌듯하다. 주민들

은 어디에서도 이런 장을 마련해주지 않는데 도

서 이 이런 장을 만들어 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사서 C) 

“반려동물에 한 공론장을 운 하는데 한 참여

자가 ‘1인 가구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제로 이

웃과 갈등으로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무 

힘들고 외로웠다. 공론장을 통해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실질 으로 도움 되는 조언

을 얻을 수 있어 무 감격스럽다'고 이야기했다. 

… 서로의 경험을 나 고, …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도서 에서 가능하다는 믿음을 지역

사회에 주었다고 생각한다.” (사서 E)

이러한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를 만

들어 내는 공론장의 역할은 세 를 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를 들면, ‘디지털시 에 함

께 살아남기’라는 주제의 공론장에서는 스마트

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의 고민을 다루

며 노인과 청소년 간 일  일 교육 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다른 세 와의 만남과 소통을 지

원하 다. 스마트폰의 활용교육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서 서로 다른 세 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성과에 해 사서 A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 다. 

“그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배워서도 좋았지

만 은 학생과 이야기를 한 것이 무 즐거우셨

다고 한다. 그 학생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사로 만났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야

기 해주었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을

까? 학생들이 여기서 만난 마을 어르신이 지나가

면 인사도 하는 계들이 생겨나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서 A) 

한 공론장에서 주제를 심으로 주민자치

회, 노인정, 사회복지 , 실버복지센터, 학교, 시

민단체, 소극장, 독서회, 출 사, 어린이집 등의 

다양한 조직이 연결되고, 지역 내 상인, 교사, 

술가, 독서회원, 시민단체 회원, 활동가, 기  

표, 학생, 주부 등의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연결되

어 소통하 다(성북구립도서 , 2017a; 2017b; 

2018). 지역에 사는 같은 주민이지만 “만나기 

어려운 청소년, 유아 부모, 외국인, 홀몸 어르

신 등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 며 함께 사는 지역 주민으로서 “행

복한 정릉마을을 같이 상상해보는 경험”을 하

다고 보고되고 있다(성북구립도서 , 2021). 이

처럼 도서  공론장은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만남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교류를 진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도서  공론장을 통한 지역 주민

의 교류는 지역 주민 간의 네트워크로 확장되

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등

의 시민의 사회  자본을 구축하는 후속 효과

로 이어졌으며, 지역 주민들이 “‘사람, 정보’가 

필요할 때 도서 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사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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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제에 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

성북구립도서 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조사

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론장의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의제가 정해지면 주민의 의제에 한 

심과 이해를 한 사  작업을 진행한다. 이 작

업에서 사서들은 공론장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의제에 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 에 의제 련 배경지식을 

안내하고 제공하는 데 심 을 기울인다. 이를테

면 의제와 련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며 신

뢰할만한 단행본, 신문기사, 논문, 상 등의 정

보를 개발하여 시하고 안내한다. 나아가 책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책 속의 일부 내용을 

추출해서 제공하는 등의 주제와 련한 정보제

공에 주력한다. 한 의제와 련한 경험이나 

지식을 제공하기 해 해당 분야 문가 청 

강좌나 워크  등의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한

다. 공론장 이후에도 의제에 한 심화 학습과 

독서가 가능하도록 사후 강좌나 독서회가 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제와 련한 다양한 정

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해당 

주제에 한 이해와 고민이 깊어지도록 하고 있

다. 공론을 한 사  작업의 일환으로 의제에 

한 정보서비스에 심 을 기울이는 이유를 사

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사  공론화 과정 없이 공론장을 열면 참여 

주민들이 할 이야기가 별로 없다. 기후 기 문제

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쓰 기 분리 배

출 정도로 생각한다.  같은 경우도 기후 기와 

련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환경오염 정도

로 이해했다. 그러나 기후 기는 정치, 경제, 과

학, 사회, 국제 인 것들로 엮여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학습  배경지식이 없으면 공론장

에서의 이야기가 결국 ‘쓰 기 분리 수거 잘하자’ 

정도의 경험 인 이야기로 제한된다. 사  작업

이 요한 것이 주민들에게 주제에 한 배경지

식을 충분히 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공론을 한 사  작업이 풍성하면 공론장 토론 

내용도 풍성하다.” (사서 B)

이처럼 사 에 의제와 련한 다양한 정보서

비스를 통해 주민의 의제에 한 학습이 활성

화되고 있다. 공론 의제에 한 주민학습은 당

일 개최되는 도서  공론장에서도 이루어진다. 

공론장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나 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론장에 참여한 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주민의 지식과 경험이 확장되고 

있다. 도서  공론장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학

습에 해 사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학업을 마치고 시민으로서 공부할 기회가 없는

데 그것을 공공도서 이 가능하게 한다. 작은 

질문과 고민이 생기면 도서 에 와서 자료를 찾

아보고, 사서가 제시하는 자료들로 환기하고, 사

람들이 모여 이야기 나 며 나와 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시민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공공도서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학업을 마치고 

계속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도서  공론장이 이를 마련해줬다고 본

다.” (사서 D)

이처럼 공론장에서 주민의 학습과 성장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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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공론장의 주민

의 학습과 성장을 추동하는 기능은 공론장 의

제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공론장의 주요 의

제는 주민의 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설정되어 

왔는데 의제의 변화에서 주민의 시야가 차 

확 되어 성장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를 사

서 B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도서 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론장 의제에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쓰 기

나 주차 문제’ 등 지역에서 ‘나의 불편함’이 주민

들에게 안이었는데, 2018, 9년도에는 ‘마을 학

교나 청소년 공간’이 의제가 되어 ‘마을에서의 

교육과 문화 문제’로 시야가 확장되었다. 이후 

‘ 계와 기후 기’라는 의제를 운 했다. 의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니 주민들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다. 처음에는 일반 주민이었다가 도서

과의 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사회 문제에 

해 이야기를 나  수 있는 계기나 경험이 생겼다

고 단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민들의 심

이 생기고, 이러한 심이 의제 확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사서 B)

이처럼 공론장 의제가 주민들의 ‘개인  불

편의 문제’로 출발하여 ‘우리 지역의 문제’로 발

하고, 마침내 ‘세계  문제’로 확장될 수 있었

던 것은 주민의 도서  공론장 참여와 경험에

서 비롯된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공론

장이 주민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은 참여한 주민의 후기에서도 폭넓게 발견되

고 있다. 사서 D는 주민들이 “‘공론장을 통해 

의제에 해 더 알고 싶어졌다’, ‘의미 있는 일

을 알게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

움을 얻었다’,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고 작성

한 후기를 하며 공론장이 주민을 성장시키며, 

주민의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 다. 

 

4.3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 하고 시민으

로서의 역량 강화

앞서도 언 하 듯이 도서  공론장의 의제

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심을 기반으로 선정

된다. 사서들은 주민의 요구와 심, 지역사회 

안이 무엇인지를 악하기 해 지역으로 직

 찾아가 지역 주민과 화를 나 기도 하고, 

주민 상으로 면담과 설문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요구를 수렴한 뒤 

공론장의 주제를 최종 선정한다. 공론장의 의

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 요구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의제가 지역 문

제나 우리 사회의 주요 안으로 정해지는 경

우에는 주민 참여의 양태가 매우 다양해지며 

참여의 정도가 깊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를테면 주민들이 공론장에서 지역의 주요 안

을 공유하고 토의하며, 문제해결을 한 다양

한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주민 참여형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환경 문제나 쓰 기 문제, 청소년을 한 

공간 등의 지역 안을 다루는 공론장에서 두

드러지는데 그 구체  내용은 사서 B의 경험에

서 잘 드러난다. 

“‘쓰 기 문제’를 주제로 하는 공론장을 설계할 

때 실천 문제까지 고려했다. 공론장에서 ‘쓰 기 

문제’가 ‘우리 마을의 쓰 기 문제’에 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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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졌고, 이를 해결하는 문제로 확장되었다. 

우리 마을 쓰 기 문제해결에 심 있는 다섯 

명 정도의 시민이 환경 개선을 한 실천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는 통장들도 많이 왔다. 처음

에는 쓰 기 청소로 출발했지만 환경 문제, 기후

기 문제로 확 되어 지 은 이 지역의 환경단

체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사서 B)

이처럼 공론장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문제에 해 논의하며 지역사회를 한 의사결

정과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며 활동하는 양

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안과 련한 구체 인 정책 제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에 해서는 사서 A의 

경험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로 심각해진 쓰

기 문제,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의제

로 진행했는데 사  로그램으로 ‘따로따로’라

는 로젝트를 운 했다. 라스틱 에 양질의 

자원인 페트병 뚜껑이 무 손쉽게 버려지는 것

이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왔고, 뚜껑이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를 모아 필요한 곳에 

기부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로젝트가 

2021년에 확 되어 도서  주변의 등학교 세 

곳과 주민자치회도 함께 참여했다. 등학교에 

찾아가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로젝트를 왜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련 환경 그림책을 

소개하 다. 주민끼리만 이런 실천을 할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의 심각함을 법을 만드는 정치

인들과 행정 구청에 달해야겠다고 하여 당시 

참여한 등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한 편지를 

써서 구의회와 구청에 달하 다. 그 과정에 

구청장, 구의원이 주민과 아이들을 만나는 간담

회를 진행하여 환경 문제에 한 이야기를 나

었고 환경 문제해결에 구청과 구의회에서도 더 

힘쓰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사서 A)

이와 같이 공론장에서는 지역의 주요 안과 

련한 시민의 토론, 문제해결을 한 의사결

정, 정책 제언과 같은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이 

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론장이 지역

의 거주자인 ‘주민’에서 지역 문제와 정책에 주

체 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의 변화를 추동해

내고 있는 것이다. 도서  공론장에서 “주민들

이 지역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조율되며”(사서 C, D),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사회와 지역에 심을 갖게 

되고, “지역이 낙후되고 교육환경이 안 좋다고 

좋은 곳으로 이사할 생각을 하기 보다는 아이

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한 노력에 

힘을 더하겠다.”(성북구립도서 , 2017b, 30)

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

와 활동을 주체 으로 수행하는 시민으로 성장

하고 있는 것이다. 사서와 도서 이 의도 으

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변화를 주도한 것이

라기보다는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 스스로가 상

호 의견을 나 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역 문

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등의 

주체 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단된다. 이

러한 주민 변화와 활동을 지켜본 사서들은 도

서  공론장이 “시민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자 “시민을 훈련시키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고 평가하 다(사서 B, E). 사서 A 한 도서

 공론장이 시민 역량의 개발에 기여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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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이야기하 다. 

“공론장에 참여했던 주민이 도서 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의미 있다. 참여 

주민이 문화 술 활동가나 주민자치회 원이 

되고, 독서회 분이 마을활동을 하고 그 활동 역

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참여 주민의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성장하는 주민을 보면서 

이 사업과 활동은 확실히 시민력을 키웠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업에 한 확신과 신념이 더 생기는 것 같다.” 

(사서 A) 

이와 같이 도서  공론장은 지역의 주요 

안에 한 토의와 의사결정, 정책 제언, 지역 변

화를 한 실천과 활동 등의 주민 참여를 추동

해내어 지역 주민을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시민

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4.4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

공론장에서는 주민의 공통 심사와 문제에 

한 숙의와 토론, 합의를 이끌어내고 여론이 

수렴되는 등 도서  공론장이 지역 주민의 민

주주의 경험을 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주장

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며 련 환경

이 미약한 지역사회에서 공론장을 통해 주민들

은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보

인다. 주민들은 비교  근이 쉬우면서도 모

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도서 에 모여 상호소통

하고 의견이 조율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주민 경험은 도서

이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주민 인식

을 만들어내고 있다(사서 C, D, F). 

특히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은 공론장에서 다

양한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조

율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확 되는 것으로 나

타난다. 공론장에서는 서로 다른 이나 찬

반이 있더라도 상 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과정

을 동반하기에 주민에게 토론과 조율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서 B). 

이에 더해, 시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지원하

는 공론장 기능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 하는 

도서 의 사회  역할에 한 사서의 확신과 

신념을 형성하는 데도 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서들은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시민 학습의 

장이라는 도서  역할을 체험할 기회가 없이 

교과서에 담긴 명제로만 이해했으나 공론장에

서 그것이 어떻게 구 되는지를 실제로 경험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사서 D). 아울러 

사서 F도 같은 맥락에서 공론장을 통해 경험

한 도서 의 가치에 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 다. 

“도서 은 아고라라는 말을 오래 부터 들어왔

지만 체감될 수 없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공론장

과 같은 로그램 확 와 향이 지속되면 주민

이 직  제안하고 참여하는 진정한 아고라가 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서 F)

이와 같이 주민과 사서의 경험에서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

치를 실 하는 도서  공론장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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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서 에 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에 한 도서 의 향력 확

도서  공론장은 지역 주민의 도서 에 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도서

의 향력을 강화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론장 참여로 주민

이 도서 을 보다 친근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

으로 보인다. 사서들은 주민들이 일반 으로 

“도서 이 문턱이 높고 본인이 갈만한 곳이 아

니라고 생각했는데 공론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도서 을 자신의 생활과 하고 가까운 곳이

라고 여기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사서 B, D, 

F). 아울러 “주민들은 공공도서 이 주민센터

와는 다르게 머물고 싶으며 친숙하게 느껴지는 

공공기 이라고 말한다”(사서 A), “어르신들

이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 도서 에서 만나자고 

한다”(사서 B)는 주민 경험을 하 다. 공론

장에 참여한 한 시민은 “마을 안에서 도서 은 

사람들이 만나는 구심 이 되며, 공간이라는 측

면에서 다른 공공기 보다 도서 이 갖는 공간

 매력이 있다”는 소감을 하기도 하 다(성

북구립도서 , 2017b, 72). 이처럼 공론장을 통

해 도서 이 편안히 머물며 사람을 만날 수 있

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등 지역사회의 도서 에 

한 호감도와 친근감이 증 되었다는 이 큰 

성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도서 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공론장을 통해 경험하게 되

면서 주민들이 도서 을 지역사회의 요 기

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도 주요 성과로 확인

되고 있다. 사서들은 자료 이용이 부 던 주

민들이 도서 을 단순히 도서를 수집하고 제공

하는 공공기  정도로 인식하 으나 공론장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생각이 확 되며, 문제에 

한 해결책을 찾게 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목도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의 삶에서 도서 이 

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평가하

다(사서B, D, F). 그러면서 “도서 은 극

이고 역동 인 곳이다”, “도서  때문에 마을을 

떠나기 싫어졌다”고 한 주민의 이야기를 했

다(사서 D).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의 소감에서

도 도서 에 한 주민의 변화된 인식이 잘 드

러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의 심이 어디냐

고 물으면 도서 이 떠오른다’고 답하 으며, 

‘도서 이 존재해줘서 고맙다’, ‘도서 이 주민

을 성장하게 한다’고 공론장 경험에 한 소감

을 하 다(성북구립도서 , 2017b). 

이러한 도서 의 요성에 한 주민의 변화

된 인식과 더불어 주민의 도서 과 사서에 한 

신뢰가 구축되는 성과도 발견되었다. 사서 D는 

지역 주민들이 “도서 에 와 사서에게 묻고 부

탁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지역에서 도서  사

서가 “사람과 정보를 개하는 정보 문가로 

인식되어 문가로서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고 

보고하 다. 도서 과 사서에 한 신뢰는 다음 

사서의 경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주민들이 와 계 맺기를 한 경우나 도서 네

트워크에 참여하신 분들이 마을에서 어떤 문제

나 고민이 생겼을 때 장이나 사서에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도 변화다. 

동물권 문제나 쓰 기 문제 같은 의제도 이 게 

해서 나온 것들이다. 마을에서 생긴 문제인데 

혼자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한 의논상

가 도서 과 사서가 된 이 의미가 있다. 우리한



15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7권 제1호 2023

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공론화시켰으면 좋겠

다, 도서 을 통해서 그 문제를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다.” (사서 A)

이처럼 도서 과 사서를 요하게 여기고 신

뢰하게 되는 주민 인식의 변화에는 무엇보다 

공론 의제 설정에서부터 련 의제의 공유와 

확산을 해 사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서비

스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서들은 

의제 설정을 해 지역의 요구를 악하고 

련 정보서비스를 설계하며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서의 존재가, 사서의 문성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단한다(사서 C, D). 바로 

사서의 문성에 한 주민 경험이 사서에 

한 신뢰를 형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사서 C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민들이 공론장 의제와 련된 자료, 의견, 

컬 션 구성과 시, 로그램 등을 경험하면서 

사서의 역할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사서 역할

과 자료가 드러나게 되면서 사서의 문성을 새

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 사서들이 이런 자료

가 있다거나 이 사람은 이 게 이야기를 하더라 

등을 안내해주면 주민들은 사서들을 하게 

여기며 어떨 때는 고맙다고 말한다. 책 출하는 

기능 인 존재로 보지 않고 사서와 도서 의 

문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사서 C)

한 이러한 도서 과 사서에 한 주민의 변

화된 인식은 지역사회에 도서 의 향력을 확

시키는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도서  

공론장에 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응원과 지지

를 경험한 사서E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마을in수다 사업에 한 지역사회의 기 반응

은 호기심이었던 것 같다. 기에는 ‘도서 이 

왜?'라는 반응이었다면 1~2년이 지나서는 응원

으로 바 었고 이제는 연 로 환되고 있다고 

느낀다. 지역사회가 공론장인 마을in수다를 ‘도

서  사업'을 넘어서 ‘마을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느낀 경험들이 있다. 다양한 지역 주체들

의 지역 모임에서 공론장 의제를 함께 고민한다

든가, 나아가 공론장의 계획과 유기 으로 결합

된 다른 마을 사업을 기획한다든가 등이 표  

사례이다.  한 최근 들어 ‘사서 혼자 무 많은 

짐을 지지 말라'며 자원 활동을 자처하고 함께 

하자고 먼  손을 내 어주는 주민들을 많이 만

나고 있다.” (사서 E)

5.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

의 역할을 탐색하기 해 수행되었다. 이를 

해 서울 성북구립도서 이 운 한 공론장 사

례에 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 다. 

그 결과, 도서  공론장에서는 1)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2) 주제에 한 정보제

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 지원, 3)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 하고 시민으로서

의 역량 강화, 4)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 , 5) 도서 에 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

과 주민에 한 도서 의 향력 확 라는 다

섯 가지의 특징과 의미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공론장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의미는 지역 공론장으로서 도서 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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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보여  것이라 단된다. 무엇보다 지

역 공론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세계에서 친숙한 

의제를 심으로 공 인 토론을 활성화함으로

써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형태로서 요성을 갖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조효래, 2014, 157). 

이 연구 사례인 성북구립도서  공론장에서는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 함으로써 도

서 의 민주  가치를 실 하는 역할이 확인되

었는데 바로 도서 이 지역 공론장으로서 풀뿌

리 민주주의 구 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 사례에서 공공도서 이 민주

주의를 실천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는 기본 

명제를 실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도 주요한 

발견이다. 지 껏 우리는 공공도서 의 역할과 

가치를 논의할 때 공공도서 은 민주주의의 유

지와 발 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펴왔으나 실제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 이 민주주의 발 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 인 경험  증거를 제

시하지는 못했다. 성북구립도서  공론장이 민

주주의  가치를 실 하는 가능성을 보여  구

체 인 사례라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해, 성북구립도서 이 운 한 도서  

공론장에서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으로서의 도서  역할’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공

공도서 이 다양한 회합, 세미나, 토론 등의 행사

와 주민의 만남과 연결이 이 지는 공간과 장소

로서의 역할을 조명한 다양한 연구(Audunson, 

2005; McCook, 2003; Leckie & Bushmanm, 

2007)와 궤를 같이 한다. 도서  공론장은 주민

들이 심사를 배경으로 만나 소통하며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드는 지역사회의 제 3의 장소로

서, 지역 주민의 사회  고립을 방지하고 교류

를 진하는 소셜룸으로서, 이곳에서 주민들 

간에 상호 신뢰와 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 주민의 사회  자본이 구축되고 있음을 발

견할 수 있었다. 

한 성북구립도서  공론장에서는 ‘지역사

회의 주민 참여를 확 하고, 시민으로서의 역

량을 강화하는 역할’이 확인되었는데, 지역사회

의 공 인 문제에 한 시민 참여 공간을 만들

어 시민성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공론장의 일반

인 역할이 사례 도서 의 공론장에서도 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 정보

자료의 수집과 제공기 이라는 공공도서 의 

통  역할을 확장시킨 것이라는 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례 도서 의 공론장에서 개별 주민

을 서로 연결하고, 주민을 지역사회와 연결하

여 지역사회에 한 참여와 활동을 추동하는 

기능이 발견되었는데 도서 이 지역사회 활동

에 한 시민의 자발  참여를 이끌어내어 공

공 생활에 한 기여와 지역사회 발 을 도모

하는 확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여러 연

구자의 주장(Goulding, 2009; Kranich, 2012; 

Scott, 2011; Willingham, 2008)을 뒷받침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련 연구에서 도서 이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는 구

조와 과정을 만들어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도서  공론장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을 확인시켜  것이다. 따라서 성북

구립도서 의 공론장 모델과 역할은 시민의 지

역사회 활동에 한 참여  지역사회 문제해

결을 이끌어내는 도서 의 략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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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북구립도서  공론장에서는 지역의 

주요 의제에 한 화와 토론의 장으로서 다

른 공론장과의 차별성이 발견되었는데, 그 차

별 은 공론 진을 해 주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이다. 

앞서 선행연구  정보 역에서 공론장을 논

의해 온 연구자들은 공론장이 제 로 기능하기 

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의 역할이 필수

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공론장 운 에서

는 이러한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 이 있

다(조효래, 2014). 이에 반해 성북구립도서  

공론장은 지역사회의 정보요구를 읽어내고 자

료를 지원하여 상호 학습과 정보 교류를 진

하는 지역 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

정으로 설계되어 공론장의 운  반에 걸쳐 

도서 의 정보서비스가 작동되고 있었다. 지역

사회의 정보요구를 토 로 공론 의제를 설정하

고, 의제에 한 시민의 이해와 토론 진을 

해 정보제공  로그램 등의 다양한 정보서

비스가 활성화되었다는 에서 지역사회 정보

제공 기 으로서의 도서  역할과 특성이 잘 

반 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 이는 미국 도서 회가 지원하는 공론

장 사례와도 차별 인 특성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도서 회가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화

와 토론을 한 공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한 력과 재 역할에 을 두고 있는 반면

에 공론장의 화와 토론, 학습을 지원하는 정

보서비스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반

해 본 연구의 성북구립도서  공론장에서는 그 

운 과정에서 사서의 정보제공을 비롯한 다양

한 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특성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도서  공

론장의 설계 시 시사 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아울러 지역 문제해결  정책 제언을 기반

으로 운 되는 도서 의 공론장은 주민자치회

나 지역의 시민단체 역할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문제 제기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한다면 의제와 련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의 기획과 실행을 도서  공론장 운 을 한 

핵심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 연구의 사례에서는 도서  공

론장이 지역 주민의 도서 에 한 인식을 개

선하고 지역 주민에 한 도서 의 향력을 

확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서  공론장의 사회  역할에 

한 사서의 신념을 강화하고 사서의 문성에 

한 자신감을 높이는 등의 추가 인 성과도 

발견할 수 있었다. 공론장 운 을 해 지역사

회에 하여 정보요구를 악하고, 그 요구

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

정과 경험이 사서가 지역사회 정보 문가로서

의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도

움이 된 것으로 단된다. 

서울 성북구립도서 이 구 한 공론장은 기

자치단체 산하 공공도서  사서들이 력

으로 구 한 국내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성북구

립도서 의 경험을 통해 공론장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서 의 사회

 역할을 수행하기 한 운  략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공론

장이 도서 의 사회  역할을 확 하고 지역사

회에서의 도서 과 사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

이 도서  공론장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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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도서  장에서 

공론장에 한 논의와 용이 확 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  

역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는 데 주안 을 두

었지만 타 공공도서 으로 공론장 운 을 확

하기 해서는 운 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계

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도서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역할의 주요 특징을 공론

장을 운 한 사서들의 경험과 시각을 심으로 

도출한 반면 공론장에 참여한 지역 주민 상

의 직 인 조사는 수행되지 않았다. 지역 주

민 상의 인식과 경험에 한 조사 한 별도

의 후속연구에서 진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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