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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정보격차와인터넷 독이라고할수있다.이연구에서는우리사회의정보격차와인터넷 독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악하고자 하 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공공 인 유통을 담당하는 공공도서 이 지 까지

이러한정보화역기능에 해별다른노력을보여주지못하 음을지 하고정보격차와인터넷 독해소를

해 공공도서 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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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divide and internet addiction as dysfunction of information society. Until now,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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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libraries to tackle information divide and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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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인터넷, 휴 폰 등 정보기기의 일상화는 우

리 삶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인터넷은

의 사회참여에 있어서 실사회의계층이 주는

장애를 느끼지 않게 만들었으며, 사회의 투명

화 민주화를 진시켰다. 모바일 커뮤니

이션 도구는 에게 이동성의자유와 더불어

생활의 편리성도 매우 진시켰다. 그러나 이

른바 ‘압축 정보화’(고 삼 2006, 5-7)를 통

해 격하게 정보사회에 진입한우리는 정보화

의 순기능 못지않게 심각한정보화의 역기능도

경험하고 있는데, 표 인 역기능이 바로 정

보격차와 인터넷 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6 정보격

차 지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국민의종

합정보화수 을 100으로 할때, 농어민의 종합

정보화 수 은 49.8%, 장애인은 73.9%, 소득

층은 73.0%, 그리고 장노년층은 58.4%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정보취약계층의정

보화 수 을 정보선도계층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동조사에따르

면, 월가구소득400만원이상의고소득층의정

보화수 은119.3%이었으며, 사무직은 128.5%,

20 는 128.9%의 수 으로 나타났다. 정보격

차가 부의 격차로, 부의 격차가 지식습득 역량

의 격차로 연결되어 다시 새로운 매체에의

근격차로 연결된다는 에서 정보격차가 사회

반에 끼치는 향은 매우 심각하다.

정보격차의 문제가다양한유형의정보와 정

보기기에의 근․활용도가 낮은 계층에 해당

되는문제라면인터넷․미디어 독 혹은의존

성증 문제는반 로 근․활용도가 무빈

번하여과다사용 병 일정도의의존도가발

생하는정보화의역기능문제이다. 우리사회에

는자신이미디어를사용하는주체가되지못하

고, 미디어에종속됨으로써평범한 일상을

하지 못하는 이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 인터

넷 독자들은 가족 친구들과 항상 불화상태

에 있을 뿐만 아니라, 포부수 이 낮아 학업성

취에매우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인

터넷 독으로 인하여 사망한다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을사망 하는뉴스도심심치않게 할

정도임을 생각할때, 미디어 독문제는사회정

책의주요 상이되기에충분한것으로보인다.

정보격차와미디어 독의문제가 사회 쟁

으로 부각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공공도서

에서 이 문제에 하여 극 으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돌이켜 볼일이다. 우리의 정

보환경은 정보인 라 구축이사회 쟁 이 되

던 단계에서 정보콘텐츠와지식의 활용이 쟁

이되는 단계로 어들고 있다. 향후 지식 활용

의 단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하여 모색해야 한다. 한 이러한 문제의식

은 미디어 독에서도 동일하다. 즉, 최근 미디

어 독의 경향은 매체 독에서매체가 담고 있

는 콘텐츠 독으로 독경향이 이 하는 조짐

이 있는데, 도서 이 이 쟁 에 직 개입함으

로써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매우 필요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우리사회의 정

보화 역기능 해소를 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공도서 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하여 탐색 연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정보

격차와 인터넷 독의 개념과 요성에 하여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이들의 실태와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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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보화 역

기능 문제들이 어떤 상황이며 향후 어떤 양상

으로 변화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제4장에서

는 공공도서 이 정보화 역기능문제에 하여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하여 연구하여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련분야의 학술논문과 단행본, 웹

사이트, 각종 통계지표 등의 데이터를 망라

으로 수집하여 활용하 다.

2. 정보화 역기능으로서 정보격차와
인터넷 독

2.1 정보격차의 개념과 논리

재 정보격차에 해서는 에따라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련분야의합의된 개

념정립의 부재로 인해 정보불평등, 정보빈곤과

같은 유사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김

선엽, 이홍재 2002, 178). 이러한 상황에서 정

보격차와 련해 표 으로 인용되고 있는 정

의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 상무부(Dept. of

Commerce) 산하의NTIA(National Telecom-

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는 련 보고서를 통해 정보격차를 “새로운(정

보)기술에 근할수있는사람들과그 지못한

사람들사이의격차”라고정의하고있다(NTIA

1999, xiii). 그리고 OECD는 정보격차를 “다른

사회경제 수 에있는 개인, 가정, 기업, 지역

들이 정보통신 기술에 한 근과 다양한 활

동에 한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격차(gap)”라고 규정하고 있다(OECD 2001,

5). 국내의 경우, 2001년에 “정보격차해소에

한법률”이제정되면서정보격차에 한 공식

인 정의가 내려졌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정보

격차는 “경제 ․지역 ․신체 는 사회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에서언 된 정보격차에 한주요정의를

살펴보면, 정보격차는 개인과 집단이 정보통신

망과 정보통신기술 기기에 한 근성 문

제에 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격차 해소 근방식은 정보격차 해소

와 련해 상당한 기여를 하 다. 그러나 정보

통신기술과 기기에 한 근성 문제가 정보

격차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은

간과될 수 없지만 정보격차 문제를 근

성 심으로만 고려하는 방식은 정보격차의 복

합 이고복잡한성격을제 로반 하지못한다

는 상당한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서이종(1998:

146-156), 강휘원(1999: 57-73), 박해 (2003:

79-83) 등은기존의정보격차 련논의들이네

트워크와 정보통신 기기 근 여부라는 상

불평등에 을 맞추고있고 정보격차 해소에

한 정책 안들 역시네트워크 확 와 연결에

련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비 하면서

진정한 정보빈곤 해소를 해서는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기기에 한 물리 포착 뿐만 아니

라 수신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 사용에 한

정보활용능력과 정보마인드의 함양에 한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김문조와

김종길(2002) 역시 공공기 과 학계의 연구가

정보 근성 에치 하여 정보불평등 상

의 복잡성을 간과하 고정보격차 해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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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한 제한 이었음을 지 하고 근성 심

으로 분석되어온 정보격차의 유형을 정보통신

기술과 기기, 상품화된 정보에 한 근격차

는 기회격차, 정보통신기기를 조작하고 정보

자원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능력에 한 활용격

차, 그리고 정보자원과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

고자 하는 정보 마인드나 수용태도에 련된

수용격차 등으로 구분하고 격차의특성에 맞는

해소 책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근성 심으로 진행된 기존의정보격차 논

의들을 비 하고 정보격차의 다양한측면을 주

장하고 있는 연구들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정보격차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기

기의 근격차 외에도 정보의활용능력과 련

된 격차와 정보 마인드의 격차를 포함하는 복

합 인성격을가지고있음을알 수 있다. 따라

서국제 , 국가 차원 는그하 수 차원

에서 정보격차 해소와 련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근 심의 을 탈피하

고 근, 활용, 인식 등 다차원 이고 종합 인

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보격차에 한 문제가 국제 , 국가

주요 이슈로 부각하 고 각국 정부와 UN,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정보격차 해

소 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1) 이는 이들이

정보격차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엄청

난 부작용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보격

차의 부정 인 효과에 한 논의들(김선

엽, 이홍재 2002, 179-180; 서이종 2001a,

22-25; 강휘원 1999, 57-60)은 정보격차가 생

존경쟁에서 필수 인 정보에 한 근과 활용

에서 차이를 심화시켜 경제 , 사회 , 문화

역으로 불평등을 이․확 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성별 격차 문제와 결합하여 사회갈등

을 확 하고 사회통합을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진

과 그로 인한 사회 성취를 구성원들이 고루

혜택을 보기 해서는 공공 역과 민간 역에

서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보다 많은

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2 인터넷 독의 개념과 논리

인터넷 독의용어는Goldberg(1996)가DSM

-Ⅳ(정신장애진단 통계 편람 제4 )의 물질

독 기 을 거로 하여 인터넷 독 장애(In-

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를

처음 고안하면서 사용되었다. Goldberg는 인터

넷 독이 알코올 독이나 마약 독과 마찬가

지로 지각장애, 주의력장애, 사고장애, 단력

장애, 정신운동성 행동장애 인 계 장애

를 유발한다고 보고병리 이고 강박 인 인터

넷 사용으로 진단 거를 설정하 다.

재해외에서 인터넷 독에 한 정의는 일

되지 않다. 를 들어 2007년 6월 미국 정신

과의사 회(AMA)의 정기총회에서 미국 정

신과 의사들은 게임 독을알콜 독과 같은 정

신질환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같

1) 정보격차는 어로 “information divide” 혹은 “digital divide”로 사용되는데, 굳이 이 두 용어를 구분하자면

자는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범 한 정보격차를 표 하기 해 사용된 반면, 후자는 최근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이 주로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더욱 강조하기 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상무성이나 OECD 등의 기 에서 사용된 정보격차의 정의는 주로 “digital divide”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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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맥락으로 분류하는 것에는무리가 따른다고

발표하 다. 동 총회에서 마운트시나이 학의

스튜어트 기트로 박사는 “(게임 독)이 알콜

독이나 그 외의 약물남용장애에 필 할만한

병이라는증거는 재로써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 하며, 독이라는 단어로 표 하는 것조차

도 매우 험한 발상이라고경고하 을 정도이

다(Reuter 2007. 6. 24).

그러나 2007년 8월 이스라엘 텔아비 학

의과 교수인 핀하스 박사는 인터넷 독을

불안감이나 심각한 우울을 야기하는병 인 상

태라고 정의하고, 도박 독․섹스 독․도벽

과 같이 분류하여 심각하게 다 야 한다고 하

다. 한 인터넷 독에 한 정확한 분류없

이 올바른 치료가 어렵다고 지 하면서 인터

넷 독을 다른 과도한 독처럼 본다면 효과

인 치료가 이 질 수 있으며, 도벽이나 도박

독에 쓰이는 약물치료도 그 치료법에 포함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박사는 인터넷

독이 커피 독, 운동 독, 휴 화 독처

럼 화의 필연 인 산물이며 시 가 변함

에 따라 독유형 한변한다고 지 한다(TG

Daily 2007. 8. 17).

이와 같이 인터넷 독은 해당사회의 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2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인터넷 독 방상담센터>를 개소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하여공식 으로 응하

고 있는데, 인터넷 독을 “인터넷을 과다 사용

하여 인터넷 사용에 한 단과 내성을 지니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

가 유발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한국정보문

화진흥원 2002). 국내 연구자들도 인터넷 독

자들이 알콜이나 도박 독자들과 비슷하게 강

박 사용과 집착․내성․ 단․조 불능․

일상생활의 부 응과 같은다양한 증상들을 보

인다는 것에 하여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

고 있다.

3. 정보화 역기능의 실태와 정책

3.1 정보격차의 실태와 쟁

정보격차에 한 낙 인 망에도 불구하

고 특정사회에서 다양한유형의 정보와 정보기

술의 배포와 확산은 학력, 소득, 연령, 지역 등

에따라서 차별 으로진행되는 것은사실이다.

정보와 정보기술의 근과활용이 사회 상승

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알려짐에 따라, 재 정

치․경제․사회 자원을 선 한 계층이 이를

더 빨리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

가 방치되면 결국 계층간 갈등의 격화로 이어

질 것이기에 정부는정보격차 문제를 국가정책

의 주요 상으로 간주하고 정보격차해소 원

회를 설치하고 련사업에많은 산을 투여하

는등의노력을보여 왔고그결과어느정도의

정보격차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1>과 같이 4 소외계층의 격차지수가

2004년 55.0 이었으나, 2005년 46.7 , 2006년

38.0 으로감소되었음을알수있다. 한선도

계층과의 격차지수도 해마다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른바 장애인․ 소득

층․농어민․장노년층 등 소외계층은 정보화

수 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2006년 재, 평

균 62.0%에 달하고 있으며선도계층은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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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정보화 수 격차지수 정보화 수 격차지수 정보화 수 격차지수

소외계층

장애인 57.5 42.5 65.2 34.8 73.9 26.1

소득층 55.6 44.4 64.2 35.8 73.0 27.0

농어민 33.8 66.2 41.7 58.3 49.8 50.2

장노년층 40.9 59.1 49.3 50.7 58.4 41.6

평균 45.0 55.0 53.3 46.7 62.0 38.0

선도계층

고소득층 128.7 - 28.7 123.8 - 23.8 119.3 - 19.3

사무직 165.4 - 165.4 134.5 - 34.5 128.5 - 28.5

20 156.8 - 56.8 131.4 - 31.4 128.9 - 28.9

평균 150.3 - 50.3 129.9 - 29.9 125.6 - 25.6

* 주: 1. 정보화 수 은 정보 근, 역량, 활용 부문의 종합 수에서 체 국민의 평균을 100으로 하 을 때 수 .

2. 격차지수= 체국민정보화수 (100으로가정) - 체국민(100) 비취약계층정보화수 평균은취약계층별

규모 비율을 계층별 지수에 가 치로 용하여 산출한 가 평균임.

3. 소득층은 기 생활수 층, 장노년층은 50 이상 연령층 기 임.

4. 선도계층 고소득층은 월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층 기 임.

*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표 1> 최근 3년 정보격차 지수

에 달하는 등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외계층과선도계층의간극은 60%를상

회하고 있는 것이다

재 정보격차를 공공도서 의 역할 모색이

란 본 논문의 목 에 련하여 볼 때, 사회

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격차의 지형변

화와 활용격차, 인식격차의 등장에 하여

응할 것이 요망된다. 주지하듯이 정보격차는

정보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정에서 동태

인 모습을 보인다. 기 도입기의 경우 근격

차가 우선 인 심사이나, 도약기에서는 사용

여부에 따른 격차가 이 되고, 포화기에서

는 사용자간의 질 인 격차가 사회 쟁 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 보유율(79.6%),

인터넷 이용률(74.8%)을 감안할 때 재 후기

도약기 혹은 포화기에 해당되고있는 상태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22). 이 때문에 정

보격차해소정책 한 PC 제공 등 근성 향상

에 을 맞추기보다는정보의 이용능력을 제

고하고 정보인식을 향상시켜생산 활용을 도

모하게 하는데더욱 을맞추어야한다. <표

2>에서도 보듯이 일반국민의 정보 근 정보화

수 을 100으로 했을 때 장애인, 소득층, 농

어민, 장노년층등의 4 정보소외계층의수

도 80%를 넘어서 있다. 그러나 정보 활용부문

특히 질 활용부문의수 은 정보 선도계층의

그것과 비교하여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

다. 정보화의 궁극 인 목표를 논외로 하더라

도, 정보화의 계층 통합기능을 강화하기 해

서는 이제 정보활용 부문의 격차 완화에

을두고정책을진행할때인것이다. 이때공공

도서 이 정보활용 격차에있어서 무엇을 어떻

게 비할 것인지에 하여 보다 극 인

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보취약계층을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근할 필요가 있다. <도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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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부문 양 활용부문 질 활용부문

4 소외층 80.2 50.3 46.4

선도계층

고소득층 108.8 121.7 135.7

사무직 111.0 137.3 153.7

20 109.8 136.7 147.8

* 주 1. 정보화 수 은 일반국민을 100으로 했을 때의 수 임.

2. 4 소외층은 장애인, 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3. 근부문은필요시PC 근가능성등으로, 양 활용부문은인터넷이용률 사용시간등으로, 질 활용부문은

일상생활 도움정도 등으로 구성.

*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 자료.

<표 2> 계층별 정보화 수 (2006년)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이름으로 장애인, 기 생활수

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정

보격차해소에 한법률> 제2조에는 “정보소외계

층”에 한정의만내리고있으나동법제1조에

는 소득자, 농어 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을 정보소외계층으로 언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보문화연구원의 정보격차지수 조사에는

4 정보취약계층으로 장애인, 소득층, 장노

년층, 농어민등을언 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

하면 정보취약계층은 체 으로 장애인, 노인,

농어 주민, 소득층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이다. 한 련 법령 등에는 빠져있지만최근

1백만명을 돌 한 체류외국인(이주민)도 언어

, 문화 , 경제 여건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

와정보기술의 근과활용에제약이많기에정

보취약계층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격차 해소 련 사업을 제 로 추

진하기 해서는 정보격차에 한분명한 규명

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정보격차 련 정

의와 최근의 정보격차 련 논의들은 인터넷과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근과이용에 한

격차, 즉 “digital divide”에 한것들이 부분

이다. 하지만 공공도서 의 정보격차 해소과제

를논의하는데있어서는 “digital divide”보다는

도서 (분 )의 확충, 양질의인쇄 A/V 장

서 확충( 자도서, 수화 비디오, 이주민 언어

도서 등 포함), 이동도서 순회문고, 도서

편의시설, 참고면담 등과 같은 비 디지털

내용도 포함하여 “information divide”라는 보

다 총체 인 에서 근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된다(이연옥 2002, 247-251).

3.2 인터넷 독의 실태와 쟁

2006년도에 3,5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

한 결과, 만 9세~39세의 체 국민의 9.2%가

인터넷 독자(고 험 사용자 1.7%, 잠재

험자 7.5%)인 것으로나타났다. 독자들은연

령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만 9세~19세의 청소

년 에서 인터넷 독자는 14.0%로서 성인의

7%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들 에서는 고등학생(만 16세-19세)의 독

자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로보면, 2004년 이후 독자의 체 비율은 감

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매우 큰 규모이며,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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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장애가 매우 심각한고 험자만도 상당

한수를차지하고 있다. 독자들은 <표 6>에서

보듯이 남성이 여성보다, 청소년이 성인보다,

그리고고등학생이 ․ 등생보다 더 많은 비

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독 문제가 사회 이슈로 두됨에

따라 독을해소하기 한 방 상담활동이

개되고있으나, 공공도서 의 향후역할모색

이란 에서 사회 쟁 은 다음과 같다.2)

첫째, 최근 몇 해동안의 인터넷 독률이 감

소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표가 이 문제를 해결

하기 한 사회 심을 완화시켜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체 독률이 감

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독자

는 매우 많은 상태이며, 개개 독자들과 가족

들이경험하는고통은매우심각하기때문이다.

2006 인터넷 독실태조사에서만 9~19세까지

의청소년 87.2%가수면부족등의건강악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 으며, 다음으

로학교공부방해와같은생활 괴(77.5%), 주

변사람들로부터받게되는스트 스(39.1%)순

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49).

구 분
고 험사용자 잠재 험 사용자 일반사용자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체 3.3 2.4 1.7 11.3 10.2 7.5 85.4 87.4 90.8

성별
남성 3.6 3.6 2.5 12.4 11.8 7.4 84.0 84.5 90.1

여성 2.9 1.1 0.8 9.9 8.4 7.6 87.2 90.5 91.6

연령별
청소년 4.7 2.6 2.1 16.3 12.7 11.9 79.0 84.7 86.0

성인 1.9 2.3 1.5 6.3 7.6 5.5 91.8 90.1 93.0

학력별

등학생 2.9 1.9 1.2 12.8 12.2 11.0 84.3 85.9 87.8

학생 3.3 2.1 2.5 17.3 12.5 12.0 79.4 85.4 85.5

고등학생 7.8 3.9 2.9 18.7 13.6 12.9 73.5 82.5 84.2

도시

규모별

도시 4.4 2.8 1.9 11.4 12.1 7.5 84.2 85.1 90.6

소도시 1.8 2.0 1.5 11.4 8.6 7.5 86.8 89.4 91.1

읍/면지역 4.9 2.5 1.5 9.8 7.6 7.8 85.3 89.9 90.7

* 주: 1. 조사 상: 월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만 9세 이상 39세 이하 남․여.

2. 조사지역: 국 16개 역시․도.

3. 표본크기: 2,000명('04년) ~ 3,000명(’05 ~ '06년).

*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표 3> 인터넷 독자의 특성별․연도별 비율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미디어 독 문제에서 상담과 치료가 요하지만, 사 방이 더 효과 이라는 에서

방활동을 요하게 간주하고 있다. 2006.12월말 재 총 970회, 336,968명을 상으로 특강을 실시하 으며,

그 상은 청소년이 743회, 314,7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부모(140회, 11,486명), 교사(51회,

9,445명), 일반인(36회, 1,27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상담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진행되었는데, 개인상담

은 면 ․ 화․사이버 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 상담의 경우 최근 4년간 4만 여건이 진행되었으며, 집단

상담은 9만 3천여 건이 진행되었다. 2006.12월말 재 51,777건의 인터넷 독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게임 련이 41,568건으로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채 , 메신 , 검색, 커뮤니티, 음란물, 도박 등에

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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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인터넷 독자들은 공존질환의 경우 피

해자 없는 개인의 정신장애를 넘어서 이른바

‘피해가 있는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하

다. 미디어 독자들은 실구분 장애를 경험하

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

거나 인터넷 사용에 집착하게 되면 인터넷과

실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있어어려움을 겪게

되며, 마치 인터넷 속의 가상세계를 실제인 것

처럼 착각하게 된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

소년의 3.5%가 ‘자주 혹은항상그 다'고 응답

하 으며, 25.1%도 ‘때때로 그 다'고 응답하

다. 인터넷 독자들의 부분은 타인에 한

심이 없거나, 혹은 가장 친 해야 할 부모에

게조차도 증오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스

스로 은둔하려고 하고 외톨이로서인터넷 게임

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감을 가지고서 타인에게폭행하고 살

해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독률의 감소를 사

회정책으로서 가치가 하락되는 것으로 해석해

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공공도서 들은 지

까지 거의 심을 두지 않았던 인터넷 독 분

야에 해 극 인 심과 함께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독 해소정책에있어서 인터넷

독을 포함하여 미디어 독 반의 경향을

분석하여 응해야 한다. 최근 미디어 기술은

의 이동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 하고 있는 가운데, 독의 문제는 주로 인

터넷 독을 주로 휴 폰 독이조 씩 다루

어지고 있다. 이와 련하여 두 가지의 새로운

경향이 있다. 하나는 독에 한 응책이 단

일 미디어 독에서 미디어매트릭스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용자

의 입장에서 특정 미디어에 한 몰입과 의존

도는강하지않을지라도인터넷, 휴 폰, DMB,

MP3, TV 등 체 미디어에 한몰입과 의존

도는 증 되고 있기에, 독의 문제도 ‘개별 미

디어’보다는 ‘ 체 미디어’에 한 의존도

독의문제를보아야한다는것이다. 다른 문

제는 들이 최근 ‘특정 미디어’에 하여 의

존하는 상태에서 ‘콘텐츠’에 하여 더 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제 이용자는 인터넷그 자체보다는 인터넷과

휴 폰을 이용하여 특정한게임을 즐기는 식으

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콘텐츠

의 폭력성, 선정성, 그리고 투기성의 성향이 이

용자의 선천 기질과부합하여 독의 문제를

엮어내는 식으로 나타난다. 종합하면 독정책

에 있어서도 이러한경향에 하여 분석하면서

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 독 문제는 여 히 국가차원에

서 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향후에

는 공공도서 을 포함하는 지방차원에서 보다

극 인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독자의 치료와 일반인터넷 이용자들의 독

방에 있어 앙정부가 여하기보다는 지방정

부가 지역복지 차원에서 지방정부, 교육청, 기

단체, 사회복지 , 119 구 , 보건소, 정신

건강센터, 건강가정센터, 그리고 공공도서 등

이 치 계를 맺고서 응한다면 더 효율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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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공공도서 의 새로운 역할

4.1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와 공공도서

근 로 진입하면서 모습을 드러낸 공공도서

은 이 시기 권력을 가진 집단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지식과 정보를 교육

혜택을받기어려운 노동자, 농민등 기층의 민

들에게 재분배하기 한 공공기 으로 탄생

하게 되었다(Usherwood 1996, 30-39).3) 이후

공공도서 은 개인이 구비하기 힘든풍부한 장

서에 기반한 다양한 정보를공공성에 입각하여

구에게나 차별없이 공 함으로써 정보격차

를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 불평등성을 해소하

는데 이바지하여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

제 강 기와 한국 쟁, 그리고 오랜기간의 군

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언론과 출 에 한

검열과 통제, 쟁으로 인한 괴와 후 복구,

경제성장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지식과 정보의

사회 확산은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었다. 공

공도서 한 정권유지와 국가 경제 부흥의

희생양으로 지식과 정보의 공공 유통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 학생들의 조용한

공부방으로, 책을 보 하는 장소로써 인식되었

다. 1987년 민주화 항쟁과 뒤이은 민주화 과정,

그리고 민간정권 등장으로 차 민주화가 진

되면서 서서히 국내 공공도서 은본래 주어

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맞이하게 되

었고 오늘날은 과거의 어두웠던그림자에서 벗

어나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확보에 기 한 정

보격차 해소라는 시 소명을 다하기 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지난 시기

의 공부방과 책으로 변되는 이미지가 완 히

지워진것은아니지만어려운여건속에서도국

내 공공도서 들은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을

극 수용하여 소장(ownership)과 근(access)

이 공존하는 정보원을구축하고 도서 의 통

정보서비스와 최신의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격차 해소를 해 노력하고 있

다. 특히 최근 면개정된 도서 법에서 공공

도서 을 비롯한 도서 은모든 국민이 정보취

약계층의 지식정보서비스를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함을 명시하면서 공공도서 은

정보격차 해소를 해 더욱 극 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국면이 조성되었다.

한편, 정보격차 해소가 공공도서 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정보사회의 다른 역

기능에 해서도 공공도서 이더 많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몰론 공공도서 이 매우

다양한 유형의 정보사회 역기능을 다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며 이는 다른 사회 기 의

역할로 부여되어 있다. 특히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불법복제, 스팸메일 등 역기능

들도 해결되어야 할 사회 과제이지만 그 성

격상 공공도서 이 감당하기 어려운 범주들이

다. 정보사회의 역기능 공공도서 의 정신

과 특성을 최 한 용할 수 있는 과제는 바로

인터넷 독 분야라고 생각된다. 변화하는 시

는 공공도서 의 역할의변화와 발 을 요구

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도서 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정보를 제공하는 통 인

기능 외에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여가 활용

3) 우리나라에서도 개화기 때 당 지식인들이 신지식과 새로운 사조를 리 보 하기 한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공공도서 건립운동을 벌이면서 여러 지역에 최 로 공공도서 이 설립되었다(이연옥 20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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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평생교육기 , 정보복지기 으로써의 역

할을해 것을 요청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

제 성장과 외형 성장을 강조하는 동안 피

폐해진 인의 마음과 정신을 감싸고 삶의

질 향상을 해 정신 건강과 성숙을 지원하

는 역할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송 임 2004,

86-87).4) 사실 도서 의 이러한 역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3000년 고 그리스의

도시인 테베의 도서 입구에는 “ 혼을 치유

하는 장소(Healing Place of the Soul)”라는

뜻의 귀가 걸려 있었고, 세 스 스의 세인

트 겔(St . Gall)수도원 도서 에서는 “ 혼의

약방”으로 명명된 표어가 발견된 역사를 통해

이미오래 부터도서 은책을통해서인간의

상처난 혼을 감싸고 로하며치유하는 역할

을해왔음을알수있다(반 2001, 6-11). 이

러한 통의 토 에서오늘날의 공공도서

들은 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이상심리를 보듬기 한 활발한노력을 보여주

고 있다. 도서 의 이러한 활동들은 인터넷

독이나 게임 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충격 인 사건과 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잘 용될 수 있다. 공공도서

의 인본주의 정신과 도서 이 가진 다양한

유형과 포맷의 정보자원, 그리고 사서들이 보

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에 한 문 지식과

안목을 인터넷 독 문제에 목한다면 많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인터넷 독으로부터

방하고 인터넷 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치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상된다.

4.2정보격차해소를 한공공도서 의역할

모색

과거특권층에 독 되었던지식과 정보를 다

수의 하층민 들도 근하도록 하여 정보격차

해소 내지는완화를 목 으로 만들어진 공공도

서 은정보의양이 격히증가하고있고나날

이 새로운정보통신기술이등장하고 있는 고도

화된 지식정보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있는정보격차해소를 해많은역할을

주문받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확보를

바탕으로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복지를

실 하는 사회 기 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

로 공공도서 은 정보취약계층의 원활한 정보

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정보활용능력과 정보

마인드를고취시킬수있는다양한방안모색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황혜선

1999, 291-293; 이연옥 2002, 247-251; 윤희윤

2006, 61-66).

재 국내 공공도서 에서는 정보취약계층

의 정보격차 해소를 한 사업을 다양한 형태

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보

면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나타난다. 올해 9월

에 발간된 국내 도서 의 장애인 서비스 황

조사 공공도서 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체 국내 공공도서 45.5%만이 장애인서

4) 김정근은 인간의 독서 역을 3가지로 구분하면서 좋은 인간이 되기 한 훈련의 수단으로의 책읽기와 능력있는

인간이 되기 한 성취의 수단으로의 책읽기를 지식을 쌓는 책읽기와 같은 통 인 역 외에 디지털 시 에

필요한 성숙을 한 책읽기가 필요함을 제안하 다. 성숙을 한 책읽기는 인간을 귀납 으로 이해하고, 아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장애를 뛰어넘게 해주는 책읽기인 동시에 정신복지형을 지향하며, 행복한

인간형에 을 돌리는 책읽기라고 정의하 다(김정근, “제3의 독서 역”, <교수신문>, 2002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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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서비스 담당

직원이있는 경우는 12.5%, 자도서 소장권수

는 평균 157.4권( 자도서 이 3,080권), 장애

인용 보조공학기기는 시력용 독서기(0.4개),

화면낭독 소 트웨어(0.2개), 컴퓨터 화면확

소 트웨어(0.2개), 녹음기(0.2개) 등( 자도서

은 자정보단말기(13.0개), 화면낭독 소

트웨어(11.4개), 녹음기(5.6개), 역소 트웨

어(5.2개), 컴퓨터화면확 소 트웨어(5.0개),

시력용독서기(4.7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공공도서 이 장애인의정보격차 해

소에 한 향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국립 앙도서 2007). 그리고 최근 우

리사회에 증하고 있는 이주민 상 공공도서

서비스에 한 공식 인 조사는 아직 존재

하지않으나, 한연구에따르면 재 국내공공

도서 에서 이주민 서비스를제공하는 공공

도서 은 국에서 11개 정도에 불과하 고 제

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도한 교실이나 문

화교실과 같은 기 형태에 머물러 있고 이

주민언어 장서나 이 언어장서의 구비, 이주

민 상 는이주민포함 이동도서 운 , 정

보활용교육 등 본격 인 정보격차해소에 한

역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수 인 것

으로 나타났다(조용완 2007).5)

일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나타난 국내 공공

도서 의 정보격차 해소를 한 실태는 안

타깝게도 매우 미약한 수 인것으로 악되어

향후 국내 공공도서 계의 분발이요구되는 상

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낮은 수 의 공공

도서 정보격차 해소 활동을보다 향상시키기

한 개 인 방향을 몇 가지 역으로 구분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 근성 보장과 련한 역으로,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기기, 도서 건물, 장서

서비스 인력, 자정보원 등 정보취약계층

의 정보 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련된 내

용들이 포함된다. 공공도서 이 벌일 수 있는

구체 인 사업을 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서 편의시설의 설치: 경사로, 자블

록, 주차장, 승강기, 유도 안내설비, 경보

피난설비, 휠체어용 열람석, 화장실 등

② 고속 정보통신망과정보이용기기의구

비: 컴퓨터(데스트탑, 랩탑), 유무선 인

터넷망, 보청기기, 골도 화기 헤드셋,

독서확 기, 화면낭독 로그램, 자

린터, 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마

우스 등

③ 아날로그 장서 디지털 컨텐츠의 확충:

자도서, 역 일, 디지털 토킹 북, 자

막/수화 삽입 비디오/동 상, 화면해설

비디오/동 상, 확 도서, 이주민언어도

서, 이 언어(bilingual) 도서, 일반도서

오디오/비디오 자료 등

④ 웹 근성 보장: 도서 홈페이지의 “인

터넷웹콘텐츠 근성지침”(한국정보통

신표 KICS.OT-10.0003, 2005.12.21)

수, 주요 이주민 언어를 포함하는 다국어

지원 도서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등

⑤ 담 서비스 인력 확보: 수화, 자 등에

숙달된사서의 확보, 어와 주요 이주민

언어 구사가능 사서의 확보, 자원 사자

5) 그 외의 정보취약계층인 노인, 농어 거주자, 도시 소득층 상 국내 공공도서 서비스 실태에 한 련기

의 조사나 련 연구는 재 없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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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면낭독, 방문 서비스, 통역, 공부

방 등), 서비스 담당 사서와 자원 사자

의 지속 교육 등

⑥ 도서 근성 증 : 정보취약계층 거주

지 근무지 상 이동도서 이나 순회

문고의설치, 공공도서 건립확 , 공공

도서 분 설치 등

다음으로 공공도서 의 정보활용능력 련

역은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능력, 도서 이

용능력, 정보검색 능력, 정보해독을 한 언어

능력 등의 향상에 한 내용들이 포함되며, 정

보의식 고취 역은 정보의 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삶의문제해결을 한정보 근과활용

에 한동기를부여하고의지를배양하며정보

문화와 정보윤리를 학습하는 것에 련된 내용

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활용능력과

정보인식 역은 실제 공공도서 의 사업에서

는서로분리되어진행된다기보다두 역모두

를 포 하는 개념인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와 련된 사업으로 긴 하게 연결되

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6) 이 역에서공공

도서 이 추진가능한 사업들은 다음과같이 제

시될 수 있다.

① 교육 로그램: 컴퓨터사용법, 인터넷활

용, 워드 로세서 등오피스 로그램 교

육, 홈페이지 제작교육, 도서 이용교육,

도서 OPAC 검색 주요웹데이터베

이스 검색 교육, 국내외 주요 웹 정보원

검색교육, 온라인 튜토리얼(tutorial)

로그램, 사이버강좌, 각종교육 로그램

자료 제작 배포/게시 등

② 문화 로그램: 이주민과 문맹자를 한

한 교실, 문화교실, 어를 비롯한 외국

어교실, 어르신미술치료, 장애인음악교

실, 청소년공부방 진로/ 성상담, 독

서치료 로그램(가족, 미래, 신체, 학교,

인 계 등) 등7)

③ 참고 서비스: 메일, 채 , 게시 , 휴

화문자등온라인기반참고서비스, 방문,

화 등 오 라인 기반 참고서비스, 참고

서비스기능을포함하는 면낭독이나방

문 출 등

④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정보화 경진 회

(워드 로세서, 스 드시트, 홈페이지

제작등), 인터넷정보검색 회, 청강연

회, 평생교육축제, 온라인튜토리얼 로

그램 등8)9)

끝으로 공공도서 이 정보격차 해소와 련

6) 정보리터러시는 정보에 한 태도, 정보활용방법, 정보기술 활용능력 등의 의미를 포 하는 개념으로 정보 방법

론 능력과 사회 , 커뮤니 이션 능력까지를 요구한다(고 만 2005, 37-40).

7) 이러한 문화 로그램들도 도서 과 정보 이용을 자극하고 유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리터러시 함양에 크게

도움을 수 있다.

8) 정보화 경진 회를 비롯한 정보의식 고취를 한 이벤트는 자칫하면 정보화 수 이 높은 사람들 주의 행사로

한정되고 정보취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김문조, 김종길 2002, 146-147).

9) 청강연회나 교육과정의 경우, 유사한 언어, 억양, 어휘를 사용하고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동질 집단

에서 정보화의 인식과 수 이 높고 집단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강사로 빙하게 되면 강사와 수강자 간의

동질감의 형성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를 들면, 같은 국가 출신의 이주민이나 같은 장

애인이 동질 집단을 상으로 강의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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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은 정보취약

계층에 해 보다 직 이고즉각 인 정보제

공에 련된 정보안내서비스와 정보검색 행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사실 상당수의 신체

, 경제 , 지역 , 언어 , 기술 인 이유로

인해 직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

려운환경에있는장애인, 이주민, 노인, 소득

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정보 근과 정보활용능력, 정보인식 증

를 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

런데 많은 비용을 투여하여정보취약계층의 정

보 근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보활

용능력과 정보인식을 고취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

다. 하지만 정보취약계층의 삶은 스스로 그 벽

을 허물 때까지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생계 유지, 자녀 교육, 학

업과 진로, 건강, 노후 책, 국 과 비자, 각종

소송과 행정 지원신청 등 당장의 시 한 삶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즉각 으로 정보

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와 같이 정보취약계층이 필요로하는 즉각 이

고 실 인 정보서비스를 공공도서 이 제공

함으로써 공공도서 이 그들의 삶의문제 해결

에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정보획득 심기 이

자 정보격차 해소의 핵기 으로거듭날 필요

가 있다(김용, 김태경 2006, 196-197).

먼 정보안내서비스(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상으로 그들

의 일상에 련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여가

등 실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도서 , 외부기 , 문가에게 안내,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는 사회복

지기 에서 소외계층을 한 사회 사로 시작

되었지만 이 서비스가공공도서 의 이념과 상

당히 하 고 공공도서 입장에서는 기존

의 지 인 시민과 학자, 문가 심 서비스에

서 벗어나 일반시민 특히, 도서 을 통한 정보

이용에서 소외되었던 정보취약계층에까지 공

공도서 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0년 부터 공공도서 에서 시행하게 되었

다(박 식 2007, 265-270).

정보검색 행 서비스는 정보안내서비스

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도서

OPAC과 종합목록, 각종 학술데이터베이스,

국내외 주요 인터넷 정보원, 기타 정보원 등에

해 정보 근성과 정보활용능력이 낮은 정보

취약계층을 신하여 검색하고그 결과를 즉시

출력 는 복제하거나 원문복사 신청 는 실

물자료에 한 상호 차 신청 등의 방법으로

달해주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 에서 이 서비스들을 시행하기

해서는 계획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정보환경과

정보요구에 해 분석하고 도서 의 지속 인

직원, 시설, 산에 한 지원 유무를 검하고

지역특성과 도서 여건을고려하여 타당한 서

비스 역과 유형을결정하는 등의 사 비를

거쳐야 한다. 시행단계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즉

각 도움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공공/민

간기 과 단체, 개인등과의 네트워크와타 도

서 , 정보센터등정보제공 문기 과의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이에 한 정보를 토 로 한

자원 일을 구축하고 지속 , 주기 으로 갱

신,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담당직원을 포

함한 직원을 상으로 이 서비스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체, 지역사회 홍보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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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인터넷 게시 , 도서 홈페이지, 개인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이 서비스들이 제공하는정보의정확성과 효율

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단계가 요구된다(박

식 2007, 279-287; 장덕 2005, 231-233).

공공도서 이 정보취약계층에 한 이들 서

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다면 서비스를 이

용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신속히 입수함

으로써 다양한 삶의 문제를해결하는데 즉각

인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공공도서 에서는

기존의 수동 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극

인 정보제공기 으로, 나아가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정보복지 기 으로 환하는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3 인터넷 독 해소를 한 공공도서 의

역할모색

인터넷 독과 련하여 공공도서 이 극

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공

공도서 과 사서들이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한인식 수

에 비해 인터넷 독 해소에 한 공공도서

의 역할에 한 인식 수 은 상 으로 낮

은상태임을반증하는것이라할수있다.10)

재까지 국내외 도서 계의 인터넷 독 련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도서 회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일

환으로 2004년도부터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을 발간하기로 하 다. 이에 회 산

하의 <독서진흥 원회>는 2004년 12월에 “독

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 성인편”을,

2005년 12월에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

목록: 청소년․어린이편”을, 그리고 2007년 2

월에는 이 의 상황별 독서목록 발간과정에서

락된 자료와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 “독서치

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증보 )”을 발간

하 다(한국도서 회 2007, 4-5). 의 독서

치료 독서목록에는 자아정체성, 신체장애, 가정

/부부 계, 학교폭력 등과 같은 개인의 마음아

상황별로 합하다고 단한 독서자료 리스

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편에는 <3.

인터넷 독>, <4. 휴 폰 독>이란 항목으로

련 자료의 서지정보를제공하고 있고 증보

에는 성인 독서목록에 <3.7 인터넷 독> 항목

이 새로 추가되었고 청소년 편에도 인터넷

독과 휴 폰 독 련 서지정보가 추가되었으

며 일부 자료에 해서는 록정보도 함께 제

공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도서 회(ALA) 산하

의 YALSA(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의 Research Committee는 2001

년에 1995-1999년 사이에 간행된 도서 의 청

소년 서비스 련 연구문헌(학술논문, 학 논

문, book chapter 등)의 서지정보와 해제정보

를 담은 “Current Research Related to Young

Adult Services: A Bibliography”를 발표하고

10)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데이터베이스인 LISTA(Library,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bstracts)

에서 “internet addiction”으로 검색한 결과, 4건이 검색되었고, LISA(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에서 동일하게 검색한 결과, 9건이 검색되었는데 부분 미디어, 심리학 분야에서 쓰여진 인터넷 독 련 연구

을 뿐 도서 과 련된 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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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0-2005년의 련 연구문헌들을 모아

“Current Research Related to Young Adult

Services, 2000-2005: A Supplement”를 발표

하 다. 여기에는 정보추구, 지 자유 등 총 6

개 주제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the

Internet and other electronic resources>라는

항목에 인터넷 독과 련된연구문헌들의 서

지정보와 해제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개별 공공도서 의 사례로는 경기도 주시

시립도서 이 도서 홈페이지에 <청소년 보

호>라는 메뉴를 만들어 그 하 에 <인터넷

독> 항목을통해인터넷 독의개념과주요증

상등에 해설명하고있는사례를들수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인터넷 독과 련

한도서 역의활동은아직미약한수 이다.

의 사례들처럼 일부의 련 활동도 존재하지

만 이 역시 도서 회와 같은 조직에서 인터

넷 독을 포함하는서지발간 활동으로 국한되

거나 일부 공공도서 의산발 인활동에 머무

르고 있다. 이와 같이 참고할만한 선행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인터넷 독과 련한

도서 서비스지침같은것이마련되어있지않

은 상황에서 개별공공도서 이인터넷 독에

한 활동을 벌이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개별공공도서 이

인터넷 독 해소 련 서비스에 참고할 수 있

는 몇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국내 공공도서 에서 많이 시도

되고 있는 독서치료 로그램의일환으로 인터

넷 독에 련된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다.

가족, 친구, 직장, 학교 등에서 많은 인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경험하는 마음의 상처와

이상심리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된

공공도서 , 학교도서 , 학도서 등의 독서

치료 로그램은 책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

음을 증명하면서 리환 받고있다. 앞의 <상

황별독서목록>들에서도나타나듯이 재 독서

치료 역에서는 인터넷 독과 휴 폰 독을

주요 치유의 상으로 고려하고 있다.11) 개별

공공도서 이 인터넷 독과 련된 독서치료

로그램을 운 하기 해서는먼 이 로그

램의 성격이 지식의 축 이 아닌 책을 매개로

한 마음 치유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로그램 참여자들이 주체 이고

능동 으로 책읽기에 참여하여자신의 마음 깊

숙한 곳으로 들어가자신을 면함으로써 치유

효과를가져오는데 을 두는 것이다(김정근

2006, 37-40; 신주 2003, 21-23). 독서치료

로그램의 실행방법으로는 우선 인터넷 독

과 련된 독서목록 개발하고 목록에 맞게 장

서를 구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앞의 한국

도서 회의 <상황별 독서목록>이나 여타 다

른독서목록자료를참고할수있으며최신자료

는직 서평도구나인터넷서 등의최신자료

코 등을 이용해 목록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로그램 운 을 해서는 무엇보다 자체 인

교육과 비가요구된다. 이과정에서는 로그

램 상자, 진행자, 일정, 진행자, 공간, 홍보등

에 한 체계 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로

그램의 진행자는 문성이있는 공공도서 사

서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외부 문인력을

빙하여 운 할 수 있다. 그리고 로그램 운

11) 비록 공공도서 역은 아니지만 인터넷 독 증상이 있는 학생을 상으로 독서치료를 시도한 한 연구에서

는 독서치료를 통해 실험 상 학생들의 사회성 개발에 의미있는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하 다(김지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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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성과와 한계를 기록하여향후 로그

램 개선과정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인터넷 독 련 독서치료 로그램이비교

인터넷 독 정도가 심한 이용자를 상으

로 소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에 비

해, 비교 단기간에 좀더 많은이용자들이 참

여하는 진단과 방차원의 로그램의 시도도

고려할 수 있다. 보통 방학기간 에 공공도서

에서 추진해온 독서교실 등은단기간에 많은

청소년 는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공

공도서 에서는 이 로그램의 참여자들을

상으로 인터넷 독 방교육 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독서교실 로그램

시간에 비된 도서 사서나 인터넷 독

문강사를 빙하여 강연과 진단, 상담의 시간

을 마련하고 인터넷 독과 련된 도서 자

료와 문 웹사이트 안내자료를배포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도서 내에 도서 방문 이용자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인터넷 독 련 별도의 코

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코 의 치

로는 도서 출입구, 열람실과 자료실 입구,

출/반납 , 휴게장소 등 이용자들의 왕래가 빈

번한 지역에 인터넷 독 코 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코 에는 인터넷 독에 한 안내자료,

자가진단 검사지, 인터넷 독과 련된 도서

소장자료 소개자료 등을 비치할 수 있고 인

터넷 독 자가진단 검사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는 KIOSK 등도함께설치할수있다.

만일 인터넷 독 코 가 자료실 내부라면

련 소장도서를 별도로 배가할 수 있는 서가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공공도서 의 홈페이지 방문자를 상으로

인터넷 독 진단과 사이버 치료에 한 안내

를 제공할 수 있다. 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에서는홈페이지(www.kado.or.kr)를 통해 <인

터넷 독 방상담센터>를 운 하고 있다. 여기

에서 이용자들은 <인터넷 독 자가진단>, <비

상담>, <면 상담 신청>, <사이버치료센터>

등을 통해 스스로 인터넷 독 정도를 확인하

고상담과 치료까지 할 수있게 된다. 따라서

공공도서 에서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을 비롯하여 인터넷 독 문

웹사이트로 안내받을 수있도록 홈페이지 기

화면등에 링크 등을 비한다. 그 외에도 도서

홈페이지 상의 “인터넷 참고정보원”, “주요

사이트” 등의 메뉴를 이용해 인터넷 독과

련한 기 , 단체의 웹사이트들의 주소와 간단

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 결 론

지식정보사회의 진 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많은 정보의 제공, 신속한 정보의 처리

와 달, 렴하고 용이한정보의 근, 이를통

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 등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사회가 진 되면 기존의 사

회 모순이나 갈등이 궁극 으로 해결된다는

정보사회 낙 론자들의 장 빛 주장은 심각한

정보격차의 발생, 정보부자층에 한 권력 편

상,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에 한 독, 사

생활 침해,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 스팸메일

등의 범람과 같은강력한 정보사회 역기능으로

인해 상당한 회의와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김

문조, 김동길 2002,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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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상황을맞아지식과정보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회 기 으로 출 한 공공도서

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들의 세

으로 설립, 운 되는 공공도서 은 장애인, 노

인, 농어 거주민, 소득층, 이주민 등우리사

회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복

지 실 을 한 든든한 토 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는 미약하지만 앞으로는치유의 힘

을 가진 책을 비롯한 정보자원과 사서들의

문지식을 토 로 인터넷과 각종미디어 독자

들을 치유하는 과정에 공공도서 이 직 으

로 개입함으로써 정보사회 역기능해소를 한

새로운가능성을 보여 것으로 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성공 으로 구 된다면 재

의 공공도서 과 달리 앞으로의 공공도서 은

진정한 지역주민의 정보요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 정신보건 증진, 정보복지 실 에 이바지

하는 극 이고 능동 인 모습으로 재정립될

것이다.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도서

장의 사서들이 비록어려운 여건이겠으나 지

보다 더욱 공공도서 의 근본이념과 정체성,

그리고 정보사회 역기능에 해 다시 한번 주

목하고 배 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

지만 공공도서 이 에서언 한 차 한 역

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공공도서 사서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지 도 공공도

서 의 숫자, 장서수, 산, 문사서인력 측면

에서는 정보문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처져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해 공공도서 의 기본

업무에서조차 제기능을 발휘하고있지 못한 상

태이다 따라서 정부당국과 계기 단체,

그리고 민간기업에서도 정보사회의 역기능 해

소를 통한 지속 발 과 정보복지 구 에 있

어 공공도서 의 역할과가능성을 다시 인식

하여 과감한 산과인력투자에 인색하지 않아

야 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인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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