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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우리나라는 공공도서 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도서 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학교도서 이 학교구성원에 한 서비스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문화커뮤니티로서 지역 공공도서 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재 네이버 문화재단 등의 민간단체에서 정보소외지역을 상으로 마을공동체도서 으로서 학교도서 의 역할과 
기능의 확 를 한 ‘우리학교마을도서 ’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학교마을도서 들이 마을공동체도
서 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 우리학교마을도서 을 활성화시키기 
한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 다. 이를 해 네이버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학교마을도서 을 상으로 

교장, 운 자, 이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정보소외지역에서 
실질 인 정보격차 해소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마을공동체도서 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제 로 수행하기 해서는 사회  기업 등으로부터 외부지원의 확보, 운 자들의 직무 교육 실시, 지역 
주민들의 극  참여, 다양한 도서 서비스의 마련 등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ABSTRACT
South Korea has fewer public libraries than other developed nations of OECD. This calls for a more diverse 

role of school libraries in the geographically isolated areas. School libraries should provides services for not 
only its students and faculty, but also the surrounding neighborhood as a part of cultural community. Based 
on the needs for an expanded role of school libraries,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necessary factors 
for school libraries to provide services to their local residents. Two things should be identified for this research. 
First, we should confirm the necessity of policies that provide library services to local residents of school 
libraries. Second, we should propose a way to have the libraries as a part of cultural community where meet 
the information and cultural demand of their local residents. The study surveyed users, school principals 
and working-level staff members of cultural communities in order to study the two questions. These groups 
were from Uri-school Village Library, which is supported by the NHN Culture Foundation. Through the survey, 
the research confirmed the need for a consistent outside assistance, job training, open door policy for local 
residents and diverse library services in order for school libraries to serve their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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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 의 역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매우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 에 해

서는 국가와 시기에 구애 없이 부분의 학자들

이 공공도서  역할에 해 지역의 문화  역할

과 교육  책임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공공도서 은 지역주민의 문화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 심으로 도서  서비

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

 서비스 정책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공공도서

을 통한 자료 출과 열람, 문화 로그램의 참

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이 려야 할 것과 갖춰야 

할 지식과 정보 등을 종합 으로 서비스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으로는 공공도서 의 양

인 부족으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서

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를 들면, 

2011년 재 우리나라 공공도서 의 수는 786

개로, 우리나라 읍면동(3,487개)의 약 22.4%의 

지역에만 공공도서 이 개설되어 있다. 즉, 우

리나라 지역주민의 78%가 공공도서  서비스

의 사각지 에 존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에는 2010년을 기 으로 국에 11,506개의 학

교도서 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읍면동에 약 

3.3개의 학교도서 이 존재한다. 만약 읍면동 소

재의 지역 학교도서 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다면, 소외된 지역주민을 한 최소한의 공공도

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네이버문화재단을 비롯하여 국민은행 

등과 같은 민간단체에서 우리학교마을도서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도서 의 개 시간을 연

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학교도서 을 지역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의 문화커뮤니티로 육성하

고 있다.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서 지원하는 우리학교마을도서  지원사업의 

한계 은 지속성 확보의 한계를 갖고 있다. 

를 들어, 특정 단체에서 지역 학교도서 에 

한 지 까지의 지원을 이거나 더 이상 지원하

지 않을 경우 기존에 학교도서 을 통해 제공되

었던 도서  서비스는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우리학교마을도서 의 서비스

가 미래에도 담보되기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

발 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해당 학교

도서 의 운 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  마을공동체도서

으로서의 우리학교마을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고자 하 고,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지

속 인 마을공동체도서 으로서 기능하기 해

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조사하 다. 이를 해 네

이버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237개의 읍면동 소

재지의 우리학교마을도서 의 교장, 운 자, 이

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 학교도서 의 역할 변화에 
한 검토

2.1 공공도서  황  한계

우리나라는 2000년  기부터 공공도서 의 

수가 매년 꾸 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에 힘입어 지역주민들의 공공도서  근의 편

의성도 지속 으로 증가하 다. <그림 1>은 우

리나라의 공공도서  수의 증가와 함께, 2006년

을 기 으로 공공도서 당 서비스 상 이용자

로서의 인구수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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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공공도서 과 이용자수와의 상 계

이상과 같이 공공도서 의 지속  건립으로 

우리나라 지역주민의 도서  근 편의성이 개

선되었다. 그러나 실질 으로 1 당 인구수를 

보면 주요 OECD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편

이며, 인구 1인당 소장장서 수는 반 로 낮은 수

이다(<표 1> 참조). 한 사서 1인당 사

상 인구수가 9,075명/1인으로 IFLA(Interna- 

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의 

정기 인 2,500명/1인을 363% 과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공공도서 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즉각 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

속 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 선진국과 

같은 수 에 도달하기까지 정보소외지역주민의 

소외는 계속될 것이다. 지역주민, 특히 읍면동

과 같은 국가정책의 우선집행과정의 말단에 있

는 지역의 상  소외감은 도시 지역에 비해 

커질 것이다. 이러한 문화  격차와 정보 격차

발생은 지역의 균형발 을 해하는 주요 요인

으로, 도농과 지역불균형을 래하여 읍면동지

역의 정보소외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구분 도서 수 인구수 1 당 인구수 장서(인쇄)수
인구 1인당 

장서(인쇄) 수
기 년도

한국  786  50,743,284 64,547  72,475,471 1.43 2011

미국 9,225 308,745,538 33,468 815,909,000 2.64 2009

국 4,517  61,380,700 13,589  99,748,215 1.63 2008-2009

독일 8,131  81,800,000 10,060 124,000,000 1.52 2011

일본 3,210 127,799,000 39,813 400,119,000 3.13 2011

<표 1> 주요 국가별 도서 수, 1 당 인구수, 인구 1인당 장서(인쇄) 수

(단 : 개 /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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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작은도서 의 형태로 이러한 문화  정

보의 사각지 를 감당하는 최소한의 문화창구

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부분의 작은도서 은 

국가운 이기 보다는 자생  형태를 취하고 있

다. 한 작은도서 도 소외된 읍면동보다 도

시나 소도시에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2 공공도서 으로서의 학교도서

우리나라 공공도서 의 수는 2011년 기 으

로 국에 786개의 지역도서 이 지역주민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e나라지표 2013). 

를 들면, 2011년 6월 기 으로 우리나라 행정

구역은 7개의 역시, 9개의 도, 75개 시, 86개 

군, 69개 구, 214개 읍, 1,202개 면, 2,058개 동으

로 이루어져 있다. 논리 으로는 우리나라 지역

주민의 77.4%는 지역 으로 공공도서  서비

스의 사각지 에 존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읍면동은 체 3,474개로써 22.6%의 지역주민

만이 자신의 지역거소에 공공도서  서비스에 

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 등학교의 수는 2010년을 

기 으로 등학교는 6,019개교, 학교는 3,093

개교, 고등학교는 2,394개교로, 우리나라 체로 

살펴보면 11,506개의 학교도서 이 존재한다. 

체 읍면동 비 평균 하나의 동 단 에 약 3.3

개 이상의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즉, 하나의 동

단 에 ( 등)학교도서 도 3.3개 내외가 존

재하는 것이다. 지 의 공공도서  체계만으로

는 지역주민을 해 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등학교 단 만큼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지역주민들

의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확

률이 1이라면 도서  서비스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리  확률은 0.22이기 때문에 상

으로 문화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채 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이다. 이러

한 국가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등학교와 

학교를 의무교육의 상으로 삼고 있으며, 고등

학교까지의 의무교육 확 를 지향하고 있다. 특

히 등학교는 6,019개에 달해 국의 모든 읍

면동을 기 으로 한 개 읍면동에 평균 1.7개가 

개설되어 있다. 한 부분의 등학교는 공립

의 형태로 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의 

경우도 지역교육청의 지휘와 감독에 있어 실질

으로 공공기 의 범주에 속해 있다. 즉, 학교

도서 은 공공도서 과 같이 운 의 주체가 지

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감독하고 있는 시

설이다. 따라서 학교도서 이 지역주민에게 개

방하는 것을 가정하면 최소한의 도서  서비스

의 항구성(恒久性)을 지역주민들에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 이 갖고 있는 최소

한의 사서인력과 장서, 물리  공간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서  서비스를 체계 으로 제

공할 수 있는 문화  채 을 갖추고 있다.

2.3 학교도서 의 주민개방

학교마을도서 과 같이 지역 내에 있는 학교

와 지역주민이 동시에 사용하는 도서 으로써 

학교도서 을 “joint use library"나 “dual use 

libraries"로 표 하고 있다(SLA). 즉 지역 내 

구성원들이 학교도서 을 같이 사용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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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한 도서  근  

확 라는 정 인 효과를 갖고 있다. 단 학교

도서 이기 때문에 이에 한 실효성과 합리성

에 해서는 유익한 것과 우려하는 것이 병존한

다. McNicol(2006)은 이에 해 학교도서 을 

지역주민을 해 개방할 경우에 얻게 되는 네 

가지 이익을 제안하 다. 첫째, 독서활동을 수

행하는 특화공간으로써 도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서 이

기 때문에 근의 편의성을 갖는다. 셋째, 손쉽

게 평생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세 간 통합을 한 매개체로

써 도서  역할확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그는 불편사항도 다음 다섯 가지로 설명하

다. 첫째, 이용자 계층이 달라서 학교구성원도 

지역주민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둘째, 도서  개방시간이 다른 주민서비

스 기 가 다르기 때문에 근이 축된다. 셋

째, 학교에 도서 이 있기 때문에 방문에 거부

감을 가질 수 있다. 넷째, 학교시설이 다른 문화

시설과 격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건

물(시설)과 장서수가 상 으로 부족한 상태

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다. 

김유승 등(2012)은 학교도서 의 지역사회 

개방에 해서 이용의 편리성이라는 장 과 함

께 학생수업에 지장을 래한다는 문제를 학교

도서  구성원과 지역주민에게 설문을 통해 확

인하 다. 김하정(2012)도 사서교사부재에 

한 문제 과 함께 지역주민의 출입에 한 불편

함을 확인하 으며, 강경원(2011)도 학교도서

개방에 한 선결과제에 해서 담인력의 

부재라는 문제와 함께 면학분 기 지장 래 등

에 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한 기 효

과로서 지역주민 심도 향상을 비롯한 다양한 

장 도 설명하 다. 김종성(2010)은 학교도서

 개방에 한 장 이 있음을 제로 지역주민

을 한 실제 인 서비스 비(시설, 자원)의 

부재와 함께 문인력의 배치 없는 개방은 사서

업무의 가 으로 개방정책의 의의를 상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곽철완(2007)은 개방에 

따른 문제를 다섯 가지를 상하 으며, 이 가

운데 ‘통합도서 이 치한 학교의 졸업생들이 

통합도서 에 와서 재학생을 괴롭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비롯하여 ‘학교도서 에 

치한 통합도서 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용

자가 많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와 같은 이용

자 불편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음을 지 하 다. 

혜택은 학도서 과의 자원에 기인하며 학교

도서 의 개방에 한 장 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을 한 학교도서 의 개방

은 많은 단 이 있지만, 실질 으로 지역주민에 

한 도서 서비스 확 라는 커다란 장 으로 

개방에 한 당 성을 부분 제시하고 있다. 

특징 인 것은 력에 따른 이익은 학교구성원

이나 혹은 학교당국보다 지역주민에 혜택이 있

음을 모든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3. 우리학교마을도서  사업

우리학교마을도서 은 네이버문화재단에서 

도서 문화의 상  낙후지역으로 단된 지

역 학교도서 을 방과 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

하도록 지원한 학교도서 을 의미한다. 이 도서

은 공공도서 의 역할 수행과 함께 주민들의 

도서  소모임을 주 하여 지원하고, 운 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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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사 혹은 마을 주민, 교사들이 수행하는 학

교도서 을 의미한다. 이 도서 은 네이버문화

재단에서 지원하면서 명명된 이름이다. 

학교마을도서 이란 명칭은 하나의 사업 명

칭으로  세계 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Village School Library 

Media Center로 명명되는 것이 있지만, 부분 

방과 후 개방되는 학교도서 의 서비스에 한 

명칭이다. 즉, 방과 후에 학생을 상으로 학교

과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아이들에 독서지도를 

통한 열람서비스의 연장을 의도한 로그램명

으로 사용하고 있다(Villag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2013). 이에 비해 우리학교마을

도서 은 학교도서 을 통해 최소한의 공공도

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커뮤니티 구심

체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차원의 지원사업을 수

행하는 학교도서 을 의미하는 명칭이다. 이 사

업의 목 은 학교도서 을 지원하여 아이들에

게 양서를 제공하는 학교도서 의 본질  역할 

이외에 지역 내 가능성 있는 은이들이 새로운 

문화의 주역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를 조성하는 문화공동체를 지원하는 목 도 갖

고 있다. 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문화가 자라고 소

통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목 도 갖고 

있다. 2005년 12월에 강원도 정선에 있는 미

등학교를 시작으로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시작하 다. 한 이동도

서 인 ‘책 읽는 버스’ 운행도 아울러 진행하

다. 2005년도에 2개교, 2006년도에 17개교를 지

원하고, 이어서 2007년에는 학교마을도서 에 

한 지원을 국 단 로 확장하면서 28개교를 

지원하기에 이르 으며, 이후 2008년도와 2009

년도에 56개교, 54개교로 집 인 지원을 하

다. 지원 상 지역은 경기와 강원, 경남북, 남

북, 충남북, 제주도의 9개 지역이었다. 경기도에 

1개 을 비롯하여 강원도에 47개교, 경상남도

에 48개교, 경상북도에 18개교, 라남도에 46

개교, 라북도에 34개교, 제주도에 13개교, 충

청남도에 4개교, 충청북도에 26개교이다. 한편,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부산, 구, 인천, 주, 

, 울산의 역시에는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없다. 즉, 우리학교마을도서 은 도시에 

치한 학교들이 받는 혜택에서 상 으로 불리

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개 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 과 함께 도서 3,000권을 지원한다. 둘째, 개

식을 겸한 책잔치 등과 같은 홍보를 지원한다. 

셋째, 도서  운 에 필요한 다양한 소식, 자료, 

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하며, 넷째, 책과 련

된 다양한 행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다섯째, 

도서  운 자를 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주

며, 여섯째, 활동이 많은 학교마을도서 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을 해 

웹 사이트를 통해 학교마을도서 커뮤니티 문

화를 지원하며, 도서 에 필요한 노하우  

련자료 우수사례, 운 자료, 책 정보 등을 수시

로 소개하고 있다. 한 학교마을도서 을 후원

하기를 원하는 후원자의 기부를 온라인상에서 

받고 있는데 를 들어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자라도록 도와주세요~”나 “책버스가 국을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등과 같은 주제로 일

정기간 동안 기부를 받는 활동을 개하고 있다. 

개  후의 지원으로는 매 달마다 주제를 정하여 

그에 합한 책을 선정하여 알려주는 ‘이달의 

책 소개’와 학교마을도서 에서 운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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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추천운 로그램’을 도서  운  자료로 

안내하고 있다.

    4. 마을공동체도서 으로서 
학교도서 의 역할모델 

여기서는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마을공동체

도서 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고자 하

고,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지속 인 마을공동체

도서 으로서 기능하기 해서 필요한 요구사

항을 조사하 다. 이를 해 네이버문화재단에

서 지원하는 237개의 읍면동 소재지의 우리학

교마을도서 의 교장, 운 자, 이용자들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4.1 설문조사의 개요

조사 상은 국 237개 의 우리학교마을도

서 을 상으로 교장 1명, 운 자 1명, 이용자 

5명을 연구표본으로 선정하 다. 교장과 운 자

는 각 도서 별로 표자 1명씩을 상으로 설

문조사하 다. 이용자는 인구통계  특성, 즉 

직업, 학력, 성별에 따라서 편차를 확인하기 

해 각 도서 별로 5명을 설문조사하 다. 설문

응답은 72개교 교장 72명을 비롯하여 76개교 운

자 76명, 72개교 이용자 240명으로부터 수집

하 다(<표 2> 참조). 

우리학교마을도서  교장과 운 자가 소속

된 응답기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읍면동 단 의 지역주민들에 

한 의견을 구하기 해 설문 상을 실제 정보

소외지역만을 상으로 하 다. 즉, 우리나라 

특별시와 역시, 도청소재지는 설문 상에서 

제외하 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학교도서 들

은 부분 지역에 공공도서 이 설치되었으며, 

한 작은도서 을 비롯한 도서 들이 많기 때

문에 실질 으로 정보소외지역에 포함되기 어

렵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설문은 농어  지역을 비롯한 벽 산간

지역으로 설문을 집 하여 실질 인 정보소외

지역을 상으로 하 다. 구체 으로 ‘농어  

변두리’ 지역이 45개 기 으로 설문응답의 69%

의 응답을 받아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 에 

한 근이 상 으로 불리한 지역의 의견을 

으로 수렴하 다.

 구 분 내 용

조사 상 우리학교마을도서  교장, 운 자, 이용자 계층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 이메일, 우편, FAX 배포 병행

조사기간 2012년 9월 1일 ~ 2012년 9월 28일(4주간)

 응답자수

교장 72개교 72명

운 자 76개교 76명

이용자 72개교 240명

 표본 
우리학교마을도서  237개교

각 학교별 교장 1인, 운 자 1인, 이용자 5인

<표 2>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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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장 운 자

사례수(N) 비율(%) 사례수(N) 비율(%)

학교지역

강원 18 25.0 19 25.0

충북 10 13.9 9 11.8

충남 1 1.4 1 1.3

북 7 9.7 8 10.5

남 11 15.3 14 18.4

경북 4 5.6 4 5.3

경남 16 22.2 16 21.1

제주 5 6.9 5 6.6

합계 72 100.0 76 100.0

학교 치

도시 변두리 4 5.6 4 5.3

농어  심지 21 29.2 18 23.7

농어  변두리 45 62.5 53 69.7

무응답 2 2.8 1 1.3

합계 72 100.0 76 100.0

<표 3> 응답기 의 특성

4.2 우리학교마을도서  운 인력

우리학교마을도서 의 속성을 유지하기 

해 가장 우선 인 것은 도서 의 운 인력이다. 

이를 해 학교마을도서 의 운 인력을 조사

하 다. 조사 상의 도서 은 사서 혹은 사서교

사에 의해 운 되는 지역보다는 부분 일반교

사들에 의해 운 되는 도서 이 상 으로 많

았다. 방과 에 한 운 인력은 ‘일반교사’(26

명, 36.1%)와 ‘사서’(14명, 19.4%), ‘행정직원' 

(7명, 9.7%), ‘지역주민’(6명, 8.3%) 등의 순이

었다. 특히, 가장 바람직한 운 인력인 ‘사서교

사'의 비율은 체 2.8%에 불과하 다. 이에 비

해 방과 후의 학교도서  개방의 경우에도 ‘일

반교사’(24명, 33.3%)와 ‘사서’(13명, 18.1%), 

‘행정직원’(6명, 8.3%), ‘지역주민’(6명,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방과 과 방과 후의 

운 편차는 거의 없었다(<표 4> 참조).

한편 운 책임자로서 공공도서  개방 운

에 한 교장의 단을 조사하 다. 이는 운

자로서 교장이 갖는 도서  운 에 한 의지를 

유추하기 함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교장(운

자)이 선호하는 우리학교마을도서 의 운

자로는 사서교사와 사서 으며, 행정직원, 일반

교사에 해서는 직무 으로 합하지 않은 것

으로 의사를 표시하 다. 이에 비해 운 자(교

사 포함)들이 단하는 합한 운 자로는 사

서교사와 사서로 한정하 으며, 행정직원과 일

반교사 이외에 지역주민에 해서도 합한 운

인력으로는 단하지 않고 있었다(<표 5> 참

조). 즉, 교장과 운 자들은 모두 사서와 사서교

사가 학교도서  운 의 필요성을 희망하고 있

었다. 이는 앞서 언 한 재 학교도서 의 

부분 사서와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실정과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부분의 학교도서 이 불가피하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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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과 방과 후

사례수(N) 비율(%) 사례수(N) 비율(%)

사서교사 2 2.8 1 1.4

사서 14 19.4 13 18.1

행정직원 7 9.7 6 8.3

일반교사 26 36.1 24 33.3

지역주민 6 8.3 6 8.3

기타 11 15.3 13 18.1

무응답 6 8.3 9 12.5

합계 72 100.0 72 100.0

<표 4> 학교마을도서  운 인력 황

구분
교장 운 자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사서교사 4.70 .619 4.37 .975

사서 4.49 .622 4.45 .789

행정직원 2.57 .988 2.48 1.079

일반교사 2.87 1.118 2.80 1.111

지역주민 3.05 .982 2.80 1.150

* 평균 수: 1 (매우 부 합), 3 (보통), 5 (매우 합)

<표 5> 도서  운 인력별 합성 단

문인력에게 도서 을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으로 리자와 운 자 모두 학교도서 과 공

공도서 서비스에 한 합한 문인력의 필

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 교

장의 경우에는 운 책임자로서 지역주민에 

해 선호도가 보통수 을 보여 지역공동체 운

에 있어 지역주민의 학교도서  운 에 참여에 

한 거부감은 상 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4.3 우리학교마을도서 의 지역주민 개방에 

한 의견

도서 을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지의 여부는 

학교도서 이 공공도서 으로 그 역할을 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 인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학교도서 을 주민에

게 개방하는 것에 한 부정 인 의견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 의 

개방에 한 리운 자의 의견은 매우 요하

다. 따라서 학교도서 의 개방에 한 권한을 갖

고 있는 교장과 운 자에게 학교도서 의 지역

주민 개방에 한 의견을 확인하 다(<표 6> 참

조). 교장은 학교도서 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

는 것에 해서 매우 정 인 의견을 보여주었

다(90.2%). 한 운 자도 지역주민에 한 개

방에 해 85.6%라는 매우 정 인 의견을 보

여 교장과 운 자는 함께 도서  개방에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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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장 운 자

사례수(N) 비율(%) 사례수(N) 비율(%)

 바람직하지 못하다  0 0.0  0 0.0

바람직하지 못하다  1 1.4  1 1.3

보통이다  6 8.3 10 13.2

바람직하다 32 44.4 29 38.2

매우 바람직하다 33 45.8 36 47.4

합계 72 100.0 76 100.0

<표 6> 도서 의 지역주민 개방에 한 의견

으로 찬성하 다. 실제 이 설문은 부분의 도

서 이 1년 이상 지역주민에게 이미 개방한 상

태에서 조사한 것을 감안하면, 학교도서 의 지

역주민 개방은 향후에도 지속 으로 필요하다

는 공감 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우리학교마

을도서 은 지역공동체의 주요 역할을 이미 수

행하고 있음을 간 으로 보여주고 있다. 

4.4 지역주민을 한 도서 의 주요 기능

학교도서 이 개방되어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하기 해 교장 

 운 자를 상으로 우리학교마을도서 의 서

비스 역할에 한 설문을 수행하 다. 설문은 

특정 기능을 단편 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도서

 기능별 우선순 를 부여하여 종합 으로 

단하 다.

교장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순 는 다

음과 같다. 지역주민을 한 도서 의 주요기능

에 해 1순 는 ‘독서지원 기능’(47명, 65.3%)

이 압도 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폭 넓은 교양

과 문화  소양을 함양하는 기능’(15명, 20.8%)

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순 는 ‘폭 

넓은 교양과 문화  소양을 함양하는 기능’(21명, 

29.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정

보탐색과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18명, 25.0%), 

‘지역주민 교육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의 기

능’(7명, 9.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

로 3순 의 경우는 ‘다양한 정보탐색과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19명, 26.4%)이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폭 넓은 교양과 문화  소양을 함양하

는 기능’(12명, 16.7%), ‘여가와 휴식 제공 기능’ 

(12명, 16.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순 별 응답값을 종합 으로 분석하기 해, 

1순 의 해당 사례수(빈도값)에는 가 치 3배

수를 부여하고, 2순 는 가 치 2배수, 3순 는 

가 치 1배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역할

로서 기능을 순 화하 다. 그 결과 지역주민을 

한 도서  주요기능으로써 수행해야 하는 역

할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독서지원 기능’이 압

도 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폭 넓은 교

양과 문화  소양을 함양하는 기능’(99 ), ‘다

양한 정보의 탐색과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70

), ‘지역주민 교육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

의 기능’(42 ), ‘여가와 휴식 제공 기능’(32 ), 

‘지역사회 커뮤니티로서의 기능’(23 )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학교도서 의 역할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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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문화센터, 평생교육시설의 역할보다는 

지역주민의 독서 요구를 수용하는 역할을 시

하 다. 한편, 응답값의 편차를 볼 때, 도서 의 

고유 역할인 독서지원 기능에 비 을 크게 두고 

있었으며, 상 으로 도서  시설을 비롯하여 

인력, 산 문제를 통한 추가 인 기능 확 에는 

실에 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단

할 수 있었다(<표 7> 참조).

한 운 자가 생각하는 학교도서  개방에 

한 의견도 <표 8>과 같이 교장 계층과 유사하

게 조사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지역주민들의 

독서지원 기능’이 184 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

었다. 다음으로 ‘폭 넓은 교양과 문화  소양을 

함양하는 기능’(98 ), ‘여가와 휴식 제공 기능’ 

(43 ), ‘다양한 정보의 탐색과 활용을 지원하

는 기능’(41 ), ‘지역주민 교육을 지원하는 교

수/학습센터의 기능’(38 ), ‘지역사회 커뮤니티

로서의 기능’(33 )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교장계층에 비해 ‘정보탐색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 수가 다소 낮고 ‘여가와 휴식제공기능’

구분 

1순 2순 3순
종합

수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지역주민들의 독서지원 기능 47 65.3  7 9.7  9 12.5 164

지역주민 교육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의 기능  3 4.2 13 18.1  7 9.7  42

다양한 정보의 탐색과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  5 6.9 18 25.0 19 26.4  70

폭 넓은 교양과 문화  소양을 함양하는 기능 15 20.8 21 29.2 12 16.7  99

여가와 휴식 제공 기능  0 .0 10 13.9 12 16.7  32

지역사회 커뮤니티로서의 기능  2 2.8  3 4.2 11 15.3  23

기타  0 .0  0 .0  2 2.8   2

합계 72 100.0 72 100.0 72 100.0

<표 7> 지역주민을 한 도서 의 주요 기능에 한 의견(교장)

구분 

1순 2순 3순
종합

수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지역주민들의 독서지원 기능 52 70.3 12 16.4  4 5.6 184

지역주민 교육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의 기능  4 5.4  9 12.3  8 11.1  38

다양한 정보의 탐색과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  2 2.7 10 13.7 15 20.8  41

폭 넓은 교양과 문화  소양을 함양하는 기능 14 18.9 23 31.5 10 13.9  98

여가와 휴식 제공 기능  1 1.4 12 16.4 16 22.2  43

지역사회 커뮤니티로서의 기능  1 1.4  6 8.2 18 25.0  33

기타  0 0.0  1 1.4  1 1.4   3

합계 74 100.0 73 100.0 72 100.0 440

<표 8> 지역주민을 한 학교마을도서 의 주요 기능에 한 의견(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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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상 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즉, 운

자들은 교장에 비해 지역문화공동체로서의 기

능을 상 으로 시하고 있었다.

4.5 우리학교마을도서  지역주민의 이용과 

만족도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실제 지역주민에게 제

공되는 서비스를 악하고 그 서비스에 한 만

족도를 확인하기 해, 크게 지역주민의 방문시 

이용행태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 다. 우선 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되

는 서비스를 악하기 해 지역주민을 상으

로 우리학교마을도서 의 이용기간과 평균체류

시간, 방문목 을 분석하 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도서 을 이용한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104명, 43.3%)이 가장 높

았고, ‘1년 미만’(43명, 17.9%), ‘2년 이상~3년 

미만’(39명, 16.3%) 순이었다. 연단 로 장기

인 이용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지역주민의 도서  방문시 체류시간으

로는 한번 방문에 ‘30분~1시간’(99명, 41.3%) 

정도 체류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

께 ‘1시간~3시간’(73명, 30.4%), ‘30분 이내’(57

명, 23.8%) 등의 순이었다. ‘30분 이내’라고 응

답한 이용자는 주로 독서를 한 도서의 출 

 반납을 해 도서 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 ‘1시간 이상’ 체류하는 이용자는 

도서 을 독서공간을 비롯하여 교육공간,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지역주민이 학교마을도서 을 방문한 

목 을 조사한 결과, ‘책의 출  반납’(198명, 

51.6%) 행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분석결과에서 교장과 운 자가 단한 도서

의 주요기능에 한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 다

음으로는 도서  내에서 ‘독서  자료열람’(99

명, 25.8%)이 다소 높았고, ‘지역주민간의 모임’ 

(31명, 8.1%), ‘문화 로그램 이용’(21명, 5.5%), 

‘사서를 통한 정보탐색’(19명, 4.9%) 순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지

역주민을 한 공공도서 과 같은 수 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우리학교마을도서 을 이용한 이용자 

만족도를 악하기 해 도서  자산의 부문별 

만족도와 련 요인을 악하 다.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도서 의 직원, 시설, 

자료, 서비스의 4  역으로 구분하여 우리학

교마을도서  역별 만족도를 측정하 다. 이 

가운데 ‘도서  직원’ 만족도가 4.40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서  시설  장소’(4.18 ), ‘도서

 자료’(4.06 ), ‘도서  서비스  로그램’ 

(3.91 )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  4  역별 

만족도가 반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

석하기 해 <표 9>와 같이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61.39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한 R
2
=.460로 46.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

다. Durbin-Watson은 1.979로 잔차(residual)

들 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서비스  로그램, 

도서  직원, 도서  자료의 t값이 각각 4.225, 

4.838, 3.056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 도서  시설  장소 역은 회귀모

형에서 제외되었다.

각 세부만족요인의 향력 비교를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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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VIF

도서

반

만족도

(상수) 1.246 .245  5.088 .000   

도서  서비스  로그램  .256 .061 .311 4.225 .000** .461 2.171

도서  직원  .286 .059 .285 4.838 .000** .721 1.387

도서  자료  .194 .063 .213 3.056 .003** .512 1.953

R=.678 , R
2=.460, 수정된 R2=.453, F=61.398, p=.000, Durbin-Watson=1.979

** p<0.01

<표 9> 도서  세부만족 역과 반  만족도의 다 회귀분석 결과

화계수(베타)를 보면, 도서  서비스  로그

램, 도서  직원, 도서  자료 순으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제공정보의 반 인 만족도를 제고하

기 해서는 도서  서비스  로그램과 도서

 직원에 한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 것을 의

미한다. 재는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자료 

심의 서비스를 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향

후 도서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다양한 교

육  문화 로그램의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

4.6 학교마을도서 의 발 을 한 의견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지속 으로 발 하기 

해 필요한 의견을 교장과 운 자에게 확인하

다. 

첫째, 우리학교마을도서 의 운 주체에 

한 의견이었다. 교장과 운 자들은 발 을 

한 력당사자와 책임주체에 해서 다음과 같

은 특성을 보 다. 우선 으로 교장은 우리학

교마을도서 의 발 을 해서는 ‘학교장’(21

명, 24.7%)’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지자체’(17명, 20.0%), ‘지역주민’(14명, 

16.5%), ‘도서  운 자’(11명, 12.9%)의 순이

었다. 이에 비해 운 자는 발 의 주체로써 ‘지

역주민’(22명, 22.0%)이 가장 높았고, ‘학교장’ 

(17명, 17.0%), ‘교육청’(15명, 10.0%), ‘도서  

운 자’(13명, 13.0%)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0> 참조). 분석결과, 특이한 으로 학교장과 

운 자는 학교도서 의 1차 이용자인 학생에 

한 역할이 조사항목 에서 가장 낮게 조사되

었다.

둘째, 우리학교마을도서 의 발   활성화

를 한 요인에 해 교장과 운 자들에게 조사

를 하 다. 우선 교장에 있어서는 도서  활성화

를 한 필요요인으로 ‘지역주민의 심과 참여’ 

(4.63)가 가장 높았고, ‘ 문사서의 임용’(4.62), 

‘교육청, 지자체, 공공도서  등 계행정기 의 

심과 의지’(4.60), ‘외부의 재정  지원’(4.5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운 자들은 ‘지역주민

의 심과 참여’(4.5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청, 지자체, 공공도서  등 계행정기 의 

심과 의지’(4.45), ‘다양한 장서의 확보’(4.40), 

‘ 문사서의 임용’(4.40), ‘지역주민을 한 다양

한 로그램 운 ’(4.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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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장 운 자

사례수(N) 비율(%) 사례수(N)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9 10.6 10 10.0

교육청 9 10.6 15 15.0

학교장 21 24.7 17 17.0

교과교사 1 1.2 3 3.0

지역주민 14 16.5 22 22.0

도서  운 자 11 12.9 13 13.0

학생 0 0.0 1 1.0

학부모 2 2.4 7 7.0

지방자치단체 17 20.0 9 9.0

기타 1 1.2 3 3.0

합계 85 100.0 100 100.0

<표 10> 향후 도서  발 을 한 노력주체에 한 의견(복수응답)

구분
교장 운 자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다양한 장서의 확보 4.52 .652 4.40 .658

도서  시설, 장비의 개선 4.27 .792 4.12 .739

외부의 재정  지원 4.56 .603 4.13 .759

지역주민의 심과 참여 4.63 .541 4.59 .595

교육청, 지자체, 공공도서  등 계행정기 의 심과 의지 4.60 .549 4.45 .684

정보화와 네트워크의 확  4.13 .779 3.96 .740

지역주민을 한 다양한 로그램 운  4.06 .843 4.23 .732

쾌 한 환경 조성 4.21 .832 4.11 .703

문사서의 임용 4.62 .684 4.40 .944

외부단체의 다양한 후원 4.33 .737 4.04 .861

<표 11> 도서  활성화를 한 요인별 필요도

5. 결론  시사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도서 으로서의 우

리학교마을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 고, 

우리학교마을도서 이 지속 인 마을공동체도

서 으로서 기능하기 해서 필요한 요구사항

을 조사하 다. 이를 해 네이버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237개의 읍면동 소재지의 우리학교

마을도서 의 교장, 운 자, 이용자들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으로 교장과 운 자는 각 도서 별

로 표자 1명씩을 설문조사하 고 이용자는 

인구통계  특성, 즉 직업, 학력, 성별에 따라서 

편차를 확인하기 해 5명을 설문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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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은 72개교 교장 72명을 비롯하여 76개교 운

자 76명, 72개교 이용자 240명이 최종 으로 

설문에 답을 하 다. 연구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학교마을도서 과 같은 운 체계

는 사회  기업으로서 외부기 의 지원을 통해 

지속 인 장서확보와 문화 로그램개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한 해당 지역 학교도서

의 선호도와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설문조사결과, 우리학교마을도서 의 

운 주체가 교육청 혹은 정부인지를 막론하고 

일정한 형태의 외부지원이 필요하 다. 지원의 

형태와 련해서는 리자(교장)의 과 운

자의 의 차이를 확인하 다. 교장은 학교

마을도서 의 운 주체로서 ‘사서교사’의 합

성이 4.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서’(4.49), 

‘지역주민’(3.05), ‘일반교사’(2.87), ‘행정직원’ 

(2.57) 순으로 나타났다. 운 자 계층에서는 ‘사

서’의 합성이 4.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

서교사’(4.37), ‘지역주민’(2.80), ‘일반교사’(2.80), 

‘행정직원’(2.48) 순으로 나타났다. 두 계층 모

두 ‘사서’와 ‘사서교사’의 경우 도서  운 합

성이 합 이상으로 나타나 도서 의 운 은 사

서와 사서교사가 주도 으로 맡아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셋째, 우리학교도서 의 지역주민 개방에 

해서 교장의 경우 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0.2%로 나타났고, 운 자의 경우 85.6%로 나

타나 도서  개방에 극 으로 찬성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부분의 도서 이 1년 이상 지

역주민에게 개방한 상태에서 조사한 것을 감안

하면, 학교도서 의 지역주민 개방의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지역주민 심의 우리학교마을도서

서비스의 방향에 해 교장과 운 자는 최우선

으로 ‘독서지원 기능’을 생각하 다. 그 다음

으로 ‘폭넓은 교양과 문화  소양을 함양하는 

기능’, ‘다양한 정보의 탐색과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 ‘지역주민 교육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

터의 기능’, ‘여가와 휴식 제공 기능’, ‘지역사회 

커뮤니티로서의 기능’ 순이었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은 1년 이상의 우리학교

마을도서 을 이용하 으며, 주로 ‘책의 출반

납’이 주된 방문목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 역별 만족도조사에서 자료로서의 

책보다 사서의 서비스를 시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도서 의 역을 4  역으로 구분한 

결과, ‘도서  직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도

서  시설  장소’, ‘도서  자료’, ‘도서  서비

스  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우리학교마을도서 의 운 주체에 

가장 요한 요인을 리  측면에서 학교장은 

‘학교장의 의지’를 가장 요하다고 단하 으

며, 운 자는 ‘지역주민’으로 응답하 다. 이는 

학교마을도서 이 학교도서 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은 이를 학교도서 의 연장

선에서 단하고, 운 자는 공공도서 으로의 

확 라는 차원에서 단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상의 조사에 따르면 정보소외지역에 우리

학교마을도서 과 같은 학교도서  활용방안이 

실제 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 인 정보격차해

소를 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혹은 

사서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임시방편의 형

태로 운 되고 있음과 서비스 속성을 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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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련의 시 성 해결의 어려움은 크게 개선

되지 않았음도 알 수 있었다. 단, 이 연구가 국

인 규모로 실시되었다는 것과 읍면동 지역에 

소재한 학교도서 만을 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소외지역의 공공도서  혹은 학교

도서  정책 수립을 한 요한 기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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