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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2007년 4월 5일 발효된｢도서 법｣에는 “제

8장 지식정보격차의해소”에 한 부분이 새로

별도의 장으로구성되어있다. 이 ｢도서

독서진흥법｣과 달리 법의 목 1)에 “국민의 정

보 근권과 알권리를보장하는도서 의 사회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며정보격차해소등국가 사회문화발 에

이바지”한다고 함으로써 이 과 달리 정보

근권과알권리 보장을새롭게규정하고, 정보격

차해소 역할을 추가하 다. 구체 으로 ｢도서

법｣제43조 1항에 “도서 은 ｢정보격차해소

에 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해소를

한 자료, 로그램을 설치․운 하여야 한

다.”고 정의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은도서 이

그동안 정보이용과 독서진흥, 평생교육 기 에

서더욱발 해 구나평등하게정보를이용할

수있도록보다 극 인역할을해야함을강조

한것이다. 즉도서 은특히여러 종 공공

도서 은 지역의 핵심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주

민들을 상으로 그들이 필요한 정보, 교육, 문

화에 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립 앙도서 의 �2007년말 재 공공도서

운 황�에 따르면 국의 공공도서 은

모두 607개 이다. 그 서울특별시(69개 ,

11.4%)와 경기도(117개 , 19.4%) 같은 수도

권에 약 31%가 집 되어 있고, 부산 역시(27

개 , 4.5%), 구 역시, 인천 역시,

역시에 각각 16개 (2.7%)이 있어 이들을 모

두 합하면 도시에 261개 (43.2%)이 운

이다. 그러나한 편으로는이들 도시의 1

당 인구 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아 여

히 공공도서 의 수가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고있다. 이처럼도서 은 그 수나 실질 인 내

용 면에서 지역 으로불균형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체 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 은 매년

꾸 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 히 그 수가 부족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은 지식정보격차해소라는 공공도서 의 새로

운 역할을 수행하는데근본 인 한계를 보여

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문화 부와 한국문화 연구원의

ꡔ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ꡕ 보고서에따르면 10

, 문/ 리직,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의 소득층에서 도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

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문화기반시설 이용률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향수는 국민의 권리로 경제 수 , 즉 빈

부격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나 릴 수 있

어야 하는 것이 요한데 에서 언 한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 으로는

연령, 지역, 가구소득 등에 따라 불균형 상을

보이고 있다.

1) ｢도서 독서진흥법｣은 “도서 문고의 설립․운 과 독서진흥을 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도서 문고의 건 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한 지식․정보의 제

공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제1조). 이러한

법의 목 은 ｢도서 법｣으로의 면개정 이 까지 일 되게 유지되어 온 목 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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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 은｢도서 법｣에 의해서 뿐 아니

라 유네스코/국제도서 회연맹의 공공도서

가이드라인에서도 지 하고 있는 바, 최근

속하고 흥미로운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수집되고 제시되며 근되는 방법에 명이 일

어나 정보제공이 기본역할인 공공도서 조직

의 모든 부서와 서비스 달에있어서도 진

인 도 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격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정보부문에서

의 빈부격차에 한 험을 더욱 확 하고 있

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각기 발 단계가 다른

국가들간문제일 뿐아니라한 국가내계층이

나 집단 간, 는 개인 간 문제이기도 하다. 따

라서 유네스코와 국제도서 회연맹은 공공

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세계 인 화의 장

으로 끌어내기 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 국제

연합의 권고에 따라 이들을 세계 인 화의

장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주고, 소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을 강

조하고 있다. 공공도서 은 일반 들이 근

하도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기본 인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고, 문자해득을 한 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임무를 달성할 수있다고 밝히고

있다(Gill, Philip 2002).

따라서본 연구의 목 은공공도서 의새로

운 역할로 제시된 지식정보격차해소를 해 공

공도서 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찰해보

고, 공공도서 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계,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 활용도

계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이

지식정보격차해소 역할을 강화하기 한 방안

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 논 을 제시하고

자 하 다.

1.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는 먼 ｢도서 법｣에서 지식정보격

차해소 역할을 규정하게된 경과와 유네스코와

국제도서 회연맹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 지식정보격차해소의 개념과 상, 그리고

공공도서 이 지식정보격차해소를 해 요

한 기여를 해야 함을 규명하 다.

지식정보격차해소와 공공도서 에 해서는

기존의 통계 자료를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

고 일부 필요한 항목에 해서는 피어슨 상

분석을 실시하 다. �2006 문화향수실태조

사�, �2007년말 재 공공도서 운 황�을

참고하여 공공도서 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

립도의 계,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

활용도 계를 분석해보았다.

공공도서 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계에서는 공공도서 수와 이용자수, 1 당

인구수, 1인당 운 산, 1인당 장서수, 지방자

치단체의 복지 산 등을 살펴보았으며, 지식정

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 활용도 계는 노인

기 생활보장수 자 비율과 공공도서 이

용자수, 열람책수, 출책수, 문화행사 일회성

행사 참가자수, 문화행사 평생교육 로그램

참가자수, 움직이는 도서 이용자수의 계를

피어슨 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통해 핵심 지역문화기반시설 하나인

공공도서 의 역할과 요성, 지식정보격차 해

소에 공공도서 의 기여 정도를 분석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데필요한 기 인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에서는다만, ｢도서 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지식정보취약계층 장애인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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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 권자만을 상으로 하 다. 장애인을

제외한 이유는 ｢도서 법｣에서 장애인도서

과 국립장애인도서 지원센터가 별도로 존재

하고 그 범주가 다양해 독립 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공공도

서 이용자 계층별로 실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이 아니고 문헌과 기존의통계자료를 활용

해 분석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통해 큰 범주

에서 련성 정도는 살펴볼 수 있었으나 좀 더

구체 인 분석이 되지 못한 이 이 연구의 한

계라고 할 수 있다.

2.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공공도서

2.1 개념 상

OECD에서는지식정보격차란 ICT(Informa-

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에 효

과 으로 근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이용 능

력을 기 으로 개인간, 기업간, 지역간, 세

간등 다양한분야에존재하는 사회․경제 인

격차를의미한다. 이러한정보격차는지식빈곤

층이 원하는 정보를획득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제약해 기회의

불평등으로인한빈부격차의 심화, 사회 양극화

의 심화라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식정보격차는 회사, 기 , 국가 간의 정보

화에 한 근성과 지식활용능력의 불평등에

기인하며, 정보 강 국과 빈국 사이에는 2배가

훨씬 넘는 국민평균소득의 차이와 함께 그 격

차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세계 으로도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정보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에 살

고 고학력, 고소득자들은 문화 ․경제 환경

에더 많은 을하고 있다. 정보격차는 소득

불균형과 사회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

선진국에서도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유

무별로 격차가 존재하며, 10 청소년층에서

정보역기능 상이심각하게증가하고 있다(정

보격차해소연구센터 2007).

우리나라도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지식정보격차가 더커지고 있다. 행정안

부 2008년 2월 14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는 국평균 53.9%로

2007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

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본청(85.7%), 가장 낮

은 지역은 라남도 본청(11.0%)으로 조사되

었다. 기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

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구(86.0%), 가장 낮

은 지역은 라남도 완도군․신안군(6.4%)으

로 나타났다. 국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3)는

국평균 79.5%로서 2007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자치단체 재정자주도가 가

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본청(92.0%), 가

장 낮은 지역은 라남도 본청(33.2%)이며,

기 자치단체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지역

은 경기도 과천시(90.4%),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역시 북구(36.4%)로 나타났다. 더불어

우리나라 역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 산 규

2)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조달 재원의 비 .

3) 지방세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 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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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자

립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부분 총 산 비 0.6%에서 3.7% 사이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재

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

은 문화 분야에 한 투자 비 을 높이기 시작

해 체 산 비 3%가 넘는 문화 산을 지

출하는 자치단체들도 나타나고 있어 그 만큼

문화 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차 증가하고 있다는 을 보여 다(한국문화

정책개발원b 2003).

한 기 생활보장 수 자4) 경우 2006년 12

월기 으로 보건복지부의 �2006년 국민기 생

활보장 수 자 황(2007.6)�에 따르면 약 153

만5천명(83만 2천가구), 즉 총 인구수 비 기

생활보장수 자의 비율이 3.2%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16개 역지방자치단체별 수 률을

보면, 라남도가 6.9%, 라북도가 6.6%, 경

상북도가 4.9%, 강원도가 4.4%순이며, 경기도

가 1.9%, 서울특별시가 2.0%, 울산 역시가가

장 낮은 1.85%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와 가장 낮은 라남도의 경우

2006년 기 기 생활보장수 상자를 보면,

서울특별시는 107,785가구에 200,359명, 라

남도는 70,954가구에 126,372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국 으로 기 생활보장 상수 상

선정가구의소득규모는 0원 과- 20만원이하

는 48.6%, 20만원 과- 40만원이하는 18.0%,

40만원 과- 60만원이하는 9.7%로수 자가

구의약 49%가 20만원이하의 소득을, 약 67%

가 40만원이하의 소득을, 소득이 없는 가

구도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

지부 2007). 소득층가구의특징은 남성 가구

주 51.4%, 여성가구주 48.6%,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63.1%로 나타났다. 학력수 은 62%가

무학 등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2.2지식정보격차 황과도서 의역할규명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7 정보격차 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도 취약계층별

정보불평등 계수를 기 으로 했을 때, 취약계

층 농어민과 소득층의 정보불평등 계수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나, 장애인과 장노년층에

비해 농어민과 소득층내의 정보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학력 등의 인

구사회학 요인이 개인의 종합 정보화 수 5)

에 미치는 상 향력도 분석하 는데 연령

의 향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학력․

소득․직업․성별 등의 순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6) 취약계층별 종합 정

보화 수 에 미치는 향력이 가장 큰 인구사

회학 요인으로 분석된 연령과 학력 변인을

기 으로 각 취약계층을 세분화하여 일반국민

비 종합 정보화 수 을 측정한 결과, 일반국

민 비종합정보화수 이 80% 미만 집단

부분은 취약계층 내 30～40 졸이하 50

4)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가구의 기 생활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함.

5) 근․역량․활용 부문을 포 하는 종합 정보화 수 을 의미.

6) 종속변인은 개인의 종합 정보화 수 의 측정요약치인 ‘종합지수’이며, 독립변인은 성․연령․학력․직업․가구소

득․장애유무 등 6개의 인구사회학 요인임. 종합지수는 종합 격차지수가 산출되기 , 계산되는 개인의 종합

정보화 수 을 나타내는 100 기 의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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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졸이하 학력층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는 비이용 기 생활보

장 수 층 기 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이용자

에 비해 비이용자인 본인이 어느 부문에서 가

장 뒤쳐진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측정한 결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 자료의 검색․습득’이

8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 학습활

동’(81.4%), ‘구직․창업 등 소득창출을 한

경제활동’(7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양한 분야의 정보 자료의 검색․습득’이 뒤

쳐진다는 응답은 고연령일수록 상 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구직․창업 등 소득창출을

한 경제활동’이 뒤쳐진다는 응답은 연령일수

록, 고학력일수록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교육 학습 활동’이 뒤쳐진다는 응답은

고학력일수록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서 이 지식정보격차해소 역할을 하도록

하게 된 것은 2005년 6월 1일 국회 문화

원회에 제출된｢도서 독서진흥법 부개

정법률안｣에서 그동안의 도서 목 에 정보

근권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처음으로 언 하

고, 지식정보격차해소를 도서 설립‧운 의

요한 목 의 하나로 명시하 으며, 그 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에도

이와 같은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법

률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그 역할의 범 와

수 , 방법이 구체화되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서 법｣은 ｢정보격차해소에

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

차해소를 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해소를

한 자료, 로그램을 설치․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에 한 법률｣

제10조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의 해소를 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화 교육의 실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련설비의 제공, 정보이용 진을

한 홍보 등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

서 에서도 시설과 자료, 로그램 등을 통해

이와 같은 교육이나 정보설비 제공 등의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 ․지

역 ․경제 ․사회 여건에 계없이 구

나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제공받는 데에 필

요한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

치단체는 앞서 언 한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

서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이용할 수 있도

록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한｢정보

격차해소에 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따라도서 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근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하여

자료, 시설, 정보기기 소 트웨어 등을 구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의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공공도서 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기여도에 한 분석

3.1 공공도서 과 지방재정자립도 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수와 지방재정자

립도 계 분석을 해 국립 앙도서 에서 조

사한 �2007년말 재 공공도서 운 황

(2007. 12. 31 기 )�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공개시스템<http://lofin.mogaha.go.kr>에서

공개한 2007 지방재정자립도 등과의 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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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2007년 기 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표 1>과 같이 서울특별시

(90.5%)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라남도

(20.1%)로 조사되었다. 서울특별시 내에서 재

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88.0%),

가장 낮은 지역은 노원구(28.8%)로 나타났으

며, 라남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

은 양시(46.6%), 가장 낮은 지역은 보성군

(8.3%)으로 조사되었다(행정자치부 2007).

따라서 에서언 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

은 서울특별시와 가장 낮은 라남도 자치구

두 지역의 공공도서 수와 재정자립도 계를

분석해보았다. 자치구별로 좀 더 세분화해 살

펴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

은 강남구의 경우는 교육청소속 공공도서 이

2개 , 시․도 소속 공공도서 이 8개 있으

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노원구의 경우 교

육청 소속평생학습 1개 , 시․도소속 공공

도서 3개 이 있다. 강남구에는 주로 규모가

작은 도서 이 여러개 있고, 노원구에는 강남

구에 비해 도서 은 지만 강남구보다는 큰

규모의 공공도서 이 있다. 라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양시의경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과 시․도 소속 공공도서 이

각각 2개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보

성군의 경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2개 ,

시․도 소속 농어 공공도서 이 1개 있어

공공도서 의 수와 규모는 두지역간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2 참조).

와 같이 자치구별로 세분화해분석했을 때

서울특별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작은

규모의 도서 이 다수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

은 지역에는 큰 규모의 도서 이 소량 있었으

나 라남도의 경우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나낮은지역간에도서 수나규모가큰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자치구별로 세분화하지 않

고시․도 수 으로 분석해보면 국에서 재정

자립도가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에는 총 69개

의 공공도서 이 있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

은 라남도에는 총 50개 의 공공도서 이있

다. 다른 지역의경우를보면 우선 경기도는

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도서 이 있고, 재정자

립도도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국에서 높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

한 부산 역시, 구 역시, 인천 역시, 주

역시 같은 도시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들

역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충청도,

라도, 경상도 등에 공공도서 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공도서 의 숫자만으로

지방재정자립도의 계를 분석하는 것은 무리

가따르나다음 <표 1>을보면 체 으로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보다낮은 지역에 공공도서

이더많이분포하는경향이 있음을알수있

었다. 통계청의 �2007 사회통계조사� 결과에서

향후 늘려야 할공공시설은 도서 이라고 응답

한 국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2004년

국가인권 원회가 �경제․사회․문화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한 문화권 기

황조사�에서 공공문화기반시설은 사회

약자를 심으로 고려되어야하는데 실 으

로 지방의 경우 공공문화기반시설과 로그램

에서소외되고 있다고밝힌바 있다. 따라서 자

치구별로 지역을 상세하게 분석해보면 앞에서

본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와 노원구의 비교분석,

라남도의 양시와 보성군의 비교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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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도서 수

(개)

인구

(명)

1 당 인구

(명)

재정

자립도

(%)

지자체의

복지 산

(%)

운 산

(천원)

1인당

운 산

(원)

1인당장서수

(권)

서울 69 10,192,710 147,720 90.5 4.3 70,350,628 6,902 0.68

부산 27 3,587,439 132,868 62.9 5.1 24,983,042 6,964 0.87

구 16 2,493,261 155,829 63.9 4.6 21,795,630 8,742 0.96

인천 16 2,664,576 166,536 69.8 3.8 14,732,823 5,529 0.73

주 13 1,413,444 108,726 54.2 2.6 14,197,330 10,044 1.14

16 1,475,659 92,229 72.1 5.2 15,466,774 10,481 1.19

울산 8 1,099,995 137,499 68.4 5.0 7,370,400 6,700 0.74

경기 117 11,106,211 94,925 74.9 3.2 113,274,711 10,199 1.13

강원 44 1,503,806 34,177 28.3 2.2 21,000,216 13,965 2.14

충북 28 1,506,608 53,807 33.3 5.3 17,356,591 11,520 1.39

충남 46 1,995,531 43,381 36.9 5.6 18,378,667 9,210 1.50

북 38 1,862,277 49,007 23.5 3.8 17,796,528 9,556 1.32

남 50 1,929,836 38,597 20.1 9.0 20,731,496 10,743 1.80

경북 53 2,681,364 50,592 28.9 7.1 38,105,258 14,211 1.44

경남 45 3,196,953 71,043 39.1 5.9 33,892,212 10,601 1.22

제주 21 559,258 26,631 26.4 4.7 8,147,839 14,569 2.58

계

평균

607

(계)

49,268,928

(계)

81,168

(평균)

53.6

(평균)

5.8

(평균)

457,580,145

(계)

9,287

(평균)

1.11

(평균)

출처: 국립 앙도서 . 2007. ꡔ2007년말 재공공도서 운 황(2007.12.31. 기 )�과행정자치부. 2007. “지방재정공개

시스템.” [cited 2008. 5. 1]. <http://lofin.mogaha.go.kr> 이 섭. 2008. “‘복지재정분권화’에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산’ 변화에 한 연구.” ꡔ사회연구�, 15: 118 참조.

<표 1> 16개시도 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 황과 재정자립도

처럼 시․도 차원의 큰 범주의 분석결과와는

다른 분포로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산 비율도 <표 1>을

참고해보면재정자립도가높은서울특별시의경

우 체 산의 4.3%를, 경기도는 3.2%를 차지

하는 반면 라남도는 9.0%, 경상북도는 7.1%

로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복지 산

비율도 체 으로 더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 의 1 당 사 상인구수도 <표

1>을 참고해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도시

심으로 1 당 사 상인구수가 많이 분포하

고 있는반면 1인당 도서 운 산이나 1인당

장서수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의 경

우 낮게 나타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라남

도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와 도서 이용자수와의 피어슨

상 분석도 해 본 결과 <표 3>에 보듯이 양의

상 계로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도서 이용자수도 많은경향이 나타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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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재정자립도 교육청 소속 시․도 소속

서울특별시

강남구 88.0%
강남도서

개포도서

논 도서

치도서

청담도서

논 문화정보마당

정다운도서

즐거운도서

행복한도서

역삼도서

노원구 28.8% 노원평생학습

노원어린이도서

노원정보도서

월계문화정보도서

라남도

양시 46.6%
양공공도서

양평생교육

양시립 앙도서

양시립도서

보성군 8.3%
보성공공도서

벌교공공도서
보성농어 도서

출처: 국립 앙도서 . 2007. ꡔ2007년말 재공공도서 운 황(2007.12.31. 기 )�과행정안 부. 2007. “지방재정공개

시스템.” [cited 2008. 5. 1]. <http://lofin.mogaha.go.kr> 참조.

<표 2>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강남구, 라남도 양시와 보성군의

재정자립도 공공도서 황

항 목 상 분석 공공도서 이용자수

재정자립도

표본상 계수 0.5695117

t 통계량 2.5924

자유도 14

유의확률 0.02*

* p < 0.05 수 (양쪽)에서 유의 함. 표본상 계수는 두 변수가 선형 으로 어떠한 련이 있는가를 재는 척도임.

표본상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의 상 계를,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상 계를 가짐.

<표 3>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 이용자수의 상 계

<표 1>에서 <표 3>까지의 내용을 통해 지역

별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체 으로 재정자

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공공도서 수는더 고

도서 이용자수는 더 많은 경향이 나타남을

알수 있었다. 한 공공도서 의 1 당 사

상인구수를 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도시

심으로 1 당 사 상인구수가 많이 분포하

고 있는반면 1인당 도서 운 산이나 1인당

장서수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의 경

우 낮게 나타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라남

도의 경우에는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복지 산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보

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라남도 지역이 국에

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ꡔ2007년말 재 공공도서 운

황�을 근거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재정자립도



31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 2008

가 낮은 지역에 체 으로 공공도서 이 더

많이 지어지고 복지 산도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한 경우이지만, 도서 의 이용자수

나 공공도서 1 당 인구 비율로 보았을 때는

도시에 인구가 집되어 있는환경 요인으

로 도서 운 산, 장서수는 낮게 나타남으

로써 인구가 많은 도시에 아직도 더 많은 공

공도서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 자치구별로 상황이 다르고통계청이나 국가

인권 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이 실제 국민들의 체감정도는 다른 것으로 보

아 각 지역의 상황을 면 히 분석해 공공도서

건립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요하다.

3.2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 활용도

계 분석

앞에서는 공공도서 황과 재정자립도와

의 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도서 법｣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도서 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기 생활보장수

자등)에게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지식정보취약

계층과 공공도서 활용도 계를 ꡔ2007년말

재 공공도서 운 황�을 토 로 분석해

보았다. 다만 앞에 연구범 에서 언 했듯이

장애인은 제외하고 각 지역의 65세 이상의 노

인과 기 생활보장수 자의 비율만을 상으

로 하 다.

<표 4>와 같이도서 1 당인구 노인인

구의 비율은 라남도와 경상북도가높게 나타

났으며, 1 당 인구 기 생활보장수 자 비

율은 라남․북도와 경상북도가 높게 나타났

다. 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라남도를 비교

해보았을 때 1 당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특별

시보다 라남도가 2.7배 정도 높다. 1 당 기

생활보장수 자 비율은 서울특별시보다

라남도가 3.3배 정도 높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와 같은 도시에 비해 라남도 같은 지방도

시에는 잠재 도서 이용자 노인인구와

기 생활보장수 자 이용자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다. �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는 나

이가 어릴수록 도서 이용률이 높다고 하 는

데, 재는 상 으로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많

은 라남도 지역과 은 서울특별시 두 지역

간의 도서 이용률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정계층의 이용자가 많

고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 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 서울특별시는 열람책수 비율이 출책

수 비율보다 훨씬 높았고, 라남도는 열람책

수와 출책수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문화행사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일회성 행사의

참가자수가 많고 라남도지역의 경우는 평생

교육 로그램 참가자수가일회성 행사 참가자

수 보다 훨씬 많았다. 움직이는 도서 의 경우

도 서울특별시 보다 라남도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에서 수치만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좀 더 확인해보고자 65세 이상의 노인 기

생활보장수 자 비율과 공공도서 의 활용도

(이용자수, 열람책수, 출책수, 문화행사 일회

성 행사 참가자수, 문화행사 평생교육 로그

램 참가자수, 움직이는 도서 이용자수)의

계를 피어슨 상 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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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노인

인구

비율

(%)

기

생활보장

수 자비율

(%)

이용자수

(명)

열람책수

(권)

출책수

(권)

문화행사

일회성행사

참가자수

(명)

문화행사평생

교육 로그램

참가자수

(명)

움직이는도서

이용자수

(명)

서울 8.3 2.0 36,892,535 35,287,575 12,971,365 749,454 695,795 75,498

부산 9.6 3.8 13,805,943 16,808,630 5,437,714 235,152 173,104 53,070

구 8.9 3.7 7,881,215 6,338,091 3,626,303 235,854 192,638 161,737

인천 7.7 2.6 8,994,815 7,718,581 3,856,191 105,877 158,445 73,754

주 8.1 4.3 5,032,066 4,391,809 2,291,624 25,745 72,547 74,712

7.7 3.1 5,696,330 6,662,256 2,919,891 170,701 141,361 65,376

울산 6.0 1.8 4,532,975 4,581,924 2,050,985 75,510 92,080 189,044

경기 7.8 1.9 49,059,307 53,612,827 26,116,984 557,135 550,232 439,549

강원 13.4 4.3 5,693,986 6,125,882 3,778,079 162,968 266,162 116,225

충북 12.4 3.8 5,246,666 3,581,687 2,672,513 35,000 91,821 54,540

충남 14.3 3.9 5,286,886 3,648,014 3,385,819 102,246 348,102 87,058

북 11.8 6.4 7,247,325 4,456,477 3,216,741 61,891 96,090 71,263

남 22.7 6.5 7,869,192 6,232,009 4,080,632 69,065 311,695 241,870

경북 14.6 4.8 8,178,702 5,295,545 4,931,943 76,904 165,823 108,045

경남 11.1 3.4 11,151,999 10,148,426 7,115,303 185,673 160,039 83,798

제주 11.0 4.0 2,067,754 2,066,060 1,260,730 59,156 48,461 41,011

계 9.9 3.1 184,587,696 176,955,793 89,712,817 2,908,331 3,564,395 1,936,550

출처: 국립 앙도서 . 2007. ꡔ2007년말 재공공도서 운 황(2007. 12. 31. 기 )�과행정안 부. 2008. “주민등록인구

황(2007. 12. 31기 )”과보건복지부. 2007. �2006년국민기 생활보장수 자 황(2006. 12. 31 기 )�. 참조.

* 노인인구비율: 각 지역 노인인구 수/각 지역 체인구 수× 100

** 기 생활보장수 자비율: 각 지역 기 생활보장수 자 수/각 지역 체인구 수× 100

*** 각 지역 노인인구 수 기 생활보장수 자 수는 행정안 부 “주민등록인구 황”을 참조, 각 지역 체인구

수는 <표 1>에서 제시한 숫자를 활용하 음.

<표 4> 기 생활보장수 자 65세 이상 노인의 공공도서 활용도 추정

먼 65세 이상 노인비율과 1 당 공공도서

의이용자수, 열람책수, 출책수간의상 분

석을해본결과세지표모두음의상 계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 생활보장수 상자의 비율과 1 당 공

공도서 의이용자수, 열람책수, 출책수 간의

상 분석을해본 결과도세지표모두음의상

계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다만 기 생활보장수 상자의 비

율과 일회성 행사 참가자수와의 상 분석에서

음의 상 계로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것

으로분석되었다. 지역별65세이상노인비율

기 생활보장수 상자의 비율과 평생교육

로그램참가자수나 1 당움직이는도서 이용

자수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과기 생활보장수

상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용자수, 열

람책수, 출책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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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분석

1 당

공공도서

이용자수

1 당

공공도서

열람책수

1 당

공공도서

출책수

일회성

행사

참가자수

평생교육

로그램

참가자수

1 당

움직이는 도서

이용자수

65세

이상

노인

비율

표본상 계수 -0.83871 -0.8418562 -0.8715155 -0.3728401 -0.03984926 -0.4680235

t 통계량 -5.7626 -5.8364 -6.6499 -1.5034 -0.1492 -1.9816

자유도 14 14 14 14 14 14

유의확률 <0.01** <0.01** <0.01** 0.15 0.88 0.07

기 생활

보장

수 자

비율

표본상 계수 -0.6643725 -0.6947834 -0.7176095 -0.5558163 -0.3453713 -0.3380032

t 통계량 -3.326 -3.6145 -3.8554 -2.5017 -1.377 -1.3438

자유도 14 14 14 14 14 14

유의확률 <0.01** <0.01** <0.01** 0.03* 0.19 0.20

* p < 0.05 수 (양쪽)에서 유의 함. ** p < 0.01 수 (양쪽)에서 유의 함.

표본상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의 상 계를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상 계를 가짐.

<표 5>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 활용도 간의 상 분석

해석할수 있다. 그 이유로 이들계층이도서

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인지, 근성이 떨어져

서인지 본 분석에서는 명확한 결과를 밝힌 순

없지만 평생교육 로그램이나 움직이는 도서

과도 상 계가 없는 을고려한다면 근

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이

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

득이 많을수록 공공도서 이용률이높다고 밝

힌 바 있는데 앞의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재

우리나라 공공도서 은 상 으로 지식정보

소외계층에서 도서 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한 제

공 정도가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들 계층의 공공도서 활용도는 낮

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우리나라 지식정보격

차를 해소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되고 있지만, 사실상 도서 을 이용

하는주된 계층은｢도서 법｣에서 규정한 소

득층이나 노인층은 도서 이용에 있어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앞으로 이

들에 한 공공도서 의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3 OECD 주요국의 문화기반 통계 분석

2006년 8월에 연구된 �OECD 주요국가의

문화경쟁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서 이용

률의 경우 2002년～2005년까지의 유효통계를

기본으로 볼 때 국민 체의 총량으로서 방문

객수는 1 일본, 2 미국, 3 국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2005년도 기 으로

4 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방문횟수를 기

으로 할 경우 1 일본, 2 스웨덴, 3 국,

4 한국, 5 미국 순으로 나타난다.

도서 가입자 수를 기 으로 7개국을 비교

하면 1천명 당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1 국, 2 일본, 3 국으로 조사되었다.

도서 이용률과 도서 가입자 수의 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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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서 가입자

는 일반 방문객에 비해 도서 을 정기 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 이용 고

객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체 방문객수 방문회수 모두 1

이고, 도서 가입자수는 2 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1인당 도서 방문횟수가 11.24회로 월 1

회 정도 도서 을 방문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 문화향유만족도등도 알

수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도서 을 통해 다양

한정보를얻고교양을넓히는등삶의질 만

족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문화

연구원 2006).

문화기반부문 한국의 문화기반의 경쟁력은

문화여가에 한 정부지출이 9개국 6 , 공

공도서 의 숫자는 10개국 9 , 도서 에 비

치된 장서 수는 11개국 7 이다. 한국의 경

우 공공도서 의 수는 최하 권이지만 도서

방문객 수는 평균에 이르고있어 문화경쟁력에

있어서 잠재력이 실화될 수있음을 보여 다

(한국문화 연구원 2006).

공공도서 은 지역문화기반시설의 하나로

비 리, 공익시설이기에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더욱필요한 시

이다. 공공도서 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문화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높아질 것이다.

3.4 기여도 분석 방향

앞에서언 한바와같이 재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에서 필수 인 문화기반시설로서 지

역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감하고있는 상황이

고 최근에 개정된｢도서 법｣에 의한지식정보

격차해소에 한 부분에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 이다.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많고 문화인

라가 열악한 지역의공공도서 은 이들의 정보

욕구를 해결해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층별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해 연구하고 평가하는 일이 더욱 요해졌다.

이에 공공도서 의 지식정보격차해소 기여도

를 심도있게 분석하기 해서는 우선 지역의

공공도서 이용자를 계층별로나 고 실제 설

문조사를 통해 좀 더 면 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인구통계정보

(지역사회 거주민의 연령, 성별, 직업, 교육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 계획, 지

역 내 단체 상업 정보, 도서 향권, 지역

의 교통 패턴, 지역 내 다른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하는 정보, 교육 문화서비스의 양 ․

질 내용을조사할수 있다. 이외에도설문조

사를 진행할 때계층별로 공공도서 의 기여도

를 분석하기 한 항목으로 어떤 부분을 포함

시켜야할지 객 인 기 에 한 연구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

한공공도서 의기여도를 분석할 수있는

여러다른 방법들을생각해볼수 있다. 환경 분

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향력 평가 지침을 공

공도서 의 향력 평가지침으로 응용해 활용

할수 있을것이다. 향력 평가는 국민들 체

의삶이균형있게향상될수있도록하기 한

사회의 정책, 제도 시스템을 포 하는 개념

이기 때문이다. 공공도서 의 경제성 측정을

통한 방법도 가능하다. 경제성은 공공도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 으로 비용-편

익분석을 통해 이용자집단에 한 편익분포,

도서 서비스에 한 편익분포, 도서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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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경제 인구통계사이의 련성등을 측

정해 재정투자를 보다 정량화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국 웨일즈 등에서 사용하는 문화

지표도활용 가능할 것이다.7) 문화지표는지역

문화 지역문화 환경과 한 련이 있어

지역의 실정을 살피는데 도움이된다는 측면에

서 고려해볼 수 있다.

4. 결론 제언

지 까지 공공도서 의 지식정보격차해소

기여도 분석에 한 기 연구를수행하기 해

지식정보격차해소와 공공도서 에 해서

기존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방법으로 수행하

고 일부 필요한 항목에 해서는 피어슨 상

분석을 실시하 다. �2006 문화향수실태조

사�, �2007년말 재 공공도서 운 황�을

참고하여 공공도서 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

립도의 계,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

활용도 계를 분석해 보았다.

공공도서 과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의

계에서는 공공도서 수와 이용자수, 1 당 인

구수, 1인당 운 산, 1인당 장서수,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 산 등을 살펴보았는데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체 으로 재정자립도

가 낮은 지역에 공공도서 이 더 많이 지어지

고 복지 산도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

한 경우로 보여진다. 그러나 도서 의 이용자

수나 공공도서 1 당 인구 비율로 보았을 때

는 도시에 인구가 집되어 있는 환경 요

인으로 도서 운 산, 장서수는 낮게 나타

남으로써 인구가 많은 도시에 아직도 더 많

은 공공도서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

다. 한 자치구별로 상황이 다르고 통계청이

나 국가인권 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

타나듯이 실제 국민들의체감정도는 다른 것으

로 보아 각 지역의 상황을 면 히 분석해 공공

도서 건립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요하다.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 활용도

계 분석은지식정보취약계층인노인 기 생

활보장수 상자와 1 당 공공도서 의 이용

자수, 열람책수, 출책수 간의 상 분석을 해

본 결과 세 지표 모두 음의 상 계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65

세 이상의 노인과 기 생활보장수 상자의

비율이높은지역일수록이용자수, 열람책수,

출책수는 낮아지는 경향을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6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서도나

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공공도서 이용률이 높다고

밝힌바있는데 재우리나라공공도서 은상

으로 지식정보소외계층에서도서 의필요

성을공감하도록하지못하고그들이원하는서

비스에 한제공정도가부족한것으로해석할

수있어이들계층과공공도서 의활용도는낮

7) 국 웨일즈의 문화지표를 보면 략/정책결과, 자원이용, 서비스 근, 서비스 달/질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도서 련 부분을 살펴보면 략/정책 부문은 인구 1,000명당 참여율, 출수, 인터넷 속수를, 자원이

용 부문은 인구 1,000명당 여가문화 산, 도서 의 이용자당 비용을, 서비스 근 부문은 도서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가구의 비율, 자신의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여가 문화시설에 만족하는 주민비율, 체계 인 여가문화활동에

참가하는 주민/가구 비율을, 서비스 달과 질 부문은 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 만족하는 이용자 비율

을 측정하고 있다(한국문화 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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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 여러 문헌 분석연구에서도살펴보았듯

이 공공도서 은 경제 수 , 빈부격차에 따

르지 않고 구나 릴 수 있어야하는 지역의

핵심문화기반시설로서 여러 종들 지역주

민들을 상으로 그들이 필요한 정보, 교육, 문

화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러나

사실상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주된계층은 나

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이용한것으로 조사되어

｢도서 법｣에서 규정한 소득층이나 노인층

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 으로 연령, 지역, 가구 소득 등에 따

른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정보취약계층에 한 공공도서 의 역

할을 강화하기 한 노력은 개별 도서 의 노

력만으로 어렵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서 시행되는 다른 행정과 복지 서비스 등을 연

계하거나 력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는 공공도서 의 향력 평가,

경제성 측정, 문화지표 개발 등을 통해 지식정

보격차 해소의 기본방향과 ․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한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라이 스타일이나 지식정보격차해소와 련한

요구를 세심하게 악해 한 방식의 서비스

를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 요하겠다. 반면

개별 도서 에서는 지식정보격차해소 활동을

한 재정 , 행정 지원을 확보하기 해 지

역사회 내 이들 계층에 한 구체 이고 상세

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 이를 기반으로 법률

에서도 보장된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확보해야 한다. 그 외

에도 사회복지 부문 등에서와 같이 민간부문에

서의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다른 유 기 이나

이부문시민단체등과의연 도 요할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기여도 분석을 한 기 연구만을 진행

했기 때문에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향후 공

공도서 의 여러 구성요소들과 지역의 문화요

소를 하게 반 해실제 설문조사를 병행한

좀 더 면 한 분석이 요구된다. 공공도서 이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가장 많은기여를 하는 지

역핵심문화기반시설로 인정받고 성장하기

해서는 좀 더구체 이고 다각 으로 공공도서

의 기여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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