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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지역에서 국가 간 정보격차가 가장 심한 지역은 어디일까? 그곳은 자본이 좀처

럼 흘러 들어가지 않는, 강국의 침탈과 노예로 팔려가는 식민지의 역사가 있는 아프

리카 륙이다. 독립 후에도 과거의 빈곤과 고통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현재진행형으

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하여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아프리카 토양에 

맞는 현지화를 목표로 하는 도서관 수출 전략이다. 아프리카 실정에 맞는 마을 도서

관을 건립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자체동력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 압축적인 경제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성공요인은 바로 교육, 기술, 지식, 정보를 인적자본을 통하여 실행하였기 때문에 가

능하였다. 즉, 외국의 선진기술과 선진산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시켰기에 

성공한 것이다. 한민국의 도서관 수출전략은 개발원조의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파

트너십의 관계이고, 도서관을 아프리카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인적자원을 통하여 현

지화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한민국 도서관 수출전략은 국제사회에 문화 강국으로서 한

민국 이미지를 확산시켜, 국가브랜드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실

질적인 외 외교에서도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륙으로의 도서관 수출 전략을 장기적인 국가 정책사업

의 선도전략으로 제안하는데 있다. 

아프리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수출 전략(LES) 연구

(A study on the Library Export Strategies of 

Korea to reduce the digital divide in Africa)

윤재관 서울 학교 행정 학원 정책학과 | 김상희 서강 학교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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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정보화시 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지식기반경제를 향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정보격차는 90년  후반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1). 선진국들은 ICT(정보통신기술)투자를 통해 경제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이는 반면, 

투자가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림1>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2010

출처: ITU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database  

인구 100명당 선진국은 인구의 71%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단지 21%,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는 9.6%로 세계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ICT의 기초인프라가 절 적으로 부족하여 국가 간의 격차는 더욱 더 심해 질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시 에서 이 지식정보통신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다. 그러

나 아프리카지역의 도서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절 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아프리카지

1) 이영수 서영호. 2006. “국가 간 정보격차 현황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State of Digital Divide Among 

Countries)” ｢동아시아경제사회연구｣, Vol.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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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증 되고 있는 정보격차의 간극을 해소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 

역량이야말로 시 적인 요구라 할 수 있다.

<표1> 지역별 사회기반 격차

구   분 기대수명 문명율 교육지수
1인당

GDP(＄)
인간개발지수

(HDI)

세   계 66.7 79.2 0.74  6,980 0.716

개발 

도상국

평    균 64.5 72.9 0.69  3,530 0.647

최 빈 국 51.7 51.6 0.47  1,170 0.442

아랍국가 66.4 61.3 0.62  4,550 0.648

동아시아 및 태평양 69.2 85.3 0.81  3,950 0.719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연안 69.6 87.8 0.83  6,880 0.760

남아시아 62.5 55.1 0.54  2,280 0.564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48.8 59.6 0.54  1,640 0.467

동유럽국가 & CIS(구 소련) 68.5 98.6 0.91  6,290 0.777

OECD
평    균 76.6 97.5 0.94 22,020 0.900

최부국 OECD 78.0 98.9 0.97 26,050 0.928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주 : 교육지수(문명율 + 초중고등 교육 참가비율을 기초로 계산)

인간개발지수(기대수명 + 문명율 + 교육 참가비율 + 1인당 GDP를 기초로 계산)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적(Hard ware)영역과 인적(Soft ware)영역, 기초인프라(Infra 

structure) 영역이 취약한 아프리카 륙에 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정보격차의 장벽을 해소하고 

제거하는 데 있다. 위 지역별 사회기반 격차는 또한 열악한 아프리카 륙의 현황을 나타내어 

문제점이 제기된다.

사회기반을 생성하는 중심에는 교육이 있고, 사회기반을 끌어 올리도록 도서관은 양질의 

인적자본을 생산하는 핵심적인 지식발전소가 된다. 개인에서 확장된 신뢰와 자신감은 사회자

본이 되어,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기제(Mechanism)가 완성된다.

그 다음 목적은 도서관수출전략(Library Export Strategy: LES)을 한민국의 선도적 사업으

로서 정책적으로 제안하는데 있다. 이는 또한 국제사회에서 문화강국의 한민국이미지를 제

고하여, 국가브랜드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아프리카에 한 도서관수출전략(LES)이 한민국의 선도적인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한다

면, 국제외교에서도 한민국의 전략적 측면의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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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아프리카 도서관 수출전략(LES) 개념도

2. 연구의 방법과 한계점

연구의 상과 범위는 개도국 전체를 상으로 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의 새로운 변화를 조사해보고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출전략과 아프리카의 현지 특성과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해외사례와 국내사례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문헌연구를 병행하여 아프리카 

륙의 가나, 케냐, 잠비아 도서관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내용적 한계는 먼저 IT 기반시설에 한 기초적인 지원이 없이

는 국제원조(ODA)차원의 정보통신기술(ICT)지원이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이다. 또한 다양한 NGO단체 및 개인과 민간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 적으로 크다는 점이

다.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되기에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

성 측면에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한 도서관 지원 연구가 절 적으로 부족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표

나 통계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하여 아프리카 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연구방법의 

한계가 있었다. 

  

Ⅱ. 도서관 수출의 이론적 배경

1. 지식정보화 시대

도서관은 정보화시 와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인적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며,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을 갖춘 환경에서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게 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

장동력인 사회자본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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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자본

이제연(2007)은 인적자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1960년  Schultz를 시초로 Becker, 

Miner 등에 의해 도입된 인적자본의 개념은 경제학 전반에 걸쳐 커다란 이론적 발전의 하나

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일반화된 정의로서 인적자본은 인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미래 금전적 소득과 소

유주의 미래 소비의 비금전적 형태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이라는 것이다.

둘째, 인적자본에 한 금전적 정의로써 이는 국내 총생산(GDP)과 개인의 소득과 같은 수

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의 통계가 단지 금전적 보상의 형태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개

인의 미래 금전적 소득과 관련된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인적자본은 인간으로부터 분리 될 

수 없고 소유주의 미래 금전적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정의는 인적자본의 

범위 내에서 단순한 비숙련 노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주된 기능은 미래 금전적 수익을 증가

시키는 자산의 축적은 인적자본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다. 그러한 정의의 가장 직접적이고 단

순한 실행은 생애소득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인적자본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셋째, 비숙련 노동을 배제하는 것으로써 인적자본의 금전적 정의이다. 즉, 인간으로부터 분

리될 수 없고 단순한 비숙련 노동에 의해 획득된 소득을 넘어 소유주의 미래 금전적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이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한 개념정의는 현재의 교육경제학

이나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지지하는 입장이다(정일환 외, 2002).

정리하면 인적자본의 개념은 인간이 교육, 훈련 또는 다른 활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사실과 관계있으며, 이런 활동들은 그들의 삶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여 미래의 소

득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사회자본

2006년 World Bank는 한 국가의 자본은 자연자본(Natural capital), 생산자본(Produced 

Capital) 그리고 무형자본(Intangible capital)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국부의 3요소로 진단한다. 

또한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Where is the Wealth of the nation?)’라는 보고서에서 한나라

의 국부는 사회자본이 핵심적인 결과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2)

2) 박성우(Seong-Woo Park) 장우권(Woo-Kwon Chang). 2009. “사회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에 관

한 고찰(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the Social Impact of Public Libraries)”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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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와 장우권(2009)은 도서관의 역할을 사회자본 창출과 연결시킨다.

“사회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구성요소는 호혜

성, 신뢰, 연결망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회는 자본이 개인이나 특정한 개인들 또는 특정집단

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을 신뢰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때 

유·무형의 이득이 생긴다”는 것이다(정병은, 배영. 2006.12). 이 사회자본의 역할을 도서관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2> 학자별 사회자본 개념의 구성요소

주요학자 신뢰 규범 네트워크 의무감 경계(폐쇄성) 호혜성 믿음 규칙 시민참여

Putnam, 1993 ● ● ● ●

Fukuyama, 2001 ● ●

MSU SCIG, 1998 ● ●

World Bank, 2000 ●

Coleman, 1998 ● ● ● ● ● ●

Bourdieu, 1982 ●

Lin, 2001 ●

Burt, 2001 ●

Portes, 1998 ● ● ● ●

Adler & Kwon, 2000 ● ● ● ● ●

출처 : 박성우(2009)

2. 정보화시대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도서관 전략

1) 경쟁력 강화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시 에는 지적자본이 곧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기 때문에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와 정보에 한 접근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보화 시 의 국제

개발협력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허브(Hub)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도서관 수출’의 함의는 ODA 전략이 국제시장에서 선진화된 국제무 에

서 선점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

는 생산적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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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오늘날의 경쟁력은 산업개발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유연한 정보

응용력에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적 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투

자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ODA형식의 도서관 수출이 갖는 경쟁력은 단기적으로는 선진화된 도서관 시스템 

및 설비를 지원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식 경쟁력을 통해 각 산업과 사

회부문에 연쇄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파급된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된다. 

2) 정보격차 해소 

아프리카 지역에 도서관수출 전략은 현지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그곳에 인터넷과 ICT와 최

첨단 하이테크기술을 채워 넣는다 해도 보완적인 투자 없이는 인적자본이 집약되어 사회자본

으로 형성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림 3> 도서관 사회자본 창출 메커니즘

신뢰

-사람의 신뢰
-제도의 신뢰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개  인

-개인 계발의 동기

공 동 체

-호혜성
-네트워크

사  회

-사회문제해결
-보편적 서비스

도 서 관

(MECHANISMS)
성  과

(OUTCOME)
형 성 원

(SOURCES)

이 용 자

-창의성 개발
-민주시민
-정보화 시민
-개인 발전

도 서 관

-신뢰의 기관
-정체성 확보
-지역사회 핵심기관
-사회 통합

출처 : 박성우 외(2009)

박성우(2009)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990년  후반이후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하

여 연구해온 OECD는 정보격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가능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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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개인 간·가정 간·기업 간 그

리고 지역 간의 격차”3) 즉 정보격차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한다.

첫째, 정보통신(IT)과 인터넷에 한 접근(Access)의 차이.

둘째, IT와 인터넷의 활용의 차이가 그것이다. 국가와 국가사이에 존재하는 국제정보격차

를 OEC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가능성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수준

에 있는 국가 사이에 나타나는 격차” 쉽게 말해 국가 간의 ‘IT-haves와 IT-no haves’의 차이를  

의미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산업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은 인

터넷을 포함한 IT라는 것이다.

한편, 비판으로 힉스(Heeks)는 IT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더 가속화시킬지 모른다는 IT에 

한 기  때문에, “(후진국에 한) 자금 제공자들은 그들의 자금제공 우선순위를 IT로 바꾸

고 있다”고 비판한다.4)

빌게이츠 역시 “건강에 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육과 여타의 기본적 여건이 미흡한 상

태에서 후진국에게 컴퓨터를 제공하고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

인지” 의문을 표시한다.

김기홍(2004)은 IT와 개도국의 경제성장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개도국의 경우 IT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에 한 명백한 실증적 증거는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경험을 고려할 때 IT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둘째, IT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에 동조하더라도 

개도국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IT에 한 투자와 함께 IT투자에 한 보완적 정책이 시행되

어야 한다.

정리하면 개도국에 있어서도 IT의 보급과 활용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성장과 관련된 보다 근원적인 보완적 투자가 

필요하다.

3) OECD(2001).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between individuals, households, business and geographical 

areas at different socio-economic levels with regard both to their opportunities to acce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s) and to their use of the Internet for a wide variety of activities.

4) Wallen(200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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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근성 향상

접근성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physical barrier)과 내용적 장벽(content barrier)제거하여 유비

쿼터스(Ubiquitous)5)를 실현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과거의 접근성 개념이 시설방문에 한 

공간적 접근성을 말하였다면, 현재는 웹 접근성을 통하여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는 유비쿼터

스 개념의 접근성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현실에서는 이 웹 접근성이라는 개념은 

요원하다.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도서가 없는 절 적으로 빈약한 상황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웹 접근성은 판타지 영화처럼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지리적, 물리적, 내용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마을 도서관(Folk library) 건립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인다.

둘째로, 물리적 공간 안에 도서를 확충하여 내용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열악한 에너지원으로 전기가 없는 지역에 태양열과 풍력과 같은 체에너지를 이

용하여 시간적 장벽을 제거하여,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마음껏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 초기단계에 다루어져야 할 접근성이다. 

Ⅲ. 국제사회의 개도국 도서관 건립 현황

1. 해외 도서관 건립 사례 현황

1) John wood의 룸투리드(Room to read)

(1) 설립취지

룸투리드(Room to read)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임원이었던 John wood가 1999년에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네팔 오지에 어린이 도서관을 세워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및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독서에 한 평

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

5) 라틴어 ‘ubique’를 어원으로 하는 영어의 형용사로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하는’이라는 사전적 의

미를 가지고 있다.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

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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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 도서관이 건립된 후에도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빈

민지역의 도서관 건립으로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있다. 

(2) 프로그램

 ① 리딩룸(Reading room program)

리딩룸 프로그램은 빈부, 민족, 기타 사회 문화적 장벽에 가로막혀 문화적 장애를 겪고 있

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개발도상국 곳곳에 11,246개의 도서관을 설립했다. 리딩룸 시

설은 룸투리드에서 발행한 현지 언어로 된 어린이 도서 및 기부된 영어책과 게임, 가구로 이

뤄져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도서관의 자원을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

하고, 둘째, 교육에 한 인식을 강화시켜 어린이 교육환경 제고에 힘쓰며, 셋째, 도서관이 지

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 사서, 교사의 역량을 높이는데 지원하는 것이다.  

 ② 현지 언어 출판(Local Language Publishing program)

어린이 도서의 질과 다양성의 제고를 위해 해당 지역의 작가와 아티스트의 새로운 동화책

을 현지어와 영어로 출판하며, 학교와 도서관 네트워크를 이용해 배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성 평등, 환경, 건강, 예술, 기초학습, 도덕, 시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읽기를 고무시

켜 사고를 확장시키고 나아가 평생 독서습관을 길러 창의적인 문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LLP사업은 현재 8개국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네팔,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베트남에서 25개의 언어로 출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까지 553개의 어린이 도서를 

출판했다.

 ③ 학교 설립(School Room Program)

현지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학교를 만들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

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설립 사업은 첫째, 초 ․ 중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둘째, 교내에 

룸투리드 도서관을 설립해 교육적인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셋째,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유

치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6개국인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에서 학교 및 도서관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1,442개의 학교를 설

립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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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녀 장학금(Girls' Education Program)

2000년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룸투리드는 여자아이들의 교육을 별도로 지원하면서 개발도

상국의 소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장기 장학금을 운영한다. 이는 여성의 교육뿐만 아니

라 그 가족 및 지역 사회 모든 이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HIV/AIDS 기타 질병예방 및 

일반경제 개발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8개국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잠비아에서 총 

10,590명의 여자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

<그림4> Room to read 각 프로그램 현황

출처: www.roomtoread.org

2)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1) 설립취지

미국 William H. Gates의 자선단체인 빌 앤 맬린다 게이츠 재단은 기업의 사회참여 일환으

로 독립재단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활동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제발전을 위한 도서관 재정지원, 둘째, 국제의료(Globlal heath), 셋째, 미국의 비정

부기구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부격차 극복을 

위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발전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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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인터넷 친환경적인 공공도서관 보급)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세계인 가운데 50억 명, 전체의 90%의 사람들이 컴퓨터, 인터

넷 사용의 기회가 열악하다고 언급하면서 공공도서관은 인터넷 접근성과 컴퓨터 교육을 제공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거점 장소로 도서관을 꼽으며 이에 

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10개국인 칠레, 멕시코, 보츠와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폴란

드, 불가리아, 베트남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도서관 건립 ODA 현황

1) 비정부기구(NGO)

(1) 코피온(COPION)

 ① 주요 사업

코피온은 외교통상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해외봉사와 구호활동을 통해 NGO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빈곤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피온의 주

요 활동으로는 장·단기 해외봉사단 파견, 해외문화복지센터 운영, 개발도상국 NGO지원사업, 

지구시민 교육 등이 있다. 

1999년 사업개시 이래 현재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43개국 150여개 해외 

NGO에 3천여 명의 현지 NGO들이 빈곤완화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 개선사업 및 문화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② 도서관 지원현황

코피온은 캄보디아, 네팔,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에 해외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도서

관 운영, 컴퓨터 교육, 지역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지 주민의 문화 접근성 향

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몽골 울란바토르 작은 도서관

코피온과 몽골국제 학교(MIU)가 협력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동쪽 외곽, 도시빈민층이 

모여 살고 있는, 차이쯔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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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며 몽골어, 한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이뤄진 

동화책, 소설책, 교과서 등 각종 서적을 구비하고 있으며, 매달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개최해 문

화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이쯔 지역 아이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네팔 마을도서관(KNWC: Korea-Nepal Welfare Center)

카트만두 테쿠는 ‘네와리’라는 부족과 일자리를 찾아 이주해 온 인도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낮은 교육의식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기초교육을 받지 못했다. 코피온은 테쿠 지역

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 도서관 이용층을 상으로 기초수학 및 

네팔어, 영어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지적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러시아 마을 도서관

아시노브까 마을에 위치한 코피온 도서관은 책뿐만이 아니라 DVD 여가 활성화 되어 있

다. 비록 천여 권 정도의 장서규모로 비교적 작은 도서관이지만 마을주민을 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등 문화교육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코이카(KOICA)

 ① 주요사업

  ⒜ 기초 교육분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정책, 인력양성, 시설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교사 및 

행정인력을 양성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전달을 위한 시설 및 제도를 구축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 정보통신

각 국가별 ICT 인프라 발전단계를 고려해 지원전략을 차별화 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지

역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ICT 정책 및 인프라를 갖춘 점을 감안

해 전자정부 및 제도 구축을 지원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등 ICT 초기단계인 국가는 기초 ICT 인프라구축 및 인력양성부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남미

는 ICT 응용기술 부문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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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도서관 지원 사업

  ⒜ 몽골 울란바토르 시립도서관

현지에 맞는 새로운 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본적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터넷 

정보환경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정보접근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e-컨텐츠 도입 및 기존에 인쇄물에 집중됐던 컨텐츠 종류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 도서관 정보화 지원 사업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세계경제외교 학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인적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게끔 지원했다. 2006년부터 2007년까

지 85만 달러를 들여 원문 관리와 콘텐츠 시스템, 그리고 분산검색 시스템 등 전자도서관 시

스템과 멀티미디어실 및 참고열람실을 확충했으며 장서규모를 35만권으로 늘렸다.6) 

<그림 5>한국-우즈백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시스템7)

Management
Division

Execution
Division

Cooperation
Division

KOREA UZBEKIST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ad Office
Embassy in Uzbekistan

KOICA
Head Office

Uzbekistan Office

ISP

PMC

University of 

Economy and

Diploma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 전략 계획

*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 사업관리컨설팅 

6) 최영미. “개발도상국 전자도서관 구축 지원과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2009.pp.21

7)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벡 세계경제외교대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사업형성조사 결과 보고서”.2005.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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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호치민 정치아카데미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43만 달러를 투입해 베트남 전역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반

인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실시했으며, 시스템운영을 위한 IT 기자재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KOICA는 베트남 도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보열람에 적합한 도서관 환경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정기방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2) 정부

(1) 라오스 슈파노봉대학 도서관8)

 ① 설립취지

정부는 외원조의 일환으로 2007년 라오스 루앙푸라방시에 위치하고 있는 슈파노봉 학

교를 신축해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주로 교과서 중심으로 이뤄졌고, 정보통신기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MARC 구축과 검색만 가능한 간단한 시스템을 설치했다.

특히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서교육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현지 

사서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자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② 지원방향

  ⒜ 도서공급

라오스 지역은 출판 산업이 열악하며 태국어 책 혹은 영어책이 많다. 그러므로 현지 교수

들의 추천리스트를 바탕으로 교과서, 참고서, 교양서를 포함해 총 21,250여권을 공급했다. 

  ⒝ 사서교육

현지 사서교육은 도서관 시스템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도서관 수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동 계획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아시아 동반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서관 사서교육

의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 장비공급

컴퓨터 12 로 이뤄진 멀티미디어실을 확보하고, 열람  및 복사기 등의 장치를 구비했다. 

도서 분실 방지시스템은 비용을 고려해 구비하지 않고 신 가방보관소를 설치해 효율을 높

였다. 이밖에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해 전체적인 서가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8) 김휘출. 2008. “국제협력사업으로서 개발도상국 사서교육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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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 전산시스템

현지 인터넷 구축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전체적 전산화 작업은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개했다.    

3. 도서관 수출 전략에 대한 시사점

국제사회의 도서관 건립 지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도서관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려

되어야 할 점은 기초 인프라의 부족과 사후 지속적 관리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아

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900여개 이상의 부족들 사이에도 문화, 경제, 환경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지원전략을 구상할 때 해당 지역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식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 전자정보 재단(EIFL)의 공공도서관 혁신 위원회(PLIP)가 선정한 개발도

상국 공공도서관 혁신서비스 제안 중 아프리카의 가나, 케냐, 잠비아에 한 전략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9)

<표 3> PLIP의 아프리카 공공도서관 혁신서비스 전략 

지역 주관 주요 전략 내용

가나

HATS Community

Empowerment

Programme

/Ghana Library Board

ICT기술 보급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200명의 핵심정보제공자를

양성해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

케냐
Kenya National

Library System (KNLS)

도서관의 건강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e헬스 서비스를 도서관에

도입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

지적수준 환경을 개선

잠비아
Lubuto Library

Project, Inc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언어교육프로그램

One Laptop per Child

(OLPC)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독서 환경 제고

<표3>과 같이 EIFL은 가나의 인적 인프라 부족을 파악하고 200여명의(여성 140명, 남성 60

명)의 핵심 정보전문가를 양성해 그들을 멘토로 삼아 다음 세 의 리더로서 훈련, 기술, 지원

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케냐의 경우에는 시골 및 원거리 지

역에서 가장 필요한 건강정보를 도서관에서 제공하며 e헬스 서비스를 도서관에 보급시켜 기술

9) http://www.eifl.net/cps/sections/services/p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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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건강정보 제공자로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을 소개했다. 그리

고 잠비아의 경우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고아 및 취약아동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족언어로 교육받을 수 있게끔 One Laptop per Child(OLPC)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 같은 현황분석은 아프리카에서의 도서관 건립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도

서관 전산화시스템을 갖춰 효율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터넷 보급률 향상이 절

실한데, 이것에 한 기본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제 로 된 지원계획을 세울 수 없

다. 따라서 물적 인프라의 구축 및 이에 한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열악한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지에 알맞은 도서관 정착을 위해서는 현지 사서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한국의 선진화된 사서양성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국경 없는 사서회와 같은 NGO단체와 연계해 자원봉사 활동을 접목

시킬 수 있다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개발도상국 현지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지원

국-NGO의 파트너십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긴 하게 응용

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물적, 인적 인프라와 그에 한 운영시스템의 관리가 상호 협응적으

로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아프리카의 문화적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Ⅳ. 아프리카 도서관 수출 전략

1. 하드웨어(Hard ware) 인프라 확충 전략

1) 마을(Folk) 도서관

아프리카는 공공도서관이 체계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전 인

구에게 제공되는 문화공간이 절 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마을을 한 범위로 하는 ‘마을도서

관’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민의 도서관에 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 간 마을 도서

관과의 네트워킹을 이용해 문화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마을도서관은 해당지역의 경

제,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위치해야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지원국의 일률

적인 모듈에 의한 기계적 수출이 아닌 친 현지 환경적인(local friendly)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가옥구조를 기초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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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민들의 생활습관을 반영해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등이 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 UNWTO 산하 UNST-EP재단에서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hank you Small 

Library)’라는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MBC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

다.10) 이 사업은 아프리카 가나 14개 지역에 걸쳐 진행된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저개발 

국가인 가나 어린이들과 여성에게 책 읽기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와 사업전

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도서관 수출이 현지 문화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의 기호를 반영

해 장서를 확보하고, 건물의 신축보다는 기존 마을 건물을 이용하거나 개보수하여 도서관의 

지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용자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의 중심시설이 될 수 있게끔 도서관, 복지관, 아동시

설, 노인시설 등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형태의 도서관으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을 

도서관마다 접근성의 높이기 위한 ‘이동도서관’의 조성이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 

     

2) 도서 지원(언어상이: 재정지원)

도서관 수출과 관련해 꼭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은 현지어로 제작된 도서지원이다. 부분 

경제적으로 낙후한 도시가 많기 때문에 출판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

을 위한 최소한의 교과서 구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장서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금마련 플랜을 기획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계를 통해 재정

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3) 컴퓨터 지원 

(1) e-learning 인프라 구축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내 이러닝(e-learning)산업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지만 2010년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기업의 약 46%가 해외시장정보 부족 및 기술지원 

부족과 각종 표준기준 부재를 원인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11)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원활한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보의 전면적인 표준화가 선

10) http://welfare.imbc.com/slibrary/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2011.5.24일

11) 지식경제부. e-leanrnign 실태조사 보고 .2010. (http://news.nate.com/view/20110422n2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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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필요가 있으며, 1인 PC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서 정보화 허브를 곳곳에 만들어 정보네트

워크 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 정보화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도서관의 해외진출은 아직 미흡한 실정

이므로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2)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보급

우리나라는 정보화 후발국 주민을 상으로 현지 수요에 따른 수준별 ICT 교육을 통해 국

가 간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고 파견단원 ICT Korea 홍보기능을 강화해 현지에서의 전략적

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12) 

첫째, 현재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약 1개월 파견), 한민족정보화지원단(약 3개월 중기파

견), 한국유엔 IT 봉사단(약3개월 중기파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파견 사업은 국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한류확산 및 국내 ICT 기업 해외진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둘째, 우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ICT 활용 및 국가 

성장 자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ICT 기반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데 있어서는 개도국 ICT 자문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자문내용의 만족도를 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개선사항 및 현지와의 피

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전자단말기 지원

개발도상국의 도서관은 교과서, 교양서적을 포함한 장서의 절 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

단말기의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Worldreader’단체가 

전자단말기 킨들을 이용해 아프리카 가나의 문맹퇴치 및 교육 원조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

을 사례로 들 수 있다.13)    

특히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기 위한 기초공사 및 장서구입과 유지비용이 소비되는 것에 비

해 전자단말기의 사용은 한계비용이 제로라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또한 인터넷과 단말

기만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 장서확보가 가능한 발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12)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년 정보격차해소 백서 中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 동향.2009. pp.336 

13) www.worldread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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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Soft ware) 인프라 확충 전략

1) 사서 

(1) 사서 교류

 ① 선행연구-아프리카 사서연수 사례14)

2008년부터 시작된 “아시아․아프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프로그램”은 매년 4개국에서 각각 1

명의 사서를 초청해 6개월 동안 한국어 연수와 한국문화 탐방, 사서연수를 동시에 진행했다. 

사서연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 학교, 한양 학교 등 학연계로 이뤄졌다. 

 ② 교육내용

사서교육에는 분류, 목록, MARC, 도서관전산화, 수서관리, 연속간행물관리 등의 분야가 포

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현지사서 교육을 도서관 보급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같은 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과 해당 도서관 교류국

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사서 블로그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용

해 현지 언어로 된 동영상 강의, Q&A사이트 운영, 한국 학의 문헌정보학과와의 인턴십 기

획 등을 고안할 수 있다.  

    

 ③ 보완점

전자정부기반이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는 IT 기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지의 공공도서관을 주축으로 ‘정보화 마을’을 구축할 수 있다면 해당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수준도 함께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인력 및 기초 인프라의 부족은 도서관 업무 자동화를 이용해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도서관 전산화와 관련된 사서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4) 김휘출. 국제협력사업으로서 개발도상국 사서교육 사례연구.2008.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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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아시아․아프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참가자 현황

출처 : 김휘출(2008)

(2) 자원봉사자 및 인턴제도

현재 개발도상국에 도서관 짓기 사업은 NGO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효율

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에는 청(소)년 자원봉사 네트워크 조직의 기여가 크다. 예를 들어 

아시아 아프리카 희망기구(WHAF)의 경우15) 도서관 보급운동 및 교육문화 지원사업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제 구호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으며, KOICA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파견 인력풀’제도를 이용해 상시 전문가 등록․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 원조사업에 한 타당성 조사 및 평가와 신규 사업에 한 자문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같은 전문가 해외파견 이외에도 학 문헌정보학과의 교류 인턴십을 기획해 해당국가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면서 한편으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실무적인 감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자 제도가 단순한 봉사시간 인

정을 벗어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면 인적 자원의 질적, 양적 측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15) World Hope Asia & Africa Foundation(WHAF) http://www.wha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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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Finance)

1) 국가적 ODA 부문

(1) 전략 및 추진방향

공적개발원조로 정의되는 ODA는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Resource 

Flows)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해 우리나라는 천년개발목표(MDGs)달성 위주의 인도적 지원을 확

하고 있으며, 전략적 외원조 제공이 필요한 국가를 상으로 ‘국가별 지원전략’을 수립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표 4> 2009년 대외무상원조 실적통계16)

(단위 : 백만원, 천불)

지  역 국가(가구)수 금액(￦) 금액(＄) 비율(%)

총  계 56(21) 355,747 279,258 100

아시아 16 144,117 113,131 40.5

아프리카 18 67,907 53,306 19.1

중남미 11 36,302 28,497 10.2

중  동  5 23,530 18,471 6.6

동구 및 CIS  6 24,122 18,936 6.8

국제기구 21 29,240 22,953 8.2

미분류 - 30,529 23,965 8.6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KOICA)

16) KOICA . 대외무상원조 실적통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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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및 향후 전망

<그림 7> 정부 ODA 운영체계1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 관계부처장관, 민간인사 등

실무위원회
▶ 위원장 : 국조실 기획차장   ▶ 위원 : 실국장, 전문가 등

관계부처

EDCF
(기금운용위)

외교부
(무상원조 총괄)

KOICA
(이사회)

협의

재경부
(유상원조 총괄) 실무협의 실무협의

실무협의

출처 : 국무조정실

양자 간 무상원조는 외교부 감독 하에 1991년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집행하고 

있다. 무상원조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외교부 재외공관 및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를 

통해 협력 상국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함으로써 시작되며, 그 결과를 토 로 외교부를 통해 국

회에 예산을 편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직접 혹은 위탁 실시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까지 아프리카에 15개소의(5억원, 1개소 기준 3천5백만원) 

작은 도서관 설립을 추진 중이므로 문화 파견사업에 한 아프리카 부문사업의 정부 지원은 

보다 확 될 것으로 기 된다. 

2) 민간 모금 부문

(1) 기업연계 모금

기업은 이윤추구 활동 이외에도 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이 글로벌 문화격차 해소 및 인적자본의 양성을 위해 아

프리카의 문화, 경제적 빈민층을 위한 도서관 지원금을 기획한다면 사회공헌 분야에서 신뢰 

및 상생에 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아프리카 도서관에 장서, IT 기기, 혹은 기부금 형태의 재원을 마련해 줄 경

17)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개선 종합대책.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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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것을 상징화할 수 있는 심볼(symbol)을 제작해 해당 회사의 마케팅에 응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도서관 지원 사업 재원마련 및 기업 이미지 개선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

 ① Library2.0 시대에 맞는 플랫폼 이용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Web2.0의 기술과 서비스를 응용한 Library2.0시 인 만

큼 개방형 구조를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기금을 할 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아프리카 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각 도서관 상

호간에 정보공유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그 자료를 구글 지도에 매쉬업(Mash-up)18)해 아프리

카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개발도상국에 도서

관 짓기 사업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의의를 시각적으로 심어 줄 수 있는 방식

으로 민간모금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기금마련 구조의 Control Tower 조성

아프리카 도서관 건립을 위해 기업, NGO, 개인, 기타 민간영역의 자금이 십시일반 모여 생긴 

재원은 적절한 Control Tower의 조성 아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관

형태로 기금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안된다면 현재 도서관이 가장 필요한 곳에 한 

정보를 기반으로 도서관 위치 및 인프라 구축에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만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사업의 경직화는 지향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투명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금의 Control Tower를 세우기 위해서는 

현지 간, 현지와 지원국 간 네트워크 조직의 유기적 소통을 담보할 수 있게끔 사업선정, 기금

운용 기타 주요사안에 관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 프로그램(Program)

 ① 교육(문맹률 해소)프로그램

아프리카에는 천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하며, 아프리카에서 파생된 언어는 네 가지 어족으

로 나뉜다. 첫째, 아프리카아시어족은 240개의 언어, 둘째, 나일사하리어족은 100개의 언어, 

셋째, 니제르콩고어족은 사하라남부에서 사용된다. 넷째, 코이산어족은 50개 이상의 언어가 

18) 웹서비스의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웹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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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그 외 식민지시 의 언어로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독

일어, 아프리칸스어, 러시아 등이 쓰인다.19)

이러한 다양한 언어는 도서관 건립의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구어와 활자화된 문어를 가르친다. 문자를 해독하지 않고 

서는 책을 읽고 정보를 이용하는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아프리카 인구의 약 80%가 사하라 사막 남쪽에 거주한다. 천연자원이 풍부함에도 아프리

카가 세계에서 가장 저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이유로 질병, 바이러스, 내전, 영양실조, 높은 문

맹률 등을 들 수 있다. 

도서관 이용을 위한 문맹률 낮추기 프로그램으로 모국어와 문화권에 맞는 영어나 프랑스어

와 같은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국어로 만들어진 도서는 절 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어인 영어로 프로그램을 실행

할 경우 영어권 도서 확충에도 유리하고, 정보해독과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② 독서클럽(자립)

독서클럽은 도서를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고를 확장시켜 생산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특히나 아프리카인들은 경제발전에 한 기 와 욕구가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즈음 인문학 프로그램에 한 국내에서도 여러 기관과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실행

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테마나 아프리카 지역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한다면 주

민들끼리의 소통을 돕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줄 수 있다.

    

③ 장애인 프로그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장애인도서관 이외에는 장애인도서관을 쉽게 찾을 수 없다.

또한 부분의 비장애인들도 모든 면에서 생존이 어려운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

하여 서비스한다는 점은 실로 파격적인 발상일 수 있다. 선행적으로 비장애인을 상으로 하

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정착된 후에야 장애인에 한 선택적 서비스를 하였던 역사를 보더라

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아프리카지역에서 내전과 질병, 배고픔과 보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장애인은 

많을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장애인도서관을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 하여 보급하여야한

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애인도서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9)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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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및 점자자료 순환서비스(잡지자료의 디지털 오디오화)

• 기존의 아날로그 컬렉션을 디지털 오디오 매체로 변환( 체자료 생산지원 서비스)

• 점자도서 제작, 수리 및 자문(Consultancy)

  - 점자 개발 및 국제표준에 따라 점자체계 정렬

  - 문맹퇴치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점자를 지원 

• 표준품질의 오디오 및 점자 포맷으로 자료 제작 및 카피 

• 다양한 오디오 또는 점자 형태의 자료 연구 20)

4. 현지화 네트워킹(Networking) 구축전략

지역화 네트워킹 구축전략은 아프리카 지역의 당사자인 국립도서관, 학도서관, 지역도서

관을 세 개의 망으로 이어 상호 협력하여 도서관 건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팅 

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에 국내와 아프리카 지역에 이 세 개의 망을 유지, 관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착되도록 컨트롤(Control) 기능과 허부(hub)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위기관을 운용

하는 Control & Hub Tower를 만드는 전략이다. 

1) 국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 1항 6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의거하여 국

제자료 교환, 국제기구자료 수집, 한국학자료 지원, 국제도서관연맹(IFLA) 등 국제도서관 단

체에의 가입과 활동, 주요 국립도서관과 도서관 표단 상호교류 등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

을 전개하여 각국 도서관과 상호발전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자료 교환(국제 상호 차 서비스)21)

자국발행 상 국 관련자료 교환협정 

국제기구 자료수집 및 교류활동

- 국립도서관 간 교류(2008년부터 튀니지 국립도서관과 업무교류를 실시)

- 외국도서관 간 교류협약 강화 및 문화 동반자 사업 추진

- 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이집트 국립도서관 5층)

20)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참조(http://www.nl.go.kr)

21)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참조(http://www.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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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국가 표 도서관인 국립도서관과의 협력을 확 하여, 아프리카에 도서관을 보

급하도록 한다.

2) 대학도서관

아프리카 지역에 도서관을 보급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MOU 등으로 네트워크

망이 잘 되어 있는 학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학에는 그 나라

의 도서관을 뿌리내리고 정착시킬 수 있는 애정이 있는 인적자원이 있다. 초기의 도서관 건

립시기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건립예정지 인근 학과 협력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3) 지역(Local) 도서관

처음에는 마을(Folk) 도서관을 여는데 집중한다. 도서관을 신축하는 데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기존의 지역건물의 1층이나 2층과 같은 곳에 마을 도서관을 개관

하고, 향후 한 섹터의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이용률이 높고 활성화되어 가는 지역에 신축도서

관을 지어 근린지역의 지역 표도서관으로 만든다. 이 커뮤니티도서관은 마을과 촌락에 있는 

마을 도서관을 돕는 ‘모’ 역할의 도서관이 된다. 

4) Control & Hub Tower

이에 국내와 아프리카 지역에 이 세 개의 망을 유지, 관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착되

도록 컨트롤(Control)기능과 허부(hub)기능을 할 수 있는 상위기관을 운용하는 TF(Task 

Force)팀을 국내와 아프리카에 각각 설치하는 전략이다. 

공공, 학교, 학도서관의 협력, 도서관네트워크 시스템운영, 협동참고봉사, 상호 차 등은 

협력적 차원의 업무와 도서관정보화지원, 정보교육지원, 소외지역봉사, 마을 도서관에 한 

지원활동은 기술적 차원으로 하위 사업의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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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ontrol & Hub Tower 구상도

Ⅵ. 결 론

현재 도서관은 웹2.0 및 첨단 IT시설을 도입해 기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 있어서 도서관 선진화가 갖는 의미는 국내 도서관 시스템을 선진화시

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 궁극

적인 의미는 우리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문화 경쟁력이 부족한 국가에 지원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도서관 선진화 시스템의 씨앗을 아프리카에 수출함으로써 선진화의 선순환적인 메

커니즘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아프리카 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도서관수출전략(LES)을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서 향상시킬 수 있다. G20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국

제개발협력에 한 세계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고, 아프리카 도서관 지원 사업은 문화공조 

측면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다. 즉 이는 국제경제의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

문에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국가경쟁력과 신용도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개발도상국인 아프리카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도서관은 지적 잠재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매개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적, 인적 인프라를 기

반으로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도서관 수출을 

통해 형성된 인적자원이 씨앗이 되어 미래의 인적자원을 생산하는, 든든한 뿌리의 토양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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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은 아프리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Core role)을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수출 전략은 국가적 선진화 사업과 선도적 전략(Initiative strategy)으로

서 추진해야 한다. 도서관 수출전략은 글로벌 경쟁력 분야에서 새로운 지표를 생산할 수 있

고, 우리가 그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사업전략으로 취했을 때 더욱 큰 의

의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 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와 아프리카의 파트너십관계를 전

략적으로 유지하고 도서관 수출전략사업을 점차적으로 확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서관 선진화의 전략으로써의 도서관 수출이 지향해야 할 점은 공적개발원조

(ODA)로써의 ‘개발’의 목적을 강조하기 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현지화(Localization friendly)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서관 수출을 통한 아프리카 지역사회

의 작은 변화는 국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세계인의 문화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

는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LES(도서관수출전략) 제안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LET'S 사업으로 발전하길 기 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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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장서 이용 효율성 극대화 방안 연구

: 도서의 서가 위치에 따른 이용빈도 차이 조사를 중심으로

김민수 명지 학교 문헌정보학과 4학년 

요  약

정보의 생산량이 많지 않았던 때 도서관은 수집과 축적 기능에만 그 역할이 치우쳐 

있었으나, 점차 정보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의 비중이 높아

지게 되었다. 특히 개가제라는 정보제공 형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용자가 직접 서가

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습득하는 브라우징(Browsing) 형태의 정보검색 방식이 등장하

게 되었다. 그러나 브라우징 정보검색은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 이용하는 방식이

므로, 물리적으로 이용자가 보지 못하거나 보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자료들은 자료의 

질과 관계없이 이용빈도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예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가위치에 따른 장서 이용의 비효율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조사를 

통해 사실로 입증하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인체가 지니고 있는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한

계를 지적하고, 소비자 행동론에 입각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정체성을 정의하였다. 그

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점에서의 구매자와 도서관 이용자의 행태 연구를 통해 사람의 

시야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조사·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서가에서

의 높낮이 위치별 장서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물리적 위치로 인한 이용빈도의 편향

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장서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가치 있게 이

용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용자는 폭넓은 자료 획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은 고 문명의 시작과 함께 발현하였고,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여 인류에게 제공하

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서구 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폐가제가 주가 되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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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운영 형태가 개가제로 전환되면서 브라우징(Browsing)이라는 이용형태가 등장하게 되었

다. ‘Browse’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책장, 서점 등을 이리저리 뒤지다, 마음 내키는 로 

읽다, 정보 및 자료를 열람·검색하다.’1)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브라우징(Browsing)이라는 

정보이용 행태를 정의하자면 ‘전체를 훑어보거나 일부를 자세히 보는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찾고 선택하는 방법2)’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이용 형태는 결국 전적으로 시지각에만 의존하는 방법이다. 시지각은 인간의 

눈을 자극하여 사물을 인지하는 것으로, 환경 내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환경과 인간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행위이다.3) 그러나 인간의 시각기관인 눈에는 시야라

는 것이 존재하며, 시야 안에 들어오는 시각적 자극만 받아들인다는 한계점이 있다. 양질의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야에서 벗어난 공간에 위치해 있다면, 이용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시야라는 신체적 한계점의 존재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장서이용률과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서관에서

의 자료이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증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연구와 현장조사, 그리고 관찰조사 등으로 구성되며, 

각 활동에 한 목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인간의 시야에 해 분석한 후, 브라우징이라는 정보검색 방법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시야와 브라우징, 행동양상과의 관계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사실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도서관 이용자의 시야가 장서 이용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

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도서관의 1일 출 이력을 바탕으로 하여, 서가의 상하 위치별 이용빈

도수를 통계화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일정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도서를 이용하는 행동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서가의 위치별 도서 이용빈도를 직접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앞서 제시한 궁극적 목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1) YBM 사전 All in All Dictionary. http://www.ybmallinall.com/edls/edls.asp?edlsid=mju [2011. 4. 5]

2) 곽철완(2011). 정보학의 이해. 한국도서관협회.

3) 김병수, 추승연, 서원덕(2008). 디지털 색채계획을 위한 색채 시지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집-계획계. 제24권 제3호, pp. 53~60



도서관의 장서 이용 효율성 극대화 방안 연구

39

Ⅱ. 이론연구

1. 인간의 시야

의학적으로 시야를 간단히 정의하면 ‘눈으로 정면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주시할 때,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공간의 범위4)’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눈을 통하여 물체를 볼 때 시선 방향에 있

는 것은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주변에 있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존재의 유무는 인식할 수 있

다. 이때 전자를 중심시야, 후자를 주변시야라고 한다. 시야의 범위는 시선으로부터의 각도를 

나타내며 빛의 파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정상적인 시야는 단안(單眼)

을 기준으로 상방 약 60°, 하방 70°, 내방 60°, 외방 약 100°이다.5) 이를 쉽게 도식화하면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단안 시야와 양안 시야

   A : 오른쪽 눈                                            B : 두눈보기 시야

출처 : 함기선 외(1997). 신경생리학

두 눈 보기 시야(양안 시야)는 우리가 두 눈을 사용할 때의 시야이다. 그림을 통해서 상하 

방향의 시야는 좌우방향의 시야보다 상 적으로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

딘가를 응시하여 바라볼 때, 아래위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좁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상하 

방향의 시야제한에 주안점을 맞추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국립특수교육원, 2009

5) 오중협(2004). 시야변화의 종류와 시야계에 따른 판독기준. 제28회 항공우주의학 추계학술대회, 2004.10, 

pp. 3~32



제 3 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40

2. 브라우징(Browsing)의 개념6)

앞서 서론에서 브라우징에 해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브라우징이란 

전체를 훑어보거나 일부를 자세히 보는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찾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용

자가 정보검색 시스템 어느 곳에 찾고자 하는 종류의 정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적합한 

정보를 찾아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혹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사용된다. 표적인 예로 개가제 형

태의 서가에서 이용자가 별도의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찾는 행위가 이

에 해당된다. 

브라우징과 비되는 정보검색 방법으로는 탐색(Search)이 있다. 탐색은 이용자가 입력한 

탐색어가 정보검색시스템의 색인어와 일치하여 검색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인터넷 포털 사

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식이 표적인 예이다. 

탐색은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고 검색어를 제시하고 검색 

결과물을 평가하는 데에는 인지적 활동이 필요하지만 검색 수행 과정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신 검색어의 선정, 검색 기법,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해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

도 이용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브라우징 형태의 정보검색은 별도의 학습과 같은 이용

자의 노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특정한 검색어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눈으로 보는 

활동을 통해 검색이 이루어진다. 이는 장시간 브라우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렇기 때문에 탐색에 비해 상 적으로 더 많은 인지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브라우징은 

우연히 정보를 발견할 가능성이 탐색에 비해 더 많다. 이것 또한 이용자가 보는 활동을 통해 

정보검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브라우징은 이용자가 직접 보는 행위를 통해 검색이 이루어지는 방

법이다. 따라서 브라우징이라는 정보검색 방법은 시야라는 시지각적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

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 각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갖추어 놓고는 있지만, 모든 이용자가 검색시스템을 통

하여 자료를 찾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도서관의 서가에서 도서관 이용자가 브라우징 방법으로 

장서를 검색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시지각과 시야, 브라우징 정보검색방법, 이용자의 행동 

양상은 서로 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6) 곽철완(2011). 정보학의 이해. 한국도서관협회. 부분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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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야와 인간의 행동과의 관계 - 상점에서의 상품 판매동향

인간에게 시야의 범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고, 도서관 이용자들도 브라우징 검색방법을 

사용할 때 시야의 영향을 받는다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에도 시야가 영향을 주는

지에 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관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브라우징 방법이 활용되는 

예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브라우징과 시각적 지각능력이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표적인 예는 상품구매이다. 판매자 측에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소

비자에게 보여주고(display), 소비자는 보이는 물품들을 눈으로 보고(browsing)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때문에 시야와 브라우징, 인간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에 적절한 사례로 판단

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하방향의 시야가 좌우방향의 시야보다 상 적으로 더 협

소하기 때문에 상하방향으로 진열된 상품간의 매출의 차이를 비교하기로 하였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형마트의 한 매장을 선정하고,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특정 상품의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동향 자료를 입수하였다. 표본으로는 서가의 형태와 진열방식이 가장 

흡사한 상하방향으로 여러 개의 층 형태를 이루는 품목을 선택하였다. 관찰 표본에 한 사

항 및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2011년 4월 6일 기준 성남시 소재 E 대형마트 견과류 품목 진열대

90cm

A 1∼4

B 1∼6

168cm C 1∼3

D 1∼3

E 1∼4

위의 그림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단순화 한 것이다. 상품 진열 의 높이는 약 

168cm이며 맨 아랫단은 막혀있어 상품진열이 되어있지 않았다. 알파벳은 진열된 위치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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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숫자들은 세부 품목들을 기호화한 것이다. 위 그림과 관련하여 각 품목별로 일정 기

간 동안 판매된 구체적 수량과 전반적 판매동향은 다음과 같다.

<표 1>  2011. 3. 31∼2011. 4. 3 동안의 E 대형마트 견과류 품목 매출 동향

위치 상품 판매수량(개) 총 판매수량(개)

A

A-1 23

62
A-2 23

A-3 12

A-4 4

B

B-1 19

80

B-2 17

B-3 16

B-4 15

B-5 8

B-6 5

C

C-1 19

37C-2 11

C-3 7

D

D-1 1

3D-2 1

D-3 1

E

E-1 12

15
E-2 2

E-3 2

E-4 1

출처 : 성남시 소재 E 대형마트 농산 매장 담당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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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품진열 위치와 판매량과의 관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판매 수량 (개)

A위치

B위치

C위치

D위치

E위치

판매량

그리고 다음은 성인 한국인의 연령별 평균 신장을 측정한 자료이다.

<표 2>  한국인의 연령별 평균 신장7)       

(단위 : mm)

연령 남자 여자

18세 1732 1605

19세 1728 1598

20세∼24세 1735 1604

25세∼29세 1736 1602

30세∼34세 1724 1601

35세∼39세 1719 1590

40세∼49세 1692 1567

50세∼59세 1663 1547

60세∼69세 1644 1523

19세∼60세 1715 1586

출처 :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보고서(2010). 기술표준원

<표 1>을 <그림 2>와 비교하여 분석한 <그림 3>은, A와 B위치에 진열된 상품이 C, D, E 

위치에 진열된 상품보다 상 적으로 판매량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2>를 

통하여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한국인의 평균 신장은 남성은 171.5cm, 여성은 158.6cm

인 것을 알 수 있다. 상품 진열 의 높이가 168cm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A와 B진열 의 위치와 략적으로 일치한다. 이 사실은 시야에 들어오기 쉬운 

7) 부분적으로 발췌·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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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에 위치한 상품의 판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의 시야가 실생활에서

의 행동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소비자행동론에서는 소비자 행동을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구매하고, 지불

하는 행동과 결정의 결과8)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한 국가와 자

치단체에 소속된 시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개인에게 할애된 시간이라는 자원을 지불하면

서 도서관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도 소비자(consumer)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열된 상품을 둘러보고(browsing) 구매하는 상품 구매자(product 

consumer)와, 검색(browsing)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구매하는 도서관 이용자, 정보서비스 구

매자(Information Consumer)는 어느 정도 관련성 있는 행동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된다.

Ⅲ. 현장조사

1. 현장조사활동 계획

도서관 이용자와 상품 구매자가 비슷한 행동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는, 앞서 제시한 매출동향 자료와 비교가 가능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자료 이용빈도를 나타내

는 객관적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1일 도서 출 이력을 토 로, 이용된 

자료의 물리적 위치를 역으로 추적하였다. 개별 이용 자료별로 서가에서의 층별 배열 위치를 

파악한 후, 각각의 이용된 자료를 서가에서의 소장 위치를 기준으로 나누어 자료 이용 빈도

수를 측정하였다.

조사 상은 서울시 서 문구에 위치한 M 학의 도서관이며, 그 외 조사활동과 관련한 사

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M대학도서관에서의 현장조사

활용 자료 4월 4일자 M대학 도서관 도서 대출 목록

대상 목록 이용 건수  총 851건(단행본)

자료 분류 체계 DDC

활용서가 종류 2열 6단 복식서가

조사활동일자 4월 14일∼4월 15일

최종 통계 집계일자 4월 18일

8) 박승한, 최철재(2005). 소비자행동의 이해. 도서출판 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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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야 서가 위치 이용 횟수 항목 분야 서가 위치 이용 횟수

총류

(000)

가 2

철학

(100)

가 9

나 3 나 6

다 8 다 19

라 2 라 10

마 7 마 3

바 4 바 7

합계 26 합계 54

종교

(200)

가 7

사회과학

(300)

가 41

나 3 나 50

다 2 다 41

라 6 라 39

마 1 마 29

바 3 바 34

합계 22 합계 234

언어

(400)

가 5

순수과학

(500)

가 1

나 8 나 2

다 9 다 3

라 13 라 2

마 5 마 1

바 - 바 -

합계 40 합계 9

기술과학

(600)

가 20

예술

(700)

가 14

나 20 나 11

다 34 다 14

라 16 라 7

마 20 마 8

바 23 바 16

합계 133 합계 70

2. 현장조사활동 결과

수치들을 집계한 결과, 자료 종류별 이용빈도는 사회과학 분야가 23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문학 199건(23.4%), 기술과학 133건(15.6%)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의 표와 그래프는 이용 자료의 서가 층별 위치를 파악한 세부 항목들이다. 서가의 층

은 맨 위층에서부터 가 위치∼바 위치 로 표기 하였다. 

<표 4>  M대학도서관 이용도서의 서가 층별 위치 파악통계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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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야 서가 위치 이용 횟수 항목 분야 서가 위치 이용 횟수

문학

(800)

가 31

역사, 지리

(900)

가 8

나 48 나 13

다 34 다 16

라 37 라 9

마 22 마 10

바 27 바 8

합계 199 합계 64

총 계 851

<표 5>  M대학도서관 이용도서의 서가 층별 위치 파악통계 - 종합   

(단위 : 건)

위치 이용 횟수

가 위치 138

나 위치 164

다 위치 180

라 위치 141

마 위치 106

바 위치 122

합계 851

<그림 4>  M대학도서관 이용도서의 서가 층별 위치 파악통계 - 종합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이용 자료

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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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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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위치

이용 자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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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조사한 내용을 분류 항목별로 자세히 기재한 것이고, <표 5>와 <그림 4>는 통계 

결과물을 서가의 층별로 종합하여 표현한 것이다. 결과로는 서가의 층별 이용빈도 순위는 다 

위치가 가장 다수이고, 그 다음 나, 라, 가 위치가 순서 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마, 바에 위

치한 도서들은 상 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를 기준으로 M 학도서관에서 사용 중인 6단 서가의 높이는 220cm이다. 그리

고 학도서관의 주된 이용 연령층은 20  성인 남녀이다. 앞서 제시한 <표 2>에서 20 에 

해당하는 연령 인 20세에서 24세, 25세에서 29세까지의 평균 신장을 살펴보면 각각 남자

173.5cm, 173.6cm, 여자 160.4cm, 160.2cm이다. 다시 <표 5>와 <그림 4>를 보면 상 적으로 

많은 이용빈도를 보인 서가의 층은 나, 다층이다. 각 층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나 층은 149

∼184cm, 다 층은 115∼149cm이다. 평균 신장을 고려하여 유추한 강의 눈높이와 층의 높

이를 서로 비교해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나, 다 층의 높이가 눈높이와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그림 3>과 위의 <그림 4>의 형태를 서로 비교해 보면, 통계 자료의 

편차의 차이정도는 있으나 두 그래프의 전체적 형태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에서 상하방향 시야에서 벗어난 D, E 위치의 상품 판매량이 낮았고, 역시 <그림 4>에서 상하

방향 시야에서 벗어난 마, 바 층의 도서 이용이 상 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도

서관 이용자와 상품 구매자가 비슷한 행동양상을 보일 것이란 가설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

한 근거가 되며, 시야의 한계가 도서관에서의 물리적 자료 이용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통하여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은 눈에 쉽게 띄는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며, 그렇지 않은 자료들은 반 의 행동을 보인다는 것도 알 수 있다.

Ⅳ. 관찰조사활동

1. 관찰조사활동 계획

앞서 실시한 조사와 더불어 전체적인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번 더 조사활동을 

시행하였다. 이번에는 조사 상이 되는 도서관의 관종을 변경하여, 학도서관이 아닌 공공

도서관을 상으로 조사를 시행해 이용자들의 행동 양상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조사활동 방

법도 변경하여 출 이력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용자들이 

서가의 어느 위치에 있는 도서를 이용하는지 직접 관찰하여 기록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통

계를 내었다.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관찰 전 도서 이용의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단순히 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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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훑어보거나 한 방향을 응시하는 행위는 도서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서를 

출하거나 열람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서가에서 도서를 뽑는 행위까지는 이용 행위로서 규

정하였다. 관찰이 진행되는 일자마다 같은 시간 에 동일한 장소에서 관찰을 시행하였으며, 

관찰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멀리서 관찰하였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4개의 서가만 관찰 상으

로 삼았다. 관찰활동 상은 공공 도서관인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B 도서관이며, 세부적 

활동 내역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B 공공도서관에서의 관찰조사

활용 자료 B 도서관 문헌정보실 단행본 자료

관찰 대상 총 4개 서가 (사회과학 부문 도서)

활용서가 종류 2열 6단 복식서가

관찰활동 일자 4월 19일, 21일, 22일 18시∼22시 

최종 통계 집계일자 4월 23일

2. 관찰조사활동 결과

자료를 집계한 결과, 앞서 시행한 M 학도서관에서의 조사활동과 유사한 패턴의 결과가 

나왔다. 아래의 자료들은 관찰 결과를 종합한 것들이며 서가의 층은 위층부터 각각 ㄱ∼ㅂ으

로 표현하였다. 

<표 7>  B 도서관 이용자들의 서가 위치별 도서이용 통계    

(단위 : 회)

관찰 일자
서가의 층

4월 19일 4월 21일 4월 22일 합계

ㄱ 7 5 4 16

ㄴ 9 6 5 20

ㄷ 11 7 8 26

ㄹ 6 4 3 13

ㅁ 4 4 4 12

ㅂ 4 3 5 12

합계 41 29 29 99



도서관의 장서 이용 효율성 극대화 방안 연구

49

<그림 5>  B 도서관 이용자들의 서가 위치별 도서이용 - 일자별

0 2 4 6 8 10 12

이용 횟수

ㄱ 위치

ㄴ 위치

ㄷ 위치

ㄹ 위치

ㅁ 위치

ㅂ 위치

서가의 층 4월 19일

4월 21일

4월 22일

4월 19일 조사 표본이 다른 일자보다 유독 이용 횟수가 많은데, 이것은 도서관의 휴관일 

바로 다음날이어서 이용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5>를 통해서 일자별로, 동

시에 서가의 층별로 도서이용 횟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표 7>을 통해서 알아본 자료의 이

용 횟수가 많은 순서는 (1)ㄷ, (2)ㄴ, (3)ㄱ, (4)ㄹ, (5)ㅁ-ㅂ 순서이며, 더불어 <그림 5>를 통

해 이 순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날짜에는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게다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았던 것과 역시 유사한 형태이다.

이로서 도서관 소장 자료 중 시야, 혹은 보통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는 자료들은 

이용이 상 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Ⅴ. 효율적인 장서 제공 방안 

앞서 언급한 진열 위치별 상품판매 동향과 두 번에 걸친 서가의 층별 도서 이용 통계를 통

하여, 물리적인 조건과 인간 고유의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자료 이용이 서가의 

위치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유통업계에서는 상품 판매가 용이한 진열  위치를 ‘황금구역’이라고 하여 제한된 이 공간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황금구역은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이론상으로 바닥에서



제 3 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50

부터 75cm∼135cm 정도의 위치를 말한다. 즉 이 위치는 구매자가 진열  앞에 서서 상품을 

고를 때에 가장 먼저, 쉽게 눈에 들어오는 위치인 것이다. 문헌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상품 

진열 를 상·중·하 3단으로 가정 하였을 때, 판매상품을 하단에서 중단으로 이동하였을 때 

34%의 매출 증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황금구역인 상단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는 무려 

75%의 매출 증  효과가 있다고 한다.9) 그렇기 때문에 부분의 상점에서는 잘 팔리고, 또한 

많이 팔고자 하는 상품을 황금구역에 진열하여 구매를 유도한다. 

그러나 도서관에는 이러한 원리를 그 로 적용할 수는 없다. 도서관과 상점은 매우 다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점에서는 판매자 임의로 상품을 분류하고 진열할 수 있다. 그

러나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일정한 분류체계와 원칙에 입각하여 청구기호를 부여

받고 서가에 배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열 위치나 순서를 함부로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체계와 배열 순서를 준수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아가

야 한다. 

1. 이론적 근거

<그림 6> 소비자심리학에서의 지각의 과정

입력 출력소비

자

자극

행동

반응

피드

백

환경

출처 : 강명주(2008). 소비자심리학

위 그림은 소비자행동론과 소비자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소비자가 지각(知覺)을 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과 같이 소비자는 환경에서 유입되는 자극을 입력하고 해석해

서 행동으로 출력한다. 이런 행동이 나중의 행동을 위한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10) 도서관

9) 나가시마 유키오(2007). 같은 물건도 3배 더 파는 디스플레이 법칙. 흐름출판

10) 강명주(2008). 소비자심리학. 도서출판 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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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용자가 브라우징을 통해 정보를 검색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친다. 이용자가 

많은 장서들을 눈으로 보고(자극의 입력), 적절한 정보자원인지 판단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

(행동 및 반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실내 공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이나 행태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

는 여러 요소들에 한 지각과 인지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공간지각에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시각적인 요소이고, 시각적인 요소 중 물체와 공간을 연결시켜주

는 매개체인 조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11)

앞서 간략히 언급한 두 가지의 선행 연구에서 소비자는 환경에서 입력되는 자극을 통해 반

응을 보인다는 점과 시각적인 요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조명이라는 점에 주목하였

다. 이 기본적인 요소인 조명을 적절히 활용하여 특정 위치를 강조함으로써, 이용률이 저조한 

서가의 아랫단 방향으로 이용자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6단 서가

를 기준으로 아래에서부터 1층과 2층 부분에 시선 유도 목적의 소규모 보조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실제적 방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명방식들 중 발광 다이오드(이하 LED)는 전자산업과 조명산업에서 

새롭게 재발견되어 널리 쓰이는 발광체이다. 기존에 쓰이던 형광등, 백열등보다 더 적은 에너

지를 소모하면서 선명하고 강한 빛을 낼 수 있으며, 크기가 작으면서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뛰어난 점 등 여러 장점 때문에 최근 들어 산업 전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LED를 

사용하여 서가에 보조 조명을 설치한다면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다른 조명 방식보

다 소모되는 전력의 양도 적고 광원의 크기가 작아서, 기존의 서가를 바탕으로 하여도 활용

도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11) 서지은, 안옥희(2008). 행태지원과 시지각을 고려한 조명계획에 관한 일고찰.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조명·전기설비 제22권 제4호, pp. 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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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반적 서가에서의 위치별 조도차이 - 2열 6단 복식서가12)

<그림 7>은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2열 6단 복식 서가를 나타낸 것이다. 부분

의 도서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조명은 천장에서 바닥을 향하는 직접조명 방식이 부

분이다. 직접조명 방식은 벽면이나 천장 부분을 활용한 간접 조명 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과 

조도가 높다. 때문에 인쇄된 문자를 읽는 공간인 도서관에는 아주 적합한 조명 방식이다. 

일부에 한정된 경우이지만, 한정된 공간에 빽빽하게 서가가 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러한 직접조명의 장점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일선의 도서관에서 겪고 있는 문

제점들 중 하나가 장서의 수용 공간 부족일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서가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관은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이지만 늘어나는 장서 때문에 떠 리듯 서가를 배치하는 경

우가 많다. 이럴 경우 서가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을 직접적으로 가리는 경우가 생기거나, 서

가가 만드는 그림자 때문에 조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가가 위치한 공간이 어두워지는 경

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자연스레 조명과 가까운 맨 위의 단에서 서가

의 아래쪽, 바닥 방향으로 갈수록 전체적인 밝기는 어두워진다. 공간이 여유로운 도서관의 경

12) 나카지마 다쯔오키 외(1997). 조명디자인 입문. 예경 - 언급된 이론과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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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이다. 앞의 경우보다는 덜하겠지만 아랫부분은 조도

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림 8>  잡화 매장에서의 진열대

출처 : NAVER 블로그 이미지

<그림 8>은 백화점 같은 잡화상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진열  형태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장의 전체적인 조명은 천장에서 아랫방향으로 비추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 더 잘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진열 의 층별로 상품 윗부분에 보조 조명을 설치에 놓았

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더 밝아진 느낌이 드는 한편 각각의 상품들이 위치에 관계없이 돋보

이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위의 원리를 그 로 도서관 서가에 적용시키면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하였다. 서가에 책 윗

부분에 보조 조명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강조를 하면 이용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 이 방

안은 특히 이용률이 상 적으로 낮은 서가 아랫부분을 염두에 둔 방법이며, 어두운 공간에 

약간의 조명을 줌으로써 심미적인 기능도 동시에 기 할 수 있다.

보조 조명이 달린 상품 진열 를 보고 착안한 점들을 적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다.

  



제 3 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54

                            전면부                            측면부

밝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간
밝음

 

<그림 9> 보조조명 설치 후 서가에서 위치별 조도차이(예상) - 2열 6단 복식서가

<그림 9>는 서가에 LED 램프를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장착한 상황을 나타낸 그림이다. 책

의 제목과 책등 부분이 강조되어 보일 수 있도록 바깥쪽 윗부분에 장착하여 조명의 방향이 

아래로 향함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림 10> 상용 LED 광원의 모습 및 제원

출처 :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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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LED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밝기와 크기 등이 천차만별이지만, <그림 

10>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ED 광원의 한 예를 든 것이다. 그림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를 보

면 알 수 있듯이, 1개 광원의 평면적은 1정도, 길이는 2∼2.5cm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므

로 서가 선반 아랫부분에 장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보조 조명일 

뿐이므로 서가 한 칸 당 LED 2∼3개 정도를 설치하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LED는 크기도 작

고 설치하는데 많은 공간이 필요가 없으므로, 광원이 돌출되거나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염려가 없다. 또한 서가를 정리할 때나 이용자가 장서를 이용할 때에도 거슬리지 않는다. 그리

고 새로 제작하는 서가뿐 아니라 현재 도서관들이 보유 중인 기존의 서가들에도 약간의 개조

를 통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에너지 소모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수명시간은 평균적으로 4만 시간 정도이고 이는 형광등의 5배 규모의 지속 시간이다. 

LED 전구에 소모되는 전력은 같은 밝기 기준으로 백열전구의 1/10에 불과하다.13)

가장 어두운 아래 두 부분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의 시선을 아랫방향으로 충

분히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선 조사들을 통하여, 사람의 눈높이와 시야로 인하여 이

용자의 장서 이용은 특정 위치에 편중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 조명의 

설치를 통해 시선에서 다소 벗어난 서가 아랫단에도 자료가 존재함을 이용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유도를 통해, 결과적으로 위치에 따른 장서이용의 편향성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것으로 기 된다.

Ⅵ. 결론

정보의 제공이라는 기능은 도서관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도서관은 이용자

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정보를 찾아

서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이용자에 해 제 로 파악하지 못하고 장서 이용

의 효율성에 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올바른 의무 이행과 이용자의 권리 증 를 위해 먼저 이용자의 장

서이용 행태에 해 진단하였다. 문헌자료들을 통해 상점에서의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시

야와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13)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2007).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긴 반도체조명

(LED) 국가표준(KS) 제정된다. 산업자원부 전기전자표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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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목하였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각 다른 관종에서 진행

되었던 조사 활동과 관찰활동에서도 비슷한 행동양상을 볼 수 있었다. 눈에 잘 들어오는 위

치의 장서이용률이 확연히 높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가 위치 간의 이용 편향성을 줄여 장서이용에 있어 효율성을 증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조명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중요한 시각적 요소 중 하나인 조명을 적절히 

이용하면, 의도 로 이용자의 시선 유도가 가능하다. 이는 이용률이 낮은 위치로 시선을 유도

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위치의 장서가 이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서가 위치간 장서 이용빈도의 차이는 브라

우징 형태의 정보이용 방식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근거자료로 활용한 도서관의 1일 

출이력과 도서 이용 관찰결과에는 탐색에 의한 정보이용 요소가 다소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에서 한계점이 지적된다. 또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문제점에 해 안을 제시하였

으나, 안의 실효성 여부에 해 이론적으로만 근거를 제시하였을 뿐 실물 제작이나 실험 

등의 객관적 방법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선행된 관련 연구를 통

해 조명의 활용이 시선을 유도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실질적

으로 실험을 통해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보조조명을 설치하여 실제 서가에 적용하였

을 때, 실험군과 조군을 통해 장서 이용 빈도의 변화를 제시하여 안의 효용성을 검증해

야 했으나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실체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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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사서교사 배치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 librarian placement 

of enforcement decree of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이승민 공주 학교 교육 학원 문헌정보교육전공 

요  약

학교도서관의 질은 사서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학교도서관 진흥법 및 동 시행령

에는 ‘학생 1500명당 1명의 사서교사를 학교도서관에 둘 수 있다.’라는 적절하지 못한 

배치기준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서교사의 배치를 막고 있다. 학교도서관이 전

국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현재 사서교사 의무배치에 한 ‘학교도서관진

흥법수정안’이 발의되었다. 본 연구는 이 수정법안이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

교사 배치의 청신호가 될 수 있도록 미국, 일본의 사서교사 배치 현황과 교육통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 학급 수 기준으로 사서교사 배치 기준을 

재설정하였다. 

Ⅰ. 서 론

2003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은 교육계와 도서관계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독

서 열풍을 따라 힘차게 추진되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2,84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2008년도에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5%, 학교도서관 장서는 초 13.8권, 중 10.4

권, 고 9.7권으로 학교도서관이 없다거나 학교도서관에서 볼 책이 없다는 생각은 점차 사라지

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게 되었고, 독서량, 도서관 출권수, 도서관 이

용 횟수 등이 점차 증가되어 학교도서관의 르네상스 시 를 개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

부는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도서관 진흥법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맞물려 2007년도에 제정하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기 와는 달리 진흥법 제정 이후 

학교도서관은 다시 총체적인 난관에 이르게 된다. 학교도서관의 외적인 측면에 관한 규정은 

나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내적인 측면(인적구성, 교육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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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은 축소되거나 제 로 진술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교도서관 이용의 문

제가 아니라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 이념 달성이라는 학교도서관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 내적 요소의 문제점은 현재 학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학

교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한 비정규직 사서직원이 양산되고 있다. 비정규

직 사서직원은 사서교사와는 달리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 등 교육에 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학교도서관의 관리, 운영 외에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역할을 제 로 수행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그들은 고용에 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몇몇 

시도에서는 자격을 제 로 갖추지 못한 학부모 등의 직원이 배치됨으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수월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서교사 관계 법령의 배치기준에 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첫째로 한국, 미국, 일본의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을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각

국의 사서교사 배치 법령과 배치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실태와 비교하였다. 둘째로 각국의 교

육통계를 분석하여 우리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존재하고 있는 사서교사 배치규정에 

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각국의 학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학교당 학급수를 분

석하여 한국과 외국의 평균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배치 법령의 기준과 실질적인 

학교의 수준을 분석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고 있는 1,500명당 1명 배치기

준이 타당한지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서교사 배치기준을 설정하여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사서교사 배치 관계 법령 비교

1.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이후,  2008년 6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이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한 커다란 뼈 를 잡고 있다면, 학교도서관진흥

법 시행령은 뼈 를 받치고 있는 살이라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2항에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

다)을 둘 수 있다”라고 진술하며 그에 따른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1항에는 “법 제12조 2

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 정원

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둘 수 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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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항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그 의미 또한 애매하여 학교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을 제정함으로써 교원의 임용을 줄이고 사서교사의 임용을 막아,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에도 계약직 사서직원을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경

우 사서교사에 한 배치 요구가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T/O를 배정하지 않아 시․도교육

청 단위로 학교도서관전담인력을 일괄 고용하여 각 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

년 도서관연감에 의거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시․도별 사서직원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지역별 사서교사 및 사서직원  수

지역
초 중 고 합 계

사서교사 사서직원 사서교사 사서직원 사서교사 사서직원 사서교사 사서직원

서울 27 502 1 167 186 140 213 809

부산 15 150 11 79 9 63 35 292

대구 12 162 12 90 3 76 27 328

인천 10 88 13 67 8 71 31 226

광주 9 127 9 73 4 52 22 253

대전 8 85 10 35 4 28 22 148

울산 4 29 6 17 4 15 14 61

경기 40 855 28 361 28 226 96 1442

강원 11 142 6 15 7 22 24 179

충북 10 99 8 44 3 39 21 182

충남 11 34 7 19 9 34 27 87

전북 11 66 4 36 12 22 27 124

전남 14 59 2 37 15 6 31 102

경북 23 52 7 29 13 30 43 111

경남 17 104 5 53 16 37 38 194

제주 5 9 2 8 4 1 11 18

계 227 2,563 131 1,130 325 862 682 4,556

※ 자료: 2010 도서관 연감에서 정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16개 시도에 배치되어 있는 사서교사는 682명, 사서직원

은 4,556명이다. 이 중 계약직 사서직원은 4,391명1)으로 전체 사서직원의 90%가 넘으며 사서

직원의 수에서 계약직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이찬열의원의 학교도서관진흥법개정안 발의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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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주(州) 별 배치 규정

미국은 주(州)별로 각기 다른 배치규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42개주 중 3개

의 주를 선정하여 사서교사의 배치규정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1)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사서교사 배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초․
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General Statues Chapter 115C)에는 ‘도서관 

인력’에 관한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그림 1)과 같다.  

※ North Carolina General Assembly (www.ncga.state.nc.us)

<그림 1> 노스캐롤라이나 초중등교육법

‘도서관 인력’에 관한 항목 중 ‘115C-265 Part3. Library/Media Personnel’에 의하면 노스캐롤

라이나의 주교육부는 도서관 인력 배치를 위한 재정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하며, 학교 당국

은 학생 수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함을 공표하고 있다. 사서교사의 배치문제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a)’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학교는 노스캐롤

라이나 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에서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인력을 임용한다

고(b)’ 제시하고 있다. 학교에 사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나 사서교사의 중

요성을 인지하여, 노스캐롤라이나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IMPACT : Guidelines for 

North Carolina Media and Technology Programs)을 제정하여 예산, 인력, 교수학습, 프로그램 

등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 인력의 배치 기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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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도서관 인력 배치 기준표

학생 수 인력 배치

1 - 500
·전일제 사서교사 1명  ·사서 보조교사 1/2명

·전일제 기술자 1명    ·기술보조자 1/2명

501 - 1,000
·전일제 사서교사 1명  ·전일제 사서보조교사 1명

·전일제 기술자 1명    ·전일제 기술보조자 1명

1,001 - 1,500
·전일제 사서교사 2명  ·전일제 사서보조교사 1 1/2명

·전일제 기술자 2명    ·전일제 기술보조자 1 1/2명

1,501 - 2,000
·전일제 사서교사 2명  ·전일제 사서보조교사 2명

·전일제 기술자 2명    ·전일제 기술보조자 2명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일제 사서교사(full-time library media coordinator2)), 매체 

보조자(사서보조: media assistant), 전일제 기술자(full-time technology facilitator), 기술 보조

자(technology assistant)로 나눠 인력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 기준표에 의거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2010년에 ALA에서 조사한 전국 

사서교사 통계에 의하면 2007~2008년 기준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는 2,538명의 사서교사가 있

고, 1명의 사서교사당 631.68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3) 

2) 뉴욕(New York)

뉴욕 주는 사서교사(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의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뉴욕 주에

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배치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주교육법 Title 8, Chapt 2. Part 91이

있다. 뉴욕 주교육법의 91.2는 ‘중등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규칙조례안에 명

시하고 있으며, 사서교사의 인원과 업무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생 수가 

적은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전일제 사서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서교사

를 고용하되 파트타임으로 업무시간을 제한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Part. 90.18에는 사서교

사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의 배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뉴욕주의 주법에 명시된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2) library media coordinator는 다수의 도서관 직원을 대표하는 수석 사서교사, 도서관장, 도서관 부장 등의 의미

가 있다. 수석 사서교사는 교사와 동시에 사서의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서교사로 번역하였다.

3) http://www.ala.org/ala/mgrps/divs/aasl/aaslissues/advocacy/ncescomparis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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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뉴욕 주 교육법에 규정된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학생 수 인력 배치

- 99 · 사서교사 1인이 최소한 1교시동안 일을 해야함

100 - 299 · 사서교사 1인이 최소한 2교시동안 일을 해야함

300 - 499 · 사서교사 1인이 최소한 학교일과의 1/2동안 일을 해야함

500 - 699 · 사서교사 1인이 최소한 5교시동안 일을 해야함

700 - 999 · 전일제 사서교사 1인이 학교도서관에 일을 해야함

1,000 - · 전일제 사서교사 1인과 학생 1,000명당 추가로 전일제 보조 사서교사를 고용할 수 있다. 

<표 3>과 같이 뉴욕 주는 학생 수에 의거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뉴

욕 주에는 2009년 기준 3,154명의 사서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1명의 사서교사당 875.8명

의 학생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일본 학교도서관법

일본의 경우 1997년 6월 11일에 일본학교도서관법에 명시된 사서교사 배치의 제한을 당분

간 제한한다는 항목을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12학급이상의 학급에는 사

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법 폐지가 된 이후에 꾸준히 사서교사의 수

급이 늘어, 현재 12학급 이상의 학급에는 90%이상의 배치율을, 12학급 미만에는 60% 가량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平成 21)에 일본 교육문무성에서 조사한 사서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일본 사서교사 배치 현황4)

급별 전체 12학급 이상

초 61.2% 99.3%

중 58.9% 98.2%

고 82.4% 95.2%

일본의 경우에 사서교사의 자격은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일본 학교도서관법 제5조 2항에 

의거 ‘현직교사로서 사서교사강습을 수료한 자를 보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5)하고 있기 때문에 

4) http://www.mext.go.jp/b_menu/houdou/21/04/__icsFiles/afieldfile/2009/06/05/1263139_1_1.pdf

5) 권은경(2004), 일본학교도서관법개정과 사서교사제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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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 학급 학생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서울 587 20,351 566,149 34.7 27.8

부산 298 7,686 197,397 25.8 25.7

대구 214 6,076 167,548 28.4 27.6

인천 226 6,917 183,261 30.6 26.5

광주 145 4,136 115,827 28.5 28

대전 138 3,887 109,013 28.2 28

울산 118 2,974 81,678 25.2 27.5

경기 1,145 28,722 848,135 25.1 29.5

강원 353 4,445 99,797 12.6 22.5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사서교사 양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교과교사 중에서 사서 관련 연수

를 받은 자를 사서교사로 임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겸임사서교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그 외에도 일본의 경우에는 교사자격은 없지만 사서로서의 자격만을 갖춘 학교사서를 배치하

고 있다. 교사와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학교사서)이 상근직원과 비상근직

원을 합하여 16,153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교육적 역할을 하지는 않으며, 단순히 학교도

서관의 기본적인 운영(분류, 수리, 제본, 도서 출․반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Ⅲ. 교육 통계 비교

국내․외의 교육통계를 바탕으로 학교의 양적 크기를 비교 분석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사서교사 수와 객관적인 배치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교육통계서비스6)는 초․중․고등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양적 통계를 제

공하고 있다. <표 5>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초등학교의 지역별 학교 및 학급 수, 그리고 학

생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2010년 지역별 초등학교 현황

6) 국가교육통계서비스(2011. 02. 26.) <http://std.kedi.re.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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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 학급 학생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충북 259 4,115 105,026 15.9 25.5

충남 430 5,808 138,404 13.5 23.8

전북 413 5,487 126,869 13.3 23.1

전남 433 5,748 123,912 13.3 21.6

경북 494 7,057 164,230 14.3 23.3

경남 495 8,850 227,813 17.9 25.7

제주 106 1,674 44,035 15.8 26.3

계 5,854개교 123,933개 3,299,094명 21.4개 25.8명

지역 학교 학급 학생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서울 376 10,201 345,413 27.1 33.9

부산 171 3,904 129,285 22.8 33.1

대구 123 2,982 108,082 24.2 36.2

인천 128 2,991 112,142 23.4 37.5

광주 85 1,906 70,352 22.4 36.9

대전 86 1,907 65,904 22.2 34.6

울산 61 1,536 52,213 25.2 34

경기 574 13,434 482,170 23.4 35.9

강원 163 1,899 58,408 11.7 30.8

충북 132 1,986 63,120 15 31.8

<표 5>에서 학교당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국가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재분석한 것이다. 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초등학교는 총 5,854개교, 123,933개 학급, 

학생 수 3,299,09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교당 평균 21.4개의 학급, 한 학급당 

25.8명의 학생, 그리고 1교당 552명의 학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당 학급수가 많은 지역

은 서울, 인천, 광주 순이었으며, 학급당 많은 학생 수를 가진 지역은 경기, 전, 광주 순이

었다. 

<표 6>, <표 7>은 전국 중, 고등학교의 지역별 학교 및 학급 수, 그리고 학생 수를 나타내

고 있다. 

<표 6> 2010년 지역별 중학교 현황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사서교사 배치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69

지역 학교 학급 학생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충남 190 2,616 78,580 13.8 30

전북 206 2,464 76,583 12 31.1

전남 247 2,479 74,251 10 30

경북 278 3,245 97,491 11.7 30

경남 268 4,214 135,600 15.7 32.2

제주 42 710 25,204 16.9 35.5

계 3,130개교 58,373개 1,974,798명 18.6개 33.3 명

<표 7> 2010년 지역별 고등학교 현황

지역
학교 학급 학생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서울 236 75 8,446 2,105 303,609 58,857 32 32

부산 100 42 2,871 1,265 102,206 34,459 29.4 31.4

대구 71 20 2,374 729 86,514 22,786 35 33.9

인천 85 29 2,525 834 88,776 24,471 29.3 32.3

광주 52 13 1,389 447 52,706 15,044 30.6 35.8

대전 49 12 1,486 393 53,455 11,339 31.6 32.5

울산 39 12 1,098 345 41,560 10,864 28.5 34.7

경기 288 121 9,427 3,345 350,929 110,532 30.2 35.1

강원 70 47 1,017 879 32,945 23,766 16.6 29.7

충북 51 32 1,181 652 41,352 19,545 21.8 32.5

충남 83 34 1,757 703 57,731 19,126 21 30.1

전북 77 55 1,524 972 50,652 25,088 18.8 29.5

전남 91 63 1,546 987 49,220 23,273 16.4 27.7

경북 122 71 2,161 1,059 68,826 28,941 16.3 29.6

경남 129 54 2,920 1,054 100,024 29,985 21.1 31.4

제주 18 12 420 261 15,754 8,053 22.6 34.2

계
1,561 692 42,142 16,030 1,496,259 466,129

25 개 32 명
2,253 개교 58,172 개 1,962,35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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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중학교에는 3,130개교, 58,373개 학급, 1,974,798명의 학

생이 있다. 이는 1교당 평균 18.6개의 학급과 한 학급당 33.3명의 학생, 그리고 1교당 619명의 

학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고등학교에는 일반계고

의 경우 1,561개교, 42,142개 학급, 1,496,259명의 학생이 있고, 전문계고의 경우 692개교, 

16,030개의 학급, 466,129명의 학생이 있다.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1교당 

평균 25개의 학급과 한 학급당 32명의 학생, 그리고 1교당 800명의 학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초․중․고 수치를 종합하여 산정해 보면 전체 11,237개의 학교가  240,478개의 학급을 

갖고 있으며, 7,236,280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1교당 평균 21개의 학급이 

있으며, 한 학급당 30.1명의 학생이 있고, 1교당 630명의 학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

미국은 각 주별로 학생, 교직원, 학교에 한 다양한 자료를 주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51개 주(州)중에 비교적 큰 주인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와 뉴욕(New York)

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통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교육청은 홈페이지(www.ncpublicschools.org)를 통해 Data & Statistics 

이란 메뉴로 다양한 교육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North Carolina School Report 

Facts and Figures 2007-2008에서는 학교와 학생, 직원에 한 간략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표 8> 2007-2008 노스캐롤라이나 학교 현황7)

급별 학교 학생

초등학교(Elementary) 1,786 1,006,687 명

중등학교(Secondary) 460 424,161 명

통합학교(Combined) 108 -

챠터스쿨(Charter) 98 30,892 명

계 2,452 1,461,740 명

7) http://www.ncpublicschools.org/docs/fbs/resources/data/statisticalprofile/2008profi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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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초등학교 1,786개교, 중등학교 460개교, 

초중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통합학교가 108개교, 그리고 공립학교이긴 하지만 교육과정에 얽매

이지 않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챠터스쿨이 98개교로 총 2,452개교가 있다. 학생은 

Pre-K(유치원 전 과정)부터 8학년까지의 초등학생 1,006,687명,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중등

학생 424,161명, 그리고 챠터스쿨 학생 30,892명 총 1,461,740명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스캐

롤라이나 주의 한 학교당 학생 수를 산출해 보면 평균 563.7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뉴욕(New York)

뉴욕 주 교육청은 홈페이지(www.nysed.gov)에서 학교 현황, 성적 등 다양한 교육통계정보

를 IRS(Information & Reporting Service)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뉴욕 주의 학생과 학교에 관

한 통계를 제시하면 <표8>, <표9>와 같다. 

<표 8> 2007-2008 뉴욕 주 학생 현황8)

급별 학생수

초등학교(Elementary) 1,401,912 명

중등학교(Secondary) 1,312,473 명

계 2,714,385 명

<표 9> 2007-2008 뉴욕 주 학교 현황9)

급별 학교수

초등학교(Elementary) 2,499 개교

중등학교(Secondary) 1,888 개교

통합학교(K-12) 78 개교

특수학교(Special) 47 개교

계 4,512 개교

<표 8>,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욕 주의 학생수는 초등학교 1,401,912명, 중등학교는 

1,312,473명이다. 초등학교는 2,499개교, 중등학교(middle school, Junior high school, Junior- 

Senior high school, Senior high school) 1,888개교, 통합학교 78개교, 특수학교 47개교 총 

8) http://www.p12.nysed.gov/irs/reportcard/2008/2008statewideAOR.pdf

9) http://www.p12.nysed.gov/irs/statistics/enroll-n-staff/TABLE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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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개교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당 학생 수를 산출해 보면 평균 601명에 이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 일본

일본 문무성이 평성21년에 조사한 학교교육에 관한 통계 조사10)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초․중․고등학교에 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에 

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문부성에서 조사한 교육 기본 통계를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일본 문부성 교육 기본 조사(평성 21년) 

학교 학급 학생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소학교 22,258 278,203 7,063,606 12.5 25.4

중학교 10,864 121,197 3,600,323 11.1 29.7

고등학교 5,183 - 3,347,311 - -

계 38,305 - 14,011,240 - -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교육 기본 통계는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로 구성되어 있다. 소학교에는 22,258개교에 278,203개의 학급과 7,063,606명의 학생이 있으

며, 중학교에는 10,863개교에 121,197개 학급, 3,600,323명의 학생이 있다. 고등학교는 5,183

개교가 있으며 3,347,311명의 학생이 있다. 초, 중, 고를 통합하여 산출해 보면 한 학교당 

365.7명의 학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에 나와 있는 로 고등학교를 제외한 소학

교와 중학교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 학교당 학급이 12학급임을 알 수 있다. 

4. 각국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일본의 교육통계를 바탕으로 사서교

사 배치기준, 학교 수, 학생 수, 사서교사 수, 배치율 등을 상호 비교해 보면 <표 11>과 같다.

10) http://www.mext.go.jp/b_menu/toukei/main_b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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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각국 학교 현황 및 사서교사 배치 현황 비교

한국(2010) NC(2008) NY(2008) 일본(2009)

 배치기준 1500 500 700명 12학급

학교수 11,237교 2,452교 4,661교 39,994교

학생수 7,236,248명 1,461,740명 2,714,385명 14,011,240명

사서교사수 682명 2,538명 3,154명 25,178 명

배치율 6% 103% 68% 63%

교당 학생

또는 학급수
643명 596명 582명 12학급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학교당 또는 학급당 학생 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뉴욕 주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현재 1,500명당 1명이라는 사서교

사의 배치기준은 한국의 평균 학교당 학생 수와 비교할 경우 2교당 1명의 배치가 가능할 것

이다. 즉, 전국의 학교 수 비 약 50%에 배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미국 두 개의 주(노

스캐롤라이나와 뉴욕)와 일본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노스캐롤라이

나와 뉴욕)과 일본의 경우 평균 학생 및 학급 수에 근접한 수준에서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있

다. 또한 이에 따른 배치율도 60%～100%로 한국의 6%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을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같이 학교당 평균 학생 수 

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객관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평균 학생 수

와 학급 수로 배치할 경우 사서교사가 얼마나 배치될 것인지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Ⅳ. 사서교사 배치 기준의 재설정

국내 ․ 외의 교육 통계 비교분석 및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서교사 

배치기준을 재설정하고자 한다.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을 재설정함에서 있어서 근거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이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근거로 삼았다. 

1. 학생 수 기준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사서교사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할 경우, 교육편차가 더욱 심해져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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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 부산, 전 등의 광역시를 

제외한 작은 시․군 단위 학교의 경우는 교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 배치기준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작은 시․군에서는 현재 상당수의 교사가 줄

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 배치 기준에 있어서 해외의 경우에 학급당 학생 수와 사서교사 

배치 기준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할 

경우에는 현재 학교당 평균 학생 수 수준의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사서교사 배치기준을 재설정하여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학생 수 기준 사서교사 배치 기준

학교 급 초 중 고

학교 수 5,854개교 3,130개교 2,253개교

학생 수 3,299,094명 1,974,798명 1,962,356명

학교당 학생 수 563.6명 630.9명 870.9명

사서교사 수 227명 131명 325명

현재 배치율 3.8% 4.2% 14.4%

의무배치학교

(배치율)

2,594교

(44%)

1,704개교

(54.4%)

1486개교

(66%)

배치규정 학생 600명 당 1명의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재설정한 배치기준에 의거 사서교사를 배치하면 학생 6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초등학

교 2,594개(44%), 중학교 1,704개교(54.4%), 고등학교 1,486개교(66%)에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학생 600명 이하의 학교의 경우는 법률의 보조적 조항을 두어 학생 600명 이하의 학교

의 경우는 순회사서교사, 사서직원, 실기직원 배치의 선택적인 규정을 통하여 계속적인 학교

도서관 및 독서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학급 수 기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는 보건교사를 예로 둘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

우는 ‘18학급 이상, 중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라는 법률

로 배치 규정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한다면 초등 3,092개교

(52.8%), 중학교2,222개교(71%), 고등학교 2,030개교(90%)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학

급 수로 사서교사를 배치할 경우, 광역시 및 수도권과는 다르게 학급 당 학생 수가 적은 지

방에 적절한 수의 사서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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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학급 수 기준 사서교사 배치 기준

초 중 고

학교 수 5,854개교 3,130개교 2,253개교

학급 수 123,933개 58,373개 58,172개

학교당 학급 수 21.4개 18.6개 25개

의무배치학교

(배치율)

2,797개교

(47%)

1,521개교

(48%)

1,481개교

(65%)

배치규정 20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사서교사 1인을 배치해야 한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치규정을 20학급으로 규정할 경우, 초등학교는 2,797개교

(47%), 중학교 1,521개교(48%), 고등학교 1,481(65%)에 배치 할 수 있다. 비교적 소규모학급

이 많은 지방의 경우 20학급 이상의 학교 수가 적음으로 이 기준을 보정해 줄 수 있는 적절

한 보조규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현재 학교도서관은 한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다. 이찬열의원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2항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를 “사서교사 

등을 둔다.”라는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학생 1,500명당 사서

교사 1명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상의 배치규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학교도서관의 인력 배치 문제는 크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1,500명당 1명의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 통계 수치로 볼 경우 어떠한 기준에서 

나온 수치인지 정확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교육통계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 

다른 나라의 경우 평균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기점으로 사서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평균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바탕으로 사서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

며, 600명 및 20학급의 기점을 주변으로 배치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600명 혹은 20학급

을 기점으로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을 마련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학교 현황 및 사서교사 배

치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교육과정의 변화나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교사를 고용하는 외국과는 달리 국가에 의하여 

배치되어 배치기준이 느슨하고, 의무 배치 규정이 없을 경우 배치하지 않는 한국의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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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루라도 서둘러 우리 실정에 맞는 배치기준을 재설정하고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배치기준의 설정과 의무 배치 규정은 교육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2009년 개정 교

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생,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책이

나 여러 매체를 통해 찾는 우리가 원하던 이상적인 학생은 자연스럽게 배출 될 것이다.  

사서교사들은 이야기한다. “다른 나라에는 많은 사서교사가 있는데 왜 우린 없는가?” 많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이야기 한다. “사서교사는 필요한데 왜 학교에 배치가 안되는가?” 이

에 한 답으로 본 연구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단순히 이상적인 외국의 기준만을 바라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이념과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하며, 그 방향을 따라 이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고.

| 참고문헌 |

각주로 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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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적 측면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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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의 E-book zone 구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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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7년 아마존(Amazon)의 킨들(Kindle)을 시작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기 시작한 전자책 

시장은 현재 종이책 시장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콘텐츠 생산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의 전자자원 서비스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창출해야할 필요성을 불

러오고 있다. E-book zone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종이책을 열람하는 공간에 전자책을 

열람하는 전용 공간을 할당하여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이

들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도서관 서비스 영역을 구축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설계원칙에 기반하여, 전자책 단말기를 도서관이 적절히 수용

하도록 도울 수 있는 E-book zone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기존의 공공도서관이 이

분된 전자도서관과 전통적 도서관을 넘어선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선진화를 모색하였다.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마존의 킨들(Kindle)을 기점으로 시작된 전자책 혁명은 오늘날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도

서관에 있어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른바 전자책 단말기라 불리는 디지털 콘텐츠 

전용 단말기들이 수많은 기업들에 의해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그에 걸맞는 콘텐츠의 생산 

또한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급속하게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시장의 균형이 크게 변화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출판산업의 기술적인 측면의 전자화와 맞물려서 출판물

의 전자화가 용이해짐에 따라, 미래에는 더욱 큰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

한 변화는 세계 최 의 출판시장을 보유한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인류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자원을 수집, 보존, 제공하는 도서관의 입장에

서도 수집하는 자원의 균형이 크게 변화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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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 세계 전자책 시장의 규모 및 성장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권역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09년~2014년 연평균 성장률

세계 1224 2191 3006 5048 8262 27.2%

북미권 796 1209 2005 2984 3890 21.5%

유럽권 30 117 194 519 1257 53.8%

일본 168 327 394 529 746 15.8%

중국 11 41 67 157 304 42.9%

아 ․ 태권 82 311 424 885 1585 35.3%

※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9~20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콘텐츠시장조사’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콘텐츠 시장조사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전자책 콘텐츠 시장은 막 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자책을 재생하는 단말기 또한 전자책 전용 단말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자책 단말기가 가진 전자책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기능은 도서관의 입장에서 다소 매력적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

늘날 수많은 기업에서 생산되는 전자책 전용 단말기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가진 다기

능을 비겨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전자책을 읽는다는 측면에서는 e잉크 디스플레이와 같

은 전자책에 특화된 기능을 통해 매우 효과적인 가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눈을 편안하게 하

여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도 지닌다. 또한 기기이용의 목적 측면에서도 도서관에서의 단말기 

도입에 있어서 전자책 단말기는 한정된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실제 전자책 열람 이외의 목적

을 위한 기기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오늘날 전자책 시장은 일반인들에게는 접근하기 힘든 상이 아닌 익숙한 상으로서 변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도서관들이 전자책에 가졌던 인식, 그리고 서비스 방식 또한 

크게 변화해야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도서관에서 전자책의 영역

을 디지털 도서관에 한정하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 물리적인 도서관 서비스 영역과 디지털 도

서관 서비스 영역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도서관 영역에서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전자 출판물에 한 도서관의 응은 전자저널을 중심으로 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 의해 주로 다루어졌으며, 일반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에 한 응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자도서관을 구축한 국가

이나, 실상 한국의 수많은 공공도서관들 중에서 독자적인 디지털 장서를 구축하고, 이를 서비

스하는 도서관은 많지 않으며, 다수의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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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목록이나 초록정보 서비스와 소수의 인터넷 상의 정보원 내지 정보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링크시스템 정도이다. 최근에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과 같은 특정 지역의 도서관 전체를 지원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통합 전자도서관이 구축되어 전자책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나 소수의 사례이며, 여전히 국내의 많은 도서관들은 전자책을 제외한 소극적인 디지털 정보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의 발전적 개념이며 동시에, 인쇄자원과 전자자원이 하

나의 공간에서 제공되는 도서관이다.1) 전자책 단말기의 등장으로 촉발된 전자책 혁명은 장기

적으로 도서관의 수집 자원에 있어서 전자책의 비중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존의 인쇄자원과 전자자원을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동시에 바라보는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개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이 전자책 단말기의 등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정보자원 생산의 

흐름 속에서 도서관이 전자책 단말기를 도입하여, 인쇄자원과 전자자원이 도서관이라는 하나

의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는 E-book zone

의 구축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특히 기존의 하이브리드 도서관 구축과 관련된 연구들이 전자

자원보다는 다소 넓은 의미에서의 전자 정보서비스 영역과 전통적인 도서관을 하나로 묶는 데

에 집중한 것과 달리, 보다 선행적인 단계에서 E-book zone을 통해 전자자원과 인쇄자원의 하

이브리드만을 상으로 함으로써, 이로부터 도서관이 미래에 보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하이브

리드 도서관을 구축할 때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론과 사례를 구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기존 정의를 되돌아보는 한편, 하이브

리드 도서관의 설계 원칙으로부터 본 논문의 핵심 제제인 E-book zone이 장기적으로는 하이

브리드 도서관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도출해 보았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국내외의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단말기 관련 서비스 사례들을 알아보았다. E-book 

zone 구축 전략에서는 이상의 기본원칙 수립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

여 구체적인 구축 전략을 공간적, 시스템적, 사업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체험하고, 

이용자나 도서관 직원들을 만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의 사례는 국내‧외에 소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문헌조사 방법을 통해 연구할 수밖

1) Stephen Pinfield. 1998. “Realizing the Hybrid Library.” D-Lib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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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외의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단말기에 한 선행 연구들을 

문헌조사 방법을 시행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축, 연

구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쇄자료로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고, 비인쇄 자료로는 e-journal, Web DB 그리고 인터

넷 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3. 선행연구

국내에서 인쇄 매체와 함께 디지털 매체를 하나의 도서관에서 동시에 다루는 것과 관련된 

연구는 2000년 에 들어서면서 도서관 홈페이지의 설립이 급증하고, 전산화가 급격하게 진행

되는 과정에서 기술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의 사례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동시에 다루는 하이브리드 도

서관을 언급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하이브리드 도서관에 한 국내의 연구는, 2000년  초기 

기초적인 설계원칙과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에서, 최근 들어서야 공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들 학자들의 연구는 다

음과 같다.

노진구2)는 전통적인 정보 서비스와 전자정보 서비스를 통합하고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

에 한 연속적이며, 통합된 접근을 요하는 하이브리드 정보환경과 도서관에 있어서 요구되

는 기본적인 설계 원칙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는 여기서 해외의 주요한 하이브리드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공통이 되는 기본적인 모델을 고찰하고, 나아가 그로부터 하

이브리드 정보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기본 원칙 5가지를 제안하였다.

김지훈3)은 국내의 도서관들은 상당부분의 전산화를 이룩했지만 부분 업무의 전산화로만 

이어졌을 뿐 실제 서비스에 있어서의 전산화는 제 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기

존의 디지털 도서관 모델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단계의 하이브리드 정보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하이브리드 도서관 설계를 위한 논리적 구조와 설계 원칙을 연구하였다. 김지훈은 여기

서 기존의 노진구가 제시한 하이브리드 도서관에 관한 기본적인 모델과 설계 원칙에 기반하

여 실제 설계에 기반이 될 요구 사항들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간 도서관의 관

리 시스템 및 기능을 지원하는 논리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정재영4)은 기존의 하이브리드 도서관에 한 기본적인 설계 원칙과 기능을 제시한 연구들

2) 노진구. 2001. “하이브리드 정보서비스 모델의 설계원칙.” 정보관리학회지, 18(3)

3) 김지훈. 2002. “하이브리드 도서관 설계를 위한 논리적 구조.” 정보관리학회지, 19(2)

4) 정재영. 2009. “Information Commons기반 하이브리드(Hybrid)도서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

리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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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보다 더 발전된, 이른바 정보공유공간이라고 정의되는 Information Commons에 기

반한 구체적인 하이브리드 도서관 모형을 연구하였다. 그는 해당 연구에서 도서관을 연구와 

학습,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재정의 하고, 연세 학

교 학술정보관, 국립디지털도서관 등의 구체적인 국내의 구축 사례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도

서관의 두로 나타난 가상공간의 영역을 실제 공간과 융합하는 Information Commons를 구

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지훈5)은 도서관에서의 소셜 소프트웨어와 전자책 단말기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실

제 도서관에서 전자책 단말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나아가 구

체적인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국외에서는 1998년 Rusbridge가 D-Lib Magazine에서 하이브리드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면서 하이브리드 도서관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인 설계 원칙이나 모델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전에 상당부분 집중되어 있다. 2000년 이후의 하이브리드 도서관에 

한 연구는 전자책과 같은 매체보다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영역과 함께 주로 연구되었으

며, 국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도서관이라는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이론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Oppenheim는 1999년 자신의 연구에서, 90년  도서관에서의 급격한 디지털화가 가져온 

변화들을 조망하면서, eLib 하이브리드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기본 모

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는 여기서 하이브리드 도서관이 앞으로 가져올 변화뿐만 아니라 앞

으로의 사회변화가 도서관에 가져올 영향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 도서관이 앞으

로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인지를 고찰하기도 하였다.6)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등장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도서관 환경에 있어서 새롭게 사서에게 요

구되는 능력들에 관하여 Garrod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사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

운 환경에 걸맞은 업무분석과 기술 습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책과 같은 자원에 해서 단순히 도서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end-user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7)

전자책이 도서관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 될 수 있는가에 

한 연구를 한 Joint는 킨들(Kindle)의 등장을 기점으로 촉발된 E-book 시장의 급격한 발전이 

5) 노지훈. 2010. “도서관 이용자와의 소통 활성화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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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보다 확산될 하이브리드 도서관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8)

이상과 같이 초기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이론이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를 도서관이라는 하나

의 영역에서 묶었던 것과 달리 이후의 연구들은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보다는 보다 다양한 측

면에서의 도서관 서비스의 전방향적인 하이브리드 정보환경 구축에 치중하고 있으며, 실제적

으로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도서관에서의 공존을 다루면서 전자책 단말기의 효용성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Ⅱ. 하이브리드 도서관과 E-book zone

1.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정의

1) 개념 정의

하이브리드 도서관은 1998년 Rusbridge가 D-Lib Magazine에서 하이브리드 도서관(Hybrid 

librar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된 정의이다. Rusbridge는 하이브리드 도서

관을 서로 다른 분야에서 비롯된 다양한 기술들을 실무 도서관 영역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고

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설계는 전자 및 인쇄 환경 모두에서의 통합된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원들에 한 

접근의 통합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9) 그러나 실제 하이브리드 도서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Rusbridge의 정의 이전에 이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표적으로 Knight는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인쇄본과 전자자원 모두를 위한 ‘원 스톱 상점’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 정의

하기도 하였다.10) 1997년 Knight의 정의에서부터 1998년 Rusdbridge의 보다 구체적인 개념 

정의까지의 변화는, 도서관에서의 하이브리드 영역이 전통적인 인쇄자원과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자원의 통합만을 의미하던 것에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자화된 도서관의 서비스영

역과 전통적인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 영역의 통합으로 변화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이러

한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

던 상태에서 벗어나 이 둘을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운용해야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있다.

8) Nicholas Joint. 2010. “The electronic book: a transformational library technology?” Library Review 59 

9) Chris Rusbridge. 1998. “Towards the Hybrid Library”. D-Lib Magazine 4(7)

10) Jon Knight. 1997. “The Hybrid Library: Books and Bytes.” Ariadn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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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단말기는 전자잉크를 사용한 전자종이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텍스트에 한 가독성을 

극 화시킨 전자책 전용의 단말기로서 기존의 PC 중심의 전자책 콘텐츠 열람과는 달리 보다 

안정적인 전자책 이용을 돕기 위하여 설계된 매체이다. E-book zone은 이러한 전자책 단말기

를 도서관이 직접 구매하여, 기존 도서관 자료실의 일부 공간에서, 인쇄자원과 함께 전자책 단

말기를 통해 전자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E-book zone의 기본 개념은 정보공유공간으로서 최근 연구, 구축되기 시작한 Information 

Commons에 기반한다. 그러나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Information 

Commons와 달리 E-book zone은 기존의 도서관에 새로운 의미의 공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는 공통점을 가지나, 전자책 단말기를 통해 물리적인 도서관 환경에서 전자책의 이용만을 돕

는다는 점에서 보다 협소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자책 단말기는 2007년 킨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에 의해 생산, 이용되었으

나 부분의 전자책 단말기는 인터넷 서점과 주로 연동함에 따라 도서관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이미 도서

관의 전자책을 이용자 개인이 보유한 단말기를 통해 출해주는 서비스에 한 시도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책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아마존이 킨들을 통

한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출 서비스를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비스와 기술영역은 보다 확장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 특성

하이브리드 도서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도서관 웹사이트와는 구별된다. 첫째, 전자

적 정보원 쪽으로의 인쇄정보원의 영속적이며 동등한 편입이다. 둘째, 특별한 이용자 집단을 위

하여 전체적인 서비스, 주체 등의 특수하고 일반적인 요소들을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하이브리드 도서관에 내재해 있는 철학적 가정은 도서관은 전달 

수단의 일부가 되는 국지적 장서라기보다는 조직된 접근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11)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특성은 기존의 전자자원과 인쇄자원이 독립적으로 도서관

에 제공되지만 상 적으로 인쇄자원의 비중이 더 높은 현실 속에서, 기술의 발달이 실제 도

서관에 있어서의 인쇄자원과 전자자원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

한 연결이 더 이상 인쇄자원과 전자자원의 명확한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도서관에서의 이와 같은 전자환경과 물리환경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

11) 정재영. 2009. “Information Commons기반 하이브리드(Hybrid)도서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

리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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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환경의 구축은, 기존의 전통적 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의 서비스가 특별한 맥락에 의한 개

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정보자원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에 반

해, 도서관의 모든 자원을 환경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맥락에서 연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보다 개별적이고 특성화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임을 의미한다.

2. E-book zone의 정의

E-book zone은 개념 정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공유공간인 Information Commons에 비

해 보다 협소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서관의 정보자원 

제공에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Information Commons 구축의 선행단계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E-book zone은 Information Commons의 구축이 상 적으로 복합적이고 새로운 정보공

유공간을 기존의 도서관에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데에 반해, 

기존 도서관 자료실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에 맞는 관리시스템만 구

축만 하면 되므로 보다 적은 비용을 통해 하이브리드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진다.

Ⅲ. 국내외의 전자책 단말기 활용 사례

2007년을 기점으로 전자책 단말기의 생산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도서관

에서의 전자책 단말기를 통한 전자책 열람 서비스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단말기를 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

국을 중심으로 전자책 도서관이 전자책 단말기를 통해서 도서관의 전자책을 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해서는 상당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례

를 미국을 중심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해외

1) 뉴욕 공공도서관

eNYPL은 뉴욕공공도서관의 2010년 제작된 전자도서관 전용 홈페이지로 뉴욕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약 40만 종의 전자책을 아마존(Amzon), 오버드라이브(OverDrive) 등을 통해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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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iPod, iPad, iPhone, Android기반의 스마트폰, eBook reader 등의 매체를 통해 이용자가 

전자책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eNYPL에서 제공하는 전자

책의 파일형식은 EPUB와 PDF로 국한되어 있으며, 전자책 단말기는 소니의 Sony® Reader와 

반스앤노블스의 nook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2011년 하반기부터는 아마존과의 협약을 통해 

킨들에서도 뉴욕 공공도서관의 컬렉션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뉴욕공공도서관은 이외에도 킨들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책 단말기를 직접 구입, 이용자들에

게 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 단말기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eNYPL의 메인 홈페이지

 

출처 : ebooks.nyp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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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SU Library

<그림 2> NCSU Library의 eBook Reader Lending 서비스

출처 : http://www.lib.ncsu.edu/
 

노스캐롤라이나 학 도서관은 학생 및 교직원들을 상으로 아마존의 킨들과 소니의 Sony® 
Reader를 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기한은 1주일이며 연체 시 1일 

10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단말기의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든지 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책 콘텐츠는 주로 형 인터넷 서점인 반스 앤 노블스와 아마존의 컬렉션을 도서관이 

구입, 제공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단말기를 

통해 열람가능하나, 추가적인 인증과정을 통해 스마트폰 등의 다른 단말기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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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1) 상명대학교

<그림 3> 상명대학교 전자책도서관의 메인화면

출처 : http://libebook.smu.ac.kr

상명 학교 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북큐브네트웍스의 제휴를 바탕으로, Wi-fi 기능

을 탑재한 BookCube B-612 30 를 도입, 재학생들을 상으로 여해주고 있으며, 현재 약 

2만 5천여 종의 전자책을 단말기를 통해 출하도록 돕고 있다. 이용자가 단말기를 통해 전

자책 도서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명 학교 전자책 도서관의 회원가입을 마치고 2차적으로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2중의 인증과정을 거치게 되며, 온라인 상태로 만든 단말기를 

통해 도서관에 접근, 전자책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게 된다. 

다운받은 콘텐츠는 약 5일간 단말기에 보존되며, 5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도록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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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그림 4> 경기도립과천 전자책도서관의 메인화면

출처 : http://ebook.kwalib.kr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은 국내 공공도서관 중 최초로 전자책 단말기를 여하는 서비스를 실

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상으로 하는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 중인 서비스로, 과천도서관은 상명 학교와 마찬가지로 북큐브네트

웍스와의 제휴를 바탕으로 구축한 전자책 도서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약 1

만 3,000여권의 전자책을 구축한 과천도서관은 기능적으로는 상명 학교와 동일한 단말기 기

종을 사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외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단말기관련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전자책 전문 서점 또는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말기 제공은 도

서관내 한정이용이 아닌 여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부분의 도서관에서의 전자

책 단말기 제공은 1~2종의 한정된 기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도서관의 전자책 컬렉션

을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제공업체가 단말기뿐만 아니라 그에 요구되는 

여러 시스템과 전자책 컬렉션을 동시에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마존(Amazon), 반스 앤 노블스, 오버드라이브 등의 기업

들이 도서관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북큐브네트웍스가 다수의 도서관들과 전자책 

단말기관련 제휴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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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설계원칙과 그에 기반한 E-book zone의 구축 기본 원칙

1.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설계원칙

특정한 서비스 영역을 실제 구축함에 앞서, 기본적인 모델과 설계원칙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book zone은 기존의 인쇄자원이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던 

도서관의 자료실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전자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책 단말기를 설치하

고 제공하는 개념으로서, 단편적으로는 물리적 도서관환경에서의 전자책 단말기를 통한 전자

자원에 한 접근지원 정도로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에서의 전자자

원 이용 접근성을 늘려 전자자원에 한 도서관에서의 인식과 비중을 인쇄자원과 동일한 선

상에 두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서비스 영역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

라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기본적인 설계원칙을 살피고, 이에 기반하여 E-book zone의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설계원칙을 고려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모델과 설계원칙에 한 연구는 국외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진 바 있

으나, 국내에서의 연구는 유일하게 노진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노진구는 자신의 연구에서 

하이브리드 정보환경은 적절한 범위의 이질적인 정보서비스가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지

속적이며 통합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환경이라고 보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정보환

경에서의 정보서비스의 설계원칙을 ①통합, ②연속성, ③인증, ④상호연결성, ⑤정보탐색과정 

환경의 개인화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기본 설계 원칙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통합
①이질적인 정보서비스의 통합 : 전통적인 정보서비스와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통합

②전통적 정보자원과 단일 인터페이스의 설계 원칙

연속성
이용자들이 선택한 정보자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과정들을 지원하는 

단일 인터페이스의 설계 원칙

인증
가상의 공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끊임없는 접근

을 위한 자동 인증 및 이용자의 권한부여를 위한 설계 원칙

상호연결성
상호연결되는 상이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수단의 개발 

원칙

정보탐색과정

환경의 개인화

상이한 이용자들에 의한 상이한 관점의 정보조망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하다.

정보원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 대한 인증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표 1>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설계원칙

출처 : 노진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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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전통적인 정보서비스와 전자 정보서비스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도서관이 가진 

다양한 정보자원들, 예컨  인쇄본, 전자자원, 웹자원, 시청각 자료 등이 통합되어 운용되어

야 함을 가리킨다. 통합의 원칙은 국내에서는 경기사이버도서관

(http://www.golibrary.go.kr/)에 잘 나타난다. 경기사이버도서관은 장서 검색 시 <그림5>

과 같이 인쇄자료의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소장정보를 경기사이버도서관이 보유한 전자자원과 

연결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제공함으로써,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전자자원과 인쇄자원의 이용

을 통합의 원칙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연속성의 원칙은 도서관에서 제공 가능한 자원을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정

보서비스들과 연결하여 연속성 있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속성의 원칙은, 오늘

날 Audio book과 Multimedia book 등 다양한 형태의 책이 전자책과 연동하여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One source multi use에 의해 하나의 콘텐츠로부터 다양한 2차 콘텐츠가 파생되는 

현실에서, 이들을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연동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그림 5>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의 장서 검색 결과 화면

출처 : http://www.golibra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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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카릴의 장서검색 결과 화면

     

출처 : http://calil.jp/

하이브리드 도서관은 직접적인 소장에 의해 이용자에게 접근되는 인쇄자원과 달리, 실제 

소장되지 않고 접근권한만을 보유하는 전자자원을 포괄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한 인증

의 문제가 도출된다. 많은 도서관이 인가된 이용자에게만 도서관의 자료 출을 허용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전자자원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인증과정을 사용

해 어느 정도의 접근 통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연결성은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으로, 일본

의 공공도서관메타검색서비스인 카릴12)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 6>과 같이 카릴은 장서검

색 후 개별 장서정보에서 공공도서관의 장서보유 현황과 그에 한 링크를 아마존재팬

(Amazon Japan)에서 해당 도서의 직접적인 링크와 함께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

적인 서비스영역을 연결하는 상호연결성은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자가 이질적이지만 다

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정보서비스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정보탐색과정 환경의 개인화는 이용자가 정보탐색과정과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 영역을 이

용함에 있어서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도서관에

12) 카릴(http://calil.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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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My library와 같은 기능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2. 설계원칙에 기반한 E-book zone의 구축 기본 원칙

E-book zone은 기존의 도서관들이 인쇄자료에 한 접근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 설계가 

다수를 이루는 것에서 벗어나, 인쇄자료를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에 전자책 단말기 이용 공

간을 설치한다는 하이브리드 공간적 측면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시스템

의 구축을 요한다. 이와 같은 관리시스템은 기존의 도서관 홈페이지와 같은 전자도서관 관리

시스템에 연계되어 구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설계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단순한 전자책 단말기를 위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뛰어넘은 하이

브리드 서비스 영역의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하이브리드 도서관 

설계원칙에 기반한 E-book zone 관리 시스템 구축의 요구사항들은 <표2>와 같다.

기본 설계 원칙 E-book zone에서의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통합
물리적인 도서관 환경과 전자자원 이용환경의 통합

시스템에서의 전자자원 열람과 동시에 인쇄자원의 위치정보를 제공

연속성
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 및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여 

단일 인터페이스에 제공

인증 이용자의 단말기 이용시 적정한 수준의 인증 기능 제공

상호연결성
E-book zone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책 열람과 함께 해당 도서에 대한 다양한 

2차 콘텐츠를 제공

정보탐색과정
환경의 개인화

이용자의 E-book zone 이용정보를 도서관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시스템에 기록된 이

용자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

<표 2> 하이브리드 도서관 기본 설계원칙에 기반한 E-book zone에서의 시스템 설계 요구 사항

가장 먼저 통합의 원칙에서, E-book zone은 기본적인 개념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물

리적인 도서관 환경과 전자자원 이용환경을 하나의 공간에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하나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두 가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통합의 원칙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통해 전자자원의 정보를 열람하였을 때, 해당 자료의 인쇄자료 보유현황, 

위치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같은 콘텐츠라도 종이책을 이용할 것인지, 전

자책을 이용할 것인지와 같은 선택을 제공하여 구현될 수 있다.

연속성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는 단말기를 통해 일반적인 콘텐츠의 접근에 있어서 그 이상

의 다양한 관련 콘텐츠에 한 접근이 가능해야만 한다. 최근 아마존을 시작으로 많은 인터

넷 서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콘텐츠와 콘텐츠의 맥락을 잇는 서비스들에 비해 도서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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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단일 콘텐츠에 한 정보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용자가 보다 다양한 

콘텐츠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속성 있는 서비스가 동

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인증의 원칙은 E-book zone에 의해 도입될 전자책 단말기에 적정한 인증 기능을 제공하여, 

단말기에 접근 가능한 이용자를 한정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

다. 이 원칙은 개인화 원칙과도 연결된다.

상호연결성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해당 콘텐츠에 한 형태 정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존재

하는 서평 등과 같은 다양한 2차 콘텐츠에 한 접근을 돕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상호

연결성의 원칙은 도서관 내부의 정보서비스와 외부의 데이터 제공자를 연결하여 하나의 인터

페이스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확장적인 서비스 도출과 함께 유연성 있는 

정보제공을 가능케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화의 원칙은 오늘날 전자 도서관에서 구현되고 있는 My library기능을 

E-book zone과 연결하여 구현될 수 있다. 이용자는 E-book zone에서 이용한 다양한 전자책 

열람 정보를 자신의 My library에서 종이책 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개인화된 서비스는 단

말기 인증과정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2>에서 정리된 요구사항은 E-book zone의 구체적인 구축 전략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보다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다. 

Ⅴ. 도서관에서의 E-book zone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도서관에서의 E-book zone 구축은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요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상에서 정리한 설계원칙과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략은 

크게 전자책 단말기와 함께 공간 같은 물리적 요소를 포함한 물리적 측면과 이를 보다 한 단

계 높은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측면, 그리고 이들 모두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적 측면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1. 물리적 측면

1) 공간적 측면

E-book zone은 통합의 설계 원칙에 따라 전자책 단말기를 물리적인 도서관 환경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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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특정한 공간을 할애하여 설치하고, 이로부터 이용자가 짧은 물리적 거리를 바탕

으로 유기적으로 인쇄자원과 전자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부

분의 도서관들은 PC실, 멀티미디어실과 같은 전자자원 이용공간을 도서관의 자료실들과 엄격

하게 구분해서 공간설계를 해왔다. 이러한 공간설계는 이용자들이 전자자원과 인쇄자원을 하

나의 연속성 있는 자원으로서 이해하기보다는 각각의 독자적인 자원으로 이해하게 함에 따

라, 보다 연속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을 막는 장애요소로 자리잡아왔다.

E-book zone은 이러한 현실에서 전자책을 기존의 인쇄자원이 부분을 차지하던 도서관 

자료실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전자책 단말기를 통한 전자책 콘텐츠 이용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E-book zone의 구축은 물리적으로 인쇄본의 서가와 전자책 단말기를 매개로 연

결되는 전자책 서가의 거리를 단축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이용자가 전자책과 인쇄본을 번갈

아가면서 이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기존의 PC를 통한 전자책 콘텐츠 이

용과 달리 상 적으로 전자책 단말기는 높은 가독성과 함께 실제 책을 읽는 감각을 이용자에

게 제공 가능하며, 도서관 자료실과 E-book zone을 동일한 공간에 설치한다면 이러한 감각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E-book zone의 공간배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book zone과 서가는 실제 사서가 근무하는 데스크와 먼 거

리를 두지 않도록 설치되고, 이용자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서가와 E-book zone에 접근할 수 

있다. 사서는 데스크를 통해  E-book zone 이용자의 기기 이용을 돕고, 상황에 따라 전자책

과 인쇄본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정보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 

2) 전자책 단말기 측면

E-book zone은 도서관에서 전자책 단말기를 통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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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선택 기준 선정기준에 대한 상세사항

Wi-fi 단말기를 통한 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이즈 높은 가독성 확보를 위해서 되도록 큰 사이즈를 선택해야 한다.

파일형식 지원 PDF, DRM, Epub 등 다양한 파일형식을 지원해야 한다.

콘텐츠 접근 가능성 한국어 콘텐츠를 최우선으로 하되 다양한 언어의 콘텐츠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전자책 재생 가능성
Audio book이나 음악을 포함하는 Multimedia book 등의 재생이 가능해야 한다.

A/S 여부
도서관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높은 내구도와 함께 지속

적인 A/S가 가능해야한다.

<표 3> E-book 단말기 선택 기준

영역을 구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전자책 단말기의 선택은 구축에 있어서 공간과 함께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할 측면이다. 전자책 단말기의 선택은 또한 실제 도서관에서 단말기를 구매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준들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함으로써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도서관에서 전자책 단말기를 도입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기준들

은 다음과 같다.

전자책 단말기의 와이파이 기능은 단말기를 도서관의 시스템과 무선으로 연결하여 무형의 

전자책 서가에 이용자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와이파이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책 단말기를 통해 전자책 콘텐츠를 이

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담긴 USB와 같은 저장매체를 단말기에 연결해야만 한다. 와이파

이 기능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시스템에서 책을 선택할 수 있

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의 개가제 이용과 비슷한 감각을 제공하며 동시에 도서관의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도서관에서 사용될 전자책 단말기는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보

다 많은 이용자가 편하게 전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휴 성보다는 가독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선택되어야 한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책 단말기의 사이즈는 5인치, 6인치, 7인

치, 8인치, 10인치로 구분되고 있다. 단말기의 사이즈 증가는 단말기의 무게를 높이는 동시에 

휴 성을 감소시키지만, 가독성의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텍스트를 출력 가능하여, 이용자들의 

전자책 독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E-book zone에 있어서 전자책 단말기는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이용되므로 휴 성보다는 가독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E-book zone의 전자책 단말기는 7인치 이상의 형 단말기 사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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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큐브

(B-815) 02. NUUT3
03. 비스킷 04. 스토리

제조사
(주)넥스트 

파피루스
네오럭스 인터파크 아이리버

화면

6인치,

600*800

e-ink

8-level gray scale

6인치,

600*800

16 gray scale 

levels

6인치, 

600*800,

e-ink,

8Gray

(Max16Gray)

6인치,

600*800,

e-ink Display

8그레이

저장공간

(내장/ 

2GB/Micro SD 

card(MAX 16GB)

1GB/Micro SD 

card(MAX 32GB)
4GB/지원안함

2GB/Micro SD 

card(MAX 32GB)

<표 4> 단말기 선택 기준에 따라 선택된 추천 단말기

현용 전자책 콘텐츠는 PDF, DRM, Epub 등 다양한 파일형식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다

양한 파일형식 지원 기능은 보다 많은 형식의 전자책 콘텐츠에 접근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아마존의 킨들은 아마존이 구축한 막 한 전자

책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다. 양적인 측면에서 아마존의 킨들은 막 한 양의 전자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마존이 구축한 부분의 전자책 콘텐츠는 영어 콘텐츠이며, 이는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도서관이 선택할 전자책 단말기는 상 적으로 한국어 

전자책 콘텐츠에 한 접근 가능성이 높아야만 한다.

Audio book이나 Multimedia book 등은 전자책이 가진 장점을 극 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단말기는 이러한 종류의 책들을 재생할 수 있는 소리 재생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한

다. 특히 Audio book은 일반 도서관의 장서를 통해서는 독서를 즐기기 힘든 시각장애인들에

게 있어서, 일반 도서관에서도 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매

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이용될 전자책 단말기는 도서관을 방문하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이용되

며, 따라서 기기의 내구성과 A/S여부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전자책 단말기들로부터 도서관에서 이용하

기에 적합한 단말기들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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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지원유무)

무선 네트워크 지원안함 Wireless LAN 3G 지원안함

지원포맷

(텍스트)

Bcb, ePub, PDF, 

MOBI, PRC, CHM, 

FB2, OEB, 

PLUCKER, 

PALMDOC, TCR, 

TXT, RTF, 

HTML(추후)

ePUB, PDF, TXT, 

NZN,NWB

epub,

AdobePDF

MS Office

(doc,docx,ppt,ppt

x,xls,xlsx)

hwp,txt,

PDF, EPUB, TXT, 

PDF, DOC, PPT, 

XLS, HWP

지원포맷

(이미지)

JPG, GIF, PNG, 

BMP, ZIP

JPEG, GIF, BMP, 

PNG
bmp,jpg,png,gif

Zip, JPG,BMP, 

PNG

지원포맷

(오디오)
MP3, WMA, WAV, MP3 mp3 MP3, WMA, OGG

연결단자

USB 2.0 

mini-B(Device 

Only) / 

Ear-jack(3.5mm)

USB 2.0 device / 

3.5mm Earphone 

jack, 

USB 2.0 mini-B / 

3.5mm 스테레오잭

USB 2.0 / 3.5mm 

스테레오 잭

내장 스피커 없음 스테레오 스피커 스테레오 스피커 스테레오 스피커

크기(가로*세로*높

이, mm)
125*157*8.4 131.5*176*10.5 124*200.5*10.7 127*203.5*9.4

무게(g) 200 245 300 284

인터페이스 전용키 방식 전용키 방식 키패드 방식 키패드 방식

AS지원 북큐브네트웍스 네오럭스 LG전자 아이리버

2. 시스템적 측면

1)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 설계

E-book zone은 물리적인 도서관 환경에서 전자책 단말기를 통해 전자자원에 접근할 수 있

도록 돕는 공간이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가 단말기를 통해 전자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에 맞는 시스템의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전자책 단말기를 위한 콘텐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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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기존의 전자책 도서관과 유사점이 많지만 다소 독자적인 시스템 구성과 서버의 구

축을 요하는데, 이에 관련한 기초적인 설계 구조는 국내에서 유일한 곽경민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곽경민은 자신의 연구에서, Wi-fi 전자책 단말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콘텐츠 다운로

드 방법과 실제 다운로드 서버의 설계 및 구현에 하여 연구하였다. 곽경민이 제시한 전자

책 다운로드 서버의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전자책 다운로드 서버의 구조

출처 : 곽경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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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자책 콘텐츠 다운로드 방법

출처 : 곽경민 2010
<그림 10> 단말기의 요청 패킷 구성

출처 : 곽경민 2010

전자책 단말기의 요청을 처리하는 다운로드 서버는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Web server와 Web application으로 구성되며, 단말기의 화면에 비칠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

는 저장소,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 그리고 다운로드 서버에서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

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성의 서버를 향해 단말기는 Wi-fi기능을 통해 콘

텐츠 다운로드를 행하게 되는데, 콘텐츠의 다운로드 과정은 <그림 9>와 같이 크게 ①전자책 

콘텐츠의 정보 조회 및 응답, ②전자책 콘텐츠의 다운로드 요청 및 응답, ③전자책 콘텐츠의 

다운로드 결과 보고 및 응답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그린 

<그림 10>을 보면 다운로드 서버는 전송받은 Data Packet에서 Request URL을 분선해서 

요청 받은 데이터를 구분하게 되며, Model Name과 Firmware Version을 확인하여 단말기

의 하드웨어 특성을 구분하고 단말기에 화면 크기에 적합한 UI(User Interface)로 구성된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책의 정보를 전송한다. 여기서 Device ID는 전자책 단말기의 고유한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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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13)

그러나 이와 같은 서버의 구축은 기초적인 시스템 서버 설계의 기반으로는 유효하나, 실제 

도서관에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서버설계를 바탕으로 도서관에 

걸맞은 시스템 및 서버를 재설계하면 다음과 같다.

 

2) E-book zone의 시스템 설계

E-book zone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설계원칙들에 기반 하여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기본적인 설계구조에 추가적인 기능들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기초적인 서버구조를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먼저 E-book zone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 정보조회이다. 기존의 전자책 다운로

드 서버 구조에서 인증은 개별 Device ID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지만,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단

말기 이용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 의해 이용되므로, 사실상 Device ID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인증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11> E-book zone의 서버 구조

 

13) 곽경민. 2010. “Wi-Fi 전자책 단말기를 위한 전자책 콘텐츠 다운로드 서버 설계 및 구현.” 고려대학교 컴

퓨터정보통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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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용자는 Wi-fi 기능을 통해 단말기로 서버에 접근하였을 때 2차적인 이용자 인증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장서검색과 콘텐츠 요구를 시행할 수 있어야한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상호연결성과 연속성의 원칙에 기반한 맥락정보 서비스와 2차 콘텐츠 

제공이다. 시스템은 단말기를 통해 이용자가 장서검색을 하고 해당 장서에 한 정보를 조회

할 때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도서관이 보유한 인쇄자료, 영상물 

등의 다양한 자료를 하나로 묶어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해야하며, 이는 하이브리드 도서

관의 기본 설계원칙인 연속성 구현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시스템은 상호연결성의 원칙에 

따라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외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동시 접근하여 해당 콘텐츠

에 한 2차 콘텐츠를 확인하고 제공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Mixed search를 위하여 도서관은 

인터넷 서점과 같은 다양한 도서관련 정보 DB를 보유한 곳들과 협약을 맺어 보다 풍부한 데

이터에 한 접근성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세 번째로는 이용자 정보조회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말기를 통

해 이용자는 인증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로부터 이용자는 자신이 검색 및 이용한 장서정보를 

도서관의 서버에 저장하게 된다. 단말기는 이용자가 이후 단말기를 통해 자신의 정보조회를 

새롭게 실시하였을 때 도서관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정보를 불러와서 과거 이용자가 이용한 장

서정보에 바탕을 둔 다양한 추천도서 서비스나 관련 자료와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책 단말기의 시스템에 있어서 콘텐츠 다운로드 과정은 일반적인 전자책 단말

기에서의 콘텐츠 다운로드와는 다른 추가적인 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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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book zone의 콘텐츠 다운로드 서버의 처리과정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의 콘텐츠 다운로드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인 

콘텐츠 다운로드 서버와는 달리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요청정보를 분석한다. 그다

음 정보를 단말기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정보에 전자책 유통일자를 입력하여 일정기간

이 지난 콘텐츠는 이용이 제한되어 자동으로 반납되도록 하는 독자적인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

치게 된다. 이를 통해 단말기에 다운로드 된 콘텐츠는 이용자가 열람을 그만두고 추가적인 반

납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출 처리를 하여 콘텐츠 이용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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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적 측면

1) 민간사업과의 제휴 측면

오늘날 도서관의 전자책 단말기 도입과 관련한 시스템의 구축에는 국내외에 걸쳐 부분 

민간 기업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실제 전자책 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전자자원 컬렉션의 수집이,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의 인쇄자원이 소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접근성의 확보에만 머무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 협력을 통한 전자책 도서관 구축은 크게 전자책 콘텐츠 제공업체, 전

자책 도서관 솔루션 업체, 단말기 제공업체 총 3가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전자책 콘텐츠 제공업체는 전자도서관에 요구되는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

체로서 여러 단말기에 응 가능한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도서관에 제공하게 된

다. 두 번째, 전자책 도서관 솔루션 업체는 실제 도서관이 콘텐츠 업체로부터 구입한 콘텐츠를 

실제 이용자가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 시스템 등을 구축해주는 업체이다. 국

내외에 걸친 수많은 전자책 도서관은 실제 도서관 홈페이지와는 구분되어서 구축되며 다소 독

자적인 구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도서관 솔루션 업체에 의해 일반적인 

도서관 홈페이지와는 다른 전자책 도서관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전자책 단말기 업

체는 최근에는 많은 전자책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독자적인 단말기를 개발함에 따라 실제 전자

책 콘텐츠 제공업체들과 겹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전자책 콘텐츠 유통업체

와 단말기 업체가 제휴를 맺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 아마존의 

킨들이 표적인 사례이며, 후자는 오버드라이브와 소니의 Sony® Reader가 있다.

<그림 13> 세계 최대의 전자책 콘텐츠 유통업체인 OverDrive사의 메인화면

  

출처 : http://www.overdr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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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전자책 도서관 구축은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디

자인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

니라, 기업에 의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괄적으로 지원받음에 따라 균일하게 

보장된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의 관리 부분은 제휴 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도서관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서비스 제

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단점은 국내의 사례에서 가장 극 화되고 있는

데, 일부 전자책 도서관 솔루션 업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받은 시스템들을 국내의 많은 도

서관들이 독자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연결하여 개발하지 못하고 업체에서 제공한 솔루션을 그

로 답습함에 따라 유사한 인터페이스, 홈페이지 디자인 등의 문제를 그 로 방치하고 있다.

2) 공공사업 협력 측면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한 E-book zone 구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실제 E-book 

zone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개별 도서관이 부담하기에는 막

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민간기업과의 제휴 및 외

주를 통해 극복되고 있으나, 이는 실상 여러 가지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E-book 

zone의 관리 시스템을 개별 도서관의 민간기업과 제휴가 아닌 지역단위로 여러 도서관들에 

의해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개별도서관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자책 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여러 도서관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는 컨소시엄의 사업적 

측면을 고려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도서관의 디지털 시스템과 관련하

여 여러 도서관이 통합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한 국내의 표적인 사례로는 경기사이버

도서관이 있다. 다음 <그림 14>는 경기사이버중앙도서관의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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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차

검색
(Web)

Web
Browser

(이용자PC)

외부 서지
보유 기관

외부 상호
대차 기관

인터넷

인터넷인터넷

Web
Server

CGI
Appl

검색 서버

외부 기관
검색 서버

외부 기관
상호대치 서버

Appl Server

시소러스
서지 소장 대출

DBMS

CGI
Appl

Web
Server

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Web Server 중앙도서관 업무용 PC

검색용 Web Server

 <그림 14> 경기사이버 중앙도서관 모델

출처 : 이순영 200714)

14) 이순영 외 1인. 2007. “지역기반 도서관 포털 구축의 요건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DB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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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도내의 개별 공공도서관은 인터넷을 통해 경기사이버중앙

도서관의 서버와 DB에 접속하여 사이버도서관의 전자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있다. 

E-book zone의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전자책 콘텐츠 다운로드 서버는 이와 

같은 지역단위의 여러 도서관들이 연결된 통합된 전자도서관에 설치되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도서관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전국 도서관 협력체계 구

축 방안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들 수 있다. 현재 전국적 도서관협력체계 구축 사업에는 지역

기반의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이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표 5>와 

같이 국립디지털도서관에서의 국내외 공공 및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식정보자원 연계

와 공유를 위한 디브러리 포탈 협력망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E-book zone 구축은 사

업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E-book 상용 DB의 공동 이용 및 이를 위한 서버의 

구축이 단일화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실제 개별 도서관들은 단말기 및 일부 하부시

스템 구축비용만을 포함하는 낮은 비용을 통해 E-book zone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은 국가사업에 구축되는 거 한 콘텐츠 서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전자책 콘

텐츠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구분 명칭 설명

서비스측면

Open API

검색 서비스

디브러리 포털의 지식정보의 검색

원문에 대한 접근의 제공

Open collection

제공 서비스

디브러리 포털의 지식정보 콜렉션의 제공

협약에 의한 수집 콜렉션 수집권한의 부여

상용 DB의 공동이용 E-book, 해외저널 등 상용 DB의 공동이용

운영측면

최신정보화

교육제공

Library 2.0 포털 서비스, 디지털 장서관리,

온라인 참고봉사 등의 프로그램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지역, 정책, 다문화, 장애인 등의 소협의회에 대한 지원

우수 협력기관 및

개인의 포상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평가 및 포상

사업측면
공동연구 및

공동 사업
분야별, 분야간 공동 연구  및 공동 사업

<표 5> 디브러리 포털 협력망의 협력기관 지원 방안

출처 : 이은철 책임연구. 2008 15)

이외에도, 이와 같이 국가단위의 사업의 영역에서 시스템 구축은 도서관들이 E-book zone

을 구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단말기 기종의 통일 및 표준화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15) 이은철 책임연구. 2008. “도서관 협력체계 시범사업을 통한 확산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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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2007년 킨들의 발매로 촉발된 전자책 혁명은 단순히 새로운 전자책 단말기의 등장을 넘어

서서, 전자책 콘텐츠가 인쇄자원과 맞먹는 시장가치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2007년 이후 아직까지도 전자책 시장은 완전하게 표준화되지 

못한 파일형식, 태블릿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경쟁 기기들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불안

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출판의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매년 막 한 전자책 콘텐츠가 등장하

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 못 할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출판사, 도서관, 출판유통업체들은 전자책에 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자

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점차 우리나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자책 단말기는 그 자체로는 전자책 콘텐츠를 출력하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 도서관

의 입장에서의 단순한 전자책 단말기의 도입은 이러한 기계를 도입해서, 도서관들이 쌓아놓

은 수많은 전자책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단순한 이용 가능

성의 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도서관의 전자책 단말기 도입을 다양한 유형의 정보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도서관 모델에 연결시켜 생각해본다면, 도서관의 입장에서 단

말기의 도입은 인쇄자원의 이용과 전자자원의 이용을 동등한 위치에 두게 되었음을 의미한

다. 그와 동시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자책에 한 기존의 편견들을 극복하고, 전자책과 종이

책이 가진 각각의 장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로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도서관 모델의 설계원칙에 기

반 하여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단말기 설치 공간인 E-book zone의 구축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E-book zone은 그 자체로는 전자책 단말기를 물리적인 도서관의 공

간에 도입한 단순한 하나의 서비스 영역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영역을 구축함에 

앞서,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설계원칙에 기반 하여 그에 맞는 추가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서비

스 영역을 정의하고 제공한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히 전자책 단말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단말기를 매개로 하는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구축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전자책 콘텐츠 시장의 유통이 가진 허점과 단말기들이 가진 기능적 한계가 도서관에 

있어서 전자책 단말기의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전자책 콘

텐츠 시장의 성장은 상상 이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전자책에 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반응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감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도서관은 전통적인 인쇄자원의 제공

에만 집중해 변화에 뒤처지기 보다는 다소 두렵더라도 도전적인 시도를 통해 우리가 과거 꿈

꿨던 미래의 도서관 상을 현실에 구현해야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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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의 충족도와 만족요인이 그

들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만족요인 충족의 향상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의 작은도서관 종사자들과 공공도서관 종사자를 

상으로 하여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의 충족도와 정체성 수준에 한 설문을 진행

하였다. 이어서 수집된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세 가설을 입증하였다.

첫째, 작은도서관 종사자들과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의 만족요인, 불만족요인의 세부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작은도서관 종사자들과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의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에 한 

충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만족요인을 강화해야 하

는가?

그 결과 작은도서관 종사자는 공공도서관 종사자와 요인 충족도에서 작업환경, 인

관계, 인정 등의 세 요인에서 유의미한 집단 평균차이를 보였다. 또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은 각각 요인별 만족도가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만족요인은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 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만족요인의 충족을 위해 명예사서 위촉과 지역 

협력을 통한 인정 요인의 강화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을 통한 업무 요

인의 강화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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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2000년  이후 민간의 작은도서관에 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 전국의 작은도서관 수는 

3,324개로, 공공도서관의 수가 644개인 것에 비하면 그 수가 상당히 많다(국가도서관통계, 

2009). 이러한 작은도서관은 개 지역의 자원활동가나 시민단체와 같은 무급의 비전문인력

에 의해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작은도서관 직원 중 70% 이상이 자원봉사자이며 1관당 사

서의 수는 0.05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국가도서관통계, 2009).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특징인 비전문성과 무급은 타 관종의 도서관에서 찾기 힘든 것으로, 작

은도서관 종사자들을 특수한 종사자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들에 한 선행연구로 작은도

서관 종사자의 직무 중요도와 직무 수행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윤혜정, 2011)한 사례가 있으

며,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격증 발급(최규명, 2008), 

작은도서관 직무교육 강화(윤혜정, 2011; 박미라, 이응봉, 2010; 유양근, 박송이, 2010) 및 공공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혹은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윤혜정, 2011)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지닌 특성에 한 구체적 개선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무급과 비전문성이라는 장애에 개의치 않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매진

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허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two factor theory)를 적용하여 이

들의 동기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인력상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방안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작은도서관의 인력 특성에 허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각각의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의 충족도를 알아보고 두 집

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두 요인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작은도서관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개발한다. 



제 3 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116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현황 및 동기부여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각종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이용한 문헌연구방법과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종사자의 동기와 정체성에 

해 조사,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 후 통계적 분석방법(t-검증, 상관분석 및 

회구분석)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단위는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종사자로, 모집단은 한민국에 소재

한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종사자이며, 표본은 서울 지역의 작은도서관 종사자 56명과 공

공도서관 사서 75명이다. 표본추출은 무작위 표본을 지향하였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표본 

상의 자발성에 의존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허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Herzberg, 1959)을 바탕으로 장차희(2004)의 설문

구성을 참조하였으며 인적사항, 허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 관련 문항 및 정체성에 관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설문결과의 통계분석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 도서관 종사자들의 만족 요인 및 불만족 요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H2 : 공공도서관 사서 집단과 작은도서관 종사자 집단 간에는 불만족 요인과 만족 요인의 

충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II. 현황 및 이론적 배경

1. 작은도서관 현황

1) 작은도서관의 개념

작은도서관의 뿌리는 1960~1970년 에 걸쳐 진행된 마을문고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을

문고운동은 공공도서관의 수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마을문고를 설립하

고 이를 통한 지식보급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최  3만여 마을에 문고가 설치되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 운동의 창시자인 엄 섭이라는 개인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지하

고 있었기 때문에 80년  이후 급속히 위축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다(이연옥, 2002).

반면 1990년  이후 나타난 작은도서관 운동은 그 주체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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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포한 각 지역의 자원운동가들이며, 지역의 필요에 의해 ‘아래로부터’ 도서관의 새 질

서가 창조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박미라, 이응봉, 2010). 통일된 주체에 의한 것이 아

니라 산발적으로 시작된 작은도서관 운동의 특징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정립되지 않은 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었으며 그 명칭도 작은도서관으로 통일되지 않

았다가 2009년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으로 통칭되게 되었다(도서관법, 2009).

작은도서관의 법적인 개념은 도서관법 제2조와 제5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

다. 2009년 3월 개정된 도서관법 제2조 4항 가목에는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

서 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정의되었다. 동법 시행령에서 작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요구기준으로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인 건물면적 265

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기본 장서 3,000권 이상, 연간증서 300권 이상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요구기준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중에 연면적이 공공도서관의 최저 기준인 26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장

서 수 3,000권 이상을 초과하는 서울 송파소나무언덕2호도서관의 예를 고려할 때, 작은도서관

을 시설 규모로만 정의하기는 힘들다.

기존의 작은도서관 개념에 한 논의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시설 및 자료 규모로만 정의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논의에는 접근성이 우수한 점(유양근, 박송이, 2010; 김준, 

2006)및 해당 지역의 서비스만을 중심으로 역할 하는 점(이진우, 2006)에 한 개념이 시설 

및 자료 규모와 더불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 중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보급 및 문화향유를 위한 

도서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작은도서관의 현황

2008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3,324개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에 한 통계 

데이터 중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직원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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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작은도서관 종사자 직원 구성현황

기관성

격
구분

전담직원 자원봉사 기타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공립

직원 수(명) 62 209 246 3,717 106 145 4,485

직원 배치된 도서관수 44 156 52 312 83 62 709

1관당 직원 수 1.4 1.3 4.7 11.9 1.3 2.3 63

사립

직원 수(명) 165 428 550 3,395 162 230 4,930

직원 배치된 도서관수 142 341 174 565 119 115 1,456

1관당 직원 수 1.2 1.3 3.2 6 1.4 2 3.4

합계

직원 수(명) 227 637 796 7112 268 375 9,415

직원 배치된 도서관수 186 497 226 877 202 177 2,165

1관당 직원수 1.2 1.3 3.5 8.1 1.3 2.1 4.3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담직원의 수는 기관 성격에 관계없이 약 2.5명으로 전담직원의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원봉사자의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은 그 수가 10명을 

초과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가 10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전국의 작은도서관 종사자 중 사서 자격증 보유자

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작은도서관 종사자 사서 자격 보유자 현황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8 2 58 11 29 14 95

정사서의 수는 총 69명이고 준사서의 수는 40명으로,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작은도서관의 

종사자의 총 인원 수는 109명이다.

본 통계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작은도서관의 종사자 9,415명 중 자원봉사자는 7,908명으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나 작은도서관의 운영에서 자원봉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작은도서관의 종사자 중 사서 자격증 보유자는 극히 소수인 109명으로, 전체의 1.15%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동기요인 충족도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119

2. 동기부여

1) 동기부여의 개념

동기부여는 인간 행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에 따라 다

양한 정의가 제시되었다.

동기란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일련의 힘”(Griffin, 2008)이며, 동기부여는 

“사람과 직무를 하나 되게 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

하도록 하는 힘을 넣어주는 과정”(유민봉, 2010), “인간의 행위를 유발시키고 그 행위를 유지시

키며 더 나아가 그 행위가 목표를 지향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과정”(박해룡, 2010) 등으로 정의

된다. 나아가 동기부여는 목표지향적 행동으로 “행동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한 그러한 행동이 왜 발생하는가 하는 원인과 관련된 것”(배정훈, 2006)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정의를 참조하여 동기부여를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구

성원의 행위를 유발 및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2) 허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Two Factor Theory)

허츠버그(Fredrick Herzberg)의 두 요인 이론은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의 하나로서, 조직 내

에서 동기부여와 연관된 요인들을 만족-불만족요인(satisfiers-dissatisfiers), 혹은 동기-위생요인

(motivator-hygiene factor)으로 범주화된 이론적 틀로 재설정한 이론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동기·위생이론(Motivation-Hygiene Theory)라고도 불린다.

두 요인 이론은 인간에게는 상호 독립된 두 가지의 상이한 욕구가 있으며, 각각의 욕구를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혹은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의 범주로 구분한다. 만족요인과 불만족요

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상태는 불만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

는 말이 이 이론을 상징적으로 변한다.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만족요인(satisfiers or motivators)

만족요인이란 직무상의 성취, 직무 성취에 한 인정, 책임감의 증 , 일에 한 흥미와 같

이 직무 자체에 관련한 요인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인간의 정신적·심리적 만족감

을 부여한다.

만족요인은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충족되면 직무에 한 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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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직무수행에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배정훈, 2006) 조

직 내 개인의 만족요인을 충족시켰을 때, 조직 전체의 성과 및 목표달성에도 장기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 나아가 만족요인은 직무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려는 개인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2) 불만족요인(dissatisfiers or hygiene factor)

불만족요인이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주로 개인의 불만을 방지해주는 효과를 

내는 요인을 말한다. 불만족요인에는 조직 자체, 보수, 승진, 작업조건, 동료 간 인관계가 있

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생태계에서 생존과 관련된 동물적 욕구라고 볼 수 있다(배정훈, 2006).

불만족요인에 속하는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개인은 직무에 해 불만은 없지만 그것이 개

인의 만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불만족요인이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조직 내의 개인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조직을 이탈하거나 직무 성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불만족요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직 자체의 유지가 힘들어 

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 표는 허츠버그의 이론에 따른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을 각각 정리한 것이다.

<표 3>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

만족요인 불만족요인

∙ 성취

∙ 인정

∙ 직무내용

∙ 책임

∙ 승진

∙ 성장

∙ 방침 및 행정

∙ 감독

∙ 대인관계

∙ 작업조건(환경)

∙ 보수

∙ 신분

∙ 안전

충족 시 : 만족

미충족 시 : 만족 없음

충족 시 : 불만족 없음

미충족 시 : 불만족

3. 정체성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정체성은 남과 

구분되는 어떤 존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한 집단이 정체성, 특히 직업과 관련된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서

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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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종우, 1994).

박종우(1994)에 의하면, 전문직업적 정체성이란 용어는 맥락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사용

되고 있는데, 첫째는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으로 한 전문직이 타 전문직과 구분되어 전문직

으로서 가지는 특성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전문직의 구성원이 가지는 자신의 직업에 

한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Hall이 앞서 연구한 전문직의 특성 중 태도적 측면과 흡사한 것으

로 보인다. 

Hall(1968)은 자신의 연구에서 전문직의 특성을 구조적 측면, 조직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으

로 구분하였다. 구조적 측면은 Wilensky의 전문직의 특성에 한 연구를 따온 것으로, 전임

직 여부, 윤리 강령, 전문직업학교의 유무, 전문직 협회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조직적 측면

은 관료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권위의 위계, 노동의 분화, 규칙의 유무, 기술적 능력 등을 

그 요소로 포함한다. 태도적 측면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해 가지는 

시각에 관련된 것으로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주요한 준거로서의 조직의 차원 : 공식적·비공식적 전문가 집단을 통해 자신의 일에 

관한 판단의 준거를 얻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해당 집단에 생겨나게 된

다(배경임, 2006).

② 서비스에 한 신념 : 이 요소는 자신의 직업이 공공에 해 꼭 필요하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③ 자체규제에 관한 신념 :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는 동료집단이라는 

믿음을 가리킨다.

④ 직업에 한 소명의식 : 외부적 보장이 부족해도 이 직업을 선택하리라는 헌신성을 반

영한다.

⑤ 자율성에 한 신념 : 고객이나 직업 외부의 사람, 혹은 조직으로부터의 압력 없이 직업

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감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은 주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인력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주로 전임이 아닌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Hall의 구조적 측면을 제외한 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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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

1. 연구 설계

1) 연구 설계 및 가설

앞서 동기부여에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와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고찰한 뒤, 본 연구에서 작

은 도서관 종사자들의 동기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질문을 도출하였다. 이

를 계량적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계하였다.

 

H1: 관종별 종사자의 동기부여 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H2: 관종별 종사자 간의 만족 및 불만족 요인 충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2) 표본 설계

앞서 말한 작은도서관의 동기부여를 조사하기 위해 두 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조사집단군을 작은도서관 종사자로, 비교군으로 공공도서관 종사자를 설정하였다. 이

렇게 집단군을 설정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공공도서관은 이미 인사관리 

체계가 잡힌 관종이며, 둘째로 두 관종 간의 목표가 일치한다. 이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

관의 사서를 비교한 윤혜정(2010)의 연구에서 착안한 것으로, 기존 공공도서관 사서는 기존의 

인사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되는 표적 사서집단이기 때문에 연구의 비교집단으로 적절하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목적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범위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이라는 최규명(2008)의 주장과, 지역주민들의 독서습관 및 자기발전에 작은도서관의 의의를 

둔 김포시 조례에 의거하여 작은도서관의 광의의 목표가 공공도서관과 일치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개별 종사자이

다. 그리고 모집단(Population)은 한민국 소재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종사자이다. 그중 

표본 추출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지역적 차이가 없다는 전

제 하에, 표본추출의 용이성을 위해 표본집단(Sampling Pool)을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작

은도서관의 종사자로 한정한다. 표본추출방법(Sampling Method)은 임의적 추출기법을 사용하

였으며, 판단기준은 상자의 자발적 참여여부이다.

2011년 5월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의거하면 전국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은 현재 3,739

개, 공공도서관은 762개이며, 그중 서울시에 존재하는 작은 도서관은 574개, 공공도서관은 

102개이다. 2011년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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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통한 설문조사지의 전달이 가능했던 기관은 작은도서관 146개, 공공도서관 61개이다. 

이 중 작은도서관 종사자 56개, 공공도서관 종사자 75개의 자발적 응답이 수합되었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 항목 설정

만족 및 불만족 요인에 한 항목은 앞서 언급된 허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을 기반으로 설정

하였다. 이 중 불만족요인으로는 작업환경과 보수, 신분보장, 인관계를, 만족요인으로는 업무

내용, 책임감, 사회적 인정, 성취감을 택했다. 불만족요인과 만족요인의 구체적인 항목은 허츠

버그의 이론과 장차희(2004)의 설문구성을 참조하였으며, 세부문항의 경우 장차희(2004)의 설문

지에서 필요한 영역의 항목을 추출하여 재구성하였다. 각 요인별 세부문항은 <표4>와 같다.

<표4> 허츠버그의 불만족 요인과 만족 요인 및 세부항목 정리

허츠버그의 요인 채택된 요인 세부문항

불만족요인

방침 및 행정 제거

감독 제거

작업조건 작업환경
∙ 조도 및 온도

∙ 복지 시설

대인관계 업무 내 대인관계

∙ 기관 내 다른 사서와의 관계

∙ 협회 등 기관 외의 다른 사서와 관계

∙ 자원봉사자 간의 관계

보수, 신분, 

안전

보수

∙ 업무의 강도에 따른 보수

∙ 생활 수준에 따른 보수

∙ 직무 수준에 따른 보수

신분 보장 ∙ 부당한 해고의 위협 없음

만족요인

직무 내용 업무 선호도

∙ 흥미 및 적성

∙ 기술 및 지식 활용

∙ 새로운 지식의 습득

성취 성취감

∙ 창의적 업무해결의 가능성

∙ 업무를 통한 가치창조

∙ 업무 수행을 통한 기술 습득

인정 인정

∙ 타인의 존경

∙ 사회의 구성원

∙ 지인에게 추천할 일

책임 책임감
∙ 업무에 판단이나 결정이 미치는 영향

∙ 난관의 극복 및 완수

성장 및 승진 성취 및 업무 선호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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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 채택된 문항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외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먼저 불만족요인 중 기관의 방침 및 행정 항목을 제거하였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위치를 고

려할 때 항목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족요인의 하위항목인 성장 및 승진 

항목 중에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항목은 성취와 업무 내용 영역에 분할 배치하였다. 새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업무 자체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종사자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

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2) 정체성의 세부 항목의 설정

 정체성의 세부 항목으로는 Hall이 제시한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다섯 가지 척도 중에서 박

종우(1994)가 실시한 척도 신뢰도 결과에 의거하여 측정 계수가 높은 세 항목을 선택하였다. 

박종우가 측정한 신뢰도 계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의 경우, 주요한 준거로서의 조직

적 차원이 .5324, 직업에 한 소명의식이 .6012, 공공서비스에 한 신념 항목이 .5377로서, 

타 항목에 비해 신뢰도 계수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이 세 문항을 바탕으로 세부문항을 작성

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을 <표5>로 정리하였다.

<표5> Hall의 5가지 차원에 따른 정체성 문항 구성

Hall의 5가지 차원 연구 내 선택 여부 세부 문항

주요한 준거로서의 조직의 차원 선택 ∙ 동종 업무 사람들과의 동질감

서비스에 대한 신념 선택 ∙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소

자체규제에 관한 신념 제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선택 ∙ 이 직업을 천직이라 여긴다.

자율성에 대한 신념 제거

4) 조사 방법의 설계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동기부여 요인, 정체성, 인적사항으로 구성되었다. 크게 12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불만족요인, 만족요인, 정체성, 그리고 개인적 배경에 관한 항목 순으로 

설문을 배열하였다. 주된 설문의 응답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에게 제시된 

세부문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1에서 5까지 표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 요소별 세부문항 응답

의 평균값을 내어 이를 각 만족요인의 표적인 척도 값으로 사용하였다. 인적사항의 경우, 

근속 연수와 사서자격증 유무를 질문하였으며, 이는 각각 개방형 단답식과 오지선다식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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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20년 20년 이상 합계

도서관

관종

작은도서관 13(24.0) 17(31.4) 10(18.5) 7(12.9) 2(3.7) 5(9.2) 54

공공도서관 20(27.4) 30(41.1) 18(24.7) 2(2.7) 0(0) 1(1) 73

설문을 진행한 방식은 직접 방문, 팩스, 메일, 웹 설문이며, 설문 상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 전달했다.

2. 분석 결과

설문 결과 총 56개의 작은도서관 종사자 설문지, 75개의 공공도서관 종사자 설문지를 수합

할 수 있었다. 이 데이터의 코딩 과정을 거쳐 계량이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한 뒤 SPSS 17.0

을 사용하여 통계적 가설을 검증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 배경

우선 설문의 응답을 통해 근속년수와 사서자격증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 한 경험과 도서관에 한 지식을 나타내고자, 도서관에서 근무한 연

수와 사서 자격증의 유무를 질문하였다.

먼저 근속년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표6>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종사자 집단의 근속기간

<표6>에서 보듯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모두 종사한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비율이 

각각 41.1%, 31.4%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인 경우도 27.4%, 24.0%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그러나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각각 25.8%, 3.7%로 나타나 작은도

서관의 경우 상 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연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문항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사서자격증 소유 여부였다.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도서관의 경우 정사서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아 

74.7%를 차지하였으며, 준사서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는 12%, 사서자격증이 없는 종사자는 

8%를 차지했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의 수는 가장 적었다. 이를 통해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은 91.8%에 육박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자격증이 없는 종사자는 약 65%에 달했다. 정사서 2급 자격

증을 가진 종사자들의 비율이 26.9%, 준사서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들이 7.7%로, 34.6%의 종

사자들만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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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격증 소지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사서자격증 없는 관리자 22 8.0 6 8.0

사서자격증 없는 자원봉사자 12 12.0 0 0.0

준사서 자격증 4 74.7 9 12.0

정사서 2급 자격증 14 2.7 56 74.7

정사서 1급 자격증 0 0.0 2 2.7

합계 56 73

2) 관종별 만족 / 불만족 요인의 상관성

만족/ 불만족 요인간의 상호 배타성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 도서관 종사자들의 만족요인 및 불만족요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 가설은 허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이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의 특성에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종별 종사자의 충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세부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H1-1 : 공공도서관 종사자의 각각의 요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H1-2 :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각각의 요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본 가설의 검증을 위해 유의수준 .05(신뢰도 95% 수준)에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는 <표8>과 <표9>와 같다.

결측치는 Pairwise Deletion 방법을 사용하여, 상관성 분석의 해당 상 변수들의 결측치를 

모두 제거했다.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경우 51개에서 56개로 표본크기가 분포하는 반면, 공공

도서관 종사자의 경우 74개에서 75개이다. 이는 자원봉사자가 다수인 작은도서관의 경우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한 문항에 해 결측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만족 / 불만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불만족요인(작업환경, 보수, 신

분보장, 인관계) 간의 상관성과 만족요인(업무내용, 책임감, 인정, 성취감) 간에 높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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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존재한다. 이는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허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종사자의 동기부여 요인의 분석에 허

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이 타당한 이론적 기반임을 입증한다. 또한 만족요인 간의 상관성이 

전반적으로 p<.01 이하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어, 상관성이 p>.05 이상인 경우가 존재하는 

불만족요인의 상관성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관종별 상관성의 비교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의 만족요인에 한 특징을 보

여준다. <표8>과 <표9>의 우측 하단 영역을 비교하면 체로 작은도서관의 만족요인 간에서 

공공도서관의 만족요인 간에서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된 곳이 

많은 작은도서관에서는 업무요인에 한 자발성이 강하여 만족요인 간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반 로 인관계와 만족요인 간의 상관관계의 경우,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의 충족도가 작은

도서관 종사자들의 충족도에 비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영

세하고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들과 교류할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 인관계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만족요인의 각 항목(업무내용, 책임감, 인정, 성취감)이 정체성과 높은 상관관

계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 종사자 및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충족도 모두 p<.05 

이하의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또한 상관계수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정체성과 만족요인의 상관성이 높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토 로 만족요인을 통한 정체성의 

예측 모형을 구성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8>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만족/불만족 요인간 상관관계(n=51~56)

보수 신분보장 대인관계 업무내용 책임감 인정 성취감 정체성

작업환경 .13 .23 .35 * .29 * -.06 .29 * .24 .16

보수 -.16 -.12 .22 -.02 .03 .19 * .15

신분보장 .38 ** .34 * .28 * .31 * .16 .06

대인관계 .42 ** .00 .24 .27 * .14

업무내용 .45 ** .62 ** .59 ** .61 **

책임감 .41 ** .40 ** .46 **

인정 .67 ** .73 **

성취감 .61 **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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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공공도서관 종사자의 만족/불만족 요인간 상관관계(n=74~75)

보수 신분보장 대인관계 업무내용 책임감 인정 성취감 정체성

작업환경 .35 ** .23 * .24 * .25 * .05 .12 .03 .17

보수 .13 .18 .05 .09 .19 .24 * .15

신분보장 .35 ** .18 .12 .06 .23 .15

대인관계 .42 ** .34 ** .30 ** .39 ** .35 **

업무내용 .50 ** .37 ** .51 ** .50 **

책임감 .28 ** .41 ** .33 **

인정 .56 ** .54 **

성취감 .44 **

주: *p<.05 **p<.01 ***p<.001

3) 집단간 불만족 요인과 만족 요인의 집단평균 차이

두 번째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2 : 공공도서관 사서 집단과 작은도서관 종사자 집단 간에는 불만족요인과 만족요인의 충

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집단 간의 충족도 상에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유의수준 0.05(신

뢰도 95%) 설정 하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집단의 범주가 공공도

서관과 작은도서관 두 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 만족요인의 집단별 차이를 나타내기 전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인관계와 성취감

이라는 요소를 제외한 다른 요인은 각 집단의 등분산 조건을 충족한다. 가설의 검증을 위한 

독립분포 t-검정의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10>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의 집단 간 만족/불만족요인의 충족도 분석 결과

관종 평균 평균차 t검정 결과 유의확률

작업환경
작은도서관 3.519

0.559 3.811*** .000***
공공도서관 2.960

대인관계
작은도서관 3.646

0.235 2.064* .042*
공공도서관 3.411

인정
작은도서관 3.624

0.246 2.300* .023*
공공도서관 3.378

 

주: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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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과 같이 작업환경, 인관계, 인정 등의 요인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존

재하므로 연구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작업환경의 경우 작은도서관 집단 평균이 공공도서관 

집단평균에 비해 .55의 차이가 난다. 인관계는 .3297, 인정은 .2461만큼의 차이가 난다. 즉, 

세 요인에서 공공도서관 종사자에 비해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만족도 평균이 상 적으로 높음

이 밝혀졌다.

작업환경, 인관계, 인정요인의 충족도 집단평균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기

존의 항목 내에서 세부 질문별 항목에 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각 세부항목은 “도서관 간의 인관계” 항목을 제외하고 등분산 가정을 충족한다. 

세부항목별 집단 간 평균 차의 분석을 위한 독립분포 t-검정의 결과는 <표11>과 같다.

<표11>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종사자 집단 간 만족/불만족요인의 세부항목 충족도 분석 결과

관종 평균 평균차 t검정 결과 유의확률

조도 및 온도
작은도서관 3.61

0.60 3.477** .001**
공공도서관 3.01

복지시설
작은도서관 3.43

0.55 3.246** .002**
공공도서관 2.88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작은도서관 3.94

0.50 2.992** .003**
공공도서관 3.44

타인에 의한 인정
작은도서관 3.62

0.28 2.192* .030*
공공도서관 3.34

직업적 추천에 대한 인정
작은도서관 3.33

0.40 2.702** .008**
공공도서관 2.93

 주: * p<.05, **p<.01, ***p<.001

본 연구는 작업환경,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그리고 인정 부분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우선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 부분에 

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지역사회의 특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타인에 한 존경

과 인정이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근속년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다.

작업환경의 경우 유의 확률이 p<.001, p<.002로 집단 간 평균차이가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론한 유의미한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작은도서관 종사자가 

부분 자발성에 의한 무보수의 자원봉사자임을 감안하여 근무 장소에 한 조도나 복지시설

에 한 기 치가 상 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 충족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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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기 치가 낮았을 경우 충족도가 상 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 한 충족도가 높은 이유는 작은도서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의 목

적이 같기 때문이다. 김소희(2008)는 작은도서관 운동을 마을만들기 운동의 하나로 정리하는

데, 이는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삶터를 가꾸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인식한다.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자원봉

사자 역시 해당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상기하면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목표를 가진 집단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이 

절 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의 우호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타인에 한 존경, 지인에 한 추천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은 앞서 살핀 근속년수의 

분포(<표2>참조)와 연관시켜 해석할 수 있다. 만족요인이 충족된 경우에 일에 한 적극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인정이라는 만족요인이 충족되었다는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업무에 만족을 느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만족은 작은

도서관 종사자들 중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비율이 25.8%로 3.8%정도의 비율을 갖는 공공

도서관 종사자들보다 상 적으로 높은 현상을 설명한다.

4) 관종별 정체성 예측모형 개발

앞 절에서 독립표본 t-검정 및 상관분석의 결과로 각 관종의 종사자들 간의 유의미한 충족

도 차이점과 만족요인 간의 강한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앞 절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종별 

종사자의 정체성에 한 예측모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개발한다. 우선 상관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만족요인인 업무내용, 책임감, 인정, 성취감을 독립변수로, 정체성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였다. 예측모형에 독립변수를 반영하는 방식은 입력 방식을 취하였다.

먼저 작은도서관의 경우 F(4,50)=19.20, p<.001로 .001의 유의수준(신뢰도 99%)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현상에 한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효과크기 R2은 57%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크기는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정체성의 충분한 예측을 담보하지 않으나,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의 식은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에 한 회귀모형이다.

정체성=.613+.148(업무내용)+.127(책임감)+.491(인정)+.101(성취감)

회귀모형의 계수들은 각 요인들이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여주는데, 정체성에 한 

예측모형에서 가장 큰 계수가 인정이다. 즉 예측모형에서는 정체성에 한 인정 요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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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종사자들의 정체성의 강화를 위해서, 

인정 요인의 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회귀모형의 경우, 결과는 F(4,69)=11.46, p<.001로 유의수준(신뢰도 99%)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효과크기 R2은 40%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에 한 회귀모형보다 

효과크기가 작다.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에 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정체성=.1156+.314(업무내용)+.047(책임감)+.334(인정)+.044(성취감)

공공도서관 종사자의 정체성은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경우와 다르게 인정 요인과 업무내용 

요인 모두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또한 예측모델의 효과크기가 상 적으로 작은 것은 

만족요인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도서관 종사자의 모형에 비해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정체성 예측모형에 업무내용의 영

향력이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업무내용 요인을 구성하는 세부 문항은 흥미와 적성, 현재 

가진 지식이나 기술의 사용, 혹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이다. 그중에서도 종사자들 간

에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이나 사용 기회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의 비율이 공공도서관은 74.7%, 작은도서관은 34.6%

로 40% 이상 차이가 난다.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받았다는 것은 2년 이상의 일정한 교육과

정을 수료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 적으로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은 도서관 운영에 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에게만 업무내용이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이러한 교육수준의 차이로 인한 지식과 기술의 차이에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작은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 운영에 한 재교육의 기회도 상 적으로 적다. 예시로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사서교육의 전체 68개의 교육계획 중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을 상

으로 한 교육은 현장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통틀어 1년에 두 번 이루어진다. 그러나 1인도서

관이 부분인 작은도서관의 특성 상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재교육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

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원에서 제공되는 과정들은 부분 전문 과정으로 기본적인 

문헌정보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최신동향이나 심화과정을 다루고 있어 비전문 인력이 많은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에게 알맞지 않다. 또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은 순회사서로부터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0) 순회사서는 업무의 

보조 역할 수행에 그쳐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직무교육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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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내용에 

한 풍부한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한 도서관에 여러 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여 업무일정과 

교육일정간의 조정이 용이하며 이는 재교육에 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공

공도서관 종사자들은 기존의 지식 및 기술사용과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습득에서 작은도서

관 사서들에 비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업무내용이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작은도서관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가설의 설정과 연구 진행 및 분석을 통해 연구 질문에 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하였다.

첫째, 만족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은 작업환경, 인정 및 인관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셋째,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의 만족요인 중 업무내용과 인정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작

은도서관 종사자들의 경우 인정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만족요인에 한 양상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인정요인의 강화를 통한 만족요인의 전반적 강화

먼저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해 인정을 강화하는 방법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설2를 바탕으로 한 통계분석 결과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은 인정, 특히 타인의 

존경이나 추천 영역에서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충족도를 나타냈다. 세 번째 가설

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인정 요소의 강화는 나아가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앞서 밝혔듯 정체성은 직업을 하는 종사자의 태도이며, 정체성의 강화는 지속적인 업

무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의 측면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면을 고

려하여, 국가적 혹은 지역적으로 명예사서직을 수여하여 인정의 충족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인 인정을 강화하는 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도서관 종사자를 명예사서로 위

촉한다. 우선 실행 당시에는 근속년수가 일정년도 이상이거나, 작은도서관 연수를 받은 경험

이 있는 종사자들을 명예사서로 위촉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근속년수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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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25.8%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으며, 근속년수가 일정연도 이

상인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도서관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명예사서로 위촉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추후 제도를 계속 실행하게 되

면 다른 종사자들이 일정한 기준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명예사서직을 보장해야 한

다. 기준요건의 예시로 일정한 근속년수의 충족이나 소정의 업무과정 수료 등이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종사자를 발굴하여 공식적으로 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87%의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자격증 취득

을 희망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최규명,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들

이 스스로를 사서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어 사서자격증 부여가 가설2에서 밝힌 

인정항목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명예사서직의 

위촉을 통해 국가에서는 작은도서관 사서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교육과 관리 및 파트너십에 

활용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지역적 행사에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을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있다. 

예시로 학교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독서와 관련된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작은도

서관 종사자들을 초빙하여 도서관에 한 수업을 하거나, 지역문화센터에서는 독서문화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자체는 지역의 다른 기관과의 협력

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다른 기관에서는 평소 담당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한 

자문을 구하는 새로운 연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의 자신의 위치를 재인식하여, 사회적 인정에 한 충족도가 올라감으로써 만족요인이 강화

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2. 교육을 통한 업무 내용의 강화

본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정체성 형성에 상 적으로 업무내용이 영향을 미치

지 못함을 밝혀냈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에 한 접근기회가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교육의 접근기회가 적은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을 위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2010년 12월에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주최로 단기 연수프로

그램이 진행되었다. 작은도서관 관계자등의 100명의 담당자를 상으로 총 3시간의 진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방안에 한 특강과 통합자료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수가 약 1시간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또한 도서관연구소에서 펴낸 생활 착형 사립작은도서관 연계활성화 연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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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지역별로 문고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고덕도서관의 

도서관 도우미 교육이나, 중랑구립 정보도서관의 문고 운영자 기술교육을 한 예도 있다.

 이러한 예에서 나타나듯, 공공도서관 종사자는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순환근무를 

하므로 국가의 일괄적 통제 및 지원보다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과 협력하는 것

이 지역 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결을 통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별 공공도서관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지역 내 

존재하는 다른 작은 도서관 종사자들과 네트워크와 동질감 형성을 꾀할 수 있다. 둘째, 업무

에 바쁜 1인 종사자들의 왕래 거리를 줄여, 교육을 받는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

다. 셋째, 기존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연수에 비해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주최하는 

교육에서는 상자가 상 적으로 적다는 점이 큰 이점이다. 이러한 교육방식을 통해 공공도

서관 종사자들과의 교육에서 실질적인 노하우의 전수 등 상호작용이 높은 교육이 기 되며, 

상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주제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교육에 한 수요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기술뿐 아니라 이

용자에 한 이해와 운영에 임하는 태도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작은도서관 운영 태도를 학

습함으로써 자신의 업무내용이 공공을 위한 것이라는 공공에 한 서비스의 신념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정체성의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 된다.

V. 결론

지난 50여 년간 공공도서관의 힘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 도서관의 혜택을 널리 퍼뜨리기 위

해 수많은 실천가와 도서관 각계의 노력이 과거의 마을문고 운동과 현재의 작은도서관 운동

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보격차에 한 우려가 커지고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

금,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식보급과 문화 향유에 힘을 쏟는 것은 

매우 고무할만한 일이다. 비록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

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열정과 지역에 한 애착심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지닌 특수성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허츠버그 이론의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특성에 한 적용 가능성을 발견하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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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요인 및 불만족요인 충족도를 공공도서관 종사자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나아가 

만족요인들이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직업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여 이들

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허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의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을 장차희

(2004)의 학도서관의 동기요인 분석을 참조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다. 이후 서울시 소재 작

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목록을 추출하여 메일, 팩스, 웹설문의 수단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결

과 공공도서관 종사자 75명과 작은도서관 종사자 55명의 응답을 수집, 분석하였다.

우선 두 관종별 분석을 위해 공공도서관 사서와 작은도서관 사서들이 보이는 요인충족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관종 별 종사자 집단의 만족

요인 간, 불만족 요인 간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작은도서관 종사자 집단의 만족요인 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종사자들 집단과 작은도서관 종사자들 집단 간에는 불만족 요인과 만

족요인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중 작업환경의 

유의확률은 .000, 인관계의 경우 .042, 인정의 경우 .023의 유의확률을 가져, 유의수준 .05

에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인 운영이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의 우호성을 증진시키며, 인정에 한 높은 만족도는 상

적으로 장기적인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근속년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였다.

최종적으로 관종별 종사자 집단의 만족요인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예측모형을 개

발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종사자들 집단의 만족요인을 

설명하는 예측모형은 R2=40%의 효과크기를 가지며, 정체성=.613+.148(업무내용)+.127(책임

감)+.491(인정)+.101(성취감)이 그 식이다. 작은 도서관의 경우, 효과의 크기는 R2=57.4%, 모

형은 (Y)=1.156+.314(업무내용)+.047(책임감)+.334(인정)+.044(성취감)으로 두 관종 모두 인정

에 한 충족도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아내었다. 두 관종의 정체성 형성에 인정요인의 

강한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공공도서관과 달리 업무내용이 작은도서관 사서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기존의 기술과 지식 사용이나 새로운 지식 및 기술 습득의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만족요인에 한 양상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작

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타인에 의한 인정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정한 기준요건을 충족시킨 종사자들에게 명예사서직을 

수여하여 공식적으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을 인정해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둘째,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인정요인의 강화를 위해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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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자각하도록 한다.

셋째, 교육을 통한 정체성의 강화 측면을 위해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작은도

서관 종사자들에 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본 논문을 통해 많이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전문적 지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동

기에 의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동기요인 충족이나 정체성 형성의 면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체계적인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교육이나 공식적인 인정의 측

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동일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의 작은도서관 종사자에 한 정책에서는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을 

인정함과 동시에 작은도서관 종사자들 간의 정체성 형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종

사자들의 자부심을 제고하여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강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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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연구설문지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문고) 

종사자 요인 분석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답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도서관과 선생님

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설문은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동기부여 요인을 분석하여, 

작은도서관 정책에 던질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 하나

하나가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해 주시는 답변

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무기명처리될 것입니다. 개별도서관

의 상황이나 개인의 의견 및 정보 등이 노출될 일은 절 로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이 

저희의 연구에 귀한 자료로 쓰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웹설문에 접속하여 직접 응답 : http://surveymonkey.com

2. 팩스 : 0303-0000-0000

3. syun0228@naver.com으로 응답설문지 전송

연구자 : 연세 학교 문헌정보학 전공 권소연

연세 학교 문헌정보학 전공 연지은

연락처 : 010-0000-0000, 010-0000-0000

팩  스 : 0303-0000-000

이메일 : syun0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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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본 질문 내용입니다. 다음의 제시된 문장을 읽고, 가장 동의하는 정도에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다음의 문장은 작업환경에 관한 설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업무공간의 조도나 온도 등 일하는 환경이 매우 쾌

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편의시설(화장실, 휴게

공간)이 잘 마련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의 문장은 보수에 관한 설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현재 자신의 직무 능력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자신의 생활수준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자신의 업무 강도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의 문장은 신분 보장에 관한 설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당한 해고나 좌천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업무 내 대인관계에 관한 설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서들과 원활한 협동이 이루

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각종 모임(사서 협회, 작은도서관 협의회 등)에서 

타 도서관 사서들과 의견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함께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원활한 협동이 이루

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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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문장은 업무 자체에 대한 설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업무의 내용이 흥미롭고 적성에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의 문장은 업무 상의 책임감에 대한 설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담당 업무에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이 큰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업무상 난관에 봉착했을 때 끝까지 완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의 문장은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대한 설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신의 직업은 타인에게 존경 받을 수 있는 직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자신의 직업은 친한 친구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직

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신의 직업을 사회에서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음의 문장은 업무를 통한 성취감에 대한 설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신의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일이 업무

상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신의 업무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창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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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문장은 업무에 대한 선생님의 정체성에 대한 설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신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자신의 업무가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느

낀다.
① ② ③ ④ ⑤

자신의 업무가 천직이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II. 인적사항.

선생님의 업무에 관한 정보에 한 다음 설문에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문항의 경우, 1년 미만이면 0.5년(6개월)등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선생님은 어느정도 귀 도서관에서 일하셨습니까?  (     )년

2. 선생님은 사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보유하고 계신다면,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사서자격증이 없는 관리직 ② 사서격증이 없는 자원봉사자

   ③ 준사서 ④ 정사서 2급 ⑤ 정사서 1급

이상의 질문으로 설문의 내용이 끝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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