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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개 요

Ⅰ. 연구제목 

정보격차 해소를 한 도서 의 정보취약계층서비스 확 략개발 연구

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도서관법』 제43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에 따라 『도

서관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산어촌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민의 문화수요에 기초하여 공

공도서관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심화되는 소득격차와 지역격차, 노령인구 증가 등에 대처하여, 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법적 책무를 재정비하고, 정보복지 구현을 위한 정보취

약계층 서비스의 개념 및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발전적인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연구의 필요성이 크

다고 하겠다.

 ○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장애자 중심의 도서관서비스 범위를 확

대하여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연구의 성격이라고 하겠다. 즉, 이 연구에서는 정보취약계

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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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태 조사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 도

서관서비스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개념 정립: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복지적 문화서비스 혹은 정보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확장하

여, 차후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해 점증하는 도서관복지서비스의 책무를 명확

히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한 방향제시: 정보격

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정보정책의 지원사업 사례 및 정보취약계층서비

스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최소수준의 복지적 혜택을 넘어 세대‧ 계층‧ 지

역의 균형과 통합을 촉진하는 도서관서비스정책의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 도서관서비스 추진방안 제시: 도서관발전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산어촌 주민, 노인 등에 대

한 도서관복지서비스 확충방안을 재정비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접근권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 연구의 방향

❏ 연구방법

  ○ 문헌조사: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및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고, 특히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관련 도서관정책지원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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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 운영평가 정보취약계층서비스 문항 분석: 최근 실시한 도서관운영평가의 

문항 중 정보취약계층서비스 문항에 대한 응답첨부자료를 분석하여, 전국적인 관련 

현황을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 국내 실태조사: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하여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내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설문‧조사하고, 우수사례를 수집

하여 소개하였다.

  ○ 전문가 그룹 인터뷰: 정보취약계층을 대변하는 관련 전문연구자 혹은 전

문단체 등의 전문가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해당 분야별 도서관복지서비스를 

한 정책제안을 수집하였다.

❏ 연구방향

  ○ 정보취약계층으로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산어촌주민 등의 

정보수요 및 도서관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정보복지 구현

에 긴요한 정책 사업 개발을 강구하였다. 

  ○ 자치단체 단위의 도서관정책의 추진주체인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도

서관정보정책의 정보취약계층 서비스지침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Ⅳ. 연구의 결과 

  이 연구는 현재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장애자 중심의 도서관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전체를 대상으

로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연구의 성격으로 수행한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정보취

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 도서관서비스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 조사와 실태 분석 및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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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에 명시된 정보취약계층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즉,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 법규와 비교 검토한 후, 그 기반인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국가정보

화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범주를 『도서관

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면

서 관련 법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

비스를 복지적 문화서비스 혹은 정보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차후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점증하는 도서관복지서비스의 책무를 명확히 정립한 것

이라고 하겠다.

  둘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정보정책의 지원 사업 사례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최소수준의 

복지적 혜택을 넘어 세대‧계층‧지역의 균형과 통합을 촉진하는 도서관서비스정

책의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에서 최근 실시한 전국도서관운영평가 결과도 조사․분석하였으며, 정보취약계

층 유형별 도서관서비스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 도서관서비스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서관발전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농산어촌 주민, 또한 노인 등에 대한 정보취약계층별 도서관서비스의 문제

점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

관복지서비스 확충방안을 재정비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접근권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넷째, 그 구체적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의 개선 및 중․장기 전

략(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1)정보취약계층의 범주를 국가정보화 관련 법규에서와 같이 확대하고, 이

를 위해 개정해야 할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법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2)최근 도서관평가결과와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

관서비스의 국내 현황과 전망을 포함한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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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상기 조사․분석 결과로 나타난 현행 도서관 관련 현상을 중심으로 정보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모형을 구상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정보취약

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정보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지침(안)을 제시

하였다. 

   (4)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하여 정책추진체계로서 중앙정

부, 국립중앙도서관, 광역자치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5)기초자치단체와 개별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 전략으

로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작은도서관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6)상기 (4)와 (5)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안)의 내용으

로 중앙집중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취

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센터’의 설립과 정보포털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

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산어촌주민 등 지식정보취약계

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민정보복지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참고할 수 

있고, 나아가 자치단체 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시행지침을 마련하

거나 소외계층의 도서관 정보복지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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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서관법』 제43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에 따라 『도

서관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산어촌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민의 문화수요에 기초하여 공

공도서관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심화되는 소득격차와 지역격차, 노령인구 증가 등에 대처하여, 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법적 책무를 재정비하고, 정보복지 구현을 위한 정보취

약계층 서비스의 개념 및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발전적인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연구의 필요성이 크

다고 하겠다.

 ○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장애자 중심의 도서관서비스 범위를 확

대하여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연구의 성격이라고 하겠다. 즉, 이 연구에서는 정보취약계

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 도

서관서비스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연구 기간 : 2011년 4월 29일 ~ 9월 26일 (계약일로부터 5개월)



- 2 -

2. 연구의 범위 및 방향

(1) 연구의 범위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개념 정립: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복지적 문화서비스 혹은 정보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확장하

여, 차후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해 점증하는 도서관복지서비스의 책무를 명확

히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한 방향제시: 정보격

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정보정책의 지원사업 사례 및 정보취약계층서비

스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최소수준의 복지적 혜택을 넘어 세대‧ 계층‧ 지

역의 균형과 통합을 촉진하는 도서관서비스정책의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 도서관서비스 추진방안 제시: 도서관발전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산어촌 주민, 노인 등에 대

한 도서관복지서비스 확충방안을 재정비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접근권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의 방향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및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고, 특히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관련 도서관정책지원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 도서관 운영평가 정보취약계층서비스 문항 분석: 최근 실시한 도서관운영평가의 

문항 중 정보취약계층서비스 문항에 대한 응답첨부자료를 분석하여, 전국적인 관련 

현황을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 국내 실태조사: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하여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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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설문‧조사하고, 우수사례를 수집

하여 소개하였다.

  ○ 전문가 그룹 인터뷰: 정보취약계층을 대변하는 관련 전문연구자 혹은 전

문단체 등의 전문가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해당 분야별 도서관복지서비스를 

한 정책제안을 수집하였다.

❏ 연구방향

  ○ 정보취약계층으로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산어촌주민 등의 

정보수요 및 도서관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정보복지 구현

에 긴요한 정책 사업 개발을 강구하였다. 

  ○ 자치단체 단위의 도서관정책의 추진주체인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도

서관정보정책의 정보취약계층 서비스지침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주요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국내 도

서관서비스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

스 개선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정책

  ○ 정보취약계층의 범주와 정보격차 해소의 개요

  ○ 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의 법적 정의와 범위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국제 도서관계의 도서관서비스 정책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선진국 도서관서비스 정책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의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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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취약계층 국내 도서관서비스 실태 분석

  ○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응답 분포

  ○ 도서관서비스 대상 정보취약계층

  ○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유형

  ○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타 기관 연계 현황

  ○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수

  ○ 정보취약계층 유형별 도서관서비스 우수 사례

(3) 정보취약계층별 도서관서비스의 문제점 및 요구분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도서관서비스 문제점

  ○ 노인 도서관서비스 문제점

  ○ 농산어촌 주민 도서관서비스 문제점

  ○ 항목별 도서관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분석

  ○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정보요구 분석

(4)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개선 및 중․장기 전략

  ○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의 환경 분석

  ○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모형 구상

  ○ 정보취약계층 대상 중앙집중식 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 도서관서비스의 직접적 제공 방안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안)

❏ 기대효과 

  ○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농산어촌주민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민정보복지 정책수립의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치단체 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정보서비스 시행지침을 제시하여, 

소외계층의 정보복지에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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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

소를 위한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

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

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

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

3항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

하여 도서관이 도서관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표 Ⅱ-1> 『도서관법 (법률제9528호)』

제2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정책

1. 정보취약계층의 범주와 정보격차 해소의 개요

1.1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 지난 2009년 3월 25일 일부개정된 우리나라의 『도서관법 (법률제9528

호)』1)은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의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지

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법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 2009.03.25 (법률 9528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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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 국가 및 지방자치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

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2009.3.25>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

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

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ㆍ학습교재ㆍ이용설명서 등의 제작ㆍ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출처 : 『도서관법』제9528호 2009.03.25 일부개정)

○ 한편 지난 2011년 1월 17일 공포된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2625호)』2)의 제21조 (지식정보취약계층 등)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아래와 같은 개정의 과정을 거쳤다.

 

2) 법제처. 『도서관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1.1.17 대통령령 제22625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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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내용

(타)일부개정 

2011.1.17

대통령령 

제22625호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9.21, 2011.1.17>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

다)의 주민

일부개정 

2009.9.21

대통령령 

제21739호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개정 2009.9.21>) 법 제

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9.2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산어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

을 말한다)의 주민

전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63호 

제21조(지식정보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표 Ⅱ-2>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5호)』의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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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9705호)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

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

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

<표 Ⅱ-3>『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도서관법 시행령』은 이러한 변화를 거쳐 2009년 9월 21일 일부개정 

이후부터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정의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요인, 경제적

ㆍ사회적 요인 및 연령적 요인과 더불어 농산어촌과 같은 거주지역 요인을 포

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정보격차’를 겪는 취약계층의 범주에 

일찍부터 애팔래치안 산지 거주자 등과 같이 거주 지역의 고립성에 따른 요인

을 집어넣고 있었다.

1.2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

○ 현행 『도서관법』의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조항의 근거가 된 것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705호)이다. 이 법 자체는 2009년 5월 

22일 폐지되었으나3),  『국가정보기본법』 (법률 10166호)이 이를 대체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705호)법률의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3) 법제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폐지 2009.05.22 (법률 9705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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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법 제6조 및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

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

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정보화의 추진(법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공공ㆍ지역ㆍ민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

양한 주체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함.

다.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

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

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라.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출처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09705호. 2009.05.22 폐지)

○ 상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

법』4)은 ‘제1장. 총칙’의 제3조(정의) 등에서 국가정보화의 맥락 안에서 ‘정

보’ 및 ‘정보격차’ 등 정보관련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4) 법제처. “국가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010.03.22 (법률 10166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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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10166호)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

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

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

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

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

한다.

... <중략>

<표 Ⅱ-4> 『국가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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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

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

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 <하략>

(출처: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0166호 2010.03.22 타법개정)

○ 상기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제3조 1항은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

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정의하였고, 9항은 "정보

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

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

을 말한다”고 하였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5)은 특히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방지’ ‘제1절 

5) 법제처. 『국가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010.03.22 (법률 10166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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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10166호)

타법개정

...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 

...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 <중략>

<표 Ⅱ-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의 제29조, 31조~36조까지 다음과 같이 정

보격차 해소시책의 마련과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 13 -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

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

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

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

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

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

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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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ㆍ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

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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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

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

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

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

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0166호 2010.03.22 타법개정)

○ 상기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정보의 개념을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만 한정하고, 정보격차의 개념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준용하는 『도서관법』의 맥락에서 정보란 

인쇄, 비인쇄, 전자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본다. 또한 정

보격차의 해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등에게 부여된 

중대한 사명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도서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

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격차의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국

민이 평등하게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1.3 정보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정의

○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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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제21조에

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 주민의 네 집단으

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

행계획’의 8개 세부계획 중 ‘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항목에

서는 이들만이 아니라 다음 <표 Ⅱ-6>에서 보는 것처럼 국군장병, 재소자, 다

문화가정 등 보다 다양한 집단까지도 포함하며, 이들을 위해 병영도서관, 교도

소도서관 등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범주별로 전자는 신체조건, 경제

능력, 나이, 거주지역 등을 정보취약계층의 조건으로 간주하고, 후자는 일반 

정보시설에 접근성이 제한되는 사회특수계층과 문화적 소외계층을 추가로  제

시하고 있다.

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3-1-1 장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병영도서관 개선

   3-1-2 수용자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교도소도서관 개선

   3-1-3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3-1-4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3-1-5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3-2-1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기회 제공

   3-2-2 실용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의 강화

<표 Ⅱ-6> 201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중 ‘지식정보격차해소’ 관련 항목

○ 한편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는 현행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

행령』제34조에서는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제

35조에서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대상으로서 다음 <표 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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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보취약계층은 『도서관법시행령』이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보다 넓게 정의되고 있다.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표 Ⅱ-7>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대상

○ 또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서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

행 대상으로서 장애인, 『아동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

른 고령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 등,『한부모가족지원

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농어업ㆍ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및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

함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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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 속성 정의 출처

1 장애인 신체/정신

『도서관법 시행령』제21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 『국가정보화 기본

법 시행령』제34조

<표 Ⅱ-9> 정보취약계층의 속성과 정의 출처

제3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1.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

업인

  6. 삭제 <2009.11.26>

  7.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표 Ⅱ-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상 정보격차 해소교육의 대상

○ 일단 이들의 명칭, 특징 및 정의한 법령 또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

음 <표 Ⅱ-9>와 같다. 이들 정보취약계층은 타 법령에서 정의한 계층을 인용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간략화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각 하부집단

의 속성과 정의의 출처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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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 경제력

『도서관법 시행령』제21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

3
65세 이상 노인; 

고령자
신체

『도서관법 시행령』제21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

4 농어촌 주민 지역

『도서관법 시행령』제21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

년 시행계획』‘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

5 국군장병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Ⅲ. 지식정보

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6 재소자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Ⅲ. 지식정보

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7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문화/언어적 

배경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Ⅲ. 지식정보

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령』제34조

8 북한이탈주민 문화적 배경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

9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사회/경제적 

배경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

1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사람

사회/경제적 

배경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

11
그 밖에 ... 

인정하는 사람
기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

행령』제34조

○ 위 표에서 보듯이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정보취약계층은『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포

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 지식정보격차해

소에 관한 한 『도서관법』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도 이들과 같이 정보취약계층을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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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타)일부개정 2011.1.4 법률 제10426호 ] 

...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표 Ⅱ-10>『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구체적인 집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정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네 개 집단의 정보취약계층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며, 각 집단들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 등은 문화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갖는 한편으로 농촌 거주, 수급권자 등과 같은 여타 정보취약계층과 공통

적인 특성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법』및 『도서관법시

행령』에서 정의한 정보취약계층의 네 개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다문

화가정 등 별도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2. 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의 법적 정의와 범위 

○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의 목적을 위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1. 『장애

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각 집단의 정의 및 현재 우리나라 인구 대비 집단 규모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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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

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출처 : 장애인복지법 제10426호 2011.1.4)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6)은 다

음 <표 Ⅱ-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장애의 범주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자폐증)으로 나눈 후 다시 

각 범주를 세분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의 범주는 2000년대 들어서 확대된 장

애인정범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정범위를 지체, 시

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로만 국한하였던 것에 비하여, 현재는 15개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2000년도에 1차로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을 추가하고, 2003년도에 2차로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을 추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7)

6) 보건복지부. 2003. “장애등급판정기준.” 서울: 동 부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p.2. 

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의 이해: 장애인 정책의 주요 연혁.” <http://mw.go.kr> [cited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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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단장애, 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 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 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히 제한되는 만성․ 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히 제한되는 만성․ 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히 제한되는 만성․ 증의 간질

정신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표 Ⅱ-11>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2003)

○ 2009년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수는 <표 Ⅱ-1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430,000명에 이른다. 여기에서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서 동 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16개 시군에서 수합된 데이터에 따라 그 수가 확

인되고 있다. 2005년 현재의 데이터로 추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4.59%에 해당한다.8) 

8) 통계청. e-나라지표. “장애인현황.” <http://www.index.go.kr/> [online] [cited 20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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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등록장애인수가 2001

년 1,134,000명에서 2003년 1,454,000명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나 2,430,000명에 달했다. 이러한 등록장애인수의 증가에는 

앞서 언급한 2000년과 2003년의 장애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원인 및 인구

노령화 등 다양한 이유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 2003 2009

지체장애 682 814 1,293

시각장애 116 153 241

청각,언어 106 139 262

지적장애 95 112 155

뇌병변장애 65 116 252

자폐성장애 3 6 14

정신장애 33 47 95

신장장애 28 35 54

심장장애 7 10 15

호흡기장애 - 7 16

간장애 - 3 8

안명장애 - 1 3

장루,요루장애 - 7 12

간질장애 - 3 10

계 1,134 1,454 2,430

<표 Ⅱ-12>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장애인수’ 2009 (시․도 장애인 등록현황 자료) 

                                                                (단위: 천명) 

○ 다음 <표 Ⅱ-13>은 장애수당 수급자 수를 보여주는데, 장애수당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중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전체 등록장애인 중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수급

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장애급여 수급율’은 2005년 현재 19.9%로서 이

는 1990년대 말 기준, OECD 14개 회원국의 평균 장애 급여 수급율 29.6% 

및 유럽연합(EU) 10개 회원국의 평균 장애 급여 수급율 30.0%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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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장애수당 수급자 수 및 예산

         

　 2001 2005 2009

예산액 33,125 89,683 265,031

수급자수 98,628 296,565 486,642

<표 Ⅱ-13>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수급자 수’ 2009 

                                                                  (단위: 백만원, 명)

○ <표 Ⅱ-12>와 <표 Ⅱ-13>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등록장애인 2,430,000

명 가운데 장애수당 수급자는 486,642명으로 전체의 20% 정도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이들은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인 동시에 경제적 빈곤에 처해있는 중

복의 장애를 가진 집단이다.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때는 이러한 중복된 어려움을 감

안할 필요가 있다.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9)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

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 (제1조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수급권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9)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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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2010.1.18>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중략>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

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

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표 Ⅱ-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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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급자수 1,420 1,351 1,374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수급률 3.2 2.8 2.9 3 3.1 3.2 3.2 3.2 3.2

<표 Ⅱ-15>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10.11. 

                                                                    (단위: 천명, %) 

○ 다음의 <그림 Ⅱ-2>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총 인

구대비 수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를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기본적으로 

가구(세대)를 단위로 하며 지급하며, 2009년 현재 1,569,000명이 이를 받고 

있으며, 전체 인구 대비 3.2%가 해당한다.10)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이다. 2006년 ‘차상위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103만 명 

정도로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Ⅱ-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 <표 Ⅱ-16>와 <그림 Ⅱ-3>는 2009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수급가구수 및 세대별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 수급가구 수는 

882,925 가구로서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10) 통계청. e-나라지표. “국민기초생활 수급현황.” <http://www.index.go.kr/> [online] [cited 20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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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

세대

부자

세대

장애인

세대

일반

세대
기타 합계

2009 244,529 13,533 86,961 21,115 171,330 302,202 43,255 882,925

비율(%) 27.7 1.5 9.8 2.4 19.4 34.2 4.9 100

<표 Ⅱ-16> 보건복지가족부.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수’ 2010.11. 

(단위: 가구, %) 

세대, 일반세대, 기타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일반세대

가 302,202가구(34.2%)로서 가장 큰 집단이지만, 그 자체가 이미 정보취약계

층으로 간주되고 있는 노인세대가 244,529가구(27.7%), 장애인세대가 

171,330가구(19.4%)로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3> 가구유형 별 수급가구 비율 

○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저생계비’와 ‘빈곤율’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보건복지부장

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다음 연

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되어 있다. 2010년의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월 504,000원, 4인 가구 1,363,000원으로 공표되었다. ‘빈곤’은 경제력이 최

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절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

분포와 관계없이 최저라고 생각되는 어떤 수준을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

의 소득분포를 대표하는 값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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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한다. 즉 ‘절대적 빈곤율’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기준(OECD 기

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다음의 <표 Ⅱ-17>은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상대

적 빈곤율 및 절대적 빈곤율의 추이로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총 인구 대

비 절대적 빈곤율은 점차 조금씩 줄어가는 한편, 상대적 빈곤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11)  ‘절대적 빈곤율’은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정하

느냐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최저생계비를 높이 설정하면 절대 빈곤율도 높아

지게 된다. 한편 2006년 현재 OECD에서 1인 및 농가 포함 전체 가구의 가

처분 소득 기준 중위 50% 이하로 ‘상대 빈곤율’을 측정한 평균치는 10.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4.6으로 일본의 14.9, 미국의 15.3과는 가깝지만, 노르웨

이의 6.8, 스웨덴의 5.3 등에 비하면 현저히 상대 빈곤율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우리나라가 단적으로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로, 도서

관에서 정보취약계층으로서의 경제적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를 추진할 때 서비

스 대상 인구의 범위 설정에 참고할 사항이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절대적빈곤율 6.5 5.2 6.1 6.1 6.5 5.7 5.1 5 -

상대적빈곤율 10.6 10.3 10.6 11.2 11.9 12 12.6 12.5 13.1

<표 Ⅱ-17> 빈곤율 추이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2.3 65세 이상의 노인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몇 살부터를 노인으로 간주하는지 직접 

정의하지 않고 있다.12) 그러나 동 법의 ‘제26조(경로우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65세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명시함으로써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대상자를 65세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서울: 동연구원, 2009; 통계청. e-나라지표.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http://www.index.go.kr/> [online] [cited 2011.6.22]

12) 법제처. 『노인복지법』(법률 10509호) (일부개정 2011.03.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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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0.06.04 (법률 10339호) 고용노동부   

<표 Ⅱ-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인정된 노인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노동 생산 가능한’ “고령자”

를 OECD 기준에 의하여 55~64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정의하고 있다.13) 

말하자면 통계청의 기준에 따르면 55세 이상이 고령자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르면 65세가 되어서야 노인으로 분류된다.

『노인복지법』(법률 제10509호. 2011.03.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표 Ⅱ-18> 『노인복지법』

○ 한편 고용노동부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국가정보화 기본법』및 동 법 시행령은 이 법에 따라 고령자를 정의하

고 있으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법』및 동 법 시행령 또한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서관법』및 동 법 시행령은 이미 정

보취약계층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도서관계에서 일반

적으로 노령층을 정의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무리는 없다. 

13) 통계청. e-나라지표. “고령자 고용동향.” <http://www.index.go.kr/> [online] [cited 20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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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출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339호 

2010.06.04 타법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03.30 (대통령령 22795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출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795

호 2011.03.30 일부개정)

<표 Ⅱ-2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음의 <표 Ⅱ-21>과 <그림 Ⅱ-4>는 2006년에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수 

및 구성비를 추계한 것으로 유소년 인구(0~14세)의 감소세와 노령 인구(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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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가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

할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총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이 70년 3.1%→2000년 7.2%(고령화 사회)→2018년 14.3%

(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7.9명당 노인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6명당 노인1명, 2050년 1.4명당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14) 

구분 2005 2010 2020 2030

인구수

0~14세 9,241 7,907 6,118 5,525

15~64세 34,530 35,611 35,506 31,299

65세 이상 4,367 5,357 7,701 11,811

구성비

0~14세 19.2 16.2 12.4 11.4

15~64세 71.7 72.9 72 64.4

65세 이상 9.1 11 15.6 24.3

계 100 100 100 100

<표 Ⅱ-2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단위: 천명, %)

<그림 Ⅱ-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4) 통계청. e~나라지표.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http://www.index.go.kr/> [online] [cited 

20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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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회의 ‘고령화’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

분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속

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0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15) 이러한 사회적, 인구적 변화, 즉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는 것은 도

서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방향에도 많은 점을 시사한

다. 왜냐면 노인들을 단순한 정보취약계층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구 구성

비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해집단으로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 중반 이후 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 노인층은 

현재의 노인층 대부분보다 건강상태가 좋고 기대수명이 높으며,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적․경제적 안정성 등을 갖고, 은퇴 후 제이의 직업이나 자원봉

사 등으로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적극성 등을 가진 집단을 다수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을 단지 연령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노인의 정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나, 도서관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대체로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도서관협회연명(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라 부름)의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Section - Glossary of Terms 

and Definitions”16)는 우리나라의 노인에 해당하는 용어인 “Aged”,  

“Elderly”와 “Ol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Aged: 나이 들어가는 상태. 사람들은 시간적 나이, 기능적 측정, 법적 

혹은 문화적 고려사항과 같은 기준 중 어느 하나에라도 근거해서 “aged”라

고 정의될 수 있다.

15) 출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10. ; 통계청. e-나라지표. “남녀

별, 연령별 인구구조.” <http://www.index.go.kr/> [online] [cited 2011.6.25]

1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Section - Glossary of Terms and Definitions. Compiled by Nancy Mary 

Panella. The Hague: IFLA Headquarters, 2009.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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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386호) [일부개정 2010.7.23]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

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표 Ⅱ-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Elderly: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라 부름)

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시간적 나이 65세를 ‘elderly’로 받아들이고 있

다... 이 정의가 어느 정도 임의적인 한편, 사람이 연금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시점에 UN이 정한 표준 수치 기준은 없으나, 

UN이 동의한 구분은 60세 이상(60+)을  ‘older population’이라고 부른

다.”고 하였다.

   - Old: WHO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60~74세인 사람

들은 “young old”, 75~8세인 사람들은 “old”, 그리고 85세 이상인 사람들

은 “oldest old”로 간주한다.

2.4 농어촌의 주민

○ 우리나라 농어촌의 주민은 다음과 같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386호) 제3조 제1호에 따라 지식

정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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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

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

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

른 농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

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

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

한다.

(출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제10386호 2010.7.23 )

○ 상기 조항의 근거가 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10449호)의 제3조 5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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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10449호) 

[일부개정 2011.03.09. 농림수산식품부] 

 

제1장 총칙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포획)ㆍ채취(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

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출처:『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449호 2011.03.09 일부

개정)

<표 Ⅱ-2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10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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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농가(農家)’란 경지 10a(약 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를 말

하며, ‘어가(漁家)’란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조사기준일 직

전 1년 동안에 1개월 이상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전문농가는 경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농업수입이 농업이외 수입보

다 많은 농가를 의미하며, 전업어가는 조사기준일 1년 동안 가구수입이 어업

수입뿐인 가구를 말한다.17)

 

○ 우리나라의 농가수는 <표 Ⅱ-24>에서 보는 것처럼 2001년 1,354,000호

에서 2010년 1,177,000호로 십년 사이에 13.1% 감소하였고, 2009년 현재 

전체 가구 중 농가의 비중은 6.9%, 농가 중 전문농가는 19.5%를 차지하고 있

다. 농가인구는 2001년 3,933,000명에서 2010년 3,068,000명으로 22.0% 감

소하였으며, 전체 총 인구 중 농가인구비중은 2001년 8.3%에서 2010년 

6.3%로 감소하였다. 한편 농가당 평균 가구원수는 2001년 2.90명에서 2010

년 2.6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0년 전국가구(비농어가(非

農漁家)) 평균 가구원수 3.34명(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원수)보다 

0.73명이 적다. 더욱이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은 2001년 24.4%에서 

2009년 34.2%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인구집

단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어가수는 또한 2001년 78,000호에서 2010년 66,000호로 

15.4% 감소하였다. 2010년 어가인구는 171,000명으로 총인구의 0.35%를 차

지하며, 농가인구 대비 5.6% 수준이다.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은 2003년 

15.9%에서 2009년 24.8%로 단기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역시 고령

화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17) 출처: 통계청, ‘농(어)업조사’, ‘농(어)업총조사.’ (’00년, ’10년) ; 통계청. e-나라지표. “농어가 및 농

어가 인구”. <http://www.index.go.kr/> [online] [cited 20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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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10

농가수 1,354 1,177

- 총가구 중 비중(%) 9.1 6.9

- 전문농가수 - -

- 농가당 가구원수 2.9 2.61

어가수 78 66

- 총가구 중 비중(%) 0.53 0.4

- 전업어가수 19.9 -

- 어가당 가구원수 3 2.59

농가인구 3,933 3,068

- 총인구 중 비중(%) 8.3 6.3

- 65세 이상 비중(%) 24.4 -

어가인구 234 171

- 총인구 중 비중(%) 0.49 0.35

- 65세 이상 비중(%) - -

<표 Ⅱ-24> 농어가 및 농어가 인구. 2011.3. 

(단위 : 천호, %, 명, 천명) 

2.5 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의 일반적 고려사항

○ 앞 절에서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진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 본 

결과는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

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상당수의 정보취약계층이 중복된 취약성을 가진다. 우선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등록장애인 2,430,000명 가운데 

20% 정도가 장애수당 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에 해당한다. 즉 이들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짐과 동시에 

경제적 빈곤이라는 어려움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운데 노인세대가 27.7%이고 장애인세대가 19.4%

인 것을 볼 때, 이러한 장애의 중복성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경우, 2009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34.2%,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은 24.8%로서 노인의 구성비가 매우 빠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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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혹은 환경적 장애와 더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또한 특히 이들 농어촌 주민 가운데 다문

화가정의 구성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언어적,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다문화 

인구집단으로서의 특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특정한 정보취약계층을 단일한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 이해할 수는 없

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상당수의 정보취약계층이 중복된 취약성을 갖기도 

하지만, 특정한 집단 내의 구성원도 상이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은 일단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만 이들 가운데는 매우 

성격이 다른 소집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당수가 고학력자, 전문직 경력자 및 도시생활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의 시력 혹은 체력 약화 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 지적 능력의 감소 같은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들을 

일반적인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

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라고 해도 구성원의 출신국, 언어, 문화 등이 상이하고, 

농어촌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구성, 도시지역의 취업으로 인한 다문화 

이주민, 조선족, 고려인 등 한국혈통의 동포 등 다양한 집단이 혼재하므로 이

러한 문화적 다양성 내의 또 다른 다양성을 감안하여 다원화된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

○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의 하부집단을 개별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라는 측면과 복합적으로 중복된 특성을 가진 교차집단이라는 측면을 둘 다 고

려해서 총체적이며 통합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그림 Ⅱ-5>는 정보취약계층 4개 하부집단의 고유한 측면과 중복된 측면

을 대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각 하부집단의 번호는 시계방향으로 임의로 부

여한 것이며, 각 하부집단의 크기가 결코 균등할 수 없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는 편의상 균등한 크기의 집합으로 보여준다. 각 하부집단의 교차되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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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정보취약계층의 교차 

○ <그림 Ⅱ-5>에서 집단 1부터 4는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에서 정의한 기본적인 정보취약계층 집단으로서 집단 1은 장애인, 집단 2는 

기초생활 수급자, 집단 3은 농산어촌 주민, 집단 4는 고령자를 의미한다. 

○ <그림 Ⅱ-5>에서 하부집단 혹은 교차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 5부터 

13은 교차하는 특성을 가진 소집단을 의미하며, 편의상 하부집단이라고 부르

기로 한다. 하부집단 5는 장애인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

진 사람들로 구성되며, 하부집단 6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농산어촌 주민인 사

람들이다. 하부집단 7은 농산어촌 주민인 노인들이며, 하부집단 8은 장애인인 

노인들이다. 하부집단 9는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들이며, 하부

집단 10은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농산어촌 주민인 사람들이다. 

○ <그림 Ⅱ-5>에서 하부집단 11은 농산어촌 주민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들이고, 하부집단 12는 농산어촌 주민이며 장애인인 노인들이다. 맨 가운

데 있는 하부집단 13은 장애인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농산어촌 주민인 노

인으로 모든 정보취약계층의 속성을 다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 하부집단의 구

체적 요구를 일일이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도서관 서비스의 커

다란 틀 안에서 가능한 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세세한 요구의 이해와 분

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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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정보취약계층의 어느 한 집단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특정한 취

약성 외의 다른 측면에서는 취약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이들을 위

한 도서관 서비스 또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장애인도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

자도 아니며, 농산어촌 주민도 아닌 구성원들이 있다.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

고, 전문직 경력자로서 지식수준, 경제수준도 높으며, 그런 만큼 건강과 체력 

면에서도 활동력이 높아, 연령 외에는 오히려 ‘advantaged’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노인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단지 65세라는 신체적 연령을 기준으로 이

들을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일방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 대상으로 간

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농산어촌 주민 가운데 40~50대에 귀

농한 전문직 출신자, 고소득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각 집단 내 다양한 구성원의 정보 및 서비스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국제 도서관계의 도서관정보정책 동향

○ 여기에서는 국제 도서관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도서관협회연

맹(IFLA), UNESCO 등 국제기구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보격차 및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견해, 국가적 혹은 국제적 차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

력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3.1 IFLA의 “IFLA 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IFLA 디지털 도서관 선언(IFLA 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18)은 “디지털 격차가 정보격차(The digital divide is 

an information divide.)”임을 지적하며, 이를 메우는 것이 유엔의 새천년 발

18) IFLA. "IFLA 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 Bridging the Digital Divide: making the world’s 

cultural and scientific heritage accessible to all." Revised version endorsed by the IFLA 

Governing Board

2010. <http://www.ifla.org/en/publications/ifla-manifesto-for-digital-libraries> [cited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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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자원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접근은 문화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보건과 교육을 지원한다. 

정보의 배포는 시민들로 하여금 평생학습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세계의 성취에 관한 정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사회적 환경 

발전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인류의 문화 및 과학유산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세계의 풍요함과 다양성의 학

습과 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서관은 오랫동안 평화와 인간 가치를 육성하는 데 핵심적 기간이었다. 

도서관은 지금 디지털로 운영되며, 그들의 디지털 서비스는 지리적 및 사

회적 경계를 넘어서서 문화들을 연결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로를 열고 있다.”

<표 Ⅱ-25> IFLA 디지털 도서관 선언

전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하였다. 다음은 이 선언의 앞부분이다. 

○ IFLA의 이 선언은 디지털 도서관의 사명이 “조직되고 권위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및 전통적 정보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현

대의 도서관 서비스에서 정보기술, 교육 및 문화를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하

였다. 이 선언의 내용은 특별히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사람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 디지털 도서관의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있다. 

3.2 UNESCO의 “UNESCO/IFLA Public Library Manifesto” 

○ UNESCO/IFLA의 ‘UNESCO/IFLA 공공도서관 선언(UNESCO/I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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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Library Manifesto)’19)은 “공공도서관은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지역센터”임을 강조하면서, “공

공도서관의 서비스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혹은 사회적 신분 등

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접근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특별한 

서비스와 자료가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병원, 감옥 등에 있는 사

람들과 같이 어떤 이유로든 일반서비스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 이 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의 평등’이 주어져야 하므로, 여러 가지 형

태의 장애로 인하여 당연한 ‘평등’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애를 고

려한 특별한 방식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보취

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3.3 IFLA의 “Statement on Librar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IFLA 이사회가 지난 2002년 8월 24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에서 

열린 IFLA 창립 70주년 기념회의에서 채택한 ‘도서관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선언(Statement on Librar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20)은 “온 

인류가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환경을 누릴 근본적 권리를 가짐을 선

언”하였다. 여기에서는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는 증대하는 정보격차

(information gap)와 디지털 양극화(the digital divide)에서 나타나는 정보불

평등(information inequality)에 대처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 이 선언은 그러기 위하여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는 사회의 복합성과 문화

적 다양성 및 환경의 풍요함을 반영하는, 가장 폭넓은 자료를 차별 없이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을 강조

하였다. 또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와 혁

신 정보가 전세계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19) UNESCO. “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November 1994. 

<Public_library_manifesto_english.rtf> [online] [cited 2011.6.9]

20) 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ugust 2002.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ibraries IFLA text.doc> <http://unesco.org> [online] [cited 20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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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 이 선언에서는 이를 위해 “도서관 및 정보전문가는 모두를 위한 다양한 형

태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가 지식과 문화에 대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들은 모든 연령 집단의 개인적 발전 및 사회

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 아이

디어 및 상상력의 작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IFLA의 선언 또한 모든 연령 집단의 사람들, 즉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도서

관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도서관 및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통해서 특정한 어

떤 소집단이라도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자아 및 사회의 발

전 기회에 기여할 권리를 저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공표하고 있다.

4. 다른 나라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정보정책 동향

○ 여기에서는 도서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정보정책이나 법령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4.1 미국

○ 미국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기 오래 전

부터 미국 및 국제 도서관계에서는 “정보빈곤층(the information poor)”의 개

념을 논의해 왔고, 이것은 특히 1970년대 초반 Thomas Childers가 미국 내 

여러 종류의 “불리한 처지(disadvantage)”에 놓인 성인들의 정보요구에 관한 

1970년대 이전의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크게 부각되었다. Childers의 분석은 

이후 많은 정보요구 관련 연구들의 기초자료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정보취약

계층 및 정보격차 관련 연구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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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

○ 미국이 2003년 제정한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 Act)』은 장애인, 소수인종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문맹 퇴치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연방정부 도서관 서

비스 진흥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현실법령으로 여겨지고 있다.21) 

이 법령의 ‘제II절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의 제9121조 ‘목적’에서 “(2) 합중국

의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관종에 있어

서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나중에 ‘제2관 도서

관프로그램’의 제9141조 ‘주에 대한 조성금’의 (a) 일반 규정 “(1) 모든 관종

의 도서관에서 전 연령층의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위한 서

비스, 정보 및 학술적 자원에의 접근을 확충하는 것”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  특별히 “(5) 지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개인, 

장애를 가진 개인, 기초적 읽고 쓰는 능력이나 정보기술이 부족한 개인을 도

서관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것. (6) 각 규모의 가정에 적용되는 빈곤선22) 

이하 소득의 가정에 속하는 (출생에서 17세까지) 아동을 포함하여, 도서관이

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낙후 도시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도서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조항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

고 있다.

(2) 미국도서관협회의 각종 지침

○  미국은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라 부

름)와 산하의 각종 부회들을 통해 다양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과 정책을 마련하고, 실제적인 적용에 힘쓰고 있다. 그 가운데 대

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2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4. 미국: 박물관도서관 서비스법 2003.” 『주요국 도서관 법령

집』, pp.47~71, p.48. (서울: 동 연구소, 2008).

22) 미국 연방정부 행정관리예산청에 의해 정의된 지역서비스 포괄적 조성금법 (Community Service 

Block Grant Act)  제673조 제2호 [합중국법전 제42편 제9902조 제2호]에 따라 매년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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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 미국 ALA 이사회는 2001년 1월 16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

책(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23)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 정책은 ALA의 분회인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ASCLA)가 관장하는 대표기구인 미국장애인

법회의(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ssembly)가 작성한 것으로 그 내

용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장서, 시설, 보조기술, 고용, 교육 등을 포

함하고 있다. 

2) “고령의 성인을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

○ ALA 분회인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의 참고서비스분

과(Reference Services Section) 고령인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

(Library Services to an Aging Population Committee)는 1987년 처음 “고

령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24)을 작성하였고, 1999년 개정을 거

쳐 2008년에 새로이 선포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고령자(older adults)”를 적

어도 5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 원칙하에 각 항목

에 대하여 세부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3)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ASCLA). “Issues: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http://www.ala.org/ala/mgrps/divs/ascla/asclaissues/libraryservices.cfm> [online] [cited 

2011.6.10]

24)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RUSA). 2008. “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 

<http://www.ala.org/ala/mgrps/divs/rusa/resources/guidelines/libraryservices.cfm> [online] 

[cited 2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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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은 고령인구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계획 및 예산에 통합한다. 

▷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특별한 요구와 관심이 도서관 장서, 프로그램 및 서비

스에 반영되도록 보장하라.

▷ 도서관 장서와 물리적 시설이 모든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하

게 만들라.

▷ 도서관을 노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구심점을 만들라.  

▷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에서 노인 집단을 목표로 하라.

▷ 도서관으로 올 수 없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찾아가라.

▷ 예의와 존경심을 갖고 노인을 위해 일하도록 도서관 직원들을 훈련하라. 

<표 Ⅱ-26> 고령의 성인을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지침

3) “다국어 장서와 서비스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Multilingual Collections and 

Services)”

○ 미국도서관협회의 분회인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RUSA)의 참고 서비스 분과 (Reference Services Section) 소속 

스페인어 사용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Library Services to the 

Spanish-Speaking Committee)가 이 마련한 “다국어 장서와 서비스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Multilingual Collections and Services)”은 2007년 1월 RUSA 이사회가 승

인하였다.25) 이 지침은 “인종, 문화, 혹은 언어배경에 무관하게 그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책임”이라

는 원칙하에, 도서관 서비스와 자료의 제공을 측정하기 위한 모델 역할을 하

도록 작성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장서와 자료의 선정, 프로

2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Reference Service 

Section.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Multilingual Collections and 

Services.” <http://www.ala.org/ala/mgrps/divs/rusa/resources/guidelines/guidemultilingual.cfm> 

[online] [cited 20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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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서와 자료의 선정

2.1 선정의 수준

2.2 포맷

2.3 서지적 접근

2.4 물리적 접근

2.5 장서관리

3.0 프로그램, 서비스 및 지역사회 

관계

3.1 문화적 다양성

3.2 프로그래밍과 마케팅

3.3 아웃리치 서비스

3.4 정보 및 참고서비스

4.0 직원

<표 Ⅱ-27> 다국어 장서와 서비스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침

그램, 서비스 및 지역사회 관계, 직원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포함하며, 각 항

목 아래 세부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 “스페인어 사용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Spanish-Speaking Library Users)”

○ ALA의 분회인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RUSA)은 미

국 내 소수민족 집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스페인어 사용 도서관 이용자들

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Spanish-Speaking Library Users)”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실제로 

스페인어 사용 집단은 중남미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을 통틀어

서 말하는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도 매우 상이한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특성

이 있다. 따라서 그 집단 내에도 다양한 상이한 소집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이 지침은 원래 1988년 1월에 참고 및 성인서비스 분과 이사회

(Reference and Adult Services Division Board of Directors)가 채택하였

던 것으로, RUSA의 참고 서비스 분과(Reference Services Section) 소속 스

페인어 사용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가 2006년 개정하였고, 2007년 1

월에 RUSA 이사회가 승인하였다.26) 주요한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26)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Reference Service 

Section.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Spanish-Speaking Library Users.” 

<http://www.ala.org/ala/mgrps/divs/rusa/resources/guidelines/guidespanish.cfm> [online] [cited 

20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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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서와 자료의 선정

1.1 적합성

1.2 언어

1.3 서지적 접근

1.4 포맷

1.5 선정

1.6 스페인어 언어 자료 입수에 벤더 

이용

1.7 선물과 기부를 통한 스페인어 

(언어) 장서를 위한 지원 촉진

1.8 스페인어 언어 장서 평가 

2.0 프로그램, 서비스 및 커뮤니티 

관계

2.1 문화의 다양성

2.2 프로그램

2.3 아웃리치 서비스

2.4 문화 간 이해

2.5 서지교육

2.6 전자자원

3.0 직원

3.1 충원

3.2 보상

3.3 직원개발

4.0 시설

4.1 내장과 외장

4.2 위치

4.3 표지

4.4 장서배치

4.5 접근

<표 Ⅱ-28> 스페인어 사용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

4.2 영국

○ 영국은 문화매체체육부(Dept. of Culture, Media & Sports. DCMS), 박물

관ㆍ도서관ㆍ문서관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MLA), 영국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및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등

이 국가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영국의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

○ 영국의『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 Act)』은 

1964년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를 포함하여 전문 3장 26개 조문으로 제정된 

공공도서관 기본법으로 1850년 제정된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

t)』을 그 모체로 하고 있다.27) 이 법은 특별히 정보취약계층이나 이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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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지만, 제7조 (도서관행정당국의 일반적 책

무) ① “각 도서관 행정당국은 전 도서관 이용희망자에 종합적 및 능률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보편적이면

서 평등한 도서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 박물관ㆍ도서관ㆍ문서관위원회의 활동

 1) MLA의 ‘실행계획(Action Plan)’28)

○ 영국의 MLA는 2008년 향후 오년 이후 영국도서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

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영국 내 모든 공공도서관을 “위

대한 공공도서관(a great public library)”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서관들을 위한 변화의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은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연구와 증거(research and evidence)”, “최상의 실무(the best 

practice)”, “혁신(innovation)” 및 “디지털 변화(digital change)”라는 네 가

지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실행

계획” 자체가 특정한 정보취약계층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서관들끼리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원과 인력, 서비스 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구

성원들에게 골고루 적정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강조함으로

써 미래 도서관이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MLA의 Tooklit

○ MLA는 도서관의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 정책 개발, 전략 수

립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서관 직원들이 장애인의 접근과 평등

한 기회에 관련된 원스톱 정보 및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과 장

애’29)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장애와 관련된 여러 측면의 모듈로 구성된 “툴

27)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6. 영국: 공공도서관박물관법 1964.” 『주요국 도서관 법령집』, 

pp.102~111. p.104. (서울: 동 연구소, 2008).  

28) Museums, Libraries & Archives Council. 2003. Framework for the Future: MLA Action Plan 

for Public Libraries -- “towards 2010”. London: 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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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1: 장애 범주에 대한 이해.

모듈 2: 장애인 주요 정보 및 지원 소스 숙지 및 이용.

모듈 3: 장서와 자원 감사 및 개선 위한 기술개발 및 도구 사용.

모듈 4: 장애 이용자의 상이한 요구범주 인지 및 대응 능력.

모듈 5: 장애인과의 자문활동 계획, 이행 및 평가.

모듈 6: 새로운 아웃리치 서비스 혹은 활동 계획, 이행 및 평가.

모듈 7: 새로운 홍보, 마케팅 및 주창자료 계획, 이행 및 평가.

모듈 8: 장애 이용자 및 주요한 이해관계자 자문 및 이들의 요구에 부응

한 접근정책과 계획 발전.

모듈 9: 명확한 표지, 단순화한 가입절차 같은 서비스의 구체적 개선을 

계획, 이행 및 평가.

모듈 10: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발견 및 이용.

<표 Ⅱ-29> 장애 관련 툴키트 모듈 

키트(toolkit)”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학습모듈은 주요한 웹 기반 자원들을 활용

하여 업무에 기반한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10개의 모듈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각 모듈은 스

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과 링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MLA가 제공하는 “장애 포트폴리오(The Disability Portfolio)”30)는 도서

관, 박물관, 문서관 등에서 이용자 및 직원으로서 장애인의 요구를 가장 잘 충

족시키는 방법을 다루는 12가지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장애를 

극복하고 최상의 실무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조언, 정보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9) Museums, Libraries & Archives Council. 2011. “Libraries and Disability.” 

<http://www.mla.gov.uk/what/support/toolkits/libraries_disability> [online] [cited 2011.7.27]

30) Museums, Libraries & Archives Council. 2011. “Find out about Disability.” 

<http://www.mla.gov.uk/what/support/toolkits/libraries_disability/find_out_about_disability> 

[online] [cited 20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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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포트폴리오 지침 1: 상황별 장애(Disability in Context)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 2: 장애인 대면(Meeting Disabled People)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 3: 평등을 위한 훈련(Training for Equality)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 4: 감사(Audits)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 5: 장애차별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6: 포괄정보(Inclusive Information)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 7: 기술 이용(Using Technology)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 8: 최소환경의 접근(Access on a Shoestring)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 9: 접근이 쉬운(가능한) 환경(Accessible 

Environments)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 10: 아웃리치와 파트너쉽(Outreach and Partnership)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 11: 장애인 자문(Consulting Disabled People)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 12: 고용(Employment at every level) 

<표 Ⅱ-30> 장애 포트폴리오 

5.‘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정책

○ 우리나라는 2007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우리

나라 도서관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을 발표하였고, 이후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세부과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

단체가 추진할 2011년 도서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도서관정책은 모두 

여덟 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 <표 Ⅱ-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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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Ⅱ.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Ⅳ. 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

Ⅴ. 교육학술연구 핵심지원센터로 대학․전문도서관 진흥

Ⅵ. 도서관 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 제도의 선진화

Ⅶ. 지식정보 확산 및 공유를 위한 U-Library 구현

Ⅷ. 도서관 협력기반 강화로 글로벌 도서관정보서비스 구현

<표 Ⅱ-3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세부과제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의 여덟 가지 세부과제 가운데 ‘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과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정보격

차해소’는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의 

대상이 되는 정보취약계층을 앞 장에서 언급한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제

21조에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 주민의 네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세부계획

에서는 <표 Ⅲ-2>에서 보는 것처럼 장애인, 고령자와 더불어 국군장병, 교도

소 재소자, 다문화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3-1-1 장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병영도서관 개선

   3-1-2 수용자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교도소도서관 개선

   3-1-3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3-1-4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3-1-5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3-2-1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기회 제공

   3-2-2 실용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의 강화

<표 Ⅱ-3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중 ‘지식정보격차해소’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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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32>에서 보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의 ‘Ⅲ. 지식

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관련 세부 과제는 3-1-1에서 3-1-5까지는 

장병, 수용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령자, 다문화가정이라는 다섯 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3-2-1과 3-2-2

는 그러한 도서관 서비스 중 중점분야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3-1 세부과

제들과 3-2 세부과제들은 정보격차 해소대상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및 중점

분야라는 상호 긴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먼저 3-1-1과 3-1-2 세부과제는 각각 병영도서관이나 교도소도서관과 같

은 특수한 형태의 도서관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병영도서관이나 

교도소도서관도 물론『도서관법』제4조에 의거하여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도서관들은 ‘공중’을 위한 도서관이기

보다 소재이동에 제약을 받는 매우 한정된 특정 집단을 위한 시설이다. 따라

서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정의된 정보취약계층 4개의 하부

집단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에서는 3-1-1과 3-1-2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별

도로 다루지 않도록 한다.

○ 한편 3-1-3에서 3-1-5의 세부과제는 특정 관종을 언급하지 않고 보다 일

반적인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

면 기본적으로는 ‘공중’ 혹은 일반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에서 ‘공중’의 구성집

단 중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령자,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도서관 서비스를 

추가로 또는 변형하여 제공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특히 ‘3-1-3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세부 과

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면서, 3-1-4와 3-1-5에서 고

령자와 다문화가정을 다시 별도로 언급한 것은 이들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구별되는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취약계층 중 핵심집단으로서 그들에게 보다 관

심을 기울이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으로 16개 광

역자치단체들이 제출한 3-1-3, 3-1-4, 그리고 3-1-5 세부계획에서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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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1 장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병영도서관 개선

3-1-2 수용자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교도소도서관 개선

3-1-3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 ○ ○ ○ ○ ○ ○ ○ ○ ○ ○ ○ ○ ○ ○ ○

3-1-4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 ○ ○ ○ ○ ○ ○ ○ ○

3-1-5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 ○ ○ ○ ○ ○ ○ ○ ○ ○ ○ ○ ○ ○ ○ ○

3-2-1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기회 제공 ○ ○ ○ ○ ○

3-2-2 실용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의 강화 ○ ○ ○ ○ ○

<표 Ⅱ-33>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중 ‘지식정보격차해소’ 

관련 항목의 광역자치단체별 제출 현황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령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 기본

계획, 그리고 ‘3-2-1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기회 제공’ 

및 ‘3-2-2 실용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의 강화’ 관련 도서관 서비스 계

획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표 Ⅱ-33>은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울산을 포함하

는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

주의 9개 도를 포함하는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Ⅲ. 지식정보격차해소

로 사회통합에 기여’ 관련 세부 과제의 현황을 보여준다. 

○ ‘3-1-3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세부 과제 및 

‘3-1-5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세부 과제와 관련해서는 16개 

시도가 모두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3-1-4 고령자를 위한 도

서관서비스 제공’은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

역시, 그리고 충북, 충남, 전북을 포함하는 3개도만이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함

으로써, 아직 많은 지역에서 고령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3-2-1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기회 제공’ 및 

‘3-2-2 실용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의 강화’ 세부 과제와 관련해서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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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예산
(백만원)

총액
(백만원)

서울

장애인 도서관 운영지원
점자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제작비 지원  

601

771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지원 

장애인관련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160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시각장애인실 운영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기구 보강 10

장애인 무료택배서비스 지원 장애인 방문대출 및 무료택배 대출서비스 15

부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및 정보화 프로그램 운영 111

217

장애인대상 이용시설 확충 장애인 정보누리터 확산사업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구비 14

장애인용 자료구입 장애인 열람자료(점자도서, 전자도서, 테입도서, CD도서, 비디오도서 등) 
확충 92

장애인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의 사회 인프라 구축 0

대구

시설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기확충 
- 음성지원컴퓨터, 전동식책상, 보청기, 지팡이 등 기기보완 27

97

시각장애인실 운영 

효목도서관 시각장애인실 운영

16자료의 우편 및 방문대출

맞춤형 녹음도서 제작 및 음성지원서비스

점자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대구점자도서관 자료구입지원

50홈페이지 점자주소록 발간 사업

점자정보 단말기 구입 및 무료 대여사업

낭독 아카데미 운영 지원 도서낭독 아카데미 운영 및 낭독매뉴얼 제작 보급 4

<표 Ⅱ-34>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내용

역시들 가운데 부산과 대전만, 그리고 충북, 충남 및 전북의 3개도만이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 

○ 다음 절에서는 각 세부 과제별로 각 시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5.1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3-1-3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

성화’ 세부 과제와 관련해서는 16개 시도가 모두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였

다. 다음 <표 Ⅱ-34>는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의 세부 추진과제 및 세부 내

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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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예산
(백만원)

총액
(백만원)

장애인대출 서비스 제공
방문대출 및 무료 우편대출서비스 제공 

0
대출권수 및 대출기한 확대

장애인, 취약계층 대상별 특
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장애인 독서치료목록 개발 및 제공 0

외부기관과의 정보자료 공유 협
력망 구축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자원 공동 활용

0
지역 장애인시설과의 협력사업 개발

인천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47 47

장애인 택배도서서비스 활성화
- 1~3급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에게 무료 도서 택배서비스 제공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

장애인 대상 이용시설 확충 및 보완

도서관 내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장애인 홈페이지 개설

광주 장애인서비스 확대

광주점자도서관 지원(이동도서관 차량비 등)

21 21

점자․녹음도서 등 장애인용 대체자료 구입 

재가(지체․시각․청각)장애인․사회복지시설 방문도서 대출 운영

꿈을 가꾸는 책바구니 운영

취약계층대상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용 도서목록 제작 및 배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

대전 시각장애인용 도서구입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대체자료 구입

14.6 14.6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장애인 대제자료 제작
- 녹음자료 및 점자자료(전자점자도서) 제작

장애인의 학습 및 독서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자료 제작 지원

울산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사업

장애인자료실 운영 : 장애인용 자료구입(점자도서, 녹음도서)

10
11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교실 실시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1:1 책읽기 프로젝트

장애인 독서회 운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

장애인 우편 도서대출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우편도서대출 및 방문대출 1

경기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전문 어르신 독서도우미를 지역아동센터 등 정보소외시설 
파견으로 독서기회 제공

850 850

정보취약계층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도소, 병영, 지역아동센터 독서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대상 독서프로그램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장애인 웹서비스 자료 확충
- 녹음도서, 신문기사 음성서비스 등

장애인 무료택배서비스(무료택배 및 이동서비스) 활성화

강원

장애인 자료구입

장애인 자료 확충

37

347

장애인 등 소외계층 자료 방문 대출서비스
- 오디오북, 점자도서 등 장애인 자료
- 대활자본 대출서비스(저시력 노인계층)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적청소년 독서교실 : 도움반 중학생을 위한 심성, 독서치료

310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소외계층 공부방 독서교실, 독서캠프

노인,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프로그램 운영

충북
장애인 대체자료 구입 점자도서관 운영 : 장애인용 점자 및 녹음도서 구입

장애인 대상 이용시설 확충
점자연속용지 재단기 및 점자정보 단말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대출/반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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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예산
(백만원)

총액
(백만원)

충남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CD도서 등) 확충

213.5 213.5

장애인 대상 이용시설 및 기기 확충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서비스 제공
- 장애인 맞춤형 도서배달 서비스
- 방문대출 및 무료 우편대출서비스
- 대출권수 및 대출기한 확대
- 순회문고 운영

장애인 및 취약계층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재소자 등 책읽어주기 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 지원 강화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 점자도서, 녹음도서, CD도서, 통합도서, 큰활자도서 등

전북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장비 및 자료 확보

장애인 웹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점자책가방 무료택배 서비스

전남
차량유지비 

이동도서관 운행  

26
71

순회문고 운영

장애인 책배달 서비스  

장애우 도서 방문대출 서비스

도서구입비 사업 대상별 도서(점자도서, 녹음도서 등) 구입 및 제공 45

경북
점자도서실운영 편의시설구
축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자도서, 장애인토킹북, 점자PC) 확충

60 60장애인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화상전화기 등 편의시설 구축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경남
출판지원 사업 시각장애인용 출판사업 지원 70

90
장서구입 시각장애인 장서(점자·음성도서) 확충 20

제주

장애인 및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 미래희망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69

283
장애인 및 소외계층 택배서비스 
운영

장애인 및 소외계층 택배서비스 및 현장방문 문화강좌 운영
19

특수시설(군부대, 복지시설 등) 순회문고 운영

장애인 대상 이용시설 확충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195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1) 예산

○ 위의 <표 Ⅱ-34>에서 먼저 예산 측면을 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략 총 31억원의 예

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은 서울특별

시로 약 7억 7천만원에 이른다. 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세부 과제를 위한 예산 액수가 지역의 규모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

는 것으로 보였다.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예산은 경기도의 8억 5천만원, 

강원도의 약 3억 5천만원, 제주도의 2억 8천만원, 부산의 약 2억 2천만원 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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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울산광역시는 최하위인 1천만원을 

투입하는 수준이며, 충북과 전북은 예산이 미상이다. 경북은 6천만원, 경남은 

9천만원, 전남은 약 7천만원을 각각 배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4천 7백

만원, 광주광역시는 5천 백만원, 대전은 약 천 4백만원만을 배정하고 있다. 

○ 사실 예산은 절대 금액도 중요하지만, 전체 도서관 관련 예산 중에서 ‘장애

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도 중요하다. 서울특별시와 같이 재정규모가 크고 절대적인 도서관 예산규모

가 큰 지역에서 771,000,000원을 투입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아 보

이지만, 실제 전체 도서관 예산 대비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지는 알 수 

없다. 

(2) 서비스 

○ 위의 <표 Ⅱ-34>에서 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 35개이고, 이들은 97개의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97개의 세부내용이 모두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재소자, 군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총 

85개이다. 이들을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카테고리로 나누어보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지원, 대체자료 확충, 무료택배서비스, 문화프로그램, 

웹서비스 제공, 예산지원, 낭독자 교육 등 인력활용 등이다. 이들 서비스 중 

25개(29.4%)가 대체자료 확충으로 선두를 차지했고, 무료택배 대출서비스 등 

이 21개(24.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3위가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18개(21.2%)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서비스라기보다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정책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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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중 장애인서비스 세부내용 분석 

○ 이 부문의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지역은 대구로서 모두 9천 

7백만원의 예산을 갖고 시설개선, 시각장애인실 운영, 점자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낭독 아카데미 운영 지원, 장애인대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취약계층 

대상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외부기관과의 정보자료 공유 협력망 구축 등 

모두 일곱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며, 이들 중 장애인 대출서비스 제공, 장애인, 취약계층 대상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외부기관과의 정보자료 공유 협력망 구축에는 별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는 않다. 

○ 서울은 장애인 도서관 운영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지원, 

시각장애인실 운영, 장애인 무료택배서비스 지원 등의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 7억 7천만원의 77.95%인 약 6억원은 장애인 도서관 

운영지원에 할애되고 있으며, 22.05%인 1억 7천만원이 나머지 프로그램에 

할당되고 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지원은 장애인관련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취약계층을 포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예산이 장애인 서비스에 지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60 -

○ 강원도는 3억 4천 7백만원의 예산 가운데 장애인 자료구입에는 3천 

7백만원,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에 3억 천만원을 배정하고 있다. 강원도가 

취약계층을 위해 계획하는 세부 추진과제는 지적청소년 독서교실, 도움반 

중학생을 위한 심성, 독서치료,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소외계층 공부방 독서교실, 

독서캠프, 노인,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의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경기도는 세부 추진과제는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한 가지로 계획하고 

있지만,  정보취약계층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교도소, 병영, 지역아동센터 

독서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대상 독서프로그램),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장애인 

웹서비스 자료 확충(녹음도서, 신문기사 음성서비스 등), 장애인 무료택배 

서비스(무료택배 및 이동 서비스) 활성화 등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도소, 병영,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제주도 역시 군대, 복지시설 등 특수시설을 위한 순회문고, 소외계층 대상 

택배서비스 등 장애인 및 다른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충남은 약 2억 천만원의 예산을 크게 정보취약계층 서비스라는 추진과제를 

위해 사용하며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CD도서 등) 확충, 장애인 

대상 이용시설 및 기기 확충,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서비스 

제공(장애인 맞춤형 도서배달 서비스; 방문대출 및 무료 우편대출서비스; 

대출권수 및 대출기한 확대; 순회문고 운영), 장애인 및 취약계층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재소자 등 책읽어주기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 지원 강화),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점자도서, 녹음도서, CD도서, 통합도서, 큰활자도서 등) 등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재소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적은 예산을 배정한 지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은 천 백만원 가운데 천만원을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사업에 배정하고 장애인자료실 운영 : 장애인용 자료구입 (점자도서, 녹음도서),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교실 실시,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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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프로젝트, 장애인 독서회 운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7천 백만원을 이동도서관 운영, 순회문고 등을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대전은 약 천 5백만원 전체를 시각장애인용 

도서구입에 배정하여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대체자료 구입,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장애인 대제자료 제작(녹음자료 및 점자자료(전자점자도서) 제작), 

장애인의 학습 및 독서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자료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광주는 2천 백만원의 예산으로 광주점자도서관 지원(이동도서관 차량비 

등) 점자 ․ 녹음도서 등 장애인용 대체자료 구입, 재가 (지체․시각․청각) 

장애인·사회복지시설 방문도서 대출 운영, 꿈을 가꾸는 책바구니 운영, 

취약계층대상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용 도서목록 제작 및 배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진다. 

(3) 문제점

○ <표 Ⅱ-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개 광역자치단체는 ‘3-1-3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세부과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직접 이 과제와 관련된 장애인 외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배정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와 예산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왜냐면 고령자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 등은 

세부과제 3-1-4와 3-1-5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의된 농산어촌 

주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별도로 

제시된 것이 없다. 따라서 ‘3-1-3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세부과제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하부집단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를 보다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 한편 장애인을 위한 예산 배정도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한된 예산이 종수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서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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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들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즉 프로그램의 종수는 

많지만 적정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만족도나 질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 장애인용 대체자료 구입 혹은 확충 등을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이 사업의 

내용으로 넣고는 있으나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행기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계성을 가지는 반면 자료는 일단 확충되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과는 보다 지속적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항구적 자산이 될 만한 장애인용 대체자료의 확충과 제공에도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자료의 직접 생성을 시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장애인 대체자료를 단순히 파일 변환 수준이 아니라, 오디오 

녹음, 비디오 자료 자막 넣기 등으로 생성하는 것은 생성을 위한 시설, 인력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각기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등 중앙에서 보다 많은 

자료를 보다 효율적, 비용 효과적으로 생산하여 지역으로 신속히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중복노력의 예방, 공동자료의 

확충, 확충자료의 신속한 배포라는 세부적 정책 방안을 포함하는 거시적, 

통합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일이다.

○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예산 배정시 전문 인력의 투입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 설정 시,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및 자원봉사 등 

인력투입에 현실적인 인건비 및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이 상시 해당(이)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이 누적되고, 향후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 사이의 교량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며 

효과적,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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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예산
(백만원)

총액
(백만원)

서울

고령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노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79

329
고령자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만60~64세 50%, 만65세 이상 100%) 233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운영 퇴직인력(교원,공무원,전문가) 활용 17

노인관련 특화자료 수집 종로도서관 노인관련 특화자료 수집 0

부산

문화프로그램 운영 
노인대상 독서프로그램 지원

78

78

어르신 대상 컴퓨터 교육 실시

노인독서대학운영

노인친화형 독서환경조성
어르신 안내 봉사자 배치

0실버자료 확충 (대활자본)

열람편의 시설(독서확대기, 컴퓨터, TV, 비디오 등) 설치

대구 고령자서비스 제공

노인독서대학 운영

20 20
실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

노인 친화형 독서환경 공간 조성
- 독서확대기 및 돋보기 설치, 노인용 정보화기기 배치, 노인전용 공간 설치

인천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광주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어르신 코너 운영
- 종합자료실 내 노인을 위한 ‘어르신코너’ 설치 운영
- 노인전용코너인 ‘실버존’ 지정, 사이버 ‘어르신 마당’ 운영

34 34건강, 취미, 기타분야 대활자본 도서 비치

노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도전한글교실, 인터넷 교실 / - 장수대학, 성인문해 한글교실 운영

대전
은빛문고 운영 사회복지 노인시설 6개 기관 연계 운영 : 분기별 200권/연4회 방문 대출 0.4

6.8
지역주민 대상 강좌

어르신(비문해자)를 위한 한글교실
6.4

소외계층 찾아가는 강좌 운영 : 노인복지시설로 강사 파견 및 재료비 지원

울산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고령자를 위한 영화상영

15 15
노인무료 택배서비스 운영

어르신 독서회 운영

한글사랑방

어르신 대학 : 특강 및 문화재 탐방

경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강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충북 프로그램 운영

북피니쉬 운동 : 대활자본 제작배포

3 3

방문도서관 서비스

추억의 방화교실 

도서관서비스개발을 위한 노인대상 설문조사
노인관련 자료 목록DB 구축 및 정보봉사
컴퓨터 교육 실버반

독서 및 미술치료 프로그램

충남 고령자 대상 도서관서비스
큰활자 도서 확보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30 30저시력 이용자를 위한 노인친화형 독서환경 조성

실버세대에 적합한 문화프로그램 개설 운영

<표 Ⅱ-35> 광역자치단체 별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5.2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 ‘3-1-4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세부 과제와 관련해서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제외

한 아홉 개 시도가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 다음의 <표 Ⅱ-35>는 서울

을 비롯한 각 시도의 세부 추진과제 및 세부 내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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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예산
(백만원)

총액
(백만원)

고령자를 위한 문화콘텐츠 확보

전북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구연동화 동아리 모임 운영

2 2한글 미해득 노인을 위한 동화낭독 서비스 실시

도서 택배 대출반납 서비스

전남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경북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경남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제주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앞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자 즉 노인은 현행 『도서관법』이나 

『국가정보화 기본법』등에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되고, 광역자치단체는 노인

들을 위해 정보격차해소 교육 및 지원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총 16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아직 이를 시행하지 않는 7개의 광역자치

단체들은 조속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그밖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노인

의 경우 장애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보편적 정보접근권

을 보장하도록 명시하여,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노인과 함

께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도서관

에서 노인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보취약계층으로

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지자체

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1) 예산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및 전북을 포함하는 9개 

광역자치단체가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에 투입하는 예산은 모두 5억 천 7백만

원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전체 예산 31억원의 16.7% 정도 

규모이다. 경기도, 강원도 등 몇 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안에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서울은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3억 2천 9백만원 (329,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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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배정하여, 9개 광역자치단체가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배정한 

예산 5억 천 7백만원 전체의 63.6%를 차지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

머지 8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합쳐서 나머지 1억 9천여만원을 고령자를 위

한 도서관 서비스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순위별로 나열하면, 부산은 7

천 8백만원, 광주는 3천 4백만원, 충남이 3천만원, 대구는 2천만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하고 있는 한편, 대전은 6백 8십만원, 충북은 3백만원, 전북은 2백

만원만을 고령자 서비스에 배정하고 있다. 

○ 경기도나 강원도 등은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별도의 세부 추진과

제 혹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광역자치단체들이 고령자를 위해서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경기도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에 8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그 가운데 ‘전문어르신 독서도우미를 지역아동센터 등 정보소외시설 파견으로 

독서기회 제공’ 등 고령자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취약계

층 프로그램 운영’에 노인, 다문화 대상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있다.

○ 한편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앞서 ‘장

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세부 추진과제에도 고령자 관련 서비스 세

부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을 특별히 언급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광역자치단체들의 개별 공공도서관들이 전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면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전국도서관운영평

가’의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이들 지역에서도 개별 

공공도서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고령자를 위

한 서비스 관련 정책이나 예산이 없더라도 개별 도서관들은 어떤 형태로든 서

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2) 서비스

○ <표 Ⅱ-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 광역자치단체가 ‘고령자를 위한 도서

관서비스’로 계획하고 있는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 14개이고, 이들은 3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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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내용 

39개 중 23개(52.3%)가 고령자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이었고, 

고령자들의 독서함양을 위한 대활자본 보급 등 자료관련 정책이 7개(15.9%)

이다. 그 다음은 무료택배 대출서비스와 편의시설 및 노인전용시설 확충으로 

각각 4개(9.1%)였다. 이 역시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지원

정책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자체 지원 정책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7>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중 고령자 서비스 세부 내용분석 

○ 서울은 약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고령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

영, 고령자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운영, 및 노인관련 

특화자료 수집이라는 4개 세부 추진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

은 예산인 약 2억 3천만원(71%)이 배정된 고령자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은 만 

60~64세는 50%, 만 65세 이상은 100% 감면을 시행한다. 그러나 노인관련 

특화자료 수집이라는 세부 추진과제는 종로도서관 노인관련 특화자료 수집이

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지만 배정된 예산은 없다. 

○ 서울 다음으로 많은 고령자 관련 예산을 배정한 부산은 7천 8백만원 

(78,000,000원)을 모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배정하여 노인대상 독서프로그

램 지원, 어르신 대상 컴퓨터 교육 실시, 노인독서대학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

는 한편, 노인친화형 독서환경 조성(어르신 안내 봉사자 배치, 실버자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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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활자본), 열람편의 시설(독서확대기, 컴퓨터, TV, 비디오 등) 설치 등 포함)

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광주는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3천 4

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어르신 코너 운영(종합자료실 내 노인을 위한 ‘어

르신코너’ 설치 운영; 노인전용코너인 ‘실버존’ 지정, 사이버 ‘어르신 마당’ 운

영), 건강, 취미, 기타분야 대활자본 도서 비치, 노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도전한글교실, 인터넷 교실 /장수대학, 성인문해 한글교실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 몇 개 광역자치단체는 적은 예산을 배당하였지만 수적으로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전남은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2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어르신 구연동화 동아리 모임 운영, 한글 미해득 노인을 위한 동화

낭독 서비스 실시, 도서 택배 대출반납 서비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은 

3백만원으로 북피니쉬 운동 : 대활자본 제작배포, 방문도서관 서비스, 추억의 

방화교실, 도서관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인대상 설문조사, 노인관련 자료 목록 

DB 구축 및 정보봉사, 컴퓨터 교육 실버반, 독서 및 미술치료 프로그램 등 일

곱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삼백만원의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할당할 지는 의문이다.

○ 대전은 6백 8십만원이라는 많지 않은 예산 가운데 4십만원(약 6%)을 은빛

문고 운영에 할애하고 있는데, 이 추진과제를 통해 사회복지 노인시설 6개 기

관을 연계 운영하며 분기별로 200권식 연 4회 방문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나머지 6백 4십만원(약 94%)은 지역주민 대상 강좌를 시행하기 위하여 어르

신을 위한 한글교실, 소외계층 찾아가는 강좌 운영: 노인복지시설로 강사 파

견 및 재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배정하고 있다.

(3) 문제점

○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예산부족이다. 앞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고령자를 위해서도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 작은 예산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다양하고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러다보면 단기간 혹은 일회성으로 가시적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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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수만 채우는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지속적이며 상설적인 서비스를 

기획 및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또한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의 추진 과제 및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전담할 사서 등 전문인력이 아직 없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광

역지방자치단체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할당할 시간적, 재정적, 

인적 여력이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ALA가 그렇게 하였듯이 국립중

앙도서관이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등에서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

침 및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만들어 표준화된 수준 및 내용의 도서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핵심기관의 역할이 절실하다. 말하자면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여기저기에서 중복되는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 ‘동

분서주’ 하기보다, 매뉴얼 대로 표준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의 특성에 알맞

은 일부 서비스를 ‘가미(加味)’ 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 또한 예산이 제한된 만큼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이 중

시될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이 일반 노인대학, 경로당, 지역주민자치센터 등에

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실 도

서관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이 백화점 문화센터, 평생교육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등의 문화프로그램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별히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점차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도서관이 도서관다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에 많은 고민과 연구가 선

행되는 것이 순서이다 .

○ 앞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과 관련하여 지적했던 것처럼 노인을 위

한 대활자본의 제작 및 배포 또한 개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과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활자본이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맹이 아닌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도 사용될 수 있고, 오디오 자료 역시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를 비용효

과적으로 기획/관장하고 지역에 신속히 배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해 예산

이 총 3백만원인 충북과 같이 개별 지역에서 극히 적은 예산을 갖고 자료 생

성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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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예산
(백만원)

총액
(백만원)

서울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대상 문화프로그램

46

47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

다문화 수강료 감면 다문화가정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 1

다문화자료실 운영
다문화가정 이용자를 위한 자료실 및 코너 운영(5개관/6개 자료실)

0
외국어 자료 확대 비치

부산

다문화 자료실 설치 다문화 자료실 설치․운영 20

77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20온라인(e-book) 및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국인 대상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도서구입 다문화 도서자료 확충 37

대구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견학 및 한국전통문화체험

23

23

다문화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한글문해 독서치료교육

다문화가정 도서관 알기 프로그램 운영

엄마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읽기 운영

찾아가는 문화체험 행사

다문화자료실 
설치 운영

다문화자료실 설치 운영 0

인천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강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행복프로그램 운영

75

75

1일 다문화 체험교실 

다문화 한글교실 및 동화구연

자녀교육지도법 및 가족․자녀와의 대화법 

책을 통한 다문화 이해 등

대사관과 연계 나라체험 프로그램

다문화 자료실 설치
다문화자료실 운영

0
다문화 자료 구입

광주 문화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프로그램(동화구연, 독후활동, 도서관 체험 등) 운영

17 17
문화체험교실 운영 : 임신육아, 컴퓨터, 한국어 초․중급, 한국어능력시험반 등

다문화 코너 운영
- 다문화 도서 구입 및 기증
- 대사관, 아름다운재단, 개인 등에서 수증

대전 다문화자료 확충 한밭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설치 10 10.24

<표 Ⅱ-36> 광역자치단체별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내용

5.3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 ‘3-1-5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세부 과제와 관련해서는 16

개 시도가 모두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 다음의 <표 Ⅱ-36>은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의 세부 추진과제 및 세부 내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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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예산
(백만원)

총액
(백만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내국인 대상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0.24

울산

다문화가정 
도서관서비스 제공

다문화 자료실 운영 : 자료수집·제공, 국적별 코너 운영

12

20

1일 도서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문화이해 강연

일반지역 주민을 위한 다문화이해 강연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장소 제공 및 한글공부방 운영

레인보우 플러스 공부방 운영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다문화가정 도서구입 외국도서 자료구입 5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 전개 3

경기 다문화서비스 확충

경기도사이버다문화도서관 운영
- 이주민을 위한 도서관 이용방법 및 절차, 도내 도서관 현황
- 도내 주요 이주민 국가별 10개 국어 서비스 제공

207 207

경기도사이버다문화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 다문화특화도서관 현황 및 이주민을 위한 어린이 책소개
- 도내 공공도서관 소장 다문화도서 종합목록 구축
- 다문화도서 표지이미지 구축으로 언어별, 도서관별 다문화도서 기본정보 제공

다문화대상 독서동아리 추진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체험교실(한국 및 각국 전통문화 배우기)

강원
문해교육 등 문해교육 및 문화강좌(한국어말하기, 읽기, 쓰기, 한국문화 체험) 108*

118
다문화 코너 다문화 도서 코너 개설 10

충북

다문화 자료실 실처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도서 확충 : 다문화 도서구입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충남 다문화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정을 위한 자료실 및 코너 운영

257.12 257.12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다문화 도서 확충 및 대출사업 추진

전북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자료실 및 다문화코너 설치 운영

33.7 33.7
다문화가정 엄마와 자녀를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 다문화어린이 책나들이 / - 리본공예, 종이접기

다문화 이주자 본국자료 확충

다문화가정을 위한 순회문고(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도서대출) 운영

전남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행복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 41

47다문화 책배달서비스 다문화 책배달 서비스 3

다문화가정 장서확충
다문화 자료구입

3
결혼이민자 모국어 독서활동 지원 : 독서회원 가입 독려 및 도서대출 확대

경북
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자료실 조성 : 다문화 자료확충
33 33

다문화 프로그램(한글교실 등) 운영

경남 다문화코너 개설 운영
다문화 자료실 개설

55 55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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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예산
(백만원)

총액
(백만원)

제주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책읽어주는 도서관 운영 24

74
외국자료 구입

다문화 도서 구입

50
외국어 자료실 설치·운영

*국비포함

○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의미한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결

혼이주민들은 현행『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3호에 의거하

여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현행『도서

관법 시행령』에서는 다문화가정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에서 반드시 

지원해야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도서관법』및『도서관법 

시행령』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규정 자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도서관법 시행령』상 명시된 4개의 집단과 더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은 모

두 1,265,006 명으로 전체 인구 50,515,666명의 2.5% 정도에 이른다. <그림 

Ⅱ-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로 전체 인구 10,312,545명 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3.6%이며, 그 다음으로 경기

도는 전체 인구 11,786,622명의 3.2%가 외국인이다. 그 밖의 지역은 충남 

2.8%, 인천 2.5%, 경남 2.3%, 충북 2.2%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2%를 넘으며,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1%, 그 다음으

로 부산과 광주는 각각 1.3%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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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우리나라 지역별 외국인 주민 비율 (2011년 1월 1일)

○ 이러한 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주민이 모두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의 비

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다문화가정 또는 가

족에서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문화’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문

화와 언어배경을 가진 ‘공중’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범주에서 이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Ⅱ-9> 우리나라 국제결혼 현황의 추이: 2002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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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의 증대는 <그림 Ⅱ-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이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결혼 증감 추이를 분석한 자료31)

에서 알 수 있다. 2010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4,235건으로 2009년의 

33,300건보다 9백여 건이 증가한 것이며, 2002년의 15,202건에 비하며 거의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제결혼의 증가폭은 2005년의 42,356건을 정점으

로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매년 3만여 건 이상의 국제결혼이 이루

어지고 있다. 

○ <표 Ⅱ-37>은 2002년부터 2010년 사이 국가별 국제결혼 건수를 보여준

다. 2010년 국제결혼 중 76.7%인 2만 6천 3백건이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성

과의 결혼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2009년의 25,142건보다 4.5% 증가하였

다. 2010년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자의 결혼은 8천 건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하였다. 

<표 Ⅱ-37> 국가별 국제결혼 건수: 2002년-2010년 

31) 통계청. e-나라지표. “국제결혼현황.” <http://www.index.go.kr/> [online] [cited 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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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은 중국(36.6%), 베트남

(36.6%), 필리핀(7.3%) 순으로 상위 2개국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3.2%를 

넘어섰다. 2002년 한국 남자와 결혼한 중국 여성은 7,023명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20,583명에 이르렀으나 이를 정점으로 중국 여성과의 

결혼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여성 등과의 혼인

은 크게 증가하였다. 베트남 여성은 2002년 474명에서 2010년 9,623명으로 

거의 스무 배 늘어났고, 필리핀 여성은 2002년 838명에서 2010년 1,906명으

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 한편 2010년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자의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이 

74.1%를 차지하였는데, 중국, 일본 남성과의 혼인은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미

국 남성과의 혼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Ⅱ-9>와 <표 Ⅱ-37>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부터 2010년 사이 

국제결혼의 누적 건수가 297,032건에 이르렀다. 다문화가정의 수가 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다언어 자녀들의 수도 증가하면서, 이들을 정보취약계

층의 한 하부집단으로 간주하고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

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에는 3-1-5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정책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매년 이루어

지는 ‘전국도서관운영 평가’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 서비스, 전문인력 등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예산

○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6개 광역시도에서 2011년 

배정한 예산은 모두 약 10억원 가량이다. 지역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로

는 서울이 3.6%로 가장 높지만 실제 다문화가정 도서관 서비스 예산은 4천 7

백만원에 그치는 데 비하여, 외국인 주민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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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와 충남(2.8%)이 다문화가정 도서관 서비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도서관 예산은 충남이 2억 5천 7백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는 그보다 약간 적은 2억 7백여만원이다. 

○ 강원도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1.4%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낮은 지

역에 속하지만 비교적 많은 1억 천 8백만원을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다. 그밖

에 상위권으로는 부산은 7천 7백만원, 인천은 7천 5백만원, 제주는 7천 4백

만원을 각각 배정하고 있다. 가장 적은 예산을 배정한 지역은 대전으로 천여

만원, 광주가 천 7백만원을 각각 배정하고 있으며, 충북은 아무런 예산을 배

정하지 않고 있다.

(2) 서비스

○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림 Ⅱ-10>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가운데 다

문화 분야 총 30개의 세부 추진과제와 67개의 세부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67개 세부내용 중 38개(56.7%)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다문화 자료실 및 코너 설치가 12개(17.9%), 

도서구입/장서확충이 10개(14.9%), 무료택배 서비스와 웹서비스가 각각 3개

(4.5%), 그리고 기타 내용(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이 1

개(1.5%) 있었다. 다문화자료실이나 자료 구입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개별 도서관에서는 

우선적으로 다문화 관련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서비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0>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중 다문화서비스 세부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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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0>에 나타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상 다문화가

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경기도는 ‘다문화서비스 확충’이라는 세부 추진과

제 하에, 경기도사이버다문화도서관 운영(이주민을 위한 도서관 이용방법 및 

절차, 도내 도서관 현황; 도내 주요 이주민 국가별 10개 국어 서비스 제공), 

경기도사이버다문화도서관 홈페이지 개편(다문화특화도서관 현황 및 이주민을 

위한 어린이 책소개; 도내 공공도서관 소장 다문화도서 종합목록 구축; 다문화

도서 표지이미지 구축으로 언어별, 도서관별 다문화도서 기본정보 제공), 다문화대상 독서

동아리 추진,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운영(다문화 체험교실(한국 및 각국 전통문

화 배우기)) 등의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도 사이버다문화 

도서관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도서관 내  다문화 관련 문화프로그

램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는 다른 지역들과 다소 차별화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 광역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의 세부 추

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문화 자료실을 설치하고 자료를 구입하는 것보다

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

산은 전체 예산 7천7백만원 가운데 다문화 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2천2백만

원(29%), 다문화 도서 구입에 3천7백만원(48%)의 예산을 배정하여 비교적 자

료 관련 예산이 많은 한편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못하다. 

○ 강원도는 문해교육 및 문화강좌(한국어말하기, 읽기, 쓰기, 한국문화체험) 

등에 국비를 포함한 1억 8백여만원을 배정하였지만, 다문화 도서 코너 개설에

는 천만원만을 배정하고 있다. 전남은 4천 7백만원의 예산 가운데 다문화 책

배달 서비스, 다문화가정 장서확충 (다문화 자료 구입; 결혼이민자 모국어 독

서활동 지원; 독서회원 가입 독려 및 도서대출 확대) 등에 각각 3백만원씩을 

배정하고 있다. 전북은 3천 3백여만원의 예산으로 크게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세부 추진과제 하에 다문화자료실 및 다문화코너 설치 운영, 다문

화가정 엄마와 자녀를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다문화어린이 책나들이/리본공

예, 종이접기) 등 세부 내용과 더불어 다문화 이주자 본국자료 확충, 다문화가

정을 위한 순회문고(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도서대출) 운영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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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라는 세부 추진과제 하에 다문화가정 대

상 문화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실 운영 등에 4천 6백만원이라는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다문화

자료실 운영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대구나 인천도 다문화자료실 설

치 및 운영에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충북 역시 다문화 자료실 

설치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세부 추진과제로는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지 알 수 없다.

(3) 문제점

○ 앞서 장애인 및 취약계층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것과 같이 일단은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 혹은 

지침이 필요하다. 분명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사실

인 만큼, 이를 개별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지역의 개별 도서관들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각기 

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

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한 수준의 질적, 양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뉴얼을 통해 장서 확충, 프로

그램 기획 등을 단계별(step by step)로 따라 함으로써 사서들의 시간을 절약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문화가정이 매우 다양한 문화, 언어, 인종적 특성을 가진 만큼 이들의 고

유한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서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나, 사실은 요원하다. 다문화, 다언어 

자료의 구입, 목록, 참고업무 제공 등 각 도서관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다문화 서비스의 핵심대상인 국제결혼으로 이

루어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우리에게 베트남어나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과 같이 생소한 언어를 사용하고 주로 후진국에 속하는 국가가 대다수를 차

지하여 장서구입을 위한 방법이나 상대국가의 중개상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

서 이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혹은 다른 기관이라도 중앙에서 관장하고,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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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예산
(백만원)

총액
(백만원)

서울 해당없음 해당없음 - -

부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대구

콘텐츠 확충

노인,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 등 대상별 정보 DB 구축

38

64

오디오북 안내 제공

디지털기반 콘텐츠 확충 및 홍보

환경개선

(시각)장애인 전용 열람실 운영

26

디지털자료실 장애인 및 노령자 코너
- 낭독 프로그램 비치 및 인식프로그램(Eve, by Voice) 제공

노후 전산기기 교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재구성
- 장애인, 노인층을 위한 화면글꼴 크기조절 기능 추가

<표 Ⅱ-38> 광역자치단체 별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기회 제공’ 내용

역에 자료를 전달함으로써 시간, 노력과 인력,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앙화된 서비스는 다문화, 다언어, 소수민족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제공해온 미국의 공공도서관들이 주립도서관 혹은 지역 컨소시엄 

수준에서 언어 전문사서를 고용하여 이를 처리하고, 개별 도서관은 서비스 포

인트 역할을 하도록 했던 선행사례를 충분히 참조할 수 있다.

○ 또한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관심의 급

증에 따라 현재 각 지역의 도서관들에 비치된 모든 책들의 종합목록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 다언어 장서의 수준 및 다양성을 개별 도서관 차원만이 아니

라 국내 전체차원에서 분석해야 하고, 상호대차 및 공유의 가능성 등을 위해 

다문화, 다언어 자료 종합목록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5.4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기회 제공  

○ ‘3-2-1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기회 제공’ 세부 과

제와 관련해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전북의 5

개 시도만이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 다음 <표 Ⅱ-38>은 이들 5개 시도

의 세부 추진과제 및 세부 내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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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예산
(백만원)

총액
(백만원)

사용프로그램의 시기적절한 업그레이드

인천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광주 해당없음 해당없음 - -

대전
디지털자료 구입

DVD 자료 및 전자책 제공

8.5
95.5

장애인 등을 위한 녹음도서 제공

듣기그림책 ‘귀로 듣는 오디오’ 제공

사이버학습 코너 운영

전자정보시스템 운영비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도서우선대출안내 및 예약, 행사 공지 등 87

울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경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강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충북 어르신 컴퓨터반 운영 어르신 컴퓨터반 운영 - -

충남 정보취약계층 지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홈페이지 개선

240 240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능동적 도서관서비스 전개

전북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

아파트 등 원거리 집단주거지역 이동 도서관

문화소외계층시설(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문고 

장애인을 위한 책 배달 서비스 (재택방문, 우편배달 서비스)

전남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경북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경남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제주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충남은 모두 2억4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세

부 추진과제 하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홈페이지 개선,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능동적 도서관서비스 전개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은 9천5백5십만원의 예산 가운데 전자정보시스템 운영비

에 8천7백만원(91%)을 배정하고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도서우선대출



- 80 -

안내 및 예약, 행사 공지 등의 세부 내용이 반드시 정보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서비스인지는 알기 어렵다. 그보다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인 

일반이용자의 전자 접근성을 증대하는 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 구입에는 8백5십만원(9%)을 

배정하여 DVD 자료 및 전자책 제공, 장애인 등을 위한 녹음도서 제공, 듣기

그림책 ‘귀로 듣는 오디오’ 제공, 사이버학습 코너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은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를 통해 아파트 등 원거리 집단주거지역 이

동도서관, 문화소외계층시설(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문고, 장애인을 위

한 책 배달 서비스 (재택방문, 우편배달 서비스) 등을 계획한다고 하였으나, 

예산은 배정하지 않았다. 충북 또한 어르신 컴퓨터반을 추진 과제로 내세웠으

나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어떻게 서비스를 추진할지 알 수 없다. 충북은 또한 

앞서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컴퓨터 교육 실버반 운영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상기 어르신 컴퓨터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알 수 없다. 또한 

이는 많은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 등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과 중복되기도 

하며, 도서관만의 특색을 찾기도 어려운 사업이다. 

○ 이처럼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기회 제공’이라는 추

진 과제를 제출한 다섯 개 시도만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다

른 광역자치단체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무엇

인가를 계속 추진하고는 있다. 

5.5 실용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의 강화 

○ ‘3-2-2 실용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의 강화’ 세부 과제와 관련해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전북의 5개 시도만이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 다음 <표 Ⅱ-39>는 이들 5개 시도의 세부 추진과제 

및 세부 내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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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예산
(백만원)

총액
(백만원)

서울 해당없음 해당없음 - -

부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대구

정보활용관련 VOD 구입 VOD 서비스를 활용한 사이버강좌 운영 5

55

서버교체 VOD 서버교체 및 프로그램 재구축 50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서비
스 제공
(직업 및 창업교육정보 DB 
구축)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온라인 행정서비스 등의 정보이용
방법 게재

관련사이트 링크, 활용유도

홈페이지에 직업교육, 창업관련 정보제공 및 참고질의 
응답

생활 및 경제정보 제공

도서관 
체험프로그램의 강화

도서관 활용수업 및 정보활용교육 운영 0

인천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광주 해당없음 해당없음 - -

대전 정보활용교육 컴퓨터 활용 기초교육 0 0

울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경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강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충북

도서관 체험교실
도서관 체험교실

도서관 이용교육(방학독서교실 운영시 이용교육 실시)

도서관 이용교육

계층별 정보활용 능력개발 프로그램 

취업 및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개설

e-learning, e-book 등 사이버 연수 제공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서비스 및 매체활용방법 제공

충남
맞춤형 정보실용교육 
강화

일반시민 대상 컴퓨터강좌 운영

10 10
어르신대상 컴퓨터강좌 운영

전북 맞춤형 교육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3.8 3.8

전남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경북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경남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제주 해당없음 해당없음 - -

<표 Ⅱ-39> 광역자치단체 별 ‘실용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의 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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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실용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의 강화’ 세부 과제는 그 제목만 

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면 사실상 도서관의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용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표 Ⅱ-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2 실용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

의 강화’ 세부 과제를 제출한 다섯 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구만이 5천5백

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정보활용 관련 VOD 구입, 서버 교체, 홈페이지를 통

한 정보서비스 제공(직업 및 창업교육정보 DB 구축), 도서관 체험프로그램의 강화 

등 네 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배정 내역을 보면 

VOD 서버 교체 및 프로그램 재구축이라는 추진과제에만 총예산의 91%인 5

천만원을 투입하고, VOD 구입에 5백만원(9%)을 투입함으로써 예산을 소진하

여, 나머지 서비스에 예산투입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보인다. 물론 서버 교체 

등이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효율 및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라고 해도, 그 자체가 직접 ‘정보활용교육의 강화’의 ‘강화’를 위한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연차계

획의 일환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수단이 최종 목적과 혼동되는 것은 예산

수립 시부터 세밀히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충북은 매우 흥미로운 지역이다. 도서관 체험교실, 도서관 이용교육이라는 

두 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안에 도서관 체험교실, 도서관 

이용교육(방학독서교실 운영 시 이용교육 실시), 계층별 정보활용 능력개발 프

로그램, 취업 및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개설, e-learning, e-book 등 사이버 

연수 제공,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서비스 및 매체활용방법 제공 등을 사업 내

역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은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다. 충북이 앞서의 다

른 추진 과제들에서도 그랬듯이 예산 없이 도서관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기존 인력의 혹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행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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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보취약계층 국내 도서관서비스 실태 분석

1.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응답 분포 

○ 2007년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8년도부터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의 평가항목에 ‘지식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공공도서관 평가

는 전년도 개관한 모든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 이 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0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해 전국

의 공공도서관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12번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특수계층을 위한 서비스 우수성)” 항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사회서비스 기관으로서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과 어떠한 협력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공도

서관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2009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한 도서관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가장 실제적이고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 12번 항목인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특수계층을 위

한 서비스 우수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Ⅲ-1>과 <표 Ⅲ-2>

에서와 같이 거의 모든 도서관이 지식정보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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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32)
교육청 소속 자치단체 소속 어린이

도서관
전체 비율 (%)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

1 25 1 34 10 3 24 14 111 17.3

2 29 8 44 14 19 26 9 149 23.2

3 13 9 52 31 21 148 23 297 46.3

4 2 10 0 22 50 0 0 84 13.2

5 0 0 0 0 0 0 0 0 0.0

6 0 0 0 0 0 0 0 0 0.0

도서관수 69 28 130 77 93 198 46 641 100.0

평균점수 24.7 18.0 23.2 18.9 16.4 20.2 22.8 20.7

<표 Ⅲ-1> 2010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중 정보취약계층 

서비스에 대한 그룹별 응답 분포 

응답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비율(%)

1 36 4 3 4 1 1 1 17 5 8 3 0 11 2 10 5 111 17.3

2 16 8 6 6 5 4 4 33 9 3 9 5 12 13 14 2 149 23.2

3 26 9 9 6 8 9 3 58 25 13 29 29 24 30 10 9 297 46.3

4 0 3 0 0 2 3 1 22 6 4 6 8 5 7 12 5 84 13.2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도서관수 78 24 18 16 16 17 9 130 45 28 47 42 52 52 46 21 641 100.0

평균점수 24.8 21.3 22.0 23.3 19.9 19.1 21.3 20.1 19.7 21.2 19.1 17.6 21.3 19.2 20.9 20.0 20.7

<표 Ⅲ-2> 2010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중 정보취약계층 

서비스에 대한에 대한 지역별 응답 분포

32) 응답은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척도를 말하는 것으로, 1.상위 20% 이내,  2.상위 20%~40%, 3.상위 

40%~하위 40%, 4.하위 20%~40%, 5.하위 20%이하, 6. 응답(제출 서류)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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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2010년 전

국도서관 운영평가’에는 전국 641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여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라인으로 소장한 데이터를 중심으

로 분석하였으며, 업로드 중 데이터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소실된 데이터와 

해당 항목과 관련 없는 내용을 업로드한 경우는 제외하고 모두 331개관

(51.6%)의 내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 이들 331개관의 자료를 분석틀에 맞게 각기 유형화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

도하였다. 이들 데이터를 정보취약계층 서비스의 대상, 다른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유무,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 수 등을 빈도 분석하였고, 다시 16개 광역자

치단체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교차 분석하여 전국 도서관운영평가에 나

타난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실태를 파악하여 

보았다.

2. 도서관서비스 대상 정보취약계층 

○ 전국도서관에서 운영평가의 정보취약계층 범주 역시 『도서관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특수계

층을 위한 서비스 우수성”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2011년 도서관발

전종합계획 시행계획’과도 동일하지 않아 도서관 현장에서 바라보는 정보취약

계층의 정의 및 범위가 불분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실제로 

공공도서관들이 입력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문맹자, 군인, 재소자, 임

산부 등까지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정보취약계층을 매우 포괄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의 정보취약계층서비스 대상을 ① 

장애인, ② 노인, ③ 저소득층, ④ 농어촌, ⑤ 다문화가정, ⑥ 기타 특수계층

(문맹자, 군인, 재소자, 환자, 임산부, 새터민 등)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모두 670개(하나의 서비스가 복수 대상자에게 제공됨) 서비스들을 광역자치단

체별로 분석하면 <표 Ⅲ-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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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비율
(%)

장애인 35 8 7 4 3 3 4 41 7 5 6 4 17 3 13 2 162 24.2

노인 40 10 9 6 7 4 1 30 10 6 7 2 10 9 14 2 167 24.9

저소득층 35 16 5 6 3 2 2 40 5 7 8 4 10 6 12 2 163 24.3

농어촌 주민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3 0.4

다문화가정 28 2 9 4 3 1 4 27 8 5 7 5 16 6 10 7 142 21.2

기타 6 0 1 2 1 0 0 14 4 1 2 0 1 0 1 0 33 4.9

합계 144 36 31 22 17 10 11 152 34 24 30 15 54 25 51 14 670 100

비율(%) 21.5 5.4 4.6 3.3 2.5 1.5 1.6 22.7 5.1 3.6 4.5 2.2 8.1 3.7 7.6 2.1 100 

<표 Ⅲ-3>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광역자치단체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대상 

<그림 Ⅲ-1>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정보취약계층 서비스대상 빈도분석

(1) 특징

○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 670개 중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167개(24.9%)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163개(24.3%)이었고, 장애인 서비스는 162개

(24.2%),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가 142개(21.2%)였다. 이처럼 네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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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서비스는 순위간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농어촌 주민을 위

한 서비스는 3개 (0.4%)로 전체의 1%도 안 되는 비율로 나타났다. 오히려 군

인이나 재소자, 임산부 등 기타 특수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33개(4.9%)로 농어

촌 주민에 대한 서비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2011년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의 분석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거의 모든 공공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서관

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에 정의된 정보취약계층보다는 도서관발전종합계

획의 세부과제에 정의된 서비스 대상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기타, 농어

촌 주민 순으로 취약계층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 서

비스 대상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광주, 울산, 강

원, 경북, 경남은 전체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노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가 다른 

대상을 위한 서비스보다 앞섰지만, 부산, 충북, 충남은 저소득층을 위한 도서

관서비스가, 경기, 전남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다른 취약계층 서비스보다 

각각 우위를 자지하였다. 그리고 전북과 제주도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

가 1위를 차지했으며, 대구는 노인과 다문화가정서비스가 동시에 1위이며, 인

천은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동시에 1위를 차지하였다.

○ 특히, 경기도의 경우 152개의 전체 서비스 중 기타 특수계층(문맹자, 군인,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서비스가 9.2%(14개)나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치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전체 서비스 14개 가운데 7개

(50%)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로서 정보취약계층의 다른 하부집단에 비

하여 다문화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제점 및 제언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는 전국

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표 Ⅲ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서비스의 45%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집중적으

로 제공되고 있으며, 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거의 47.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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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여 절반 가까이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 

○ 여기에서 살펴본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의 결과로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서

비스는 경남, 경북 및 제주에서만 제공되었다. 이들은 모두 농촌과 도시가 어

우러진 도농지역으로 도심의 배후에 자리잡은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세 개 지역 

외 다른 지역 도서관들에서는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면 앞 장에서 ‘2011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리적 특성상 농어촌에 위치한 도서관

들은 모든 일상적 서비스의 대상이 농어촌 주민이다 보니 그들을 위해서 특별

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에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밖에 거의 대부분 농촌지역 공공도서관들은 정보취약계층에 농어촌 주민

을 포함시키기보다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농

산어촌 지역의 인구적 특성이 변화하고, 그에 대응한 도서관의 서비스에도 변화

가 오고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여 현행 『도서관법』 및『도서관법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정보취약계층의 범주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의 유형

○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실제로 어떠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전국도서관 운

영평가’ 12번 항목에 제출한 서비스 내용을 <표 Ⅲ-4>에서와 같이 다음 10

가지로 유형화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장애인 시설 및 기기 설치

(장애인 보조기구, 확대경 실시, 홈페이지 개선 등), ② 장서 및 자료실 확충

(대체자료, 실버자료실, 다문화자료실 구축 등), ③ 택배 및 방문대출 서비스

(무료 택배서비스, 방문대출 및 순회문고 운영 등), ④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도서관 및 사서 체험, 도서관 견학,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1박 2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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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구분 내용

①시설/기기
장애인보조기구, 확대경, 홈페

이지 개선 등

⑥ 심 리 치 료 

관련

미술치료, 웃음치료, 성교육, 

부모교육, 건강교육 등

②장서/자료실
녹음도서, 묵․점자도서, 다문

화자료실 구축 등
⑦학습 관련

교과관련 학습, 검정고시, 

정보화교육 등

③방문대출
택배서비스, 직접방문대출, 순회

문고, 도서기증 등
⑧어학 관련 영어, 일본어, 한글 등

④도서관 체험
도서관 이용교육, 사서체험, 

도서관 견학 등
⑨강사양성

(훈장, 도서관 실버도우미, 

동화구연 강사 등)

⑤독서 관련
독서지도, 독후활동, 동화구연, 

낭독회, 독서치료 등
⑩공연/여가

영화감상, 연주회, 요리, 종이접

기, 노래교실, 요가, 여행 등

<표 Ⅲ-4>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정보취약계층서비스 내용 유형화

⑤ 독서관련 문화 프로그램(독서지도, 독후활동, 동화구연, 낭독회, 독서치료 

등), ⑥ 심리치료 관련 프로그램(미술치료, 웃음치료, 부모교육, 성교육 및 건

강교육 등), ⑦ 학습 강좌 프로그램(교과학습, 검정교시, 정보화 교육 등), ⑧ 

어학 프로그램(영어, 일본어, 한글 등), ⑨ 강사 양성 프로그램(도서관 실버도

우미 양성교육, 동화구연 강사, 훈장(한자교실) 양성 등), ⑩ 공연 및 여가 프

로그램(영화감상, 노래교실, 요가, 여행 등).

(1) 특징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825개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 <표 Ⅲ-4>와 같이 독

서관련 문화프로그램이 198개(24.0%)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공연/

여가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이 142개(17.2%)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방문대

출 서비스는 101개(12.2%), 학습 강좌는 93개(11.3%), 어학 프로그램은 88

개(10.7%)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 관련 문화프로그램이 65개(7.9%), 지식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장서/자료실 설치가 54개(6.5%),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기기/장비 마련이 33개(4%), 도서관 체험이 30개(3.6%), 강사양성 문화

프로그램이 21개(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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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비율
(%)

기기/
장비

9 2 1 0 2 1 0 7 2 2 2 1 1 0 3 0 33 4.0

장서/
자료실

12 2 3 0 2 1 1 16 2 2 2 0 8 0 3 0 54 6.5

방문대
출 등

21 3 5 2 1 3 5 39 3 3 3 2 4 3 2 2 101 12.2

도서관
체험

10 1 1 2 1 0 1 9 0 1 0 1 1 0 2 0 30 3.6

독서 
관련

39 15 9 7 4 3 3 48 5 7 6 7 11 12 18 4 198 24.0

심리치
료관련

10 9 2 4 1 1 1 11 3 0 3 1 6 2 9 2 65 7.9

학습 
관련

30 9 2 4 2 1 0 19 9 2 7 2 3 1 1 1 93 11.3

어학 
관련

17 4 5 4 2 0 1 17 7 2 7 1 12 1 6 2 88 10.7

강사양
성

12 0 1 0 0 2 0 6 0 0 0 0 0 0 0 0 21 2.5

공연/
여가 
관련

23 7 7 5 3 1 3 21 7 11 8 1 16 7 15 7 142 17.2

합계 183 52 36 28 18 13 15 193 38 30 38 16 62 26 59 18 825 100

비율
(%)

22.2 6.3 4.4 3.4 2.2 1.6 1.8 23.4 4.6 3.6 4.6 1.9 7.5 3.2 7.2 2.2 100 

<표 Ⅲ-5>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광역자치단체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유형

<그림 Ⅲ-2>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내용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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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2>에서와 같이, 전체의 50%정도가 도서관과 독서관련 서비스

(도서관 장비/기기 보완, 방문대출서비스, 도서관 체험, 독서관련 문화프로그

램)를 제공하고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아직도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가 주류

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몇몇의 지역

에서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울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도서관이나 독서와 관련된 서

비스가 1위를 차지한데 반해, 강원은 학습관련 서비스(학습코칭, 교과관련 방

과후 수업 등)가 1위를, 충북, 충남, 전남, 제주는 공연이나 여가관련 서비스

(영화감상, 문화체험, 종이접기, 노래교실 등)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전국적으로 1위와 2위가 각각 독서관련 문화프로그

램과 공연/여가 관련 문화프로그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몇 개의 시․도는 약

간의 차이점을 보였다. 예를 들면,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독서관련 문화프로그

램이 1위를 차지하였지만 2위는 학습관련 프로그램으로 지역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대전, 경기, 전북 역시도 독서관련 문화프로그램

이 1위를 하였지만 대전은 강사양성 프로그램이 2위를, 경기는 방문대출 서비

스가 2위, 전북은 방문대출서비스와 학습관련 문화프로그램이 2위를 차지하였

다. 또한 전남의 경우 공연/여가관련 문화프로그램이 1위를 하였는데, 특이하

게도 어학관련 문화프로그램이 2위를 차지하였다. 

(2) 문제점 및 제언

○ 공공도서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기존 방식과 같이 도서관이나 

독서관련 프로그램으로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때,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기 그 기관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도서관 역시 도서관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은 지당한 일일 것이다. 즉, 도서

관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서관 본연의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정량적 분석내용에서는 지역별 구체적 내용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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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데이터를 살펴보면, 동일한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다문화서비스 기관에

서 행해지는 프로그램과 그리 차별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

럼 도서관 관련 서비스가 50%였듯이, 어학이나 학습관련 프로그램, 공연이나 

여가관련(영화, 댄스, 노래교실, 종이접기 등), 심리치료 관련 프로그램이 50%

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개별 도서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다른 

기관과 차별성이 거의 없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에서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 특히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의 프로그램과도 

중복되지 않고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4.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타 기관 연계 현황

○ 현행 『도서관법』에 규정된 정보취약계층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주민이다. 이들은 정보빈곤자이기 전에 사회․경
제적 약자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서비스가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 지역 내의 사회복지기관이

나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과 연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하에 이 연

구에서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가 도서관 단독으로 

추진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 대상이 일반이용자가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이

기 때문에, 지역 내의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도서관이 단순한 문화교육기관이 

아니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인 정보복지기관으

로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그들과의 동지적 위치를 가져야 됨을 인식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 이를 위해,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도서관서비

스 별로 타 기관과의 연계여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①도서관 단독으로 하

는 서비스도 물론 있었지만, ②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

린이집, 교육청 등), ③복지기관(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양로원, 경로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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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비율
(%)

도서관 단독 43 10 10 4 8 4 5 46 13 7 11 3 19 7 14 7 211 45.4

교육기관 8 2 0 3 1 1 1 15 0 1 0 2 3 1 3 2 43 9.2

복지기관 36 12 7 6 5 3 2 40 4 8 9 5 14 10 15 3 179 38.5

자치단체 4 0 1 1 1 0 0 4 0 0 0 0 0 0 0 0 11 2.2

기타 2 1 3 5 1 1 0 4 2 0 1 1 0 0 1 0 22 4.7

합계 93 25 21 19 16 9 8 109 19 16 21 11 36 18 33 12 466 100

비율(%) 20.0 5.4 4.5 4.1 3.4 1.9 1.7 23.4 4.1 3.4 4.5 2.4 7.7 3.9 7.1 2.6 100 

<표 Ⅲ-6>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광역자치단체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연계기관

종 시설 등), ④자치단체(구청,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관, 자원봉사센터 등), 

⑤기타(대사관, 출입국관리소, 기업, 문화원,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 기관과 

협조하여 정보취약계층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Ⅲ-3>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연계기관 빈도분석



- 94 -

(1) 특징

○ <표 Ⅲ-6>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465개의 정보취약계층 서비스가 제공되

었는데 이들 가운데 공공도서관 단독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211개(45.4%)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의 50%가 도서관과 관련된 서비스(도서관 

시설, 방문대출서비스, 도서관 및 독서관련 문화프로그램 등)이였기 때문에 당

연하다고 할 수 있다. 

○ 도서관이 연계한 외부 기관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

복지기관이었다. 도서관이 제공한 전체 정보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가운데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된 것은 모두 179개로 38.5%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사

회복지기관과의 연계가 높은 것은 앞 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보취약계층이 

정보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사회

복지기관이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

관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 또한 <표 Ⅲ-6>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몇 개 지역에서는 도서관 단독 

서비스보다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서비스가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부산, 인천,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의 경우는 도서관 단독보다 지역아동센

터, 공부방, 사회복지관, 양로원,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

한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서관은 사회복지기관 다음으로는 교육기관 43개(9.2%), 기타 22개

(4.7%), 자치단체 11개(2.2%) 순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문제점 및 제언

○ 도서관이 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대체로 복지기관

으로 찾아가는 아웃리치 서비스(Outreach service)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

다. 또한 학교나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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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단독으로 정보취약계층을 파악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은 도서관이 잠재적 도서관 

이용자인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번 걸러낸 사람들만 접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도서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파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쉽

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는 각급 관련 기관들이 사생

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직접 도서관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개별 도서관 차원의 정보 파악은 어렵고, 광역시도 대표도서관 혹

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같이 도서관 행정 체계 상위기관들이 나서야 할 

수도 있다.

○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관련된 외부 기관과의 연계도 

확대되어야 하고, 대사관이나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 다양한 기관들과 서비

스를 시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사실, 공공도서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 시설/장비 제공과 자료실 설

치와 같은 하드웨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것이 된다. 그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찾아 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다른 사회복지 기관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이 기

초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예산의 경제적  집행과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 기

초자치단체 차원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거나 정부차원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

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정안전부

의 지방자치단체 평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취약계층

서비스 항목의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 공공도서관

의 연계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망 공동활용 등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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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수 빈도분석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비율
(%)

1-5개 32 12 8 6 9 4 4 64 9 5 14 9 17 14 28 8 243 73.4 

6-10개 15 5 5 1 0 1 0 13 4 6 1 0 9 3 1 1 65 19.6 

11-15개 4 1 0 2 0 1 2 1 1 1 2 0 0 0 0 0 15 4.5 

16-20개 2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4 1.2 

21개 이상 1 1 0 0 1 0 0 0 0 0 1 0 0 0 0 0 4 1.2 

합계 54 19 13 10 10 6 6 78 14 12 18 9 27 17 29 9 331 100

비율(%) 16.3 5.7 3.9 3.0 3.0 1.8 1.8 23.6 4.2 3.6 5.4 2.7 8.2 5.1 8.8 2.7 100 

평균(개) 5.8 5.3 4.1 6.4 3.4 4.0 5.3 3.6 4.6 5.2 5.8 2.7 4.7 2.9 2.7 3.2 4.4

<표 Ⅲ-7>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광역자치단체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수 

5.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의 수

○ 지금까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대상과 서비스 유형, 타 기관과의 

연계 유무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별 공공도서관에서 1년 동안 

정보취약계층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제공되는지는 살펴보지 못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를 5개 단계로 나누어 측정하여 계량화하여 보면 <표 Ⅲ-7>과 같

다. 5단계는 ① 1~5개, ② 6~10개, ③ 11~15개, ④ 16~20개, ⑤ 21개 이상

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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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징

○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1년 동안 5개 이

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73%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극

소수이지만 2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도 있었음을 알 수 있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절대적 다수

(73%)가 1~5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북의 경우 6~10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이 충북지역 평가대상 12개관 중 6개관이 50%

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 부산, 광주, 충남에서는 21개 이상 많은 수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평균적으로는 4.4개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이 6.4개로 가장 

많은 서비스 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서울과 충남이 각각 5.8개였고, 

부산과 울산은 각각 5.3개, 충북이 5.2개로 5개 이상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 

다음은 전남 4.7개, 강원 4.6개, 대구 4.1개, 대전 4.0개, 경기 3.6개, 광주 

3.4개, 제주 3.2개, 경북 2.9개, 전북과 경남이 2.7개로 나타났다. 평균 4.4개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북, 경남, 그리고 

제주는 평균수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문제점 및 제언

○ 단순 수치로 이야기하면, 현행 『도서관법』에서 규정되어있는 취약계층이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농어촌 주민으로 한 계층에 1개의 서비스만 제공해도 

4가지 이상이여야 하는데, 평균수 4.4개 이하로 하는 곳이 나타나는 것을 보

면 현재 공공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을 반증하고 있다. 

○ 또한 조사대상이 1년간의 제공 서비스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1~5개 서

비스가 연중 상시로 제공되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대다수가 1~2개월의 단기 

문화프로그램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공

공도서관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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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중 취약계층을 파악

하거나 자관 이용자들의 프로파일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취약계층 서비

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

비스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 공공도서관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한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별 공공도서관 단독으로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를 개

발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하거나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공공도서관이 그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

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6. 정보취약계층 유형별 우수 사례

6.1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1) 장애인정보누리터 (부산)

○ 추진배경

-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 장애인정보누리터 전국 확산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 공모에서 지원기관으로 선정 

- 장애인 시설이 미흡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이용 환경 조성 및 장애인 사

회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 목표

-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제고

- 정보화시대 장애인 정보접근 환경 및 정보서비스 제공

- 여가 및 문화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재활과 자

립의지에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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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정보․복지 종합공간으로써 도서관 역할 강화

○ 추진과정 및 내용 

- 시각장애인 및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설치․운영

  ▪ 장애우석 2석, 독서확대기 좌석 2석 확충

  ▪ 장애인 보조기기 : 점자프린터,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점자정보 단말기, 빅

트랙볼 마우스, 화면확대프로그램, 음성지원프로그램, 높낮이조절의자 설치

- 발달 장애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적응 및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근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청소년의 진로·취업에 도움을 제공하기위한 프로그램

  ▪ 지적·발달 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들에게 인지 및 정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1대1 대면낭독 프로그램

  ▪ 비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체험과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

- 장애인 열람자료 확충 : 큰글자도서, 촉각도서, 오디오북, DVD, CD-ROM 

등의 특수자료 

   ※ 장애인 자료 이용률 : 3,442명, 9,417권(2009년 현황)

○ 개선 효과

-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정보 격차 해소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권장하는 기본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의 확충으

로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 및 효율성 도모

-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장애인 자료 집서를 통해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장애인을 위한 재택정보서비스 강화

(2) 도서낭독 아카데미 (대구)

○ 목적

- 시각 장애자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정확한 낭독이 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

을 대상으로 독서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실시

- 낭독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바람직한 도서 낭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독서

장애인의 정보습득과 학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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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편안하고 정확한 책읽기의 기초1

제2강 편안하고 정확한 책읽기의 기초2

제3강 표준발음법 1

제4강 표준발음법 2

제5강 사서(사전)의 활용1(국어사전)

제6강 사서(사전)의 활용2(한한사전)

제7강 사서(사전)의 활용3(영한사전)

제8강 낭독 관련 용어의 이해 1

제9강 낭독 관련 용어의 이해 2

제10강 각종 기호 읽는 법 1

제11강 각종 기호 읽는 법 2

제12강 도서 낭독의 실제 1

제13강 도서 낭독의 실제 2

제14강 도서 낭독의 실제 3

제15강 도서 낭독의 실제 4 

○ 강좌 내용

- 표준발음과 각종 사전의 활용, 도서 낭독 관련 용어 및 기호를 교육

(3) 시각장애아 조기교육 (경기)

○ 추진배경 

- 시각장애아는 시각적 자극의 한계로 인해 스스로 주위환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각장애아의 현재의 

발달정도를 측정하여 그 상태에 맞는 교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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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조기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아가 지닌 장애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자립과 통합환경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시각장애아의 개별

적 특성을 파악

- 시각장애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 감각적 정보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과 앞으로 맹학교 진학에 필요한 기본 자질을 배양

○ 추진과정 및 내용

- 개별점자교육 : 시각장애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점자교육 제공

- 음악놀이활동 : 시각장애아동의 음악적 재능 발굴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한 

악기연주 및 중창 연습

- 야외체험활동 : 월1회 체험학습을 통한 다양한 경험 제공

○ 개선효과

- 시각장애아의 장애정도 경감과 사회적응력의 향상

- 시각기능을 보정하는 족감각 기능의 발달 

- 대, 소근육 기능의 향상으로 보행, 운동기능 향상

(4) 지적장애아와 함께 하는 그림책 읽기 (서울)

○ 추진배경

- 지적장애아들에게 독서치료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자아존중

감을 높이고 지적장애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목표

-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정서가 불안정한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이․청소년들 에

게 그림책 독서치료 수업을 통해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흥미를 유발시킴으

로써 바람직한 독서습관을 갖도록 유도

-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정서와 올바른 인격형성 도모

- 사회복지 실현과 평생교육을 위한 도서관 기능 확장 및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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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정 및 내용

- 운영대상 : 은평천사원 내‘은평기쁨의 집’어린이 4~6명 내외 

- 운영일시 : 2007년 8월 이후 매주 목요일 주 1회 운영

            2009년 42회 연인원 192명

- 운영방법 : 현장을 방문하여 집단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

- 진 행 자 : 남산도서관 사서가 2달 주기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연 6명) 

- 활동내용

 ▪ 자신에 대해 알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 치유적 책읽기과 다양한 독서체험 활동

 ▪ 협동 및 단체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독서능력 향상 및 인지향상 프로그램

○ 개선효과

- 참여자들은 지적 장애어린이들로 전반적으로 지적기능 수행이 낮아 학습능

력이 부족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보호받는 상태여서 정서적, 심리적으

로 불안정한 상태인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서를 소개하고, 다양한 독서활동

을 하면서, 독서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세상과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

- 장애정도가 경미한 아이들은 지속적인 독서와 독후 활동을 통하여 인지능

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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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1) 과제지원센터(학습도움방) (서울)

○ 추진배경 

- 지역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충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

교 교과과정에 맞춰 예습ㆍ복습을 도와줌으로써, 먀지역간ㆍ계층간 교육격

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운영

○ 목표

-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에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 향상

-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독서활동과 자율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제고

○ 추진과정 및 내용

- 1단계: 저소득층 어린이 교과학습지도

 ▪ 강사 :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3개 과목 강사 선발 및 야간연장 일용직원을 

주간에 도우미교사로 활용

 ▪ 운영과목

   - 교과과목(국어,영어, 수학) : 매주 월~금

   - 기타과목: 기초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과목(독서․논술)

 ▪ 평가: 학습자 개별수준 파악을 위한 1차(6월) 평가와 2차(8월), 3차(12월) 

평가를 통해 학습 성취도 평가 

- 2단계: 초등학교 3자 연계 활동

 ▪ 인근 초등학교와 양해각서(MOU)체결 : 세곡초등학교, 덕의초등학교, 오정

초등학교 등

- 3단계: 중학교 3자 연계활동, 독서포트폴리오 도입

 ▪ 인근 중학교와 양해각서(MOU)체결 : 경인중학교, 오류중학교 등

○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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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의 연계 강화

   ▪ Book on Card(자료대출증) 발급 

   ▪ 학교도서관 요구 도서 구입 비치

- 학교와의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 우리도서관과 MOU 체결 학교와의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 우리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학교와 학교간의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2) 행복한 꼬마 음악가 (경기)

 

○  추진배경

- 한부모 자녀 및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 목표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아동들

에게 문화예술 전문교육을 통해 성취 기쁨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심리적

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추진과정 및 내용

-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업실시

- 악기를 대여하여 전문 강사를 주1회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레슨

○ 개선 효과

- 음악적 재능을 키우는 것 외에 언어발달, 기억력, 창의력, 집중력, 인내심이 

길러져 자신감있는 아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됨 

- 풍부한 정서함양과 고운심성이 길러져 사회성을 길러줄 뿐 아니라 지능도 향상시켜 줌

(3)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교실-생각하기 철학하기 (서울)

○ 목적

- 지역사회에서 교육적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에게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함으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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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장소 강의내용

2

소년

예수의 집

    책읽고 생각나누기, 논술기초

3     독서감상문 쓰는 방법

4     글쓰기(기본글) 

5     글쓰기(생활글)

6     논술 분석        

- 독서를 통한 정서적 안정을 목표로 하며 독서지도 전문강사가 도서관이 지

정한 강사가 소년예수의집을 직접 방문 교육

 

○ 운영내용 

- 프로그램명 : 멋진 예비청년들과 함께 책 읽고 생각나누기

- 운영대상 및 인원 : 소년예수의 집 원생 6명 

- 운영기간 : 5개월 / 총20회

- 운영일시 :매주 목 15:00 ~ 17:00 (2시간)

- 운영장소 : 소년예수의 집

○ 교육내용

  

6.3 노인을 위한 서비스

(1)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서울)

○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예

술 공동체 스케네와 함께 문화예술 향유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을 대

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함

○ 목표

- 관내 노년층에게 예술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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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기간 : 5개월 (총36회)

- 대상 : 만 58세 이상의 중랑구 거주주민 대상

- 추진내용 : “소통하는 느티나무 중랑이”, “함께 만든 흥부와 놀부” 연극발

표 등

○ 개선효과

- 지역 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신체와 정신의 통합적 접근에서 움직임을 중심

으로 하는 예술통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를 함양시키고 건강

하고 활기찬 노년 문화를 창출함

- 대외사업을 도서관에 유치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구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평생교육기관의 역학을 다함

(2) 실버코너 운영 (경기)

 

○ 목적 

- 도서관 이용시 도서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버이용자들을 위하여 실

버추천도서를 선정, 별도의 실버코너운영을 통하여 자료 검색 및 선정에 도움

을 주어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

○ 운영 

- 월 1회 실버추천도서를 선정하여 선정도서 목록을 게시판에 게제하며, 실버

도서코너에 별도 비치하고 관리함

- 도서선정

   ▪ 월 1회 사서 1인 1권 선정(총4권) : 본관 소장 실버도서중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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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기간 : 2009. 3. 10 ~ 

   ▪ 선정분야 : 역사소설, 건강, 행복한 노후생활 등 실버계층 관심분야  

- 실버도서코너 운영

   ▪ 코너운영 : 선정된 도서 별도 비치 관리

(3)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및 책 읽어주기 운동  (강원)

○ 추진배경

-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문해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배움을 놓친 어르신들이 많은 실정임

- 동네 경로당을 찾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러주면서 맨투맨방식으로 한글을 

깨우치도록 도와주고, 책 읽어주기를 실시하여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하고

자 함

○ 목표

- 당당하고, 떴떳한 할아버지, 할머니로 거듭나기

- 손자녀에게 편지도 쓰고, 책도 읽어주는 자존감있는 어른신으로 손잡아 드

리기

○ 추진과정 및 내용

- 추진시기 : 10개월

- 추진대상 : 65세이상 어르신(85명)

- 추진방법 : 매주 목요일 경로당방문의 날로 지정

- 추진내용 : 한글지도 및 책 읽어주기

  ※ 진행자(도서관친구들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음)

- 사용교재 : 대활자본 교재 제작 사용

○ 개선효과

- 어르신들의 자신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정서적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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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의내용 준비물

1

1. 자원봉사자 입문

  가. 자원봉사의 의미와 필요성

  나. 노인 이야기 자원봉사의 현장사례다. 

      주의집중을 위한 손 유희와 노래

2. 간단한 동화구연법

2 1. 간단한 소품을 이용한 동화 부직포

(4) 『시니어(실버) 이야기 자원봉사 전문가 과정』운영 (서울)

○ 추진배경

- 서울시에 거주하는 55-70세로서 동화에 관심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화

구연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육형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어르신들

에게 삶의 만족도를 부여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함

-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소장자료의 지원.활용을 기

반으로 노인층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교육청 자원봉사활동가 

영역으로 확대시켜 시니어 강사들에게 자신감과 유능감을 심어줄 수 있는 

어르신봉사 프로그램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목표

- 인적 자원으로서의 노년기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나아가 소외계층의 정서순화

에 기여

- 노년층 수강생 본인의 심신계발과 소외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적․언어적 발달 

지원

- 프로그램 진행 후 자원봉사프로그램까지 주선하는 ONE-STOP 프로그램으

로 기획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추진내용

- 대상 : 서울시 거주 55-70세 어르신. 이야기와 동화를 좋아하고 배움에 대

한 두려움보다 도전 의식이 강하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왕성

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

- 추진방법 : 동화전문연구소 연계(동화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자문 지원)

- 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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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의내용 준비물

2. 달님안녕

3. 까꿍 놀이

3

1. 그림책 활용하기

2. 세모야 어디가니

3. 보자기야 놀자

4

1. 화술/교구만들기

2. 금붕어가 달아나네

3. 과일들의 맛자랑

빨간공, 부직포, 

본드,줄, 투명컵

5
1. 화술/ 교구 만들기(테이블 동화)

2. 빨강 사과

6
1. 동시활용하기

2. 동시판 만들기

7 
1. 화술/교구

2. 소가된 게으름뱅이

8
1. 동작놀이/ 연극만들기

2. 팥죽할멈과 호랑이

9 손유희를 위한 동화

10 수업안 작성법

11 수업안 작성법과 모의수업

12 발표회및 시연

  

○ 개선효과

-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기여

- 노인 대상 자원봉사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선구적인 모델 제시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으로서의 모범적 사례 제시 

-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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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농어촌 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

(1) 농어촌 수눌음 도서관 (제주)

○ 목적 

- 신체적․경제적․지역적 제약 등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원거리 지

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 기간 : 연중 

- 대상 : 마을주민(15개리), 사회복지시설(2곳), 군․전경부대원(3개소), 저소득 

및 소외계층 등

- 운영내용 

   ▪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 현장 방문 교양․취미․건강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희망도서 택배, 이동 순회문고, 도서관 이용 홍보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 

(2) 찾아가는 농촌교실-국악교실(야간), 요가교실 (경남)

○ 추진배경

- 국악교실 : 접근성․경제적 여건의 문제로 문화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힘든 

농촌 지역민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요가교실 : 거리와 시간의 문제로 이동하기 힘든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운동요법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 목표

- 국악교실 : 농촌 지역주민들이 우리나라 여러지역의 민요를 배우고 익히며, 

장구의 명칭, 기본장단도 배움

- 요가교실 :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연령에 맞



- 111 -

는 동작을 실시함. 건강상태(질환)별로 구분하여 동작을 실시하고 우리몸의 

장기에 대하여 설명도 함께 함

○ 추진내용

- 국악교실 : 지역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수요조사 후 실시. 운영횟수: 24회 

- 요가교실 : 지역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수요조사 후 실시. 운영횟수: 58회

○ 개선효과

- 국악교실 : 우리민요와 장단인 국악을 체험하여 가정과 개인의 정서 함양에 

도움

- 요가교실 : 농촌지역의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유지에 도움

(3) 다문화 코너 운영 (서울)

○ 추진배경

- 관내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증가

○ 목표

- 소수 외국어 장서 구축으로 영서나 일서 뿐만 아니라 자국의 언어로 된 장

서를 외국인에게 제공

○ 추진과정 및 내용

- 관내 대상 외국인 비율별 장서구매

- 2008년말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통계 중 성동구를 중심으로 영어권 국

가를 제외한 분포도가 높은 3국의 해당 모국어 장서 확보

- 한국외국어대 어문계열학과에 자료선정 협조 및 국내 주재 대사관에 자료 

목록 협조 요청으로 자료선정     

- 아동서는 ‘아시아스타트’는 재단을 통하여 우리나라 동화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도서 구입    

- 별도의 서가 마련

- 다문화 도서는 별치기호 G를 두어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에게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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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효과

-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도서관에서 자국의 언어로 된 장서 이용가능

(4) 다문화 가정을 위한 네팔대사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서울)

○ 국제교류 네팔문화전 참여

 가. 일시 : 2009. 6. 22(월) 16:00 - 20:00 

 나. 대상 : 도서관 직원, 한글교실회원

 다. 장소 : 네팔대사관, 호암아트홀

 라. 운영내용 : 네팔을 알리는 네팔대사관 주최 행사로 네팔의 문화, 환경, 

전통을 알리는 민속음악감상 및 사진전 관람 

 마. 참여인원 :  총 1회 10명      

○ 협력 네팔명절 다사인 축제

 가. 일시 : 2009. 9. 27(일) 12:00 - 18:00 

 나. 대상 : 주한네팔인, 도서관직원, 지역주민

 다. 장소 : 후암초등학교

 라. 운영내용 : 네팔인의 주요명절인 '다사인 축제‘를 네팔대사관 주최, 용산

도서관 후원으로 개최 

 마. 참여인원 : 총 1회 257명

6.5 기타 특수계층을 위한 서비스

(1) 종이의 매직세계 (경기)

○ 추진 배경 

-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순회문고 지역인 참사랑병원의 환

우들에게 문화 교육 기회 제공

○ 목표

- 순회문고 지역인 참사랑병원의 환우들을 대상으로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환우들의 재활치료 및 심리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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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정 및 내용

- 참사랑 병원의 알콜병동 환우 15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10회차로 종이와 

폼클레이 공예교실 진행

○ 개선 효과 

- 장기입원치료로 무료한 생활에 노출되기 쉬운 환우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이 

큰 활력소를 공급해 주고 치료의 힘든 시간을 치료에 잘 참여하게 하는 동

기부여의계기가 됨

(2) 책으로 가꾸는 마음의 집 (경기)

○ 추진 배경

-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독서 문화 교육 기회 제공

○ 목표 

-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독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서문화를 

공유하고 계층 간의 소외감 감소

○ 추진과정 및 내용

- 알코올 병동의 환우 15명을 대상으로 초등 연령과 주제에 맞는 도서를 읽

고 토론을 통해 사고의 폭 확장

- 집단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 능력 개선

○ 개선 효과(성과)

- 어린이들의 자아개념 확립을 통해 주변세계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정서적 프로그램으로 진행

- 자아알기, 관계맺기, 정서다루기 등 책읽기를 통해 감수성과 창의성 개발

(3) 찾아가는(군부대 및 복지기관) 이동도서관 운영(경기)

○ 추진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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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화 수 목 금

오전

양감면

(면사무소)

10:00-10:50

향남면

(발안주공아파트)

11:10-12:00

송산면

(구청사주차장)

10:00-10:50

서신면

(구청사)

11:10-12:00

정남면

(근형심포니)

10:10-11:30

봉담읍

(기산베스트빌)

10:00-10:50

팔탄면

(진우아파트)

11:10-12:10

오후

향남면

(신성미소지움)

13:30-14:30

마도면

(화도중학교)

13:30-14:30

동탄면

(동탄초등학교)

12:30-13:30

매송면

(삼미아파트)

13:50-14:40

팔탄면

(팔탄초등학교)

15:00-16:00

동탄면

(성원상떼빌)

15:00-16:00

매송면

(매송초등학교)

15:00-16:00

- 지역적(지리적) ․ 시간적 여건등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찾아가는 적극적 봉사를 통해 독서환경 및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제고

○ 추진 내용

- 이동도서관 : 10개 읍 ․ 면 14개 지역 운행

  ▪ 찾아가는도서관 : 2819부대 외 7기관 (4개부대내 9개대대 방문)

  ▪ 장서수 : 27,922권(일반 14,030권, 아동 13,248권, 서양서 644권)      

- 운영지역

  

○ 추진현황 

- 관내 읍․면동외 화성시 내 군부대 및 복지기관 내 기관대출 서비스 실시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자 확보

- 이동도서관 정차 지역 내 플랜카드 및 안내문을 활용한 홍보

○ 개선효과

- 이동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 이용률이 높은 지역의 이용시간 증대(목요일 동탄초)     

  ▪ 이용자 서비스 확대(신청도서 대출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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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보취약계층별 도서관서비스의 문제점 및 요구분석

○ 이 장에서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노인 및 농산어촌 주민이라는 네 개 하부집단 각각에게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도서관정보정

책기획단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및 ‘2010 전국도서관 운

영평가’에 나타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 및 추진 과제를 중심

으로 각 집단의 고유한 문제점 및 공통적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문제점

1.1 예산

○ 정보취약계층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는 다른 집단들을 위한 것보

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자체 만으로도 도서관 전체 

예산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앞 장에서 2009년 현재 우리

나라 등록장애인의 수는 2,430,000명에 이르며, 2005년 현재의 데이터로 추

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수는 전체 인구의 4.59%에 해당한다.33) 단

순히 계산하자면 장애인이 모득 국민과 평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서관 예산에서 적어도 4.59%는 장애인을 위해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은 그렇지 못하다. 

○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는 광역자치

단체마다 다를 수가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적정한 예산 배정 기준의 

설정이 바람직하다. 왜냐면 특정 기간에 장애인대상 이용시설이나 장비 확충

과 같이 하드웨어적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상대적으로 자료 구입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예산 할당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 하에 

부문별 예산 투입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일차연도에는 시설 

33) 통계청. e-나라지표. “장애인현황.” <http://www.index.go.kr/> [online] [cited 20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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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이차연도에는 자료 구입, 삼차연도에는 장비의 

개선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균형을 갖게 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

요하다.

○ 또한 도서관은 항상 프로그램 참가자 수로 성과를 측정하는 정량적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단기적,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많고, 그런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많이 

할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량적 평가를 지양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성과가 

드러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보다 지속적, 항구적인 서비스 운영 및 장애인 

대체자료와 같은 항구적 자산의 확보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히 도서관의 항구적 자산이 되는 장애인용 자료의 확충과 제공에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기간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비하여 자료는 일단 확충되면 

장기간 이용될 수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는 보다 지속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 대체자료 구입 혹은 확충 등을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이 사업의 내용으로 넣고는 있으나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요구를 가진 다양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확충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렇다고 해도 개별 도서관들이 예산을 배정했던 오디오북, 대형활자본 등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등 중앙에

서 전담하여 배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전은 전체 예산이 많

지 않은 가운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장애인 대체자료(녹음자료 및 점자자료)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광역자치단체가 장애인 대체자료를 생성

하고자 하면 각자 시설, 장비, 인력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중앙에서 저작권 문제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보다 

많은 자료를 보다 효율적, 비용 효과적으로 생산하여 지역으로 신속히 제공 

및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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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서/서비스/프로그램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산 배정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기획 및 제공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전체 예산 가운데 장서, 정보서비스, 문화 혹은 평생교육 프로

그램 등에 어떤 비율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적정할 지 기준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서울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지원에 

160,000,000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부산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배정된 217,000,000원의 예산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및 

정보화 프로그램 운영에 절반 가량인 111,000,000원을 배정하고 있다. 이들

이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정말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한 

장애인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

그램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명백히 장

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다른 어

떤 서비스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광역자치단체가 계획하는 추진과제 및 도서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

부분이 시각장애인 중심이다. 따라서 시각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신체적 혹

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관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천, 광주, 대

구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기 확충 등에 예산을 배

정하고 있으나 자료나 프로그램 등은 거의 대부분 시각장애인 중심이다. 울산

만이 유일하게 지적 장애인과 함께 하는 1:1 책 읽기 프로그램과 같이 시각장

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나, 그밖에는 없다. 따라

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시급하다.

○ 앞 장의 <표 Ⅱ-11>에서 보는 것처럼 15개 장애 유형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장애라도 가졌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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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료에 대한 요구만 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대체도서 

등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Easy to Read 

Book) 같은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자료나 서비스 

역시 성격이 달라야 할 것이다. 또한 선천성 장애인과 노화 혹은 사고 등으로 

후천 장애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요구가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장애인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요구 조사와 분석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개별 도서관이 수행하기 쉽지 않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수준에서 국가적 규모로, 혹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이에 대한 파악 및 계획 수립 등 서비스 이전의 

준비가 필요하다.

1.3 전문 인력

○ 도서관에 장애인 서비스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 및 보조 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 미국 ALA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에서 장애인 서비스 전

문 인력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서나 보조 인력이 

단순한 순환보직으로 장애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를 상시 전담할 수 있게 하고 자원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장기간 능력

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 및 제공할 때 장애인 서비스 전문 인

력 및 보조 인력의 투입 비용, 이들의 교육 및 재교육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광역자치단체나 개별 도서관 단위로 장애인 서비스 

전문 인력 및 보조 인력을 양성하거나 재교육하는 데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일반적인 인적 자원 개발 예산에 장애인 관련 교육 예산을 넣을 수도 있을 것

이다. 

○ 또한 대학 등 사서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정규 커리큘럼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요구에 대한 이해,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개발 등의 과목을 포함시

키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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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계획 시 일반이용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이용자들이 장애인의 상황과 

요구를 이해하고, 장애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애인과 

더불어 도서관 서비스를 향유할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필

요하고 그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 및 제공할 때 장애인을 전문 인력이

나 보조 인력으로 직접 채용하는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도서

관에서 휠체어를 탄 사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도서관 사환 등을 보는 것은 드

물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가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

안 장애인을 위한 복지일자리에 도서관사서보조직을 넣고 자폐성장애 및 지적

장애인 등이 도서관 도서 분류, 도서대출, 반납처리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임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34) 이처럼 장애인이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는 것 또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맥락에서 필요하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도서관서비스 문제점

2.1 예산

○ 앞 장에서 살펴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의 광역자치단체 

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세부 추진과제에는 기초생

활수급자와 같은 정보취약계층의 하부집단을 위해 할당된 예산이 매우 적고 

추진과제의 내용이 미비하다. 앞 장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는 2009년 현재 1,569,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2%가 해당한다.35) 앞

서 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계산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가 그들에게 알맞은 도서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하려면 도서관 전체 

예산에서 이들을 위한 예산을 적어도 3.2%는 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접근 2011.8.16]

35) 통계청. e-나라지표. “국민기초생활 수급현황.” <http://www.index.go.kr/> [online] [cited 

20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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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광역자치단체도 그런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 서울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7억 7천 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저소득층 등이 언급된 것은 평생학습 프로

그램 수강료 감면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

공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그것에 대한 수강료 감면도 필요하긴 하겠으나, 정작 

저소득층의 특별한 정보요구에 바탕을 둔 장서개발이나 정보 서비스 제공 등 

보다 고유한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는 전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실제 추

진되는 과제도 없다. 또한 장애인 도서관 운영지원이라는 세부 추진과제에 이

동도서관 운영 항목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주로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하는 

이동도서관이 장애인만을 위해서 운영된다고도 할 수 없고, 장애인 외 기초생

활수급자 등 다른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동도서관이 서울의 극빈지역인 개포동 ‘구룡마을’ 같은 곳

을 방문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은 장애인 아닌 정

보취약계층을 위하여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 경기도는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이라는 큰 추진과제에 8억 5천만 원의 예

산을 전부 배정하였고, 그 안의 세부 내용에 정보취약계층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집어넣었으나, 각각의 세부 과제에 어느 정도씩 예산이 배

정되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 해도 적어도 교도소, 병영, 지역아동센터 독서프

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 강원도는 3억 4천 7백만 원의 예산 가운데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에 3억 

1천만 원을 배정하며, 지적청소년 독서교실 : 도움반 중학생을 위한 심성, 독서치료,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소외계층 공부방 독서교실, 독서캠프, 노인,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의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예산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만이 아니라 노인, 다문화가정 등 다른 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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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기타 합계

빈도 163 167 162 142 36 670

비율 24.3% 24.9% 24.2% 21.2% 5.4% 100%

<표 Ⅳ-1>  ‘2010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분포 

예산이지만, 적어도 장애인에게만 편향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역으로 강원도는 전체 정보취약계층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우려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 이처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배정한 예산이나 추진하는 과제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데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개선이 시급하다. 

2.2 장서/서비스/프로그램

○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은 앞 장에서 살펴본 ‘2010 전국도

서관 운영평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측면과는 달리 일선 도서관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전술한 <표 Ⅲ-3>와 <그림 Ⅲ-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 

331개 공공도서관이 각각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및 기타 정보

취약계층 이용자(문맹자, 군인, 재소자, 환자, 임산부, 새터민 등)들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의 종수는 모두 670개에 달했고, 그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

스는 모두 163개로 24.3%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167

개로 24.9%,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162개로 24.2%,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

비스는 142개로 21.2%였으며, 기타 정보취약계층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36개로 10.9%에 머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수급자를 위

한 서비스는 실제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

한 서비스와 거의 균등한 비중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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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5개 6~10개 11~15개 16~20개
21개 

이상
합계

빈도 243 65 15 4 4 331

비율 73.4 19.6 4.5 1.2 1.2 100.0

<표 Ⅳ-2> ‘2010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수 분포

○ 그러나 일선 도서관 현장에서 개별 도서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질적, 

양적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 <표 Ⅳ-2>에 따르면 ‘201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331개 도

서관들 가운데 절대 다수인 243개 도서관(73.4%)이 한 개 내지 다섯 개의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상기한 <표 Ⅳ-1>에 정보취약계층을 이미 다섯 개 

하부집단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무엇인가 정

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정보취약계층의 각 집단에 

골고루 균형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공한

다 해도 집단마다 고작해야 한 개 정도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여섯 개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머지 88개 도서관(26.6%)은 

조금 사정이 낫다 해도, 개별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개별 도서관들이 제한된 예산 안에서 무엇이든 한 두가지 정보취약계층을 위

한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해야 한다면, 결국 많은 참석인원 등과 

같이 가시적 효과가 나는 단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 저소득층의 요구 분석이 필요하다. 앞 장에서 언급한 Childers의 연구 등

에 따르면 비록 미국의 경우라고 해도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저소득층이 가진 

정보요구는 특별하다. 특히 이들에게 고용, 교육, 건강, 주거, 복지 혜택 등 주

요한 생존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서 개발 및 정보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장서 개

발이나 정보서비스를 추진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저소득층 영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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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북스타트, 어린이를 위한 공부방 등의 서비스는 비교적 보편화 되었으나, 

저소득층 성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는 눈에 띄는 것이 없다. 단적인 예

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시급노동자나 일용직 등이 공공도서관의 시설이나 

자원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방 서비스가 있으나, 대부분 

대출, 반납 등 최소한의 업무만을 임시직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등 전면적 도

서관 서비스를 개방하는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성인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아예 없고, 일반 도서관 서비스를 이들이 이용하기에도 그리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개별 도서관들이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관련 문제들

을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으나 미국에서는 노숙자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권리 등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미국의 공공도서

관들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도서관 이용자 카드를 발급하고 도서관 출입과 이

용을 허용하는 한편 이들을 위하여 사회복지, 고용, 갱생, 보건 관련 정보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난 등으로 계속해서 노숙자 수가 

늘어나고 서울역 등 공공시설 및 공간의 점유 문제가 점차 부각되는 상황에 

공공도서관 또한 공공시설로서 이들에게 개방되어야 하는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2.3 전문인력

○ 저소득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역시 필요하다. 전문인력

이 저소득층과 직접 접촉하여 이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앞서 언급한 주제와 

관련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도서관이 직접

적인 문제 해결의 소스는 되지 못한다 해도, 이들이 문제 해결의 소스로 찾아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전담 

전문인력을 두면 담당이 자주 바뀌지 않음에 따라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접

근하면서 친근감을 형성하고, 이들이 가진 경제적 곤란, 고용, 건강 등의 문제

를 이용자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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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도서관이 저소득층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지역의 저소

득층을 위해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혹은 인권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보다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현안을 파악하고, 이들

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을 이용한 적

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도서관의 존재와 의미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3. 노인 도서관서비스 문제점

3.1 예산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을 통해 여

러 광역자치단체들이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을 포함하는 11개 광역자치단체는 별도로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예산을 배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매우 적다. 

○ 인천, 경기 등은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

느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 

해도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

령자를 위한 서비스에 할애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대부분 광역자치

단체가 세부 추진과제를 다양하고 충실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

다 보면 대부분 도서관 단위에서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단기간 혹은 일회성

으로 가시적 숫자만 채우는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지속적이며 상시 또는 장

기적인 서비스를 기획 및 유지하며,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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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서/서비스/프로그램

○ 현재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의 추진 과제 및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한글교육이나 컴퓨터 교실 

같은 평생학습, 독서교실, 큰활자 도서 제공 등 거의 대부분 지역이 유사한 내

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독서나 도서 제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도

서관 고유의 기능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나, 그 밖의 프로그램은 일반 노인대

학, 경로당, 지역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별로 다른 점이 없

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 도서관의 고유한 기능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 도서관에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전담 사서 등 전문인력이 아직 없고, 예산

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의적이며 도서관 중심적인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은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 ALA 및 각 주립도서관들이 그렇게 하듯이 국

립중앙도서관이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혹은 광역자치단체 지역대표도서관 

등에서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 및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만들어 

표준화된 수준 및 내용의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게 할 필요가 있

다. 지역마다 도서관마다 각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충분

한 시간, 인력,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런 특색 없으며 다른 기관이

나 단체가 주재하는 프로그램들과 별 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고령자 대상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 단계

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일부 서비스를 ‘가미

(加味)’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 고령자의 요구 분석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은 신체적 노화에 따른 건강 관

련 문제점만이 아니라 은퇴, 노화, 가족관계 변화 등에 따른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다. 고령자에 관한 최근 보도는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원이 2011년 8월 21일 낸 『은퇴빈곤층의 추정과 5대 특성』보고

서를 인용하여, 지난해 가계금융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은퇴빈곤층은 전

체 고령은퇴가구(264만3천가구)의 38.4%에 달하는 101만 5천가구로 추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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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36) 은퇴빈곤층이란 은퇴 후 소득 인정액이 최소생활비보다 적은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고령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이

다.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속속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

점들은 도서관 서비스도 순발력있게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고령자들의 요구

를 조사 및 분석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점점 

커진다.

○ 앞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과 관련하여 지적했던 것처럼 노인을 위

한 대체자료의 확충, 제작 및 보급 등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고 보다 적극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시력 및 체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활자본, 

오디오 자료 등의 수요가 커지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맹

이 아닌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고, 일부는 전맹인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종수의 다양화 및 신속한 제작, 배포가 필요하다. 

제한된 예산을 가진 광역자치단체 혹은 개별 도서관들이 이를 제작하려고 시

도하는 것은 시간, 재정 및 노력의 중복 발생 혹은 낭비의 우려가 있다. 

3.3 전문인력

○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보취약계층

의 모든 하부집단을 위해 각각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

로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고

령자를 위한 서비스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이며 상시적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고령자 사서 혹은 보조인력을 보다 적극적

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인력 체계는 연령과 경력에 따

라 직급이 상승하고 공무원들은 육십세를 전후하여 은퇴하게 되므로, 참고업

무와 같은 도서관 서비스 일선에서 삼사십년의 경력을 가진 고령자 사서가 대

민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도서관에서는 

36) 연합뉴스. 고은지. 2011년 8월 21일 보도. “은퇴빈곤층 100만가구 넘어..전체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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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의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사서가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들이 있다. 

고령자 사서 혹은 보조인력의 서비스 제공은 고령자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누적된 경륜과 동년배로서 가진 동질감을 활용할 가능성

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4. 농산어촌 주민 도서관서비스 문제점

4.1 예산

○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도서관 현

장에서는 이들이 별도의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이다. 사실상 농산어촌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보다

는 지리적으로 도농지역을 아우르는 대구, 인천, 울산 등 다른 광역시 및 경

기, 강원 등 각 지자체에 해당하며, 그런 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상당부분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따로 언급하거

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보일 수도 있다.

4.2 장서/서비스/프로그램

○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상당부분은 인구집단의 구성 상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서비스와 겹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서비스는 고령자나 다문화가정 대상 서비스의 전반적 문제점과 더불어, 

비교적 고립되어 있으며 문화적 혜택을 잘 누리기 어렵다는 지리적, 사회적 

문제점과 더불어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은 대부분 농산어

촌 지역에서 도서관이 원거리에 소재하고, 주거지역이 분산되어 있으며, 대중 

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으며, 도시민과 같은 9-5 생활 패턴을 가

지지 못하며, 도서관 뿐만 아니라 서점,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과 같은 여타 

문화시설 등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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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보화마을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속에서도 정보화에 소외되었던 농산어촌에 정보 접근 기

회 제공 및 주민 정보화교육으로 정보격차 해소 지역 특산물, 문화, 자연자원 등을 유기

적 연계 및 온라인화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자립형 마을공동

체'로 육성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촉진) 

◎ 정보화마을 추진배경 

<표 Ⅳ-3>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 운영

○ 따라서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찾아오는 주

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주민에게 찾아가는 도서관, 즉 아웃리치의 개념을 기

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동도서관의 보다 적극적 활용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농산어촌 주민들의 고립과 분산, 기동성 결여,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

여 농산어촌 지역 내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등 기존의 시설,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 시설

에 순회문고를 설치하여 서비스포인트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였던 농산어촌 

‘정보화마을’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마을’은 『국가정

보화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취지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전국에 362개가 조성

되어 있다.37) 이렇게 농산어촌에 운영되는 ‘정보화마을’을 통해 도서관이 정보

를 제공하고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도서관 서비스 이

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37)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마을 운영.” 

<http://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 [online] [cited 20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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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농산어촌의 정보화를 단계적으로 발전 도시와 정보

격차를 줄이고, 마을마다 특성을 살린 발전모델을 개발하여 균형 있는 발전의 기회를 제

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경제 기반 구축 지원 

◎ 정보화마을(INVIL(인빌) : Information Network Village) 사업소개 

- 정보기반 구축: 초고속망, 마을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기반을 구축하여 농산어촌 

주민에 정보접근기회 제공 

- 정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 대표홈페이지(www.invil.org)사이트를 개발하여 마을 주민

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얻고 마을 상품까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민정보화 교육 마을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고 마을의 정보화지도자도 발굴, 

육성 

- 마을운영위원회 조직: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15명 내외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정보화마을 홍보 및 브랜드 구축: 정보화마을의 브랜드 확립을 통한 사업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행사를 추진 

◎ 정보화마을시스템(www.invil.org)콘텐츠 

- 인빌쇼핑 : 정보화마을의 특산품 및 엄선된 농수산물을 직거래방식으로 저렴하게 소

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이버장터로써 매년 온라인 판매량이 증가하여 농어촌의 수익 증대

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체험관광 : 마을별 특성에 맞게 개발된 농촌체험, 주말농장, 테마여행 등을 통해 찾는 

이들에게 건강한 휴식과 교육적인 체험을 제공 

- 인빌뉴스 : 주민이 직접 기자가 되어 마을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소식을 빠르고 정감

있게 취재·작성한 기사 

- 커뮤니티 : 화상채팅, 동호회, 블로그, 메신저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간의 의사소통 수단일 뿐 아니라 농산어촌과 도시민이 서로 교류하는 장 

- 정보채널 : 유익한 생활정보와 농산어촌의 생업에 필요한 전문정보까지 알차게 제공 

◎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 362개(1차 22, 2차 73, 3차 78, 4차 87, 5차 26, 6차 34, 7

차 30, 8차 12)  

◎ 정보화마을 운영성과 

- 2011년 UN 공공행정상(PSA : Public Service Awards) 1위 수상 

- 정보기반 구축 및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으로 각종 민원 서비스를 스스로 받는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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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생활화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e-Commerce를 통한 직거래 추진으로 유통마진을 최소화함으로써 마을 공동 수익을 

신장시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기존 Top-down방식의 사업과는 달리, 시작부터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운

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도적 추진 

- 결혼 이민자를 위해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화상상봉 상시 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

공 등을 통해 이민자 사회 통합 지원 

- 농산어촌 정보화 우수사례로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세계 전자정부 포럼상"을 

수상(''06.10), 일본에서는 지역발전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여 사가현후지쵸에 '후지정보

화마을' 시범 조성·운영 중('10년) 

4.3 전문인력

○ 정보취약계층의 각 하부집단을 위하여 도서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 절에서도 계속 강조하였으나, 농산어촌 주민을 위해서는 특별히 아웃리치 

전문 사서가 필요하다. 도서관마다 상주하는 전문인력을 두는 것이 최선이겠

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동도서관과 함께 일정 지역을 순회하는 사서 제

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도서관에 탑승한 순회사서가 단순

한 대출, 반납 지원이 아니라 주민의 정보요구를 수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웃리치 사서로서의 전문적 능력과 소양을 가져야 할 것이다.

○ UNESCO/IFLA의 ‘이동도서관 지침’은 이동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이 직원(staff)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동도서관과 함께 사서도 이동하며 이용자

들의 요구를 /최전선에서, 지근거리에서 이해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성

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 상기한 <표 Ⅳ-3>에 보는 ‘정보화마을’의 경우, 마을운영위원회가 조직되

어 있으면 이동도서관과 순회사서 방문 시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만약 마을의 시설 내 순회문고 등을 설치해 두는 경우에는 평상 시 

이 위원회가 대출, 반납 및 기본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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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민의 일상적인 요구를 수렴 및 전달하는 중계기능을 위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항목별 도서관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분석

5.1 예산

<그림 Ⅳ-1>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예산 (단위: 백만원)

(1) 정보취약계층 대상 예산의 절대적 부족

○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림 Ⅳ-1>은 앞 장에서 살펴본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 고령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각각 배정한 예산을 보

여준다. 서울과 경기도만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에 비교적 높

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을 뿐 다른 시도는 매우 제한된 예산만을 배정하고 있다. 

특히 충북은 고령자 대상 서비스에만 3백만 원을 배정하였고,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전체나 다문화가정 등에 특별한 예산 지원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

처럼 지역 간 편차도 크고, 지역마다 절대 예산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지역의 정보취약계층이 균등한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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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예산

(천원)

장애인 등 고령자 다문화 정보접근 정보활용 총계

지역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총계 %

서울 75761450 771 1.02 329 0.43 47 0.06 0 0 0 0 1,147 1.51

부산 29579687 217 0.73 78 0.26 77 0.26 0 0 0 0 372 1.26

대구 24323880 97 0.40 20 0.08 23 0.09 64 0.26 55 0.23 259 1.06

인천 27522711 47 0.17 0 0.00 75 0.27 0 0 0 0 122 0.44

광주 17241540 21 0.12 34 0.20 17 0.10 0 0 0 0 72 0.42

대전 16732967 14.6 0.09 6.8 0.04 10.24 0.06 95.5 0.57 0 0 127.14 0.76

울산 8305700 11 0.13 1.50 0.18 20 0.24 0 0 0 0 46 0.55

경기 1.83E+08 850 0.47 0 0.00 207 0.11 0 0 0 0 1,057 0.58

강원 26105841 347 1.33 0 0.00 118 0.45 0 0 0 0 465 1.78

충북 18485439 0 0.00 3 0.02 0 0.00 0 0 0 0 3 0.02

충남 23508277 213.5 0.91 30 0.13 257.12 1.09 240 1.02 10 0.04 750.62 3.19

전북 38471276 0 0.00 2 0.01 33.7 0.09 0 0.0 3.8 0.01 39.5 0.10

전남 35981258 71 0.20 0 0 47 0.13 0 0 0 0 118 0.33

경북 30176936 60 0.20 0 0 33 0.11 0 0 0 0 93 0.31

경남 40356814 90 0.22 0 0 55 0.14 0 0. 0 0 145 0.36

제주 10915828 283 2.59 0 0 74 0.68 0 0 0 0 357 3.27

6.06E+08합계
3093.

1
0.51 517.8 0.09

1,094.0

6
0.18

39950

0
0.07 68.8 0.01

5,173.2

6 
0.85

<표 Ⅳ-4> 2010년 예산 대비 2011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예산

○ 다음 <표 Ⅳ-4>는 『한국도서관연감』에 제시된 2010년 예산 대비 ‘도서

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의 2011년 정보취약층 관련 사업 예산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다문화가정, 정보접근, 정보

활용 교육 관련 다섯 개 사업을 다 합쳤을 때,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예

산 대비 정보취약층 관련 사업 예산은 평균 0.85% 정도이다. 전체에서 가장 

정보취약층 관련 사업 예산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로 3.27%에 이르고, 그 

다음은 충남이 3.19%이다. 그 다음으로는 2%대에 이르는 지역도 없고, 강원

이 1.78%, 서울이 1.51%, 부산이 1.26%, 대구가 1.06%로 1% 대를 넘어섰을 

뿐, 나머지 지역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 한편 현재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배정된 예산은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0.51%이며, 제주가 2.59%, 강원이 1.33%, 서울이 

1.02%이고, 나머지 지역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만 해도 2009년 현재 인구의 4.59%에 이르는 바, 도서관 전체 예산 

대비 4-5% 이상이 할당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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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및 다른 집단까지 합치면 총 인구 당 정보취약계층 구성비가 훨씬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예산 가운데 극히 일부만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할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

항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도서관 예산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만, 그

러한 적은 예산 내에서조차 적정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보취약계층 관

련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2) 예산의 지역격차 극심

○ 정보취약계층 대상 예산의 지역격차가 심하다. <그림 Ⅳ-2>는 ‘2010 한국

도서관연감’의 2010년 공공도서관 예산 대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

행계획’ 상 서울을 비롯한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예산을 

보여준다. ‘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과제 관련 3-1-1부터 

3-2-2까지 정보취약계층 관련 세부 과제에 배정된 7개 특별시 및 광역시의 

예산을 전체 도서관 예산과 비교한 결과는 가장 예산이 많은 서울시에서  도

서관 전체 예산에 대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예

산 비율은 1.02%,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예산 비율은 0.43%,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 예산 비율은 0.06%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지역마다 고작해야 

1% 내외의 예산을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할애하는 가운데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다.

○ <그림 Ⅳ-3>은  ‘2010 한국도서관연감’38)의 2010년 공공도서관 예산 대

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상 경기, 강원 등 9개 도의 정보취

약계층 서비스 예산을 보여준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남과 제주만 3%

대를 넘어서고, 강원도만 1%를 넘어섰을 뿐 섰을 뿐 다른 지역은 1%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면 충북

과 같이 예산 배정이 극히 미미한 지역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정보취약계층 대

상 서비스가 진행되기 어렵다.

38) 한국도서관협회. 2010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동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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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2010년 공공도서관 예산 대비 2011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예산 비율: 광역시

<그림 Ⅳ-3> 2010년 공공도서관 예산 대비 2011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예산 비율: 도별

(3) 정보취약계층 집단 간 예산 배정의 불균형

○ 정보취약계층 내 하부집단 간 예산 배정이 불균형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림 Ⅳ-4>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4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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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광역시의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예산을 100%로 환산하고 

각 계층에게 할당된 예산의 비율을 보여준다. 서울은 장애인 등 관련 예산이 

67.22%, 고령자 관련 예산이 28.68%, 다문화 관련 예산이 4.10%인 한편, 부

산은 장애인 등 관련 예산이 58.33%, 고령자 관련 에산이 20.97%, 다문화 

관련 예산이 20.70%이다. 

○ 인천은 장애인 등 관련 예산이 38.52%, 다문화 관련 예산이 61.48%로 비

율로는 다문화 쪽 예산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다른 정보취약계층 예산의 거

의 두 배 가까운 불균형을 이룬다. 대구는 ‘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

에 기여’ 다섯 개 과제 전체에 예산을 나누어 배정하고 있어, 장애인 등 관련 

예산이 37.45%, 고령자 관련 예산이 7.72%, 다문화 관련 예산이 8.88%에 이

른다. 여기에서는 4개 지역만 예시하였지만 지역마다 예산의 절대 액수도 다

르지만 이처럼 예산을 정보취약계층 각 집단별로 배정하는 비율도 확연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Ⅳ-4>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정보취약계층 별 예산 비율

○ 극히 한정된 도서관 예산 및 정보취약계층 대상 예산 안에서 아무래도 집

단의 규모가 크며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장애인, 갑자기 국가적 주목을 받는 

다문화가정 등에게 먼저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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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집단으로서 서비스를 요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농산

어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에도 적정한 수준의 예산 배정이 모든 지역에서 필

요하다. 

5.2 장서/서비스/프로그램

○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들 가운데 정보

취약계층의 실제적 자료 및 정보요구의 조사나 분석 등에 관련된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특별히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주제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요구의 분석이 없다. 미국 등에서는 특정 집단의 이용자를 위

한 서비스의 맨 첫 단계로 지역사회 프로파일 분석 및 이용자 요구 분석을 넣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그러한 요구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 내

용에 기반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미비하다. 따라서 도서관 

사람들끼리 요구를 추정하고 기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를 기획

함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프로그램 위주이며, 단기적, 일시적 프로그

램이 다수이다. 2010년 도서관 운영평가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일선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

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 지속적이며 항구적이어서 언제나 이용자들

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단기적, 일회

적 프로그램에 치중하여 20xx년에 이런 사업을 했다는 성과로만 끝난다면, 

도서관 프로그램에 맞추어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장애인, 노인이나 기초생

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그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다. 대부분 정보

를 빠르게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그런 서비스가 있었다는 말

을 들어도 이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적, 정기적으로 

지속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크게 다양하지도 않으면서 개별 도서관들이 

각자 알아서 기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표준 서

비스/프로그램 매뉴얼과 지침이 있으면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시간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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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ALA처럼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위한 서비스 지침

과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한국도

서관협회가 사서들의 중의를 모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혹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도서관, 뉴욕주립도서관, 미주리주립도서관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대표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만약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

회 등유관 기관이나 단체들이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 지침과 프로그램 매뉴얼 

직접 만들 능력이 안 되면 잘 만들어진 다른 나라의 것들을 도서관이나 협회 

간 협상, 적법한 저작권 처리 등 단계를 거쳐 번역하여 사용할 필요도 있다. 

미국 ALA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39), “스페인어 사용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

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Spanish-Speaking Library Users)”, “다언어장서 및 서비스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Multilingual 

Collections and Services)”, “고령자 서비스 핵심 툴키트(Keys to Engaging 

Older Adults@ Your Library)”, “고령의 성인을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

)”40) 등, 미주리 주립도서관(Missouri State Library)이 만든 “노인 봉사: 미

주리도서관을 위한 자원 매뉴얼(Serving Seniors: A Resource Manual for 

Missouri Libraries)”41) 등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에 기반한 참고/참조정보서비스(reference & 

39)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ASCLA). “Issues: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http://www.ala.org/ala/mgrps/divs/ascla/asclaissues/libraryservices.cfm> [online] [cited 

2011.6.10]

40)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RUSA). 2008. “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 

<http://www.ala.org/ala/mgrps/divs/rusa/resources/guidelines/libraryservices.cfm> [online] 

[cited 2011.6.10]

41) Missouri State Library. 2002. “Serving Seniors: A Resource Manual for Missouri Libraries” 

Jackson, MO: Missouri State Library. 

<http://www.sos.mo.gov/library/development/services/seniors/manual/> [online] [cited 

20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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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al service)가 부재하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hilders의 연구,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여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주민의 

일상적 정보요구 연구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용, 보건, 주거, 교육, 복지혜

택 등 저소득층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 자체 및 정보원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이며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참고/참조정보서비

스가 필요하다. 

○ 국가 차원의 도서관 중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포털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포털과 같은 것이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이

용자 집단을 구분하여 복지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부처의 기본 업무에 따

른 극히 일부의 복지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또한 정보취약계층 중 많은 장애

인 관련 기관, 단체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다문화 관

련 포털 등도 만들어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분산되어 있고, 체계

적이고 포괄적이기보다는 중복이 심하며, 정보의 질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42) 따라서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향유권 보장 및 궁극적으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이러한 분산된 주제별 정보

원의 포괄적 관문으로서 포털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3 전문 인력

○ 도서관 내 특정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이 없다. 장애인 

전문 사서, 고령자 전문 사서, 다문화 전문 사서 등. 인구 당 사서 비율이 

OECD 최하위 국가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이들 각각의 정보취약계층 하

부집단의 크기가 개별 도서관에서 집단 별로 한 사람의 전문 인력을 요구할 

만큼 집단이 크지 않으면, 중앙화된(centralized) 전문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주요 외국어 전문 사

서 및 사서보조인력을 두고, 업무를 중앙에서 처리하여 일선의 개별 공공도서

관으로 보낼 수 있다. 미국이나 덴마크 등에서도 이처럼 중앙에서 다문화, 다

언어 이민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총괄하는 조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42) 윤정옥. 2011. 장애인 정보포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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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급 정부기관 및 민간 단체, 기관, 개인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의 현황 및 요구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지역에서 저소득

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복지시설, 종교시

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노인병원, 노인대학 등, 

각종 장애인 단체, 교육기관 등과 상시적 연계관계가 필요하다. 

○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정보취약계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부처 및 각급 기관들에게 협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

회복지 관련 제반 업무들이 행정자치부,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

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 및 중복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 절에서 

제안한 것처럼 농산어촌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정보화마을’을 활용하거나, 주

민자치센터의 공간이나 시설을 활용하려면 행정자치부와 협력해야 하고, 학교

도서관 시설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국가대표도서관이나 지역대표도서관들이 협상 창

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 이용자

들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들이 도서관 서비스의 특별한 수혜자가 아니라, 일반 이

용자 자신들과 같이 평등한 서비스 향유권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 사회 구성원

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일반 이용자들이 정보취약계층과 함

께 모든 도서관 서비스를 함께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원봉사자로서 그

들을 돕거나, 정보취약계층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을 함께 향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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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정보요구 분석

6.1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일반적 이해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 우선 이들의 정보요

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보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 사

람들은 미국 등지에서 일찍이 1970년대 초반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정보빈곤

층(the information poor)”의 개념과 유사하다. 정보빈곤층은 Thomas 

Childers가 미국에서 여러 종류의 “불리한 처지(disadvantage)”에 있는 성인

들의 지식 및 정보요구에 관하여 연구한 데서 비롯된 개념으로,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정보취약계층과 크게 다르지 않다.

○ Childers는 “불리한 처지”란 일반적으로 나이, 빈곤, 장애, 인종 및 문화적 

차별, 실직, 저학력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며, 그 개념은 상당히 상대적일 수 

있지만, 만약에 사람이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

장 강력한 인구학적 요인을 고르라고 하면 경제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빈곤”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하는 데 다른 어떤 꼬

리표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빈곤”하다고 

불리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의 사람들(economically 

disadvantaged)”은 기술이 없고, 계층이 낮으며, 직업이 없고, 사회복지 수급

자인 사람들로서43) 여러 가지 중복된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정보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장애, 고령, 저소득, 농산어촌 거

주 등과 같이 중복되는 어려움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 Childers가 관찰한 1970년대 이전 미국의 정보빈곤층은 크게 빈곤, 기능

적 문맹(functional illiteracy), 영어 구사능력의 제한성, 낮은 교육수준 혹은 

외국에서의 교육 등 특징을 가졌다. 정보빈곤층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 양질의 

정보 환경에 사는 것이 저해되며, 주류 사회 구성원, 즉 일반 대중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균등한 정보자원의 배포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들은 또한 기초

적인 생존요구에 대한 관심이 컸고, 비공식 대인정보원 혹은 대인 네트워크에 

43) Childers,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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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의존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전자매체를 정보원보다는 오락매체로 이용하

거나, 자기 주변의 정보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가 결핍되어 있는 등 특성을 보

여주었다.44)

6.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 영역

○ 미국에서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 지역 성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일반 대

중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정보빈곤층의 존재 및 이들의 정보요구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 1976년 Dervin 등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지역에서 대부분 백인인 일반 

대중, 아시안, 흑인으로 구성된 주민 602명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연

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상황, 요구와 상황을 

명확히 표현하는 방식, 인식된 요구의 사회적, 상황적 및 인지적 요소의 개입 

등을 조사하였으며, 소비자, 주거, 건강 및 교육 요구라는 네 가지 주제에 관

련된 도서관 이용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종집단 

간 차이보다는 집단 내 사회경제적 계층 구성원들의 요구가 상이함을 발견하

였다.45) 

○ 1979년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 여섯 개 주의 연구에서 Chen과 Hernon

은 2,4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일반 성인대

중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능력, 요구 상황, 다양한 정보원의 이용 및 양질

의 정보원 이용도 면에서 사회경제적 하부집단 간 심각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

견하였다. 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는 요구상황은 직업, 소비자, 주거 및 

교육 관련 요구들이었다.46)

44) Yoon, Cheong-Ok. 1992.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CLA., 

p.37.

45) Dervin, Brenda, et al.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 Information 

Needs of Urban Residents: Phase I-Citizen Study." Washington, D.C.: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Office of Education, Office of Libraries and Learning Resources, April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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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Dervin 등은 1,040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전화로 인터뷰한 결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쇼핑이나 물건 구매, 금전관리, 가족 및 교우 관계 적

응 등에 관련된 정보요구를 많이 가짐을 발견했다. 상이한 교육수준, 연령, 인

종, 수입 등으로 하부집단을 분석한 결과는 이들이 식별하는 “갭(Gap),” 즉 

문제 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히 정보요구 상황 및 답에

서 구하는 “도움” 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특히 소수민

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갭” 상황을 언급하였고, 이들은 주로 생존

(survival) 혹은 사회적 장애에 관련된 것들이었다.47)

○ 1985년 Chen과 Burger는 595명의 코네티컷 주민을 전화로 인터뷰하여,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상이한 하부집단 사이에 정보요구의 차가 큼

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정보요구 상황은 소비자, 금전 

및 건강 관련 문제들이었다.48)

○ 상기한 여러 연구들의 발견을 종합한 결과는 일반 대중이 식별하는 정보요

구의 상당부분은 건강, 소비자 정보, 주거와 주택관리, 및 금전문제와 같은 몇 

가지 주제 범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부

집단 사이에 정보요구의 수와 유형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

어 낮은 교육수준과 저소득층, 노인, 소수인종자들은 생존 관련 혹은 일상생활

의 구체적 문제들에 관련된 요구를 일반 대중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

었다. 이들은 또한 정보요구에 대한 인식 및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원에 대한 지식을 결여하였고, 정보나 도움을 추구하려는 용의가 적었고, 

종종 낮은 품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비공식 대인정보원이나 전자정보원 등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49)

46) Chen, Ching-chih, and Peter Hernon. Information Seeking: Assessing and Anticipating User 
Needs. New York: Neal-Schuman, 1982.

47) Dervin, Brenda, et al. The Information Needs of Californians--1984: Report #1, Technical 
Report for California State Library, Sacramento, California. Davis, California: Institute of 

Government Affair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for California State Library, 1984.

48) Chen, Ching-Chih, and Leslie B. Burger. "Assessment of Connecticut Citizen’s Information 

Needs and Library Use Study: Final Report." Hartford, Conn.: Connecticut State Library, 1985.

49) Yoon, 1992,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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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 장애발생 예방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제19조 사회적응 훈련 

제20조 교육 

제21조 직업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제23조 편의시설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제26조 선거권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27조 주택 보급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표 Ⅳ-5> 『장애인복지법』의 조문목차: 제2장 

○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일반 대중 및 정보빈곤층 관련 정보요구 및 정보추

구행태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

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일반 대중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요구가 어떤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을지 아직 본격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다른 나라의 선행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취약계층 또한 그들 집단이 가진 고유한 정보요구, 특히 기본적 생존과 

관련된 정보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6.3 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

(1) 장애인의 정보요구

○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정보요구

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요구 범위는 

다음 <표 Ⅳ-5>와 같이 실제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의 조문목차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물론 장애인의 요구가 실제로 이 조문목차 제2장에 모두 열거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장애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구가 아래 항목들로만 제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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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로 명시해야 할 만큼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 요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하며, 도서관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정보요구 영역을 참

조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다: 

○ 상기 『장애인복지법』의 조문목차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에 따라 장애

인 관련 정보요구의 키워드를 추출하면 장애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

적응훈련, 교육, 직업, 정보접근, 편의시설, 안전대책, 사회적 인식 개선, 선거

권 및 피선거권, 주택보급, 문화, 복지, 경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행 정보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로 찾

아가는 정보원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에

서 우리나라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원으로 간주되며, 이른바 

장애인 커뮤니티의 ‘네이버’라고도 불리는 ‘에이블뉴스’ 웹사이트50)를 비롯하

여, 수많은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웹사이트 혹은 포털과 같은 이름을 

걸고 웹 상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010년 7월 ‘에이블뉴스’ 의 ‘인기 웹사이트’ 리스트에 있는 기관, 단체 

395개 가운데 상위 120개의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는 이들 중 104개 웹사

이트가 주로 자료, 고용정보, 통계정보, 직업재활, 교육, 편의시설․보조기구, 장

애인 생산품, 체육, 장애아동, 폭력․성, 여성, 뉴스, 고객상담, 의료(의료보호) 

등 열네 개 주제에서 정보를 제공함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넓

은 의미의 ‘자료’와 ‘고객상담’을 제외하면, 적어도 서너 가지 주제 분야에서 

무엇인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분산

되어 있고, 각각의 포괄 범위가 중복되는 한편으로 동시에 상이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 정보를 위해 어떤 웹사이트를 전적으로 

참조할 지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교육정보’를 제공

하는 56개 웹사이트 가운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두드림펀드, 국제장애인문화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등 각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의 포괄범위와 내용이 각각 다르고, ‘직업재활’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15개 웹사이트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상담센터, 한

50) 에이블뉴스. 홈페이지. <http://www.ablenews.co.kr/>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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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각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51) 그러나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과 범위가 어떠하든, 

이러한 주제들이 장애인의 정보요구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무엇인가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미국에서 대표적인 장애인 정보원은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의 장애고용정책국(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DEP)

이 21개 연방기관들과 파트너쉽으로 운영하는 Disability.gov 포털을 들 수 

있다.52) 이 연방정부 운영 장애인 정보포털은 장애를 가진 미국인, 가족, 예비

역군인, 교육자, 고용주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장애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법률, 보장혜택 등을 인터엑티브 네트워크로서 제공하고, 연방, 주, 지역 수준

의 정보기관, 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들에 연계될 수 있게 해준다. 이 정보포

털에서는 연금, 시민권, 지역사회생활, 교육, 비상대책, 고용, 건강, 주거, 기

술, 교통 등 열 개 주제 분야에 매일 새로운 정보자원을 추가하여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다소 상황이 다르지만 이러한 주제들이 장애인

의 정보요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Disability.gov 포털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주목할 만한 장애인 정보포

털은 미국 교육부 산하 국립장애재활연구소(NIDRR)53) 산하 NARIC의 웹사이

트이다. NARIC 웹사이트는 그 자체가 정보포탈임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장애 관련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다. NARIC은 기본적으로 NIDRR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연구기관 전문정보센터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누적된 장애 관련 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전문가를 활

용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참고정보원으

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웹사이트는 노화, 발달장애, 교육, 

고용, 가족․부모․자녀, 재정지원․기금․연금, 일반적 장애, 일반적 건강 및 의료, 

51) 윤정옥. 2011. 전게논문. 

52) U.S.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Diability.Gov. 홈페이지. “About Us.” 

<http://www.disability.gov/home/about_us> [cited 2011.5.3]

53) National Rehabilitation Information Center. 홈페이지. <http://www.naric.com> [cited 20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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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고, 정부자원, 자립생활/지역사회 통합, 법률 및 주창, 의료 및 직업재

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장애군인, 통계, 기타 자원 등 열일곱 개 주제 분

야에서 장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저소득층의 정보요구

○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저소득층은 특정한 주제에 관련된 정보요구에서도 일

반 대중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왔다. 앞 

절에서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일반 대중이 건강, 소비자 정보, 주거와 주택

관리, 금전문제 등 정보요구를 많이 가지며, 특히 낮은 교육수준과 저소득층, 

노인, 소수인종자들이 이러한 생존 혹은 일상생활의 구체적 문제들에 관련된 

요구를 더 많이 가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정보요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교육과 신분의 대물

림이 고착되며, 서울과 지방 간, 도시와 농산어촌 간,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 

간과 같은 분화가 심화되는 한편으로 청년층조차 “이십대 태반이 백수”, “88

만원 세대” 등과 같이 활력을 상실한 작금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저소득층의 

정보요구는 생존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일반적인 건강 관련 정보요구에 관해서도 정보취약계층은 일반 

대중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불우한 사람들은 교육

수준, 소득수준 및 사회적 계층이 더 높은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보다 질환의 

경고, 증상, 전염성 등과 같은 질병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둘

째, 그들은 태아검진, 정기적 엑스레이, 치과 진료 혹은 건강보험 등과 같은 

예방적 건강 서비스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셋째, 그들은 일반적으

로 보건 서비스를 위해 어디로 갈지 잘 모르며, 어떤 구체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친구, 

이웃, 친척 등이 그들이 건강 관련 정보를 처음 찾는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

다. 넷째, 공식, 비공식적 민간의약품 같은 것이 특히 도시 외 지역의 불우한 

사람들(예를 들어 멕시칸, 에스키모, 원주민, 빈농 등) 사이에 깊이 정착되어 

있다.54)

54) Childers, 1975,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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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지적한 정보빈곤층의 건강 관련 정보환경 문제 가운데 미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네 번째 사항을 제외한 기본적 건강정보의 부족, 이용 

가능한 외부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낮은 수준 정보원에 대한 의존 등의 문

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보취약계층에도 상당 부분 타당성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쪽

방촌 주민, 노숙자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 병원, 보건소 등 상시적 정규 의료

시설 및 정보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농산어촌 오지나 도서지역 등의 주민, 

가난하거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층이 가진 정보요구 및 이들이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찾는 경로가 분명히 일반 대중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이들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

영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복지시설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도서관서비스가 저소득층의 정보요구 충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

례를 영국 공공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영국의 MLA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 사이 영국 내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보건 및 복지정보 관련 

서비스 현황에 관한 서베이55)를 시행하여, 공공도서관들이 일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을 발견하였

다. 도서관들은 지역사회 기반의 지역 및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며, 온라인 서

비스와 전문가 직원을 통해 병원서비스와는 구별되는 환경에서 중도적이고 비

보건소적인 지역사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에서 도서관과 파트너로 일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의 기관들은 도

서관들이 특히 질병 예방 등과 관련된 안건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용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 및 

복지활동을 제공하기에 좋은 장소임을 인정하였다. 도서관은 또한 이런 기관

들을 통해 지역사회 행정당국 내외부에 프로파일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이

용자를 장려하며, 자원을 끌어오고, 잠재력을 키우며, 고용 개발 등을 지원하

는 것도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특히 무직자, 새로운 지역사회, 

55) Hicks, D., Creaser, C., Greenwood, H., Spezi, V., White, S. and Frude N. 2010. Public 

Library Activity in the Areas of Health and Well-being: 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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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하위집단, 인종 소수집단, 노숙자,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집단에게 보건 및 복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 역할

을 하고 있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들은 미래에는 보건 및 복지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나?”라고 묻기보다 “그런 것을 도

서관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56)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 도서관서비스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3) 노인의 정보요구

○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또한 도서관 업무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의 정보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에게 의료, 복지, 보건 관

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왜

냐면 사람이 노화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동반하게 되고, 고령화 인구가 증대함에 따라 건강문제에 취약한 사람들의 수

도 더불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의료, 복지, 보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점점 길어지는 기대수명에 대비하여 최대한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도서관서비스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 미국 통계에 따르면 사람의 일생에서 의료비용 비중은 유소년기 7.8, 청장

년기 12.5, 중년기 31, 노년기 36.5, 고령기 12.1으로 구성된다고 한다.57) 다

시 말하면 중년기 이후 생애의 후반부에 대부분의 의료비용이 지출되고, 이것

은 그 시기에 각종 의료, 복지 및 보건 관련 요구가 증대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노인들 또

한 건강하고 건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증대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서관서비스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6) Hicks, D., et al. p.57.

57) California State Library. Transforming Life After 50. “Health.” 

<http://transforminglifeafter50.org/midlife-trends/health> [online] [cited 20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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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Childers는 미국에서 정보빈곤층인 노인과 관련하여 노인센터

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건강 관련 정보요구 가운데 심장 질환 문제, 뇌졸중, 신

경통, 의료보험, 발 치료, 의료사기, 운동, 성생활, 신체적 변화 등에 관한 요

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들었다.58) 그밖에 영양과 관련하여 식품의 영

양가, 영양식단의 준비, 연령에 적합한 식단 및 식이요법, 영양식품의 구입, 

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 비만, 영양실조 같은 영양문제, 비타민 등의 일일 

필요량 등과 같은 정보, 약물 오남용, 알콜중독, 정신건강과 같은 정보가 매우 

중요함을 예시하였다. 특히 정신건강 면에서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참조

(referral) 서비스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59) 이것은 

1970년대 미국 노인들의 환경에서 주목했던 정보요구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의 노인들에게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서비스에서 이러한 

주제 관련 정보요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한편 노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에서 고용 관련 정보의 제공도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고령의 ‘생산 가능인구’ 비중 및 경제활동 참가율

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고령자”를 OECD 

기준에 의하여 55-64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음 <표 Ⅴ

-2>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나라 ‘고령자 고용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6년 대비 2010년 전체 생산 

가능인구수는 줄어든 한편 고령의 생산 가능인구 비중은 늘어남을 알 수 있

다. 통계청은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취업률 등이 2003년 이후 꾸

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이후, 고용

률은 2007년 이후 계속 60%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규모

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58) Childers, pp. 45-45.

59) Childers, pp. 48-49,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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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 가능인구 (15-64세) 38,762 39,170 39.588 35,374 35,611

고령 생산가능인구 비중(%) 11.3 11.4 11.6 13.3 14.0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60.7 62.0 61.8 61.8 62.7

고령자 고용률(%) 59.3 60.6 60.6 60.4 60.9

고령자 실업률(%) 2.4 2.2 2.0 2.4 2.9

<표 Ⅳ-6> 고령자 고용동향 

(단위: 1,000명, %) 

○ 한편 ‘노인취업률’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

의 비율을 말한다. 2008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취업률 현황’에 따르면, 노인의 

취업비율은 30대에 머물러 있고, 취업 노인이 종사하는 직종은 농·어·축산업

(51.2%), 단순노무(26.2%), 판매종사자(6.6%)의 순이다. 2009년 노인 인구 

507만 명 가운데 미취업 노인은 70%(355만 명)에 달했는데, 이들 중 일하기

를 희망하는 노인은 32.2%(144만 명)에 이르렀다. 

○ 2010년 이후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됨으로써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2003년 이

후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고령자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 취업알선 및 취업지

도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60) 따라서 도서관도 이러한 노

인층의 고용 관련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즉 도서관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정보서비스의 성격과 범위에 이러한 요

구가 적절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노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정보취

60) 통계청. e-나라지표. “고령자 고용동향.”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 

[online] [cited 20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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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층으로서 이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왜냐

면 2000년대 이후 노인층의 구성과 특성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

늘날 모든 노인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대안적 시각에 기반한 서비스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캘리포니

아주립도서관(California State Library)이 주관한 50대 이상 노인을 위한 

“Transforming Life after 50: Public Libraries and Baby Boomers (이하 

‘TLA 50’ 라 부름)”61) 이니셔티브에서 볼 수 있다. 

○ 2007년 시작된 이 ‘TLA 50’ 이니셔티브는 55세 이상의 사람들을 “노인

(older people)”이라고 정의하면서, “중년 성인들(midlife adults)이 배우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기술을 기르며, 재고용되며,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서관이 촉매제, 자원, 미팅장소 및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중년성인들에게 보다 잘 서비스하고 끌어들이도록 지원”하

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특히 도서관이 “결핍(deficit)

에 기반한 고령화 모델”에 대한 대안을 계획할 수 있도록 시작되었다. 

○ ‘TLA 50’ 이니셔티브는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7,800만 정도의 베이비붐 세대의 첫 그룹이 2006년 60세가 되는데, 이들은 

미국 역사상 오십대 이상에서 “가장 큰 집단이며, 가장 건강하고, 부유하며, 

잘 교육받은 미국인”이라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62) 이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

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은퇴 이후를 계획하여, 정규적 고용 이후의 삶을 단

순한 “여가와 쇠퇴(leisure and decline)”의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활

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의미 있는 유산을 만들어가는 시간으

로 본다. 따라서 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은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을 

도서관으로 이끌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사회적, 인적 자원의 탁월한 

pool을 활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정보취약

계층으로서 보호하고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시혜의 대상으로서만 보지는 말

61) California State Library. Transforming Life after 50. 홈페이지. “What is Transforming Life 

After 50?” <http://transforminglifeafter50.org/about> [online] [cited 2011.6.22]

62) California State Library. 2007. “Transforming Life after 50: Public Libraries and Baby 

Boomers.” <http://www.library.ca.gov/newsletter/2007/2007summer/life.html> [online] [cited 

20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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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는 생각이며, 우리나라의 노인층에도 일부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이 ‘TLA 50’ 이니셔티브의 웹사이트에서 ‘자원(Resources)’63)은 ‘TLA 50 

자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중년 성인 및 노령화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서지 

및 전자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이 자원은 측정도구 자원, 베이비

부머 인구동태 자원, 지역사회 자원, 창의성과 평생학습 자원, 재정적 안정 자

원, 기금지원 아이디어 자원, 건강 자원, 50이후 인생 옵션 자원, 아이디어 마

케팅 자원, 영성(靈性) 자원, 직업과 자원봉사 자원 등 열한 개 주제로 나누어

져 있고, 책, 저널 논문, 웹사이트, 멀티미디어 발표자료 등에 관한 참고정보

와 링크가 제공된다. 이 자원들은 주제 카테고리로도 찾을 수 있고, 키워드, 

제목, 저자 혹은 기관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노인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 노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노인에게 필요한 건강 및 고용 관련 정보요구

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한편,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독립성, 참여, 보

호, 자아충족 및 품위라는 삶의 질적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요구도 강

조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이 노령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용자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고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들이 가진 능력, 지식, 경험, 연륜 등을 도서관에서 다른 

연령층의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서관

서비스에 필요한 것이다.

(4) 농산어촌 주민의 정보요구

○ 농산어촌 주민의 정보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집

단 분포에서 본 것처럼 노인이 많고, 조손가정 자녀 등 저소득층 어린이의 비

중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농산어촌 지역이 주변

에 도서관은 말할 것도 없고 서점, 극장, 문화센터 등 아무런 문화적 시설 및 

63) California State Library. Transforming Life after 50. 홈페이지. “Resources.” 

<http://transforminglifeafter50.org/resources> [online] [cited 20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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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없는 ‘문화 불모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근 농산어촌에 결

혼이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수가 점차 증대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

함에 따라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전술한 <표 Ⅳ-6>에서 취업 노인이 종사하는 직종은 농·어·축산업(51.2%)

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농산어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노인의 정보요구를 감안하되, 농산

어촌이라는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농산어촌 다문화가정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앞 장에서 2011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지역별 외

국인 주민 비율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

한 대도시 지역의 외국인 주민은 대부분 산업연수, 취업이나 교육 등을 위한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수 포함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에는 충청남․북도, 경상남도 등 농산어촌을 포함하는 지역의 외국인 주민 비

율이 2% 이상으로 높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상당수가 결혼이

민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일 것으로 보아,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 농산어촌 다문화가정의 정보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일반적으

로 IFLA가 ‘다문화 사회: 도서관 서비스 지침’64)에서 제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첫째, 학습센터로서, 둘째, 문화센터로서, 그리고 셋째,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산어촌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학교도서관 확충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종

종 학교도서관이 학생들만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도 유일한 지역의 문화공간

이 되고 있으나, 장서나 시설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65) 더욱이 인구가 적은 지역, 학생이 적은 지역의 폐교나 

64) IFLA. 2009. 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3rd ed. The Hagu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pp.5-6.

65) 윤정옥. 2010. ‘시골학교에 도서관을’ 캠페인 신청 초등학교 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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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위기에 면한 학교들에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매우 빈약

하거나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농산어촌 지역 어린이와 학생들 또한 

정보취약계층으로서 남겨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도서

관서비스는 소수라도 이들의 정보요구를 반영해야만 한다.

 

지, 제41권 제3호, pp.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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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개선 및 중·장기 전략

1.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관련 법규 정비 

○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

보취약계층의 범주는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65세 이상의 노인, 4.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

계획’에서는 이 외에도 국군장병, 재소자,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

고 있다. 

○ 한편 상기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의 정보취약계층의 범주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34조라고 하겠다. 이 법규

에서는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대상으로서 전술한 범주 외에도 북한이탈

주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사람 및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포함하고 있다. 

○ 이처럼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의 범주는 육·해·공군 장병과 교도소 재소자를 제외하면 

『도서관법시행령』이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보다 넓게 정

의되고 있다. 여기서 병영도서관과 교도소도서관은 이미 『도서관법』과 『도

서관법 시행령』에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적으로 발전시켜나가

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할 도서관 관련 법규에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의 범주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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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

   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

   1항에 따른 장애인

2.『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이를테면, 「도서관법 시행령」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서 규정하

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은 물론이고, 이 

외에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서 추가하여 규

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

는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 등,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정

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

보취약계층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범주에 

대해 도서관 관련 법규를 국가정보화 관련 법규와 연동하여 일치시킬 것을 제안

하고자 한다. 

○ 즉,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25호, 

2011.1.17)』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1>『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5호)』개정(안)



- 157 -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

   호의 결혼이민자 등

5.『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6.『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7.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행 개정(안) 비고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

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ㆍ도서관자

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

야 한다. 

②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ㆍ

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

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가정보화기본

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프로그

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ㆍ

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

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 이와 같이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정보취약계층의 범주가 『도서관법 시행

령』에서 확대하여 개정된다는 전제에서, 모법인 『도서관법 (법률 제9528호, 

2009.3.25)』의 관련 조항도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Ⅴ-2> 『도서관법 (법률 제9528호)』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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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

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

을 다하여야 한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

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

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

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

관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

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의 설립ㆍ운영)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

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

을 다하여야 한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

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

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

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관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

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

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

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

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국립장애인및정보취약계층

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장

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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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

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

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

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

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

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ㆍ학습교

재ㆍ이용설명서 등의 제작ㆍ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

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

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

관 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및정보취약계층

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

층 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

정

3.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독서자료ㆍ학습교재ㆍ이용설명서 

등의 제작ㆍ배포

4.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 의 정보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

에게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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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취약계층대상 도서관서비스 발전 전략

2.1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의 환경 분석

○ 정보취약계층이 갖는 일반적인 정보요구가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하부집

단의 고유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요구가 있다. 이들을 위해 도서관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그림 Ⅴ-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Ⅴ-1>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환경분석 

○ 이 그림에서와 같이 현재 정보취약계층을 둘러싼 제반 환경을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하며, 그 첫 단계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환경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

다. 도서관 전체예산, 그 가운데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배정된 예산,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시설, 장서, 서비스/프로그램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 그 

다음은 각 지역 내에서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인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저

소득층, 노인, 농산어촌 주민 및 기타 집단으로 나누어 그 분포 및 특성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분석하여 정보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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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각급 정부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지관, 문화시

설, 의료시설, 각종 단체 등을 파악해야 하며, 지역, 시도 및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

(1) 도서관 환경 분석

○ 도서관 환경 분석은 전체 예산, 정보취약계층 대상 예산, 시설, 장서, 서비

스/프로그램 등 측면을 지역대표 도서관, 개별 도서관 및 협력 도서관과 관련

하여 분석해야 한다.

1) 전체 예산: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대표 도서관이 해당 광역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모든 도서관 서비스에 배정한 예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도서관 

서비스에 배정한 예산 및 개별 도서관의 예산을 말한다. 국가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을 일단 파악한 후, 예산의 규모

를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 재단 등 외부 소스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정보취약계층 예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장애인 등 모든 정보취약계층과 관련된 특별한 명목의 사업에 지역

대표 도서관이 배정한 예산 및 개별 도서관이 배정한 예산을 말한다. 앞 절에

서 살펴본 ‘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관련 다섯 가지 세부 과

제와 같이 각 사업 별 예산 분석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정보취약계층의 각 하

부집단에 배정된 예산도 파악해서 집단 간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시설: 특정 지역의 모든 도서관들이 현행 『도서관법』및『도서관법시행

령』등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물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보취약

계층을 위해 설치한 특별한 시설, 장비, 도구 등을 말한다. 

4) 장서: 장서(Collection)는 물리적 의미의 장서, 즉 인쇄 및 비인쇄자료 만

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접근 가능한 다양한 형태와 소스의 전자자원, 그리고 

외부 정보원으로의 연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선 개별 도서관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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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 범위 내에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서를 얼마나 폭넓게 

수집 및 소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역 전체의 도서관들을 합쳤을 경우 

상호대차 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의 규모까지도 분석해야 한

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특별한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외부 정보원에 대한 연계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향후 장서 증

가 계획 및 방법 등도 파악해야 한다.

5) 서비스/프로그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과 같이 광역자치

단체가 연간 추진할 과제로서 기획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별 도서관이 단독으로 혹은 복수의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파악해야 한다. 지역사회 분석에서 나타나는 외부 기관, 단체들이 

운영하는 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과의 차별성 및 중복성, 협

력 가능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도서관의 한정된 예산으로 도서관 

고유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상시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6) 인력: 개별 도서관, 지역의 도서관들 및 광역자치단체 지역대표 도서관 차

원에서 정보취약계층 담당 전문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

다. 우리나라 도서관 환경에서 개별 도서관에서 정보취약계층의 각 집단 별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기초자치

단체 소속 복수의 도서관들이나 지역대표 도서관 수준에서 정보취약계층 하부

집단 별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전체를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자문하

며, 필요시 개별 도서관 단위로 파견 혹은 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 상기 요소들을 중심으로 각각 도서관 환경의 SWOT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

다. 개별 도서관, 지역 전체의 도서관 풀, 지역대표 도서관, 전국의 도서관 등이 

각각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가진 장점과 단점, 위기

와 기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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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분석

○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는 도서관서비

스의 현재 이용자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용자를 식별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매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산어촌 주민, 다문화가정 등 우리

나라 정보취약계층의 규모가 통계로 제시됨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 등에서 도서관서비스 대상 인구의 증감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

요가 있다. 

○ 다음은 IFLA의 ‘다문화 사회: 도서관 서비스 지침’66)을 참조하여 모든 정

보취약계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분석의 단계 및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

1) 이용자 요구 분석: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들이 봉사할 대상인 다양한 집단에 대한 지식 및 그들의 요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데이터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

함으로써 도서관서비스가 단지 “추측이나 좋은 의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

고, 실질적인 요구에 바탕을 두고 제공되는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데

이터는 다음과 같은  요구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입수될 수 있다.

2) 이용자 요구의 측정

가. 이용자/비이용자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 수집

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추구과정의 문화적, 행태적 차원

②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 유형, 복잡도, 형태, 언어, 목적 등

③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환경

나. 수집할 데이터 유형

① 일차 데이터: 개인, 지역사회 그룹 혹은 리더로부터 직접 수집.

66) IFLA. 2009. 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3rd ed. The Hagu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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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차 데이터: 비교가능한 집단의 요구 측정, 특정한 이용자 집단의 정보추

구 과정의 문화 및 행태적 측면의 연구에서 수집. 

○ 상기한 이용자 요구의 측정을 지역사회의 정보취약계층 전체 및 하부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데이터를 누적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정보요구에서 변화하는 패턴을 파악하고, 오랜 기간 동

안 동일하게 지속되는 정보요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3) 지역사회 분석

○ 지역사회 분석은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자원을 지역, 시․도 및 전국 수준으로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 지역사회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각급 정부기관(동, 구, 시, 도 등),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문화시설, 의료시설,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사회 정보

원을 지역, 시도 및 전국 단위로 파악하여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1) 지역사회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 수집

① 지역사회 전체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

② 도서관 서비스 구역 내 지역사회 환경의 특성

     - 일반적 환경

     -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환경

     - 기존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

2) 수집할 데이터 유형

① 일차 데이터: 개인, 지역사회 그룹 혹은 리더로부터 수집.

② 이차 데이터: 정부기관, 기업 및 산업조사, 마케팅 조사,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사회 단체들이 이전에 수집하고 기록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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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상기한 바와 같이 도서관 환경 분석, 이용자 분석 및 지역사회 분석에 바

탕을 둔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기획 및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친

화적이며 맞춤형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별 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의 사회적 포용 및 통합,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명백한 원

칙과 목표를 갖고, 정보취약계층인 지역사회 구성원을 자문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장기 서비스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2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전략 모형 

○ 우리나라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

해서는 <그림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전략 모형을 기획할 수 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먼저 목표와 전략을 수

립하고, 도서관 자원을 활용하며, 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하는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목표와 정책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예산, 장서, 전문인력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감

안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보취약계층

에게 적절한 예산을 할애하고, 장서를 구축하며,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목표, 목적, 전략, 

우선순위 및 정책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이들은 도서관 발전계획의 통합

적 부분을 구성해야 하며, 도서관 직원에 대한 지침 및 이용자에 대한 설명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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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전략 모형 

(2) 도서관 자원

○ 일단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목표와 정책 등이 결정되면 다음

과 같은 도서관 자원을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시설

○ 도서관 내 모든 시설, 장비, 공간 등을 활용한다.

○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시설, 장비, 표지 등을 이용자에 더욱 적합하게 구성한다. 

○ 이동도서관 등과 같이 도서관 외부로 확장된 시설을 제공한다.

2) 자료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형태와 주제의 인쇄

자료, 비인쇄자료 및 시청각자료, 대체자료 등 물리적 자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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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모든 전자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참고/참조 정보포털을 구축하여 외부정원으로 연계

한다.

3) 서비스/프로그램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상시적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필요시 정보취약계층 전체 혹은 개별 하부집단을 위한 단기적 서비스/프

로그램을 제공한다.

○ 지역사회의 외부 기관들과 파트너가 되어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전문인력

○ 사서가 가진 정보의 입수, 조직 및 표현기술을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사

용한다.

○ 사서가 가르칠 수 있는 기술, 즉 정보 리터러시 등을 정보취약계층을 위

해 사용한다.

○ 일반인들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제고와 통합을 위해 교육과 계몽

을 시행한다.

(3) 도서관의 역할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IFLA의 FAIFE(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

정할 수 있다.67)

1)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

○ 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각종 기관, 단

체들의 활동을 도서관을 통해 확장하도록 돕는 지역사회 구심점이 될 수 

67) IFLA. FAIFE. “Public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What libraries can do to spread health 

information.” <http://www.ifla.org/files/faife/publications/learnmat/PAHI-libraries.ppt> [cited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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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지역사회 보건전문가, 간호사, 의사, NGO 종사자들의 정기적 방문을 조직

한다.

○ 도서관 내부 공간을 활용하거나 외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한다.

2) 자료와 정보 코너로서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에 관련된 고용, 교육, 재정, 의료, 복지, 보건 콘

텐츠 등을 수록한 인쇄 및 비인쇄 매체, 전자자원 등을 풍부하게 확보하여 

제공한다.

○ 각급 정부기관, 병원, 보건소, 각종 민간단체 및 NGO 들이 생산한 리플렛, 

지침서, 기타 자료 등 일반에서 구하기 어려운 회색문헌을 수집하여 제공

한다. 

○ 만약 도서관이 여러 카피를 입수할 수 있으면 이용자들이 이러한 자료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만약 한 카피만 있으면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가능하면 도서관의 일반서가 외의 특별한 공간에 정보취약계층 관련 콘텐

츠를 이용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든다.

○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일하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의 웹사이트 등 외부정

보원에 대한 연계를 한곳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포털을 개발하거나 도

서관 웹사이트를 확장한다.

3) 학습과 활동 시설로서 

○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도서관 내 각종 활동 및 학습 목적의 동아리를 조직

하거나 그룹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서들이 정보취약계층의 학습과 활동을 위해 직접 그룹을 인도할 수 있

다.

○ 외부의 관련 전문가, 즉 의사, 간호사, 보건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

을 그룹 프로그램의 일부로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 관련 필름이나 비디오 상영, 토론회, 전시회 등을 

기획하고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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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웃리치센터로서

○ 이동도서관, 우편배달 서비스,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통해 도서관의 정규 

서비스 가운데 일부를 정보취약계층의 주거 및 활동공간으로 이동하여 제

공한다.

○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노인대학, 교회, 절 등과 같이 다양한 회합장소, 그

리고 병원,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 및 복지관련 시설 등

을 방문함으로써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복지 및 보건 관련 콘텐

츠를 홍보한다.

○ 가능하다면 사서들이 지역 신문 기고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인터넷 

등을 통해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도서관서비스를 홍보

한다.

5) 정보리터러시센터로서

○ 사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건강정보 

팜플렛과 브로슈어, 처방과 의사의 지시, 포스터와 같은 홍보자료들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종 서식의 기입

○ 사서가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취약계층 이용자들의 일반적인 정보 리터

러시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의료, 복지 및 보건 관련 정보원

을 탐색하고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2.3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지침 

○ 우리나라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지침은 지금까지 살펴 

본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근거하여 예산, 장서, 시설, 서비스/프로그

램, 전문직원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기본 원칙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들에게 평등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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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하여 도서관은 적절한 장서, 적절한 시설, 적절한 서비스와 프로그

램, 적절한 전문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이 자신들의 권한을 인지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고 도서관으로 이끌어오는 노력을 지

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이 가진 개인적 및 집단적 정보요구 및 정보환경의 

변동과 추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요구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 도서관은 일반 대중이 정보취약계층의 권리에 대하여 적절히 인식하고 공

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2) 예산

○ 해당 지역사회에서 정보취약계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례에 따라 적정한 예

산을 배정해야 한다. 

○ 국가가 제공하는 전년도 통계에 준하여 해당 지역사회 내 장애인, 노인, 저

소득층 및 농산어촌 주민의 비율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을 배정하

되 지역에 따라 타당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적정 비율의 예산을 배정할 수 있

다.

○ 예산 배정 비율 결정을 위한 1)안은 각 하부집단의 비율을 합산하여 평균

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사회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5.2%, 노인 8.8%, 저소득층 12%, 농산어촌 주민 2.5%라면, 그 예산 배정 비

율에 대한 계산식은 (5.2+8.8+12.0+2.5)/4=28.5/4=7.125%와 같다. 즉 전체 

인구 대비 정보취약계층을 7.125%로 보고 도서관 예산의 7.125%를 배정한

다. 실제 정보취약계층의 하부집단이 종종 중복된 취약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이러한 예산 배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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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배정 비율 결정을 위한 2)안은 각 하부집단 별로 각기 예산을 배정하

는 것이다. 그럴 경우, 상기 예의 지역사회 도서관은 총 28.5%를 할당해야 한

다.

○ 예산 배정 비율 결정을 위한 3)안은 가장 큰 하부집단의 비율에 준하여 예

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상기 예의 지역사회 도서관은 가장 큰 하부

집단인 노인층의 비율에 준하여 12.0%를 도서관 예산으로 배정할 수 있다. 

○ 예산 배정 시에는 장서와 서비스/프로그램 관련 예산만이 아니라, 정보취

약계층 서비스를 전담할 사서나 보조 인력 투입 비용, 이들의 교육 및 재교육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3) 시설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시설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 

등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물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보취약계층

을 위해 설치한 특별한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의미한다. 

○ 도서관 시설은 모든 이용자를 위해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한 환경과 접

근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특히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은 주로 장애인과 노

인층을 위한 기존 도서관의 시설과 장비의 적정화를 고려해야 한다.

○ 기존 도서관 시설과 장비의 적정화를 위해 구조 변경이 필요한 사례는 다

음을 포함할 수 있다.

-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주차시설,

- 시설의 진입 및 진출용 장애 없는 이동통로, 

- 충분하고 장애 없는 통로 혹은 자동문을 가진 입구, 

- 난간,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 접근할 수 있는 탁자와 공공서비스용 책상, 

- 화장실, 음수대, 공중전화 및 TTY 같은 공공편의시설 등. 

- 그밖에 화장실 및 일반 이용 구역에 가시적 경보장치 및 점자, 쉽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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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글자크기, 글자체, 대비와 테두리를 가진 표지판 설치 등.68)

○ 상기한 시설과 장비의 적정화는 특히 정보취약계층 가운데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69)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등에 근거하여 신체, 시각, 청각, 독서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 및 노인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평가해야 한다.

-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적어도 한 대의 휠체어를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가 사이 공간을 가능한 한 휠체어를 탄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넓

게 해야 한다.

- 서가, 정보창구, 대출창구, 컴퓨터 터미널 및 기타 구역에 의자나 등 없는 

걸상을 비치함으로써 오래 서있기 어려운 이용자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가능하다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흥미를 가질 책과 잡지 등 자료와 

가까운 구역에 이들의 신체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편안한 의자를 

사용한 “노인구역”이나 “장애인 구역” 등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러나 지나치게 격리된 구역은 적절하지 않다.

-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자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가에 비치하고, 특별히 조명이 잘된 도서관 구역에 명확하게 라벨을 

붙여야 한다.

- 도서관의 모든 표지판은 명확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자표시도 해야 

하며, 모두에게 쉽게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 안내서 등은 적어도 

14-포인트 활자로 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는 한국어 외의 언어로도 표지판, 도서

관 안내서 등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 특히 시력이 낮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하여 대형활자 소프트웨어가 설치

68)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ASCLA).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http://www.ala.org/ala/mgrps/divs/ascla/asclaissues/libraryservices.cfm> [online] [cited 

2011.6.10]

69)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RUSA). 2008. “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 

<http://www.ala.org/ala/mgrps/divs/rusa/resources/guidelines/libraryservices.cfm> [online] 

[cited 2011.6.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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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컴퓨터 스테이션을 적어도 한 대 제공하고, 만약 자원이 허락한다면 

맹인독자에게 책의 텍스트를 읽어주는 가독기계(Reading Machine), 음성

조합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확대기 및 기타 장치 등과 같은 보조기술 및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 청각장애가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하여 TTY 접근, 자막 넣은 비디오

테이프 및 보조청취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 주요한 책과 정기간행물 등은 대형활자로 입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가능하다면 ‘읽기 쉬운 책(Easy-to-Read Book)’으로도 비치해야 한다. 

(4) 장서

○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특별히 개발된 도서관 장서는 정보취약계층만이 아

니라 모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장서개발은 도서관의 사명과 장

서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이용자와 정보취약계층 간 배타적 

장서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장서개발의 일반적 원칙

은 다음과 같다. 

1) 장서개발 정책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장서개발 정책은 도서관의 전체 장서개발 정책의 통

합적 부분이 되어야 한다.70)

○ 장서개발 정책의 내용은 정보취약계층 구성원과의 자문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일반사항

- 장서개발 정책의 목표와 도서관 서비스의 집합적 계획과의 관계

- 인구통계적 지역사회 프로파일

-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장서와 관련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장단기 

목표

70) IFLA. 2009. 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3rd ed. “4. Collection 

Development.” The Hagu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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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 이용 극대화를 위한 접근 전략

- 장서 및/혹은 도서관 서비스의 역사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장서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입법이나 정책의 

확인

- 정책의 정기적 평가 일정

② 특정사항

- 지역사회 요구의 분석

- 도서관 서비스의 우선순위

- 대형활자 인쇄자료, 토킹북, 리터러시 자료, 언어 코스 및 장애를 가진 사

람을 위한 자료와 같이 특수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전문자원을 포

함한 장서의 구성요소

- 선정 및 폐기 원칙과 실행

- 예산 할당

- 장서개발, 선정 및 폐기를 위한 조직 내 책임

- 정기간행물, 신문,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원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포함한, 전자자원에 대한 저근

- 정보에 대한 전자적 관문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 장서의 현재 및 미래요구를 측정하는 자원관리 계획

- 정책의 리뷰와 평가 일정표

2) 자원의 범위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자료는 가능한 한 모두가 선호하는 것을 포함

하며,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하부집단이 선호하는 자료를 적

절한 구성비로 제공해야 한다. 

○ 책은 장서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으며, 자료의 범위는 모든 연령층

을 포괄하며 광범하고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도록 한다.

○ 최신 정기간행물과 신문 등을 제공하며, 가능하면 온라인 버전에 대한 접

근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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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취약계층 가운데 시각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게는 음악과 음성 

CD 및 테이프를 포함하는 녹음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전자책이나 음악 

등을 MP3 플레이어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시설

과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 DVD, VCD(Video Compact Discs), 비디오 리코딩 등과 같은 다양한 디

지털 포맷, CD-ROM 제품, 지도, 이미지, 게임, 언어학습 키트 등을 포함

하는 다양한 범주의 비책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네트워크된 데이터베이스나 웹사이트를 가진 도서관은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 웹 접근성기준을 준수한 인터페이스,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언어 인터

페이스 등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취약계층의 각 하부집단에 대해 어느 한 유형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

에, 다른 적합한 자료나 서비스 제공을 증대시키는 것이을 대안으로 고려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정 언어 인쇄자료의 부족과 

같은 문제 등이 생길 경우에는 비인쇄 자료, 특히 음성과 이미지 자료 등 

대안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의 비중을 높일 수도 있다.

○ 책 장서를 보완하는 정보에 대한 인터넷 접근과 함께 최신 참고자원

(reference resources)을 장서의 일부로서 제공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정보포털이 이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다. 

3) 장서개발과 유지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장서개발과 유지의 기준은 일반이용자를 위한 장서 

기준과 마찬가지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요구에 응하는 범위의 자원

-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도서관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모든 포

맷의 자원

- 새로 발행된 자원의 정기적 유입

- 낡거나 훼손된 표준 저작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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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한 소설 분야 및 논픽션 주제 범주

-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전자자원에 대한 접근

- 시대에 뒤떨어진, 오래되고 낡은 자원의 제거

○ 특히 장애인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사명과 장서정책의 틀 안에서 장애의 범

주, 장애문제,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 그들의 가족 및 다른 관련된 사람

들에 대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담은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봉사하는 인

구에 따라서 도서관은 관련된 의학, 건강 및 정신 건강정보, 그리고 법적 

권리, 시설 및 고용 기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71)

4) 장서의 기준

○ IFLA와 UNESCO가 2001년 선포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IFLA/UNESCO 

발전지침’72)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책 장서의 규모는 인구 당 1.5권-2.5권

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원칙으로 정보취약계층의 각 하

부집단을 위해서도 책 장서는 적어도 일반대중과 동일한 인구 당 수준으

로 제공되어야 한다. 

○ 각 지역사회나 도서관 서비스 구역 내 정보취약계층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

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인구 당 제공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

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규모가 작은 집단들을 위해서 효과적이

고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아주 규모가 작거나 넓게 분산된 집단의 경우, 예를 들어 농산어촌 여러 

행정리에 분산된 다문화가정을 위한 자료와 서비스는 보다 평등한 서비스

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집중화 되거나 협력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도서관의 규모가 작거나 지역의 재정 등이 상당히 제한된 경우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정보취약계층의 구성원들에게 일인 당 1.5-2.5권을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러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71)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ASCLA). “Issues: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http://www.ala.org/ala/mgrps/divs/ascla/asclaissues/libraryservices.cfm> [online] [cited 

2011.6.10]

72) IFLA/UNESCO: 2001. The Public Library Service: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The Hagu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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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5) 서비스/프로그램

○ 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의 일반적 서비스와 자원에 평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대출기간 연장 

- 연체료 면제 

- 예약 기간 확장 

- 본인 아닌 보호자 등 대리인을 위한 도서관 카드 발급

- 도서의 우편 제공 및 택배 서비스 

- 팩스나 이메일 참고서비스 

- OPAC에 대한 원격접근 

- 도서관 자원에 대한 원격 전자적 접근 

-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책읽어주는 사람,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기술지원 

- 도서관 프로그램 수화 통역자 혹은 실시간 자막처리 제공

- 라디오 낭독 서비스 등 

○ 도서관은 가능한 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및 시설의 계획, 이행, 평가에 정보취약계층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해

야 한다.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일반이용자와 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분리 혹은 격리가 아닌 통합

된 평등의 원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이 제공하는 아웃리치 서비스는 적어도 

도서관 분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73) 다시 말하면 이동도서관이 단

73) Association of Bookmobiles and Outreach Services. 2008. “Association of Bookmobiles and 

Outreach Services Guideli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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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료만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느 지점에 정차하면 그 자리에 

영구히 자리 잡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같이 그 기본 서비스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이동도서관의 일정과 노선은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동도서관 

서비스는 편의성, 장소 및 시간이 고객의 이용을 잠재적으로 최대화할 수 

있는 곳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이동도서관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책, 시청각자료 소프트웨어, 실물자료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하는 모든 도서관 장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이동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도서관 일반이용자와 동등한 대출

규칙 및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면제 및 연장 등 조건을 적용시킬 수 있다. 

(6) 전문직원

○ 도서관에 정보취약계층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앞서 예산 배정 시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인구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규모에 준

하여, 도서관 직원 전체 대비 전담 직원의 수를 확정할 수 있으나, 적어도 한 

명의 전담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 예를 들어 2009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704개의 전체 직원은 6,785명이

며, 그 가운데 사서는 3,052명(44.9%)이다. 이처럼 도서관 당 4.5명의 사서가 

있다고 할 때74), 인구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규모에 따라 전문직원을 배치하고

자 한다면 도서관 당 한 명의 사서가 배치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도서관의 

규모 및 특정 지역사회 정보취약계층 규모와 무관하게 적어도 한 명의 전담직

원을 확보하고, 업무의 100%, 80%, 50% 등과 같이 업무량을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별 도서관의 규모가 작아 정보취약계층 전담 전문인력을 두기 어려울 경

우, 시, 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동일 지역 관할 도서관 전체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수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한 한 각 하부집단별로 보조인력을 

74) 한국도서관협회. 2010. 『2010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동 협회.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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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한다.

○ 광역시도 지역대표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의 하부집단별 전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전체를 위한 서비스 기획과 자문, 필요 시 개별도서관 단위로 

파견 혹은 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정보취약계층 담당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교육과 재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광역시도 대표도서관 수준에서 이를 담

당해야 한다. 

○ 정보취약계층 담당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제고와 통합을 위해 

교육과 계몽을 시행할 책임을 가진다.

3. 정책추진체제 수준별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 전략

○ 전술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전략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광

역자치단체의 지역대표도서관 및 각 기초자치단체의 개별 도서관은 도서관서

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각각 도서관이 초점을 

맞출 역할을 위해 서비스를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저

소득층, 농산어촌 주민, 다문화 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의 다양한 하부집단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수한 정보요구와 정보환경에 따

른 맞춤화된 서비스가 필요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개별적으로 지

역사회 내 정보취약계층의 모든 요구에 평등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 모든 도서관들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만을 가진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다수

자가 아니라 소수자인 정보취약계층의 요구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우며, 그 

가운데서도 하부집단의 크기와 가시성 등에 따라 종종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도서관들이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지방 및 국가차원에서 협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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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의 범위를 증대시키며, 도서관서비스 접근성 및 

접근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처럼 정보취약계층 대상 중앙집중식 도서관서비스를 추진하고, 도서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서비스 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이며, 둘째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로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국립중앙도

서관 및 광역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을 확

보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설비를 확충하여 추진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및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의 현상을 고려한 도서관서비스 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3.1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도서관서비스 정책 방향

(1)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센터의 설립과 활용

○ 광역자치단체 자체 및 지역대표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들이 공통적

으로 가진 예산의 부족,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부족이

라는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그림 V-3>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센

터를 통한 도서관서비스 협력 체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중앙집중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취약

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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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를 통한 도서관서비스 협력 체계

1) 운영 주체와 목표

○ 상기 모형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주체는 대통령소속 도

서관정보정책위원회일 수도 있고,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대표도서관들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개별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대표도서관이 자체 지

역을 위하여 그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국립장애인도서

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설립하고 운영할 수도 있고, 

상기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누가 이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주

체가 되든 무엇보다도 중앙집중식 서비스를 통하여 개별 도서관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업무 효율화 및 도서관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목표로 하게 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2) 주요 추진 업무

가. 공동 업무

○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는 정보취약계층의 고유한 정보요구를 반영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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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공동편목, 종합목록 구축 및 유지,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표준과 지침

의 개발, 요구분석과 연구, 정보포털 구축, 전문인력의 자문, 교육 및 파견, 홍

보와 리에이종, 기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외국어 

전문인력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동수서와 편목, 다양한 장애유형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하부집단을 위한 서비스 표준과 

지침 마련 등 시급한 업무들을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가 중앙에서 전담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 실용적이며 비용효과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들을 개별도서관이 각기 수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서관 간 중

복과 시간, 재정, 인력 낭비 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가 처리하는 업무는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이동도서

관, 작은도서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 서비스 포인트 등과 같이 

도서관의 계층적 협력구조 내 모든 도서관에서 공유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장

애인, 저소득층, 노인, 농산어촌 주민, 다문화가정 등 모든 정보취약계층이 서

비스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 중앙집중식 서비스의 효과에 대해서는 IFLA의 ‘다문화 사회: 도서관 서비

스 지침’75)에서 대규모 도서관과 서비스가 다문화 자원과 전문적 지원 제공에 

중심 역할을 맡고 더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이 빌리고 교환할 수 있는 중앙집

중식 대출 컬렉션을 제공하는 것이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실용적이며 비용효과적인 모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중앙집중식 구매, 

편목 및 처리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강조하였다.

  ① 노력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② 다른 언어로 된 자원 입수 시 작은 도서관이 경험하는 곤란을 방지한다.

  ③ 더 폭넓은 범위와 깊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지역 도서관 컬렉션은 책과 기타 매체의 교환을 통해 지속적 쇄신될 수 

있다.

  ⑤ 종합목록이 모든 도서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다.

  ⑥ 효과적인 상호대차 시스템이 실행될 수 있다.

75) IFLA. 2009. 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3rd ed. The Hagu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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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전문인력이 개별 도

서관 서비스의 자문, 교육 및 파견 업무 등을 수행하고, 홍보와 마케팅, 리에

이종 등 다양한 업무를 주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 도서관이 다양한 정보

취약계층의 하부집단을 위해 전문인력을 각각 고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시점

에서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문인력이 필요시 개별 도서관의 요구

에 따라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 또한 경제적인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나. 서비스 지침과 표준 개발

○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위한 표

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서비스와 프로그램 아이디어 뱅크 등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예를 들

어 영국 MLA의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이나 장애인 서비스 툴키트의 ‘학습모

듈’과 같이 우선 사서들이 장애 및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도서관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게 하는 각종 표

준, 지침, 도구 등이 필요하다. 또한 IFLA와 같은 국제기구의 “이동도서관 지

침”, “다문화도서관 지침”, 미국 ALA의 “장애인 서비스 지침”, “노인 대상 서

비스 지침” 등과 같이 모든 도서관의 사서들이 특정한 이용자 집단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 범위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 또한 다양한 정보취약계층 하부집단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아이디어 

뱅크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매년 우수 프

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도서관 등 국내외 모범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사례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다른 도서관들이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

게 함으로써, 모든 도서관들이 각자 프로그램을 짜내느라고 시간, 인력, 재정

을 소모하지만 결국은 중복되는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개

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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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가 사서 및 일반 이용자를 교육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도서관이 한정된 자원 내에서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

스의 제공을 정당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일선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를 포함

한 도서관 직원 및 일반 이용자들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

대 형성이 필요하다. 

○ 우선 사서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취약계층 가운

데 장애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사서교육 과정에서 관련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사서교육 과정에는 2011

년에 68개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데 그 가운데 ‘(혼합형) 도서관 장애인 서

비스 과정’, ‘(사이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교

육과정 가운데 ‘(혼합형)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과정’은 ‘전문교육’으로서 

2011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40명을 교육인원으로 하여 운영되며, 

그 교육목표는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장애유형별 

서비스 기법 습득을 통한 이용서비스 향상”이라고 하였다. ‘(사이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과정’도 역시 ‘전문교육’으로서 2011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150명을 교육인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대표 기관이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

램은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노인, 저소득층, 농산어촌 주민 등과 같은 하부집

단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따라서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

와 같은 중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설립되면, 정보취약계층 내 모든 

다양한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사서 대상 교

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정 기간 현장에서 연

수와 교육, 재교육 등을 시행할 수도 있고, 사이버 과정을 상시 운영하여 사서

들이 필요 시 자율적으로 학습 및 훈련에 임할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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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일반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일반 이용자들이 정보취약

계층의 요구와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필요성, 

정당성 및 취지 등을 공감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별도의 장서, 시설, 공간 및 예산 등의 타당성을 

도서관 이용자들이 인정하고, 필요 시 자원봉사자로 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

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취약계

층 지원센터가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자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약계층 관련 내용을 개발하고, 필요시 직접 개별 도서관을 찾아가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 만약 개별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취약계층 및 그들에 대

한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어려우면,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도서관들이 이

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정보취약계층 전용 정보포털의 구축과 활용

○ 정보취약계층 대상 중앙집중식 서비스를 추진하고, 도서관 간 협력을 촉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방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 충족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들을 위한 원스톱 정보창구로서 전용 정보포털을 중앙에서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정보포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특별히 더 많은 요구를 갖게 되는 건강/의료, 복지

혜택, 고용/직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나 접근을 제

공할 수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전용 정보포털의 필요성

○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포털의 구축 또한 개별 도서관이 하기 어렵다. 따

라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나 국립중앙도서관, 혹은 앞서 언급한 정보취약계

층 지원센터 등 중앙의 상급기관이 전국의 도서관 그리고 모든 정보취약계층

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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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 혹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광역자치단체 지역대표도

서관 수준의 상급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정보포털을 구축한다면, 

이것은 이들의 정보요구를 직접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원스

톱 접근경로가 될 수 있다. 정보포털은 도서관이 보유하거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주제 정보 콘텐츠, 그리고 외부에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원에 대한 정보 및 링크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도서

관 등에서 제공하던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 혹은 대

체자료 등에 접근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정보원에 대한 접근이 매우 분산되어 있고, 산발적이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 혹은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가 직원들의 주

제 전문성과 품질관리 능력, 정보 수집과 조직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보포

털을 체계적으로 조직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보취약계층 전용 정보포털의 모형

○ 정보취약계층 전용 정보포털은 다음 <그림 V-4>의 모형과 같이 구축할 

수 있다. 정보포털의 일차이용자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농산어촌 주민, 다

문화가정 및 기타 모든 정보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 이 정보포털은 또한 정보

취약계층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각급 정부기관, 정책결정자, 서

비스 제공자, 연구자, 민간단체, 산업계, 일반대중 및 기타 모든 사람도 이용

할 수 있다. 

○ 이 정보포털은 자료, 고용/직업, 건강/의료, 주거, 복지혜택, 문화/예술, 교

육, 편의시설, 인권, 법, 체육, 재활, 결혼/가정, 기타 등의 주제 분야에서 모든 

정보취약계층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개별 하부집단이 필요로 하

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기 주제에서 정보

취약계층에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도서관 소장자료 및 웹 데이터베이

스 등 도서관에서 접근 가능한 전자자료를 연계하고, 해당 주제에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외부 정보원에 대한 링크까지 연계하여 통합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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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정보취약계층 정보포털의 모형 

3) 정보취약계층 전용 정보포털의 효과

○ 우리나라의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산어촌 주

민의 정보격차 현황 및 정보환경에 대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04년부터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의 <표 V-3>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행한 

『2010 국가정보화백서 (요약본)』에 수록된 ‘표2-5 부문별 정보격차지수 및 

일반 국민 대비 수준’과 ‘표 2-6 종합 격차지수 및 일반 *국민 대비 수준’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종합정보화 수준은 접근, 역량, 활용 부문별 정보화 수준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4년부터 정보격차지수를 산

출하여 일반 국민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현황을 측정하고 있다. 

○ 2009년 정보격차지수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의 일반 국민 대비 종합정보

화 수준은 2008년 68%에서 2009년 69.7%로 전년 대비 1.7% 포인트가 상승

했으며, 정보격차지수 산출 원년인 2004년 당시 일반 국민의 45% 수준이었

던 것에 비하여 24.7%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보취약계층 

하부집단별로 일반국민 대비 종합정보화 수준은 장애인 80.3% (2008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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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포인트 상승), 저소득층 79.5% (2008년 대비 1.4% 포인트 상승), 농어

민 60.3% (2008년 대비 2.4% 포인트 상승), 장노년층 65.9% (2008년 대비 

1.7% 포인트 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 저학력, 취약지역(군지역) 

거주비율이 타 취약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이 가

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76)

<표 Ⅴ-3> 『2010 국가정보화백서』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지수 관련 표

○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취약계층 전용 정보포털을 구축하여 제공한다면 이들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요구 충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대비하

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보격차 해소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보취약계

76)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국가정보화백서 (요약본)』. (서울: 동 진흥원, 2010).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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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일반 국민보다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기기에 대한 보유나 접근 상황이 

열악하고, 정보검색 등 이를 활용할 기술이나 지식,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므로, 정보

포털을 활용한 도서관서비스가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말하자면 정보포털이 정보취약계층의 생활에 직결된 자료와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 시 접근할 수 있도록 품질이 검증된 각종 외

부정보원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연계해 준다면, 정보취약계층 개개인이 분

산된 정보를 찾고 구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 능력

에 따른 검색의 실패 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과의 정보

격차를 점차 줄여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정보포털은 웹 상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하

다. 그러나 도서관에 올 수 없거나 컴퓨터, 인터넷 연결 등 개인적인 접근 수

단을 갖지 못한 정보취약계층은 이동도서관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검색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동도서관이 찾아갔을 

때 사서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용자 필요 시 상시 혹은 수시검

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가능하다면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서비

스 포인트에서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인력을 도서관서비스 차원에서 양성해 두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2 기초자치단체 및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의 도서관서비스 정책 방향

○ 전술한 <그림 V-3>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를 통한 중앙집중식 서비스 

및 협력 체계’에서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중앙집중식 업무는 일

선 공공도서관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및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도서관서비스를 직접 제공

하기 위해 현상을 고려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서 첫째, 이동도서관의 활용, 둘째, 작은도서관의 활용, 셋째, 

의료, 복지, 보건 콘텐츠의 제공, 넷째, 서비스와 프로그램 은행의 구축과 활

용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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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도서관의 활용

○ 우리나라 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정

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중대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다. 하지

만, 과연 지금까지 이들 가운데 몇 %가 도서관 방문자이며 도서관서비스 이

용자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이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기획하고 예산을 배

정하여 운영한다고 하여도,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아

올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2009년 12월 현재 공공도서관 수가 703개이

며 도서관 1개관 당 서비스 대상인구가 70,789명, 인구 1인당 책 수가 1.26

권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현황에서 도서관 자체를 

지역 구석구석에 건립하여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부집단을 가진 정

보취약계층을 모두 도서관으로 이끌어오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요원

한 일이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는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도서관으

로 오게 할 수 없다면 도서관이 그들에게로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동도서관의 활용을 극대화한 도서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동도서관

의 활용은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포인트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공․사립 작

은도서관, 학교도서관, 주민센터 등 기존의 시설을 서비스포인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이러한 서비스는 진행되

고 있지만 이를 보다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 이동도서관의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공공도서관들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09

년 12월까지의 한국도서관통계를 수록하고 있는 『한국도서관연감 2010』에 

따르면 현재 114개 이동도서관이 3,037,749권의 장서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모두 2,839,069명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였다.77) 이 이동도서관들

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농어촌지역만이 아니라 도시 안에

77) 한국도서관협회. 2011. 『한국도서관연감 2010』. “제2부 도서관 통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pp.48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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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이동도서관 1개 당 26,646권의 장서가 

있고, 24,90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이동도서관들이 몇 개의 지점에 멈추며, 장서에 비책자 및 시청각자료 

등 책 이외의 다른 매체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등은 알기 어렵다. 또한 

이용자 통계가 동일한 이용자의 이용 누계를 의미하는지, 서로 다른 이용자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이 수치가 서로 다른 이용자를 반영한다면 거의 

290만 명에 이르고, 우리나라 총 인구 오천만 명의 거의 5.9%가 이동도서관 

자체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복 이용자를 포함하고 있다면 실

제 이동도서관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적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도서관은 도서관이 직접 사람들의 생활 터전 가까이로 나아간다

는 아웃리치의 선봉에 서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동도서관의 숫자를 더 늘리고 

이들이 더 많은 곳의 더 많은 이용자들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현재도 이동도서관은 지역사회 말단의 서비스포인트 역할을 하는 지원기관

들에 장서와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

고, 작은도서관, 순회문고 등 4,099개 지원기관에 4,906,683권의 책을 지원하

였으며, 이들을 통한 이용자 수는 6,890,863명에 달하였다. 가장 많은 이동도

서관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34개 이동도서관이 1,011개 지원기관을 지원하였

으며, 강원도는 14개의 이동도서관이 287개의 지원기관, 서울은 13개의 이동

도서관이 946개의 지원기관, 전남은 13개의 이동도서관이 344개의 지원기관

을 지원하였다. 

○ 『한국도서관연감 2010』통계에 따르면 114개의 이동도서관들이 4,099개

의 지원기관을 지원하므로, 1개 이동도서관이 평균 35-36개의 지원기관을 지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로는 이동도서관들이 각각의 지원기관에 얼마

나 자주 방문하는지, 이들에게  직원과 장서 외에 어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지는 알 수는 없다. 모든 이동도서관에 사서가 탑승하는지, 아니면 비전문

직원이 방문하여 단순히 대출, 반납의 기능만 수행하는지, 사서가 동행한다면 

정규적 도서관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도서관서비스 대민업무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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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지 알 수 없다. 

○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이동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면 

우선 이동도서관 자체의 업무 수행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 및 확장하고, 

IFLA의 ‘이동도서관 지침’에서 보는 것처럼 이동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자

원”인 사서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동도서관의 수를 더 

많이 늘리고, 이동도서관이 방문하는 빈도, 정류 시간 등을 확대하며, 작은도

서관 같은 지원기관에 정류할 때 하는 업무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미국에서도 이동도서관(mobile library) 차량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2005년에 전국에 825대가 운영되었던 것이 2008년에는 930대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북모빌들(Bookmobiles)은 주로 학교들을 방문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다양화한 목적지를 다니며 더욱 다양한 자료들을 대출한다. 어

떤 북모빌은 특별히 유치원 어린이, 노인 가정, 성인교육센터, 약물과 알콜재

활시설, 교정시설 등과 같은 특정한 목표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

계되어 있다. 북모빌 이용은 특히 최근의 경제적 침체 동안 고정된 도서관 이

용이 증가하는 것과 병행하여 급증하고 있다. 이에 미국도서관협회 산하에 ‘북

모빌 및 아웃리치 서비스 협회(Association of Bookmobile and Outreach 

Services. ABOS)’가 2004년 결성되었고, 회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78) 

○ 영국의 공공도서관들도 <그림 V-5>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마다 매우 다양

하고 특색 있는 디자인과 크기의 이동도서관79)을 운영하여 지역 이용자의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도서관 본관이나 분관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고령자, 재가이용자, 저소득층지역 이용자, 농촌지역 이용자, 

장애인 이용자, 어린이들을 위해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78)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9. “The State of America's Libraries. Outreach and 

Diversity Efforts.” 

<http://www.ala.org/ala/newspresscenter/mediapresscenter/presskits/2009stateofamericaslibrarie

s/2009statediv.cfm> [online] [cited 2011.7.10]

79)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홈페이지. “Branch and Mobile 

Libraries: Photos 2010 Mobilemeet - the winners.” 

<http://www.cilip.org.uk/get-involved/special-interest-groups/branch-mobile/picture-gallery/pag

es/default.aspx> [online] [cited 20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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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영국의 이동도서관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공공도서관 선진국들이 다수의 이동도서관을 운영하

며 특히 정보취약계층에게로 아웃리치 하는 사례는 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계획하는 데 반드시 참조해야만 할 것이다.

2) 농산어촌 주민과 이동도서관

○ 특별히 더욱 적극적인 이동도서관의 활용이 기대되는 것은 정보취약계층 

가운데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서비스이다. 앞에서 농산어촌 주민의 정보격차 

지수는 일반 국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취약계층과 비교할 때도 높았던 것

을 보았다. 농산어촌 주민은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지리, 환경, 문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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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성과 낙후성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고령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증가 등 정보취약계층의 복합적 특성이 증대하고 있어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통계청이 2011년 8월 30일 발표한 『2010 Census 농림어업총

조사』의 “최종 집계 결과”80)는 정보취약계층 가운데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12월 1일 현재 농산어촌 주민 가구 수는 계속 감소하

며, 남자 주민의 미혼율의 현저한 증가, 소가족화 및 고령화 등이 급속하게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0년 12월 1일 현재 전국의 농림어가는 134만 3천 가구로 2005년의 145만 

4천 가구보다 11만 1천 가구(7.6%)가 감소하였다. 농가는 117만 7천 가구, 

어가는  7만 가구, 임가는 9만 6천 가구로 감소의 이유는  주민의 고령화, 도시이주 

및 업종 전환, 어선 감축 등 농림어업 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농림어가 인구는 349만 9천명으로 2005년 당시 393만 1천명보다 43만 

2천명(11.0%) 감소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대한 농림어가 비중은 지난 

5년간 9.2%에서 7.7%로 감소하였고, 전체 인구에 대한 농림어가 인구 비중도 

8.4%에서 7.3%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또한 농림어가의 소가족화 속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 농림어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전체 가구의 2.7명보다 적은 

2.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어가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로 그 

비중이 농가는 45.2%, 어가는 46.6%, 임가는 48.3%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인 가구 비중이 24.3%인 것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비율이다.

○ 농림어가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어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2005년 

60.6세에서 2010년 62.0세로 1.4세 증가하였고, 농림어가 인구의 중위 연령은 

80)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11. 『2010 Census 농림어업총조사』. “최종 집계 결과.” 서

울: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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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세로 전체 인구의 38.1세보다 17.4세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31.1%로 전체 인구의 11.3%보다 2.8배 더 

높으며, 농가의 남자 미혼율은 전체 인구보다 30~34세에서 21.5% 포인트, 

35~39세에서 16.1% 포인트, 40~44세에서 6.5%p 높다. 특히 생애 독신으로 

간주되는 45~49세 미혼율이 8.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이처럼 농림어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고령화 

하고 2인 가구로 소가족화 하며, 많은 주민들이 소득이 낮고, 이동성이 떨어진다. 

또한 미혼의 남자 청장년이 늘어나는 동시에 결혼을 해도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진다. 결국 농산어촌 주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정보취약계층 하부집단의 복합적 요소를 모두 감안한 서비스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림 Ⅴ-6> 『2010 Census 농림어업총조사』의 농산어촌 주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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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농림어가 규모별 행정리 (2010.12.1 현재)  

○ 한편 <그림 V-7>에서 보는 ‘농림어가 규모별 행정리 통계’ 또한 

농산어촌 주민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0년 12월 1일 현재 전국의 행정리는 36,498개인데, 농가 

행정리 36,033개 가운데 1-9 가구로 구성된 곳이 11.4%인데 비하여 임가는 

88.9%로서 산촌의 절대 다수의 행정리가 단 ‘몇 가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농가는 10-19가구 구성 행정리가 28.8%, 20-29 가구 구성 

행정리가 26.4%로 비교적 인접한 지리적 범위 내에 이삼십 가구 미만이 

마을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0가구 이상 가구 수가 큰 행정리의 

비율은 33.5%로 그리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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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가구 수가 적은 농산어촌에 도서관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빠른 고령화와 개별 가구의 규모 축소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농산어촌 마을에 그 대안으로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결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 기존의 마을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그곳을 서비스포인트로 삼아 이동도서관이 찾아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2) 작은도서관의 활용

1) 작은도서관의 개념 재정의

○ 정보취약계층에게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작은도서관

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서관이 없

는 농산어촌에 작은도서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명목으로 작은도서관의 수를 늘리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만 

기왕에 만들어진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 

○ 작은도서관은 현행『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정규적인 도서관의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이후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작은도서관은 2008년 말 

기준 3,324개관에 이르지만81), 대부분 시설, 장서, 전문 인력 등 도서관의 기

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절대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

적, 재정적으로 이들이 도서관의 기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이 도서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재조정하거나 강화하여 작은도서

관을 업그레이드 하여,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도서관이란 명칭 사용

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81) 도서관연구소. 2010. 『생활밀착형 사립작은도서관 연계활성화 방안 연구: 도서관연구소 2010년도 

하반기 자체연구』. (서울: 도서관연구소). (도서관연구소 연구보고서: 7), p.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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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작은도서관을 농산어촌이나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잘 미치지 않는 

저소득층 지역 등에 설치하고 ‘농산어촌에도 “도서관”은 이만큼 있다. 인구 ○

○명 당 “도서관”이 이만큼 있다’고 하는 통계수치의 미혹에 빠트리는 우(愚)

를 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반드시 통계수치 상 별도로 취급

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에서든 농산어촌에서든 시설, 장서, 전문 인력이라는 

기본 조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미비한 작은도서관은 스스로 적정 수준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적 보완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 작은도서관의 문제점

○ 앞 장에서 살펴본 IFLA와 UNESCO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IFLA/UNESCO 

발전지침’82)은 공공도서관의 최소 규모 서비스포인트를 위한 최소 장서 수준

은 2,500책 이상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2010년 도서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립 작은도서관의 1관 당 소장 자료 수는 도서 6,760권, 비

도서 898점이며, 전자자료 24종, 연속간행물 11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작은도서관의 약 70%를 차지하는 2,306개 사립 작은도서관의 1관 당 소장 

자료 수는 도서 3,653권, 비도서 350점, 전자자료 160점, 연속간행물 38종으

로 나타나 장서규모의 평균 값으로는 상기 기준은 초과하고 있다. 

○ 그러나 작은도서관에서는 현재 규모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들이 

가진 장서의 고유성 및 연간 장서 증가율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마을마다 

작은 지역사회 단위마다 작은도서관이 있다 해도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책들만 갖고 있으면,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등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책을 

접할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작은도서관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새롭게 구입하는 새 책의 수가 적으며, 여기저기서 중고도서를 수집하고 조달

하여 장서증가율을 달성한다면 실제 이용자들의 정보 향유권은 철저히 차단되

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82) IFLA/UNESCO: 2001. The Public Library Service: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The Hagu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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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나라의 사립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라는 정규적이며 전문적

인 공공시설, 시스템 및 전문 인력의 서비스와 연결된 최소 규모 서비스 포인

트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서

관이라는 공공 부문에서 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접근 및 정보 향유권을 개선

하기 위하여 민간의 사적 활동 영역인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

을 수밖에 없다. 

○ 특히 농산어촌에 작은도서관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

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작은도서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이다. 농어촌은 대체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과 달리 적은 수의 인구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특

정한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둔다고 해도 실제 그 물리적 공간이나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둘째, 작은도서관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농어가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노령화 및 다문화화 되

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운영의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종종 그 마을 최연소자

가 60대나 70대라는 농촌경로당 노인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현실

에서 누가 작은도서관을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동도서관의 

순회사서가 그 역할을 일부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주하는 인력이 없으면 운

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작은도서관이 장서 요구의 다양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와 다문화화 비중이 높아짐에 따

라 결국 장서도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

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노인을 위한 대형활자 자료, 오디오북 

같은 음성매체,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로 된 인쇄 및 비인쇄자료 등을 적

정한 혹은 최소 수준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 또한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 비치 등으로 일부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작은도

서관은 독자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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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은도서관의 역할

○ 작은도서관은 앞서 언급한 이동도서관 등의 정차지로서 말단 서비스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도서관서

비스를 연장한 것이므로, 작은도서관은 고정된 공간으로서 이용자와 도서관서

비스의 접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도서관서비스를 작은도서관이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공간 혹은 시설 내에서 정규적인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서비스가 이용자를 잠시 만날 수 있게 함으로써 작은도서

관의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다. 

○ 특히 정보취약계층 가운데 지리적으로 고립된 농산어촌 지역에서 작은도서

관을 자꾸 만든다면 인구 대비 도서관 수가 통계수치상으로 늘어난다는 효과

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완전한 수준의 도서관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시설도, 장서도, 전문인력도, 재원도 없이 작은도서관들

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결국 이동도서관의 정류장인 서비스포인

트 혹은 순회문고의 소장시설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말단에서 

주민들을 돕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4) 순회문고의 활용

○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순회문고를 더욱 활성화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동도서관이 갈 수는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별 가구 수가 

적고 작은도서관과 같은 서비스포인트가 될 만한 시설을 갖지 못 하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순회문고를 사용할 수도 있다. 순회문고를 

비치하는 장소는 마을회관, 경로당, 그것도 어려우면 주민의 집 등 어디든 될 

수 있다. 

○ 이동도서관 순회문고는 IFLA가 ‘캐터필러 프로젝트(Caterpillar Project)’를 

통해 2007년경부터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촌 등 도서관이 없는 

아프리카의 오지에 책을 공급하는데 사용하였던 ‘캐터필러 책 상자(Caterpillar 

Book Box)’와 같은 서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캐터필러 책 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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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미터 높이의 접근 상자로서 100권 가량의 책을 수용할 수 있고, 보통 한 

500권 정도로 구성된 문고에 순회문고로 제공된다.83) ‘캐터필러 책 상자’의 

개념도와 실제 설치된 모양은 아래 <그림 V-8>과 같다.84)

<그림 Ⅴ-8> IFLA의 ‘캐터필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캐터필러 책 상자’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순회문고는 농산어촌만이 아니라 도시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공부방, 

장애인시설, 노인대학, 병원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어떤 

이유로든 도서관에 직접 그리고 자주 가는 것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사람들을 향해 이동도서관이 찾아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채운 

‘캐터필러 책 상자’와 같은 순회문고를 적극 활용하여, 이동도서관의 방문과 

방문 사이 자료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83) IFLA. “The Caterpillar Project . Report by Ian Stringer Lead Officer.” 

<http://www.ifla.org/files/public-libraries/projects/caterpillar-project-report.pdf> [online] [cited 

2011.9.2]

84) IFLA. “The Caterpillar Project Illustrations.” 

<http://www.ifla.org/files/public-libraries/pictures/caterpiller-project-illustrations.pdf> [online] 

[cited 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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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복지, 보건 콘텐츠의 제공

1) 정보취약계층과 의료, 복지, 보건 콘텐츠의 중요성

○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요구 가운데 의료, 복지,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는 항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IFLA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는 음식과 집 같은 다른 기본적 요구만큼이나 중요하며, 특히 이유

가 무엇이든 질병 및 다른 상황에 의하여 건강이 위협될 때는 더욱 그 중요성

이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도서관은 건강과 같은 핵심적 의제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용자들의 복지 및 관심거리에 대하여 도서관이 기여하

는 바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IFLA는 도서관

이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의사, 보건소 및 병원이 제공

하는 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 회피, 예방 보건 프로그램의 이용, 및 최적의 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85) 

○ 도서관이 사람들에게 의료, 복지 및 보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는 1997년 결성된 IFLA의 FAIFE(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위원회가 제안한 

바를 참조할 수 있다. IFLA FAIFE 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SIDA(스웨덴 국제발전 기구: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로부터 기금을 받아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

보를 잘 아는 집단이 건강한 집단이 될 것이다(a well-informed population 

will be a healthy one)”라는 신념으로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기생충의 감염경

로를 알게 됨으로써 질병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결핵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같은 예방적 보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

며, 예를 들어 AIDS의 복합 안티 레트로 바이러스 약과 같은 치료 프로그램

을 인지하고 알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86) 이러한 맥락에서  IFLA의 FAIFE는 

85) IFLA. “Learning Materials for Workshops on Public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Through 

Libraries.” Last Update 16 March 2010. 

<http://www.ifla.org/en/publications/learning-materials-for-workshops-on-public-access-to-hea

lth-information-through-librari> [online] [cited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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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건강관련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87)

  ①지식을 통하여 나쁜 건강의 원인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예방주사와 같은 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건강 문제에 대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IFLA FAIFE가 강조한 내용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모든 나라의 모든 연령층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 관련 정보 제

공 측면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인층 및 저소득층을 포

함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의료, 복지 및 보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도

서관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이 각종 질환이나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

고, 저소득층 청소년이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가운데 청량음료, 각종 가공식품 

및 인스탄트 식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비만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18세 소아청소년 비만이 지난 10년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소아 청소년의 비

만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낮았다. 10년 전에는 고소득일수록 비

만도가 높았으나 지금은 소득 상위 25%의 소아, 청소년 비만율은 6.6%에서 

5.5%로 감소한 반면, 하위 25%에선 5.0에서 9.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지방함량이 높은 값싼 햄버거나 라면 등 고열

량 저영양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과일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며, 바깥활동 

대신 집안에서 인터넷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88) 

86) IFLA. FAIFE. “Public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An Introduction to FAIFE and the 

Workshop Programme.” PPT presentation. 

<http://www.ifla.org/files/faife/publications/learnmat/PAHI-intro.ppt> [online] [cited 2011.5.30]

87) IFLA. FAIFE. “Public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What libraries can do to spread health 

information.” <http://www.ifla.org/files/faife/publications/learnmat/PAHI-libraries.ppt> [cited 

2011.5.30]

88) 이지혜. “가난할수록 뚱뚱한 성인처럼… 저소득층 자녀 비만, 10년새 두배.” 『조선일보』 201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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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신체의 노화와 그에 따른 활동력의 저하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

층과 더불어 저소득층에게 의료, 복지, 보건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의료, 복지, 보건 콘텐츠의 확충과 제공

○ 도서관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복지, 보건 콘텐츠를 확충하고 제공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을 둘 다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가 장서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접근

의 문제이다. 

가. 장서

○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복지, 보건 콘텐츠의 기본 장서는 주로 

KDC 분류번호 300-500대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기존 목록 정보

나 서가 배열 상으로는 이 책들이 학술서적인지 일반 대중용 읽을거리인지 구

별할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 분야의 장서 가운데 신간, 베스트셀러 및 

다양한 관련 주제의 대중이 읽을 수 있는 우수도서를 파악하고 복수의 카피를 

마련하여 접근하기 쉬운 별도의 서가에 배치해 둘 필요가 있다. 

○ 각종 의료기관, 의료 및 복지 관련 정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들

이 생산하는 건강, 의료, 복지 관련 대민 책자, 브로슈어 등을 직접 입수하여 

전시해 놓고, 이용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제공한다. 이러한 회색문헌(gray 

materials)을 해당 기관과 제휴하여 발행 시 일정 부수를 즉시 도서관에 제공

할 수 있게 연계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정보취약계

층을 위한 정보포털을 구축한다면 의료, 복지, 보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원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최신의 고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특히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종 의료기관의 암,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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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특정 질병에 대한 완치율, 의사의 명성, 의료보험의 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 의료, 보건, 복지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

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LAPL)은 도서관 안팎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매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그 가운데 ‘Health’ 주제로는 

여섯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Krames Online 

HealthSheets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소비자 친화형 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의사와 같은 의료전문가나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환자 자

신이 처방, 치료 선택권, 수술과 절차, 건강과 안전, 건강관리 등에 관한 정보

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최종이용자 대

상 권위 있는 의료, 복지, 보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정보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접근

○ 도서관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할 때 별도의 서가 혹은 별

도의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 보건, 복지 콘텐츠관련 자료들이 

정보취약계층 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관심 대상일 수도 있으므로 이런 주제 

콘텐츠를 보거나 찾기 쉽게 진열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한 서가나 공간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장서에 ‘정보취약계층을 위

한’ 이란 라벨을 붙일 필요는 없으며, 절대로 붙여서도 안 된다. 별도의 서가 

등에 전시된 특정한 주제의 정보를 이용한다고 해서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특

별히 낙인 찍히는 것을 원하는 이용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반 이용자들 

또한 정보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 보건, 복지 콘

텐츠를 접할 권리가 있다. 

○ 그런 면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수집한 특정한 

콘텐츠는 일반이용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도서관서비스의 통합적 부분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자원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

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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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9>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LAPL) 본관의 ‘Popular 

Library’ 평면도 

○ 도서관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보건, 복지 콘텐츠 장서의 배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대중적인 자료를 가장 접근이 편한 

일층 중앙에 배치한 사례89)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림 V-9>에서 보는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은 주로 음악 CD, DVD, 비디오 등 시청각자료, 신간

소설, 로맨스 소설, 미스터리, 공상과학소설, 논픽션 여행, 전기서 등을 이 공

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는 이 자료들은 브라우징을 많이 하므로 반드시 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공간

은 “도서관 안의 미니도서관(a mini library within the library)”임을 표방하

여, 독립적인 시설로서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편 이러한 콘텐츠에 대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일반이용자와 정보취약계층의 물리적 공간 분리 혹은 “격리”

를 초래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의 

89) Los Angeles Public Library. “Popular Library Floor Plan.” 

<http://www.lapl.org/catmap/popcen.html> [online] [cited 20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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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보누리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도서관 자료에 보

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공공도서관까지 확산을 목표로 설치

된 장애인을 위한 시범적 독서환경 시설”임을 표방한다. 그 시설의 출입은 장

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16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게만 허용된다.90) 그럴 경

우 갖가지 장애인 전용 고가의 기기 등을 잘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일반이용자들과 장애인은 이웃이 아니라 분리된 존재임을 

강조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들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하다.

3) 서비스와 프로그램 모형의 구축과 활용

○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나, 전

문인력과 재정이 결핍한 상태에서 개별 도서관들이 각자 하는 것은 매우 비효

율적,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 혹은 적어도 광역시․도 차원에서 이들

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모형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앞에서 제안한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센터와 같이 중앙집중식 기

관이 설립된다면 각기 다른 요구를 가진 정보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주제별, 이용자별, 시기별, 연령별 등 다양한 요소

를 고려한 모형으로 구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의 설립이 어렵다면 광역시․도 수준 도서

관끼리라도 협력하여 그러한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전국도서관대회 및 각종 전국 혹은 지역 규모 공공도서관대회 등에서 사서

들이 모일 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각종 대회에서 일부 도서관이 

시행한 우수 사례를 직접 접할 수 있으므로,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채택하거

나 그것을 발전시킨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사서들끼리 만들어 보고 이를 데이

90)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장애인정보누리터이용.” <http://nl.go.kr/nl/c1/page1_3.jsp> [online] 

[cited 20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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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화하여 누적시키도록 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우수 사례가 누적될 것이

다. 이러한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그 패턴을 파악하여, 다른 지역사회 도서관

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 또한 미국도서관협회나 영국, 일본, 핀란드 등 주요 도서관 선진국들의 서

비스와 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학습이 필요하다. 이들도 매

년 각종 도서관 대회 등에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계속 찾아보고, 일반화된 상시 프로그램의 동향을 

계속 추적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 예를 들어,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 가운데 특별히 노인을 위한 도서관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이 구축한 ‘TLA 50’ 이

니셔티브 웹사이트의 “TLA 50 Social Networks - Staying Connected”91)

와 같이 소셜 미디어 사용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의 ‘TLA 50’은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들을 위한 자

원으로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들이 함께 노령화의 변화하는 

특성과 도서관의 대응 방법에 관하여 대화하고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참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TLA 50’은 Twitter (@TLA50), 

YouTube, Facebook 및 Ning 등에 등장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만이 아

니라 미국 전역 그리고 심지어 세계에서 ‘TLA 50’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가진 

도서관 및 개인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노인층 이용

자들과 도서관이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학습과 성장의 도구로서 사용함으

로써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91) “TLA50 Social Networks - Staying Connected.” <http://transforminglifeafter50.org/social-media> 

[online] [cited 20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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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의 변화하는 속성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동료 및 동년배들과 연결

되는 장소를 제공. 

- 노화와 연장된 중년 이후 삶에 관련된 주제 토론 초대.

- 도서관 전문가들이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구현한 중년 이상 성인 프로그램

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하도록 장려. 

- 중년 이상 성인들로 하여금 어떤 혁신적인 도서관 접근방법이 그들을 매

혹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초대. 

- TLA 50 커뮤니티와 도서관 사고의 지속적 학습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와 질문의 개방적인 교환을 장려. 

- 새로운 기술, 특히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대한 지식 확대.

○ ‘TLA 50’ 이니셔티브와 같은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은 노인층을 정보취약

계층이며 일방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

적인 참여자, 후원자로서 도서관에 이끄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전문직 출신의 상당수 

노인층이 도서관의 실버 컴퓨터 교실 등과 같은 천편일률적 노인 대상 서비스

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 연령이나 신체적 특성으로는 정보취약계층에 속

한다 해도 분명 지적, 정서적 및 경제적 특성 등 여러 다른 면에서 취약하지 

않은 노인층의 정보요구 충족 및 도서관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된 성공사례

를 참조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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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제43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에 

따라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농산어촌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과 함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문화수요에 기초하여 공공도서

관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개선대책

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심화되는 소득격차와 지

역격차, 노령인구 증가 등에 대처하여, 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법적 

책무를 재정비하고, 정보복지 구현을 위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의 개념 및 현

황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발전적인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장애자 중심의 도서관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전체를 대상으

로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연구의 성격으로 수행한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정보취

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 도서관서비스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 조사와 실태 분석 및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로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및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고, 특

히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관련 도서관정책지원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도

서관 운영평가 가운데 정보취약계층서비스 관련 문항을 분석하고자 최근 실시한 도서

관운영평가의 문항 중 정보취약계층서비스 문항에 대한 응답첨부자료를 분석하여, 전

국적인 관련 현황을 집계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하여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내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

사하고,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정보취약계층을 대변하는 관

련 전문연구자 혹은 전문단체 등의 전문가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해당 분야

별 도서관복지서비스를 위한 정책제안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달성한 연구 결과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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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에 명시된 정보취약계층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즉,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 법규와 비교 검토한 후, 그 기반인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국가정보

화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범주를 『도서관

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면

서 관련 법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

비스를 복지적 문화서비스 혹은 정보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차후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점증하는 도서관복지서비스의 책무를 명확히 정립한 것

이라고 하겠다.

  둘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정보정책의 지원 사업 사례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최소수준의 

복지적 혜택을 넘어 세대‧계층‧지역의 균형과 통합을 촉진하는 도서관서비스정

책의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에서 최근 실시한 전국도서관운영평가 결과도 조사․분석하였으며, 정보취약계

층 유형별 도서관서비스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 도서관서비스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서관발전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농산어촌 주민, 또한 노인 등에 대한 정보취약계층별 도서관서비스의 문제

점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

관복지서비스 확충방안을 재정비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접근권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넷째, 그 구체적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의 개선 및 중․장기 전

략(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1) 정보취약계층의 범주를 국가정보화 관련 법규에서와 같이 확대하고, 

이를 위해 개정해야 할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법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

였다. 

   (2) 최근 도서관평가결과와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

서관서비스의 국내 현황과 전망을 포함한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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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기 조사․분석 결과로 나타난 현행 도서관 관련 현상을 중심으로 정보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모형을 구상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정

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정보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지

침(안)을 제시하였다. 

   (4)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하여 정책추진체계로서 중앙정

부, 국립중앙도서관, 광역자치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

다. 

   (5) 기초자치단체와 개별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 전략

으로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작은도서관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

다. 

   (6) 상기 (4)와 (5)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안)의 내용

으로 중앙집중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

여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센터’의 설립과 정보포털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산어촌주민 등 지식정보취약계

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민정보복지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참고할 수 

있고, 나아가 자치단체 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시행지침을 마련하

거나 소외계층의 도서관 정보복지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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