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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통계를 이용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본 정보와 시설을 중심으로
14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변화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
터 수집하고 이를 우리나라 인구수 및 1인당 GDP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20년
현재 1,172개관으로 2007년에 비해 양적 측면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1인당 GDP
및 인구수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2020년에는 지자체 소속 위탁 운영 공공도서관이
229개관으로 2007년에 비해 그 비율이 18.8%에서 25.1%로 상승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부지면적은 도서관마다
편차가 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며, 건물 연면적은 지자체 소속 도서관보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더 넓고 시간에 따라 점점 넓어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지자체 소속 도서관은 다소
감소하였다. 도서관의 총 좌석 수는 모든 도서관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 열람석과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and current status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for 14 years,
focusing on the overview and facilities of public libraries using public library statistics from
2007 to 2020.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and compared with the population and GDP per capita of Korea. As a result,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is 1,172 as of 2020, which has nearly doubled compared to 2007, and
it was found that this increase has a very strong correlation with GDP per capita and population.
There were 229 contracting out public libraries operating by the local government in 2020, and
the contracting out rate increased from 18.8% in 2007 to 25.1%. Although the site area of 
ublic libraries varies greatly from library to library, it tends to get larger over time. The total
p
floor area of public libraries operating by the Office of Education is larger than that of public
libraries operating by the local government, and it gradually increases over time, but the total
floor area of public libraries operating by the local government have decreased slightly. The
total number of seats in the library is decreasing in all libraries, and the reading seats for
children and the reading seat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end to slightly increase.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 통계, 위탁 비율, 도서관 시설 및 설비, 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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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per 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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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제공되며, 공개된 통계데

어떤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내지 현황
은 통계조사를 통해 계량화하여 효율적으로 파

이터는 정책연구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
용되고 있다.

악할 수 있다. 통계조사를 통해 생산된 각종 지

‘전국도서관통계’로 수집되는 데이터 중 공

표나 수치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거나 대상에

공도서관 통계데이터는 매년 전수조사로 진행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항목으로 수집되고 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각종 도서관 통계도 이

어 연도별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다. 하지만 승

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서

인통계 진행 이후 14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수

관 통계를 통해 도서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

집 및 축적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고,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계획이

전체적인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거나 변화 의미

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를 찾아내는 연구는 없었다. 이제는 오랜 시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자주 거론되는

동안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관

것으로 공공데이터를 들 수 있다. 이는 공공기

분야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

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

한 시점이 되었다.

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전국도서관통계’는 도서관법 제2조에서 정

의미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공공데이터

의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현황에 대해

의 공유와 활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크게 9개 영역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

정부 3.0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국가 운영을

으로 ‘도서관 기본 정보’, ‘도서관서비스 지원기

투명하게 하고, 각종 서비스 및 경제 활동을 창

관 현황’, ‘소장 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 자

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대한민

원’, ‘예산 및 결산’, ‘이용 및 이용자’, ‘장애인

국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및 어린이서비스’, ‘전자서비스’이다. 각 영역마

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

다 아래에 통계 항목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조

개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

사해야 할 소항목이 존재한다. 9개 영역에서 조

략위원회(Open Data Strategy Council)를 통

사해야 할 소항목이 다수 존재하기에 분석할

해 관련 정책을 개발, 수행하고 있다(국립중앙

대상이나 내용이 많아 이 연구에서는 먼저 가

도서관, 2015).

장 기본이 되는 영역인 ‘도서관 기본 정보’, ‘도

각종 통계조사나 공공데이터와 같이 제공되는

서관서비스 지원기관 현황’과 ‘시설 및 설비’ 영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숨겨진 정보를 발견

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나머지 영역은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변화를 예측

추후 다른 후속 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제시하

하여 대비할 수 있다. ‘전국도서관통계’는 2008년

고자 한다.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현재 ‘전국도서관통계’는 조사 기준 연

주관하여 수집되는 통계데이터이다. ‘국가도서

도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공도서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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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14년

일람)으로 명칭을 달리하며 발행되었다. 이후

간의 이들 데이터에서 동일한 조사 항목을 연

1970년대부터는 유네스코 기준 권고안에 준하

도에 의해 통합한 후, ‘도서관 기본 정보’, ‘도서

여 마련한 소수항목의 자료를 일람형식으로 제

관서비스 지원기관 현황’과 ‘시설 및 설비’ 영역

시하면서 발행지명을 한국도서관통계로 바꾸

에 속하는 항목들이 가지는 통계데이터의 변화

고 2003년까지 발행되었다. 현재는 해당 발간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에서 가지

물의 개제후속자료로 2004년부터 한국도서관

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감이 발간되고 있다.
韓國圖書館一覽表(한국도서관일람표)에

는 1955년 9월 1일 기준 대학도서관 43개, 공공

2. 이론적 배경

도서관 12개, 특수도서관 15개, 기타독서시설 4
개 등 총 74개에 해당하는 도서관들의 통계 항

2.1 도서관 통계

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공도서관 부문
에는 국립도서관과 개관준비중인 4개 도서관을

통계는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현실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도서관에 대해 관명, 소재

계량화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지, 설립연도, 장서 수, 좌석 수, 직원 수, 관장명,

통계를 통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회현상이나

비고 등 8개의 통계 항목을 제시하였다.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우선순위 도출이나 정책의

1955년부터 발간된 이러한 간행물에 포함된

주안점을 설정할 수 있다. 도서관 통계는 도서관

도서관 관련 통계자료는 그동안 많은 문헌정보

의 운영실태 및 현황을 계량화하여 효율적 관리

학 논문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국내

및 운영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더

몇 안 되는 도서관 관련 정책 기초자료 중의 하

나아가 도서관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나로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가
장 적합한 자료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안인자

2.1.1 국내

(2004)에 의하면 발간 이후 50년이 넘도록 통계

국내에서 도서관 관련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

의 체계와 항목이 거의 변함이 없으며, 단순한

한 것은 1955년부터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

수치항목만을 집계 혹은 일람의 형식으로 제공

행한 韓國圖書館一覽表(한국도서관일람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졌다고 하였다.

가 국내 도서관 통계의 시초이다. 해당 간행물은

이후 한국의 도서관 통계 및 항목 관련 다수

발간 이후 1960년대까지 전국도서관일람(全國

의 연구(안인자, 2004; 안인자 외, 2007; 차미

圖書館一覽), 한국도서관(韓國圖書館) 실태

경, 2002)가 수행되었으며, 2007년 도서관 도서

조사통계표(實態調査統計表), 한국도서관통

관정보정책기획단과 정보정책위원회가 설립되

계(韓國圖書館統計), 한국의 도서관(韓國의

면서 도서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

圖書館); 전국도서관(全國圖書館)의 실태조

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 ‘1. 도서관 운영 및

사(實態調査), 韓國圖書館一覽(한국도서관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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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도서관 통계 수집업무가

립, 공공, 교도소 도서관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

포함되어 도서관 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템에 가입된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진

도서관정책기획단은 국내 도서관 통계의 중복

행되지만, 전문도서관의 경우 공모조사로 진행

생산 방지 및 일관성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국

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발행년불명). 현재

가통계로 위상을 갖춘 도서관 통계를 개발하고,

‘전국도서관통계’의 조사대상 및 협력기관은 다

이러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내 도서

음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이 어떤 관종이냐

관의 종합적인 통계정보를 One-Stop 서비스

에 따라 조사 방법이나 협력 기관 또는 조사 주

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

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에 2006년부터 ‘전국도서관통계조사’에 관한 통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도서

계지표 개발 및 통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

관 통계 데이터는 해당 사이트에서 원시데이터

추진을 통해 9개 관종을 포함한 통계지표를 개

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일 다운로드 외에 연도

발하였다.

별&항목별 조회, 주요항목의 5개년 주요통계

‘전국도서관통계’는 2008년 통계청의 승인

도 제공하고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사이

절차를 거쳐 국가승인통계(제 113016호)로 등

트 외에도 관련 부처의 통계 사이트에서도 주

록되었으며, 통계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구축

요 항목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

을 통해 한 곳에서 통계를 수집 및 제공하는 체

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

계가 이루어졌다. ‘전국도서관통계’는 1년 주기

광부 소관 국가통계에 대한 One-Stop 서비스

로 작성되는 보고통계이며, 타 부처와의 통계

를 제공하는 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인 문화셈

작성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종에 따라 기

터(http://stat.mcst.go.kr), 통계청 국가통계

조사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시

포털(https://kosis.kr), 공공데이터포털(https:

스템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관종 중 국

//www.data.go.kr/)에서 ‘전국도서관통계조사’

<표 1> ‘전국도서관통계’ 조사 대상 및 협력 기관
조사 대상
1. 국립도서관
2. 공공도서관
3. 교도소도서관
4. 작은도서관
5. 장애인도서관

조사 방법
웹 설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통계 협력기관

비고

국립중앙도서관(분관 포함),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수

문체부

전수

법무부
문체부(작은도서관 담당)

전수

데이터 요청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업로드) 국립장애인도서관

6. 병영도서관
7. 대학도서관

데이터 요청
데이터 요청

국방부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8. 학교도서관

데이터 요청

교육부(교육통계)

9. 전문도서관

웹 설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문도서관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등

격년주기 조사
외부 비공개

공모
(전수조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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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통계데이터 수

있다.

집 과정과 검증 방법은 <표 2>와 같다.

‘전국도서관통계’는 1년에 한번 수집되는 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고통계이지만, 이 연구의 주된 대상인 공공도

통계는 상위 범주인 조사 영역과 그에 따른 하위

서관 통계의 경우 수집방법을 살펴보면 다른

범주인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항목

개인 및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등의 다른 행

이 통계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도서

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는 일

관통계시스템에 공개된 원시데이터와 조사표를

반적인 보고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반으로 이들 영역과 항목을 살펴보면 2007년

이러한 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도

이후 2020년까지 약 14년 동안 조사영역이나 세

서관 통계조사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부 항목에서 다소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특히 영

통계조사 안내 공문 발송 및 조사표에 대한 교

역별 조사 항목의 변화를 보면, 2011년을 기점으

육(워크숍)을 실시한 후 제시된 통계입력 기간

로 세부 항목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

동안 개별 도서관의 통계담당자가 조사표의 항

다. 일부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2; 조현양,

목 값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입력을

김홍렬, 2012)에서 소장 자료 영역 중 3년간 응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수집방법은 앞

답률이 현저히 낮거나 조사한 통계치의 변화가

서 말한 보고통계의 자료 수집방법 보다는 통계

없는 등 통계로써 의미가 다소 약한 고서, 귀중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는 조사

본 및 향토자료 항목을 다른 항목에 통합하는 것

통계의 수집방법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

통계의 종류는 보고통계이나 자료 수집방법에

표 개선 연구에서 제시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있어서는 조사통계적인 특징을 가진 독특한 통

반영되어 일부 지표의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표 2> 통계 수집 및 검증 방법
구분
통계조사 안내

담당자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사업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안내 공문 발송
∙통계조사 항목 설명
통계작성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사업팀 ∙통계입력시스템 이용 방법 설명
*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교육으로 대체
∙웹시스템에 접속하여 통계조사 설문응답
통계 입력
공공도서관 통계 담당자
- 도서관 기본정보 현행화 필수
통계 검증(1차)
시도별 통계 담당자, 한국도서관협회
∙개별 도서관에 대한 통계데이터 검증 수정
- 도서관 수정기간
사업팀
∙개별 도서관 최종 통계데이터 검증
통계 검증(2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사업팀
- 검증리스트를 통한 개별 데이터 검증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데이터 업로드
공표 및 결과보고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사업팀 ∙문화셈터 자료 제공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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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012년에 수정된 공공도서관 조사표

것으로 도서관평가 또는 도서관운영 정책수립

는 이후 2021년(20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

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

조사까지 큰 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유지되고

성되어 있다.

있다.

국가적 수준의 통계는 해외 주요 국가인 미
국,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

2.1.2 국외

다. 먼저 미국은 도서관 통계 관련 국가 표준으

도서관 통계는 다수의 국가가 포함된 국제적

로 NISO/ANSI Z39.7을 제정하였는데, 이 표

통계와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수준

준은 국가적 수준에서 보고되는 기본적인 도서

의 통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적 통계의 경우

관 통계 데이터에 대한 범주를 식별하고 관련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해당 통계지표를 권고

용어의 정의를 제공하였다. 주요 범주는 보고

또는 표준화 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를

단위와 대상 인구, 인적 자원, 장서 자원, 기반

수집하였다. 가장 오래전에 시도된 것으로 1970

시설, 재정, 그리고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년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UNESCO(1970)의

한 새로운 조사 항목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데

권고 기준안을 들 수 있다. 이 기준안은 도서관

이터베이스와 성과 등을 제시하였다. 이 표준

통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이를 수집하기 위해

은 여러 유형의 도서관에 대해 공통 요소를 사

도서관 종류를 분류하고 상위 요소 13개의 조사

용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도서관 데이터의 틀을

대상 항목을 제시하였다.

제시하였다(NISO, 2013).

이후에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1974년

미국은 주요 관종마다 도서관 통계를 생성하

부터 네 번에 걸쳐 개정한 국제 도서관 통계 표

는 주체가 다르고 데이터를 배포하는 곳도 다

준(ISO 2789, 2013)을 들 수 있다. 이 표준은

르다. 공공도서관 관련 도서관 통계는 IMLS

국제적 수준의 보고를 목적으로 통계의 수집과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보고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는데, 도서관 관

라는 기관에서 생산한다. 이 기관은 미 연방 차

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통계지표에 대해 국가

원에서 보조금 배분이나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통

간에 일치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ISO 2789는 5

해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지원한다. 미국 공공도

개의 상위 영역과 54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

서관 통계는 전수조사로 IMLS가 배포한 PLS

되어 있으며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도서관의 전

(Public Library Survey)를 통해 진행된다. IMLS

자 서비스에 대한 항목도 일부 추가되었다. 이

는 50개주와 1개 연방구역(워싱턴, D.C.), 미국

외에 국제 수준의 도서관 통계로 2000년대 초

령 4개 지역에 있는 9,200개 이상의 공공도서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세계 40개국으로 확

(약 17,000개의 개별적인 공공도서관 본점, 분

장 되었던 LibEcon 프로젝트가 있었으나 2004

점, 이동도서관 포함)으로부터 1988년부터 매

년 유럽 위원회의 재정지원이 종료되면서 사업

년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IMLS, n.d.)

이 중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도서관통계

영국에서는 1987년부터 2019년까지 러버로대

시스템의 통계지표들은 ISO 2789에 기반을 둔

학(Loughborough University)에서 연구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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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LISU(Library and Information Statistics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 수집

Unit)를 수행하면서 영국 전체의 도서관 통계

된 통계를 활용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를 생산했었다. LISU는 러버로대학의 도서관

전자의 경우 주로 통계지표의 개발이나 개선에

및 정보 서비스를 위한 연구 및 정보 센터로 영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차미경(2002)은 공공도

국의 도서관 영역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 분

서관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석 및 게시하였다. LISU는 32년 동안 운영한

이면서 동시에 도서관 정책수립 과정 전반에 유

후 2019년 초에 폐쇄되었다(LISU, n.d.). LISU

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도구로 도서관 통계의

외에 CIPFA(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단위의 공

Finance and Accounting)에서 수집하는 공공

공도서관 통계 수집 및 제공 시스템 확립이 필

도서관 통계가 있다. 이 통계데이터는 영국 전역

요하며, 문헌연구 및 공공도서관 통계 수집현황

의 도서관에 대한 장기적인 동향에 관한 주요 정

을 분석하여 국가적 시스템 확립을 위한 과제가

보 출처로 매년 영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을 조사

무엇인지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하고 연례 보고서를 발간한다(CIPFA, n.d.).

안인자(2004)는 도서관 통계가 내부적으로

일본의 경우, 도서관 통계는 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 업무파악 및 평가가 가능하고, 외부적

(Jap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수집하는데,

으로는 사회 속에서 도서관의 가치 및 업적을

이 협회는 일본의 도서관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미 연구된

의 일환으로 도서관 관리 운영 서비스 및 기술

각국의 통계 및 기준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다. 일본도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7개

관협회는 일본의 도서관을 대표하는 종합적인

부문 31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도서관 통계

전국 조직으로서 도서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

항목을 제안하였다.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서관 정보 수집

안인자 외(2007)는 국제적 도서관 통계표준

및 제공은 일본의 도서관(1953년 창간), 도

에 근거하여 한국 도서관 통계 실용안을 작성

서관 연감(1982년 창간)을 매년 발행을 통해

하고 이를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과정을 거쳐

제공하고 있다(日本図書館協會, 2021).

관종별 도서관 통계 관리 체계 및 개발 방향을

도서관 통계는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 의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적으로 호환

생성되고 유통 및 이용된다. 이들 기관마다 제

이 가능한 통계 생산과 표준화된 형태의 통계

시되는 통계지표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조사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도서관 정책 수립

도서관 발전에 도모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는

및 연구를 위한 풍부한 기초자료 제공의 역할

점에서 통계 수집의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을 기대하였다.
조현양, 김홍렬(2012)은 공공도서관 통계지

2.2 선행 연구
도서관 통계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통계지표

표 항목의 개선을 위해 지표와 관련된 각종 법
률 및 기준을 조사하고, 2007년~2010년 4년간
의 통계조사 응답률을 분석하였다. 응답률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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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삭제하고,

관련 통계를 많이 사용하며, 도서관 활동의 특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서비스 및 환경을 반영한

징을 잘 보여주는 항목들을 가장 많이 사용한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

다고 밝혔다.

공도서관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통계항목

Blake, Schleper(2004)는 사서가 장서 관리

구성을 통한 타관종과의 차별화를 제시하였다.

에서 필요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

후자의 경우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몇몇 연구

관에서 수집한 통계나 다른 데이터를 어떻게

가 진행되었는데 이경진(2020)은 2018년 공공

이용할지, 그리고 그때 정보나 데이터를 축적

도서관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방

하는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설명하고자 하였

문자 수 및 자료실 이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요

다. 이용 통계를 포함하여 동료 비교, 비용 대

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 유치에는 책

이용 등 다양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이나 자료,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도 중요

사용하는 것이 장서의 강점과 약점을 보다 완

하지만 프로그램, 교육, 행사, 회원 수, 개관시

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 건물의 스타일과 노후 정도 같은 소프트웨
어적 요소도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경진, 송명규(2020)는 2014년부터 2019년

3.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까지 공공도서관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도
서관 이용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시계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은 2021년 현재 공공

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장서 및 연속간행물

도서관을 비롯하여 다수 도서관 관종에 대해

등의 자료 요소보다 문화 및 도서 프로그램, 시

최근 5년 동안 수집된 도서관 통계 데이터를 원

설규모 관련 요소들이 이용자 규모에 미치는 영

시데이터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

더 오래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는 향후 도서관의 운영과 인력 및 예산 분배에

통계자료 추출 요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를 고려함에 있어 지침이나 근거가 될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통계 중에서 기준 연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역할 및 정체성이나 방향성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통계를 대

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Liu, Zweizig(2001)는 미국의 공공도서관 관

2008년 우리나라의 도서관 통계가 공식적으

장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데이터와 공공도

로 수집되기 시작한 이래 통계조사 항목은 적

서관 서비스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설문을 조

절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계속 변화하여 왔다.

사하고 이들 관장이 많이 사용하는 통계나 특

가장 많은 변화는 2012년이며, 통계 수집 기준

별히 유용하다고 생각한 통계를 집중 분석하였

연도로는 2011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연구

다. 관장들은 통계 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에서는 기준 연도 2007년부터 2020년 동안의

도서관 서비스 통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통계 항목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현재까지 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다른 도서관과 비교

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항목과 통합된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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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하여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2007년 통계

툴과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Matplotlib 패키지

데이터에서 ‘메타데이터 구축 건수’는 도서 자

를 사용하였다.

료에 대해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합
쳐 데이터를 제공한다. 따라서 앞서 나누어진
데이터를 더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최근 데이터

4. 공공도서관 현황 및 시설
분석

와 동일하게 되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기본 정보는 최근 연도의 데
이터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이전에 잘못된

4.1 공공도서관 현황

또는 변경 전 정보를 최근 것으로 수정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공공도서관 수

예를 들어 도서관 이전이나 리모델링 등 여러

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172개관

가지 이유로 도서관 이름이 변경된 경우나 행

이다. 이는 2019년 미국의 9,057개관이나 2020

정 개편으로 인한 시군구의 변화 등도 도서관

년 기준으로 독일의 6,859개관, 일본 3,316개관

코드를 이용하여 한 도서관에 대해 최신 정보

에 비하면 아직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를 갖도록 처리하였다. 아울러 최근 통계데이

각국이 갖는 다양한 차이가 있기에 공공도서관

터에는 오류가 적으나 초창기의 오래된 데이터

총 수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

에는 일부 누락 값(missing value)이나 터무니

가별 1관당 인구수로 계산하면 미국 36,333명,

없이 큰 값을 가진 항목의 경우 이를 이전 또는

독일 12,215명, 일본 38,141명인데 비해 우리나

이후 연도의 연속 상에서 중간 값이나 최신 값

라는 1관당 인구수가 44,223명으로 상대적으로

으로 수정하였다.

더 많은 공공도서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

이후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항목은 2007년

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부터 현재까지 공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항목

고 있는 추세인데, 2007년의 전체 공공도서관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수 600개관(1관당 인구수 81,139.4명)에 비해

조사 항목 중에서 ‘도서관 기본 정보’ 항목과

현재는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및 설비’ 항목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반
적인 공공도서관 현황에 대해 시간적 변화 추

4.1.1 설립 주체별 현황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변화에

본격적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데

대해 우리나라의 인구수와 1인당 명목 국내총

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2007년(기준 연도)부터

생산(GDP per capita)과 비교하였는데, World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구분 항목과 설립주체 항

Bank(https://www.worldbank.org/)로부터

목을 기준으로 시간 추이에 따라 도서관 수를 살

196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데이터를 내려 받았

펴보면 <표 3>과 같다. 통계조사 시작 연도인

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시도)에 따른 인

2007년과 최근 연도인 2020년의 공공도서관 설

구수도 이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pandas

립주체에 따른 비율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344

정보관리학회지 제38권 제3호 2021

<표 3> 공공도서관의 구분 및 설립주체에 따른 연도별 현황
구분
설립주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청
1
1
1
1
1
1
1
1
1
1
1
2
2
2

공공(어린이)
사립
3
4
4
4
4
4
4
4
4
3
2
3
3
2

지자체
33
40
57
66
73
78
80
83
84
88
92
94
96
100

(a) 2007년

교육청
226
228
228
231
231
231
231
231
231
230
230
231
232
233

공공(일반)
사립
13
14
13
15
16
16
15
15
17
18
18
20
21
21

지자체
324
357
400
442
461
498
534
596
641
670
699
746
780
814

합계
600
644
703
759
786
828
865
930
978
1,010
1,042
1,096
1,134
1,172

(b) 2020년

<그림 1> 설립주체에 따른 공공도서관 비율

<표 3>을 보면 2007년의 공공도서관 수는

을 지나면서 새로 건립된 대다수의 도서관을

600개관이었으며, 2020년은 1,172개관으로 14

지자체에서 설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년 만에 전체적으로 약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보

러한 관점에서 설립주체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이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지

증가 부분을 분석하면 설립주체가 지자체인 일

자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비율이 59.5%에

반 공공도서관의 경우 324개관에서 814개관으

서 78.0%로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14년

로 약 2배 넘는 증가를 가져왔으며 어린이 공공

한국의 공공도서관 통계에 대한 분석 연구 345

도서관의 경우 33개관에서 100개관으로 약 3배

리나라 전체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중 위탁

증가하였다. 교육청 소속 경우 어린이 공공도

운영 도서관은 67개관이었으며, 직영 운영 도서

서관은 1개관에서 2개관으로, 일반 공공도서관

관은 290개관으로 위탁 운영 비율은 18.8%에

은 226개관에서 233개관으로 7개관이 늘어나

해당하였다. 2020년에는 위탁 운영 도서관 229

소폭의 증가를 가져왔다. 설립 주체가 사립인

개관, 직영 운영 도서관 685개관으로 위탁 운영

공공도서관도 13개관에서 21개관으로 2배에

비율이 25.1%로 2007년 대비 6.3% 증가하였다.

조금 못 미치는 증가량을 보여, 비록 수가 적을

도서관의 수가 14년 동안 약 2.6배 증가하였지

지라도 꾸준히 증가하는 유의미한 모습을 볼

만, 위탁 운영 도서관은 67개관에서 229개관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난 14년간 2배에 가까운

로 이보다 훨씬 많이 3.3배 증가하였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증가는 주로 지자체에 의해 건립

2010년 전후에 가파르게 증가하다 최근 들어 그

되고 운영되는 도서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증가세가 다소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있다.

지역별로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전북과 울산
은 위탁 없이 모든 도서관이 직영 운영을 하고

4.1.2 지자체 공공도서관 위탁 현황

있으며 <표 4>에 제시된 경기, 대구, 서울, 인천

도서관 통계조사에서 도서관 운영 방식은 크

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도는 대체로 1개관에서

게 직영과 위탁 여부로 나뉜다. 여기서 위탁은

4개관 정도로 그 수가 미미하다. 위탁 운영 비

도서관 위탁 운영을 말한다. 윤희윤(2008, 7)은

율이 높은 시도는 서울이 90.7%로 1위에 해당

“도서관 위탁경영[운영]은 공공부문의 재정적

하며, 대구(51.9%), 인천(43.5%) 순으로 나타

취약성, 행정조직의 비대화 및 저효율성에 대

났다. 서울은 원래 통계조사를 시작한 해부터

한 자성적 비판, 행정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시

위탁 운영 비율이 높았지만, 대구와 인천은 최

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도입된 아웃소싱의 확장

근 10년 전부터 급격하게 위탁 운영 비율이 높

된 기법”으로 함의하였는데, 이러한 위탁에 의

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난 10년 동안 새로

한 도서관 운영은 십여 년 전부터 많은 논의가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기존 도서관에 대해 수탁

되었을 만큼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자에게 위탁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선진

도서관의 위탁 운영은 대부분 지자체 소속 도

국에서는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이 1%이하 인

서관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위

데, 한 연구자의 말처럼 이들 지자체가 도서관

탁 사례는 2013년까지 인천 지역에서 한두 곳

위탁 운영 확대방안에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해

정도 있었으나 그 후 현재까지는 한 곳도 없다.

볼 수 있다(윤희윤, 2008).

따라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 소

초기인 2007년과 최근인 2020년의 시도별 차

속 도서관의 운영 방식을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

이를 비교해 보면,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2007

하여 이에 해당하는 도서관 수와 비율을 제시하

년 통계조사에는 전체 위탁 운영 도서관 67개관

고, 위탁 비율이 높은 지자체인 경기, 대구, 서

에서 39개관(58.2%)의 설립주체가 서울시이며

울, 인천을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2007년 우

경기도가 11개관(16.4%)으로 이 두 시도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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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운영 방식 현황
지역
전국
운영방식 위탁 직영
2007
67
290
2008
83
314
2009
104 350
2010
116 392
2011
132 402
2012
144 432
2013
158 456
2014
174 505
2015
186 539
2016
191 567
2017
205 586
2018
213 627
2019
221 655
2020
229 685

%
18.8
20.9
22.9
22.8
24.7
25.0
25.7
25.6
25.7
25.2
25.9
25.4
25.2
25.1

경기
위탁 직영
11
90
13
100
17
109
18
128
20
132
22
145
23
154
27
174
25
187
29
200
29
207
29
220
31
231
31
240

%
10.9
11.5
13.5
12.3
13.2
13.2
13.0
13.4
11.8
12.7
12.3
11.6
11.8
11.4

대구
위탁 직영
0
2
0
3
1
4
4
5
4
6
4
6
6
6
8
6
9
7
11
7
13
6
13
11
14
12
14
13

%
0.0
0.0
20.0
44.4
40.0
40.0
50.0
57.1
56.3
61.1
68.4
54.2
53.8
51.9

서울
위탁 직영
39
1
51
1
64
4
68
7
77
6
84
6
91
6
101
5
113
6
112
7
123
9
130
15
138
15
146
15

%
97.5
98.1
94.1
90.7
92.8
93.3
93.8
95.3
95.0
94.1
93.2
89.7
90.2
90.7

인천
위탁 직영
2
5
4
5
7
9
9
9
13
10
16
12
19
12
19
15
19
19
19
20
20
20
20
21
20
24
20
26

%
28.6
44.4
43.8
50.0
56.5
57.1
61.3
55.9
50.0
48.7
50.0
48.8
45.5
43.5

도서관 위탁 운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20

이나 도시관리공단 32개(13.8%), 학교 법인이나

년의 경우 서울시가 14년 동안 더 많은 도서관을

종교 단체 13개(5.6%) 순이었다. 그 동안 도서

위탁하면서 여전히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관 수탁 주체가 공단 위주에서 지자체 문화재단

있다. 다음으로 수적으로는 경기도가 많지만 대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 경기도 내에서의 위탁 운영 비율은 매우 낮아
진 것을 알 수 있다.

4.1.3 개관 연도 분석

위탁 도서관의 운영 주체의 변화를 살펴보기

우리나라의 도서관 통계는 앞서 설명하였듯

위해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서 2007년과 2020

이 1950년대부터 2003년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년의 위탁기관 항목을 분석하였다. 2007년에는

불린 한국도서관통계와 이후부터 한국도서

전체 67개의 도서관이 위탁 운영되었는데, 다

관연감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도서관연감

른 연구(곽동철, 2007, 390-393)와 같이 시설

도 2008년부터는 기준 연도 2007년에 해당하는

관리공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이 32개관(46.4%)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 조사한 관종별 도

으로 가장 많은 위탁 운영 주체를 차지하였다.

서관 통계 현황을 기초로 수록하였으며 이후

그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단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체 25개(36.2%), 소수의 학교 법인 및 종교 단

최근에는 연감이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

체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56.9%에 해당

부터 정확한 도서관 통계 현황을 알 수 있지만,

하는 132개 공공도서관의 수탁 기관이 지자체

7-80년대의 경우 통계자료가 격년으로 발간되

소속의 문화재단이나 유사 기관이었으며, 사회복

어 매해 통계 현황을 알 수 없다.

지법인 및 사회단체 47개(20.3%), 시설관리공단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통계 항목 중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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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연도가 있는데, 이 항목의 값은 2007년 시스

격히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템 구축 당시에 이미 개관한 도서관은 그 도서

흐름을 시도별로 본다면 경기도와 서울이 가장

관의 개관 연도를 반영하였으며, 그 이후에 개

주요함을 알 수 있다. 2020년 현재 경기도에 속

관한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1,172개관

요건을 충족하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가입

중 286개관(24.4%)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88

이 승인된 연도를 개관 연도로 설정한다. 개관

개관(16.0%), 경상남도 75개관(6.4%) 순으로

연도가 2007년 이전인 도서관의 경우 그들의 역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및

사를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도와 나머지 지역은 도서관 수에서 많은 차

일차적으로 개관 연도를 적용하되 앞서 제시한

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종류의 통계를 적용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

현존하는 도서관 중에서 개관 연도가 가장

17개 시도별 도서관의 수를 연도에 따라 분석하

오래된 도서관은 1901년의 부산광역시립 시민

면, <그림 2>와 같다. 다만 이 그림에서 폐관으

도서관이며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1919년,

로 도서관의 기록이 사라지거나 이관으로 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1920년 순이다.

연도를 변경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의 경우 韓國圖書館

외되어 일정부분 부정확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一覽表(한국도서관일람표)에 부산시립도서관

후자의 사례는 실제 2005년 전후로 통계연감의

으로 표기되어 수록되어 있으며 개관 연도도

수치보다 개관 연도에 의한 도서관 수가 더 많

단기4232년인 1901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김세

<그림 2>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의

익(1992, 237-239)은 부산도서관(이전 명칭으

수는 1970년도 중반, 그리고 1990년대 초중반,

로 부산부립도서관) 또는 더 오래된 초기 명칭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두드러지게 증가하였

으로 일본 홍도회 부산지부 도서실로 그 규모를

다. 특히 2005년을 계기로 그 증가 기울기가 급

소규모로 추정하였으며 김영석, 이용재(2018)

<그림 2> 1970년 이후 각 시도별 도서관 수
* 점선은 한국도서관통계와 한국도서관연감에 나타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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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도서관 설립 목적에서 설립 주체 및 공

정점에서 다소 하락하여 31,489달러였으며 공

공 예산 그리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무료로

공도서관은 1,172개관으로 늘었다. 특히 <그림

개방되어 한다는 공공성에 비추어 보면 부산시

3a>를 보면 1인당 GDP와 도서관의 증가는 전

립시민도서관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최초

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내지 효시에 해당하는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

수 있다. 도서관 수와 이들 변인에 대한 피어슨

장하여 1901년이라는 개관 연도는 논란거리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인 모두 상관관계

될 수 있다.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당 GDP와 도서
관 수는 상관 계수가 0.9872(p값 0.0000)로 양의

4.1.4 1인당 GDP와 공공도서관의 상관관계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구수와 도서관

공공도서관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는 변인

수도 상관 계수가 0.8463(p값 0.0000)으로 양의

은 다수가 있지만, Kevane과 Sundstrom(2014)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 도서관과 같은 교육적 기관의 발전과 관련

전국 시도별 인구수와 해당 시도의 도서관

있는 변인으로 소득, 도시화, 평균 교육 수준 및

수 사이의 관계를 분산 정도로 파악하기 위해

문해력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변인들을 제시하

산포도를 그려 <그림 3b>를 얻었으며, 상관분

였다. 이들 변인 중에서 소득과, 도시화의 한 측

석을 통해 두 변인 사이의 상관 계수가 0.9760

면으로 인구수에 대해 도서관 증가와 관련 여

(p값 0.0000)으로 양의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부를 분석하였다. 1960년대부터 공공도서관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b>에서 가장 우

증가와 인구수 및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

측에 있는 두 점은 각각 경기도와 서울을 나타

(GDP per capita)을 비교하면 <그림 3a>와 같

내는데 이들 시도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

다. 19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수는 약 2,501만

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명이고 1인당 GDP가 약 158달러였으며 공공

40.4%가 이들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듯

도서관의 수는 17개관이었으나, 2020년에는 우

전체적으로 도서관 수와 시도별 인구수가 비례

리나라 인구수는 5,178만 명으로 1인당 GDP가

함을 알 수 있다.

(a) 시간적 추이

(b) 시도별 산포도

<그림 3> 도서관의 증가와 1인당 GDP 및 인구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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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공도서관 시설 및 설비

4.2.1 도서관 부지면적과 건물 연면적 현황
도서관 부지면적과 도서관 건물 연면적에 대해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연도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시간적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한데, 그중에

추이를 분석하면, <그림 4>와 같다. 부지면적은

서 도서관 건물은 필수적이다. 도서관 통계조사

주차장,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면적에 해당하는데

에서 시설 및 설비 관련하여 조사하는 항목은

평균적으로 보면 지자체 소속 도서관이 2007년부

크게 면적, 좌석 수, 설비 및 시스템 구축으로

터 계속 교육청 소속 도서관 보다 더 넓은 부지면

나누어진다. 면적의 경우 도서관 부지면적과 도

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서관 건물 연면적으로 구분되며 좌석 수는 총

도서관 건물 연면적에서는 반대로 교육청 소속

좌석 수, 어린이 열람석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도서관의 건물이 지자체 도서관 보다 더 넓은 것

열람석으로 구분되어진다. 설비 및 시스템 구축

을 알 수 있다. 즉 도서관 건물의 주변 면적은 지

은 이용자용 컴퓨터 수, 무선인터넷 설치 유무,

자체 소속 도서관이 더 넓은데 건물 안의 면적은

시스템 구축 현황 그리고 모바일도서관 서비스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 더 넓은 것을 의미한다.

유무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4> 좌측 하단에서 2010년 부지면적의

<그림 4> 도서관 부지면적 및 건물 연면적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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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가 매우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

부터 수집되었으나 어린이 열람석과 노인 및

당 연도에 성남시가 판교도서관을 건립하였는

장애인 열람석 관련 통계는 기준 연도 2011년

데, 이 도서관의 부지면적이 946,887.3㎡이며

부터 수집되었다. 이들 통계의 연도별 평균을

현재까지 가장 넓은 부지면적의 도서관이다.

추이 분석하면, <그림 5>와 같다. 도서관에서

또한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과 영종하늘

총 좌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의 경우 각각 693,252㎡와 351,889.5㎡

보이는데, 이는 도서관이 공간 구성에서 독서실

로 다음으로 부지면적이 넓은 도서관에 해당한

화 되어 있던 일반열람실 보다 자료열람실을 늘

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최근 들어 지자체

리거나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다양한 공간 활

소속 공공도서관 중에는 공원처럼 넓은 부지를

용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관 연도

갖는 몇몇 도서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2000년을 기준으로 도서관의 공간 구성의 변화

확인할 수 있다.

를 제시한 연구(고재민, 조현양, 고흥권, 2015)에
서도 이러한 변화가 잘 드러나는데, 2000년 이전

4.2.2 좌석 및 열람석 현황

에 개관한 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이 18.4%라면

도서관의 전체 좌석 수 관련 통계는 2007년

이후에 개관한 도서관은 7.0%로 줄어든다거나

<그림 5> 도서관 좌석 수와 이용자 컴퓨터 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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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실이나 문화교육실과 같은 공간이 늘어

인 반면, 지자체 도서관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

나는 등 공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경향이 보인다.

연구는 개관 연도를 2000년을 기준으로 하였지

도서관에 설치된 이용자용 컴퓨터 관련 통계

만, 도서관 통계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개관한

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평균적으로 10대 정도

도서관도 총 좌석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 많은데, 대체로 시간에 따라 그 설치된 수가

즉 최근에 건립된 도서관뿐만 아니라 오래된 도

감소하고 있다. 모바일도서관이나 무선 인터넷

서관도 총 좌석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

의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라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

나타났다.

다. 공공도서관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도서
관의 본연의 기능인 자료 소장과 정보서비스를
위한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추려는 흐름에서 이

4.3 이동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

러한 경향이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는 해당 건물 중심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 총 좌

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용자가 그 건물

석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을 방문해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

어린이 열람석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보다 지

공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기 위

자체 소속 도서관이 평균적으로 더 많이 구비하

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열람석의 경우

하는 이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서비스가 필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에 대폭 감소하

요하다. 이동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이 중심이

는데, 이는 2020년 기준 통계항목의 산출방식에

되어 전통적인 차량 중심의 이동문고로 도서관

서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열람석과 노인 및

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소방서나 군부대를 지

장애인 열람석 항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차체의 예산을 지원받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통계항목을 입

아 새마을회 등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력하는 일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어린이 열

(조용완, 2016).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도

람석을 산출하는데 있어 온돌식 좌석의 경우 면

서관의 숫자가 많아지고 차량 등 유지보수의 어

적 3.3㎡당 1석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이 추가된

려움도 있어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는 점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에서 2014년

‘전국공공도서관통계’에서 ‘이동도서관’ 항목

정점으로 열람석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경향이

은 실제 이동도서관뿐만 아니라 순회문고(또는

보이는데, 이 시기를 전후로 몇몇 어린이 도서

집단 장기 대출)와 같이 장서의 이동 현황도 함

관이 개관하여 도서관 통계에 잡히다가 이후

께 포함하여 조사한다. 전국에서 이동도서관이

조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노인 및 장애인

나 작은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수를

열람석의 경우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더 많이

분석하면, <그림 6>과 같다. 2010년을 기점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순회문고 등의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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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순회문고를 포함한 이동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협력 현황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5. 결 론

또한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도 이동도서관 서
비스가 상승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도

이 연구는 현재까지 공개된 2007년부터 2020

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수가 다른

년까지 공공도서관 통계 중에서 ‘도서관 기본 정

연구(조용완, 2016)의 조사 대상 도서관 79개관

보’, ‘도서관서비스 지원기관 현황’과 ‘시설 및 설

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은 순회문고나 도서의 집단

비’ 항목을 중심으로 14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도

대출 형태로 서비스가 변경되어가고 있음을 보

서관의 변화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

여준다. 여기서 순회문고는 학교, 어린이집, 복지

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터 관련 데이터

관, 요양원, 군부대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협약을

를 수집하고 동일한 조사 항목을 연도에 의해 통

맺어 진행한다. 예를 들어 2020년 통계에서 가장

합하여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우리나라 인

많은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 도서관은 대

구수와 1인당 GDP 등 관련 데이터도 수집하여

구의 2.28기념학생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은 교육

이들과 공공도서관의 변화 사이에 상관분석을 실

청 소속 도서관으로 대구 지역 각 학교와 학급에

시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툴인 pandas와

책꾸러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Matplotlib 패키지를 사용

작은도서관 서비스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지자
체 소속 도서관은 계속 많아지는 반면, 교육청 소

하였다. 14년 동안 공공도서관의 변화 추이 및 현
황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속 도서관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자체 소속 도

첫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07년에 비해

서관의 지속적인 증가는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

2020년은 양적 측면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

업이나 지자체 자체에서 작은도서관을 행정적으

였다. 이러한 증가를 설립주체별로 보면 지자

로 지원하기 위해 그 부분을 관내 주요 도서관에

체 소속 도서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실제

배정하여 작은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RFID와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수는

같은 각종 설비 및 시스템 지원이나 상호대차를

324개관에서 814개관으로 약 3배 가까운 증가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여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의 78%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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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지자체 소속 어린이 도서관도 3배에 해

소속 도서관이 더 넓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더

당하는 증가를 가져왔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

넓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와 서울시가 가장 주목할 정도로 도서관이 증가

다섯째, 공공도서관에서 시설 및 설비의 통

하였는데 2020년 현재 각각 전체 공공도서관에

계조사는 공간 구성 측면에서 지난 십여 년 동

대해 24.4%, 16.0%를 차지하였다.

안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데, 도서관의 총 좌석

둘째, 1960년대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공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 열람석과 노인

공도서관의 변화는 17개관에서 1,172개관으로

및 장애인 열람석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늘었다. 이러한 극적인 증가에 대해 국민 개인

였다. 도서관 건물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비

당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1인당 GDP와 인구

해 총 좌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도서관에 대

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

한 지역사회나 최근 시대적 변화에 의한 요구

수가 각각 0.9872와 0.8463으로 나타나 매우 강

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여섯째, 서비스 지점에 대한 통계로 공공도

셋째, 도서관 계에서는 지난 수년간 공공도서

서관이 제공하는 이동도서관 서비스는 차량을

관 위탁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통계조사

이용한 전통적인 형식이나 순회문고와 같은 도

기준 연도 2007년에 위탁 운영된 지자체 소속 공

서의 집단 대출 형식을 모두 의미하는데, 지자

공도서관이 67개관이었으나 2020년에는 229개관

체 소속 공공도서관보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으로 그 비율이 18.8%에서 25.1%로 상승하였다.

관이 더 많이 참여하며, 작은도서관 지원 서비

이 기간 동안 많은 공공도서관이 새로 건립되었

스의 경우는 반대로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도서관이 위탁 형태로 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탁 운영 비율이 높은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4년 동안 생산 축

지자체는 서울이 90.7%이며 대구 51.9%, 인천

적한 공공도서관 통계에 대해 처음으로 시간에

43.% 순으로 높았다. 또한 2007년에는 수탁의 주

따른 변화와 그 추이를 분석하고 개괄적으로

체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관리공단이 다수였다

그 현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 공

면 최근에는 지자체 문화재단이 56.9%로 다수를

공도서관의 변화와 발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차지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나 다양한 변

넷째,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부지면적과 건물

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데

의 연면적의 변화 추이를 보면, 부지 면적의 경

이터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여 각 시도별로 어

우 각각의 도서관마다 편차가 크지만 시간이

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거나 거시적으로 국

지남에 따라 점점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며 지

가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정치

자체 소속 도서관이 교육청 소속 도서관보다

적 관점이나 정책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공공도

더 넓은 도서관 부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서관의 발전을 가속화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에

다. 다만 도서관 건물의 연면적에서는 교육청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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