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
Applications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in LIS
박성재(Sung-Jae Park)*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플로리다주
Lake 카운티 도서관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논의하였다. GIS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지오코딩, Thiessen
다각형, 밀집도, 버퍼, 이동거리의 측정 등의 툴들을 이용하여 도서관 이용자 정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서관 이용자의 위치나 분포형태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었고 도서관 서비스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계획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Thiessen 다각형이나 버퍼를 통해
이동거리가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보다 현실적인 도서관 이용자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Using the library users' data in Lake County Public Library Systems, Florida, US, this
study discussed how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can be applied in LIS fields. These
data were analyzed with such GIS functions as geocoding, Thiessen polygon, density, buffer,
and distance measurement. Results indicate that findings from a study of these functions
allowed for, not only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eographic locations of library users
and user’s library activity patterns, but also for the ability to identify library market areas
for future library service planning. Additionally, results from a study of the Thiesen polygon
and buffer functions indicated the distance impact on library use. Regarding the travel
distance of library users, the measurement of distance using road networks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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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리고 그 실제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하고자 하
는데 있다. GIS는 지리정보를 다루기 위한 툴

도서관은 이용자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가

박스라는 정의가 보여주듯, 다양한 도구들을 포

지고 있다. 도서관 대출증을 등록할 때 이용자

함하고 있는데, 이들 도구들 중 공공도서관 분

의 인적사항이나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 대출

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과 관련된 정보, 예를 들면, 대출자료에 대한 정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단순히 기능에 대한 설명

보, 대출일, 반납일 등의 정보가 도서관 데이터

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데

베이스에 포함된다. 이들 정보를 통해 도서관 사

이터를 이용하여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그

서는 도서관 이용자는 누구인지, 어떠한 도서관

분석된 결과는 어떻게 해석되고, 실제 도서관

자료들이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이다. 사례 지역으로 Lake 카운티 도서관으로

도서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방대한

부터 제공받은 도서관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GIS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공간적 이용행태를

될 수 있다. 단순한 통계 수치를 이용하여 분석

분석하였다.

이 가능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지리정보시스
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을 이용한 분석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루어

2. 이론적 배경

지고 있다(Lee 2007; Ottensman 1997).
도서관 이용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이용
자의 주소 정보는 GIS를 통해 전자지도로 전환

2.1 지리정보시스템 개요

되어지고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된 자료는 도

GIS는 지리정보를 생산하고 가공을 통해 지

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

물론 도서관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GIS는 컴퓨터를

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

이용한 Tobler(1970)의 자동화시스템이 개발

다(Koontz 1997). 그러나 한국 문헌정보학 분

되면서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Tobler는 입력

야에서 GIS는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 박성재

과 가공, 출력의 세 가지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

(2005)의 시 지역에서 도서관 입지선정을 위해

세스를 통해 지리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개발

GIS를 활용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구되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상에서 재사용

고 있지 않다.

이 가능한 다양한 모듈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분야,

이 개발되었다. 1980년대에는 PC에서 사용가

특히 공공도서관 영역에서의 GIS의 활용가능

능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됨으로서 GIS의 대

성을 논의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자 및 도서

중화가 가능해졌다(Clarke 1995).

관 분야 종사자에게 GIS에 대한 이해와 가치,

GIS가 발전함에 따라 그 정의 또한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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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다. 주로 정보시스템, 툴 박스, 과학적

Raleigh and Urdal 2007), 선거관련 지리적 특

접근 등의 세 가지 정의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Gimple 2008; Perepechko, Kolossov, and

데, 먼저, Dueker(1979)는 GIS를 “점, 선, 면으

ZumBrunnen 2007), 위험요소 관리(Guinau,

로 정의될 수 있는 인간의 공간적 행위 정보를

Pallas, and Vilaplana 2005; Liu, Huang, and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정보시스

Chandramouli 2006), 건강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템”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는 정보시스템과

(Hare and Barcus 2007; Stellman et al. 2003),

데이터베이스의 두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데이

그리고 정보 접근성(Kinikin 2004; Prieger and

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특성들이

Hu 2008; Xia 2004b)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

GIS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Burrough(1986)는

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특정 목적을 위해 실세계의 공간데이터를 저

있다. 특히 정부기관의 정책 결정은 공간의 행

장, 검색, 전환하는 도구들의 집합”으로 정의했

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

다. 인간 행동의 다양한 특성들을 공간적인 특

책 결정과정에서의 GIS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툴 들이

(Logley, Goodchild, Mcquire, and Rhind 2005).

개발되었고 이러한 툴 들을 모아 놓은 시스템을

GIS는 현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행동

GIS라고 명명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툴 박스

과 사회 현상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함으로써

등의 정의는 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측면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

에서의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연구자들

에는 정보과학적 접근 방법이 제안되면서 단순

에게 점차 각광받고 있다(Goodchild and Janelle

히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GIS라기 보다는 과학

2004).

적 접근법을 사용한 인간의 공간적 행위를 재구

Steinberg와 Steinberg(2006)은 사회현상

성하고 사회 현상들을 재해석하는 지리정보과

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

학으로서의 GIS로의 개념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운 방법으로 지리적인 접근법을 강조하면서 사

있다(Goodchild 1992).

회과학 분야에서의 GIS 활용을 제안했다. GIS
는 지리적인 특성들과 사회 정치적인 특성들을

2.2 GIS의 활용

통합하는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특성
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GIS는 지리학 분야에서 개발, 발전되었지만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

지리적인 논의들을 사고하게끔 함으로써 연구

회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공간

자의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적 접근은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최근에 GIS는 항공사진, 리모트 센싱, 위치정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현상

보시스템(GPS) 등과 함께 기능적으로 통합됨

분석에 GIS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으로써 공간 데이터에 대한 분석능력이 향상되

갈등현상에 대한 분석(Buhaug and Rod 2006;

었다. 이는 GIS의 공간분석 능력의 향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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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고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보여주

가능케 하고 있다.

고 있다. 그는 거리의 효과에 대한 분석, 서비스
지역분석, 새로운 도서관 계획, 인구학적 정보

2.3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GIS 활용

와의 통합분석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Kinikin(2004)과 Lee(2007)는 각각 새로

GIS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점차 그 활용범위

운 도서관의 위치와 도서관 서비스 지역분석을

가 넓어지고 있다. Michalec와 Welsh(2007)는

위해 GIS와 도서관 이용자 자료를 이용하였다.

1990부터 2005년까지 출판된 GIS관련 146편

이들 연구들은 GIS가 도서관 경영과 관련된 분

의 논문을 수집, 분석한 결과, 도서관 관련 학

야에서 얼마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술지에서 GIS관련 논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Ferguson(2007)은

덧붙여, 도서관 이용자 정보와 외부의 다양

도서관 서비스와 장서개발을 위해 GIS를 활용

한 도서관 관련 정보는 GIS에서 통합, 분석될

한 다양한 예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도서관은 도서관 이

있다. 한 예로, Xia(2004a, 2004b)는 도서관

용증 발급정보, 도서대출 정보 등의 방대한 양

안에서의 공간구성과 활용, 그리고 장서에 대

의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 데이터

한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해 GIS를 활용하기도

는 매 10년 마다 행해지는 인구주택 총 조사 정

하였다.

보와 통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Koontz와 그녀

또한 GIS는 이용자 연구를 바탕으로 한 마

의 동료들은 2000 미국 인구주택 총 조사 데이

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분석도구 중의

터와 공공도서관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공공

하나이다. 예를 들면, ‘어느 도서관이 잠재적인

도서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Public Library

도서관 이용자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가?’, ‘어

Geographic Database)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떤 교통수단이 최적의 입지선정 장소에 인접해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도서관 사서 및 연구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의 서

자들은:

비스 지역에 거주하는가? 그리고 인구학적 특
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줌으로
써 이용자에 대한 이해는 물론 도서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Koontz 1997).

(1)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
(2) 폐관될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가장 가
까운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분석,
(3) 도서관의 접근을 방해하는 지형적인 장

특히, GIS는 전자지도상에 이용자들의 위치

애물이나 대체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는

를 표시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

문화적인 특성들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

계획수립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Kinikin

게 한다.

2004; Lee 2007; Ottensmann 1997). Ottensmann
(1997)은 도서관 환경에서 GIS를 어떻게 이용

현재의 이용행태 분석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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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능력이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과의 조합을 통해 보

현재의 도서관 관리자에게 요구되고, GIS는 이

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오코딩 프로세스를 통해 도
서관 이용자의 주소가 전자 지도 위에 표시됨
으로써 2 장에서 설명되었던 GIS의 다양한 활용

3. 사례연구

이 가능하다. <그림 1>은 지오코딩 프로세스를
통해 나온 Lake 카운티에 있는 도서관과 그 이

3.1 데이터 수집

용자들의 주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과 같
이, Lake 카운티는 Marion, Volusia, Seminole,

본 연구는 미국 플로리다 주 Lake 카운티 공

Orange, Osceola, Polk, Sumter 카운티에 둘

공도서관시스템 이용자의 정보를 GIS를 이용

러싸여 있다. Lake 카운티 도서관 규정에 명시

하여 분석하였다. 레이크 카운티는 플로리다 주

되어있듯이, 기본적으로 Lake 카운티 거주민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있으며 총 13개의 공공도

들은 자유롭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서관이 주민 290,435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

지만 다른 카운티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

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등

한 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

록정보와 도서관 자료 대출정보는 중앙 서버에

다. 그러나 13개의 도서관 중 Orange, Osceola,

저장이 되어있고 이들 정보는 SirsiDynix 시스템

Polk 카운티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Citrus Ridge

을 이용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용자 등록 정보로

공공도서관은 Lake 카운티 지역에 위치해 있

성별, 나이, 생년월일, 주소(번지, 시, ZIP 코드

지만 네 카운티가 공동으로 설립한 도서관으로

등), 인종 등이 수집되었고 대출정보로 가장 최

네 카운티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근에 대출한 날짜만이 포함되어 있다.

도록 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많은 이용자들이
Polk나 Osceola 카운티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3.2 GIS 적용방안

있다.

3.2.1 지오코딩(Geo-coding)

3.2.2 Thiessen 다각형

GIS는 이용자의 위치정보, 즉 주소를 이용하

GIS는 도서관 사서가 마케팅 전략의 기본이

여 지도위에 그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지오코

되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지역 설정할 수 있도

딩(geocoding) 기능을 제공한다. 지오코딩은 주

록 도와준다. Thiessen 다각형은 거리를 바탕으

소정보를 지도 위에 표기하기 위해 x/y 좌표 혹

로 설정되는데, 여러 개의 점들이 주어졌을 때,

은 위도/경도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Wade &

특정 한 지점에 가까운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된

Sommer 2006). 지오코딩은 GIS를 이용한 사

다. 그러므로. 다각형 안의 지점들은 다른 다각

회현상 분석에서 기본적인 과정중의 하나이다.

형보다 어떤 한 점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

주소정보를 통해 인간 행동의 위치를 파악할

다. <그림 2>는 Thissen 다각형 기능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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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ake County 공공도서관과 이용자 위치

<그림 2> Lake 카운티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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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정된 각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지역을 보여

이동거리만으로 설정될 수는 없다. 도서관 이

주고 있다. Thiessen 다각형을 이용한 서비스

용에 다양한 원인이 있고 여러 장애물들이 도

지역 설정은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거리적으로

서관 이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이동거리 이외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가정을 바

에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서비스 지역설정이

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실제 Thiessen

요구된다. 따라서, 도서관 사서는 이용자는 어

다각형을 이용하여 설정된 서비스 지역에 살고

떻게 도서관을 접근하는지, 도서관이 위치한

있는 특정 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표 1>에서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도서관 이용간의 관계는

잘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65.24%의 도서관 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질 필요가

용자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 2>의 서비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거리가 도서관

지역 지도를 수정한다면 보다 정확한 지도를 만

이용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줌과 동시에 거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 서비스 계획을

리를 이용한 도서관 서비스 지역설정이 의미가

위해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는 중요한 정보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3개의 도서관 중

된다. 이 자료는 개인별로 수집되었다 할지라

에서 Helen 도서관의 이용자 중에서 84.09%는

도 특정 지역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눈 후 각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구역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정보를 제공하고 있

나타났다. 이 도서관은 등록된 이용자 수가 748

다. <그림 2>에서 설정된 경계는 인구주택 총

명으로 13개의 도서관 중에서 가장 적은 곳으로

조사 자료의 경계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지역 커뮤니티 도서관의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

이를 통해, 각 도서관 서비스 지역의 인구학적

서 외부 지역 주민이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

특성들, 이를 테면, 총 인구수, 남녀비율, 자녀의

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

수, 연령별 인구비 등 도서관 서비스 계획 수립

했듯이, Citrus Ridge 도서관의 경우, 인접하는

에 중요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

다른 세 카운티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게 된다.

있고 도서관이 카운티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점
에서 도서관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3.2.3 밀집도

비율(25.43%)이 낮은 점을 알 수 있다. 이 자료

GIS를 이용한 유용한 기능 중의 하나는 어떤

는 도서관 사서에게 도서관 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상이 한 지역에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보

인접 지역과의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주는 밀집도 분석이다. 밀집도 분석을 통해

도서관 설립과 운영이 단순히 한 행정자치단체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이해와 함

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다른 인접한 지역과

께 이용자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다. <그

연계하여 도서관 설립계획을 세우고 운영계획을

림 3>은 Lake 카운티 도서관 이용자를 인종에

마련한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따라 구분한 후, 각 인종별 분포지역을 GIS의

도서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밀집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좌측 상단의

그러나 도서관 서비스 지역 설정은 단순히

지도는 전체 이용자의 밀집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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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서관에 등록된 이용자와 Thiessen 서비스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이용자수 비교
도서관명
Astor
Paisley
East Lake
Umatilla
W.T. Bland
Tavares
Lady Lake
Fruitland Park
Leesburg
Marion Baysinger
Helen Lehmann
Citrus Ridge
Cooper
총계

등록 이용자수

서비스지역 내 이용자수

%

1,854
2,724
4,375
7,510
8,631
12,165
9,075
4,894
10,397
7,231
748
14,662
26,898
111,164

1,481
1,863
2,685
4,161
5,997
9,059
6,468
3,448
6,799
5,628
629
3,728
20,578
72,524

79.88%
68.39%
61.37%
55.41%
69.48%
74.47%
71.27%
70.45%
65.39%
77.83%
84.09%
25.43%
76.50%
65.24%

<그림 3> 인종에 따른 밀집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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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도서관 주변에서 높은 밀집도를 나타내고

용도서의 종류에 따라 밀집도 분석을 실시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동 거리가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서관 서비스 계획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

수립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 이

하고 있다.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곳

용자 정보뿐만 아니라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

은 Cooper 도서관 근처로, 이 도서관은 가장 많

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인구구성을 알 수 있다.

은 이용자를 가지고 있고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

어떤 지역의 일반적인 인구구성과 도서관 인구

다는 점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우측

구성을 비교할 경우, 인구구성에 따라 도서관

상단의 지도는 남미계열 이용자들의 밀집도를

을 이용하지 않는 특정 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

나타내고 있다. 주로 북쪽보다는 남쪽에 있는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잠재

도서관 근처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데

적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

이들 도서관들은 도서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이다.

때 남미지역 사람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개발,
제공한다면 높은 이용은 물론 그들의 만족도 또

3.2.4 버퍼

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좌측 하단은 백인 이

버퍼는 유클리디언 거리, 즉 직선 거리를 이

용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도는 전체 인

용하여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설정된 일정 거

구를 대상으로 한 지도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리의 지역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

다. 그 이유는 Lake 카운티 도서관 이용자의 대

회 현상은 점, 선, 면의 세 가지 지리적인 특성에

부분은 백인들로 전체 이용자의 대략 81%로 나

의해 지도 위에 표현되고, 버퍼는 이들 세 유형

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의 지도는 흑인 이

에 적용될 수 있다. 도서관 계획과 관련하여, 버

용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지도들과 비

퍼는 도서관의 서비스 지역을 파악하고 도서관

교했을 때 특징적인 점은 Leesburg, Fruitland

입지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림 4>는

Park 도서관 근처에 흑인 이용자의 비율이 높

13개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GIS에서 버퍼 기능

다는 점이다. 전체 이용자의 단지 7%만이 흑인

을 이용하여 생성된 1, 3, 5마일 버퍼를 나타내

이용자라는 점에서 낮은 이용률을 보이지만 몇

고 있다. 1마일 버퍼를 생성했을 경우 버퍼가

몇 도서관 주변에서 높은 흑인 이용률을 보이고

겹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3마일,

있다는 점에서 이들 도서관은 흑인 이용자에 대

5마일을 기준 거리로 하여 버퍼를 생성했을 때

한 서비스, 즉, 장서구성이나 도서관 서비스 프

서로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버퍼를

로그램들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이용한 서비스 지역을 설정할 경우, 서비스가

인구학적인 비율 측면에서 연구지역과 한국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

사회가 다르다는 점에서 인종에 따른 밀집도

다. 버퍼를 통해 생성된 지역은 도서관에서 서

분석 결과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비스가 미치는 거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

그러나 다른 여러 요인들, 예를 들면, 성별, 연

가 있지만 서비스 지역 설정을 위해서는 다른

령별, 만약 도서관 대출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

방식, Thiessen 다각형을 이용한 방법이 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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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일 서비스 지역에서 벗어난 곳을 고려하는 것

버퍼의 또 다른 장점은 도서관의 입지 선정

이 바람직할 것이다.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도서관 입지를 선정

또한 <표 2>는 생성된 버퍼에 포함된 각 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 박성재

서관 이용자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 이

(2005)의 연구에서 적용되었듯이, 사회경제적

용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최

조건, 안정성, 교통지리적 조건 등의 기준 외에

근 1년 내에 도서관을 이용한 이용자만을 대상

도 도서관으로부터의 거리 또한 중요한 입지선

으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도서관에 등록 후 다

정의 기준이 된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더 이상 도서관을

5마일 버퍼를 생성했을 때 일부 지역은 많은 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 도서관 등록자수에

용자들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접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를 1년 내로

근하기 위해 최소한 5마일을 이동해야 한다. 그

규정한 후 분석하였다. 대다수의 이용자(82%)

러므로, 만약 Lake 카운티에 새로운 도서관 건

는 도서관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것

립 계획이 있다면 Lake 카운티의 중부 지역, 5

으로 나타났다. 3마일을 적용하여 버퍼를 생성

<그림 4> 1, 3, 5마일 버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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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거리별 이용자의 수 분석 결과
이용자 수
도서관명

전체

1마일

3마일
5마일
(1)
(2)
(1)
(2)
(1)
(2)
(1)
(2)
Astor
1,854
668
628(34%) 249(37%) 1,574(85%)
567(85%) 1,668(90%)
605(91%)
Paisley
2,724
874
2(0%)
1(0%)
7(0%)
1(0%) 1,805(66%)
659(75%)
East Lake
4,375
1,385
417(10%)
122(9%) 2,413(55%)
826(60%) 2,769(63%)
941(68%)
Umatilla
7,510
2,677 1,091(15%) 415(16%) 2,847(38%) 1,025(38%) 3,739(50%) 1,355(51%)
W.T. Bland
8,631
3,172 1,089(13%) 401(13%) 5,402(63%) 1,930(61%) 6,325(73%) 2,228(70%)
Tavares
12,165
4,025 2,214(18%) 718(18%) 5,531(45%) 1,858(46%) 8,100(67%) 2,722(68%)
Lady Lake
9,075
3,410 1,787(20%) 598(18%) 5,788(64%) 2,074(61%) 7,271(80%) 2,716(80%)
Fruitland Park
4,894
1,736 1,607(33%) 506(29%) 3,423(70%) 1,196(69%) 4,017(82%) 1,406(81%)
Leesburg
10,397
4,511 1,211(12%) 508(11%) 5,100(49%) 2,113(47%) 7,067(68%) 3,023(67%)
Marion Baysinger
7,231
2,628 1,389(19%) 528(20%) 4,459(62%) 1,666(63%) 5,504(76%) 2,031(77%)
Helen Lehmann
748
357
404(54%) 199(56%)
575(77%)
289(81%)
615(82%)
304(85%)
Citrus Ridge
14,662
5,841
601(4%)
311(5%) 4,782(33%) 2,341(40%) 6,875(47%) 3,374(58%)
Cooper
26,898
10,355 1,864(7%)
694(7%) 11,284(42%) 3,943(38%) 19,446(72%) 7,421(72%)
Total
111,164
41,639 55,470(50%) 5,250(13%) 65,351(59%) 23,669(57%) 91,820(83%) 34,209(82%)
(1) 도서관에 등록된 이용자의 수
(2) 1 년내에 도서관 자료를 대출한 이용자의 수

했을 때,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 50% 이상의

3.2.5 이동거리

이용자가 3마일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

앞서 제시되었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 특히, Astor 도서관의 경우 85%의 도서관

동거리는 도서관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용자가 3마일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러나 Thiessen 다각형이나 버퍼 분석에서 나

대다수의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과 근접한 지

온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동거리의 영향은 측

역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isley 도서관의

정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두 분석

경우, 거의 모든 도서관 이용자가 3마일 밖에

기법은 유클리디언 거리, 즉 직선거리를 이용

거주하고 있고, 단지 한 명의 이용자가 1마일

하여 분석된다. 그러나 직선거리는 실제 도서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이 다

관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접근 경로를 왜곡

양한 목적에 의해 건립된다 할지라도 이용자의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5>에서 제시된 것과

접근성은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

같이, 도서관과 이용자의 집 사이에 호수가 존

다. Paisley 도서관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보

재하고 직선거리를 잇는 다리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도서관을 건립한

다면 유클리디언 거리를 이용한 이동거리 측정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용자의 도서

은 비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유클

관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서관을

리디언 거리측정은 도서관의 접근성을 연구한

이용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옮겨야 할

논문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측정 방식이다. 대

것이다.

부분의 연구들이 버퍼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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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클리디언 함수와 도로망을 이용한 거리측정 방식 비교

용자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는데 보다 정확한 거

지역주민에 의해 이용된다는 점에서 짧은 이동

리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거리를 보이고 있다. 가장 긴 이동거리를 보이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거리 측정을 위해

는 곳은 가장 최근에 건축된 Citrus Ridge 도서

다른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망을 이

관으로 다른 카운티 주민에게도 개방이 되었고

용하여 이동 거리를 측정하였다. 도로망을 이용

카운티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카운티

한 거리 측정은 이용자가 자동차나 대중교통 수

주민들의 이용이 자유로워 많은 이용자는 물론

단을 이용하여 도로를 따라 이동한다는 가정을

긴 이동거리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의 이동거리

바탕으로 한다. 또 다른 가정은 이용자는 최단

는 이용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통합하여 분석될

거리를 이용하여 목표지점인 도서관에 도달한

경우, 도서관 접근 유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정은 다른 여러 변수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도서관 시설 및 서

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직선거리보다는 보다 현

비스 계획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실적인 거리측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
<표 3> 이용자의 이동거리

미가 있다.
<표 3>은 도로망을 이용해 측정된 각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동거리의 평균과 중앙값을 나타
내고 있다. 가장 짧은 이동거리를 보이는 도서
관은 Helen Lehmann 도서관으로, 앞에서 언
급되었듯이, 크기가 작은 커뮤니티 도서관으로

Lake 카운티 도서관
Astor
Paisley
EastLake

이동거리
평균

중앙값

2.76
5.33
5.51

1.73
4.45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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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카운티 도서관
Umatilla
W.T. Bland
Tavares
Lady Lake
Fruitland Park
Leesburg
Marion Baysinger
Helen Lehmann
Citrus Ridge
Cooper
전체

의 도서관의 이용자 자료를 가지고 GIS의 활용

이동거리
평균

중앙값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논의된 GIS의 활용기법

5.65
5.86
5.05
2.93
3.42
5.25
3.79
2.37
7.93
4.96
4.68

3.96
2.78
3.99
2.23
2.22
3.61
2.32
0.96
4.59
4.4
3.09

들은 한국 도서관 상황에 충분히 적용가능하다
는 점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GIS에 대한 관
심과 연구를 기대해본다.

5.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과제
제안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GIS의 다양
한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할 지라도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수집,

4. 결 론

분석된 자료가 도서관 이용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지리정보시스템은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계

등록된 이용자의 정보만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

획을 위한 유용한 툴들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

함으로써 이용자 등록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서 살펴보았듯이, 지오코딩, Thiessen 다각형,

예를 들면, 도서관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을 이

밀집도, 버퍼, 거리 측정의 기능들은 도서관 이

용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 또한 최근 1년 내에

용자들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도서관 자료를 대출한 경우만을 고려함으로서

한다. 또한 도서관 서비스 지역설정, 특정 이벤

대출을 하지 않고 도서관 내에서 도서, 신문, 저

트의 빈도분포,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의 이동

널을 읽는 이용자나 인터넷만을 사용하는 이용

거리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자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석 자료의

이러한 GIS 툴을 이용하여 도서관 연구자는 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서관 접근성 분석은 물론 도서관 이용자의 이

또한, 이동거리를 측정할 때 적용된 도로망

용 패턴에 맞는 시설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과 최단거리 가정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연

수 있다. 또한 GIS를 이용하여 도서관에서 보

구 대상지역인 Lake 카운티의 이용자들이 주

유한 다양한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타

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서관을 접근한다는 점

기관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합하여 분

에서 도로망을 이용한 이동거리 측정은 직선거

석이 가능하다. 특히,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는

리를 이용한 측정보다 현실적인 측정방식이라

도서관 서비스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잘 보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다양

여준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계발

한 교통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테면, 자전

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국

거나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 GIS 분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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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전자지도 위에 표시되지 않은 경로를 통

은 도서관 이용자의 일상 생활에서의 다양한

해 접근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단거리

활동들을 제외한 채 도서관 이용만을 고려했

가정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

다는 점에서 도서관 이용행태를 정확하게 반

서 보다 정확한 이동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방

영하고 있지 못하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에 위성위치 확인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복수의 장소를 방문하게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이

된다(Leu, Crompton, and Fesenmaier 1993).

이용자 행태 분석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

도서관 이용자들 중에는 도서관만을 방문한 후

다(Murakami and Wagner 1999). GPS는 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이용자들

기권의 위성과 지상의 수신기 사이의 신호교환

이 도서관을 방문할 때, 다른 장소들도 함께 방

을 통해 수신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문하게 된다. 예를 들면, 물품구매를 위해 상점

말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용자가 어떠

에 들른다거나 음식점, 혹은 은행, 우체국 등에

한 경로를 통해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본 연

파악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는 아니지만,

구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특히 이동 거리 측정

도로교통이나 지리학 분야에서는 GPS를 이용

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보다 정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동 경로를 정

확한 이동거리 측정을 위해서 이용자들의 도서

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opher and

관 방문이 다른 기관들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

Greaves 2007; Yen et al. 2007).

는지, 그 이동 경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구

이동거리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거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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