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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3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과 정부의 ‘생활 SOC 사업’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2020년을 시민과 함께 권한을 나누는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생활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공표하였다. 이처럼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광명시 작은도서관은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계획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
다. 첫째,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제도 개선,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립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화,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역량별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회사서
및 전문가 봉사자 활용,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 임기제 협력사서, 권역별 작은도서관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ABSTRACT
Small libraries have continued to be extended since 2013 enactment of regulations requiring establishment
of small libraries in multi family housing complex not less than 500 households and the ‘Living SOC Project’
of national government. Gwangmyeong city designated the year of 2020 as the ‘year of citizen autonomy’
sharing the authority with citizens and publicly announced its plan to rapidly extend the living and cultural
spaces as a part of that extension. Likewise, as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need of users are expected
to change, it seems that the small libraries in Gyangmyeong City must prepare a plan for practicing a
long and mid term practices in responding to that change. Thus, this Study tries to make a suggestion
for a plan for the policy for revitalization of small libraries in order to handle thos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the need of users. For this, a survey and in-depth group interview were conducted for the operators
of the small libraries in Gyangmyeong Cit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ies are suggested:
first,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for improving operational system, strengthening of cooperative system
of public libraries, and strengthening of role of public small libraries , strengthening of public characters
of private small libraties and differentiated support through evaluation based on abilities; and second,
it is necessary for utilization of circulating librarians and professional volunteers, sharing of materials
through mutual lending of books, associate librarians having term of office and revitalization of small
library conference by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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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에 따라 광명시 작은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
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과 동시에 변화하는

작은도서관은 정책적 개념으로 공공도서관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이 부족한 곳에 보충재로서 지역밀착형 도서관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발전을 도모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러한 작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은도서관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소규

이에 본 연구는 광명시 작은도서관의 재도약

모 문화공간, 지역밀착형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을 위한 활성화 정책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광명

을 수행하며,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

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연스럽게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

그룹 심층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이 대두되었다(smalllibrary, 2018). 이처럼 생

를 통한 광명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새로운

활밀착형 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은 2013년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 그리고 중장기 전략

총 4,686개관에서 2018년에는 총 6,330개관으로

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35.1% 증가하는 등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고 있다(노영희 외, 2020). 이는 2013년, 500세
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2. 선행연구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과 정부의 ‘생활 SOC 사
업’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작은도

또한 광명시의 경우, 2020년을 시민과 함께

서관 법제도 및 정책제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권한을 나누는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이

활성화, 사례 및 실태분석, 운영인력, 협력 네트

의 일환으로 생활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워크 등의 주제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명7동을 비

수 있다.

롯해 노후화된 7개동 주민센터가 생활문화복

법제도 및 정책제도와 관련하여, 김유승(2014)

지센터로 새롭게 건립될 예정이며, 광명동을

은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자치 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공간과 쉼터가 조성될 계

통해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시

획이다. 또한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은 광명

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린의 세

의 대표적인 ‘생활 SOC 사업’으로 시민들의 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최만호 외

화향유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배윤,

(2020)의 연구에서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

2020).

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

그러나 생활밀착형공간으로 늘어나는 작은

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

도서관은 설치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운영과

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

지원에 관한 정책이 없어, 운영의 어려움으로

(안)을 제안하였다.

폐관되는 작은도서관 또한 점점 늘어가고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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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외(2017)는 서울시 작은도서관의 실태

(법/제도적 지원, 인력 및 재정 등)이 이루어져

조사를 기반으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

야 하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 프

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획일적

로그램을 편성하되 교육내용에 도서관에 관련

인 예산지원 및 지도관리가 아니라 운영주체에

된 법/제도, 정책 포함과 도서관 업무 전반에

따른 운영 특성을 감안하여 공립과 사립이 구분

관련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근거

외에도 이현우, 이미애(2012)는 더불어 경기도

하여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

도서관 전문인력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최만호 외(2020)도

수서, 정리, 문화프로그램 기획, 대출 반납 등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동체 인식 개선, 자체 운

도서관의 공통적인 업무 통합으로 인한 중복해

영 능력 배양, 법․제도 개선, 지자체의 지원 강

소, 전문성 강화를 통해 효율성 증진 도모를 주

화의 4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방안을 도출

장하였다.

하였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로 이보라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사례 및 실태분석에 관

와 김미란(2018)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정미(2016)는 대구시 작

의 협력 현황과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공공도서

은도서관 관련 현황과 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시

관 사서의 인식차이에 대해 연구하여 작은도서

사점을 도출하고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도

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출하였다. 그 결과, 대구시 작은도서관이 지향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 구축과 제

해야 할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기능을 제시하였

공, 작은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고, 작은도서관의 환경 변화와 동향 파악 및 운

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작은도

영 실태 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개

서관 지원을 담당하는 거점 도서관의 프로그램

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작은도서관 운

운영 데이터 선별 및 제공, 작은도서관 운영자

영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

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

서의 작은도서관 조사․분석 연구(이성신, 성

장하였다. 이와 함께 이정호(2014)는 작은도서

희자, 이세나, 2018), 다문화작은도서관 운영사

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비교적 양호하게 구

례 분석을 통한 공공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축되어 있는 부천지역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

을 분석한 연구(김윤영, 정은주, 2016) 등이 이

로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루어졌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작은도서관에 관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관한 연구로 박은경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자체 혹은 지역별로 이

(2013)은 경기지역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들의 도서관 운영 전․후의 인식 변화를 조사

경기도 광명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광명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지원방향과 활성화 방

시 내 공․사립작은도서관 45개 작은도서관을

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작은도서관의

대상으로 광명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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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및 설계

첫째, 설문조사는 선행연구와 연구진 사전 협의
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노영희 외,
2017; 2020; 박은경, 2013; 양병훈, 2012; 이보라,

3.1 연구절차

김미란, 2018; 이현우, 이미애, 2012; 한문성 외,

본 연구에서는 광명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2017; 한상우, 오현석, 2011). 개발된 설문은 온라

위한 정책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국내 작은도

인 전문 사이트(https://gm.websurvey.kr)에서

서관 활성화 정책 제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

광명시 41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고

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광명시 작은도

있는 각 권역별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설문조

서관 운영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개발하였으며,

사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요청하여 수행하였

설문조사와 그룹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시사

다. 조사기간은 2020년 4월 23일 운영자 설문

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내용,

을 광명도서관협의회 총회에서 안내하고 실시

그리고 연구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하였으며, 5월3일까지 총 11일 동안 실시하였
다.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자 작은도서관 운영자 현황을 비롯한 작은도서

3.2 연구설계

관 건물 및 위치, 전용 홈페이지, 운영 예산, 운

본 연구에서 광명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을 제안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

영위원회, 협력 및 협업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1> 참조).

여하고 있는 운영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작

둘째,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기초자료로

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이용 현황과 문제점, 이

활용하고자 그룹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그

용과 운영의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

룹심층인터뷰는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룹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현장의 문제

단계

세부 연구

▼

▼

문헌연구

∙국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관련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설문 기간: 2020.04.23.~05.03.

심층인터뷰

정책방안 제안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심층인터뷰
- 심층인터뷰 기간: 2020.05.06.~05.08.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취합, 정리를 통한 광명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

<그림 1> 연구절차 및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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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문 진행 과정
구분
대상

운영자
광명시 41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자 및 관계자

조사기간
응답자 수

2020년 4월 23일 ~ 5월 3일 (11일간)
36명 (운영자 아닌 응답자 6명 포함)

조사내용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작은도서관 운영자, 건물 및 위치, 전용 홈페이지, 운영 예산, 운영위원회, 협력
및 협업 등)

점과 사례를 조사하였다. 심층인터뷰는 45개 광

4. 설문 및 인터뷰 분석결과

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총 24명을 대상으로 광
명시의 권역(하안권, 광명권, 철산권, 소하권, 역
세권)별로 구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작은

4.1 광명시 작은도서관 현황 설문 결과

도서관 전용 홈페이지, 도서관 운영 예산, 작은도

4.1.1 작은도서관 운영자 현황

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작은도서관 운영

설문에 참여한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현황과 작은도서관 운영 문제요인과 작은도서관

생활권역은 소하권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으며, 다음으로 광명권 26.7%, 철산권 20.0% 등

2020년 5월 6일 ~ 5월 8일, 총 3일간 수행하였

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세권은 생활권역 중 가장

다. 심층인터뷰의 일정 및 장소, 참석자는 다음

낮은 10%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하권과 3배 정

<표 2>와 같다.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표 2> 광명시 작은도서관 그룹 심층인터뷰 진행 과정
권역

일자

시간

장소

참석 운영자

비고

하안권

2020년 5월 06일

10:00~12:00

넓은세상작은도서관

5명(4관)

연구진 2명

광명권
철산권

2020년 5월 06일
2020년 5월 07일

15:30~17:30
10:00~12:00

광남새마을금고 작은도서관
좋은세상작은도서관

4명(3관)
5명(5관)

연구진 2명
연구진 2명

소하권

2020년 5월 07일

14:00~16:00

꿈크리작은도서관

7명(7관)

연구진 2명

역세권

2020년 5월 08일

10:00~12:00

늘배움작은도서관

3명(3관)

연구진 2명

<표 3> 작은도서관 운영자 생활권역
생활권역

N

%

소하권
광명권

9
8

30.0
26.7

철산권

6

20.0

하안권
역세권

4
3

13.3
1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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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서관은 단 1곳으로 3.3%로 가장 낮았으며, 상

는 36.7%로 나타났으며, 독서지도 관련 자격증

업건물(상가)과 별도 단독건물은 각각 6.7%로

은 30.0%, 교사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분석되었다(<표 5>, <그림 2> 참조).

각각 13.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서 자격

더불어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층을 살

증 보유자는 단 2명으로 6.7%에 불과한 것으로

펴보면 1층이 43.3%, 2층이 30.0%, 3층 이상이

나타났다(<표 4> 참조).

2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층이 6.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4.1.2 작은도서관 건물 및 위치

작은도서관 위치와 층에 대해 크로스로 분석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분석한

한 결과, 1층에 위치한 도서관이 가장 많은 것

결과, 아파트 내에 위치한 곳이 66.7%로 가장

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아파트의 비중이 9곳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에 위치한 작은도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층에 위치한

<표 4> 작은도서관 운영자 보유 자격증 현황
보유 자격증

N

%

독서지도 관련 자격증
교사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서
없음

9
4
4
2
11

30.0
13.3
13.3
6.7
36.7

<표 5>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N

%

아파트 내
상업건물(상가)
별도 단독건물
주택
기타

20
2
2
1
5

66.7
6.7
6.7
3.3
16.7

<그림 2>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표 6>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층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층

N

%

지하층
1층
2층
3층 이상

2
13
9
6

6.7
43.3
30.0
20.0

광명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제안을 위한 운영자 인식조사 연구 7

도서관 또한 아파트 내 위치한 도서관이 7곳으

며, 개발비용 부족이 29.7% 등의 이유로 나타났

로 가장 많았으며, 3층 이상은 상업건물(상가)

다. 이밖에도 전용홈페이지의 필요성을 못느끼거

와 아파트가 각각 2곳, 지하층에 위치한 도서관

나(18.9%) 개발지식 부족 등의 이유(8.1%)로

은 2곳 모두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인 것으로 조

파악되었다.

사되었다. 이에 광명시의 작은도서관은 대체로

또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의 문제점에

아파트 1층과 2층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해서 50.0%가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것을 알 수 있었다(<표 7> 참조).

콘텐츠 작성의 어려움과 수정 변경의 어려움을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의 커뮤니티 공간 여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대해 질의한 결과,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고

또한, 운영자의 작은도서관 전용 홈페이지가

응답한 도서관은 63.3%이며, 없다라고 응답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3.63으

도서관이 36.7%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9> 참조).

4.1.3 작은도서관 전용 홈페이지 운영현황

4.1.4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작은도서관 전용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분석

작은도서관의 연 예산규모는 500만원 이하가

한 결과, 90.0%는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56.7%로 나타났으며, 501만원에서 1,000만원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불과 10.0%만이 있

이하가 23.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 5,001

다고 응답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큰 차이

만원~1억원 미만은 3.3%에 불과하였다. 이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 예산규모가 대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전용 홈페이지가 없는 이유를 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펴보면, 운영의 두려움이 43.2%로 가장 높았으

또한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여부를 분석한 결

<표 7> 도서관 위치와 층의 교차분석
도서관 위치와 층
상업건물(상가)
아파트 내
별도 단독건물
주택
기타
총계

지하층
0
2
0
0
0
2

1층
0
9
2
0
2
13

지하 1층 ~ 5층
2층
0
7
0
0
2
9

총계

3층 이상
2
2
0
1
1
6

2
20
2
1
5
30

<표 8> 작은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여부
작은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여부
있음
없음

N
19
11

%
63.3
36.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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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작은도서관 전용 홈페이지 운영현황
작은도서관 전용 홈페이지 운영현황
작은도서관 전용 홈페이지 운영 여부

작은도서관 전용 홈페이지가 없는 이유
(다중응답) (N=37)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의 문제점
(다중응답) (N=4)
운영자의 작은도서관 전용 홈페이지에
대한 중요도

N/평균

%/Std

있음
없음
운영의 두려움
개발비용 부족
필요성을 못느낌
개발지식 부족
없음
콘텐츠 작성의 어려움
수정 변경의 어려움

3
27
16
11
7
3
2
1
1

10.0
90.0
43.3
29.7
18.9
8.1
50.0
25.0
25.0

전용 홈페이지 중요도

3.63

0.765

<표 10>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작은도서관 연 예산규모

작은도서관 예산지원 여부

500만원 이하
501만원 ~ 1,000만원 이하
1,001만원 ~ 2,000만원 이하
2,001만원 ~ 5,000만원 이하
5,001만원 ~ 1억원 미만
지원 없음
500만원 이하
501만원 ~ 1,000만원
1,001만원 ~ 2,000만원
2,001만원 ~ 5,000만원

N

%

17
7
3
2
1
6
17
5
1
1

56.7
23.3
10.0
6.7
3.3
20.0
56.7
16.7
3.3
3.3

과, 연 500만원 이하를 지원받는 도서관이 17곳

다. 반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56.7%)으로 나타났으며, 연 1,001만원 ~ 2,000

도서관은 2곳(6.7%)로 분석되었다.

만원, 연 2,001만원 ~ 5,000만원은 각각 3.3%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 주기

로 나타나다. 이에 반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

는 월 1회~2회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

거나 연 500만원 이하의 예산을 지원받는 곳이

으며, 33%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하는

약 76.7%로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1> 참조).

4.1.5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4.1.6 작은도서관 협력 및 협업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대

운영자가 생각하는 작은도서관의 가장 중요

해서는 9명 이하가 40.0%, 5명 이하가 30.0%

한 협력기관은 지역 학교와 주민자치회가 각각

로 나타났으며, 14명 이하는 23.3%로 나타났

26.7%로 나타났으며, 주민센터가 6.7%,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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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N

%

9명 이하
5명 이하

12
9

40.0
30.0

14명 이하

7

23.3

없음
월1회~2회

2
14

6.7
46.7

필요할 때 수시

10

33.3

기타

6

20.0

작은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작은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 주기

<표 12> 작은도서관 협력 및 협업
작은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협력기관

작은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협력기관

지역의 타 작은도서관들과
협업 여부
타 작은도서관들과의
협업사업 유형 (N=24)

N

%

지역 학교
주민자치회

8
8

26.7
26.7

주민센터

2

6.7

경로당
기타

1
11

3.3
36.7

예

17

56.7

아니오
지역행사 협업

13
15

43.3
62.5

공모사업 협업

6

25.0

멘토/멘티협업

3

12.5

당이 3.3%로 나타났다.

도서관 운영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과 사례를

작은도서관과 지역의 타 작은도서관들과의

조사하여 활성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협업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56.7%는 협업

자 각 권역별로 구분하여 그룹 심층인터뷰를

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43.3%가 협업을

총 4회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중복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항 사후 처리, 구문 추출과 문장 정화 과정을

또한, 작은도서관 협업사업의 유형으로 지역

통해 정리하였다. 그 결과, 유사한 항목으로 분

행사 협업이 62.5%로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

류하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분석을 통해 총 5

지하였고, 공모사업 협업 25.0%, 멘토/멘티 협

개 그룹과 17개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업이 12.5%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를 통해 도출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저해
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17개의 그룹으로 구분

4.2 운영자 그룹 심층인터뷰 결과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작은

하였다. 이를 다시 1) 공공의 지원 부족, 2) 지
역공동체 인식 부족, 3) 지역공동체 사업 부진,
4) 작은도서관 홍보 미약, 5) 운영인력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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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둘째, ‘지역공동체의 인식 부족’은 공동주택

첫째, ‘공공의 지원 부족’ 카테고리로는 법․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잦은 갈등, 인식

제도의 미비, 행정처리(회계/서류) 복잡, 불합

개선을 위한 소통 미흡, 재정자립 기반 취약으

리한 평가지표, 신간도서 지원 부족의 문제들

로 구분하여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 등의 어려

을 포함하였다(<표 13> 참조).

움을 포함하였다(<표 14> 참조).

<표 13> 공공 지원 부족의 문제
구분
법․제도의 미비

행정처리(회계/서류) 복잡

불합리한 평가지표

신간도서 지원 부족

심층인터뷰 내용
작은도서관진흥법과 조례에 활동비 지급을 명시해 주길 바란다. 고정적인 예산이 없으며,
기본적인 운영비가 없어서 도전적인 발전을 하기 어렵다.
회계교육도 받았으나, 막상 도서관 행정실무에서는 그것들과 달라 교육받은 것이 도움이
별로 안된다.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행정처리에 제한이 많고 복잡하다. 단기간에
회계업무 간소화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요청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아 봉사자들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회계처리는
너무 어렵다. 회계 정산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에서 봉사자 인원에 대한 점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상시 인원을 많이 구하기가 어렵다.
현재의 작은도서관 평가지표는 재정이 넉넉한 도서관, 예를 들면 큰 공간, 많은 좌석수,
컴퓨터 수가 많고, 장서수 많고, 재정자립도가 좋고, 유급 사서수가 있는 곳에 높은 가중치로
평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므로 부익부 빈익빈이다.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어려운
작은도서관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간도서의 구비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되어 희망도서를 신청 받아 신간을 구입하고
있으나 부족하다. 장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기증이나, 학교도서관에서 처분한 것을 받아
오고 있다. 신간 도서의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표 14> 지역공동체의 인식 부족
구분

심층인터뷰 내용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주변 아파트단지 중에서 입대의와의 갈등으로 휴관(폐관)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잦은 갈등
개관은 하였다 해도 최소한의 운영만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다수 있다.
입주자대표, 자생단체,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간의 관계와 소통이 미흡하다.
경험이 있는 다른 도서관의 운영자와의 소통을 위해 협의회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미흡
그래서 작은도서관 등록할 때 광도협와 같은 협의회, 작은도서관 모임, 멘토 및 멘토링
등을 안내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처음 등록할 때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거부되기도 했다. 정확한 법적기준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고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초기
세팅에 어려움이 생겨 폐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 마련이 무엇보
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통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작은도서관의
재정자립 기반 취약
시작단계와 이후 단계 등 단계별 안내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 광명시 작은도서관 담당자분이
1-2명이라서 인력 충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가 많아 보여서 모르는
것 있어도 물어보기가 주저된다."입대의와의 갈등은 법 제도적 문제,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규정은 있으나 명확한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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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공동체 사업 부진’ 카테고리에는
도서관내 커뮤니티 공간이 없음, 프로그램 운
영 능력 부족, 교육대상자 모집 부진으로 구분
하였다(<표 15> 참조).

제한적인 온라인 활동, 단발성 작은도서관 홍
보로 구분하였다(<표 16> 참조).
다섯째, ‘운영인력 문제’ 카테고리에는 자원봉
사자 부족, 순회사서의 단기계약으로 인한 지원

넷째, ‘작은도서관 홍보 미약’ 카테고리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부족,

부족, 잦은 운영자 교체, 운영 관련 전문성 부족
으로 구분하였다(<표 17> 참조).

<표 15> 지역공동체 사업 부진
구분

심층인터뷰 내용
별도로 분리된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서 주민센터 내의 회의실 빌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와의 소통을 위한 작은도서관 내 열람실과 독립된 회의실 공간이 필요하다. 별도의
교육장이 없어서 주변 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학교 컴퓨터실을 빌려서
도서관내 커뮤니티 공간이 없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교육대상자 모집 부진

동네 엄마들 모아서 부족하지만 자원봉사자로 재능기부하며 운영 중이다.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은 주말에 영어강좌만 있으며, 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이다.
매일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4명 이하이면 폐강한다.

<표 16> 작은도서관 홍보 미약
구분
심층인터뷰 내용
작은도서관 인식개선을 위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다.
홍보 부족
작은도서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온라인 활동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고,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이용을
잘하지 않아서 카페 이용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한적인 온라인 활동
작은도서관의 홍보수단으로는 단발성 홍보인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 주로 현수막, 아파트 엘리베이터
를 이용하고 있다.
잠깐 이벤트 중심의 일회성 홍보보다는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단발성 작은도서관 홍보
관장님들 상당수가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와 작은도서관의 공통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표 17> 운영인력 부족
구분

심층인터뷰 내용
자원봉사자의 단기간 근무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관장님 혼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원봉사자가 부족하여 작년부터 1주일 하루만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자원봉사자 부족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보니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순회사서가 11개월 만에 바뀌니까 업무 의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컴퓨터가
순회사서의 단기계약으로 인한
1대인데 순회사서가 올 경우 컴퓨터를 별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순회사서가 업무용 노트북을
지원 부족
지참했으면 좋겠다.
잦은 운영자 교체
관장이 임기가 다되거나 중도에 교체되면 운영의 지속성이 끊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운영 관련 전문성 부족
관장(운영자)으로 새로 임명되었을 때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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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이 지역공동

으로 설문조사와 심층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

체,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정당하

으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광명시 작은도서

게 지원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 작은

관 활성화 정책방향을 크게 운영제도 개선과

도서관들이 특성화를 통해 재정 자립이 가능하

운영 전문성 강화로 구분하였다. 운영제도 개

도록 기반을 마련해야하는 등의 주요 개선 사

선은 다시 지원제도 개선, 공공도서관의 협력

항을 요청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자가 요청한

체계 강화 및 공립 작은도서관의 역할강화, 사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 <표 18>과 같다.

립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역량별 평가로
구분하였으며, 운영 전문성 강화는 순회사서
및 전문가 봉사자 활용,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5.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방향

공유, 임기제 협력사서, 권역별 작은도서관 협
의회 활성화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

<표 18>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주요 개선 사항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주요 개선 사항
√ 지역공동체,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정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특성화를 통해 재정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
√ 평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교육(주택과)할 때 작은도서관에 대한 교육 실시
√ 광명소식지, 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가치를 홍보
√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담당 인력을 증원하고 순회사서의 현장 지원을 확대
√ 평가항목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지표는 제외하고 정성적 평가 항목 확대
√ 운영자 개인 아이디로 구축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온라인 카페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작은도서관 운영자 입장에서 행정처리 업무를 간소화 개선

<그림 3> 그룹심층인터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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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운영제도 개선

기준만을 충족하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다(최
만호 외, 2020).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운영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원제

경우, 설립주체(건설사)와 관리주체(입주자대

도 개선,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립

표회의), 운영주체가 다르고 등록의무규정이

작은도서관의 역할강화,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

없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 주

공성 강화, 역량별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제

체가 상이한 경우가 생기고, 시설 확인이 불확

시하였다.

실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운영주체가 불분

첫째, 우리나라의 마을단위에는 이용인원 20
명 이상과 2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

명하여 연락 두절 및 책임 회피 등으로 행정 처
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실이 있으면 경로당의 설립 신고가 가능하고

현장 중심의 협력지원과 관련하여 책읽는 사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

회문화재단(2017)은 현장의 다양한 과제와 고

택단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지원조직으로서 작

에 따라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경로당, 어린

은도서관지원센터를 개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추가되

고 주장하였다. 작은도서관의 설립 등록, 운영

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주민운

평가, 폐관 등의 경우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동시설과 작은도서관이 주민공동시설로 추가

등의 현장 중심의 관리 뿐 아니라 초기 운영 세

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영

팅의 어려움, 행정 처리의 복잡함, 전담 운영자

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부재에 따른 업무 연결성의 단절, 교육문화 프

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

로그램의 운영 어려움, 자료 관리의 어려움 등

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지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

원의 근거가 부족하여 다른 주민공동시설에 비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다(최만호 외, 2020).

또한, 경기도에는 광명시를 비롯한 3개의 기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

초자치단체에 작은도서관 전담팀이 운영되고

요하나, 노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

있으며, 특히 광명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같은 주민

위해서는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된 전담

공동시설인 경로당의 지원 규모에 버금가는 규

팀으로는 효율적인 현장 중심의 지원에 어려움

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국가와 지방자치

이 있다. 이에 인력의 보강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단체의 제도 개선과 관련 기관의 인식 전환이

효율적이고 특성화된 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필요하다(노영희 외, 2020).

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도서관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그림 4> 참조).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규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인 공립 작은도서관의

정된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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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광명시 작은도서관 협력 체계

에서는 문고와 그 이외의 소규모 도서관을 공

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 방안으로서 권역 공

공도서관 범주 안에 포함하였으며, 이로써 작

공도서관이 권역 내 공립 작은도서관과 상호

은도서관은 법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협력하고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을 권역 사립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과 연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권역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설립되

특성을 유도하는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어, 공공도서관과 관리, 운영, 시스템측면에서

셋째,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가 이루

연계되어 있으며, 사실상 공공도서관의 분관

어져야 한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설립취지를 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기준에 의해 공립

영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 언제나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순회사서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운영시간의 안정화, 주말이

임기제 협력사서의 배치를 통해 권역별 사립

나 야간시간의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 강

작은도서관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전진기지의

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주민협의체가 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작은도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내의 작은도서관은

<그림 5>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립기반 지원의 선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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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선별과정을 통해 일정기간 전문 인력을 파

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면, 도서관의 경쟁력을

견하여 도서관리, 마을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노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지

하우를 전수하고 다시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

혜(2019)는 기존에 개발된 평가지표가 비효율

의 자립기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 배점이거나 작은도서관 환경과 맞지 않는 부

넷째, 역량별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이 필요

분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작은

활성화를 돕는 현실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

도서관 운영평가는 작은도서관 지원의 근거가

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경기도 작은도서관의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운영자 심층인터뷰의

평가는 경기도는 작은도서관을 평가할 때 5단

결과로 도출된 작은도서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

계(A, B, C, D, E)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이 중

에는 이미 설립된 도서관의 기본 면적과 같이

A, B, C 등급을 받은 작은도서관에 한해서만

현재의 도서관 자체적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항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박정숙, 2019).

목 등이 있으며, 현 평가제도는 재정이 넉넉한

박정숙(2019)은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D, E 등

작은도서관(큰 면적, 많은 좌석수, 컴퓨터 수,

급의 도서관과 평가에 미참여한 2/3의 작은도

장서수, 재정자립도, 유급 사서 등)이 평가를 잘

서관이 운영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받게 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것이며, 이를 위해 각 등급별 작은도서관의 운

있다고 하였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제도를

영상황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과 지원 마련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와 의견이 높았으며,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평가와 관계없이 모든 작은도서관에 일정금액

따라서 광명시의 특성에 맞게 평가 제도를 개

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작은

발하여, 작은도서관의 역량 구분을 2가지(도서

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조미

관 기본 역량 강화, 도서관 확장 역량 강화)로

아, 변현주, 김보일(2013)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단순화하여 각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맞

연 1회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춤 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광명시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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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운영 전문성 강화

지역 주민을 자원봉사 활동가로 운영에 참여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

작은도서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회사

층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운영자들의 어려움은

서 및 전문가 봉사자 활용, 상호대차를 통한 자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자료 관리의

료 공유, 임기제 협력사서, 권역별 작은도서관

전문성 부족과 행정 기관에서 요청하는 회계

협의회 활성화 방안를 제시하였다.

정산 서류 작성과 관련 업무 처리의 미숙으로

첫째, 작은도서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증가 등이 작은도서관 봉

회사서 및 전문가 봉사자 활용이 필요하다. 광

사 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명시 작은도서관에 2019년까지는 총 2명(경기

일부 운영자들은 행정 서류 작성의 어려움으로

도 1명, 광명시 1명)의 순회사서가 배치되었으

인해 공모사업이나 공공기관의 지원비를 포기

나 2020년부터는 인원을 증원하여 총 5명(문화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 서류의

체육관광부 4명, 광명시 1명)의 순회사서가 배

간소화와 함께 전문가를 확보하여 지역 전문

치되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수진과 김유승(2014)은 도서관을 도서관

둘째,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가 필요하

답게 만드는 일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

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

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전문 인력의 확보를

비스를 통해 자료공유를 함으로써 한정된 자료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의 하나로 법령에 명시하

구입비로 인한 장서부족이라는 작은도서관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립 작은도서관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우선 적용하고 적용이 어려운 사립 작은도서관

의 이용률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은 순회사서 서비스 확대 실시를 대안으로 제

것으로 보인다.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시하였다. 이와 함께 박민주(2017)의 연구에

상호대차서비스가 실시되려면, 일차적으로 작

의하면 순회사서의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보

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 중심의 도서

완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하지만,

하며, 서로 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궁극적으로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의 배치가

가능하다(최영지, 2007). 또한, 작은도서관과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

공공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루어지

관에 전문 인력의 배치와 관련한 제도적인 변

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에 서

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인 해

로 긴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료

결방안으로 지역 주민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출 규정 및 프로그램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활동가 확대를 제안하

(최영지, 2007).

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19)에서 발간한 작은도서

또한, 광명시의 사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에서도 공공도서관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보유한

작은도서관의 연계를 위해서는 자료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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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동이 필수적이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

이에 순회사서의 불안정한 신분에 따른 고용

해서는 무엇보다 담당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성의 문제 및 한 도서관에 집중할 수 없는 근무

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

형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과 공공도서관의 협력 방안으로서 작은도서관과

서 전담인력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지원하

공공도서관 간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는 방

는 임기제 형태의 협력형 사서를 작은도서관에

안을 제안하며(이재희, 2008; 최영지, 2007), 이

확대해 나가야 한다.

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자료대출 규정 및 프로

작은도서관은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이 운영

그램의 일원화, 담담 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지는

주체로 활동함으로써 운영자가 자원봉사로 근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문화체

무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작은도서

육관광부, 2019; 최영지, 2007).

관 운영자는 특히 전문적인 도서관 업무 및 공

현재 광명시에는 부족한 장서의 보완과 각
공공도서관별로 특화되어 있는 자료의 원활한

모사업과 관련한 서류․회계처리 업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용을 위해 공공도서관 5개와 공립 작은도서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

관 4개에서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

는데 있어서 자료 및 서가 등의 물품 지원보다

으나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 사

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립도서관에도 적용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지원받는 문제가 더 시급

셋째, 임기제 협력사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

하다고 할 수 있다(이재희, 2008).

다. 총45개관의 광명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

담인력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서

기 위한 방안으로서, 권역별 거점 공립 작은도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된 작은도서관

서관에 상주하며 권역 내 작은도서관의 도서 정

은 공립 작은도서관 단 1개관(2.2%)에 불과하

리, 대출반납 등의 고유업무 지원 뿐 아니라 프

다. 기간제 직원이 배치된 작은도서관도 3개관

로그램 운영 및 회계정산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

으로서 6.7%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멘토링 역할, 공공도서관

의 사립도서관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과 연계된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의 기획과 운

있으므로 향후 광명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

영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 임기제 형

기 위해 전담인력 측면에서 임기제 형태의 협

태의 협력형 전문사서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제

력형 사서를 확대하여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안한다.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현재 광명시는 순

넷째, 권역별 작은도서관협의회 활성화가

회사서를 확보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순회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이용자들에게 제

사서의 경우에는 한 도서관에서 근무하지 않을

공할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

뿐더러 11개월의 단기계약에 따른 근무형태로

자원, 그리고 재정적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

서 순회사서에게만 의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이므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필요한 목적을

다는 현실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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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은도서관의 능력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지역 협

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네트

의체를 구성하여 자발적이며 꾸준한 참여가 필

워크 구축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만

요하다.

족시켜 주고 도서관의 운영을 지속시키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자원을 공유
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작은도서관은 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조언, 아이디어 등을 직접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교환할 수 있고, 순회

선행연구 및 지역공동체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

사서의 지원에 대한 정보, 운영․실무자들이나

조사를 하였고,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교류 활성화, 프로젝트

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권역별 운영자들

의 지원, 후원금 지원, 운영비(인건비, 도서구입

과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그들의 요구사항

비, 물품비 등) 등에 대한 지원과 자료의 상호대

을 청취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인터뷰 내

차, 자료제공(복사) 등을 협조할 수 있다. 공동

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방안에 적용할

사업을 위한 작은도서관들의 공동 프로젝트수

인사이트를 도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행이나 시범사업 등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등의

광명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활동, 도서바자회나 작가와의 만남 등의 공동

방안을 크게 운영제도 개선과 운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관 간 시설, 장비, 차량, 사무

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실이나 작업장 등 물적 자원을 공유하거나 함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하여 첫째, 같은 주민공

사용하고, 지자체 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주관하

동시설인 경로당의 지원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

는 교육, 회의, 워크숍 등 행사에 공동 참여, 사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

서와 자원봉사자 공동교육 및 공동행사 개최 등

치단체의 제도 개선과 관련 기관의 인식 전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설립

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도서관 협력체계 강화

된 도서관도 협의회를 통해 운영에 대한 지원을

를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와 작은도서관 지원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의

조직의 강화, 공립 작은도서관의 역할강화가

실무자간 교류를 통해 멘토/멘티 역할을 수행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립 작은

함으로써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정착에 도움을

도서관의 공공성 강화로, 사립 작은도서관은

제공할 수 있다.

설립취지를 반영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라서, 행정 처리나 공모 사업 제안 등 작은

개방성, 언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과 정보 교환을

의 안정화, 주말이나 야간시간의 운영 등 도서

위해서 이미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활용함으로

관 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써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넷째, 광명시의 특성에 맞게 평가 제도를 개발

교환하고 공모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작

하여, 작은도서관의 역량 구분을 2가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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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역량 강화, 도서관 확장 역량 강화)로 단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전담인력 측면에서 공공

순화하고 각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맞춤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임기제 형태의 협력형 사

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량별 평가를 통한

서를 작은도서관에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권역별 작은도서관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첫째,

작은도서관은 지역 이용자들에 제공할 서비스

광명시의 사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에 필

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

요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보유한 지역 주민

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그런 문제들을 극

을 자원봉사 활동가로 운영에 참여시키는 등

복하고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일

순회사서 및 전문가 봉사자를 활용할 필요가

한 문제를 안고 있는 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기

있다. 둘째,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가 필요

관과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

하다. 현재 광명시에는 부족한 장서의 보완과

구된다.

각 공공도서관별로 특화되어 있는 자료의 원활

향후 법․제도와 사회문제의 변화에 따라 본

한 이용을 위해 공공도서관 5개와 공립 작은도

연구에서 제안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서관 4개에서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실행과정에서 꾸준히 수정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점차적으로 우수 사립도서관에도

있다고 보여진다. 권역별 정책 방안의 실행 계

적용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기제 협

획에 대한 연구, 작은도서관 공공성 확보를 위

력사서 제도 도입을 통해 순회사서의 불안정한

한 자립기반 지원 및 특성화를 위한 역량별 평

신분에 따른 고용성의 문제 및 한 도서관에 집

가 지표 개발 연구 등의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

중할 수 없는 근무형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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