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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정부 부처는 다양한 다문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

을 장하는 문화체육 부는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다문화 서비스의 주목 으로 하고 있으나, 문헌정보학계의 

다문화서비스연구는 다문화인의 응/동화에 을 맞춘 서비스 방안에 집 되어 있으며, 문화다양성  지역주민의 

다문화서비스의 인식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이해하기 한 탐색  근을 시도하 다. 이를 해 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한 

질  연구를 시도하 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다문화서비스의 사회 응과 사회문제의 방  비 등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에게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교육기 으로 간주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 

련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 인 인식을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응  

동화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등에 기반한 다문화서비스에 한 당 성을 지역주민에게 인식시키고, 이를 해 

지역 내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As Korea becomes a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are enforcing various 
multi-cultural services. Especiall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is in charge of 

public libraries, is operating multi-cultural services for cultural diversity. The trends in the research 
on the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however, are rather on adaptation of the multi-cultural 
people in Korea than on the cultural diversity. In this exploratory study, we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local residences on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with several in-depth interviews with the local 
residences not only for the adaptation but also for the cultural diversity. The results shows that 
they tended to regard public libraries as an institution of local life-long education, and then they 

think public libraries can take a role for coping with social adaptation and prevention of social problems 
in terms of multi-cultural population. Based on the results, public libraries would better consider 
to inform their roles in this multi-cultural society to their local residences based not only on adaptation 

but also on cultural diversity. For this, the libraries would develop programs, in which both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people can be participated, to encourage communication between them.

키워드: 공공도서 , 다문화서비스,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 다문화인, 비다문화인
Public Library, Multi-cultural Servic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 Multi-cultural People, 
Non-Multi-cultural People

*
**

연세 학교 일반 학원 문헌정보학과(spacious-sea@nate.com) (제1 자)

연세 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gkim@yonsei.ac.kr) (교신 자)

논문 수일자 : 2014년 5월 14일   논문심사일자 : 2014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자 : 2014년 6월 1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2): 125-145, 201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2.125]



12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5권 제2호 2014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나 결혼

이주여성과 같은 외국인주민의 유입이 증가하

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안 행정부

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약 144만 5천

여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8%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발표했다(안 행정부 2013).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문화가족이 2020년에

는 약 74만여 가구에 이를 것이며, 2050년에는 

약 216만여 가구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이처럼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라고 하

기 어려울 정도로 다문화사회화 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1)과 제2차 다

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2) 등

으로 다문화인의 한국 사회 응과 수용을 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인의 한국사회 응 

 사회통합 등을 목 으로 다문화인을 이방인

으로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다문화사회의 진

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문제들을 방하

기 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는 다양한 다문화서비

스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심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은 

다문화인의 응을 목표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

으며, 안 행정부는 지역사회문제의 일환으로 

다문화문제를 바라보고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문화체육 부는 문화다양성

에 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도서 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사 한다

는 명제 하에서 다문화서비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는 실제 이용자

인 다문화인 뿐만 아니라 일반 에게도 

정 으로 인식되고, 수용되어, 이러한 정 인 

인식을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다문화서비스는 활

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의 일

반 이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해 어

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효과가 있다

고 생각하는지를 탐색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해 일반 이 문화다양성의 강화를 기 하

는지 악하여,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근

본 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상은 공공도서  다문화서비

스의 주 이용 상인 다문화인이 아닌, 일반 지

역 주민이다. 본 연구의 은 다문화인을 주 

상으로 하는 공공도서  서비스를 일반 지

역주민이 정 으로 인식, 수용하는가에 있

다. 이에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79호, 2013.8.13, 일부개정]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 인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며, 2012년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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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일반 지역주민은 공공도서 에서 제공

하는 다문화서비스에 한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으며, 정 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본 연구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

기 때문에, 본 연구가 일반 의 도서  다문

화서비스에 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 으

로 한 탐색  연구의 성격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개방형 심층면담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

의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국내 다문화정책

표 인 다문화이론으로 동화주의, 다문화

주의가 있다. 동화주의 모델은 주류문화에 의

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이주민의 주류사회로의 

문화  동화를 조건으로 한다(김지혜, 정익  

2009). 반면, 다문화주의 모델은 이주민의 비주

류문화를 국가가 보호함으로써 문화다양성 공

존과 집단 간 상호존 을 목표로 한다(김지혜, 

정익  2009).

이러한 다문화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다문화

정책은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하

고 있다. 때문에 부처별 다문화정책의 상과 

은 서로 다르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문화

체육 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 행정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앙부처에서

는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사회통합, 차

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안 한 사회구 , 국제사

회와의 공동발  등 다섯 개 분야에서 다문화 

련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외국인정

책 원회 20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 하는 여성가족부

와 보건복지부 등은 다문화인의 한국사회 응 

 동화를 지원하며, 다문화학생의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 학교를 선

정하여 문화이해교육, 반편견 반차별 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생 멘토링 사업과 

로벌 릿지 사업으로 다문화학생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4). 고용노동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업능력을 키워주는 기술

안학교를 개교하는 등(고용노동뉴스 2011) 

직업훈련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인의 노동환경

을 보장하기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 행정부는 다문화문제를 지역사회문제의 

일환으로 여기며, 다문화인에 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통해 다문화 존 의 지역공동체  사회

통합을 구 함을 목표로 한다(안 행정부 2014). 

문화체육 부의 문화정책국 문화여가정책과

는 다문화 련 주무부서로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문화향유 활성화, 국가 간 상호문화교

류확  등을 목표로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MAMF), 상록수 다문화 국제 단편 화

제 등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기 한 사업을 

운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목표는 문화

술기반 체험 심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사회 반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있

다(문화체육 부 2013). 그러나 공공도서

은 문화체육 부의 소 이지만, 문화여가

정책과의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문화다양성에 

을 두기보다는 동화주의에 기반한 응  

동화와 맞닿아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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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공공도서 은 정보격차해소를 목 (도

서 법 2012)으로 다문화인의 언어로 된 장서 

등을 제공하는 다문화자료실을 구축하고 있으

며, 한국어교실이나 IT교육 등 다문화인을 

상으로 다문화인의 응을 한 교육 로그램

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다문화인과 비

다문화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을 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의 성격을 지닌 로그램은 많지 않

은 것으로 단된다. 즉, 공공도서 은 소  부

처인 문화체육 부와 다문화사업에 한 시

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된다.

2.2 선행연구

다문화서비스에 한 연구는 사회과학분야, 

교육분야, 인문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술체

육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타 분야보다 사회과학분야에서 상 으로 많

이 발표되었으며, 그 에서도 사회복지학, 사

회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등에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는 다문화

인의 사회 응과 련된 다문화서비스의 연구

가 다수 발표되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지역사

회 응을 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황과 효과성, 개선방안, 발 방향 

등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심으

로 한 다문화 련 서비스의 실제에 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박정윤 2009; 우정

자 2009; 오세  2011; 성 제 2011; 선필호, 

김동주 2012). 이에 비해 사회학에서는 국가  

지역 내 다문화지원사업의 황과 만족도, 발

방향 등, 지역사회  국가수 에서 반 인 

다문화 정책의 효과에 을 맞추고 있다(김

선미 2009; 류순희 2010; 박수춘 2012). 한편, 

심리학에서는 개인 인 수 에서 다문화인의 

심리에 을 맞추어 상담체험  만족도 척도 

개발 등 심리사회  응을 그 주된 연구 역

으로 하고 있다(주은선, 조병주, 이 정 2012; 

임정하 외 2013). 

행정학  정책학 등에서는 사회통합과 련

된 다문화서비스에 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조기정착을 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박상규 

2009), 다문화서비스 통합 리 시스템 개발(배

성찬, 편성진 2013), 지방정부 다문화정책 성과

인식의 향요인을 다룬 연구(강휘원 2013) 등

이 있다.

한편, 정책학  교육학 분야에서는 다문화가

족지원정책에 한 공무원의 인식(이정휘 2011), 

교육서비스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향(이한

나 2013), 다문화교육에 한 특수교사의 인식

(김향지 2013) 등 다문화서비스에 한 내국인

의 인식에 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이에 비해,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국외 연구는 1980년 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고, 

장서 리, 정보서비스 등 도서  업무와 련된 

연구가 꾸 히 발표되고 있다(김 미 2010). 문

헌정보학에서의 연구는 응  동화와 문화다

양성으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는데, 공공도서

과 다문화서비스의 연결 고리와 공공도서

에서 다문화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한 

략과 발  방향에 한 연구에 집 되었다.

국외에서는 응  동화의 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교육하고 수용

하기 해 도서 이 문화 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등 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타 기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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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직원 교육, 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Larsen 외 2004)가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에서 공공도서 이 

인류생활문화유산의 필수 인 부분인 언어다

양성을 유지하기 해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문화인의 정보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연구(Cooper 2008)

도 발표되었다. 한, 구소련과 에티오피아로부

터의 유 인 이민자가 이스라엘 공공도서 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다문화 근 방식을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Shoham and 

Rabinovich 2008).

한편, 국내 연구는 2000년  후반부터 등장

하기 시작했다(양수연, 차미경 2011). 연구는 

부분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원활한 운

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도서  다문화

서비스에 한 국내외 황을 분석하여 앞으로

의 발  방향과 안에 한 논의와 제안에 집

되었다. 이는 다문화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

에 따라 구분된다.

먼 , 응의 에서 홍기숙, 곽승진(2008)

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정보소외 문제를 

정보격차해소의 사회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

도서 이 이주민의 문화에 한 존 을 기반으

로 그들의 언어로 된 자료, 내국인과 동등한 자

료 근권의 보장, 다문화서비스를 하기 한 

문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

했다. 한, 이주민의 언어로 된 장서 구입과 독

서치료 로그램의 제공이 가장 필요하고(이경

란, 한복희 2009),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공공도

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번역 서비스, 숙제도

우미, 어린이 문해 로그램의 시도가 필요하며, 

독립된 다문화사이트 운   력기 과의 연

계가 요한 과제임도 제기되었다(김 미, 조인

숙 2009).

더욱이 김 미, 조인숙(2011)은 서울시 공공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사서와 다문화인

의 인식 연구를 통해 다문화인은 컴퓨터 사용문

제와 도서  부 서비스가, 담당사서는 강의와 

문화 활동, 집과 도서  간의 거리가 요하다

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를 좁히

는 것이 다문화인의 공공도서  이용과 한국 사

회 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의 자아존 감 형성과(조동신 2010),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에 정 인 향을 주며

(임진경 2013),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공공도

서 과 학교도서 의 력으로 도서 의 다문

화도서 제공과 다문화교육의 확 , 독서치료

로그램의 실시, 포털사이트 구축과 메일링 서비

스 등의 시행을 통한 도서  다문화서비스의 활

성화를 논의하 다(박연이 2010). 조용완(2011)

은 북미 서부지역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 이 다문화인의 

한국사회 정착과 응을 뒷받침해야 하고, 오지

은(2010)은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지

역공공도서 에서 사서는 다문화서비스를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문화다양성의 에서는 미국공공도

서 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성에 한 존 이 

한국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에 필요함을 논의

한 연구가 있다(노지  2012).

이처럼 국내 연구는 다문화인의 응에 집

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 증진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은 것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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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작  정의

2.3.1 다문화인, 비다문화인

다문화와 련된 용어들은 외국인주민,3) 이

주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다문화인 등 다양하게 표 되거나 정의된다(우

정자 2010; 조용완 2007; 김갑  2007;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김 미, 조인숙 2011).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모두 포함하여 다

문화인을 국 과 상 없이 해외에서 이주한 사

람이거나 해외에서 이주한 사람의 배우자 는 

그 2세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외국

인주민과 결혼한 한국 국 의 사람도 포함하는 

것이다. 다문화인과 상 되는 개념인 비다문화

인은 다문화인이 아닌 한국 국 의 사람을 의미

한다.

2.3.2 다문화서비스

다문화서비스란 다문화인을 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서비스이다. 이러한 다문화서비스

는 지역 다문화센터나 주민 센터, 공공도서 , 

시청, 구청, 복지  등 다양한 사회기 에서 시

행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이 인종, 민족, 사회  

지 , 성별, 종교, 이념에 따른 집단의 문화를 동

등한 가치로 인식하며, 다른 문화에 한 편견

을 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한 지식, 

태도 등에 한 교육을 하는 것이라면(정의철 

2013), 다문화서비스는 다문화인의 사회 응  

문화 복지 실 , 문화다양성 증진 등을 해 제

공하는 서비스이다.

2.3.3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는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문화 로

그램  도서 서비스이다. 모든 주민이 상호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의 기본으로 한다(이수상 

2009). 즉, 공공도서 은 다문화인과 비다문화

인 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문화다양성에 한 

이해의 증진을 해 문화 복지의 장으로서의 역

할을 한다. 다문화자료실 개설을 통한 국, 일

본, 베트남 등 국외 서  출서비스와 무료택

배서비스, 한 과 한국어 수업, 문화체험 로

그램, 자녀교육, 부모교육 등이 포함된다(홍기

숙, 곽승진 2008).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일반화의 획득보다는 일반 의 인식을 이해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심층면담을 통

한 질  연구의 방법을 채택하 다. 

연구 상의 지역으로 인천 역시를, 도서  

이용자와 비 이용자를 포함한 인천 역시에 거

주하는 체 주민  인터뷰를 승낙한 비다문화

인 다섯 명을 선정하여 공공도서  다문화서비

스에 한 인식과 효과, 앞으로의 발 방향에 

한 심층면담을 진행하 다. 탐색  연구를 

해 비다문화인들이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 다. 

심층면담은 피면담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

 3) 한국국 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국국 을 취득한 사람, 외국인주민의 자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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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성별 연령 비고

ID-1 여성 20 심리학과 졸업생

ID-2 남성 20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근무

ID-3 남성 30 사회복지  근무

ID-4 여성 40 다문화 심학교 근무

ID-5 남성 50 없음

<표 1> 피면담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질문1.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가.

질문2.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3.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표 2> 면담 질문

며, 이후 녹취록을 작성하 다. 면담은 소수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면담자의 의견을 이

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 고, 녹취록 내용을 

토 로 피면담자들의 응답 내용을 비교분석하

다. 면담은 인천 역시에 있는 카페 등지에서 

실시되었고, 평균 6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2013

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7일까지 진행되

었다.

심층면담에 응한 비다문화인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면담질문은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  효과, 앞으로의 방향에 한 것이었

고, 구체 인 질문은 <표 2>와 같다.

4. 분석  논의

인천 역시의 다문화  공공도서  황을 

살펴보고, 비다문화인인 피면담자의 인천 앙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과 효과, 발

방향에 한 심층면담을 비교분석하고, 논의하

다.

4.1 인천 역시의 다문화 황  공공도서  

황

국내 다문화인 에서도 외국인근로자와 결

혼이주민여성이 상 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

는 지역인 인천 역시의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75,000명으로, 인천 역시 체의 약 2.7%에 해

당하는 비율이다(안 행정부 2013). 인천 역시

의 구별 거주 분포로는 구 5.5%, 동구 2.3%, 

남구 2.5%, 연수구 2.2%, 남동구 3.2%, 부평구 

2.5%, 계양구 1.7%, 서구 3.1%로 구와 남동

구에 상 으로 다문화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

다. 특히 인천 앙도서 이 치한 남동구에는 

․소규모의 사업체와 규모 상공업 단지가 

있어 여기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



13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5권 제2호 2014

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 한국계를 포함

한 국인 약 26,600명, 만인 약 2,800명, 베트

남인 약 6,100명, 필리핀인 약 1,900명, 미국인 약 

2,400명 등으로, 그  외국인근로자 약 26,300

명, 결혼이민자 약 8,500명, 유학생 약 2,100명, 

다문화가정 자녀 약 11,000명의 수치를 보인다

(안 행정부 2013).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에서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서비스를 운 하고 있다(임완정 2012). 이는 공

공도서 을 통한 독서교육  평생교육을 지원

하며 기본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 에서도 인천 앙도서 은 증

가하는 다문화인을 해 2008년부터 다문화서

비스를 제공하 고, 2010년 문화체육 부의 

다문화자료실 설치사업에 공모하여 다문화자료

실을 개설하고, 도서  다문화서비스를 확 하

는 등 다양한 다문화서비스를 운  이다(임

완정 2012).

표 으로 인천 앙도서 에서는 문화격차

해소  다문화 이해의 확산, 다문화인의 정체

성 확립과 새로운 문화의 응 등을 목표로 다

문화인을 한 다양한 다문화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다(임완정 2012). 다국어 도서와 다문화 

련 한국어 도서 4,795권(일반장서 2,182권, 아

동장서 2,613권), 연속간행물, DVD 등을 보유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을 상으로 한 무료택

배서비스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

워야 하는지에 한 학부모교육(아버지교육, 어

머니교육), 임산부를 상으로 한 태교교실, 다

문화 체험교실, 독서토론 로그램 등을 운 하

고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그림책을 통한 태

교교실’과 ‘행복한 부모 로젝트’라는 이름의 

어머니교육을 실시하 다.

4.2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역할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해 어떤 생각

과 느낌이 드는지에 한 의견을 듣기 에 인

천 앙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에 해 응답자들

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다문화서비스 시

행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한 과 한국어 등을 

습득하게 해주는 등 다문화서비스가 다문화인

의 한국사회 응을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역

시의 공공도서 인 인천 앙도서 에서 다문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응답

자들은 일반 으로 주민 센터나 시청, 구청 등에

서 다문화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

고,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해서는 부

분 의아하고 생소하다는 반응이었다. 이는 공공

도서 에 한 인식과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

식의 불일치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구청이나 시청, 뭐 주민 센터에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충 알고 있었는데, 도서 에서 

하고 있는 거는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 알았

어요.”(ID-1)

“솔직히 그 게 와 닿진 않아요. 도서 에서 다

문화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복지 도 아니

고 사회단체도 아닌데 …”(ID-3)

“… 매치가 잘 안 돼. 그런 뭐 주민 센터라던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은 알았지, 도서 에서 

한다는 건 …”(ID-5)

하지만 생소해하면서도, 부분 정 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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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으로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를 바라보았다. 

공공도서 을 지역 공공기 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다문화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회기 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ID-4는 응의 에서 지역

을 책임지는 교육기 으로서의 도서 이 다문

화에 해 근하기 시작한 것은 작은 서비스일

지라도 의미 있다며 다문화서비스에 한 공공

도서 의 역할을 언 했고, ID-1은 재 다문화

서비스가 계속 실시되고 있는 것은 다문화서비

스의 지속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라는 의

견이었다. 즉, 응답자는 공공도서  다문화서비

스를 응의 으로 바라보며, 지역사회교육

기 인 도서 이 다문화인의 한국사회 응을 

해 다문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도서 이 특별히 더 요한 것 같아요. … 교육

을 담당하는 기 이니까. …”(ID-4)

“그런 작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같아

요.  도서 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 다문화사업은 사회 으로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ID-4)

“그 사람들에게 실질 으로 도움을 다는 거 

자체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증명해주

는 거잖아요. … 그러니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지도 모르

고.”(ID-1)

“시행 자체는 필요가 있으니까 와서 듣고 하겠

죠. 얻어가는 건 있을 테니까.”(ID-3)

한편, 자원의 분배 측면에서는 한정된 자원과 

산을 가지고 분배해야하기 때문에 다문화인

을 한 서비스는 당연하지 않느냐는 입장과, 

특정 인구만을 해서 시행하는 것은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 있었다. 즉, 응  사

회통합의 에 따른 도서 서비스 내에서 소

수 인구인 다문화인만을 한 서비스의 요도

에 한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 사회 으로 재원이 많은 상태가 아닌데, 그 

자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나 게 되면 엔 

분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에 응을 못하거나, 같이 이

게 섞여서 살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많은

데 …”(ID-2)

“… 도서 에서 쓸 돈이 한정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군가를 해서 무료 사를 해야 한다

면, 그건 하 계층 사람들을 해서 하는 게 맞다

고 생각을 해요.”(ID-1)

“도서 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건데, 그걸 차별을 두고 그니까 뭐 역차별이

잖아요.”(ID-3)

그러나 타 기 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여러 사

회기 이 다문화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같은 질  부분이 복되는 것

에 한 우려를 보 다. ID-3은 다문화서비스를 

응의 인 복지서비스로 인식하며, 복된 

다문화서비스의 시행은 시간과 비용 등이 낭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여러 기 에서 다문화 

사업이 트 드처럼 시행되고 있는 것에 해 회

의 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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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드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문화처럼. … 막 

구난방으로 하면 다 그게 낭빈데. 각자의 목

에 맞게끔 가져와서 해야겠죠.”(ID-3)

“오히려 복지서비스는 정말 복지에 련된 기

이나 다문화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고 

… 그러면 도서 이 가진 문성을 상실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는 (웃음)”(ID-3)

응답자들은 공공도서 에서 다문화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에 해 생소해했다. 이는 공공도서

에 한 인식과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이 

불일치했던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정 인 인

식을 보 다. 공공도서 이 사회교육이나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의 교육기 이기 때문에 

다문화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듯 했

다. 이러한 인식은 응답자들이 다문화서비스를 

문화다양성의 보다는 다문화인의 응  

사회통합의 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단된

다. 따라서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

식이 낮았던 것이다. 한편, 타 기 의 다문화서

비스 내용과 복된다는 것이 문제 으로 지

되었는데, 이는 연계 기 과의 력을 통해 개

선될 수 있을 것이다.

4.3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효과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효과에 해서 

응답자들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다문

화가정 자녀의 한국사회 응과 사회문제의 

방  비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즉, 응답

자들은 다문화서비스가 문화다양성의 증진보다

는 응  사회통합에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응의 에서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

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 습득, 도서 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 한국의 문화에 한 이해

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가장 힘든 건 언어가 안 통한다는 거 요. 

… 어휘의 수 에 차이가 있고, 아무리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ID-2)

“사회 응을 해서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

게 되는 거나 도움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겠

죠. …”(ID-3)

ID-4는 야근, 승부근성 등 한국 특유의 직장

문화를 이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이었다.

“언어죠. 그리고 문화 인 거? … 직장문화를 

경험하면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 한 기질이라던가, 승부근성이나 그런 특이

한 문화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이 없으면. … 기질 으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게 익숙해서 그런다, 

그런 문화를 알게 될 것 같아요.”(ID-4)

한, 결혼이주여성에게도 한국어 습득, 도서

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주기 으로 도서  와서 다른 사람

들하고도 자주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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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응할 수 있을 것 같고 …”(ID-1)

“… 이쪽 사람들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바운더리도 넓어지

니까.”(ID-1)

“… 이주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제공해  수 있는 것도 

좋고, 커뮤니티를 통한 로라던가 그런 게 필요

할 테니까. 같이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ID-4)

ID-1, ID-4 등은 응의 에서 타국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양육과 

교육에 정 인 도움을  것이라고 여겼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자아 증진에도 향

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 남편만 믿고 지  우리나라에 온 건데, 밖에 

나가서 하다못해 밖에서 애 우유라도 살라면 한

국말을 해야 하는데, 자라도 읽어야 뭐라도 

할 텐데, 자기 혼자 애보면서 뭔가를 하기에는 

무 힘들잖아요. …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뭐, 정보나. 그런 활용도 높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ID-1)

“그 가정을 해서는 정말 좋은 로그램인데 

… 그 사람들의 자아증진이나 생활에서의 어우

러짐, 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건데 …”(ID-1)

“… 엄마로 이끌어서 이런 식으로 양육하게 도와

다면 좋지 않을까. … 자녀한테 많은 향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D-4)

“부모교육이 요한 거야. 우리도 부모가 잘해야 

애들도 잘된다고 하잖아. 그런 거지.”(ID-5)

한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공공도서  다

문화서비스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후에 아이들이 다

문화 부모의 나라에 방문해도 문화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녀에 한 다문화서

비스는 응과 문화다양성 증진 모두 효과가 있

다는 것이다.

“정체성을 찾는 게 가장 요한 것 같거든요. 

… 엄마가 그런 거를 알려  만큼 그 게 한국

어에 능통하지 않으니까. … 아이가 정체성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

까 …”(ID-1)

“그런 문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나 에 모국

에 갔다. 그랬을 때, 문화충격을 덜 받게 해주는 

거를 도와주자는 거죠.”(ID-2)

한국에서 자라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비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양육환경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국의 문화에 해 알려주는 것 이외

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외국인이라고 보면 안돼요. 한국 사람이에

요. … 얘네도 2세인데 외국인으로 보면 안 되죠. 

자기네 문화를 알고 배우는 장이 열린다라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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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가지만, 걔네들을 한 뭔가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건 이상해요.”(ID-2)

ID-1은 사회통합의 에서 공공도서  다

문화서비스를 통해 비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가

진 다문화인에 한 선입견을 방지하거나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그 래의 아이들과 어우러지는 게 가장 

요한 문제잖아요. … 래 애들이랑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런 거를 이 아이가 바 다고 

해서 바 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바 어야

지 이 아이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 뭐 어떻게 

보면 잠재 인 가해자일수도 있잖아요. 그걸 

방하기 해서라도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ID-1)

“… 아이들에 한 그런 서비스는 선입견을 방지

하는 이해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구요. …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쭉 하면 

될 것 같고 …”(ID-3)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한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효과는 응  사회통합의 

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증진의 이 함

께 포함되어 있음을 악할 수 있다.

한편,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가 다문화 

련 사회문제를 방  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

다. 이는 사회통합의 과 연 되는데, 소외

계층이나 소득층에서 삶의 비 과 망 등으

로 인해 범죄와 같은 여러 사회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다문화인이 소외된다면, 후에 사회문제

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잠재 인 범죄 같은 것도 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내가 이 나라

에 와서 이만큼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조  

사회에 한 불만이 어지지 않을까 … 문화

으로 잘 융합되면은 그 게 범죄를 지르는 것

도 좀 지 않을까 …”(ID-1)

반면에 비다문화인의 고정 념과 편견으로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도서  다

문화서비스가 완화해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했다.

“… 주민들이 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

사람들과 자주자주 만나면은 … 그런 고정 념 

같은 거도 사라질 거고 …”(ID-1)

“… 성인이 다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안목들을 키워주면 좋겠죠.”(ID-3)

“… 근데 어른들은 아직 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어른들이 다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좋겠죠. … 

그런 문제들을 비하기 해 비를 하고, … 

 새로운 방향에 해 근할 필요가 있겠

죠.”(ID-4)

“… 다문화 외국사람이라고 그 게 좀 편애하는 

게 있는데 …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좀 

생각해 야 하는 거고.”(ID-5)

한, 다문화인의 응으로 사회 통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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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지고, 다문화인이 한국에 한 정

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

회  측면에 해서 응  사회통합의 으

로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화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에 석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ID-1)

“… 다문화가정이 조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사회통합으로 돌아오니

까 …”(ID-4)

“… 이런 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하긴 힘들잖아요. … 그걸 통해서 

원래 정 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거고, 쫌 약간 부정 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 생각보다 뭐 

괜찮은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ID-1)

이처럼 응답자들은 기본 으로 다문화에 

한 이해도가 높았고, 다문화 련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문화서

비스가 개인 , 사회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자

녀에 한 효과를 제외하고 부분 문화다양성

의 강화보다는 응  사회통합의 에서 공

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효과를 생각했다. 비

다문화인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 한 것은 

다문화인이 ‘타인’으로서 한국사회에 동화되어

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 다. 응답

자 부분은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해 

생소함을 느 지만, 면담이 진행되면서 공공도

서 이 지역사회교육기 임을 재인식했고, 

응  사회통합의 에서 다문화에 기여한다

고 여겼다.

4.4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개선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개선에 해 지

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 네

트워크를 활용한 다문화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문화인을 한 특화서비스도 좋지만, 실제

로 다문화인에 한 비다문화인의 선입견과 고

정 념을 완화해 주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교

류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통

합의 과 연 된다.

“일반 사람들을 한 것까지 함께 하면 좋겠다는 

거죠. … 특정인구만을 한 것이 아니라, 체주

민을 상으로 놓고 한다거나 …”(ID-1)

“… 단순히 이해차원을 넘어서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 는 자리를 마련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게 도서 이 되면 좋겠죠.”(ID-2)

“… 선입견만 도 애들은 받아들이기 쉬워요. 

… 부모님세 가 그런 고정 념이 깊으니까. 세

니까. … 캠페인 차원이든, 그거에 한 경각심을 

키워주는 차원이든, 알리고 그런 분 기를 형성

하고, 그런 거를 마련해야겠죠.”(ID-3)

“…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살 거고, 한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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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뭐 도서 도 마찬가지고. …”(ID-4)

“… 걔네들을 해서나 한국 사람을 해서나 

같이 뭐.. 하는 게 좋죠. …"(ID-5)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의

를 통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타 

기 과의 소통으로 서비스의 복을 피하고, 독

서활동이나 독서교육과 같은 도서  고유의 특

성과 연 된 로그램에 집 하며(ID-3), 기

별로 다문화서비스의 기능을 분담한 단계별 시

행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ID-1). 공공도

서 에서 발 한 복합 문화센터의 설립  체계

 리가 필요하지만(ID-2), 한 서비스에 한 

국가  지역의 체계 인 리는 실 으로 어

렵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기 들은 각자의 역

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여겼다(ID-4).

“… 도서 이 지역 공동체의 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도서 에서 가지고 있는 인 라 뭐 

책이나 미디어 같은 다양한 인 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 선택과 집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요. …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 소통을 했으

면 좋겠어요.”(ID-3)

“… 시 자치단체랑 도서 이랑 연계를 해서 … 

그 여러 가지 단계를 나 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 지 은 다 서로 따로따로 하니까 다 같은 

내용을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같이 

하면 단계별로 할 수 있잖아요. …”(ID-1)

“… 만약에 도서 이 문화센터의 허 가 된다고 

했을 때,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인구로 만들려면 더 잘 

응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다 체 으로 총

하고 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세  다 내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데 …”(ID-2)

“… 국가를 통합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으니까. … 복되더라도 그냥 해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ID-4)

와 같이 응답자들은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

하고,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를 고려하 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교육기 인 공공도서 에서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의 교류를 통해 다문화

인의 한국사회 응을 도울 수 있고 인식하

다. 이와 함께 련 사회기 과의 력을 통한 

조직 인 다문화서비스가 시행된다면, 이는 궁

극 으로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를 통한 문

화다양성 발 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4.5 논의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응답자들

의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반 으로 각 질문에 한 응답의 차이는 직

업과 가정환경이라는 개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되었다. 즉,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공통된 인식은 찾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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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가.

공공도서 과 다문화서비스의 계 연결성 의문

공공도서 의 역할과 기능

다문화인의 요구와 지속필요성

타 기 과의 연계

분배의 균형
한정된 자원의 분배

역차별

질문2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회 응

외국인근로자

언어 습득

커뮤니티 형성

한국문화 이해

직장문화의 이해

결혼이주여성

언어 습득

커뮤니티 형성

한국문화 이해

자녀 양육  교육

자아증진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국의 문화 이해

선입견 방지

사회문제의 

방  비

잠재  범죄 방

사회융합  통합

정  이미지 형성

선입견 완화  방지

질문3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가 앞으

로 어떻게 발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지역주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타 기 과의

연계  의

복되지 않는 서비스

단계별 시행

도서  특성에

집 한 서비스

복합 문화센터

<표 3> 면담 내용 정리표

먼 ,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발  방향

을 자신의 직업에 따라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이의 정체성 확립과 잠재  사회문제의 방

에 심을 가진 ID-1, 부정  입장에서 복서

비스를 지 하며 도서  특성을 살린 다문화서

비스에 집 해야 한다고 생각한 ID-3. 정  

입장에서 다문화 교류서비스의 시행을 회사 동

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았던 ID-2 등 직업

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가졌다. 그리고 자녀가 있

는 응답자는 미혼의 응답자들보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 다문화서비스가 도와주어야 한다

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처럼 응답자의 개인  특성은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인식에 향을  것으로 단

된다. 그러나 응답자 개인  특성에 따라 스스

로 다문화서비스의 효과와 개선사항에 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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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했을 뿐, 공공도서 이 개인의 인식에 끼친 

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 은 다문

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다문화인이 인

식할 만큼 지역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서 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ID-1, ID-4) 조차도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를 생소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공통 인 인식을 어느 정

도 보여주었다. 이는 공공도서 에 한 기본

인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공공도서 이 문화정

보기 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교육기 으로서 다

문화 련 문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 다. 응답

자들은 부분 응의 에서 도서  다문화

서비스를 이해한 것으로 악되고, 이는 응답자

들의 공공도서 에 한 인식에 향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다문화

서비스 시행의 당 성을 지역  지역 주민에게 

극 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나아가 도서 에 한 인식이 지역사회교육기

뿐만 아니라, 문화정보기 으로서의 인식으

로 강화시키는 것이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의 

소통  상호교류에 정 인 향을 미치리라 

단된다.

한편, 응답자들은 반 으로 다문화인에 

한 이해도가 높았고, 문화다양성의 증진보다는 

응  사회통합의 에서 공공도서  다문

화서비스를 바라보았다. 부분 다문화 특화서

비스로서 다문화인의 응  동화, 사회문제 

방에 집 한다고 여겼다. 다문화인을 한국사

회에 동화되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며, 이를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응

답자 부분은 다문화인과의 소통  교류서비

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직  참여하는 

것에는 소극 인 태도를 보 다. 이는 비다문화

인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참여 동기가 명확하

지 않다는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문화다양성의 강화보다 응  사회통

합에 응답자들의 인식이 편 되어 있어 다문화

인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얻는 혜택이 없다고 생

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혜택을 명시하여 비

다문화인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참여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해 살펴보았다. 응답

자들은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를 생소해했지

만, 사회 응과 사회문제 방  비에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응답자들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공공

도서 이 지역사회교육기 으로서 다문화서비

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역

할과 효과에 해 문화체육 부의 지향 인

‘문화다양성의 발 ’보다는 다문화인의 응  

사회통합에 한 시각을 기반으로 형성된 인식

이 응답자 부분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공공도

서  다문화 로그램에 해서는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의 교류를 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소통에 한 인식

은 도서  다문화서비스에서의 문화다양성에 

한 존 의 필요성을 논의한 노지 (20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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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럼 문화다양성의 시각과 맞닿아 있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문화 이해의 확산을 해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운  목 을 명시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비다문화인의 정 인 인식을 고취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비다

문화인이 도서  다문화 로그램에 함께 참여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도서  

자원 사자에게 다문화 로그램의 참여를 비공

식 으로 권유하거나, 장서 출 시 문화다양성

련 다문화서비스 홍보 단지를 함께 주는 등 

내 비다문화인과의 다양한 을 이용한 홍

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지역 내의 다문화

련 사회기 과의 소통  력을 강화하여 

고유의 역할 강화  역할 복 회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문화인의 

응, 사회통합,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통합된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셋째, 다문화인만을 한 특화서비

스보다는 문화정보기 으로서의 도서 의 역

할에 기반한 비다문화인과의 소통  문화다양

성을 심으로 한 교류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지 까지 비다문화인과의 심층면담을 기반

으로 한 탐색  연구를 통해 공공도서 의 다문

화서비스에 한 비다문화인의 인식을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가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한 이

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지

역 주민 인식의 일반화를 해 설문조사  통

계  분석을 통한 비다문화인의 인식을 악하

는 확증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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