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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공공도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해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부처에 따라 크게 동화/ 응, 사회통합,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를 바라보는 인식은 크게 사회통합과 

동화의 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홍보  참여와 같은 마 활동이 

다문화서비스의 인식  필요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 인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제공을 하여 1) 다양한 다문화정책 지향 , 2) 지역의 다문화 련기 과의 계, 그리고 

3) 지역주민의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 등을 고려할 필요성을 논의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users, who are local residences, 

on the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using a series of statistical analyses on a 

questionnaire survey. The objectives of multi-cultural policies by Korean government are to foster 

assimilation of the multi-cultural people, social unification of Korean (local) communities, and 

cultural diversity in the communities. The results from the analyses show that the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are understood from the unification and assimilation point of views, 

and that the perception of the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is affected by the libraries’ 

marketing activities, such as advertisements and participation. For the sustainable provision 

of the services, we suggest that the libraries would better consider 1) multi-oriented services with 

cultural diversity, assimilation, and social unification, 2) relationship with other multi-cultural 

agencies in a community, and 3) the perception of local residences on the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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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

성과 같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이 증가함에 따

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

는 외국인주민은 약 144만 5천여 명으로, 우리

나라 인구의 2.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안

행정부 2013). 한, UN은 2000년 체이주에 

한 보고서를 통해 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

(15-64세)를 최  수 (3,660만 명)으로 유지

하려면 2020-2050년 사이에 매년 21만 명의 외

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언 했다(UN 2000). 

이는 장기 으로도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가 

될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

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문화인의 사회 

응(동화)  사회 통합 등을 해 여성가족부

와 안 행정부, 문화체육 부 등 각 부처별로 

부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마련

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1)을 제정하

고,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년~ 

2017년)2)을 수립(여성가족부 2013)하는 등 다

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심으로 보건복

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은 다문화인의 사

회 응을 목 으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며, 안

행정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별 외국인주민 

황 조사(안 행정부 2013)  외국인주민 집

거주 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다문화를 지

역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 통합을 지향한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 부는 

문화다양성을 목 으로 다문화사회 문화 환경 

조성, 다문화 이해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운  

에 있다(문화체육 부 2013).

공공도서  한 다문화자료실 구축을 심

으로 다양한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

공도서 이 지역주민 체에 한 정보서비스

기 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공공도서  다문화

서비스가 다문화인 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

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는 요한 문제이

다.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가 향후 지속

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일반 지

역주민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은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성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공도서  다문화서비

스의 지역주민 인식에 한 탐색  조사(오해

연, 김기  2014)를 기반으로 다문화서비스에 

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설문조사  통계  분

석을 통해 악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도서

은 문화체육 부 산하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

역에서 여성가족부가 운 하고 있는 다문화가

족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실에서, 지역주

민들이 다문화에 한 공공도서 의 역할을 어

떠한 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는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지속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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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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 다.

RQ 1.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를 응  

통합, 문화다양성  어떤 으로 

바라보는가.

RQ 2.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

식에 공공도서 은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논의하기 해 기존의 연

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수도권 공

공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온라인, 오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통계자료를 분석

하 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서

비스의 개선을 한 사항을 논의한다. 

2. 이론  배경

본 장에서는 국내 각 부처별 다문화정책을 살

펴보고, 도서  분야에서의 다문화서비스 정책 

방향에 해 악하고자 한다. 도서  다문화서

비스에 한 국내외 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연구 황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2.1 국내의 다문화정책

다문화정책의 바탕이 되는 다문화이론에는 

표 으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있다. 동

화주의는 이주민의 주류 문화로의 동화를 제

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반면, 다문화주의

는 이주민의 비주류 문화의 보호를 제로 문화

다양성 공존과 집단 간 상호존 을 이루고자 한

다(김지혜, 정익  2009). 이러한 다문화이론을 

기반으로 다문화 기본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

법’3)을 제정하여 국내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을 기반으로 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

본계획(2008-2012)’에 의해 앙 정부에서는 

150여 개의 사업을 시행하 고, 2012년 11월에

는 제12회 외국인정책 원회에서 개방(경제 활

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 통합( 한민국 공동 

가치가 존 되는 사회 통합), 인권(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 ), 안 (국민과 외국인이 안

한 사회구 ), 력(국제사회와의 공동발 ) 

등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이 심의 의결되었다(외국인정책

원회 2013). 이를 통해 정부는 다문화사회로 진

입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정책을 지속 으

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행방향은 크게 사회 응  동화와 

문화다양성으로 나  수 있다(<표 1> 참조). 동

화주의에 기반한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와 보

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다문화 련 정책이 있다. 역시도별 다

문화가족지원 거 센터 16개 을 포함한 국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298호, 2012.2.10, 타법개정] 외국인 정책의 수립  추진체계,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법의 주요 주체는 국무총리실의 외국인정책 원회와 법무부,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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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동화주의

동화 

사회 응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보건복지부 다문화 보육비  교육비 지원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다문화인의 노동환경 보장

농림축산식품부 다문화 정착지원  농교육

사회통합
안 행정부 외국인주민 황 조사

법무부 다문화 사회통합 로그램

다문화주의 문화다양성 문화체육 부 문화향유 활성화  상호문화교류 확

<표 1> 다문화에 한   부처별 정책

21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 하는 여성가

족부는 다문화가족을 한 가족교육  상담 등

의 제공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사회 조기 응  

안정 인 가족생활을 지원한다. 결혼이주민을 

상으로 한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자조모임,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지원포털 다 리 운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

인 정착을 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이다(여

성가족부 2014). 

여성가족부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문화를 바

라보는 보건복지부 한 만 5세 이하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상으로 다문화 보육비  교육비

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한 진표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다문화가정을 상

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

지부 2014).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의 기 학력 

증진뿐만 아니라 재능 개발  육성을 해 직

업교육을 지원하기 하여 다문화 교육  학

교를 선정하여 문화이해교육  반편견 반차별 

교육 등을 시행하는 등, 올해(2014)에는 2013년 

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215억 원을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있다(교육부 2014). 

고용노동부 한 기술 안학교 개교  직업

심리검사, 기 취업상식, 노동 련 정보 제공 

등 직업훈련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인의 노동

환경을 보장하기 한 사업을 운  이다(고

용노동부 2012, 2014).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

품부도 농 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여성과 다

문화가족을 상으로 다문화 정착 지원  정착 

단계별 농교육을 실시하여 농 의 문 농업

경 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과 련

된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

부 2011). 이처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

육부, 고용노동부 등은 동화주의에 기반한 다문

화인의 사회 응을 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응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는 안

행정부와 법무부의 다문화 련 정책이 있다. 

안 행정부는 매년 유형별, 시군구별, 국 별, 

연령별 외국인주민 황을 조사하여 다문화정

책의 기 자료를 축 하고 있으며(안 행정부 

2013), 법무부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을 바탕으

로 다문화사회의 통합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문

화 사회통합 로그램, 시민교육, 맞춤상담서

비스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법무부 2013a, 

2013b). 이 부처들은 다문화 문제를 지역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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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아가 우리사회 문제의 일환으로 여기며 다

문화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 

존 의 지역공동체  사회통합을 구 하고자 

한다. 

한편, 문화체육 부는 문화정책국을 심

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문화향유 활성화, 

국가 간 상호문화교류확  등을 목표로 다문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정책 하  사업으로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MAMF), 상록

수 다문화 국제 단편 화제 등 문화다양성을 증

진시키기 한 사업을 심으로 하고 있다. 이

러한 사업은 문화 술기반 체험 심의 문화다

양성 교육을 통해 사회 반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문화체육

부 2013). 

그러나 문화체육 부 소 인 도서 에서

는 모 기 의 정책방향인 문화다양성보다는 

응  동화에 기반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 부에서 조사한 국 공공

도서  문화 로그램 실태조사(동원 학교 산

학 력단 2012)에 따르면, 공공도서  필수 

로그램 1,344개(서울 183개, 부산 75개, 구 

21개, 인천 30개, 주 17개,  20개, 울산 

20개, 경기도 269개, 강원도 97개, 충청북도 54개, 

충청남도 96개, 라북도 66개, 라남도 78개, 

경상북도 144개, 경상남도 131개, 제주도 43개) 

 다문화 련 로그램은 총 22개로서, 이  

다문화인을 상으로 한 로그램은 다문화가

정 독서문화  독서교육 로그램(서울, 부산, 

구, 주,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

도, 제주도), 한 교실(서울, 경상남도), 한국 

통놀이 체험(경상북도), 다문화어린이 등독

서논술  NIE 역사신문(부산), 자녀 독서코칭 

 지도(인천, 충청남도) 등이 있고,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이 함께 하는 로그램으로 다문화 인

형극(경기도), 그림책 놀이(강원도), 다문화 련 

교육(경기도) 등이 있었다.

이처럼 부분의 도서  다문화 로그램은 

다문화인의 응  동화를 기반으로 하며, 다

문화인과 비다문화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은 상 으로 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 은 지역 공공기

의 하나로서 정보제공을 목 으로 한다(도서

 법). 공공도서 이 교육, 독서, 문화 등의 정

보제공을 통해 구 되는 분야에 기여한다고 할 

때, 도서  다문화서비스는 앞서 언 된 응

과 문화다양성의 을 모두 가질 수 있지만, 

공공도서 은 소  부처인 문화체육 부와 

다문화에 한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된다.

2.2 선행연구

2.2.1 사회과학 분야의 다문화 연구

다문화서비스에 한 국내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본고에서는 사회과학의 몇몇 분야에서의 

연구에 한 략 인 내용을 살펴본다. 

사회복지학은 다문화 련 정책  세부 사업

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연구

의 주 내용은 지역사회 응을 한 사회복지서

비스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황과 효과성, 

개선방안, 발 방향 등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

족지원센터를 심으로 한 다문화 련 서비스

의 실제에 을 맞추고 있다(박정윤 2009; 우

정자 2009; 오세  2011; 성 제 2011; 선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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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2012). 한편 사회학 역에서는 국가  

지역 내 다문화지원사업 황과 만족도, 발 방

향 등 지역사회  국가수 에서 반 인 다문

화 정책의 효과가 주요한 심 역이다(김선미 

2009; 류순희 2010; 박수춘 2012). 

심리학에서는 개인  수 에서 다문화인의 

심리에 을 맞추어 상담체험  만족도 척도 

개발 등 다문화인의 심리사회  응을 주된 연

구 역으로 하고 있다(주은선, 조병주, 이 정 

2012; 임정하 외 2013). 그리고 행정학에서는 

다문화인의 조기 정착을 한 사회통합 방안(박

상규 2009), 다문화서비스 통합 리 시스템(배

성찬, 편성진 201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한 공무원의 인식(이정휘 2011) 등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정책 인 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교육서비스가 다문화 인식

에 미치는 향(이한나 2013), 다문화교육에 

한 특수교사의 인식(김향지 2013) 등 다문화에 

한 응과 문화다양성의 문제를 교육의 측면

에서 바라본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2.2.2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다문화인구에 한 공공도서 서비스를 

상으로 한 연구는 1980년 부터 나타나기 시작

했다. 기의 주된 연구 역은 장서 리, 정보

서비스 등 다문화 련 공공도서  업무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김 미 2010). 국외 문헌정

보학에서의 도서  다문화서비스 련 연구는 

응  동화와 문화다양성으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으며, 도서 과 다문화서비스의 연결 고리

와 도서 에서 다문화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

공하기 한 략  발  방향에 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우선 응/동화의 에서는 Larsen 등(2004)

이 다문화사회에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수용

하기 한 교육  역할을 공공도서 에 부여하

다. 이를 해 문화교육 로그램의 활성화, 

타 기 과의 력, 직원 교육, 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을 논의하 다. 문

화다양성 에서 Cooper(2008)는 인류생활

문화유산의 필수 인 부분인 언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한 공공도서 의 역할을 강조하면

서, 이의 일환으로 다문화인의 정보요구를 한 

서비스의 제공을 논의하 다. 한, Shoham과 

Rabinovich(2008)는 구소련과 에티오피아로부

터의 유 인 이민자가 이스라엘 공공도서 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면서, 공공도서 이 

다양한 다문화 근 방식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국내에서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연구는 2000년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

했다(양수연, 차미경 2011). 부분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원활한 운 을 목 으로 하며,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국내외 황

을 분석을 기반으로 한 발  방향  안에 

한 논의와 제안에 집 되었다.

먼 , 응/동화의 에서 홍기숙과 곽승

진(2008)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정보소

외 문제에 한 공공도서 의 역할을 정보격차

해소의 에서 논의하 다. 이러한 역할을 

해 다양한 언어자료 수집, 내국인과 동등한 자

료 근권의 보장, 다문화서비스 문 인력의 채

용 등이 제안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이경란과 

한복희(2009)는 이주민의 언어로 된 장서 구입 

 독서치료 로그램의 제공의 필요성을, 김

미와 조인숙(2009)은 도서  홈페이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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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번역 서비스, 숙제도우미, 어린이 문해 

로그램의 시도, 독립된 다문화사이트 운   

력기 과의 연계 등을 제안하 다. 김 미와 

조인숙(2011)은 다시 서울시 공공도서  다문

화서비스에 한 사서와 다문화인의 인식 연구

를 통해 다문화인은 컴퓨터 사용문제와 도서  

부 서비스를 요시하고, 담당사서는 강의와 

문화 활동, 집과 도서  간의 거리를 요시하

는 인식의 차이를 도출하 으며, 이러한 차이를 

좁히는 것이 다문화인의 공공도서  이용  한

국 사회 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2세에 을 둔 연구로, 

조동신(2010)은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는 자

아존 감 형성에, 임진경(2013)은 의사소통 능

력  문제해결능력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를 발표하 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의 력을 통한 다문화서비스의 

활성화가 논의되기도 하 다(박연이 2010). 조

용완(2011)은 미국의 공공도서  다문화서비

스의 사례 분석을 통해 다문화인의 한국사회 정

착과 응을 한 복지센터로서의 공공도서

의 역할을 논의하 고, 오지은(2010) 한 공공

도서  사서의 다문화서비스를 한 역할을 수

행을 논의하 다.

문화다양성의 에서는 미국공공도서 의 

사례를 분석하여 문화다양성에 한 존 이 한

국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에 필요함을 논의(노

지  2012)하거나,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지역주민 인식을 살펴보기도(오해연, 김기  

2014)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심

층면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 의 다

문화서비스를 사회 응과 사회문제의 방  

비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도

서 은 지역사회교육기 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국내 연

구는 응/동화의 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문화다양성 의 연구는 상 으로 

은 것으로 악되었다.

2.3 용어의 정의

다문화와 련된 용어들은 외국인주민,4) 이

주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다

문화인 등 다양하게 표 되었는데(우정자 2009; 

조용완 2007; 김갑  2007; 한윤옥, 조미아, 김

수경 2009; 김 미, 조인숙 2011 등) 본고에서

는 이를 모두 ‘다문화인’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며, 

그 의미를 ‘외국인주민과 결혼한 한국 국 의 

사람도 포함하여 다문화인을 국 과 상 없이 

해외에서 이주한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배우자 

는 2세’로 정의한다. 이와 상 되는 개념으로 

‘비다문화인’은 다문화인이 아닌 한국 국 의 사

람을 의미한다.

‘다문화서비스’는 다문화인을 상으로 다문

화인의 사회 응  동화, 문화다양성 증진 등

을 해 제공하는 문화 활동  서비스로 정의

하며, 다문화센터나 주민 센터, 공공도서 , 시

청, 구청, 복지  등 다양한 사회기 에서 시행

되고 있는 서비스를 포 하는 개념이다. 한편,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는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다문화서비스로 정의한다. 

 4) 한국국 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국국 을 취득한사람, 외국인주민의 자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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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3.1 설문항목 개발  설문조사

본 연구는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비다문화인인 지역주민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악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하며, 이를 해 설문

조사  통계  분석방법을 채택하 다.

본 연구를 한 설문지의 문항은 김하야나

(2013)  오해연과 김기 (2014)의 연구를 기

반으로 지역주민의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을 악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설문

의 문항은 응답자의 개인  특성을 알아보기 

한 인구통계학  질문 5문항, 도서  서비스에 

한 질문 6문항(주 식 1문항 포함), 도서  인

식에 한 질문 12문항,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질문 9문항(주 식 2문항), 도서  다문화

서비스 인식에 한 질문 9문항 등 총 41문항으

로 구성하 다. 도서  다문화서비스는 도서  

서비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도서  서비스  

도서  인식과 련한 문항을 포함하 다. 도서

 인식과 련된 문항은 김하야나(2013)의 설

문  해당 부분을 차용하 다. 설문지 항목 내

용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인쇄 설문지 배포의 두

가지 방법으로 2차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차 설

문조사는 2014년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2차 

설문조사는 동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

되었다. 인쇄설문지는 수도권의 5개 공공도서

을 통해 배부하고 수거하 다. 회수된 총 설문

지 164부(온라인 설문조사 74부, 오 라인 설문

조사 90부)  불성실한 1부의 설문지(오 라

인 설문조사 1부)를 제거하고 총 163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3.2 연구 문제  가설

본 연구의 상은 공공도서 의 이용자로서

의 지역주민이다. 본 연구의 상을 일반 지역

주민이 아니라 공공도서  이용자로 설정한 이

유는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의 일반주민에 

한 노출이 을 것이고, 일반주민  도서  

이용자도 소수일 것으로 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주민을 연구의 상으로 하면 공공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과 이에 

한 공공도서 의 향이 미미하게 찰되어 그 

효과를 통계 으로 분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공공도서  다문

측정항목 내용 문항 수 근거

인구통계학  사항 성별, 연령, 직업, 혼인상태, 자녀유무 5

오해연, 김기

(2014)

김하야나

(2013)

도서  서비스
한 달 평균 이용 횟수, 이용목 , 개선사항, 

도서 로그램 참여여부
6

도서  인식 도서  가치, 도서  서비스 12

도서  다문화서비스 도서  다문화서비스 인지, 홍보인지, 참여행 , 필요 정도 9

도서  다문화서비스 인식
응, 통합, 문화다양성 에서 도서  

다문화서비스의 기여도
9

<표 2> 설문지 항목 내용  문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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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비스에 해 지역주민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악하는 것으로서, 이에 한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RQ 1]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를 응  

통합, 문화다양성  어떤 으로 

바라보는가.

∙가설 1. 공공도서  이용자는 다문화서비

스에 해 동화/ 응, 사회통합, 그

리고 문화다양성의 에서 바라볼 

것이다. (요인분석)

[RQ 2]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에 공공도서 은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

∙가설 2-1. 이용자의 공공도서  다문화서

비스에 한 인지는 도서  다문화

서비스에 한 인식  필요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 2-1-1.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 인지 

집단과 비인지 집단은 공공도

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

식에 차이가 있다. 

   - 2-1-2.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 인지 

집단과 비인지 집단은 공공도

서  다문화서비스 필요성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가설 2-2.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 홍보

에 한 인지는 다문화서비스 인식과 

필요성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 2-2-1.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 홍보 

인지 집단과 비인지 집단은 다

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에 차

이가 있다. 

   - 2-2-2.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 홍보 

인지 집단과 비인지 집단은 다

문화서비스에 한 필요성 인

식에 차이가 있다.

∙가설 2-3. 공공도서 의 다문화 로그램 

참여는 다문화서비스 인식과 필요성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 2-3-1. 도서  다문화 로그램 참여 집

단과 미참여 집단은 다문화서비

스 인식에 차이가 있다. 

   - 2-3-2. 도서  다문화 로그램 참여 집

단과 미참여 집단은 도서  다

문화서비스의 필요성 인식에 차

이가 있다.

∙가설 2-4. 도서  인식과 도서  다문화서

비스에 한 인식은 상  계가 있다.

∙가설 2-5. 다문화서비스 제공 도서  이용

자와 다문화서비스 미제공 도서  이

용자는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3.3 분석데이터의 신뢰도  분석방법

공공도서 에 한 도서  이용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한 문항은 5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구성된 12개

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하야나(2013)

의 연구를 참조하 다. 도서  인식 요인은 4가

지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각각 필요성, 서비스, 



8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5권 제3호 2014

존재가치, 사서요인이다. 이들 각각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1, .807, .747, .685로 요인

으로서의 충분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도서

 이용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한 문항은 5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구성된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오해연과 김기 (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되었다. 도서  다문화서비스 인식 요인은 

문화다양성/통합과 응요인으로 구분되었으

며, 이에 한 각각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4와 .756으로서 충분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한 분석방법으로는 신

뢰도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독립표본 t 검

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등이 사용

되었으며, 이를 한 통계  분석도구는 SPSS 

version 21.0이 이용되었다.

4. 분석 결과

4.1 기술통계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분포는 <표 3>과 

같다.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을 살

펴보기 에, 설문 응답자의 한 달 평균 도서  

이용 횟수, 도서  이용 목 , 개선 요인 등과 

같은 개인 인 특성  인식을 기술통계  빈

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체 응답자 163명의 한 달 평균 도서  이용 

횟수는 5.11회이며, 한 달에 한 번 도서 을 이

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는 어도 이용

구분
응답자

인원 (명) 비율 (%)

성별
남성 65 39.9

여성 98 60.1

연령

20-29세 49 30.1

30-39세 41 25.2

40-49세 46 28.2

50-59세 22 13.5

60세 이상 5 3.1

직업

사무 리직 23 14.1

문직 53 32.4

기술직 5 3.1

사업/자 업 2 1.2

주부 24 14.7

업/서비스 8 4.9

학생 32 19.6

무직 8 4.9

기타 8 4.8

혼인

상태

미혼 70 42.9

기혼 93 57.1

자녀

유무

있다 89 54.6

없다 74 45.4

총합 163 100.0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분포

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도서 에 방문한다고 단된다.

설문 응답자의 기타 기술통계 사항은 <표 4>

와 같다.

공공도서  이용 목 은 도서 출(38.6%), 

개인  심사 해결(19.9%), 학교과제(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서 로그램에 

참여(4.2%)하거나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2.6%)

하는 비율은 상 으로 낮았다. 한, 도서

의 발 을 해 충분한 신작도서  정보자료 

제공(37.1%), 도서  시설의 확충(24.3%), 

산의 충분한 확보(16.1%)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앞서 도서  이용목 에서 가장 많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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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이용목 (%) - 다 응답 도서  개선요인(%) - 다 응답

도서 출 120 (38.6) 충분한 신작도서  정보자료 제공 104 (37.1)

개인  심사 해결 62 (19.9) 도서  시설의 확충 68 (24.3)

학교과제 39 (12.5) 산의 충분한 확보 45 (16.1)

수험 비 34 (10.9) 도서  로그램의 확 40 (14.3)

업무문제해결 20 (6.4) 문사서의 확보 23 (8.2)

도서  로그램 참여 13 (4.2)

사서에게 도움 요청 8 (2.6)

PC사용 8 (2.6)

지역모임/동아리활동 참여 7 (2.3)

도서  다문화서비스 인지(%) 도서  다문화서비스 홍보인지(%)

인지
47

(28.9)

잘 안다 6 (3.7) 홍보

인지

48

(29.4)

자주 함 1 (0.6)

안다 41 (25.2) 조  함 47 (28.8)

비인지
116

(71.1)

모른다 84 (51.5) 홍보 

비인지

115

(70.6)

해본  

없다
115 (70.6)

 모른다 32 (19.6)

도서  다문화서비스 필요성 인식(%) 도서  다문화서비스 홍보 방식(%) - 다 응답

필요 121 (74.2) 포스터 26 (40.6)

불필요 42 (25.8) 홈페이지 공지 23 (35.9)

지역TV  신문 8 (12.5)

단지 7 (10.9)

도서  다문화서비스 필요 이유(%) - 다 응답 도서  다문화서비스 불필요 이유(%) - 다 응답

문화갈등해소 55 (15.8) 일반 과의 역차별 16 (26.2)

한국어학습 51 (14.7) 형식  서비스 14 (23.0)

한국문화 익히기 39 (11.2) 실질 인 향 없음 14 (23.0)

다양한 문화체험  이해 37 (10.6) 복지시설과의 복 지원 10 (16.4)

정보획득 29 (8.3) 지속 인 지원 불가능 7 (11.5)

지역사회의 융합 28 (8.0)

선입견  편견 감소 27 (7.8)

다문화사회 실 27 (7.8)

모국어 자료의 획득 21 (6.0)

사회복지의 실 15 (4.3)

다국  자료의 획득 12 (3.4)

컴퓨터 활용교육 3 (0.9)

국 취득 3 (0.9)

운 면허취득 1 (0.3)

<표 4> 응답자의 기타 설문사항 분포

택을 받았던 ‘도서 출’과 연 된 것으로 보인

다. ‘도서  로그램 참여’와 ‘사서의 도움 요

청’을 한 이용이 었던 것처럼 도서  로

그램의 확 (14.3%), 문사서의 확보(8.2%)

가 도서  발 에 기여한다고 보는 응답은 상

으로 었다.

한편,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기본 인 

인식을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도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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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47명(잘 

알고 있는 응답자 6명, 알고 있는 응답자 41명)

으로 28.9%의 비율을 보 으며, 도서  다문화

서비스의 홍보를 한 응답자는 48명(자주 

한 응답자 1명, 조  한 응답자 47명)으로 

29.4%의 비율을 보 다. 포스터(40.6%), 홈페

이지 공지(35.9%), 지역TV  신문(12.5%) 

순으로 홍보를 했다. 이는 도서 을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용하는 이용자조차도 도서  다문

화서비스를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며, 도서 은 

부분 홈페이지의 공지나 도서  게시 을 이

용한 포스터를 통해 도서  다문화서비스를 안

내하기 때문에 도서  이용자가 주의 깊게 살펴

보지 않는다면 기본 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다.

더불어 도서  다문화서비스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선택한 응답자(74.2%)는 도서  다문

화서비스가 문화  갈등 해소(15.8%), 한국어 

학습(14.7%), 한국 문화 익히기(11.2%)에 도

움을 가장 많이 다고 응답했다. 반면, 도서  

다문화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25.8%)는 도서  다문화서비스가 

일반 과의 역차별(26.2%)을 래하고, 형

식  서비스이며(23.0%), 실질 인 향이 없

다(23.0%)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응답자들은 부분 

다문화인의 사회 응과 련된 한국어 학습과 

한국문화 익히기, 다문화인의 사회 통합과 련

된 문화  갈등 해소를 심으로 도서  다문

화서비스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다고 단된다. 

그러나 문화다양성과 련된 다양한 문화체험 

 이해에도 도서  다문화서비스가 기여한다

(10.6%)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응답자들이 도

서  다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도서  다문화서비스가 그  형식

인 서비스로서 다문화 련 문제에 해 실질

인 향력을 가지지 않으며, 도서 에서 다문

화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 에 한 역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이 드러났다. 이는 도서  

다문화서비스가 다문화인만을 해 존재하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

며, 도서  다문화서비스로 인해 일반 이 

얻게 되는 혜택은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도서  다문화서비스가 

복지시설의 다문화서비스와 복된다고 보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응답자들

이 도서  다문화서비스 자체를 다문화인의 

응을 해 존재하는 사회복지의 성격을 가진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4.2 도서  인식과 도서  다문화서비스 인식

설문지에서 구성된 개념  요인들을 확인하

고, 응답자의 공공도서 에 한 인식  공공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을 살피기 

해 련 문항에 한 요인 분석을 각각 실시

하 다.

도서  인식에 한 요인분석과 도서  다문

화서비스 인식에 한 요인추출에는 주성분분

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 채택되

었으며, 의미 부여를 한 회 방식에는 직교회

방식  비직교회 방식을 모두 검토하 으

나, 요인 간 련성이 무시할 수 없는 수 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단하 으므로 비직교회 방

식의 결과를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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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인식에 요인분석을 해 먼  KMO

와 Barlett의 검정결과를 확인하 다. KMO 

Score는 .83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한 

Approximated χ2(66)=876.85, p<.001로 .001

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된 

12문항을 이용한 4요인의 추출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요인들에 재된 각 변수의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공통성(Communality)

이 최소 .64 이상으로 모든 변수는 요인을 추출

하는 데에 수용 가능한 수  이상의 기여도를 

보여주었다. 4개의 요인  상  2개 요인은 아

이겐 값(Eignevalue)이 1 이상이었으나, 나머

지 2개는 .99  .91의 아이겐 값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인으로서 추출한 이유는 

상  2개의 요인만으로 설명된 분산의 총 분산

에 한 비율이 56.54%로 낮은 수 을 보여주

었으며, 스크리도표(Scree Plot) 검토 결과 제4

요인과 제5요인간의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으므

로 4개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

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도서  인식 요인분석: 스크리 도표 

그 결과(<표 5> 참조), 도서  인식의 요인은 

필요성, 서비스, 존재가치, 사서 요인으로 개념

화되었다. <표 5>를 보면 각 변수는 부분 하나

의 요인에 주로 재되어 있으나, ‘새로운 정보

제공’  ‘서비스 만족도’는 서비스 요인 이외에

도 사서요인에 어느 정도 재되어 있으며, ‘지

역에서의 존재가치’ 한 존재가치요인 외에 사

서요인에도 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비직교회 을 통한 요인 간 상 의 존재에 

한 가정이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

필요성 서비스 존재가치 사서

도서 의 요성 .906 -.008 .028 -.007

삶의질 향상에 기여 .777 .016 .133 -.048

미성년의 필수기 -.004 .002 .887 -.002

성년의 필수기 .220 .066 .744 .191

도서  호감도 .807 .009 .032 -.058

사서의 문성 -.001 .011 .051 -.851

사서의 친 도 .138 .056 -.089 -.763

자료보유정도 -.192 .819 .167 -.019

개 시간 만족도 .189 .802 -.173 .111

새로운 정보제공 -.042 .593 .145 -.397

서비스 만족도 .136 .631 .058 -.322

지역에서의 존재가치 .094 -.033 .595 -.341

<표 5> 도서 인식 요인분석 결과: 패턴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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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서요인은 존재가치  서비스요인에 두루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가치는 공공

도서 의 존재자체에 해 이용자가 부여하는 

가치이다(표순희 2008).

한편,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인식에 한 

KMO와 Barlett의 검정결과, KMO Score는 .90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한 Approximated 

χ2(36)=1271.84, p<.001로 .001의 유의수 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된 8문항을 이용

한 2 요인의 추출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요인들에 재된 각 변수의 분산의 비

율을 나타내는 공통성(Communality)이 최소 

.67 이상으로 모든 변수는 요인을 추출하는 데

에 수용 가능한 수  이상의 기여도를 보여주었

다. 그 결과, 설문지 구성 당시 세 구성요소 던 

응과 통합, 문화다양성이, 실제로는 매우 상

계가 높아서 문화다양성 련 항목이 다른 

요인들과 연 되어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

며, 이를 각각 ‘사회통합’과 ‘동화’로 개념화하

다(<표 6> 참조).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에 한 두 

개의 요인(사회통합, 동화)은 8개 변수 총 분산

의 78.98%가 재되었으며, 각 요인에 재된 

변수를 살펴보면 응 요인에 2개의 변수가, 문

화다양성 요인에 6개의 변수가 재되어, 설문

지 구성 시 사회통합 련 변수가 문화다양성 

련 변수와 합쳐져 문화다양성 요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

이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를 지역사회의 통

합과 다문화인의 동화/순응의 으로 양분하

여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은 사회통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 통합 동화

한국어 습득 -.049 .954

선입견/편견 감소 .714 .150

한국문화 습득 .299 .662

다양한 문화의 이해 .659 .281

지역 내 문화 융합 .898 -.003

지역사회에의 응 .819 .084

지역사회의 통합 1.031 -.146

지역 다문화사회 발 .943 -.052

<표 6> 도서 다문화서비스 요인분석 결과: 

패턴행렬

한 추출된 사회통합과 동화 요인간의 상

계는 r=.61로 매우 높은 수 을 보여주고 있

어, 실제로는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은 사회통합이라는 하나의 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가 여타 부처의 다문화정책과 큰 

차이 없이 인식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4.3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과 필요성

연구문제 2를 검토하기 하여 도서  다문

화서비스의 인지 정도, 홍보 인지 정도, 참여 정

도에 따라 도서  다문화서비스 인식과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이는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 참고로 각 검정에 있어서 등분산 

(Homogeneity of Variance) 가정은 특별한 언

이 없으면 성립된 것으로 서술하 다. 다문화

서비스에 한 인식은 앞서 요인분석 상으

로 이용된 공공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 련 8개 문항의 리커트 수에 한 총

합으로 수화하 다. 이는 다문화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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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이 사회통합과 동화로 나 어져 있기는 

하지만 두 요인 사이에 높은 상 계(r=.61)

로 둘로 나 어 볼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설 2-1은 공공도서 이 다문화서비스를 시

행하고 있는 데에 한 인지가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  필요성에 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를 해 먼  다문화서비스 인지에 

한 응답을 바탕으로 인지집단(N=47, ‘잘 안

다’와 ‘안다’를 포함)과 비인지 집단(N=116, 

‘모른다’와 ‘  모른다’를 포함)의 2개의 그룹

으로 재편성하 다. 가설 2-1-1을 한 다문화

서비스 인식에 한 서비스 시행 인지의 향을 

알아보기 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는 유의하

지 않았다. 

가설 2-1-2를 한 다문화서비스 필요성 인

식에 한 서비스 시행 인지의 향을 알아보기 

한 2×2 Cross Tabulation χ2 검정 결과 한 

양측검정(two-tailed test) 시 유의한 결과를 보

이지 않았다. 

가설 2-2는 다문화서비스 홍보를 인지하는 

것이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과 필요성 인식

에 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해 표본을 도

서  다문화서비스 홍보 인지 집단 (N=48)과 

홍보 비인지 집단(N=115)으로 나 어 살펴보

았다. 가설 2-2-1을 한 다문화서비스 인식에 

한 서비스에 한 홍보 인지의 향을 알아

보기 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

았다. 

가설 2-2-2를 한 다문화서비스의 필요성 

인식에 한 서비스 홍보 인지의 향을 알아

보기 한 2×2 Cross Tabulation χ2 검정 결과 

χ2(1, N=163)=4.45, p<.05 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효과크기(Cramer’s V)는 16.5%

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

스에 한 홍보를 한 이용자는 다문화서비스

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가설 2-3은 공공도서 의 다문화 로그램에

의 참여가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과 필요성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 이다. 도서

 다문화 로그램에 2번 이상 참여한 응답자

는 2명, 1번 참여한 응답자는 12명으로, 이를 합

쳐 도서  다문화 로그램 참여 집단(N=14) 

과 미참여 집단(N=149)으로 나 었다.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의 집단크기가 차이가 크

게 나고 있으나, 이는 은 수의 참여기회에 의

한 것으로 단되며, 은 집단의 크기가 어느 

정도 오차허용범  내에 있으므로 집단 간 크

기의 차이에 유념하여 결과를 검토하 다.

도서  다문화 로그램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다문화서비스 인식 차이(가설 2-3-1)

를 살펴보기 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

과, t(161) = -2.37, p<.05로 .05의 유의수 에

서 유의하 다. 즉, 도서  다문화 로그램 참

여 집단 (M=36.00, SD=5.349)은 미참여 집

단(M=31.56, SD=6.808)과 비교할 때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도서  다문화 로그램 참여와 다문화서비

스의 필요성 인식간의 계(가설 2-3-2) 검토

를 한 2×2 Cross Tabulation χ2 검정 결과 

χ2(1, N=163)=5.32, p<.05로 .05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 으며, 효과크기(Cramer’s V)는 

18.1%로 나타났다

추가 으로 도서  다문화서비스가 ‘역차별’

을 래한다고 답변한 집단(N=16)과 그 지 

않은 집단(N=147) 간에 도서  다문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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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차이는 어떠한지 독립표본 t 검정을 통

해 살펴본 결과, t(161)=6.213, p<.001로 .001

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 다. 즉, 도서  다문화

서비스를 역차별이라고 인식하는 집단(M=23.00, 

SD=7.137)과 그 지 않은 집단(M=33.33, 

SD=6.223) 사이에 도서  다문화서비스 인식

에 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는데, 이는 도서  

다문화서비스가 다문화인만을 상으로 하는 것

이라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보인다.

4.4 도서  인식과 도서  다문화서비스 인식의 

계  도서  간 차이

가설 2-4인 공공도서  이용자의 도서  인

식과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은 상

계를 악하기 한 상 분석결과 r=.337, 

r²=.113, p<.001로 두 변수 사이에 유의한 계

가 나타났다. 즉, 도서 에 한 인식이 호의

일수록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호

의 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크기(r2)가 낮아 둘 간의 상호 직 인 

계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의 응답자

와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도서 의 응

답자 간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의 차

이(가설 2-5)를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 검

정 시행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도서  

다문화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도서  다문화

서비스에 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의 이

용자가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정 인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고 단할 수 없다.

5. 논 의

지역사회 공공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토하

기 한 가설검증의 체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러한 가설검증결과와 <표 4>의 기술 통계 결

과를 고려할 때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공공도서 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에 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반

으로 었다. 도서  다문화서비스를 인지한 응

답자(47)보다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116)가 더 

많았고, 도서  다문화서비스의 홍보를 한 응

답자(48)보다 하지 못한 응답자(115)가 더 

많았으며, 도서  다문화 로그램에 참여한 응

답자(16)는 극히 소수 다.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필요성에 해

서는 다수의 응답자(121)가 필요하다는, 어느 

정도 공통 인 인식을 보 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서비스에 한 필요성이 공공도서 과 

여타의 다문화 련기 과의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하 다. 가설 1을 한 요인분석 결과, 응답자

들은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도 사회통합  

동화의 에서 보는 시각이 강했으며, 이는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할과 어느 정

도 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응답자들

은 공공도서 만의 다문화서비스가 어떠한 것

인지, 혹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

지는 못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의 다문화서비스 인

식에 한 공공도서 의 향을 검토한 연구문

제 2 련 가설들의 결과를 살펴 으로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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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검증결과주)

1
공공도서  이용자는 다문화서비스에 해 동화/ 응, 사회통합, 그리고 문화

다양성의 에서 바라볼 것이다

2요인 

(사회통합, 동화)

2-1

2-1-1
다문화서비스 인지 집단과 비인지 집단은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2-1-2
다문화서비스 인지 집단과 비인지 집단은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 필요성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2-2

2-2-1
다문화서비스 홍보 인지 집단과 비인지 집단은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2-2-2
다문화서비스 홍보 인지 집단과 비인지 집단은 다문화서비스에 한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있다
○

2-3

2-3-1 다문화 로그램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은 다문화서비스 인식에 차이가 있다 ○

2-3-2
다문화 로그램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은 도서  다문화서비스의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있다
○

2-4 도서  인식과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은 상  계가 있다 ○

2-5
문화서비스 제공 도서  이용자와 다문화서비스 미제공 도서  이용자는 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주) 유의함(￮), 유의하지 않음(×)

<표 7> 가설검증 결과

세 한 해석이 가능하다. 가설 2-1부터 2-3에 

걸친 가설의 결과를 보면 지역주민이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의 시행을 스스로 (우연히) 

알았을 경우 보다는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

스에 한 홍보를 하거나, 이에 참여했을 때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  필요성이 강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에 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지 노력(홍보  마

)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재 지역주민이 지닌 공공도서  다문화서비

스에 한 사회통합  동화 에서의 인식은 

결과 으로 공공도서 의 노력이 비교  부족

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재의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은 공공도서 의 활동 결과로 보기는 어려

우며, 사회 반 인 다문화정책  다문화 련 

보도 등에 향을 받고 있어 공공도서 과 다른 

다문화 련 기 과의 차별 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가설 2-5(다문화서비스 

실시  미실시 도서  이용자 간의 다문화서비

스에 한 인식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해소에 기반한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는 다문화인 만을 상으로 한 

서비스 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형태는 지역의 일반주민 체에 한 

홍보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부정 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를 들

면 다문화인만을 한 다문화서비스는 지역주

민에게 역차별로 인식되거나, 여타 지역 다문화

련기 과의 서비스 복으로 인식될 수도 있

으며, 이는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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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하기 한 자원의 확보에 부정 인 

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다문화서비스의 지속

을 해 재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서비스의 필

요성  내용에 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단되며, 다른 한편으로 다문화

련기 의 서비스와 비교하여 공공도서  다

문화서비스만의 특징을 부각한 차별성을 강조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별성

을 강화하기 한 배경으로 문화체육 부의 

다문화정책 인 문화다양성의 의 강화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도서 의 소

부처인 문화체육 부와의 정책  지향을 

맞추어 나아간다는 의미와 함께 지역의 다른 다

문화 련기 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한편으

로는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을 강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다문화

련기 과의 경쟁 계를 력 계로 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서비스에 한 지역주인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동화/ 응, 사회통

합,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방향으로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었다.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해 공

공도서 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주로 사회통

합  동화의 에서 공공도서  다문화서비

스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공공도

서 의 홍보  마  활동에 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 의 지속 인 다문화서비

스를 해서는 지역사회의 여타 다문화 련 기

과 차이 있는 공공도서 만의 다문화서비스

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해 재 정보격차

해소로서의 다문화서비스에 문화다양성을 추가

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 다. 한 이러한 서비

스에 한 일반 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홍보 

 참여 등의 마 활동을 통해 공공도서  다

문화서비스에 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강화시

킬 필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을 상으로 하 으며, 상 공공도서 은 서울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체 지역주민  

여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도서 에 용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  수도권 이외의 지역

에 한 조사/분석을 수행하여 일반화된 결과

를 도출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다문화정책 속

에 지역의 공공도서 이 어떠한 지향 을 가지

고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지역사회

에서 다문화정책과 련한 지역 유 기 들과

의 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하기 해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는가에 

한 이해를 넓히고 토의할 수 있기를 기 한다. 

나아가 다문화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서의 공공도서 의 역할  이에 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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