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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에 하여 살펴보고, 사례조사에 의해 소득계층
을 상으로 한 국내 공공도서  서비스의 황을 악하 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에게 필요한 새로운 
도서 서비스로 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련 로그램의 시행과 소득계층 성인 상의 
경제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 련 로그램  독서상담치료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 다. 한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5가지로서 ① 도서 법에서의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에 
한 명확한 규정, ②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의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의 강화, ③ 국가차원의 소득계층 
 도서 서비스에 한 황조사, ④ 소득계층의 실제 인 특성  정보요구 악, ⑤ 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도서 서비스 개발  운 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levant literature to review the concept of low-income class, its criteria and 

types. Based on the cases surveyed, the service status of public libraries for low-income class in 

South Korea was determin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proposed new library services 

necessary for low-income clas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programs aimed at resolving 

the digital information divide of low-income class,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programs for the 

self-economic-support for low-income class adults, and the introduction of reading and counseling 

therapy service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five policies for activating library services for the 

low-income class: ① To revise the act on library law so as to clarify the concept of low-income class, 

its criteria and types, ② to revise the master plan for library development so as to bolster the library 

services for low-income class, ③ to conduct a national-level survey of the low-income class status 

and of the library service status, ④ to determine the actual features of the low-income class and 

their information demands, and ⑤ to prepare library services tailored to the diverse types of low-incom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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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과 사회  국가의 경

쟁력은 지식과 정보의 보유정도  활용능력의 

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

가 간의 정보격차, 국가 내에서는 계층 간 정보

격차(Information Divide)가 심화되고 있는 것

이 실이다. 이에 한국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국

가의 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기반

시설 의 한 곳으로서 도서 은 정보취약계층

(Information Poor)의 정보 근권  활용능력

을 강화시켜 주는 사회기반 시설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한다(윤종옥, 곽동철, 심경 2012, 190). 

‘도서 법 제43조’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한 도서 의 책무로서 “도서 은 모든 국민이 

신체 ․지역 ․경제 ․사회  여건에 계

없이 공평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

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

하고 있으며, ‘도서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지

식정보 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농산어  주민 

 소득계층인 기 생활수 자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발 으로 인해 소득

수 도 높아지면서 국민의 문화  수요에 근거

하여 공공도서 의 건립은 확 되고 있지만 아

직까지 정보취약계층을 심으로 한 도서 서비

스는 미비한 실정이다(곽동철 외 2011, ⅲ). 

한 ‘제2차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 2014

년부터 2018년까지 도서 서비스의 강화가 필

요한 유형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선정하

으며, 장애인과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등

을 상으로 한 도서 서비스의 지원체계 마련

에 해서는 구체 으로 제시를 하 다. 하지

만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과 같은 소

득계층의 도서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개념조

차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재 ‘도서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소득계층을 기 생활수 자로만 명시하고 있

지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개념

과 기   유형에 해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며, ‘제2차 도서 발 종합계

획’에서도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과 같은 소득계층의 도서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

된 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분야  타분야

의 문헌연구를 통해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 로 본 연구

는 정보격차 해소 측면에서 합한 도서 서비

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

을 규정하 다. 한 문헌 속에서 제시하고 있

는 국내외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의 

황을 사례조사로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

로 향후 국내 공공도서 에 필요한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를 제안하 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

스를 향상시키기 한 정책방안을 모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도서 계에서 

소득계층을 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소득

계층 상 도서 서비스 련 법  정책 수립 

시에 기 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를 두 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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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여 고찰하 다. 첫째, 소득계층에

게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한 선행연구를 알아

보았으며, 이는 세부 으로 세 개의 부분으로 

나 어 사회 환경과 교육  문화복지가 소득

계층에게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한 선행연구

를 개 하 다. 둘째, 도서 서비스가 소득계

층의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함을 증명

한 선행연구를 조사하 다. 이에 해서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소득계층에게 미치는 사회  격차에 

한 연구

2.1.1 사회 환경과 소득계층

정미라, 곽은순, 윤장숙(2007)은 소득계층

과 일반계층 아동의 양육 실태를 비교한 결과, 

소득계층을 한 정부의 직 인 양육지원 

 양육행동에 한 계몽이 실히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도서 에서 소득계층의 양육지원  양육

행동에 한 계몽교육과 련된 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소득계층의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이후 엄태완(2008)은 소득계층의 자기효

능감과 사회 지지(복지  지원)가 경제  스

트 스와 우울 계에 미치는 효과에 해 규

명하 다.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와 차상

계층 232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효능

감과 사회  지지가 경제  스트 스에는 직

인 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우울에는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자기효능감이나 사회  지지는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지지 기 으로 도서 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2.1.2 교육과 소득계층 

이혜 (2005)은 사회불평등이 심화됨에 따

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도

시 소득계층의 교육격차와 빈곤 물림이 발

생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교육소외 상을 

해결하기 해서는 정부와 학교가 함께 교육 여

건과 시설 등을 개선하기 해 극 으로 노력

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이 선행연구를 토 로 

도서 이 교육여건  시설 련 기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은우(2006)는 소득계층 간에 성  격

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밝 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성 은 사교육비와 가족 배경(부모의 

소득, 학력, 직업)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간으

로 소득계층 가정의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감시킬 뿐만 아니라 성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

서 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김순양, 기우(2011)는 구․경북 지

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심으로 지

역사회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한 정책  

함의 에 하여 토의하 다. ‘교육복지우선지

원사업’의 세부사업들에 한 우선순 를 분석

한 결과, 일 일 학습지원, 가정방문  가족상

담, 야간보호교실, 문화 련 특기 성  체험

학습, 교육복지사  교사의 사업활동 지원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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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서 이 문화 련 특기 성  체험학

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 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래 허미연 등(2012)은 소득계층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학교 밖 교육 실태를 악하

으며, 학교 밖 교육으로 지역시설을 이용한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공부

방, 지역사회 복지 , 민간사회단체 시설, 청소

년 수련 , 기타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교 

밖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타 지역시설로서 

도서 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환경으로서 도서 은 소득

계층 가정의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고

소득층 가정의 학생들과의 성  격차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1.3 문화복지와 소득계층 

서우석, 양효석(2013)은 문화복지 수혜 상 

범 를 결정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 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차상 계층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데이터로 하

여 문화  박탈감에 해 분석하 다. 연구결과, 

일반가구에 비해서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 문

화  박탈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

이 소득계층을 한 문화 로그램  서비스

를 극 으로 운 한다면 소득계층 가구의 

문화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악할 수 있다. 

한 신원우(2016)는 한국 국민의 반 인 

문화복지수 에 한 인식과 망 차이를 인구

사회학  특성에 따라 조사하 으며, 결과 으

로 스스로를 소득계층이라고 인식할수록 여

가․문화생활과 같은 문화복지수 에 해 더

욱 부정 인 것으로 밝 졌다.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소득계층을 한 여가․문화

생활의 지원이 실히 필요하다는 과 함께 그 

역할을 도서 이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

할 수 있다. 

최근 정보람, 인수(2017)는 소득수 별로 

행복에 향을 미치는 문화  여건 차이를 규

명하 으며, 분석결과, 거주지 주변의 문화환경 

만족도와 일상생활에서의 문화 술 비  등 일

부 문화  여건이 소득보다 행복감에 더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선행연

구의 결과를 근간으로 소득계층 거주지 주변

에 도서 과 같은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소득계층의 문화환경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문화복지 측면에서 소득계층 거주

지 주변에 도서 을 확충하고, 도서  서비스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득계층의 정

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서 살펴본 사회 환경과 교육  문화복

지가 소득계층에게 미치는 향에 해서 

규명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함으로써 도출한 시

사 을 제시하면 <표 1>과 같으며, 도서 에

서 소득계층을 한 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교육격차  정보불평등을 해소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을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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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연구자 시사

소득

계층에게

미치는 

사회  

격차

사회 

환경

2007

정미라, 

곽은순, 

윤장숙

∙도서 은 소득계층을 한 양육지원  양육행동에 한 계몽교육과 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008 엄태완 
∙도서  시설과 같은 사회  지지가 소득계층의 우울감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

2005 이혜
∙도서 은 소득계층의 교육격차와 빈곤 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 으로서의 역할을 수할 수 있음 

2006 이은우
∙도서 은 소득계층의 사교육비와 성 격차를 해소하는 기 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음 

2011
김순양,

기우

∙도서 은 소득계층을 한 문화 련 특기 성  체험학습과 련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음 

2012
허미연

외
∙도서 은 학교 밖 교육기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문화 

복지

2013
서우석,

양효석

∙도서 의 로그램  서비스는 소득계층의 문화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016 신원우
∙도서 은 소득계층의 여가․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기 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음 

2017
정보람,

인수

∙도서 과 같은 문화시설은 소득계층의 문화 환경 만족도를 높여  수 있을 

것임 

<표 1> 소득계층에게 미치는 향(사회 환경, 교육, 문화복지) 련 선행연구의 시사  

2.2 소득계층의 정보불평등 해소를 한 

도서 서비스 련 연구 

장덕 (2005)은 질  면담과 참여 찰법을 

실시하여 소득계층의 정보요구와 정보형태

에 해 연구하 다. 그 결과, 향후 공공도서

에서 소득계층을 해 서비스해야 할 필요성

이 있는 실천  역으로서 어린이/청소년 공

부방, 문화강좌 로그램, 독서치료와 가정문제 

상담, 공공도서 의 자정보서비스를 제안하

으며, 정책  역으로서는 사회복지 담 사

서 양성  퍼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제

안하 다. 

한 조용완(2007)은 도시 소득계층과 이

외에 장애인, 노인, 이주민, 농산어  거주자 등

을 정보취약계층으로 규정하 으며, 국내 공공

도서 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하여 조사하

다. 연구결과, 소득계층은 일반 으로 거

리, 교통수단, 교통비, 소요시간 등의 문제로 도

서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동도서 과 순회

문고는 소득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은철, 심효정(2008)은 공공도서 의 지식

정보격차해소 역할을 강화하기 한 방안을 모

색하 으며, 소득계층은 공공도서 에서 주

된 서비스 이용자층이 아닌 것으로 밝 졌고, 

공공도서 에서는 앞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별

로 실제 인 라이  스타일이나 정보요구를 

악함으로써 지식정보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를 개발하고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후 윤희윤(2012)은 공공도서 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략을 제시하 으며, 소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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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기 생활수 자로 규정하 고, 이들을 

한 도서 로그램 서비스로는 취업․직업이 가

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외에 교양․생활, 지식

정보해득력 로그램 순으로 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 

같은 해에 이연옥, 노 주(2012)는 독서

로그램이 소득계층 아동을 포함하여 소외계

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에 해서 고

찰하 으며, 조사결과,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

에 한 심과 태도가 독서 로그램 참여 후

에 정 으로 변화됨으로써 아동의 정서 인 

면도 함께 정 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알아본 도서 서비스가 소득계층

의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한 선행연구들을 토 로 도출한 시사 을 

제시하면 <표 2>와 같으며, 이로써 소득계층

을 한 도서 서비스  로그램의 운 은 

소득계층의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바

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할 수 있다.

3. 연구설계  연구질문 

3.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연구설계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을 살펴보고, 이로써 도서 서비

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

형을 규정하고자 한다. 

한 문헌 내의 사례조사로서 국내외 소득

계층 상 도서 서비스의 황을 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공공도서 에서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

를 제안하고, 나아가 분석결과를 토 로 소

득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한 정책방안을 모색하 다.

구분 연도 연구자 시사

정보

불평등 

해소를 

한 

도서  

서비스

공공

도서

2005 장덕

∙ 소득계층을 한 공공도서 의 실천  역으로서 어린이/청소년 공부

방, 문화강좌 로그램, 독서치료와 가정문제 상담, 자정보서비스를 

제안함

∙정책  역으로서 사회복지 담사서 양성  퍼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함 

2007 조용완 ∙ 소득계층을 한 이동도서   순회문고 서비스를 제안함 

2008
이은철,

심효정

∙지식정보 취약계층별로 실제 인 라이  스타일이나 정보요구를 악하

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시해야 함 

2012 윤희윤

∙ 소득계층을 한 도서 로그램 서비스로 취업․직업 로그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외에 교양․생활, 지식정보해득력 로그램 

순으로 시되어야 함 

독서

로

그램

2012
이연옥,

노 주

∙ 소득계층 아동의 독서 로그램 참여는 정서 인 측면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 도서 서비스와 소득계층의 정보불평등 해소 련 선행연구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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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내용 세부 연구 추진방법

1단계 

이론연구
문헌조사

∙선행연구 개  

∙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 고찰 

문헌자료

조사

￬ ￬
2단계 

실태조사
황분석 ∙ 소득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 황 분석

황자료

조사

￬ ￬ ￬
3단계 

결과도출
정책방안

∙새로운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 제안 

∙논의  정책방안 제시 

정책방안

제시

<그림 1> 연구설계 모형

3.2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 논의될 연구질문은 크게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 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RQ 1: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

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RQ 2: 도서 에서 서비스해야 할 소득

계층에는 가 포함되는가? 

∙RQ 3: 재 도서 에서는 소득계층을 

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RQ 4: 분석결과를 토 로 향후 운 해

야할 필요가 있는 소득계층을 한 도

서 서비스로 어떤 것들을 제안할 수 있

는가? 

∙RQ 5: 소득계층 상별 도서 서비스

를 향상시키기 한 정책방안에는 어떤 것

들이 있는가? 

4. 분석결과

4.1 소득계층에 한 개념과 기   유형 

소득계층(Low-Income People)이라는 개

념은 빈곤층(Poor People)과 유사한 용어로서 

일반 으로 경제 인 소득수 이 가구당 최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즉, 소득수 이 낮은 

계층을 소득계층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 법 으로 소득계층의 개념에 

해 규정된 조항은 없으며, 소득계층의 기

도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소득계층과 

련된 사회복지학, 교육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

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소득

계층에 해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소

득계층에 한 개념과 기   상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

계층의 개념  유형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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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소득계층의 개념 

소득계층이라는 용어는 빈곤층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수 을 기 으로 

구분된 계층으로서 소득계층이라는 용어가 

부정 이거나 정 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강정숙 2004, 7). 

한 재 소득계층에 한 개념은 사회

인 합의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정의가 없

는 실정이기에 여러 련 선행연구들에서 정의

하고 있는 개념도 각각 상이하다(박서  2018, 

8). 구체 으로 국내외 연구자별로 소득계층

의 개념에 해서 정의한 부분을 알아보면 <표 

3>과 같다. 

에서 살펴본 국내외 연구자들이 소득계

층의 개념에 해 정의한 부분들을 종합․정리

함으로써 가장 통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

득계층의 개념과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 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먼  일반 으로 소득계층이란, 경제 인 

소득수 이 낮은 계층으로서 공 인 빈곤기

인 국민기 생활보장법으로 본다면 기 생활

수 권자(1순 )와 차상  계층(2분 )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국내외 연구자별 소득계층에 한 개

념 정의를 종합한 결과를 토 로 도출한 시사

으로 소수의 연구자는 소득계층을 소득수

이라는 경제 인 수  이외에 사회 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극빈계층으로 규정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Balkin(1989)은 신체  장애

가 있는 사람, 교육수 이 낮은 사람, 인종  차

별을 겪고 있는 사람, 모자세  등이 소득이 

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계층으로 규정되어서

연도 연구자 소득계층의 개념 정의

1989 Balkin ∙ 은 수입 이외에 사회 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극빈계층

1994 김해 ∙한 사회의 소득분배구조에서 일정한 정도 아래에 치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구

2004
강정숙 ∙최 생계비를 기 으로 최 한의 소득에 치해 있는 계층

박 아 ∙공 인 빈곤기 에 따라 생활보호의 수 과 같거나 그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계층

2018 박서

∙국민기 생활보장법에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기 생활수 권자(1분 )와 차상  계

층(2분 )  해당법에서 규정한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  안 망이 필요한 차차상  계층(3분 )

과 4분 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표 3> 연구자별 소득계층의 개념 정의

연도 연구자 시사  

1989 Balkin
∙ 소득계층의 개념을 경제  소득수 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극빈계층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1994 김해

∙ 소득계층의 개념을 기 생활수 권자(1분 ), 차상 계층(2순 ), 차차상  계층(3분 )과 

4분 와 같은 경제  소득수 이 낮은  빈곤계층을 의미한다고 규정함 
2004

강정숙

박 아

2018 박서

<표 4> 소득계층의 개념 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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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된다고 주장하 다. 다시 말해서 소득

계층의 개념은 경제 인 소득수 이 낮은 계층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으로도 불이

익을 당하는 극빈계층을 포함해야한다고 강조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 서비스가 필요

한 소득계층을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한 경제

인 소득수 과 소수의 연구자가 제시한 사회

인 복지혜택 수 을 포함하여 규정하 다. 

즉, 도서 서비스 상으로서의 소득계층이

란 경제 인 소득수 이 낮아서 가구당 최 생

계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도 

릴 수 있는 도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

는 계층으로 정의하 다.

4.1.2 소득계층의 기

소득계층을 규정하기 해 가장 요한 

단기 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제 인 소득기

으로서 최 생계비이며, 이에 해서 살펴보

면 <표 5>와 같다. 

먼  최 생계비란, 국민기 생활보장법 2조

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유지하

기 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명시

하고 있다(김태완 외 2017, 28). 

한 한국에서 공식 으로 최 생계비를 계

측한 최 의 역사는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

심의 원회가 1973년과 1978년 두 번으로 나

어 반물량 방식으로 계측한 것이었으며, 반물

량 방식이란 미국 농무성의 Orshansky(1965)

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소득계층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식료품지출비에 ‘3’을 곱한 화폐액을 

빈곤선(Poverty Line)으로 정하는 방법을 뜻

한다. 1988년 이후에는 일곱 번(1988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계측

이 실시되었고, 이 에 정부가 공식 으로 최

생계비를 공표한 것은 다섯 번(1999년, 2004

년, 2007년, 2010년, 2013년)이었다. 이로써 한

국에서 최 생계비를 계측한 역사는 비교  짧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처음 두 번 출간한 보고서를 

보면 최 생계비를 계측하는 목 은 생활보호

법 상의 생활보호자들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한 여기 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제시하 다

(서병수 2008, 384).

구체 으로 한국에서 계측한 최 의 최 생

계비는 1973년 사회보장심의 원회가 가구원 

수를 기 으로 계측한 값으로서 그 당시 1인 가

구 기 으로 4,348원/월, 4인 가구 기 으로는 

17,392원/월이었다. 이후 2013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계측한 최 생계비는 1인 가구 기

으로 656,477원/월이었으며, 4인 가구 기 으

로는 1,638,040원/월 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근

최 생계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출처

1973 4,348 8,696 13,044 17,392 박찬용, 김미숙 1998

2013 656,477 1,036,978 1,354,937 1,638,040 김태완 등 2013

2015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고시

2018 668,842 1,138,835 1,473,260 1,807,681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고시

<표 5> 최 생계비의 기

(단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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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 생활 보장

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최 생계비

는 1인 가구 기 으로 617,281원이었으며, 4인 

가구 기 으로는 1,668,329원인 것으로 계측되

었다. 최근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최

생계비는 1인 가구 기 으로 668,842원이었

으며, 4인 가구 기 으로는 1,807,681원인 것으

로 계측되었다.

앞에서 소득계층의 기 에 해 조사한 부

분들을 종합함으로써 가장 통상 으로 규정하

고 있는 소득계층의 기 과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 을 제시하면 <표 6>과 같으며, 한

국에서 소득계층으로 규정할 때 일반 으로 

많이 용하는 단기 은 경제 인 소득기

으로서 최 생계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 생활 보장법 제6조 제

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최 생계비를 기 으로 

삼았다. 즉, 를 들어 소득수 이 1인 가구와 

4인 가구 기 으로 최 생계비가 각각 617,281

원과 1,668,329원 이하인 경우 소득계층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경제 인 소득

기 으로 의 기 을 동일하게 용하 다. 

4.1.3 소득계층의 유형

소득계층의 유형을 먼  도서 법 시행령 

 제2차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 살펴보고, 

한 문헌정보학 이외의 타학문분야와 문헌정

보학 분야에서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정보취

약계층  소득계층과 련하여 생산된 연구

논문  보고서를 상으로 하여 조사․분석하

다. 이에 해서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서 법에서의 유형

‘도서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정보취약계

층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농산어  주민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기 생활수 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재 한국의 도서 법  시행령에서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에 해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서 에서 서비스해야할 소득계층의 

연도 계측기 시사  

1973
사회보장

심의 원회

∙한국에서 계측한 최 의 최 생계비라는 에서 의의가 있음 

∙가구원 수를 기 으로 1인부터 5인까지의 최 생계비를 계측함

∙1인 가구 기 으로 4,348원, 4인 가구 기 으로는 17,392원으로 계측됨 

2013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지역을 규모에 따라 도시와 소도시  농산어  세 개로 구분하여 최 생계비를 계측했다는 

이 특징 임 

∙가구원 수를 기 으로 1인부터 7인까지의 최 생계비를 계측함

∙ 소도시를 기 으로 최 생계비를 보았을 때, 1인 가구 기 으로 658,134원, 4인 가구 기 으로

는 1,642,173원으로 계측됨

2015 보건복지부
∙지역의 규모에 따른 구분 없이 가구원 수를 기 으로 1인부터 7인까지의 최 생계비를 계측함

∙1인 가구 기 으로 617,281원, 4인 가구 기 으로는 1,668,329원으로 계측됨

<표 6> 소득계층의 기  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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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상에 해서도 명시된 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2)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의 유형

‘제2차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서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한 유형

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선정하 으며, 장애인

과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상으로 한 

도서 서비스의 지원체계 마련에 해서는 구체

으로 제시를 하 다. 하지만 재 ‘제2차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소

득계층의 도서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에서 분석한 도서 법  도서 발 종합

계획을 근간으로 도출한 소득계층의 유형 

련 시사 을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아직 국내의 도서 법  도서 발 종합계

획에서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에 

해 구체 으로 명시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로써 향후 도서 법에서는 도서

에서 서비스해야 할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상에 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한 앞으로 2019년 이후 도서 발

종합계획 시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소

득계층을 강화하여 련 도서 서비스의 방향

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정보

취약계층  소득계층만을 상으로 하여 수

행된 련 연구논문  보고서들에서 구분하고 

있는 소득계층의 유형을 비교․종합함으로

써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상

을 선정하 으며, 이에 하여 구체 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문헌정보학 이외의 타학문분야에서의 유형

문헌정보학 이외의 타학문분야에서 출 된 연

구논문  보고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

계층  소득계층의 유형에 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생활수 자만을 소득계층의 상

으로 규정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김유미(2007)

는 정보취약계층을 일차 으로 장애인, 농어민, 

노년층, 소득계층으로 나 었으며, 소득계층

은 세부 으로 기 생활수 층만으로 한정하

다. 이후 황소연(2010)은 정보취약계층을 장애

인, 노인, 이주민, 소득계층으로 분류하 으며, 

소득계층은 기 생활수 자로 제한하 다. 

둘째,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을 포함

하여 소득계층의 상으로 규정한 자료들을 

조사하 다. 강정숙(2004)과 엄태완(2008)은 연

구분 시사  

도서 법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상에 해 구체 으로 명시된 바 없음 

∙향후 도서 법에서 도서 에서 서비스해야 할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상에 한 명확한 

규정 필요함

도서 발 종합

계획

∙ 소득계층의 도서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된 사항 없음

∙앞으로 2019년 이후 도서 발 종합계획 시에는 소득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 강화 측면을 

모색해야 함 

<표 7> 도서 법  도서 발 종합계획 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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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으로 선정한 소득계층을 국민기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 자와 차상 계층으로 구분하

다. 차상 계층이란,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근

거하여 기 생활비를 지원받는 수 권자는 아니

지만 소득인정액이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이

하인 계층으로서 상  빈곤 속에서 경제  어

려움을 겪는 집단을 말한다(허미연 외 2012, 14). 

셋째, 특정집단으로 제한하여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을 소득계층의 상으로 규

정한 자료들을 알아보았다. 박 아(2004)와 민

은성(2012)은 소득계층을 소수 집단으로 국

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 권자와 차상

계층 청소년만을 상으로 하 다. 한 정미

라, 곽은순, 윤장숙(2007)은 소득계층을 국민

기 생활 수 권자와 차상 자 아동만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넷째, 기 생활수 자(  빈곤층)  

소득 50% 는 차차차상  가구(상  빈

곤층)까지 포함하여 소득계층의 상으로 규

정한 자료들을 고찰하 다. 허미연(2012) 등은 

소득계층을  빈곤층인 기 생활비 지

원 상자 뿐만 아니라 소득 50%의 상  

빈곤층까지 포함하 다. 소득 50%까지 

소득계층 범 를 확 해야 함을 주장하는 근거

로서 재 지자체 교육청에서 실제 으로 무상

보육과 무상 식을 지원하고 있는 범 가 소득

하  70% 는 일반아동 체로 확 되는 추

세라는 을 들었다. 

이후 서우석, 양효석(2013)은 기 생활수

자와 차상 계층과 같은 경제  소외층을 문화

복지의 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쟁 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 으며, 소득계층을 기 생활

수  가구뿐만 아니라 차상  가구(가구의 경상

소득이 최 생계비 120% 미만인 비수  가구)

와 차차상  가구(가구의 경상소득이 120%~ 

180% 미만인 가구)  차차차상  가구(가구

의 경상소득이 최 생계비 180%~250% 미만

인 가구)를 포함하 다. 

다섯째,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소득계층 가구유형을 개 하 다. 김태완 등

(2017)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간행된 ‘2017년 기 생활보장 실태조사  

평가연구’에서 최 생계비 계측을 한 소득

계층의 가구유형을 수 권자와 차상 계층을 

상으로 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와 4

인 가구(심층조사)로 분류하 으며, 이외의 가

구형태로 조손 가구와 소년소녀가장  기타를 

포함하 다.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 보장연구실

(2017)에서 발행한 ‘2017년 빈곤통계연보’에서

는 빈곤율을 측정하기 한 소득계층의 가구 

유형을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 아동, 한부모(모

자) 가구 등으로 구분하 다. 

앞에서 알아본 문헌정보학 이외의 타학문분

야에서 출 된 연구논문  보고서에서 구분하

고 있는 소득계층의 유형을 종합한 결과를 

기 로 하여 도출한 시사 을 제시하면 <표 8>

과 같으며, 가장 일반 으로 많은 연구논문  

보고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계층의 유형

은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인 것으로 나

타났다. 

4)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유형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연구논문  보

고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  소

득계층의 유형에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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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연도 연구자 시사

기 생활수 자
2007 김유미

∙ 소득계층의 유형을 기 생활수 자만으로 제한함 
2010 황소연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 

2004 강정숙
∙ 소득계층의 유형을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을 포함 

2008 엄태완

2017

김태완
외

∙2017년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 생계비 계
측을 해 소득계층의 유형을 구분했다는 이 주목됨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  
특정집단 제한

2004 박 아 ∙특정집단으로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 청소년만을 상으로 함 

2007
정미라,
곽은순,
윤장숙

∙특정집단으로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 아동만을 상으로 함 

2012 민은성 ∙특정집단으로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 청소년만을 상으로 함 

기 생활수 자 
소득 50%

는 차차차상 가구

2012 허미연 ∙ 소득계층의 유형을 기 생활수 자  소득 50%까지 포함

2013
서우석,
양효석

∙ 소득계층의 유형을 기 생활수 자, 차상 가구, 차차상 가구, 차차차
상 가구까지 포함 

<표 8> 문헌정보학 이외의 타학문분야 련 시사  

첫째, 기 생활수 자만을 도서 서비스가 필

요한 소득계층의 상으로 규정한 자료를 알

아보았다. 조용완(2007)은 공공도서 의 지식

정보 취약계층을 장애인을 제외한 65세 이상의 

노인  소득계층으로 선정하 으며, 소득

계층은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 권자

만을 상으로 하 다. 

둘째, 기 생활수 자에 따른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상범 를 다양한 계층으

로 규정한 자료들을 조사하 다. 남 (2007)

은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정보취약계층의 유

형을 장애인, 노인, 해외이주노동자, 새터민, 결

혼이민자  수 권자로 규정하 다. 이  수

권자인 소득계층에 해당될 수 있는 부류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교도소 출소자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 곽동철 등(2011)은 도서 에서 서비스해

야 할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농산어

주민, 기 생활수 자( 소득계층) 등으로 구

분하 으며, 이 가운데 소득계층 집단은 교차

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생

될 수 있다고 강조하 다. 이후 윤희윤(2012)

은 공공도서 에서 서비스해야 할 지식정보 취

약계층의 유형을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농

산어 주민, 기 생활수 자로 나 었다. 이  

소득계층인 기 생활수 자의 다수는 경제

 빈곤층을 지칭하지만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농산어 주민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을 

언 하 다. 

셋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상으로 규정한 자료를 

개 하 다. 장덕 (2005)은 공공도서 의 정

보격차 해소를 한 사방안을 모색하고자 

국 4  권역  5  역시 지역 내에서 건설교

통부가 지정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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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도시 소득계층

으로 규정하 다. 많은 연구논문  보고서에

서 소득계층의 상을 국민기 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 권자와 차상 계층으로 규정하는 

것에 비해서 이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을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으로 했다는 이 주목된다. 

넷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 (복지 , 지

역아동센터, 보육원 등)에 소속된 사람들을 도

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상으로 

규정한 자료를 고찰하 다. 이연옥, 노 주

(2012)는 독서 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하여 소외계층 아

동에 시설아동  장애아, 다문화가정 아동  

소득계층 아동을 포함하 으며, 실제 으로 

련 시설에 소속된 아동들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즉,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아원  

보육원, 기타 모자원, 장애아지원기 , 다문화

아동지원기 , 청소년기 , 복지  등에 소속

되어 있는 아동을 소외계층 아동으로 선정하

다. 

에서 살펴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출간된 

연구논문  보고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소득

계층의 유형을 종합한 결과를 토 로 도출한 

시사 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이처럼 소득계층의 상  유형 구분에 

한 근은 방 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 법 시행령과 도서 발

종합계획 뿐만 아니라 련 연구논문  보

고서에서 규정한 소득계층의 유형을 비교․

종합함으로써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

계층의 상을 선정하 다. 즉, 소득계층의 

유형을 규정한 련 연구논문  보고서를 바

탕으로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상을 기 생

활수 자  차상 계층으로 정의하 다. 

한 <그림 2>에서와 같이 소득계층에 포

함될 수 있는 유형은 장애인, 노인, 농산어 주

민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제하 다. 

를 들어, <그림 2>에서의 집단 5, 6, 9는 기

생활수 자인 동시에 각각 장애인, 농산어 주

민, 노인이라는 두 개의 속성을 지니며, 집단 

10, 11은 기 생활수 자이면서 장애인, 농산

어 주민 는 기 생활수 자인 동시에 농산

어 주민, 노인이라는 세 개의 속성을 갖고, 집

단 13은 기 생활수 자이면서 장애인, 노인, 

유형 연도 연구자 시사

기 생활수 자

2007 조용완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상을 기 생활수 자로 규정

2007 남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으로서 기 생활수 자의 상범 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함 

2011
곽동철  
외

2012 윤희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거주주민 
2005 장덕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상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거주

주민으로 함 

소외계층 
지원기  소속원 

2012
이연옥,
노 주

∙독서 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소득계층의 상을 소외계층 지원기 의 
소속원으로 함 

<표 9> 문헌정보학 분야 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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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 주민이라는 네 개의 속성을 모두 지닌

다(곽동철 외 2011, 38-40).

<그림 2> 소득계층의 교차 

출처: 곽동철 외 2011. 정보격차 해소를 한 도서 의 

정보취약계층서비스 확 략개발 연구 .

따라서 도서 은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을 상으로 한 서

비스를 계획  운 할 때는 무엇보다 소득계

층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장애인, 노인, 농산어 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노숙

자, 교도소 출소자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4.2 소득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의 황

재 국내에서 소득계층을 포함하여 노인, 

장애인, 농산어 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의 황을 악한 련 연구

논문  보고서는 수행되었지만 소득계층만

을 한 도서 서비스의 황을 심층 으로 조

사한 련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한 여러 

종  소득계층만을 한 서비스는 공공도

서 을 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논문  보

고서가 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  운 되고 있는 소득계층만을 

한 국내의 도서 서비스의 황을 종합 으로 

밝 내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소득계층 상 

서비스는 여러 종  공공도서 에 편 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소득계

층만을 상으로 한 도서 서비스를 강화할 필

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으로 도서 마

다 소득계층만을 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출간된 정보취

약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의 황을 분석한 

련 연구논문  보고서 안에서 공공도서 을 

심으로 소득계층만을 한 서비스를 추출

하여 지 까지 국내외에서 실시된 이 있는 

소득계층을 한 공공도서  서비스의 황

을 규명하 다. 이에 해서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4.2.1 국외사례 

황소연(2010)은 피츠버그 카네기도서 과 

필라델피아 무료도서 에서 운 한 미국의 

소득계층을 한 공공도서 의 서비스 사례

를 소개하 다. 먼 , 피츠버그 카네기도서

의 ‘Beginning with Books’ 로그램은 피츠버

그 카네기도서 에서 소득계층 아동의 학업

성취와 독서능력에 한 격차를 해소하기 한 

목 으로 운 하 다. 무엇보다 소득계층 아

동을 도서 으로 유인하기 한 방안을 극

으로 강구하 으며, 이를 해 빈민 지역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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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부모와 아동들에게 책과 함께 도서 소

개  로그램에 한 정보를 수록한 팜 렛을 

담아 선물하 다. 한 실제 으로 피츠버그 빈

민층 거주 지역을 상으로 하여 ‘이야기 차’라

는 순회도서  서비스를 운 하 으며, 이는 

소득계층 가구의 자발 인 도서  방문을 이끌

어내는데 공헌을 하 다(황소연 2010, 56). 

한 필라델피아 무료도서 의 ‘정보기술실

연 로젝트’는 필라델피아 무료도서 에서 

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목 으로 수행하 다. 실제 으로 2개 국어에 

능통한 문사서와 컴퓨터 강사  로젝트 

리자가 한 을 구성하여 련 워크 과 교육활

동 등을 추진하 다. 이는 소득계층의 정보

근과 학습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정보격차

를 해소하는데 기여하 다(황소연 2010, 57). 

4.2.2 국내사례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련 연구논문  보고

서를 바탕으로 실제 으로 추진된 소득계층

을 한 국내의 공공도서  서비스 사례를 종

합하면 <표 10>과 같다. 

연도 연구자 지역 도서 명 소득계층 서비스

2010 황소연 서울

강남도서 ∙찾아가는 도서  로그램, 찾아가는 책 교실, 형아가 읽어주는 어동화 등 

강서도서 ∙지역복지  연계 - 아동 상 논술/옛이야기 교실

개포도서 ∙지역아동보호센터 연계 - 찾아가는 놀이터도서  

고척도서 ∙지역아동센터 연계 - 방과 후 독서/NIE교실

구로도서
∙지역아동복지시설 연계 - 사서와 함께하는 이야기방 

∙구로인력개발센터 연계 - 경제  자립을 한 한식조리과정 

남산도서
∙소외계층 어린이 그림책 독서여행 

∙집단독서치료 서비스

도 도서
∙ 소득계층 어린이를 한 독서치료

∙지역복지  원아와 함께하는 종이 기 - 독서와 아이클 이

동 문

도서
∙순회독서지도 서비스 - SOS마을 시설 어린이 상

동작도서
∙찾아가는 장 독서지도/행복독서코치

∙소외계층 상 부모교육 

서 문

도서
∙홍은2동 공부방 연계 - 찾아가는 독서지도 

송 도서
∙찾아가는 행복교실 - 책과 친구되기 

∙마천청소년수련원 연계 - 거여공부방

양천도서 ∙지역공부방 지원 로그램 

용산도서  ∙ 내 시설 연계 - 독서 로그램 

2011

곽동철 

등

서울 비공개
∙과제지원센터 - 학습도움방 

∙소외계층을 해 찾아가는 행복교실 - 생각하기, 철학하기 

경기 비공개 ∙지역아동센터 연계 - 행복한 꼬마 음악가 

서경주,

채혜민
서울

랑구립

정보도서
∙지역아동센터 연계 - 순회 독서지도, 도서 단체 출 서비스, 도서  장학습 

<표 10> 국내의 소득계층 상 공공도서 의 서비스 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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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아직까지 소득계층만을 상으

로 한 국내의 공공도서  서비스 사례는 반

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로는 서울과 경기도에 편 되어 있었고, 상

별로는 성인보다는 아동에 집 되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한 다수의 공공도서 들에서 소득계

층을 한 로그램  서비스를 도서  내에

서 운 하기 보다는 소득계층 련 복지 이

나 센터 등과 력을 통해 련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즉, 지역 내의 기

이나 시설과 연계하여 순회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았다. 

국내의 공공도서 에서 소득계층을 해 

운 하고 있는 표 인 서비스의 형태는 크게 

아동 상 유형과 성인 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 아동들을 상으로 한 로그램은 

독서교실  독서치료, 공부방, 문화 로그램

(음악가 되기, 철학하기, 종이 기 등)이며, 성

인들을 상으로 한 로그램은 소득계층의 

경제 인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 로그램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알아본 국내외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 으로 

향후 필요한 새로운 소득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를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은 기 생활수 자 는 차

상 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노인, 농산어

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소득계층을 상

으로 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  시에 이 을 

숙지하고 소득계층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

를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국외사례인 필라델피아 무료도서 의 

‘정보기술실연 로젝트’처럼 소득계층의 디

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로그램의 운

도 공공도서 에서는 극 으로 도입할 필

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의 소득계층 상 공공도서  

서비스는 성인보다는 아동에 집 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계층 성인을 

한 도서 서비스로서 구로도서 의 경제  자

립을 지원하는 ‘한식조리과정 로그램’과 같은 

취업 련 로그램이나 남산도서 의 사례처

럼 소득계층 성인 상 독서상담치료서비스

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5. 논의  정책방안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상 도서 법

과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분 도서 명 시사

국외사례
필라델피아 무료도서 의 

‘정보기술실연 로젝트’
∙ 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로그램 운  

국내사례
구로도서 ∙경제  자립을 한 한식조리과정 

남산도서  ∙독서치료서비스 제공

<표 11> 국내외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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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을 살펴보았으

며, 사례분석을 함으로써 소득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의 황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

으로 향후 국내에서 소득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한 정책방안을 제안

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의 

활성화를 한 정책방안

5.1 국가차원의 소득계층  도서 서비

스에 한 황조사

국가에서 총체 으로 실시한 정보취약계층

에 한 도서 서비스 황조사에서 다문화가

정  장애인만을 상으로 한 연구는 수행되

었으며(한윤옥 외 2008; 이주황 외 2017), 다양

한 유형별 소득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에 

한 황조사는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

서 향후에는 국가기 에서 총체 으로 주 하

는 소득계층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

스에 한 황조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곽동철 등(2011)도 개별 으로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정보취약계층의 황을 

악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렵기 때문에 역시

도 표도서  는 도서 정보정책 원회와 

같은 도서  행정 체계 상 기  차원에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5.2 소득계층의 실제 인 특성  정보요구 

악 

소득계층은 도서 과 지리 으로 먼 곳에 

거주한다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해 시간

으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도서 을 직  방

문하여 이용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따라

서 소득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공단 등의 

지역 내의 장소를 마련하여 로그램을 시행하

고 시간 한 그들이 가능한 시간에 맞추는 등 

무엇보다 소득계층의 실제 인 특성과 정보

요구를 악하고 반 하는 일이 요할 것이다. 

5.3 도서 법에서의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에 한 규정 설치

재 도서 법 련해서는 시행령에 정보취

약계층에 한 상은 명시되어 있으나 소득

계층에 해서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

다. 즉, ‘도서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정보취

약계층을 네 집단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

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농산어  주민  국민

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기 생활수 자로 분류

하고 있다. 하지만 재 한국의 도서 법  시

행령에서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에 해서 정확하게 규정하

고 있는 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국

내 도서 에서 소득계층을 한 서비스를 활

성화시키기 한 방안의 하나로, 도서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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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에 해서 명확

하게 규정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4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의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의 강화 

‘제2차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는 2014년부

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도서 의 발 방향을 

모색하면서 도서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한 

역  하나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선정하 으

며, 다양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장애인과 외

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상으로 한 도

서 서비스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은 강조하 다. 그러나 소득계층을 한 도

서 서비스의 강화 측면에서 구체 이고 상세

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

므로 앞으로 한국의 도서 에서 소득계층을 

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한 방안으로 도

서 발 종합계획에서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의 강화 측면에서의 방향설정이 필요

할 것이다. 

5.5 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도서

서비스 개발  운  

소득계층은 기 생활수 자 는 차상

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노인, 농산어 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의 개발

과 련해서 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맞춤

형 서비스를 계획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곽동철 등(2011)도 정보취약계층은 계층

별로 고유한 특성뿐만 아니라 복된 특성도 갖

는 교차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

여 정보취약계층 상 도서 서비스의 방향을 

설정할 시에는 총체 이며 통합 으로 모색하

는 일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강조하 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소득

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에 하여 살펴보고, 

사례조사를 통해 소득계층을 한 도서 서

비스의 황을 악하 다. 이를 토 로 소득

계층에게 필요한 새로운 도서 서비스를 제안

하 으며,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를 활

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 다. 연구

결과  도출된 시사 을 종합․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일반 으로 한국에서 소득계층이란, 

경제 인 소득수 이 낮은 계층으로서 공 인 

빈곤기 인 국민기 생활보장법으로 본다면 기

생활수 권자(1순 )와 차상  계층(2분 )

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연구자는 소득계층을 소득수 이라는 경제

인 수  이외에 사회 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극빈계층으로 규정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개념을 

경제 인 소득수 이 낮아서 가구당 최 생계

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도 

릴 수 있는 도서 서비스와 같은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계층으로 정의하 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소득계층으로 규정할 

때 통상 으로 많이 용하는 단기 은 경제

인 소득기 으로서 최 생계비인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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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 생계비를 

기 으로 삼았다. 즉, 소득수 이 1인 가구와 4

인 가구 기 으로 668,842원과 1,807,681원 이

하인 경우 소득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도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

득계층의 경제 인 소득기 을 동일하게 용

하 다.

셋째, 소득계층의 상  유형 구분에 

한 근은 방 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도서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계층의 

상을 가장 일반 으로 많은 연구논문  보고

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으로 정의하 다. 한 도서 에서 서비

스해야 할 소득계층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

은 장애인, 노인, 농산어 주민 등 다양하게 존

재할 수 있음을 제하 다. 

넷째, 한국에서 소득계층을 상으로 서비

스하고 있는 공공도서 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소득계층만을 한 국내 공공도서

의 서비스 사례는 반 으로 많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상별로는 성인보다는 아동

에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한 다

수의 공공도서 들에서 소득계층을 한 

로그램  서비스를 도서  내에서 운 하기 

보다는 소득계층 련 복지 이나 센터 등과

의 연계를 통해 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다섯째, 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필

요한 새로운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로

서 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련 로그램의 시행과 소득계층 성인 

상의 경제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 련 

로그램  독서상담치료서비스의 도입을 제안

하 다. 

여섯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앞으로 소득

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한 정책방안으로 국가차원의 소득계층  도

서 서비스에 한 황조사, 소득계층의 실

제 인 특성  정보요구 악, 도서 법에서

의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   유형에 한 

명확한 규정 설치,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의 

소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의 강화, 소득

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도서 서비스 개

발  운 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도서 계에서 

소득계층을 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에서 소

득계층 상 도서 서비스 련 법  정책 수

립 시에 기 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

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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