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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연구는 학교도서 의 지역사회 개방 정책의 문제 과 

한계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 다.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와 한계로 지역주민 이용률 조, 담당 인력의 고충 가

, 학교도서  인력체제 왜곡, 학교도서 의 기능 확립 

해 등으로 정리하 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과 배경에는 지

역개방을 한 기본 조건의 미성숙, 지역 개방에 한 개념

과 인식의 오류, 정책 취지의 오해와 왜곡, 력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 문화와 행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탐구하

다. 그리고 이런 문제 의 성격과 정체를 바탕으로 효과

인 지역 개방을 한 원리로 타당성과 목 성의 원리, 지

역공동체 연  원리, 단계  근과 략  운  원리 등을 

제안하 고 성공 인 지역개방을 한 요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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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n inspection 

of the School Library Opening Policy. Some problems 

show the policy is not only ineffective but also 

disadvantage to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ies. The 

writer suggested three principles and critical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chool Library 

Open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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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괴산군 청안면 백 등학교(교장 조항운)가 야간

에도 학교도서 을 개방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

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략) 이를 통해 어린이

들의 공부방 역할은 물론 주간에 이용할 수 없는 지역주

민과 학부모들에게는 마을 문화센터로 활용되면서 백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략) 

조항운 교장은 “반딧불 야간 도서 이 학생들에게 야간

공부방으로 보충학습과 함께 바른 독서습 을 형성해 

주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에게는 독서에 한 심과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모

든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오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2009).

지난 23일 오후 정구 구서동 구서 등학교 도서  

‘솔빛 ’ 2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 2명이 책을 읽고 

있었다. 다섯 살배기 딸과 함께 도서 을 자주 찾는다는 

박진아 씨는 “일반 도서 은 집에서 멀고, 학교도서

이지만 일반인에게 책을 빌려줘 종종 이용한다”고 말했

다. 이 학교 1학년 정민아 양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독

서지도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도 여러 권 있어 

일주일에 2~3일 정도 들른다”고 밝혔다. 이 도서 은 

마을 주민에게 1주일에 5권의 책을 출해 다. 지난 

2006년 4월 개 과 동시에 지역민에 개방한 솔빛 은 

1만 6,000여 권의 장서에 지역주민 회원 563명에 달한다

(국제신문 2008).

학교도서 의 지역사회 개방과 련한 언론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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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면 개 이와 같은 내용이다. 학교도서 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게 되어 크게 기 가 된다거나, 학교도

서 을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학교도서  

지역 개방의 부정 인 측면을 보고하는 기사도 찾을 수 

있다. 다음에 인용된 것처럼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지 않

다든지, 도서  운 에 내실이 없어 학교도서 의 개방

이 실제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방과후 

학교도서  개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

교가 무자격증 사서를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략) 

 지역을 안배하지 않은 시범학교 선정과 홍보 부족, 

도서  로그램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지역의 구리 C 교는 지난해 8월 개방사

업을 시작했지만 하루 10~20명이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교외에 치한 여주 B 교도 7개월이 넘도록 하

루 20명 안 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경기일보 2010).

찾아오는 주민이라고는 하루 3~5명이 고작이라 했

다. 주민들 얼굴이 날마다 조 씩 바 면 좋을 텐데 만날 

같은 사람만 온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지역 주민들이 

도서  운 의 주체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지역 주민을 

한 로그램을 만들지도 않았다. 시만 있지 계획은 

없었던 탓이다(경남도민일보 2010).

학교도서 의 지역사회 개방을 정 으로 평가하는 

기사들만 보면 이 정책은 무척 성공 인 것 같지만 문제

와 한계를 지 하는 기사들을 보면 반드시 그 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학교도서 의 지역 개방이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며, 성과와 효과를 확보하기 

해서는 많은 제조건과 선결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학교도서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 을 살펴보고 발 인 방향

을 탐색해 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 다. 실 으로 학

교도서 의 개방 문제를 다각도로 검해 보는 것은 필

요하고 유용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직 으로는 효과

인 지역 개방 략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 으로는 학교도서 의 발 과 우리 사회의 도서  

문화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교도서  지역 개방의 문제 과 한계

학교도서 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여 여러 가지 효과

를 거두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와 한계가 부각되

는 것도 실이다. 이러한 문제 은 지역 개방의 효과를 

해하며 때로는 학교도서  본연의 기능 수행을 방해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역 개방과 련된 문제 과 한

계를 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학교도서 의 원활한 기

능 수행을 해서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지역 개방 효과

를 극 화하기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지역 주민 이용률 조

학교도서 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는 가장 일차 인 

목 은 지역 주민들이 학교도서 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개방 도서 의 이용 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단 에서 체계 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없지만 지역

단 의 황을 통해 체 인 상황을 확인하는 데 무리

는 없을 것이다.

인천지역의 학교도서  지역 개방 실태를 조사한 논

문을 보면 지역사회에 개방한 학교도서   60%의 도

서 은 일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나타났

다(황은혜 2008, 36). 일주일 평균 이용자가 10명 미만

이라는 것은 일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2명 미만이다. 그

러므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도서 의 60%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같은 논문에

는 일주일 평균 지역주민 이용자가 10명~30명인 학교

는 체의 23.3%이며 30명~50명인 학교는 6.7%, 50명 

이상인 학교는 10%로 나타났다. 일주일 이용자가 50명

이라 하더라도 하루 이용자는 10명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방에 한 기 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울산 역

시교육청에서 집계한 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

일까지의 학교도서 의 지역주민 출 황을 보면 확

인할 수 있다(울산 역시교육청 2010). 지역주민에게 도

서 을 개방하는 학교를 상으로 7개월간의 출 책 수

를 조사하여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7개월간 학교당 지역주민 출자 수는 평균 28.32명

이며 출책 수는 49.97권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는 출자 수 136.89명, 출책 수 328.63권으로 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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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학교

분석 상

학교수

출자 수(명) 출책 수(권)

최소값 값 최 값 평균 최소값 값 최 값 평균

지역

주민

114 0 0 3,330 41.65 0 0 6,477 78.47

 61 0 0 371 8.26 0 0 687 16.66

고  44 0 0 949 21.59 0 0 980 22.30

체 219 0 0 3,330 28.32 0 0 6,477 49.97

학부모

114 0 150.5 1,925 252.68 0 312.5 3,586 608.53

 61 0 0 219 16.54 0 0 483 38.05

고  44 0 0 60 3.77 0 0 90 6.32

체 219 0 17 1,925 136.89 0 25 3,586 328.63

<표 1> 학교도서  지역 출 황(울산, 2009.08.01~2010.02.28)

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합해

도 7개월간의 출 통계이기 때문에 1일 이용으로 환산

하면 극히 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수치와 별개로 출자 수와 출책 수에서 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최소값과 값이 모두 0이기 때문에 부

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이용이  없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사정이나 교육청의 장학활동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체 으로 학교도서 의 지역 개방 

이용률은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학교도서  이용을 지역 개방의 성과를 확보하는 

1차 인 단계라고 한다면 반 으로 볼 때 지역 개방은 

목 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2 담당 인력의 고충 증가

학교도서 의 지역 개방에 따른 일차 인 문제의 한 

가지는 담당 인력의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기

본 으로 근무 시간이 늘어나게 되거나 늘어날 가능성

이 높게 되고,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잡무가 추가되기 

십상이다. 정규직 사서교사이건 비정규직 사서이건 지역 

개방에 따른 고충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성격은 다

소 다른 이 있다. 

우선 사서교사의 경우는 방학  개방에 한 부담과 

고충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교과교사처럼 방학을 맞

아 집에서 재충 하거나 연수 로그램에 참여하고 싶

지만 학교도서  개방으로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실 으로 사서교사들은 교육 경력이 짧

고 교과교사들과 달리 혼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런 일에 하게 응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

음 인용문은 학교 경 자의 일방 인 지시에 따라 방학

을 반납해야 하는 사서교사의 입장을 잘 보여 다.

앞으로 방학 때 쉴 생각 말라고 교장샘이 그러시더군

요. 매번 방학 때마다 이래야 할 겁니다. 정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략) 정말 사서교사는 학교도

서 을 개방하기 해서 방학이 없어야 하는 건가요? 도

서  개방 문제는 사서교사가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더

군다나 근무까지 해야 한다면…. 학교장의 의지면 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독서교실 12일이나 

하는데 나머지를 근무로 채워야 하는 건 거의 강제 아닌

가요?(경북사서교사모임 2005)

형편이 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 도우미나 학생 도서

반, 는 학생 희망근로 로그램 지원 등의 방법으로 

신 업무를 보게 하고 연수에 참여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지 않으며 다른 사람

이 도서 을 맡아 다고 해도 심리 인 부담과 압박감

까지 벗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 사서의 경우는 지역 개방에 따른 고충이 더 

복합 이며 일상 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사서들은 

사서교사에 비해 신분과 처우가 불리하고 권한이 제한

이기 때문에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많은 직무 스트

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지역 개방을 하게 되

면 업무가 더욱더 가 되고 근무 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직무에 따른 고통은 더욱더 심 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민 개방한다고 야간개방하면, 결국은 근무자만 

죽어납니다. 공공도서 처럼 근무자나 아르바이트가 많

아서 부담 없이 로테이션하는 것도 아니고. 참, 학교도서

이 갈수록 근무자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 같군

요(사서e마을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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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개방, 말만 들어도 끔 합니다. ㅠ. ㅠ. 

학교도서 에서 학생, 교사들만 해도 무 힘든데… 지

역주민이라니요!! 한번씩 학부모님 시험감독와서 학부

모님이 학생 이름으로 출하고, 놀토에도 개방하면 참 

좋을텐데… 하시면서 건의하신다고 하고. 제가 지  학

생과 교사들만으로 힘들다면서 죽는 소리 좀 했어요. 그

랬더니 잠잠하시던데…  정말 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사람 생각도 안하고 학교 평가나 실  때문에 지역 개방

까지 하는 거 문제 있다고 니다(사서e마을 2007b). 

이용이 많은 학교의 경우 담당자의 고충은 더욱 더 심

하다. 특히 지역 개방으로 학부모나 주민 이용자가 늘어

나게 되면 육체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 인 피로감

도 훨씬 더 가 될 수밖에 없다. 학교도서 의 성격과 

특성상 성인 이용자들까지 상 하게 되면 얘기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자의 

노고는 상상외로 커지는 것이다.

등인데요, 흰 방학 때도 많은 이용률을 기록하는 

학교입니다. 방학하니까 학기 의 3~4배정도 되는 엄

마들이 몰려들고 있네요. 더불어 무개념 엄마들 때매 

의 마음은 멍들어가고 있네요.ㅜㅜ(사서e마을 2007a). 

․고 통합 혼자서 합니다. 3년째 하고 있어요. 둘 다 

활성화… 그냥 활성화 아난 하루 종일 아이들로 북 거

리는 도서 이에요. 이런 와 에 야간개방까지… 뒷정리

는 가 합니까… ( 략) 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애

요… 도서 도 160평 넘어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이

에요… 나혼자 맡겨놓더니 야간개방까지… 아이고ㅜ.ㅜ

(사서e마을 2010).

학교도서  개방을 하여 도서  담당자에게 지나친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신 하게 재고해 보아야 

하는 문제임에 분명하다. 개방의 성과가 확실하지도 않

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

도 담당자에게 일방 으로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

은 공정한 처사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  담당자가 지역 개방으로 인하여 에 지가 소진

되거나 직무 스트 스가 축 되면 학교도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지장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

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2.3 학교도서  인력 체제의 왜곡

지역 개방을 통해 학교도서 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  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

직한 일이다. 그러나 실 으로 학교도서 의 문 인력

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면 그리 단순

한 문제가 아니다. 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개방

을 하게 되면 인력에 한 요구는 더 강해지게 된다. 담당

교사 체제로서는 지역 개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만큼 

문 담인력인 사서교사를 임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육

지책으로 비정규직 형태의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2009년까지 학교도서  활성화사업이 진행되

는 동안 사서교사의 규모에 비해 비정규직 사서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 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년 동안 

사서교사는 164명에서 699명으로 증가하여 530명이 늘어

났지만 비정규직 사서는 880명에서 4,281명으로 증가하여 

3,401명이나 늘어났다. 사서교사는 연 평균 76명 늘어났지

만 비정규직 사서는 486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구분
연도

학교수 도서 수
담 인력(명)

사서교사 사서직원 비정규직 사서 계

2002 10,172  8,181 164 20  880 1,064

2003 10,503  8,657 232 39 1,135 1,406

2004 10,649  9,248 284 46 1,685 2,015

2005 10,826  9,696 313 57 1,881 2,251

2006 11,016 10,015 424 60 2,716 3,200

2007 11,076 10,422 537 62 2,552 3,151

2008 11,222 10,678 625 55 2,858 3,538

2009 11,293 11,082 699 34 4,281 5,014

* 자료: 2002~2007년 데이터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도서  진흥 기본계획(시안)｣  학교도서  활성화사업 계획 문서 참고; 2008~2009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도서 발  종합계획 2009년도 추진실 ｣ 참고.

<표 2> 학교도서  담 인력 배치 황(200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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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서교사에 비해 비정규직 사서의 규모가 

격하게 늘어난 것은 도서  운 의 측면에서 우선 으

로 문제를 야기기할 수 있다. 신분과 처우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사서가 학교도서 을 담하게 되면 학교도서

 운 의 일 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아니라는 신분  제약으로 학교도서 이 수행해

야 하는 교육 활동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

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학교도서 은 안정 으로 발

되지 못하게 되고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인력 증가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비정규직 사서의 규모가 증가하고, 정규 사서교사의 수

를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서 학교도서  인력 체제를 왜

곡하는 실이 당연시되는 결과를 래하는 것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학교도

서  인력 체제의 기본 원리는 사서교사 보임의 원칙이

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도서  활성화 과정에서 비정규

직 사서가 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원칙이 복되

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물론 비정규직 사서의 수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지역 개방 문제 때문이라고만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개방의 흐름이 비정규직 

사서 배치를 일면 정당화 하고 자극한 효과는 분명히 있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 의 비정규직 사서 

담당 체제가 확 되는 것은 학교도서  인력의 비 문

화, 비정규화를 고착화할 수 있어 우리 학교도서  발

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무자격 사서

가 채용되는 행이 확 되어 학교도서 은 문 교육

을 받지 않은 사람이 운 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  수

도 있는 것이다.

2.4 학교도서  기능 확립 해

지역 개방은 학교도서 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을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말하자면 학교도서 으로서 기능을 확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차 인 기능으로서 공공도서

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도서

은 실 으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

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

에 개방을 하게 되면서 지역주민을 한 독서지원 시설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 개방에 따라 학교도서 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이 

분산되면서 학교도서 은 본연의 활동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학교도서 을 

공공도서 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 으로 경험하

고 인식하게 되어 학교도서 의 교육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방하기 해 국제기구의 학

교도서  선언에서는 ‘그 시설과(이나) 자원을 공공도서

과 같은 다른 유형의 도서 과 공유하는 학교도서 에

서는 학교도서 의 고유한 목 이 인정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IFLA/UNESCO 2000).

우리 학교도서 의 역사와 발 과정에 비추어 보면 

그 기능에 한 이해와 인식이 일천하다고 해야 할 것이

다. 학교 밖에서는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도 학교도서

의 기능과 역할에 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

은 수 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 은 학교도

서 의 기본 기능을 심으로 체계를 잡고 서비스 행

을 확 하는 일에 에 지를 집 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

런 단계에서 지역 개방 활동으로 학교도서 의 기능을 

확립하지 못하고 사회 으로 그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

게 된다면 학교도서  발 에 큰 손실을 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학교도서 을 정부 정책 과제로 

부각시키고 장을 크게 개선하 지만 그 본연의 역할

을 심으로 사회  기능을 수행하고 입지를 강화하지 

못하면 결국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게 지역 개방의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학교도서 의 

발 을 해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도서  지역 개방 문제의 
배경과 이면

학교도서 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도 지 않게 찰된다. 하

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의도한 성과와 효과는 미미한 반

면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  개방의 

문제와 한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탐색하는 것은 지역 개방 정책의 효과를 확 하기 해

서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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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 개방을 한 기본 조건의 미성숙

학교도서 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해서는 먼  개

방에 필요한 기본 자원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도서

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기본 자원을 충실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

가 없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도서  서비스의 가장 기본

이며 핵심자원을 인력, 자료, 시설이라고 하면 이 자원들

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학교도서  개방의 제 조건

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  학교도서 을 개방하려

면 그 에 학교도서 의 인력과 자료와 시설을 충분하

게 갖추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도서  서비스 체제에서 가장 요한 요소인 인

력은 세 가지 기본 요소 에서 실 으로 가장 불완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재 학교도서  운 에서 온 한 책임과 권한

을 가질 수 있는 정규 사서교사의 경우 체 학교도서

의 6.3%에만 배치되어 있다. 거기에 사서와 비정규직 사

서를 포함하여도 체 학교도서 의 45.2%에 지나지 않

는다. 반 이상의 학교도서 에 담 인력이 없으며, 약 

94%의 도서 에 정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도서 을 개방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따

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시설이 아니고 사서다. 2009년 재 경남 지역 

학교에는 사서가 160명 남짓 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

원에 따르면 정식 사서는 40명 수 이고 나머지는 계

약직이다. 경남의 학교도서  898곳 가운데 80%가 사

서가 없다(경남도민일보 2010).

이 사업이 제 로 결실을 보려면 사서교사를 늘려야 한

다는 지 이 높다. 부산과 경남 ․ ․고교 가운데 사서

교사가 있는 곳은 각각 6.3%와 3.8%에 그쳐 비정규직 사

서나 학부모 도우미에 의존하고 있다(국제신문 2009).

의 기사에서도 지역 개방에 따른 가장 큰 문제를 

담 인력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정책 방향이 옳고 지역

의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도 인력 조건이 선결되지 않으

면 효과는 낙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서교

사 없이 학교도서 을 개방하는 것은 교사가 없이 학교

를 운 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료는 어떠한가? 지역사회에 학교도서 을 

개방하기 해서는 지역주민들을 한 자료를 추가로 

확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학교도서  고유의 장

서만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도서  장서

의 범 가 성인들이 보는 책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등

학교 도서 에서 주민들을 해 개방한다고 하면 추가

으로 장서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어른들도 등학생들이 보는 책을 보아도 되고 한

편으로는 권장할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학교도서

 개방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개방을 하게 되면 우선 으로 지역주민

들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장서를 구축하는 것이 제되

어야 하고, 학교 에 따라 그 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수

박에 없는 것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

도서 의 장서는 크게 증가하 다. 학생 1인당 장서 규

모를 보면 2002년에 5.5권이던 것이 활성화 사업 1단계 

만료 시 인 2007년에 이미 10.8권으로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하지만 지역 개방

을 해서는 주민들을 한 장서를 별도로 확충해야 하

기 때문에 이 장서량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지

역주민을 하여 장서를 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충

하는 노력이 제되지 않으면 지역 개방의 효과는 기

하기 어려운 것이다. 

세 가지 기본 요소 에 시설은 비교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을 통해 거둔 가

장 가시 인 성과도 학교도서 의 물리  조건을 개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학교의 경우 지역 개방을 

하여 주민들을 수용하기에는 도서  규모가 소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모둠학습 공간 등을 제

외한 순수한 열람 공간만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간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주민의 도서

 이용이 열람보다 출에 편 되면 이런 문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간 규모 문제와 함께 근성 문제도 요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 학교도서  설치 원리에 따라 많은 학교에

서는 도서 의 치를 교사의 심부에 치시켜두고 

있다. 이것은 학교도서 의 운  원리에서 볼 때  

문제가 없으며 타당한 조치이다. 하지만 지역 개방을 염

두에 둔다면 이 치는 썩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일단 지

역주민들이 근하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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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과 시간 에 지역주민들이 도서 을 이용하기 

해 교사에 출입하게 되면 수업에 방해를  수도 있으

며, 학교 입장에서는 어린이 상 범죄에 응하기 어려

울 수도 있다. 이런 에서 보면 효과 이며 안 하게 

지역 개방을 하기 해서는 학교도서 의 치를 교문

에서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헤이콕(Haycock)은 학교도서 을 지역사회에 개방하

여 이용하도록 하기 해서는 큰 안내 을 붙인 독립된 

외부 출입구, 미취학 아동을 한 별도의 공간, 성인용 

회의실, 학생과 일반 주민을 한 분리된 화장실, 장애인

을 한 근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 다(Haycock 

1990). 이와 같은 충실한 조건을 갖추면 더할 나  없이 

좋겠지만 여건이 불비하다면 기본 인 사항들만이라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슨(Olson)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공공도서

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도서 의 시설 조건으로 연  

가동되는 냉난방 시설, 건물 밖에 있지 않고 주민들의 

교실 근을 막을 수 있는 도서  안의 화장실, 다양한 

고객 집단과 교통 이용패턴에 따른 고려사항 등 모두의 

요구를 반 하는 개  시간, 야간 이용을 한 충분한 

외부 조명, 가능할 때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

과 식당, 주차 공간, 24시간 무인 반납기 등을 제시한 바 

있다(Olson 1996). 

리우(Liu)는 국의 북서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도서 을 이용한 공공도서  서비스 통합 로젝트

에 참여하는 학교를 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실

태와 개선 과제를 보고하 다(Liu 2008, 12-13). 이 연

구에서 그는 국 북서부 지역의 학교도서 이 지역주

민을 한 공공도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로 장서 문제(부족한 장서와 장서구입 

산), 도서  인력 문제( 문 인력 배치 미비, 인력 교

육 부족), 문맹률(낮은 교육 수 과 높은 문맹률) 등으

로 꼽았다. 문맹률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동일하게 기본 

조건이 불비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도서 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

두기 해서는 기본 인 서비스 자원을 확충하고 서비

스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하지만 우리 학

교도서  실에서 보면 이런 선결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개방을 유도하고 시행하게 되는 경

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 조건이 선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한 지역 개방은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교도서 의 운  체제를 훼손하

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3.2 지역 개방에 한 개념과 인식의 오류 

학교도서 의 지역 개방 상황을 보면 개방 과정에서 

개방의 원리, 의의, 효과, 방법 등에 한 이해와 인식이 

여러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았거나 잘못되어 있다는 

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도서  개방을 지

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오류이다. 교육정책 당국이나 

학교 경 자들의 인식을 들여다보면 학교도서 의 지역 

개방을 단지 학교의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  개방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학교도

서 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그냥 문만 열어 두면 

되는 것인가? 

학교도서 을 개방하는 것은 학교도서 의 기능을 확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학

교도서 의 기능에다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정보 요구

에 부응하는 공공도서 의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두 도서 의 기능이 완

히 이질 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도서 은 분

명히 다른 사명과 기능을 지향하고 있다. 이용 상, 자

료, 서비스 로그램, 공간 등의 운 에서 기본 으로 차

별 인 원리와 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

서 이 공공도서 의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 이질 인 기능을 통합하는 원리와 과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에서 학교도서 의 지역사회 개방

은 단지 도서  문을 개방하는 것 이상으로 신 하고 섬

세하게 계획하여 실행해야 하는 것인데 부분의 학교

에서는 이런 인식을 가지지 않고 단순하게 근한 것으

로 찰된다. 

두 번째로는 개방의 효과와 성과에 해 지나치게 낙

하 다는 것이다. 도서 을 개방하기만 하면 이용자들

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방에 따른 비와 지역

사회에 한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학

교도서 을 개방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보면 

사 에 충분한 비와 계획을 하고 지역 사회에 한 

홍보를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

서는 개방을 해 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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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채 개방을 

하 다. 그리고 개방을 한 이후에도 학부모를 상으로 

한 형식 인 공지 수 의 홍보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

반사이다. 우리 사회가 도서 에 한 이해와 인식이 깊

지 않고 도서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극 으로 알리고 이해시키지 않으면 지역주민을 도서

으로 유인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개방에 따른 운 의 책임은 도서  담당

자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오류이다. 학교도서

을 개방하면 자연스럽게 개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야

간 개 , 방학  개 을 하게 되고 주말에도 개 을 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그에 따라 담당자의 업

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역 개방을 효과 으로 하는 

경우를 보면 추가 인 업무 증가에 따라 외부에서 인력

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구성원들이 업무를 지원하여 분

담하는 방법으로 처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개방

에 따른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거

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

이 도서  업무를 지원하여 분담하는 형태로 응을 해

야 하는데 그 게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도서  업

무는 오직 도서  담당자(사서교사, 사서)의 책임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도서  개방에 따른 

고충은 오로지 담당자에게 집 되는 것이다. 담당자의 

업무가 과 되면 도서  운 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인식의 오류는 학

교도서 의 기능을 약화시키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3 정책 취지의 오해와 왜곡

우리 사회에서 학교도서 의 지역사회 개방이 본격

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 시행된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 에도 학교도

서 을 학부모나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사례가 있긴 하

지만 앙과 지방의 교육당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

이나 사업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2002년에 발표된 학교

도서  활성화 사업 계획(교육인 자원부 2002)에도 학

교도서 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이 명시 으로 

제시되어 있다. 학교도서 의 지역사회 개방이 학교도서

 활성화 과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직 인 계기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 하여 학교도서  련 법규에도 

지역 개방이 학교도서 의 업무로 규정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학교도서 진흥법｣에 학교도서 의 지역 개방

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학교도서 의 지역 개방은 제도와 정책에 의해 규정되

고 강조되는 수 으로 격상된 것이다. 학교도서 의 지

역 개방은 학교도서 의 기본 업무  하나이며 동시에 

학교도서  운  방향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도서  개방에 한 정책과 제도

의 기본 취지가 실제 상황에서는 오해되어 용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 한 정책 문건이나 법규에서는 학교

도서 의 지역 개방을 모든 학교에서 필연 으로 수행

해야 하는 과제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학교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 으로, 자율 으로, 역량이 갖추

어졌을 때 할 수 있다고 하 다. 

가령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의 계획(교육인 자원부 

2002)에서는 ‘지역실정, 학교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

민에게 학교도서  개방’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도

서 진흥법｣ 제6조에도 다음과 같이 학교도서 의 지역 

개방에 해 명시하고 있다(｢학교도서 진흥법｣ 2008). 

① 학교도서 은 ｢도서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 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

는 범  안에서 지역사회를 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 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

부모․노인․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한 

로그램을 개발․보 할 수 있다.

｢학교도서 진흥법｣ 제6조 제1항에 언 된 ｢도서

법｣ 제38조에서 제시된 학교도서 의 업무는 ① 학교교

육에 필요한 도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이용서

비스 제공; ②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 리  이용 

제공; ③ 시청각자료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이용 제공; ④ 정보 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이용 제공; ⑤ 도서  이용의 

지도  독서교육, 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

육; ⑥ 그 밖에 학교도서 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이다. ｢학교도서 진흥법｣에서 명시하는 

지역 개방의 원리는 이와 같은 학교도서  운 과 교육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와 발전적 원리  25

활동 등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  

안에서 지역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  학교

도서 은 무조건 지역 개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

라 기본 업무 수행에 방해받지 않는 수 에서 자체 인 

단에 따라 지역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과 제도의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

는 다분히 맹목 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획일 인 

분 기가 지배하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장뿐만 아니

라 교육 당국의 분 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때로는 교육당국이 운 비와 장서구입비 등의 지원

을 내세워 지역 개방을 유도하기도 한다. 학교도서

의 기본 여건상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외형 인 효과와 정책 성과를 해 지

역 개방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도 분명 정책과 

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행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 력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 문화와 행

학교도서 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부분 으로 공공

도서 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필연 으로 학교와 

다른 기 과의 력 계가 체결되어야 한다. 학교(도서

)가 직  공공도서 ,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기업 

등과 계를 맺어야 하기도 하고 교육 당국이 그 게 하

기도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학교나 교육 당국의 여러 규정이나 

행이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산 집행 규정, 인사 

규정 등이 가로막기도 하고 기존의 업무 행상 불가능

한 일도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공

공도서 이 장서구입 산을 지원한다든지 할 때 이런 

규정과 행이 일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같은 

교육 당국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도서 과 학교 간에도 

자원의 이동이 여의치 않는 구조가 엄연한 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학교와 공공도서 의 조직 문화가 료화 되

어 있기도 하고, 자기 조직 자체의 업무가 과하기도 하

여 다른 기 과의 력 인 계를 맺거나 활동을 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도 있다. 학교는 학교 로, 공공

도서 은 공공도서 로,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나름 로 과 한 일상의 업무에 묻  있는 것이 

일반 이다. 자신들이 기왕에 지속 으로 해 오던 일만 

가지고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기 과 계를 맺

고 새롭게 일을 하는 것에 소극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취지가 좋고 필요성이 충분하다 하더라

도 자발 이며 극 으로 력 계를 맺어 지역사회에 

도서 을 개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결과 으로 

력 인 계 속에서 합리 인 시스템으로서 도서 을 운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 의지

하는 형태로 굳 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효과 인 지역 개방을 한 원리

학교도서  개방의 여러 가지 문제 과 한계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연유하는 배경도 탐구하

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 의 지역사회 개방은 맹목

으로 단순하게 근할 것이 아니라 원리와 략에 입각

하여 체계 으로 근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이제 학교도서 의 지역 개방을 통해 소기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어떤 원리에 입각해야 하고, 어떤 

조건을 확립해야 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원

리와 조건이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용될 수는 없겠지

만 지역사회의 여건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 참고하고 고

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본다.

4.1 타당성과 목 성의 원리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 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고려사항과 조건이 필요하다. 그

러므로 개방을 결정하기 이 에 개방의 타당성과 목

에 해 철 하게 검토하고 단하여야 한다. 교육 당국

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개방이나 학교 평가 

등에서 좋은 수를 받기 해 하는 개방 등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학교의 교육과정 운 에 방해만 가져

올 수도 있다. 맹목 인 개방을 피하고 의미 있는 개방

을 하기 해서는 개방 여부를 결정하기 이 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하고 신 하게 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개방 요구가 있는가?

∙지역의 공공도서  역량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

하기에 불충분한가?

∙지역에 공공도서  설립  확  계획이 있는가?

∙개방의 목 과 목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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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구성원들에게 개방의 의지가 있는가?

∙개방에 따른 학교의 이익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가?

∙개방에 따른 학교의 희생과 손실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가?

∙개방에 따른 지역사회의 이익은 무엇이며, 어느 정

도인가?

∙개방을 해 지역사회에 요청하고 요구할 것은 무

엇인가?

∙개방을 해 지역사회의 어떤 기 과 트 십을 

맺어야 하는가?

∙지역의 공공도서 은 학교도서  개방에 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도서  가용 자원의 수 은 어떠하며, 개방에 무리

가 없는가?

∙개방에 따른 추가 자원(인력, 산, 자료 등)은 어

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개방을 일정 기간만 할 것인가, 지속 으로 할(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고려 사항을 통해 개방의 필요성, 가능성, 

목 , 략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교에서는 내부의 통합 인 단에 따라 주체

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 의 개방을 

통해 공공도서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공도서 의 부족 문제를 해

결하기 한 고육지책으로 개방에 내몰리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당국은 타당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목 을 명확히 한 이후에 자발성에 기

반을 두고 개방을 하도록 해야 한다. 

4.2 지역공동체 연계 원리

학교도서 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학교와 지역

사회가 도서 을 매개로 새로운 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계망이 더 두터

워지는 것을 말하며, 더욱 더 긴 한 계 속에 들어가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 의 

지역 개방이 목표하는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지역사

회와 어떤 계와 조건을 유지하는지가 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계는 그 로 있으면서 학교도서

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방

의 의미에 합하지도 않으며 개방의 이익을 극 화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 의 개방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공동체의 개념 속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도서  개방을 모범 으로 하고 있는 사

례들은 부분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 하고 력 인 

계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표방하고 도서 을 개방하

여 성공한 것으로 찰된다. 충남 아산의 송남 등학교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소 길지만 지역공동체의 연

와 력에 기반을 둔 학교도서  개방의 모범 인 사

례이기 때문에 옮겨 본다.

이 학교도서 이 울타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문을 활

짝 연 데는 사연이 있었다. 아산시 송악면엔 두 곳의 

등학교, 한 곳의 학교가 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

용할 문화공간이  없었다. 서 이나 화 은 물론

이고 그 흔한 커피 , 피시방도 보기 힘든 상황에서 2006

년 좋은 기회가 생겼다. 근처 거산 로 근 간 장종천 

교사 등이 <한겨 >에 소개된 ‘희망의 작은 도서  만들

기’(삼성, 책 읽는 문화재단, 한겨  공동사업) 사업 공

고를 보고 지원서를 넣었다. 2007년 11월, 도서 이 ‘귀

신놀이 하기 딱 좋은 공간’에서 ‘매일 오고 싶은, 집보다 

좋은 공간’으로 싹 변신한 사연이다. 

운  3년. 도서 이 겉만 화려한 장소로 머물지 않게 

된 데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연 ’ 다. 2003년부

터 정부에서 벌인 학교도서  활성화사업부터 각종 단

체 등에서 벌인 도서  건립 사업 뒤 학교도서  운 에 

한 아쉬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송남  학교도서 이 

주목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학부모들이 공모 과정

에서부터 공청회를 열며 마을에 왜 도서 이 필요한지,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한 의견을 나눴다. 

개  첫해는 도서 을 열고 꾸려가기 바빴다.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후원인까지 모여 도서  운 , 후원

회를 조직했다. 내실을 꾀하려면 문 사서교사가 필요

하다는 문제의식도 생겼다. 2년  부임한 황 사서교사

는 “ 국 으로 볼 때 사서교사 발령 자체가 엄청 어렵

고 이 직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연 해서 사서교사에 한 요청을 

극 으로 하셨다”고 설명했다(한겨  2010).

송남 등학교 솔향 리도서 을 만드는 과정은 학

교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한  축제처럼 

보 다(MBC 2007). 학교도서 이 지역사회에 개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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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공도서 의 기능을 병행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력하고 연 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지역의 학교도서 이 이와 같은 지역사회와의 

연  에서 개방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의 유 감과 연  가능성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공동체 개념이 약화된 

도시의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력을 이끌어내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지역주민은 단순한 이

용자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다 하더

라도 개방이 의미를 가지기 해서는 지역사회와 계

를 맺고 그 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든지 지역사회의 필요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학교도서  개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4.3 단계  근과 략  운 의 원리

학교도서 을 개방하는 경우 개 지방자치단체나 공

공도서 , 는 다른 외부 기 과 력 인 계를 맺게 

된다. 이 게 되면 학교도서 은 단순히 학교 안의 한 

공간이 아니라 복수의 기 과 단체의 향력 안에 들어

가게 되는 복합 인 성격을 갖게 된다. 물론 단순하게 

학교에서 외부 기 과 계를 맺지 않고 자체 으로 개

방을 하는 경우는 외라고 할 수 있다. 두 개 는 그 

이상의 기 이 어떠한 형태로든 계를 맺게 되고, 학교

도서 과 공공도서 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개방을 한 비단계에서부터 운  과정까지 합리 이

며 통합 인 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우선 개방을 비하는 단계에서 체계 이며 순차 으

로 조건을 만들어가야 하며 서비스에 필요한 작업을 수

행해 나가야 한다. 개방을 한 비 단계와 개방 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과 활동을 간단하게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학교도서  기본 체제  운  행 확립

 ∙인력, 장서, 시설 등 학교도서  기본 운  조건을 

충실하게 확보한다.

 ∙학교 구성원을 상으로 하는 일상 인 교육 활동

과 서비스 체제를 확립한다.

￭개방의 필요성  타당성 확인

 ∙지역의 공공도서  분포 황과 서비스 수 을 

검한다.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  이용 행태와 만족도를 

확인한다.

 ∙학교도서 에 한 개방 요구를 직 , 구체 으로 

조사한다.

 ∙지자체의 공공도서  설립 계획 여부를 확인한다.

￭학교 내부 구성원의 공감  형성  합의 도출

 ∙일차 으로 학교도서  담당자에게 개방의 의지

와 가능성을 확인하고 의견을 묻는다. 

 ∙개방에 따른 불편과 희생에 해 교직원과 학생에

게 주지한다.

 ∙개방의 필요성과 의미를 교직원과 학생들이 공유

하도록 한다.

 ∙개방에 따른 교직원들의 업무 증가 내역과 정도에 

해 구체 으로 제시한다.

 ∙개방 이후 늘어나는 업무에 해 교직원들이 분담

해야 하는 원칙에 해 동의를 얻는다.

 ∙개방에 필요한 행정  지원 사항을 검한다.

￭추가 소요 자원 확충 방안 확정

 ∙학교 내외부의 련 부서, 기 과 의하여 개방

에 따라 추가되어야 하는 자원 조달 방법을 구체

으로 확정한다. 

 ∙늘어나는 업무량에 따른 인력 충원 방안을 확보한다.

 ∙지역주민을 한 장서 확충 방안을 구체 으로 

검하고 마련한다.

 ∙공간과 추가 시설 문제에 해 학교 내외부의 

련 부서와 기 을 통해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 , 기업, 지역주민 등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탐색한다.

￭ 력 운 체제 구축

 ∙자치단체, 공공도서  등 력 기 들과 운  체

제를 의한다.

 ∙ 력 주체들을 통해 산 지원, 인력 지원, 운  

책임, 성과 평가, 지속  력 계 등의 소 과 

책무 계를 명확히 한다.

 ∙인력, 자료, 시설 등을 한 산 지원과 분담, 

리와 운  방법과 책임 등의 주요 사항을 포함하

는 공식 인 약서를 작성한다.

 ∙ 력 기 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도서  운

에 필요한 원회를 조직한다.

￭지역사회 홍보  마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상으로 학교도서 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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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해 안내하고 홍보한다.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지역 신문, 주민센터 

등을 통해 도서  이용 시간과 방법을 알린다.

 ∙지역 개방과 함께 략 으로 도서  행사를 개최

하여 홍보 효과를 극 화 한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 을 개방하여 지

역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은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의 기능을 병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공공도서

이 하는 모든 범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하

다. 그러므로 개방 도서 은 략 으로 근하여 한정

된 자원으로 최 한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 

가령 평일, 주말, 방과 후, 방학 등에 따라 개  시간

을 탄력 으로 설정하는 것도 략  운 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탄력 으로 서정함으로써 학

생들의 도서  이용에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담

당 인력의 업무 과 을 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

여 이용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지역사회 주민들을 심으로 도서  후원 그룹

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을 도서  운 원회나 자료 선정 원회 등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들이 심이 되는 도서

 후원 그룹을 조직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공공도서 의 후원그룹으로 활성화되

어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는 ‘도서  친

구들(Friends of the Library)’과 같은 성격을 가진 후원 

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후원 그룹을 통해 도서  운 에 

필요한 물 ․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서 에 한 

지지 세력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당국에 정

책을 건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도서  후원 그룹

은 학교도서 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 과 지역사회의 

교육 문제에도 지원 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 과 연계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효율

으로 자원을 운용하는 것도 필요한 략이라고 할 수 있

다. 학교도서 을 개방하게 되면 지역 주민을 해 추가

인 장서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산이 부족하거나, 

학교의 성격에  합하지 않아 많은 자료를 새로 구

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

근의 공공도서 과 력 계를 맺고 일정량의 책을 일

정 기간 동안 여하여 장서를 구축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학교도서 에서 단독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기 어려

운 로그램을 공공도서 과 함께 하거나, 공공도서 의 

자원을 지원 받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 을 

통해 외부의 자원을 극 으로 활용하는 략을 구사

하게 되면 학교도서 의 서비스 역량을 넘어서는 성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5. 학교도서  지역 개방의 성공 요인

학교도서 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

로 운 하고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도서  본연의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공공도서 으로서의 기능도 발휘하기 해

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조건들을 검토하고 충족시

켜 나가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도

서 을 성공 으로 개방하기 한 조건들은 학교와 지

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그리고 지역의 정부 당국과 교육 당국의 정책이나 

방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며 지역 공공도서

의 사정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

으로는 각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한 원

칙과 략으로 개방을 하여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제하면서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번디(Bundy)와 아메이(Amey)는 학교도서 에서 공공

도서 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미국의 다양한 사례

들을 통해 성공 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Bundy and Amey 2006, 503-504).

∙모든 력 주체들이 승인한 공식 인 약서를 가

진다.

∙ 약서는 모든 정책  이슈를 포함할 필요는 없지

만 핵심 인 내용들은 포함해야 한다.

∙서비스의 수 은 하나의 도서  기능을 수행할 때

(개방 이 )와 동등하거나 더 나아야 한다.

∙인력 운 , (직원의) 문성 개발, 자문과 재정 지원 

등 모든 역에서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하다.

∙ 리이사회나 원회는 역할 체제를 확립해야 하

고, 운 , 목   산 우선순 에 한 기 을 포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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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야 하는 지역사회에 한 로 일을 가져

야 한다.

∙도서 의 자원은 제시된 지역사회의 성장을 해 

합해야 한다.

∙ 치를 정하는 것은 무척 요하다. 만일 치가 미

리 결정되었거나 합하지 않으면 추가 인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도서  근처나 도서 에 좋은 안내 표지 이 있어

야 한다.

∙개  시간은 모든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물리  시설은 지역사회에 합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특별한 요구에 한 지각이 있어야 한다.

∙인력 운 의 수 은 합해야 하고 인력 구성은 지

역사회의 요구를 반 해야 한다.

∙가능하면 인력 채용과 리는 통합 이어야 한다.

∙지원 체제를 통해 무 빈번하게 인력 규모가 들쑥

날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서 장은 문직 사서여야 하고, 직원과 산의 

직  통할을 포함한 운 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도서 장은 각 력기 의 상  의사결정 주체나 

정책 주체들에게 도서 을 표해야 한다.

∙ 장과 산지원 주체 사이에 직 인 의사소통

이 이루어져야 한다. 

∙ 련된 모든 부분에 한 정기 인 자문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 에 한 일상 인 내부 평가와 정기 인 외

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튜스(Matthews)는 뉴질랜드에서 공공도서 의 기

능을 함께 수행하는 학교도서 을 조사하여 주요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Matthews 2008, 22).

∙공식 인 운  약(서)

∙포 인 책임을 가지는 도서  리자

∙지역사회의 지원

∙확장 가능한 공간을 보유한 합한 규모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한 치

∙양호한 주차공간과 근성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한 개  시간

∙ 합한 인력 수 (규모)

∙도서 의 통합  기능을 이해하는 직원

∙자원 사 인력

∙최신의 정보 테크놀러지와 기술  지원

∙통합 인 장서

∙이용자 그룹에 따라 서비스, 자료, 근에 해 차

별하지 않기

∙확장된 네트워크에 소속되기

∙학교의 후원과 산 지원

∙지방의회의 후원과 산 지원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선의, 융통성, 인내, 커뮤니 이션

루우와 핸드릭츠(Roux and Hendrikz)는 남아 리카

공화국의 실정에 맞는 학교도서  공공도서  통합 모

델을 탐구하여 제안하 다(Roux and Hendrikz 2006, 

625-626). 이 연구에서 자들은 이 통합모델이 성공

으로 실행되기 한 요인으로 정부의 산 배정과 지원, 

도서 의 치와 규모, 인력에 한 교육, 정보통신 테크

놀러지의 이용과 근 등을 꼽았다. 

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일반 으로 학교도서 의 

개방에 필요한 성공 요인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토 로 우리 사회에서도 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학교도서 을 개방하는 것은 공공도서 의 기

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복합 기능 도서 을 만드는 것

이라는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도서  운 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문 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한

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학교 내외부로부터 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과 조건을 확립해 두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을 한 장서를 추가로 확보하되 그 규

모는 충분하여야 한다. 

다섯째, 도서  내외부의 시설이 지역주민들이 이용

하기에 합하고 편리해야 한다.

여섯째, 개방에 력하는 계기 (학교, 교육청, 지

방자치단체, 공공도서  등)은 구체  실제 인 약서

를 작성하여 운 과 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학교와 외부 기 은 력 인 체제를 통해 공

동으로 도서 을 운 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력, 통합, 공동의 유익 등의 가치를 지향하고 

확 하는 방향으로 운  방침과 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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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오며

학교도서 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으며 정 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신 한 비 과정을 거쳐서 시행

하여야 한다. 그 지 않으면 성과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지장

을 래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 을 개방하는 논리가 외부로부터 형

성되어 학교를 움직이는 것은 하지 않은 면이 있다. 

공공도서 이 부족하고 사회 인 문화 인 라가 부실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해 

여건과 역량을 갖추지도 못한 학교도서 이 문을 열도

록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도서

을 개방하여 공공도서 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것은 

학교 내부와 학교도서  자체의 역량을 충분히 확립한 

이후에 주체 인 단과 자발 인 의지에 기반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 논문은 기본 으로 학교도서 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에 해 정 인 입장을 

제로 하 다. 다만 학교도서  자체의 사정이 열악한 데 

공공도서 을 보완하기 해 략도 없이, 거부하기 어

려운 외부의 힘에 의해 맹목 으로 개방하는 경향에 

해 심 한 우려를 가지면서 그 문제와 안을 살펴보았

다. 학교도서 을 개방하는 것은 학교 경 자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지역주

민의 요구에 따라 무턱 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모

든 조건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효 인 성과가 있다고 

단한 이후에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운 을 한 조건

과 략을 확립하여 안정 이며 지속성 있는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통합 인 체계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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