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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양평군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평군 지역특성 및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양평군민(도서관 이용자 및 비이용
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운영 현황 및 한계점,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위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양평군은 도서관 접근성 취약, 인력 및 장서
부족,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도서관 공간 부족 및 건물의 노후화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력 및 장서 확충, 지역사회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신규 도서관 건립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제공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s purpose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and revitalize public libraries’ operations
to reflect the Yangpyeong-gun community’s characteristics. To this end, the Yangpyeong-gun
region’s characteristics and the current state of public library operation were analyz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Yangpyeong-gun residents (library users and nonusers).
Additionally,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library’s operating status and
limitations and librarians’ perceptions of library revitalization pla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Yangpyeong-gun, improvement points such as library operation improvement and library
accessibility improvement reflecting local community changes such as urban development,
population change, manpower and collections expansion, complex cultural space strengthening,
reading culture programs, and user services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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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평’ 고속도로 국가재정사업으로 인해 유입인구
가 증가하였고, 귀농․귀촌 인구규모의 비율도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증가하는 등 교외도시의 특징도 나타났다. 이

에게 전문화된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평생교육

러한 도농복합적인 지역특성과 이에 따른 환경

및 문화활동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에 변화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3차 도서관발

초래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방식

전종합계획(2019-2023)｣(도서관정보정책위

및 접근방법 또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양평

원회, 2019)이 제시하는 것처럼 공공도서관은

군은 지역적 상황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도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문화의 중심으로 지역주

서관 정책 및 발전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2021년 기준 양평군의 도서관은 총 24개관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으로 공공도서관 6개관, 작은도서관 18개관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중심 역할을 수행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도서관의 보존서고

야 한다.

는 포화상태이며, 도서의 수용 공간 및 이용자

이러한 도서관의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각 지

공간 모두 협소하고 노후하여 향후 2년 이내 지

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기

역중앙관 지위의 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다.

반으로 새로운 도서관 운영 전략 및 발전 방향

개관 예정 도서관은 군민의 향상된 의식수준과

을 수립하고, 선진화된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독서문화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복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노영희 외, 2021). 또한

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 내 균형적인 도

지역기반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은 지역별

서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특성화된 도서관 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

위한 도서관 운영 방안 수립과 지역적 조건을

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공공도서관에 대

고려한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한 재구조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주민의

있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산어촌지역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평군 지역사회의 특성

경우 다수의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신규 건립하

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

는 투트랙 방식의 접근이 예상되고 있다(장덕

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평군 도

현, 구본진, 2021).

서관의 현황 분석 및 지역주민(도서관 이용자

행정구역상 농촌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소재

및 비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양평군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으나 사회문화

한 양평군 도서관의 운영 현황 및 한계점 등을

시설 기반이 취약하고, 상수원 보호 및 자연보

파악하기 위하여 사서 대상 인터뷰를 진행하였

존 등 개발제한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초고령

다. 이는 향후 농촌지역 또는 도농복합지역의

화 문제, 지역별 불균형 등 전형적인 농촌지역

도서관 정책개발 및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양평군은 도시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계획에 따른 공동주택건립사업과 ‘서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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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자와 비이용자의 조사가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도서관 발전계획과 남원지역의 특성을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 요구와 추세에 맞

살린 특성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이희수, 김기영(2014)은 인천광역시 8개 구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정책 및 발전계획 등을

와 2개 군을 지역특성에 따라 원도심 지역, 신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공도서관 연

도심 지역, 도농복합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사

구는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산어촌지역 등

회 특성에 따른 지역 주민의 도서관 요구를 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

악하고자 공공도서관 이용자(300명)를 대상으

사회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전체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지역

(이용자 및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시설

모두 도서관 이용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은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용 및 대출로 나타났으며, 소장 자료에 대한

유경종, 박일종(2009)은 도시지역과 군지역

요구도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자료 확충이 중

을 대상으로 지리적 위치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지역유형마다

장서운영 및 수서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공공도서관의 인식 및 요구 특성에 대한 차이

를 위해 경남지역 도시지역에 있는 2개의 공공

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하

도서관과 군지역에 있는 2개의 공공도서관 대

여 공공도서관의 운영 정책을 지역화하는 것이

출기록(장서유형, 대출빈도, 주제 분석)을 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서유형(일반도서

장덕현, 구본진(2021)은 도농복합지역의 공

및 아동도서)에 따른 대출책수 및 대출횟수는

공도서관 발전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

도시지역 도서관의 이용지수가 군지역 도서관

시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현황분석 및 도서관 이

에 비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의

용자(4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대출회전율도 군지역 도서관보다는 도시지역 도

다. 설문 문항은 공공도서관의 이용 현황, 이용

서관의 대출회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주

자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도서관 운영시간 적정

제별 이용지수는 지리적 위치보다는 도서관 특

성 여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 만족도, 도서관별

성에 맞는 주제별 수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

선호 특화주제, 향후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발전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기장군은 공

장엄규, 최흥식(2012)은 소규모지역의 남원

공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

시립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북지

며, 특화도서관 등 주민의 일상적 요구에 밀착된

역도서관 및 남원시와 인구 규모 면에서 유사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공공도서관 현황(시설, 장서현황, 인력,

지역사회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주

예산, 이용자 수)을 비교․조사하였다. 연구 결

민 전체(이용자 및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

과 남원시립도서관은 지역의 특수한 사회현상

된 도서관 관련 인식조사 연구에서 김하야나,

을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기초로 이용

김기영(2014)은 공공도서관 이용자, 이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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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이용자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의

적하였다. 또한 도서관 건물 및 시설 노후화의

차이 및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대한 집단

개선과 대전지역 도서관만의 특화된 도서관 서

간 인식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용 중단자와

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비이용자 집단을 이용자 집단으로 유입할 방안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사회 특성 및 요구를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 환경과 도서관 운영 현

부평구 주민과 직장, 학교가 부평 지역인 사람

황(시설 및 인력, 장서, 예산, 프로그램, 서비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

스) 등을 분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역

과 비이용 요인 중 ‘이용 동기’, ‘도서관 지식’,

주민의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

‘접근성’ 요인은 이용 중단자와 비이용자들이 공

에 관한 일반 사항(이용목적, 이용빈도, 이동수

통으로 인식하는 비이용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단 등), 도서관 접근성, 서비스 만족도 및 요구

‘만족’ 요인은 비이용자 집단만이 비이용 요인

사항 측면에서 인식조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중

김선애, 권나현(2020)은 마포구립 공공도서
관에 대한 지역구민의 인식 및 요구조사를 위

심으로 양평군 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으
며,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하여 도서관 이용자(800명) 및 비이용자(300
명)를 대상으로 독서경험,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도서관 정책 등

3. 연구 방법

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들은 도
서관은 지역사회에 필요하며, 아이들을 위한

본 연구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양평군 도서관

필수기관이라는데 강한 동의를 나타냈다. 또한

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서관 현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공간의

황 분석과 사서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편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 생활권 중심에 설립되는 것이 중요하고, 장
서의 확대, 주제 및 매체의 다양성 확충과 노후
화된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3.1 연구 대상
양평군은 2020년 기준 1개의 읍과 11개의 면

정유경 외(2021)는 대전광역시 시민들(이용

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구역상 농촌지역에 속

자 및 비이용자)을 대상으로 지역 공공도서관

한다. 양평군의 인구(120,759명)는 경기도 31

과 대표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만족여부, 요구

개 시․군 중 6번째로 적은 지역이나, 전국 군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단위 인구 증가율에서는 3위(2011년-2020년

였다. 대전 시민들은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에

19,380명 증가)로 양평군의 인구와 세대수는

대한 가장 큰 불만요소로 도서관 위치 및 입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양평군, 2021). 이

조건, 즉 물리적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

는 공동주택건립사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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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도시개발사업 등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서(도서)수의 경우

의 영향으로 도시화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유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이 경기도 평

입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5세

균(116,021권)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상의 고령인구가 25.7%(30,536명)로 초고령

인구수 대비 1인당 장서수는 약 3.8권으로 전국

사회에 진입한 상황으로 나타나 인구증가와 고

평균 2.29권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도서관 운영

령화에 따른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도서관 서

인력은 2021년 8월 기준 총 60.25명으로 정규

비스 확대가 요구된다.

직 사서수는 총 12.75명, 평균 2.1명으로 경기도

2020년 12월 기준 양평군 도서관은 공공도

평균 4.1명 대비 낮은 수준으로, ｢도서관법 시

서관 6개관, 작은도서관 18개관(공립 8개관, 사

행령｣ 사서 배치 기준대비 최소인력 총 43명, 추

립 10개관)으로 총 24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가 인력 30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

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 6개관은 모두 지

평군의 공공도서관은 연면적, 장서수, 직원(사

자체 소속으로 직접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

서)수, 예산 등이 경기도 평균 현황에 비해 낮

지자체 공공도서관(288개관)의 평균 9개관보

은 수준으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

다 적은 수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되었다(<표 1> 참조).

나타났다. 또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평군 공공도서관은 규모 면에서 평균 1,536㎡
로 경기도 평균(3,247㎡)의 47.3% 수준으로

3.2 설문조사

타 시․군의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역할 및 서

양평군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행태 및 요구

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도서관 건립을

조사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

대상으로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표 1> 양평군 공공도서관 현황(2020년 기준)
행정
구역

도서관명
연면적
열람석
장서수
(개관일)
(㎡)
(석)
(권)
중앙도서관
1,936
170
159,118
(1993.05.01.)
양평읍
어린이도서관
1,970
108
60,913
(2006.02.23.)
용문도서관
용문면
1,451
150
84,311
(2006.08.01.)
양서친환경도서관
양서면
1,497
293
77,202
(2009.05.01.)
양동도서관
양동면
1,314
140
41,257
(2010.12.22.)
지평도서관
지평면
1,045
113
39,114
(2011.07.29.)
출처: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 https://www.gg.go.kr/ (2020년 12월 기준)
* 2020년 통계자료 직원 수에 작은도서관 공무직 근로자(9명) 수는 제외됨

이용자
(명)

직원(명)*
사서
그외

예산
(천원)

33,407

4

13

1,214,726

12,341

1

5

772,220

14,200

2

8

668,888

16,181

1

9

678,769

3,026

-

6

444,687

6,364

1

5

54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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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양평군청

기준)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표 4>

및 양평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

참조). 인터뷰는 면대면 면담을 수락한 사서 9

문조사와 양평군청 및 주민센터에서 설문지를

명과 서면으로 응답한 4명의 서면 인터뷰 방식

직접 배포하는 대면방식의 설문을 병행하였다.

으로 2021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

그 결과 도서관 이용자 687명과 비이용자 300

되었으며, 면담시간은 약 40-60분간 소요되었

명(총 987명)이 참여하였다(<표 2> 참조).

다. 인터뷰 질문지는 사전에 인터뷰 대상자에게

설문조사 항목은 서대문구 도서관 중․장기 발
전계획 수립 연구(서대문구, 2020), 용산구 도서

미리 배포되었으며, 면대면 인터뷰의 내용은 연
구자에 의해 녹취되어 전사되었다.

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산구, 2020), 평

인터뷰 내용은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택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평택시,

선행연구 및 지자체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연구

2020) 등 지자체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연구의 설

에서 도출된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양평군 도

문조사 내용을 수정․반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관의 운영, 시설 및 공간, 프로그램 및 서비스,

도서관 이용자의 경우 도서관 이용 현황 및 서비

신규 도서관 건립 시 고려사항, 도서관 개선 사

스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비

항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인터뷰는

이용자의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도

질문의 내용을 통제하지 않고 면담자의 경험과

서관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요구사항 등을 설문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

항목으로 구성하였다(<표 3> 참조). 설문 문항은

며, 추가적으로 설문조사에 반영되어야 하는 문

선택형 문항 및 서술형 문항으로 이용자 대상 총

항 등을 기타 의견으로 요청하였다.

25문항, 비이용자 대상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연구 결과

3.3 인터뷰
양평군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 및 한계점,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조사
를 위하여 도서관 사서 전체 13명(2021년 8월

4.1 설문조사 결과
분석 결과는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표 2> 설문조사 방법
구분
설문대상
설문기간
설문방법

내용
경기도 양평군민 총 987명
- 도서관 이용자 687명
- 도서관 비이용자 300명
2021. 06. 21 - 2021. 06. 30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비대면)과 오프라인(대면) 설문조사
- 양평군청 및 양평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양평군청 및 주민센터 지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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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조사 항목
항목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용 현황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
이용경험
이용 조건
(도서관 비이용자)

도서관 만족도/
중요도

도서관 만족도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 중요도
(도서관 비이용자)

도서관 요구 및 기대

신규 건립 도서관 관련
개선 의견 및 제안

내용
성별, 연령, 학력, 소속(직업), 거주 기간, 거주 지역
도서관 이용 여부
도서관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도서관 이용 시 교통수단/소요시간
도서관 이용 목적
방문 시 불편한 점
도서관 비이용 이유
도서관 이용 조건
도서관 이용 시 적정 거리
도서관 이용 시 기대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도서관 소장 자료 만족도/불만족 이유
도서 구입 시 우선 고려사항
도서관 인지 여부/경로
도서관 중요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도서관 정책 방향
작은도서관 역할
작은도서관 활성화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시설
도서관에 기대하는 프로그램/서비스
개선 및 기타 의견

문항 수
6

7

4

4

2

4

2
2

<표 4> 인터뷰 대상자
도서관

A

B
C
D
E
F
G

면담자

성별

연령대

근무 기간

인터뷰 방법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P11
P12
P13

여
여
남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20대
30대
30대
40대
30대
30대
30대
20대
40대
30대
40대
20대
30대

1년 미만
1년 미만
5-10년
10-15년
5-10년
1-5년
5-10년
1년 미만
15년 이상
5-10년
5-10년
1년 미만
5-10년

면대면
면대면
면대면
면대면
면대면
서면
서면
면대면
면대면
서면
면대면
서면
면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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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 만족도 및

(69.4%)이 응답하였으며, 연령은 40대 249명

중요도, 신규 도서관 건립, 요구 사항 등을 기술

(36.2%), 30대 144명(21.0%) 순으로 많았고,

하였다. 비이용자 대상 조사결과는 이용자와

학력은 대학(원)교 이상이 603명(87.8%)으로

비이용자간 비교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높게 조사되었다. 이용자의 직업은 대부분 전문

하였다.

직 209명(30.4%)과 사무직 161명(23.4%)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192명

4.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8.0), 5-10년 183명(26.6%), 5년 미만 147명

설문에 응답한 지역주민은 총 987명으로 도

(21.4%)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관 이용자 687명(69.6%)과 비이용자 300명

도서관 비이용자는 남자 137명(45.7%), 여

(30.4%)이 참여하였다(<표 5> 참조). 도서관 이

자 163명(54.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30

용자의 경우 남자 210명(30.6%)과 여자 477명

대 75명(25.0%), 40대 70명(23.3%), 50대 69

<표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거주기간

항목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교 이상
농/임/어업
자영업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전업주부
학생
무직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이용자(%) (n=687)
210 (30.6)
477 (69.4)
15 (2.2)
85 (12.4)
144 (21.0)
249 (36.2)
124 (18.9)
70 (10.2)
3 (0.4)
11 (1.6)
70 (10.2)
603 (87.8)
18 (2.6)
56 (8.2)
4 (0.6)
161 (23.4)
209 (30.4)
130 (18.9)
53 (7.7)
56 (8.2)
147 (21.4)
183 (26.6)
108 (15.7)
57 (8.3)
192 (28.0)

비이용자(%) (n=300)
137 (45.7)
163 (54.3)
2 (0.7)
48 (16.0)
75 (25.0)
70 (23.3)
69 (23.0)
36 (12.0)
5 (1.7)
13 (4.4)
86 (29.3)
189 (64.6)
15 (5.0)
22 (7.3)
10 (3.3)
140 (46.7)
29 (9.7)
38 (12.7)
12 (4.0)
34 (11.3)
63 (21.0)
43 (14.3)
52 (17.3)
29 (9.7)
113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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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3.0%) 순으로 많았고, 학력은 대학(원)교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이 189명(64.6%)으로 도서관 이용자와 유

도서관 이용 빈도를 질문한 결과, 월 1-3회 이상

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였다. 비이용자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282명(41.0%)으로

직업은 사무직이 140명(46.7%)으로 높게 나타

가장 많았으며, 주 1-3회가 149명(21.7%)으로

났으며,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113명(37.7%),

나타나 응답자 중 주 1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

5년 미만 63명(21.0%), 10-15년 52명(17.3%)

는 이용자는 431명(62.7%)인 것으로 조사되었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표 6> 참조).
도서관 이용 시 주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4.1.2 도서관 이용 경험

476명(6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걸

설문조사 첫 번째 질문으로 도서관 이용 여

어서(19.7%)와 대중교통(7.7%)은 비교적 낮

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7명

게 조사되었다. 이는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69.6%)이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

넓은 양평군의 지역적 특징이기도 하나, 대중

답하였으며, 300명(30.4%)은 도서관 이용 경

교통 등 도서관 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취약한

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에서도 자가용 없이

<표 6> 도서관 이용 현황(이용자)
항목

도서관 이용 빈도

빈도

%

월1~3회 이상

282

41.0

주1~3회

149

21.7

년4~6회

116

16.9

년1~3회

80

11.6

주4회 이상

도서관 이용 교통편

소요되는 시간

방문 시 불편한 점

30

4.4

자가용

476

69.3

걸어서

135

19.7

대중교통

53

7.7

자전거

21

3.1

기타

2

0.3

15분 미만

351

51.1

15~30분 미만

269

39.2

30~60분 미만

54

7.9

1시간 이상

13

1.9

대중교통/주차장 등 접근성

297

43.2

필요 공간의 미비

166

24.2

95

13.8

주요 서비스 불편

82

11.9

친절성

47

6.8

기타(시설 노후화, 이용시간 한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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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

게 나타났다(<표 7> 참조).

시되었으며, 도서관 방문 시 가장 불편한 점에

또한 도서관 이용을 위한 이용조건에 대해

대해서도 대중교통/주차장 등 접근성이 불편하

응답자들은 여기시간이 늘어나서 여유가 생기

다고 297명(43.2%)이 응답하였다. 방문 시 소

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3.2%로 가장 많았고,

요되는 시간은 15분 미만 351명(51.1%), 15분

도서관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19.6%, 다양한 공

-30분 미만 269명(39.2%)으로 나타나 대부분

간이 있으면 10.7%, 도서관까지의 교통수단이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해지면 10.3% 순으로 조사되었다.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조).

도서관 이용을 위한 적정거리에 대한 질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복수선택)로는

대해서는 걸어서 10분 이내가 35.7%로 가장

책(잡지 등)을 읽거나 빌리기 위해서가 41.9%

높게 나타났으며, 걸어서 30분 이내 20.8%, 자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자격시험 등 개

가용으로 10분 이내 18.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인공부를 위해서 22.5%, 자녀 독서를 위해서

즉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도서관 이용 시 방

19.9%,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을 위해서 6.8%,

문하기 가깝고, 편리한 위치 등을 선호하는 것

디지털 자료실(PC 등) 이용을 위해서 6.3%, 지

으로 나타나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역모임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가 2.6% 순으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을 위해 원하는 서비스 영역으로는

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서(문학자료 중심의 인쇄자료)가 28.6%로 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

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교양프로그램 21.6%,

과, 1순위는 갈 시간이 없어서 112명(37.3%),

멀티미디어자료(비디오, DVD 등) 10.2%, 취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58명(19.3%), 도서관까

업자료, 자격증 관련자료 8.8% 순으로 나타났

지의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41명(13.7%) 순으

다(<그림 1> 참조). 기타 의견으로는 북카페 또

로 조사되었으며, 2순위는 도서관까지의 교통

는 쉼터, 열람실 24시간 운영, 다양한 서적 배치

수단이 불편해서가 42명(23.0%)으로 가장 높

에 대한 희망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7> 도서관 비이용 이유(비이용자)
항목
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없어서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도서관까지의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도서관 서비스 정보가 부족해서
계

1순위
빈도
112
39
58
41
10
8
32
300

2순위
%
37.3
13.0
19.3
13.7
3.3
2.7
10.7
100

빈도
26
28
39
42
9
9
30
183

%
14.2
15.3
21.3
23.0
4.9
4.9
16.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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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서관 이용을 위한 서비스 영역(비이용자)

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표 8> 참조).

4.1.3 도서관 만족도 및 중요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

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

사하기 위하여 10가지 조사 항목에 대해 리커드

평가가 55.1%로 높게 나타났으나, 불만족 이유

5점 척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이 37.8%로 가장 많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5로 나타났

고, 신간서적 입수지연이 19.9%로 조사되었다.

으나, 도서 대출/반납은 1.9로 상대적으로 낮게

기타 의견으로는 신간만 구입할 수 있는 규제

조사되었다. 휴식 및 독서 공간, 주민 커뮤니티 공

개선, 도서의 위생상태 불량, 전문도서 부족, 전

간 및 문화생활, 도서관의 시설 수준은 2.9로 긍정

자책의 종류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표 8>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이용자)
(단위: %)
항목

매우 만족
도서 대출/반납
1.0
다양한 장서 확보
4.1
열람실 사용
1.7
전자정보실 활용
1.3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1.3
휴식 및 독서 공간
5.5
전자책/디지털정보제공
2.0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검색 및 정보제공
3.8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생활
4.2
도서관의 시설 수준
4.7

만족
2.5
13.7
9.3
7.6
7.7
21.8
9.5
9.2
17.0
18.2

보통
16.6
38.9
38.9
47.9
51.2
39.2
55.5
43.8
51.5
39.2

불만족
46.6
31.9
37.7
34.6
29.8
25.0
26.3
32.8
20.8
29.1

매우 불만족
33.3
11.5
12.4
8.6
9.9
8.4
6.7
10.5
6.4
8.9

5점 평균
1.9
2.7
2.5
2.6
2.6
2.9
2.7
2.6
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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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입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신간도서

기능과 다양한 장서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것

구입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스트

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평군 도서관의 활성화를

셀러 복본 구비 17.0%, 예산 증대 16.6%, 전자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응답으로

책 구입 6.4%, 파손도서 신속 교체 5.4% 순으

도서관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도서관 자료의

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다양한 장서의

양적 증대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가장

지속적 제공, 온라인 디지털 자료 구축 및 서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0> 참조).

스 제공, 전통에 관한 도서, 공무원 전문 서적부

또한 향후 양평군 도서관이 가장 중요하게

족, 군청 등 공공기관 발행자료 필요 등이 제시

추진해야 할 도서관 정책 방향에 대해 1-3순위

되었다.

까지 복수응답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표 11>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이용자)에서 낮게 평

과 같이 도서관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1순위

가된 도서 대출/반납 기능은 비이용자들의 도서

로 도서관 자료의 양적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

관 기능에 대한 중요도에서 91.4%로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 시설 등

(매우필요 및 필요)’라고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환경 개선, 도서관 자료의 주제 다양화 등의 순

또한 비이용자들은 도서관 기능에 대해 다양한

으로 나타났다.

장서 확보 57.9%, 도서관의 시설 수준 47.3%,

작은도서관의 경우 역할 및 활성화에 대한

휴식 및 독서 공간 45.7% 등의 순으로 ‘매우 필

질문에 대해 <표 12>와 같이 이용자들은 작은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9> 참조).

서관은 주제별(영어, 문학 등), 계층별(실버, 청
소년, 어린이 등)로 다양한 특화도서관 역할이

4.1.4 도서관 요구 및 기대

33.6%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비이용

도서관 만족도 및 중요도에서 도출된 결과처

자들은 공동도서관 분관 역할이 35.0%로 가장

럼 양평군민(이용자 및 비이용자)은 양평군 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

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역할인 도서 대출/반납

<표 9> 도서관 기능 중요도(비이용자)
항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5점 평균

도서 대출/반납
다양한 장서 확보
열람실 사용
전자정보실 활용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휴식 및 독서 공간
전자책/디지털정보제공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검색 및 정보제공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생활
도서관의 시설 수준

58.7
57.9
40.4
34.9
33.4
45.7
30.1
38.0
35.1
47.3

32.7
33.8
41.7
42.6
38.5
39.4
41.6
38.0
35.1
35.9

7.0
7.6
16.6
20.8
23.7
13.6
25.0
20.7
24.7
15.1

1.0
0.3
1.0
1.7
3.3
1.0
3.4
3.3
3.7
1.7

0.7
0.3
0.3
0.0
1.0
0.3
0.0
0.0
1.3
0.0

4.5
4.5
4.2
4.1
4.0
4.3
4.0
4.1
4.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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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1순위(%)

항목

이용자
12.4

도서관 수 확충(양적 확대)

2순위(%)

비이용자
20.7

이용자
3.6

비이용자
5.9

3순위(%)
이용자
4.0

비이용자
4.6

총합(%)
이용자
6.9

비이용자
10.8

도서관 자료의 양적 증대

32.9

19.3

14.6

15.8

6.9

12.6

18.7

16.0

도서관 자료의 주제 다양화
대출, 열람 등 도서관 기능 강화

12.2
14.7

11.0
8.7

17.6
12.9

10.3
14.3

12.6
11.4

9.2
9.9

14.1
13.1

10.2
10.9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제공

7.8

11.0

16.6

11.7

12.2

11.8

12.1

11.5

공연, 강좌 등 문화기능 강화
전문사서 보강

6.3
1.5

11.3
2.3

13.3
5.2

17.6
3.3

15.0
4.4

14.1
5.7

11.4
3.6

14.3
3.7

도서관 기능의 복합화

5.9

7.7

8.0

12.8

12.6

11.5

8.7

10.5

도서관 홍보강화
도서관별 특성화

1.2
1.0

3.0
1.3

1.3
2.5

2.5
2.5

4.4
5.9

4.6
8.0

2.2
3.0

3.4
3.8

스마트 도서관 이용 확대

4.1

3.7

4.4

3.3

10.6

8.0

6.2

4.9

<표 11> 도서관이 추진해야 할 도서관 정책 방향
항목

1순위(%)

2순위(%)

이용자
33.2

비이용자
24.0

이용자
8.1

도서관 자료의 주제 다양화

19.1

16.3

20.9

19.1

도서관 시설 등 환경 개선
도서관 운영 방법 개선

21.3
6.7

20.0
3.0

22.7
8.7

17.0
8.3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원

8.0

16.0

17.6

18.1

양평군 도서관만의 특화 서비스
작은 규모의 도서관 확충

5.6
1.8

7.7
6.0

10.1
4.6

12.6
7.2

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사업

1.5

3.0

4.1

2.5

정보․취약계층지원서비스 강화
독서․캠페인 등 홍보 사업

1.5
1.3

2.7
1.3

1.5
1.7

2.5
3.3

도서관 자료의 양적 증대

비이용자
9.4

3순위(%)
이용자
9.5

총합(%)

비이용자
8.6

이용자
17.3

비이용자
14.3

6.5

9.3

15.8

15.0

15.0
7.2

13.4
10.1

19.9
7.5

16.9
7.0

18.6

14.9

14.5

16.3

14.2
7.8

12.3
9.0

9.8
4.6

10.8
7.3

8.2

9.7

4.4

5.0

8.5
4.5

7.5
5.2

3.7
2.5

4.2
3.2

<표 12> 작은도서관 역할 및 활성화

역할

활성화

항목

이용자(%)

비이용자(%)

주제별, 계층별 다양한 특화 도서관 역할
도서 대출서비스 중심의 공공도서관 분관 역할
동네사랑방으로서 마을공동체 구심점역할
보육, 노인 등 독서문화 복지서비스 역할
소장 도서의 양적, 질적 향상
공간 확장 및 시설환경 개선
지역주민 중심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시간(주말)확대
운영자 전문성 개선 및 전문인력 확대

33.6
30.9
23.1
11.2
30.1
20.5
20.4
18.8
9.2

29.7
35.0
26.3
9.0
25.7
28.3
18.7
19.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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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이용자들은 작은도서관 소장 도서의

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다양한 문화

양적, 질적 향상이 30.1%로 가장 중요하다고

공연 및 체험 공간 제공,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응답한 반면, 비이용자들은 공간 확장 및 시설

셔틀버스와 넓은 주차시설 필수, 공원 또는 공

환경 개선이 28.3%로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하

원을 대신하는 쾌적한 휴게공간과 책산책길 조

였다(<표 12> 참조). 기타 의견으로는 작은도

성 등 신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맞는 특성 높이기(노인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되기를 요구하는

이 많은 지역 노인 맞춤, 학교 앞 도서관은 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맞춤 등), 작은도서관 위치는 1층, 책보기 편

도서관 이용자들은 신규 건립 도서관에서 진

한 돋보기나 큰렌즈 구비, 도서관이나 책이 누

행되기를 기대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활동을

구나 어려움 없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찾는 곳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55.5%로

/읽는 곳이라는 인식을 재밌게 심어주는 프로

선호하였으며, 다양한 주제 강연 50.2%, 독서

그램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활동 지원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43.4%의 순으
로 관심도를 보였다(<표 14> 참조). 한편 비이

4.1.5 신규 도서관 건립

용자들은 기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선호도가

양평군 지역주민(이용자 및 비이용자)들은

많지 않았으며, 지역사회 교류 및 이해를 위한

신규 도서관 건립에 대해 기대가 높은 것으로

프로그램 10.4%, 어린이 문화교실 8.9%, 메이

나타났으며,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커스페이스 관련 프로그램 8.7%, 정보검색 및

도서관 이용 시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1순위

이용 프로그램 7.4% 순으로 ‘그렇다(매우그렇

로 일반자료실과 소극장을 자주 이용할 것이라

다와 그렇다)’라고 평가하였다.

<표 13> 신규 도서관에서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시설
항목
소극장(공연장, 군민회관 기능)
1층 어린이자료실(유아자료실, 문화
교실, 수유실 포함)
1층 오픈카페
1층 초등돌봄센터
1층 식당
일반자료실(2-3층, 스텝마루 등)
2층 다목적실 (100석 규모)
2층 메이커스페이스
2층 강의실 (문화강좌 등)
2층 동아리실
3층 멀티미디어실
4층 오픈학습실

1순위(%)
이용자
비이용자
30.7
42.1

2순위(%)
이용자
비이용자
20.2
21.5

3순위(%)
이용자
비이용자
24.0
12.7

29.0

26.8

21.8

25.3

14.3

18.0

28.5
16.6
18.2
61.9
17.8
15.4
22.6
13.1
18.5
30.4

33.6
25.0
19.2
43.8
21.9
15.1
23.1
13.1
18.3
27.9

30.1
13.7
21.5
18.6
24.6
22.0
25.9
18.6
27.4
23.0

27.3
21.7
27.4
25.2
27.6
21.9
17.9
24.0
28.2
24.7

21.8
17.8
26.6
11.4
27.1
27.1
27.2
27.7
24.6
21.4

20.2
19.4
25.0
15.5
27.0
29.7
26.9
25.7
22.3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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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신규 도서관에서 기대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이용자)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평균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독서활동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주제의 강연
어린이문화교실
정보검색 및 이용 프로그램
정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프로그램

55.5
43.4
50.2
38.3
34.5
34.6
27.1
24.6

34.4
41.8
35.4
32.9
41.3
39.4
38.4
36.0

9.0
14.1
12.7
24.5
21.3
22.7
30.1
34.1

0.9
0.7
1.5
3.3
2.3
2.2
3.1
3.6

0.3
0.0
0.3
1.0
0.6
1.0
1.3
1.7

4.5
4.3
4.3
4.1
4.1
4.1
3.9
3.8

4.2 사서 인터뷰 결과

복합형 도서관 모형의 개발과 서비스가 요구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 도서관의 운영 현황 및 운영자들의 인

둘째,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에 대해 대부분

식조사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사서 전체 13명을

의 사서들은 도서관 공간 부족과 건물의 노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 도서관은

개방형 코딩을 적용하여 핵심주제 및 범주를 찾

내부 리모델링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주차장

는 형식으로 분석되었다. 상위범주는 인터뷰 항

공간이 협소하여 관련 민원이 많다고도 지적하

목(도서관 운영, 시설 및 공간, 프로그램 및 서

였다. 또한 신규 건립 도서관은 독서와 문화활

비스, 신규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기반으로 설

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되었으며, 하위범주는 단어 및 구문, 주제 등

서 주민요구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유사한 내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통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해 분류되었다.

셋째, 양평군 도서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첫째, 양평군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 사서들은

관련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 독서프

도시개발에 따른 외부 유입인구 증가와 경기도

로그램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은 운영 중에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노년층 인구 비율 등 지역

있으나,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서관별 특화서비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정보요구에 부합하

스 및 홍보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 및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문화기반 시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

설이 부족한 양평군의 상황을 고려한 문화․교

하였다. 사서들은 특화도서관 서비스가 일시적

육․복지제공 및 원주민과 이주민의 융합을 이

인 것이 아닌 유효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끄는 지역공동체 역할 기능을 위해 도서관 운영

도서관들이 역할을 나누어 해당 지역에 적합한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존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농촌형 도서관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농

지적하였다. 이를 위한 장서 확충 및 특화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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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장서 구축을 위한 주제별 전문교육도

문화공간 제공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규 건립 도서관의 경우 양평군의 지
역중앙관 지위를 갖는 대표도서관 역할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 자체 내

5.1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중심의 생활밀착
형 도서관

업무 분장 및 도서관이 주체가 되는 조직 구성

양평군은 지역변화에 따른 다양한 독서수요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술관이나

에 대응하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의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도서관이

배치 및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되어야 하며 창작공간, 동아리실 등 복합문화

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도서관 방문 시 ‘접근

공간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43.2%)’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서관 활성화 방안 관련 응답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도서관 이용 시 방문

결과 사서 모두 가장 시급한 개선 방안으로 전

하기 가깝고, 교통수단이 편리한 것을 선호하

문인력 충원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접

또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서 인

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력과 합리적인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이 필요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9

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

년부터 진행된 ‘생활 속 독서문화공간 조성’ 사업

전담 운영할 수 있는 담당 관리자가 부재이고,

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 속 독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인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마을회관을 활용한 생활

원 확충과 동시에 교육․훈련이 필요한 상황이

밀접형 독서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2021년

라고 지적하였다.

기준 4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는 지역의 특성
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
하는 것으로 규모가 작은도서관 또는 도서관의

5. 양평군 도서관 활성화 방안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
도록 근린주구 또는 지역단위로 배치가 필요하

양평군의 지역특성과 공동도서관 운영 현황,

기 때문이다(고양시, 2003). 또한 ｢2019년 국민

지역주민의 도서관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양

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에 따르

평군은 도서관 접근성 취약, 인력 및 장서 부족,

면 성인의 경우 독서 장소로 ‘집’에 이어 ‘직장’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도서관

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공간 부족 및 건물의 노후화 등이 주요 문제점

양평군 관내 ‘직장’에 문고를 설치하고, 직장 독

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평

서동아리 운영 및 단체 대출 등 독서환경을 지

군의 지역변화를 고려한 도서관 운영 개선을

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해 도서관의 접근성 개선, 인력 및 장서 확충,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도

지역사회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복합

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에서는 ‘이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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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의 편의성 확대’의 추진과제로 ‘디지털 정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

보서비스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용자의

는 장서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양평군 공공

편의 증진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도서관’

도서관의 1관당 평균 장서(도서)수는 7.6천권

및 ‘무인대출반납기’,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구

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평균뿐만 아니라 시․

축 등 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도 고려할 필요가

군별 순위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

있다.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는 양평군의 넓은

서를 선정하고 구매하는 수서 업무의 인력도

면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서관 접근성의 문제

인터뷰 결과 전담인력(사서) 1인이 양평군 도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공간의

서관의 모든 수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

제약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편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설문조사 결

리하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과에서도 나타나듯 ‘자료 부족’과 ‘신간서적 입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지연’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양평군
민들은 ‘자료의 양적 증대’가 도서관 활성화에

5.2 인력 및 장서 확충
양평군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물리적 공간
이 아닌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군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코
로나19 이후 전자자료 등 비대면 온라인을 통
한 정보접근 확대 요청에 따라 디지털 정보자
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
해서는 도서관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교
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8월 기

5.3 지역사회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준 양평군 도서관의 인력은 ‘도서관과’ 총 26명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요구변화와 이용행태

중 정규직 사서 총 12.75명, 평균 2.1명으로 경

를 분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기도 평균 4.1명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도서관이 지

이러한 도서관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도서관

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특성화와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

기 때문이다(Brown, 2020). 이러한 측면에서

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인터뷰 결과에서도

양평군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문화생태 조

도출되었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와 달리 설문

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에서는 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양평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5.7%로 나

낮은 개선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용자로

타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으로 시니어 세

서는 정보 및 자료 제공의 중요성이 높지만, 정

대가 지역이나 연령에 제한받지 않고 도서관을

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서들은 인적자원

통해 개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제

에 대한 개선 수요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평군이

공공도서관의 모든 기능은 장서를 중심으로

고령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 청소년

수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도서관이 설정한 서

등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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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

용자 중심의 공간배치로 문화사업과 연계한 인

었다. 설문조사 결과 양평군민들은 규모와 예산

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요구와 지역특성을

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특색있는 도서관 운영이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 다문화 등

또한 신규 건립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을 확장

정보취약계층과 예술문화, 양평 관련 주제, 영

하여 영유아 문화센터 기능과 초등 돌봄공간

어 전문 주제 등 다양한 분야를 필요로 하는 것

및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교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특화프로그램은 도

육과 돌봄, 문화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것도

서관별로 장서 및 시설의 일부를 특화하는 방법

필요할 것이다.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중앙관 지위의
도서관이 장서 수집 및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를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4 신규 도서관 건립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제공
양평군 중앙도서관(1993년 개관)은 14개 공
공도서관(공공 6개관, 작은 8개관)의 도서등록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양평군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공
공도서관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하여 도서관 현황분석 및 지역주민(이용
자 및 비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사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및 배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도서 수용 공간 및

첫째, 양평군은 도시개발사업, 인구변화 등 지

이용자 공간 모두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

역사회 변화와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도서관 운

다. 도서관 규모 면에서도 경기도 평균 대비

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47.3% 수준으로 타 지자체의 공공도서관과 동

둘째,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분석하

일한 역할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

기 위하여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어 양평군은 주민 모두에게 균형있는 도서관

시하였다. 분석 결과 양평군민들은 도서관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중앙관 지위의

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접근성’ 개선을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강조하였으며, 신규 건립 도서관 역시 편리하게

조사 결과에서도 양평군민들은 도서관에 대한

접근할 수 있고 체험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

물리적 접근성, 이용의 불편함, 공간 부족 등의

는 복합문화공간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으며, 도서관

났다.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은 ‘도서 대출/반납’

이 단순히 도서 대출을 위한 공간이 아닌 오픈

이 58.7%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만족도

카페, 오픈 학습실 등 다양한 교육체험과 문화

가 높지 않아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는 낮게 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기를 요구

사되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이용자 및

신규 건립 도서관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

비이용자 모두 1순위로 ‘자료의 양적 증대’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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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양평군민들은 양평

건립되는 도서관은 지역중앙관 지위를 갖는 복

군 도서관의 다양한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합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

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하였다.

는 ‘자료의 양적/질적 향상’과 ‘공간 확장 및 시
설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양평군의 지역여건 및 도서관 현황분
석, 지역주민과 사서 대상 요구조사를 분석하

셋째, 양평군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인터

여 도서관 접근성, 인력 및 장서, 프로그램 및

뷰를 실시한 결과 전문사서 배치 및 운영 인력

서비스, 시설 및 공간 측면에서 양평군 도서관

확충이 가장 중요하게 조사되었다. 이는 이용

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 입장에서는 정보 및 자료 제공이 중요한 반

본 연구는 양평군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

제시함으로써 양평군뿐만 아니라 향후 농촌지

의 전문성에 대한 개선 수요가 크다는 점을 알

역 또는 도농복합지역의 도서관 정책개발 및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전문인력 부재는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났으며, 인력이 해결되면 작은도서관에서도 프

지역사회 특징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들을 비

로그램을 특성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교․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성이 공공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서관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요인 등을 도

지역주민들의 정보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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