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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서  이용자의 요구, 이용목  등이  다양화되고 있는 시 에서 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내용과 서비스공간의 연계 인 고찰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공립도서 을 상으로 
서비스내용과 서비스공간의 연계성을 심으로, 공립도서 의 유형분류를 실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 공립도
서 의 유형특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 공립도서 의 서비스내용과 연계성 있는 서비스공간계획의 
실 에 도움이 될 기 인 데이터를 마련하는 데 궁극 인 목 이 있다. 조사는 일본 공립도서 을 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제공에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공간에 한 실태를 조사 하 으며, 조사된 
데이터는 수량화Ⅲ류 분석, 군집분석 등 다차원데이터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도서 의 특성분석의  
추출을 진행한 결과,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분야, 정보제공의 방법, 서비스의 제공 상”의 으로 추출 할 수 
있었다. 한 44개 도서 의 유형은 (1) 집단을 상으로 취업, 직업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 , (2) 취업, 
직업 정보를 응서비스지원공간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도서 , (3) 개인을 상으로 교육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 , (4) 집단을 상으로 교육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 , (5) 응서비스공간을 심으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 도서 , (6) 개인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 심의 도서 의 6가지로 특성 분류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takes note on the ne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contents 
and service space which libraries provide, since at the moment the demands of library users, purpose 
of using it, etc. gradually become varied. In this study, type classification of public libraries was don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contents and service space, targeting Japanese public 
libraries. Through linking approach between service contents and service space, the analysis of Japanese 
public libraries' characteristics and type characteristics could be captured. This study has ultimately 
aimed to prepare for the basic data which will help Korean public libraries to make connection between 
service contents and service space in the future. The collected service contents and service space had 
been analyzed by multi-dimensional data analysis methods such as the “Quantification Theory Analysis 
Type Ⅲ” and “Cluster Analysis”. After characters of libraries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e views such as “the field of information provided, the method of information provision, and 
the object of service provision.” And types of 44 libraries are classified into those which have 6 kinds 
of characteristics as follows : (1) group-oriented libraries which provide the jobs and employment 
information, (2) libraries which provide the jobs and employment information through the counselling 
space, (3) individual-oriented libraries which provide the information of education-related fields, (4) 
group-oriented libraries which provide the information of education-related fields, (5) libraries which 
provide information focusing on the counselling space, (6) individual-oriented libraries which focused 
on the servic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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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과거 도서 이 자료를 보존하기 한 수집, 조

직, 기능 심이라고 한다면 의 도서 은 이

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 요구에 응하는 복

합문화공간으로서 이해될 것이다. 이처럼 과거

와 비교하여 최근 공립도서 의 사회  역할에 

한 기 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상의 다양화, 이용자의 다양화에 따른 도서  

기능의 변화는 도서 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간에 

향을 미치며,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기 해

서는 략 인 도서 서비스내용 구축과 함께 

도서 서비스공간의 제공에 한 고찰을 통하

여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합리 인 방법의 

상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공립도서 을 통하여 도서

서비스내용과 이에 따른 도서 서비스공간에 

한 내용을 연계 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국

내 도서 서비스내용 구축과 도서 서비스공간

계획을 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  이용자의 요구, 이용 

목  등이 다양화하고 있는 시 에서 일본의 

공립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서비스

공간의 다양화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일본 공립도서 의 도서 서비스내용과 도

서 서비스공간의 연계  고찰을 통하여 공립

도서 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공립도서 의 

서비스내용 구축과 이와 연계성 있는 서비스공

간계획의 실 에 도움이 될 기 인 데이터를 

마련하는 데 궁극 인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분석 상은 일본도서 회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도도부 립(都道府

県立)  구시립(区 立)의 일본 국공립도

서  2,588개  가운데 선정하 다(日本圖書

館協  Online 2011). 선정기 은 동지역에 

치하는 립, 도립, 구립, 시립 앙도서  가

운데 홈페이지를 비교  충실하게 운 하고 있

다고 단되는 도서 을 범 로 하 다. 동경

도의 경우 도, 구, 시립 앙도서  28개 을 선

정하 으며, 이 외 6개 (県)의 경우에는 각 

을 표하고 있는 16개 을 선정하 다(<표 

1> 참조). 연구자료 수집방법은 일본도서

회의 ‘도서 링크’ 코 에 링크되어 있는 리스

트를 바탕으로 각 도서 의 홈페이지를 방문하

으며, 도서 서비스와 도서 서비스공간에 

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 다. 

공립도서 의 목 은 정보를 수집, 보 , 복

구, 달을 하는 ‘정보기능’을 기본 인 목 으

로 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기능’과 문화사

업의 장려, 참여를 진하는 ‘문화기능’ 그리고 

계속 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여가부분’ 

등이 차 강조되어지는 등 변화하는 사회 속에

서 그 기능과 역할에 한 목  한 변화하고 

있다(홍경철 200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 인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도서 의 목

을 배경으로,  도서 이 이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

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에 주목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범 는 모든 공립도서

이 기본 으로 목 하고 있는 보존, 수집, 조

직 련 서비스와 서비스공간을 제외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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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 상 공립도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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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고령자, 장애인, 외

국인(다문화)”를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용

자 응 서비스와 서비스공간으로 한정하 다.

구체 인 연구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비

스내용과 서비스공간을 항목으로 수집된 데이

터간의 계성, 즉 유이성(類似性)을 분석하

는 것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공통성을 객

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요한 

단계이다(日本建築学会 1987).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도서 의 서비스내용과 서비스공간에 

한 정성 인 데이터를 정량화하여 수량화Ⅲ

류 분석에 사용하 으며, 정량화된 서비스내용

과 서비스공간내용은 2차원 의미축의 명명과정

을 통해 공립도서  특성분석의 을 정립하

는데 사용되었다. 구체 인 내용과 순서는 다

음과 같다. 먼  홈페이지 조사를 통해 구해진 

항목별 정성데이터(도서  서비내용과 도서

서비스공간내용)의 조사 상 공립도서 에 

한 용여부를 ‘0 / 1’의 매트릭스 표로 작성하

여 수량화Ⅲ류 분석을 통한 데이터의 정량화를 

실행하 다. 그리고 수량화Ⅲ류 분석을 통해 구

해진 정량화 데이터, 즉 카테고리좌표(서비스내

용  서비스공간의 각 항목 좌표)와 샘 좌표

(각 공립도서 의 좌표)를 이용한 군집분석으

로 조사 상 공립도서 을 유형화하며 그 특성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에 이용한 도구는 수량

화Ⅲ류, SPSS window12.0 로그램으로 워

드법(Ward`s Method)을 용하 다. 

2. 일본 공립도서 의 성립과 운
 

근세 일본은 사회지배층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만든 도서 의 

원형에 해당하는 형태를 통해 장서를 리 

출 하는 서  공동이용으로부터 발 하 다. 

막부말기에는 근 서양문물의 도입을 한 사

단이 구미의 도서를 소개하고 이를 교육 보

하기 한 목 으로 세운 서 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한 메이지 기에는 민주주

의의 움직임으로 민 에 의한 도서  만들기와 

메이지정부에 의한 교육령개정, 신문지조례개

정, 출 법 제정 등 도서를 규제하는 시스템과 

립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 다. 메이지 

기 이후에는 장서의 구성 규정 등 정부에 의하

여 도서와 도서 이 더욱 규제받게 되었으며, 

지방도서  설립을 장려하는 등 도서  기능의 

충실을 강조하는 시기 다(김지  2005, 76; 도

월보 1976, 27-29). 이 듯 서민을 교화하는 

기 으로 자리잡아온 일본도서 은 1900년에 

34 에서 1910년에 374 으로 증설되는 등 법

, 제도  도서 의 정비를 통하여 더욱 번

하 다. 이러한 동향은 부분이 정부 심으

로 정착되었으며, 이는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국내체제의 구축과 국민의식형성이라는 국가

의 목  달성을 한 방책으로 도서 이 인도

된 사례로 볼 수 있다(김지  2005, 77). 

2.1 일본 도서 의 설치  운 기

일본의 도서 설치  운 기 은 공립도서

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하기 하여 제정되

었으며, 도서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

도서 의 설치  운 상의 바람직한 기 을 

문부과학성고시 제132조로 재정하고 2001년 7

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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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 공립도서 의 설치  운 상의 바람직한 기 (文部科学省 online 2002)

공립도서 의 설치는, 도도부 립 도서 이 시

정 ( 町村)립 도서 의 설치  운 에 

한 지도  조언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

며, 시정 은 도서  서비스망 정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 서비스에 

해 수량  목표를 설정하고 운 결과를 재

검․평가하여 그 결과의 고시  설명책임에 

한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도서 에 

임하고 있다. 한 공립도서 은 주민의 고도화

되고 다양한 요구를 배려하여 정보처리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공립단체와 련된 행정

자료를 수집 제공하여야 한다. 한 지역특성

에 맞는 자료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도 힘써야 

하며, 의 종류가 다른 도서 은 물론 사회교

육시설, 공서, 인간조사연구시설 등과 연 하

고 력하여야 한다(이경호 2005). 

2.2 공립도서 의 이용자 응 서비스 내용

일본도서 회 발간 자료 등을 바탕으로 “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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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서비스를 고찰하 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植松 貞夫 2010; 植松 貞夫 1999).

(1) 유아를 상으로 하는 서비스 

유아기에는 언어를 습득하고, 풍부한 정서

와 감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도서 은 유

아에게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

하여야 한다. 이에 유아기부터 책에 흥미를 

가지고 본격 인 독서활동이 시작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하여 보호자와 함께 이야기

를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읽기 모임, 북스타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1> 유아 상 북 스타트(南アルプ 

ス 立圖書館(미나미알 스시립도서 )) 

<사진 2> 유아 상 그림책 읽기 모임 

(安曇野 立圖書館(아즈미노시립도서 ))

(2)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

아동기, 청소년기에 하는 책은 인생 반에 

있어서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을 친근하

게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최근 일

본에서는 사회 인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교생의 

독서활동 부진 상 등에 응하기 하여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이야기모임활동을 

극 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아

동, 청소년의 도서 에 한 요구 분석을 통하

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YA(Young Adult)서

비스는 이러한 요구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흥미

와 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진로와 

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

공하고 있다. 한 학교와 도서 과의 연계 인 

운 을 추진하여 학습활동지원을 함께 진행하

고, 아동 련 지역단체와 연 하는 등 도서 은 

아동, 청소년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한 심

인 기 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3) 성인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

도서 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발  등 빠

르게 변화하는 세계 인 움직임에 응 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인의 생애학습을 

지원하고 취업, 직,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진 3> 성인 상 비즈니스지원코  

(品川区立大崎圖書館 

(시나가와구립오사키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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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활자본코 (深川 立 

圖書館(후카가와시립도서 ))

(4) 고령자를 상으로 하는 서비스

고령화시 에 있어서 도서 을 이용하는 고

령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가령(加

齢)과 수반되는 심신의 장애로 생애학습에 

한 의욕이 감퇴하거나, 정보화 사회로부터 고

립되지 않게, 고령자를 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는 활자책, 음성자료화 

등 시청각자료의 충실한 구비와 함께 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한 공간 인 측면의 배려가 

요하다. 한 고령자를 한 자료검색 보조 

서비스, 택배서비스 등 이용자 측을 배려한 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5)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

도서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 하

여 보다 열린 공립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

다. 자자료, 녹음자료 등 자료와 장비를 충실

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한 도서목록이용에 

한 정보제공과 홈페이지 이용법 제공 등 이용안

내에 있어서 한 도서 의 소 트웨어 , 하드

웨어  배려가 필요하다. 

(6) 외국인(다문화) 지원서비스

사회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인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외국자료코 , 아동도서의 

외국어 본 구비 등이 필요하다. 한 소장도서의 

극 인 활용과 주요외국어를 이용한 이용안내

작성, 홈페이지 다국어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5> 녹음도서제작(浦安 立 

圖書館(우라야스시립도서 ))

<사진 6> 다문화코 (大久保圖 

書館(오오쿠보도서 ))

3. 도서 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간의 
계성분석에 따른 유형별 특성

일본도서 회의 도서  링크 리스트를 바

탕으로 각 도서 의 홈페이지를 방문하 으며, 

도서 서비스와 도서 서비스공간에 한 데

이터 수집을 진행하 다. 도서 별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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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서비스가운데 로그램은 비슷하지만 명

칭이 다른 이야기모임, 그림책읽기모임 등의 

서비스의 경우는 “이야기모임”으로, 10 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의 경우 “YA서비스”로 

명명하 다. 서비스공간의 경우, 시청각홀, 다

목 실 등 홀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시청각

홀”로 통일하 으며, 단 공간으로서 규정하기 

어려운 공간의 경우 “ 퍼런스(Reference)코

”로 명명하 다(김 란 2012). 이 게 홈페

이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서비스내용  서비

스공간 항목은 모두 40개로, 이 가운데 의미가 

유사한 항목 정리를 통해 최종 으로 31개의 

항목을 추출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도서 서비스의 경우 

퍼런스서비스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 이야기모임 30건, 1:1낭독모임 30건으로 아

동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장애자를 한 자지도서비

스 1건과 다문화서비스 2건, 취직활동지원서비

스 2건 등 장애인, 다문화, 성인을 한 서비스

는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 서

비스공간의 경우, 녹음실 18건, 이야기실 17건 

으로 장애자를 한 공간과 아동을 한 공간

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육아정보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공간은 부족한 상황에 있

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1> 도서  서비스내용 (단 : 건)

<그림 2> 도서  서비스 공간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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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량화Ⅲ류를 사용한 의미축의 해석

도서 서비스내용과 도서 서비스공간을 항

목으로 수집된 데이터간의 유이성을 분석하기

하여 수량화Ⅲ류 분석을 사용하 다. 먼  정

성데이터를 정량화 시키고, 그 계를 도식으로 

제시하여 각 도서 에 해당하는 항목 간의 응

계를 이해하는 분석을 실시하 다.

<표 4>에서와 같이 수량화Ⅲ류 분석 결과 기

여율 8%이상의 축을 채용하 으며, 기여

율 26.8%의 제3축까지를 상으로 해석을 실시

하 다. 기여율 9.8%의 제1축을 X축으로, 8.8%

기여율의 제2축을 Y축으로, 기여율 8.2%의 제

3축을 Z축으로 설정하 다. 좌표상, 제1축을 X

축이라 명하고, 제2축을 Y축으로, 제3축을 Z축

으로 설정하 으며, X축과 Y축의 카테고리스

코어를 채용한 분포도를 <그림 3>에, X축과 Z

축의 분포도를 <그림 4>에 설명하 다. 

제1축의 정방향, 즉 X(+)에 치하는 카테

고리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취업활동지원서비

<표 3> 도서 의 서비스내용  도서  서비스공간 메트릭스

축 고유치 기여율 기여율

제1축 0.2601 9.8% 9.8%

제2축 0.2338 8.8% 18.5%

제3축 0.2194 8.2% 26.8%

<표 4> 각축의 고유치와  기여율



18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2호 2012

<그림 3> 1축과 2축의 카테고리(서비스내용․서비스공간) 분포도

<그림 4> 1축과 3축의 카테고리(서비스내용․서비스공간) 분포도

스, 자지도서비스, 직업체험, 비즈니스지원서

비스, 자원 사자지원서비스 등 취업․직업  

장애자와 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가 치

하고 있다. 한 제1축의 부방향, X(-)방향에 

치하는 카테고리 요소는 이야기모임, 이야기

실, 1:1낭독모임, YA서비스, YA룸, 수유실 등 

아동․청소년 련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가 

치하고 있다. 이에 X축은 “정보제공의 분야”와 

련한 축으로 명명하 다(<그림 3>, <그림 4> 

참조).

제2축의 정방향, 즉 Y(+)에는 도서 이용지

원서비스, 직업체험, 1:1낭독모임, 자지도서

비스, 비지니스코  등 이용자를 직  응하는 

응서비스  응서비스공간과 련한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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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Y(-)방향에는 사

자실, 자원 사자지원서비스, 육아정모지원실 

등 응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요소가 치하

고 있다. 이에 Y축은 “정보제공의 방법”을 설명

하는 축으로 명명하 다(<그림 3> 참조).

제3축의 정방향, 즉 Z(+)에 치하여 있는 

카테고리의 요소들을 보면 도서 이용지원서

비스, 육아정보지원실, 사자실, 장애자서비스

실 등 개인을 상으로 하는 요소가 치하고 

있으며, Z(-)방향에는 다문화서비스, 시니어

룸, 회의실, 화상연 등 단체를 상으로 하는 

요소가 치하고 있다. 이에 Z축은 “서비스의 

상”에 한 개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축으로 

명명하 다(<그림 4> 참조).

3.2 군집분석에 의한 유형분류

조사 상을 다양한 측면으로 조사하고, 그 

본질을 정량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하

다. 그러나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 상들 간

의 계성과 체상을 악하는 것이 어려워진

다. 이에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유형화하는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군집분석

에는 군집화과정이 트리(Tree)구조로 표 되

는 계층  군집분석과, 분할의 타당성을 단

하는 기 을 설명하여 상을 병렬 으로 몇 개

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비계층  방법이 있다. 

트리구조의 수지도(Dendrogram)는 군집화 과

정을 수목의 기와 가지의 계로 나타낸 것으

로 상호 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이소

정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  나타난 군

집들을 결합한 후에 새로 형성될 군집에 한 

거리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워드법(日本

建築学会 1987)을 기 으로 군집분석을 실행

하 으며, 이를 수지도로 표 하여 조사 상 도

서 의 유형분류에 사용하 다.

수량화Ⅲ류를 사용하여 정량화된 카테고리

들 간의 치 계를 바탕으로 워드법을 용한 

가지도를 사용하여 계층  군집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 조사 상 공립도서  44개 

샘 은 6가지 군집으로 유형화되었다(<그림 5> 

참조).

<그림 5> 군집분석에 의한 조사 상 공립도서 의 유형분류 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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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형별 특성 분석

(1) 유형A: 체도서  44개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17 이 본 유형에 해당되며, 취업․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X(+)특성과 다문

화, 시니어, 성인, 청소년 등 집단을 상으로 

하는 Z(-)의 특성을 가지는 유형으로, 집단을 

상으로 취업․직업정보를 제공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3>, <그림 4>, <그림 6>, <그

림 7> 참조).

(2) 유형B: 3개 이 해당되며, 제1축의 취

업․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X(+)와 응

서비스를 지원하는 요서가 치하는 제2축의 

Y(-)에 치하여, 취업․직업 정보를 응서

비스지원 공간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특성으로 

분석된다(<그림 3>, <그림 4>, <그림 6>, <그림 

7> 참조).

(3) 유형C: 유형C는 6 으로 구성되며, 제1

축의 아동, 청소년 련 교육정보제공의 특성

을 보이는 X(-)에 치하며, 제2축의 Y(-)에 

반 으로 치하고 있어 응서비스지원공

간 특성과 함께, 제3축 Z(+)의 아동보호자, 장

애자, 자원 사자 개인을 상으로 하는 서비

스 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유형C

는 교육정보를 응서비스지원공간을 통하여 

아동보호자, 장애자, 자원 사자를 상으로 

극 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형으로, 개인을 

상으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3>, 

<그림 4>, <그림 6>, <그림 7> 참조).

(4) 유형D: 13개 이 유형D에 속하며 제1

<표 5> 조사 분석 상 공립도서 의 유형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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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X(-)에 반 으로 치하면서, 동시에 제2

축 Y(+)과 제3축의 Z(-)에 치하고 있다. 유

형D는 집단을 상으로 하는 응서비스요소

를 이용한 아동, 청소년 교육정보제공의 경향에 

있는 도서 유형으로, 집단을 상으로 교육정

보를 제공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림 

3>, <그림 4>, <그림 6>, <그림 7> 참조).

(5) 유형E: 유형E는 3개 으로 구성되며, 

응서비스요소를 심으로 제공하는 특징을 

보이는 제2축 Y(+)에 치하고 있으며, 응

서비스요소를 심으로 서비스를 개하는 유

형특성을 보인다(<그림 3>, <그림 4>, <그림 6>, 

<그림 7> 참조).

(6) 유형F : 분석 상 공립도서 44개  가

운데 가장 은 수의 2개 이 유형F에 속한다. 

아동보호자, 장애자, 자원 사자를 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제3축의 Z(+)에 치하여, 개인

을 상으로 응서비스를 으로 제공에 

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3>, 

<그림 4>, <그림 6>, <그림 7> 참조).

<그림 6> 1축과 2축의 샘 (도서 ) 유형별 분포도

<그림 7> 1축과 3축의 샘 (도서 ) 유형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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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공립도서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공간의 연계 인 고찰의 필요성에 주목하 으

며, 일본 공립도서  44개 을 상으로 서비

스내용과 서비스공간의 연계  분석을 심으

로 한, 공립도서 의 유형분류를 실시하고 유

형특성을 분석하 다.

조사 상 도서 의 서비스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을 한 서비스가 충실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상과 장애자, 성인을 한 서

비스는 부족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공

간의 경우 녹음실, 이야기실, 장애자서비스실 

등 아동과 장애자를 한 공간이 충실하게 설

치되어 있는 반면 육아정보와 비즈니스를 지원

하는 공간은 부족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즉,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보호자와 외국인

(다문화), 장애자를 한 서비스내용 증설이 필

요하며, 이러한 서비스내용에 합한 서비스공

간 설치가 요구된다. 

각 도서 의 특성 분석 을 추출한 결과,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분야, 정보제공의 방법, 

서비스 제공 상”의 세 가지 으로 악할 

수 있었으며, 구체 으로 정보의 분야는 취업․

직업에 한 정보 분야와 교육에 한 정보 분

야의 두 가지 큰 축을 심으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제공의 방법은 응서

비스를 제공하기 한 공간과 응서비스를 지

원하기 한 공간을 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한, 서비스의 제공 상은 크

게 아동보호자, 장애자, 자원 사자 개인과 외

국인(다문화), 시니어, 성인, 청소년 단체로 분

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상 공립도서 의 유형 인 특징을 살

펴보면, 집단을 상으로 취업․직업정보를 제

공하는 도서 , 취업․직업 정보를 응서비스

지원 공간을 통해 제공하는 도서 , 개인을 

상으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도서 , 집단을 

상으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도서 , 응서비

스요소를 심으로 서비스를 개하는 도서 , 

개인을 상으로 응서비스를 으로 제

공하는 도서 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도서 서비스내용과 서

비스공간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립도서 의 유

형특성분석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개인 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석한 결과분석으로, 후속연

구에서는 각 유형에 속해있는 표 인 도서

의 장방문을 통하여, 공립도서  실내외 공

간조사와 함께 도서 사서를 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6개  각각을 

상으로 각 도서 별 서비스내용을 제안하고 서

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의 디자인 제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후속 연구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분석을 바탕으로 공립도

서 을 유형화하는 것뿐 아니라 도서  서비스

제공의 황과 도서 측의 요구사항에 응하

는 구체 인 공간디자인 설계지침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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