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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체르노  페이스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16개 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  운   이용을 분석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체르노  페이스를 사용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얼굴의 어떤 부 로 어떤 데이터를 표 할 것인가를 결정하 다. 분석 결과 8개 조사 상 분야에서 

거의 모든 역에 걸쳐 체로 역자치도가 역시보다 도서  운   이용에서 우수하 다. 즉, 역자치도는 

역시보다 더 많은 도서 을 운 하고 있고, 더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산과 직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  결과는 더 많은 이용자들의 도서  자료실 이용과 자료 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big data analysis of public library operations and uses of 16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of Korea by using the Chernoff face method. This study is the first to use the 

Chernoff face method for big data analysis of library servic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research. 

The association of variables and human facial features was decided by survey. The study reveals 

that in general the provincial governments in Korea operate more libraries, invest more budgets, 

allocate more staff and hold more collections than metropolitan cities. This administration resulted 

in more use of libraries in provincial governments than metropolit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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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일반인과 

기업  기 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쉽게 

생산․공유하고, 스마트폰의 보 , SNS의 활발

한 이용, 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편리하게 

수집, 가공, 축 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발 으로 증가하 다. 최근 들어 컴퓨터 기술

의 발달로 이러한 방 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하기 한 방안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사회 

반에 걸쳐 각 을 받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도 외가 아니어서 최근에 

도서  운   이용 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서  운   서비스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 

이용자 서비스를 극 화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장과 학계에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 부는 2014년

부터 공공도서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

으며 2015년 처음 선보인 정보나루를 통해 공공

도서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활용 사이트

를 구축해 통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

다’(World Library 2017). 하지만 재까지 진

행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체로 도서  

빅데이터에 한 이해(이정미 2013)  활용 

서비스 모형 개발(표순희 외 2015) 등의 연구

가 부분인 것으로 악된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에 한 사회  심이 

고조되면서 그 분석결과의 시각화에 한 요

성이 두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방 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 만큼 그 결과를 사람들

에게 어떻게 간단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보여  것인가 역시 요한 문제이기 때

문이다. 빅데이터 시각화는 ‘빅데이터 분석 결

과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으로 표 하여 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분석에서 나타난 정보를 효과 으로 달하는 

것이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방법에는 

막 그래  등 일반 으로 리 사용하는 것부

터 히트맵(heatmap), 스타차트(star chart), 히

스토그램(histogram), 지도맵핑(mapping) 등 

좀 더 발 된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체르노

 페이스(Chernoff face)도 그 의 하나인데, 

체르노  페이스는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과 그 

결과에 한 시각화가 요하게 두되면서 새

롭게 사람들의 심을 끌게 되었다. 

체르노  페이스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사람의 얼굴을 컴퓨터 로그램으로 그려 

얼굴 모양의 차이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 즉, 사람의 얼굴에는 ․코․입․귀․머

리 등 여러 세부 부 가 있는데, 이러한 세부 

부 를 통해 각기 다른 데이터를 표 하는 것

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데이터 시각화 방법

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친숙한 얼굴을 통해 

데이터를 표 한다는 에서 분석 결과에 한 

사람들의 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체르노  페이스를 사용한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에 한 사람들이 심이 고조되기 까지

는 그 게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 특히, 문헌정보

학 분야에서는 재까지 이용되지 않았으며, 따

라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최 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문헌정

보학 분야 에서 공공도서  운   이용 데이

터를 분석하기 해 체르노  페이스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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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 결과를 사람들이 한 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2 연구 목

본 연구는 체르노  페이스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16개1) 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  

운 과 이용 황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 목

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 16개 역

자치단체의 공공도서  운 과 그 결과에 따른 

주요 이용 황을 분석하는데 있다. 즉, 역자

치단체별로 공공도서  운 을 해 투입하는 

사서를 포함한 인력, 장서, 산 등에서 어떤 차

이가 있고, 이러한 운 의 결과로 나타나는 주

요 이용 황에는 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궁극 으로 우리나라 

체로 봤을 때 역자치단체별로 도서  운  

 이용에 불균형은 없는지 악하는데 있다. 

둘째, 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  운 과 이용 

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체르노  페이스라

고 하는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용해 보고자 

한다. 즉, 도서  운   이용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체르노  페이스 방법의 활

용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있다. 

1.3 선행연구 개

본 연구는 체르노  페이스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16개 역자치단체별 공공도서  운

과 주요 이용 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조

사에 의하면 재까지 공공도서  운 과 서비

스 그리고 이용 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김

석 2011; 박재용 2012; 최재황, 차성종 2012)는 

많이 있다. 그러나 체르노  페이스를 사용하여 

공공도서  운   이용 황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 

체르노  페이스는 미국의 수학자 Herman 

Chernoff라는 사람이 1973년에 다변량 데이터

(multivariate data)를 사람의 얼굴로 한 번에 

표 하기 해 개발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이다

(Chernoff 1973; Chernoff face 2016). 선행연

구 분석 결과 체르노  페이스를 사용한 연구는 

국내외에 걸쳐 여러 편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국외의 경우 Turner(1979)는 이 방법을 사회과

학 연구에, Rahu(1989)와 Lott  Durbridge 

(1990)은 의학 연구에, 그리고 Golden과 Sirdesal 

(1992)은 소비자 연구에 사용하 다. Nel, Pitt

와 Webb(1994)은 경 학 연구에 사용하 고, 

Spinell과 Zhou(2004)는 정치학 연구에서 사

용하 다. 그리고 Yau(2011)는 스포츠 분석에

서 이 방법을 사용하 다. 

한편, 국내에서는 양우성(2012)이 우리나라 

8개 로야구 의 성 을 분석하기 해 체르

노  페이스를 사용하 고, 이정은 등(2013)은 

우리나라 15개 은행을 평가하기 해 이 방법을 

사용하 다. 기정훈은 2015년에 국회의원의 의

정 활동을 분석하기 해, 그리고 2016년에는 우

리나라 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 건강지표를 표

하기 해 이 방법을 사용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

 1) 2016년말 기  우리나라의 역자치단체 수는 17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17번째 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그 이유는 세종시의 도서  운  지표(총 4개 도서  운 에 직원은 

총 15명에 불과하고, 이  사서는 총 9명임)가 다른 16개 역자치단체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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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체르노  페이스가 개발된 1970년  이

후 재까지 활발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여러 

학분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국내에서는 매우 최근에 이 방법이 소개되

었고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본격 으로 사용되기 시작

하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헌정

보학 분야에서 이 방법이 사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방법

2.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자치단체별 공공도

서  운   주요 이용 황을 분석하는 것이

다. 즉, 16개 역자치단체별로 공공도서  운

의 수 이 어떻게 다르고, 그 결과 이용 황

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 수행을 해 먼  2015년 말 기  우리

나라 16개 역자치단체별 공공도서  운   

이용 데이터를 ‘국가도서 통계시스템’(2016)

을 통해 수집하 다. 

2.2 데이터 편집

역자치단체별로 공공도서  운 과 그 결

과로 나타나는 이용 황이 어떻게 다르고, 어

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서는, 자치

단체별 운   서비스에 향을 미치는 요소 

의 하나인 인구수를 고려해야 한다. 즉, 16개 

지자체별로 공공도서  운 과 이용을 평가하

는데 있어서 요한 변수는 인구수인데, 16개 

자치단체의 인구가 모두 달라서 평가에 어려움

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도시 혹은 자치

단체별 도서  운   서비스 그리고 이용 

황을 으로 비교하기 해 인구 1,000명

당 통계를 사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

단체별 인구수의 편차를 없애기 해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15년 말 기  도

서  운 과 이용 련 데이터를 인구 1,000명

당으로 편집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정부에서 발간한 ‘2016년도(’15년 실 ) 공공

도서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문화체육 부 

2017)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비교․분석을 

해 수집된 8개 유형의 데이터  7개를 인구 

1,000명당 값으로 편집하 다. 그러나 8개 유형

의 데이터  ‘도서  수’ 데이터는 인구 10,000

명당 통계를 사용하 다. 그 이유는 첫째, 도서  

1개 당 서비스 상 인구는 여러 나라에서 략 

10,000만명 이상이고, 둘째, 도서  수를 인구 

1,000명당으로 편집할 때 소숫  아래 세 자리까

지 산출하게 되면 연구자가 그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

터 처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편집된 데이터를 엑

셀(Excel) 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하 다.

2.3 데이터 코딩

인구 1,000명당으로 편집된 데이터는 최종

으로 엑셀을 통해 코딩되었다. 체르노  페이

스를 사용하여 공공도서  운   이용을 분

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선행 작업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체르노  페이스로 총 몇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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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데이터를 표 할 것인가 이고, 둘째는 체

르노  페이스의 어느 부 로 어떤 종류의 데

이터를 나타낼 것인가이다. 

체르노  페이스를 사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본 결과 연구들 마다 데이터를 표 하기 해 

사용한 얼굴 부 의 수는 모두 달랐다. 기본

으로 체르노  페이스를 사용해 표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표 2>와 같이 총 15가지이다. 

Yau(2011)는 체르노  페이스를 사용하여 미

국의 주별 범죄 황을 분석하기 해 7개 변수

를 사용하 고, NBA 농구 선수를 분석하기 

해 8개 변수를 사용하 다. 이정은 등(2013)은 

우리나라 15개 은행을 분석하기 해 11개 변수

를 얼굴로 표 하 고, 기정훈(2016)은 우리나

라 지역사회의 건강지표를 표 하기 해 8개 

변수를 사용하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선행연구들은 

체로 7개에서 11개 정도의 변수를 사용한 것으

로 밝 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  운 과 이용 황을 

분석하기 해 총 8개 변수를 사용하기로 결정

하 다. 이 게 결정한 이유는 첫째, 본 연구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체르노  페

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체르노  페이스에 익

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해 그 수

를 다. 둘째, 첫번째와 비슷한 이유로 무 

많은 얼굴 부 로 데이터를 표 할 경우 사람들

이 한 에 얼굴을 통해 표 되는 데이터를 이

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얼굴

의 크기’, ‘입의 크기’  ‘입의 모양’, ‘ 의 크

기’, ‘머리의 가로 크기’  ‘머리의 세로 크기’, 

‘코의 크기’, ‘귀의 크기’ 등 총 8가지 부 로 8가

지 종류의 데이터(도서  연면 , 직원 수, 사서 

수, 인쇄자료 수, 자료실 이용자 수, 출 수, 

산액, 도서  수)를 표 하도록 데이터를 코딩

하 다. 

두 번째 작업은 얼굴의 어느 부 로 어떤 데

이터를 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체

르노  페이스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표 화 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체르노  페

이스의 각 부 와 변수를 연결시켰다. 

그런데 체르노  페이스를 사용한 연구에서 

요한 것은 사람들(연구의 독자)로 하여  얼

굴의 각 부 가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지 쉽

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최 화된 체르노  

페이스를 만들기 해 사람들의 선호도를 악

하 다. 즉, 사람들이 얼굴의 어느 부 로 어떤 

데이터를 표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의견을 조

사하 다.

연구자의 수업을 듣는 학교 3~4학년 학생 

41명을 상으로 얼굴의 어느 부 로 어떤 데

이터를 표 하는 것이 좋을지 조사하 다. 학

생들은 문헌정보학을 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

서 의 운   서비스에 해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도서 의 일반 이용자이

기도 하여 연구자의 질문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단되어 이들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조사결과 설문 참여자들은 <표 1>과 같이 코

로 도서 의 산을 나타내면 좋겠다고 하 다. 

41명의 참여자  22명(54%)이 이 게 응답하

다. 이들은 코가 사람이 숨을 쉬게 해주는 기

능을 하고 있어서 요한 부 인 것처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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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의 코와 같이 도서  운 에 요하고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코로 도서 의 산

을 나타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 다. 

구분 코 입 귀

산 4 22 6 9

장서 수 21 5 12 3

도서  수 10 7 10 14

직원 수 6 7 13 15

<표 1> 얼굴 부 와 데이터의 연계에 한 

선호도 

21명(51%)의 응답자들은 으로 장서수를 

나타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 다. 그들은 도서

에서 가장 에 띄는 것이 장서(인쇄자료)이

기 때문에 이 게 답한 것으로 보인다. 14명

(34%)의 응답자들은 귀로 도서 의 수를 표

하면 좋겠다고 응답하 다. 도서  수의 경우 

특별히 선호하는 얼굴 부 가 없었다. 각각 10명

의 응답자들은 과 입으로 도서  수를 나타내

면 좋겠다고 하 다. 15명(36.6%)의 응답자들

은 귀로 직원 수를 표 하면 좋겠다고 하 다. 

반면에, 13명(31.7%)의 응답자들은 입으로 직

원 수를 나타내면 좋겠다고 하 다. 응답자들은 

직원은 사람들이고 사람의 특징 에서 화의 

능력에 주목하여 직원 수를 귀와 입으로 나타내

면 좋겠다고 하 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얼굴 

부 와 데이터와의 연계에 한 선호도’에 근

거하여 ‘ 산은 코’로, ‘장서 수는 ’으로, ‘도서

 수는 귀’로 나타내도록 데이터를 코딩하

다. 한편, 직원 수는 응답자들의 선호도와는 조

 다르게 귀가 아닌 입으로 표 하 다. 그 이

유는 응답자들이 귀로 도서  수를 나타내는 

것을 선호하 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던 ‘입으로 직원 수’를 나타내도록 데이터

를 코딩하 다. 

 1. 얼굴의 세로 크기: 1,000명당 도서관 연면적(㎡)*

 2. 얼굴의 가로 크기: 1,000명당 도서  연면 (㎡)

 3. 얼굴의 모양: 변수를 나타내지 않음

 4. 입의 세로 크기: 1,000명당 직원 수

 5. 입의 가로 크기: 1,000명당 직원 수

 6. 입의 모양: 1,000명당 사서직원 수

 7. 의 세로 크기: 1,000명당 장서 수 

 8. 의 가로 크기: 1,000명당 장서 수

 9. 머리의 세로 크기: 1,000명당 인쇄자료 대출 수 

10. 머리의 가로 크기: 1,000명당 도서관 방문자 수

11. 머리의 모양: 변수를 나타내지 않음

12. 코의 세로 크기: 1,000명당 도서관 예산(원)

13. 코의 가로 크기: 1,000명당 도서  산(원) 

14. 귀의 세로 크기: 10,000명당 도서관 수

15. 귀의 가로 크기: 10,000명당 도서  수 

* 고딕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8개 변수를 나타냄 

   <표 2> 체르노  페이스의 각 부 가 

나타내는 8개 변수의 내용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체르노  페이스의 

각 부 가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

는 그림이다. 

  <그림 1> 얼굴의 각 부 가 나타내는 

데이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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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응답자들에게 질문한 얼굴의 주요 

4  부  외에 <표 2>와 같이 다른 부 들로 도

서  운   이용과 련된 데이터를 표 하

다. 

도서 의 연면 은 얼굴의 체 인 크기로 

나타내도록 하 고, 머리의 세로 크기는 인쇄

자료의 출수를, 머리의 가로 크기는 도서

의 자료실 이용자 수를 나타내도록 하 다. 한

편, 입의 크기는 직원 수를 나타내도록 하 는

데, 직원 수 에서 사서 수는 입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 다. 즉, 사서수가 많을수록 체

르노  페이스에서 입의 모양이 미소를 띄우는 

것처럼 입의 양쪽 끝이 로 올라가도록 하

다. 이 게 코딩할 경우 크게 미소 짓는 얼굴을 

가지는 자치단체는 도서 에 사서가 많은 것으

로 인식되도록 하 다. 

2.4 체르노  페이스 완성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연

구자에 의해 편집  코딩된 데이터는 R 로

그래  언어(이하 R 로그램)를 사용하여 체

르노  페이스로 완성되었다. 즉, R 로그램

을 사용하여 16개 역자치단체의 도서  운

과 이용을 나타내는 16개 체르노  페이스를 

완성하 다. 그리고 16개 역자치단체 체 

도서  운 과 이용을 나타내는 한 개의 ‘ 국 

평균 체르노  페이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종 으로 완성된 체르노  페이스

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자치단체별 공공도서

 운 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도서  이용을 

분석하 다. 

체르노  페이스는 분석하고자 하는 상과 

련된 다종의 데이터를 사람의 얼굴각 부 로 

표 하는 다차원 데이터 시각화 방법이다. 사람

의 얼굴은 일란성 둥이를 제외하고 체로 작

은 차이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체르노  

페이스는 바로 이런 에 착안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사람의 얼굴로 표 한 것으로, 

얼굴 모양의 차이를 통해서 개인의 활동  기

과 회사의 실 , 운 , 서비스 황 등을 분석

하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체르노  페이스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선, 막 , 원 그래 와 같은 일반 인 데

이터 표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와는 다르게 얼

굴로 표 되는 데이터의 원자료(raw data)를 

논문에 소개하지 않는 경향(이정은 외 2012; 기

정훈 2016)이 있다. 이것은 체르노  페이스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하나로 인식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일반 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

을 사용한 연구(오효정 외 2014; Kershaw 2016)

에서는 원자료를 논문에 소개하지 않고, 다만 

그 출처에 해서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체르노  페이스의 방법, 즉 사람의 

얼굴 모양의 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특징을 최 한 살리기 해 별도의 원자료를 본 

논문에 소개하지 않았다.

 3. 역자치단체 공공도서  운  
 이용 분석 

3.1 분석 결과 개요

분석 결과 체 으로 봤을 때 <그림 2>와 같

이 16개 역자치단체의 얼굴 에서 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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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6개 역자치단체의 체르노  페이스

주, 강원도의 얼굴이 가장 에 띈다. 이들 얼굴

들은 다른 얼굴들에 비해 ․코․입․귀가 선

명하고 머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지자체의 인구 1,000명당 도서  장서, 산, 직

원 수, 자료실 이용자  출권수가 많고, 인구 

1만명당 도서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 제주, 강원도 에서는 남의 얼굴이 

가장 에 띈다. 남의 경우 도서  운 , 즉 

도서  장서, 산, 직원, 도서  수가 양호하여 

결과 으로 도서  이용, 즉 자료실 이용자  

출권수가 많다고 하겠다. 

남, 제주, 강원도 다음으로는 경기, 충북, 

충남, 북의 얼굴이 에 띈다. 이들 얼굴 에

서 경기의 머리가 유난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구 1,000명당 자료실 이용자 수  

출권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것을 의미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도서  운 을 

해 투입되는 기본 경 자원(장서, 산, 직

원)은 아주 많지 않은데, 도서 의 이용 즉, 자

료실 이용과 인쇄자료 출은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도서  운 의 분야별 분석

얼굴에서 은 장서량을 나타내는데,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개 얼굴 에서 제주, 

남, 강원의 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

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의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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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제주 도서 의 

인구 1,000명당 장서량이 16개 시도 에서 가

장 많은 것을 나타낸다. 반 로 서울의 은 가

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체 

공립 공공도서 의 인구 1,000명당 장서량이 

16개 시도 에서 가장 은 것을 의미한다. 

코는 도서  산을 나타낸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개 얼굴 에서 남, 제주

의 코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북의 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지자체의 인구 

1,000명당 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주를 제외한 서울, 부

산, 구, 인천, , 울산 등 도시 얼굴의 코

는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지자체

의 인구 1,000명당 도서  산이 다른 지자체

와 비교하여 상 으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은 두 가지를 표 하는데, 하나는 직원 수

이고 다른 하나는 사서 수이다. 체 으로 봤

을 때 남, 제주, 강원 그리고 북의 입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지자체 도서 의 

인구 1,000명당 직원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것을 나타낸다. 특히, 제주와 남의 입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주를 제외한 서

울, 부산, 구, 인천, , 울산 등 도시와 

경남의 입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지자체의 인구 1,000명당 직원 수가 다른 지자

체에 비해 음을 의미한다. 

한편, 체르노  페이스에서 입의 모양은 얼

굴의 체 인 이미지 형성을 좌우한다. 즉, 입 

모양에서 웃는 얼굴은 직원  사서 수가 많은 

것을 나타낸다. 16개 시도의 얼굴  남, 제

주, 강원, 충북, 북, 경북, 경남, 그리고 서울 

등 8개 얼굴이 미소 짓고 있다. 이것은 이들 지

자체 도서 의 인구 1,000명당 사서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8개 지자체  남과 제주가 가장 크게 웃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작은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있

다. 이것은 인구 1,000명당 직원 수는 다른 지

자체에 비해 상 으로 지만 직원 수에서 

차지하는 사서의 비율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결과는 서울의 직원  사서의 비율2)이 

높은 교육청 소속의 도서 이 국에서 가장 

많이(22개)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국

가도서 통계시스템(2016)에 의하면 서울시교

육청 22개 도서 에는 총 381명의 사서가 있어 

1개 당 평균 17.3명의 사서가 있다. 반면에 서

울시 기 자치단체 소속의 119개 도서 에는 

총 528명의 사서가 있어 1개 당 4.4명의 사서

가 있을 뿐이다. 다른 한편, 16개 시도 에서 

부산, 구, 인천, 주, , 울산, 경기, 충남 

등 8개 지자체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지자체 도서 의 직원 수에

서 사서의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석(2013)의 연구에서도 서

울시의 경우 법정 사서직원 수 비 사서 원

의 충원율(71.1%)이 다른 6개 역자치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 졌다.

 2) 국가도서 통계(2016)에 의하면 부산시 기 자치단체 소속 도서 의 사서직 비율은 58.6%이고, 교육청 소속 도

서 의 사서직 비율은 53.4%이다. 라남도 기 자치단체 소속 도서 의 사서직 비율은 41.5%이고, 교육청 소속 

도서 의 사서직 비율은 50%이다. 반면에 서울시 기 자치단체 소속 도서 의 사서직 비율은 62.5%이고, 교육청 

소속 도서 의 사서직 비율은 65.1%로 다른 역자치단체 도서 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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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는 인구 1만명당 도서  수를 나타낸다. 

체 으로 봤을 때 제주, 남, 강원, 북, 충

북, 충남 등 6개 얼굴의 귀가 에 띈다. 이것은 

이들 지자체가 인구 1만명당 도서  수에서 다

른 지자체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6개 지자체 다음으로는 경북, 경남의 귀가 에 

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부산, 구, 인천, 

주, , 울산, 경기 등 8개 지자체 얼굴의 

귀는 작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지자체의 

인구 1만명당 도서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음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 부산, 구의 귀

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머리는 두 가지를 표 한다. 머리의 가로 크

기는 자료실 이용자 수를, 머리의 세로 크기(높

이)는 인쇄자료의 출 수를 나타낸다. 머리의 

가로 크기에 있어서 가장 에 띄는 얼굴은 서

울과 경기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 인천 등이

다. 이들 지자체의 도서 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인구 1,000당 자료실 이용자 수가 상

으로 더 많다고 하겠다. 즉, 이들 지자체 이용자

들의 도서  자료실 이용은 다른 지자체에 비

해 더 활발하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에 띄

는 세로로 머리가 큰 지자체는 경남, 남, 충남 

등 7개이다. 이  머리의 세로 크기가 가장 큰 

지자체는 경기와 제주이다. 이들 지자체의 도

서 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인구 1,000명당 

자료 출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 

인천 등 나머지 7개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

해 머리의 세로 크기가 작다. 

얼굴의 크기는 인구 1,000명당 도서  연면

의 크기를 표 한다. 조사결과 제주와 남

의 얼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

들 지역의 공공도서  연면 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서울, 부산, 구, 인천, 

울산 등 도시의 얼굴은 작다고 하겠다. 이것

은 이들 지역 도서 의 인구 1,000명당 도서  

연면 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국 평균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공공도서  인 라  콘텐츠는 

선진국에 비해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  인 라  콘텐

츠는 지난 10년간 꾸 히 증가하 다. ‘2016년 

우리나라에 공공도서  1천개 시 가 열렸다. 

총 장서 수도 1억 권을 돌 하여 국민 1인당 공

공도서  장서 수는 1.93권이 되었다. 이는 올

해, 국 공공도서 에 670억원의 산을 투입

하여 620만여 권의 장서를 확충함으로써 가능

해진 결과다’(한국도서 회 2017, 10). 앞으

로도 우리나라의 공공도서  시설과 서비스는 

선진국 수 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해서 증가

하고 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공

공도서  운 과 서비스는 양  성장과 더불어 

국 으로 균형 있는 성장과 발 이 요구된다. 

즉, 도서  운 과 서비스는 지역간 그리고 도

시와 농 간 불균형 없이 국 으로 고르게 

성장하고 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6개 역자치

단체의 공공도서  운 과 이용이 지역간 그리

고 도시인 역시와 농산어 의 비율이 높은 

역자치도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체르노  

페이스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를 해 

16개 역자치단체별 공공도서  운   이용 

황이 인구 1천명을 기 으로 <표 3>과 같은 

국 평균3)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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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광역자치단체 총 인구 50,419,000명

 

•도서  수 953개

  (인구 1만명당 도서  수) (0.19개 )

•도서  연면  2,459,930㎡

  (인구 1천명당 연면 ) (48.8㎡)

•장서(인쇄자료) 수 92,954,164권

  (인구 1천명당 장서 수) (1,844권)

• 산 850,928,984천원

  (인구 1천명당 산) (16,877천원)

•직원 수 7,816명

  (인구 1천명당 직원 수) (0.16명)

•사서 수 4,027명

  (인구 1천명당 사서 수) (0.08명)

•총 방문자 수 193,611,128명

  (인구 1천명당 방문 수) (3,840명)

•총 (인쇄자료) 출권수 127,144,202권

  (인구 1천명당 출권 수) (2,522권)

<표 3> 16개 역자치단체 체 공공도서  

운   이용 황

분석 결과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얼

굴 크기로 표 되는 도서  연면 에 있어서는 

제주, 남, 강원, 충북, 경기, 충남, 북 등이 

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서울을 포함한 부산, 구, 울산 등 도시

는 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이 지역에 더 많은 도서 이 건립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 결과는 귀로 표 되는 도

서  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귀로 표 되는 인구 10,000명당4) 도서  수

에 있어서 서울을 포함한 7  도시와 경기도

는 국 평균보다 은 것으로 밝 졌다. 반면

에 도시가 아닌 강원, 충북, 충남, 남, 북, 

경북, 제주 등 부분의 자치도 도서 의 수는 

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의 크기로 표 되는 직원 수에 있어서 제

주, 남, 북, 강원 등이 국 평균보다 월등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산, 구, 

, 울산, 경기는 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입의 모양으로 표 되는 사서 수에 있어서 

남, 제주, 강원, 서울, 북 등이 국 평균을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산, 울산, 경

기 등은 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표 되는 장서 수에 있어서 제주, 

남, 강원, 북, 충남 등은 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을 포함한 7  

도시의 장서 수는 국 평균보다 은 것으로 

밝 졌다. 

코로 표 되는 도서  산에서는 남, 제

주, 북, 경기, 강원 충북 등이 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를 제외한 

6개 도시의 인구 1,000명당 산은 국 평균

보다 은 것으로 밝 졌다. 

머리의 가로 크기로 표 되는 자료실 이용자 

수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도만이 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서  

자료실을 더 자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3)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국 평균

 4) 일반 으로 도시간 도서  운   서비스 황을 상 으로 비교하기 해 인구 1,000당 통계를 사용한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6개 역자치단체의 도서  수를 상 으로 비교하기 해 인구 10,000명당 통계

를 사용하 다. 그 이유는 첫째, 도서  1개 당 서비스 상 인구는 여러 나라에서 략 10,000만명 이상이고, 

둘째, 도서  수를 인구 1,000명당으로 환산했을 때 소숫  아래 세 자리까지 계산하여 통계처리 해야 하는 어려

움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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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에 구, , 북, 경북, 제주 등은 

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의 세로 크기로 표 되는 인쇄자료 출 

수에 있어서는 경기, 제주, 충남만이 국 평균

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들 지역

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자주 인쇄자

료를 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

면에 구, 인천, 주, , 울산, 경북 등은 

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것은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쇄자료를 덜 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체르노  페이스를 사용하여 우리

나라 16개 역자치단체의 도서  운 과 이용

을 분석하 다. 이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지

역간 그리고 농산어  비율이 높은 역자치단

체와 도시간에 도서  운   이용에 불균

형은 없는지 밝히고자 하 다. 한 체르노  

페이스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 분야에서 이 방법

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 다.

조사․분석에 필요한 16개 역자치단체의 

도서  운   이용 데이터는 2015년 말 기

으로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하

다. 체르노  페이스로 표 할 데이터의 종류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해 8가지로 제한하

고, 얼굴 부 와 데이터 종류의 연계는 설문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 다. R 로그램을 사

용하여 체르노  페이스를 완성하 다. 

체르노  페이스를 사용하여 16개 시도의 도

서  운 과 이용을 국 평균과 비교한 결과

를 살펴보면, 사서 수와 자료실 이용자 수 등 

일부 역을 제외하고 모든 역에서 체로 

역자치도는 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반

면에 도시는 체로 국 평균을 돌고 있

다. 특히, 은 2개 역(직원  자료실 이용

자 수), 서울은 3개 역(장서, 산, 연면 ), 

구는 3개 역( 산, 도서  수, 자료실 이용

자 수), 부산은 4개 역(직원 수, 사서 수, 도

서  수, 연면 ), 울산은 4개 역(직원 수, 사

서 수, 출권수, 연면 )에서 각각 국 평균

을 크게 돌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하

지만, 도시 에서 주는 유일하게 3개 역

( 산, 직원 수, 도서  연면 )에서 국 평균

을 상회하고 있고, 서울은 2개 역(사서  자

료실 이용자 수)에서 국 평균보다 높아 도서

 운 과 이용이 양호하다고 하겠다. 

체르노  페이스를 통해 봤을 때 체로 도

시보다 역자치도의 도서  운 이 우수하고 

도서  이용이 더 활발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의 도서  운

이 자치도보다 더 양호하고, 도시 주민들이 

도서 을 더 활발히 이용할 거라는 일반 인 인

식을 뒤집는 결과라고 하겠다. 결론 으로 이러

한 결과는 도시가 도서  운 에 더 많은 투

자를 하고, 도서  서비스에 더 많은 심을 가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르노  페이스를 사용하여 16개 역자치

단체의 도서  경 자원의 세부 역별 투입 

황을 분석하 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르노  페이스의 을 통해 밝 진 

사실에 의하면 제주를 포함하여 9개 모든 자치

도의 장서량은 국 평균보다 많아 양호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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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국 7  도시의 장서량

은 국 평균보다 낮아 도시와 자치도간에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도서 의 

장서량은 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장

서 확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체르노  페이스의 코로 밝 진 사실에 

의하면 제주 등 8개 자치도의 산은 국 평균

보다 많아 양호한 편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주를 제외한 6개 도시의 산은 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구의 산은 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매년 지속 인 산 확충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체르노  페이스의 입의 크기로 밝

진 사실에 의하면 제주 등 7개 자치도의 직원 

수는 국 평균보다 높다. 하지만 주를 제외

한 6  도시와 경기와 경남의 직원 수는 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부산, , 울산

의 직원 수는 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

어 지속 인 직원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입의 모양으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남 등 

6개 자치도와 서울의 사서 수는 국 평균을 웃

돌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6개 도시와 

경기, 충북, 충남의 사서 수는 국 평균보다 낮

다. 특히, 부산, 울산, 경기의 사서 수는 국 평

균을 크게 돌고 있어 사서 직원의 충원이 지

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체르노  페이스의 귀로 밝 진 사실

에 의하면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자치도의 도서

 수는 국 평균을 넘는다. 하지만 모든 7  

도시와 경기도의 도서  수는 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부산, 구의 도서  수는 

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에 도서  인 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체르노  페이스의 머리 가로 크기

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서울, 경기만이 자료

실 이용자 수에서 국 평균을 넘고 있다. 반면

에, 나머지 14개 시도의 자료실 이용자 수는 

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구, , 

북, 경북의 자료실 이용자 수는 국 평균을 크

게 돌고 있다. 따라서 먼  그 원인이 무엇인

지를 악하여 이용자 수 증 를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체르노  페이

스의 머리 세로 크기로 드러나 사실에 의하면 

경기, 제주, 충남 등 3개 자치도만이 출권수

에서 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나머

지 13개 시도의 출권수는 국 평균보다 낮

다. 특히, 울산의 출권수는 국 평균을 크게 

돌고 있어 그 원인 분석이 우선 으로 요구

되고, 시민들의 자료 출을 증 하기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체르노  페이스의 얼굴의 크기로 밝

진 사실에 의하면 9개 모든 자치도의 도서  

연면 은 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주를 제외한 6개 도시의 연면 은 국 평균보

다 낮다. 특히, 서울, 부산, 울산의 도서  연면

은 국 평균보다 많이 낮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등 도시의 경우 최근 들어 도심에서 도

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복합건물형태

의 소규모 도서 을 많이 건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 석 2014). 하지만 울산의 경

우는 기본 으로 도서  수의 부족과 함께 도서

의 연면 이 은 복합  문제 을 안고 있어, 

이 문제에 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체르노  페이스는 얼굴의 각 부 로 데이터

를 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얼굴에 나타난 데이

터의 작은 차이를 정확히 악하는 데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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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르노  페이스는 데

이터 분석  시각화의 한 방법으로써 여러 가

지 장 을 가지고 있다. Chen, Floridi과 Borgo 

(2014)는 컴퓨터를 사용한 데이터 시각화는 연

구자로 하여  데이터 시각화에 들이는 시간을 

여주고, 독자가 시각화된 데이터의 의미를 이

해하는데 드는 시간을 여 다고 하 다. 체르

노  페이스는 이들이 주장한 컴퓨터를 사용한 

데이터 시각화의 장 을 가장 잘 살린 방법이라

고 하겠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체르노  페이

스를 사용하여 하나의 얼굴에 최  15가지의 변

수를 한꺼번에 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

간을 들여 여러 개의 변수를 표 하기 해 여

러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

다. 더불어 독자들은 체르노  페이스를 통해

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에 이해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들에게 친숙한 얼굴로 데이터를 표 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한 일반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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