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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재 정보불평등계층에 한 개념과 정의는 국내의 법마다 상이하며 용어 한 다양하다. 사회의 발 과 

국가의 심에 따라 정보불평등계층은 더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분화된 도서 정책과 서비스도 개발되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기 조사로서 정보격차에 한 용어, 개념, 법 근거, 디지털정보화수 에 

근거한 지수개발, 격차해소정책  도서 발 계획상에서의 도서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 다. 한 장애인서비

스, 다문화서비스, 노인서비스의 정보불평등계층별 도서 서비스 정책  서비스 개발 황을 비교․분석하

다. 분석자료로 논문  사업과제를 사용하 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정책개발(법, 제도, 장기 계획, 

선진화계획, 사업 모형개발, 매뉴얼개발, 홍보 략, 평가지 등), 지원기구, 담당인력양성, 력네트워크, 지원설

비, 지원서비스, 지원자료 등 다수의 과정과 업무가 구비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ABSTRACT

Information inequality has been differently conceptualized and defined in national laws. While 

the information inequality increases, library policy and informational service has lagged behind 

in meeting the needs of the society and the state.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preliminary 

research on information inequality, in terms of conceptualization, the legal base, terminology, 

index development based o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The paper also highlights cases 

on library services for solution of the difference. It compares library services designed for the 

disabled, ethnic minorities and the aged. The paper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and project 

data. As a result, there are a number of processes and tasks that needs to be developed, including 

policy development, supporting organization, human capital, cooperating network, supporting 

facilities and service, an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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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정보격차란 사회 , 

경제 , 지역  는 신체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격차는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는 자와 그 지 못한 자에게 경

제  차이나 사회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칭한

다. 정보격차를 의미하는 ‘digital divide’라는 용

어는 20세기 말부터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하

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1990년

 반부터 정보격차와 련된 다각 인 상 

분석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한 법 , 제도  

정비를 서둘러 왔다. 

국내에서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4년부

터 매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수행해 오면서 

정보격차해소를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

 소외계층(장애인, 소득층, 장노년층, 농어

민)을 정보격차 상으로 분류하 으며, 2012

년부터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 등도 신소

외계층으로 분류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정보소외계층에 한 상, 범 , 내용 등이 시

의 변화와 함께 재정의되기도 하고, 고령화, 

국제화, 격한 정보기술의 발 으로 정보불평

등이 더 많은 계층에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원 상 정보불평등계층의 확 와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요하게 되었다. 

반면 도서 계에서는 2009년 ｢도서 법｣에

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한 도서 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2011년 ｢도서 법시행령｣에서

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기 생활수

자, 노인, 농어  주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격차, 정보취약계층, 정보불평등계층 등

의 용어 혼재는 근거 법과 사용하는 역에 따

라 차이가 있다. 2009년 도서 법에서의 ‘정보

격차’ 사용 근거는 ｢정보격차해소에 한 법률｣

이 는데, 2009년 이법이 폐지되고 ｢국가정보

화기본법｣으로 체되면서 ‘정보취약계층’으로 

용어가 체되고, 이들에 한 국가차원의 지원

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도서 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윤정옥, 곽동철, 심경 2012). 

정보격차는 흔히 정보의 불평등한 근이나 

활용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 인 정보격차는 개

념 으로 도서 이나 박물  등 아날로그형의 

정보를 포함하여 매우 범한 역의 정보에 

한 근과 활용에 있어서 사회 으로 격차가 나

타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서이종 2012). 

이후 경제  불평등과 교육․문화  불평등으

로 확  이된 정보격차는 정보격차 자체를 다

시 확  재생산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사회

불평등의 핵심개념은 더 엄 하게 “디지털정보

격차"이며 그러한 불평등이라 할 것이다. 

정보불평등은 정보격차에 한 사회과학  이

해와 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의를 하자면 

‘각각의 개인이 정보화된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최흥석, 구상회, 이정  2003). 개인의 

정보화개념에는 정보화의 요성에 한 인식, 

정보기술  정보에 한 근, 정보기술의 사

용정도, 그리고 정보화에 스스로를 응  학

습시킬 수 있는 역량의 크기를 포함하고 있다. 

지 까지 도서 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상으

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책개발, 실제의 산투입, 인력개발 등 

반 인 응은 아직 부진한 상태이며,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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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이 어떠한 특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하여는 폭넓게 연구되지 않았으며, 

한 개개의 계층을 한 서비스 개발 한 부재

한 상태이다(곽동철 외 2011). 한 도서  정보

불평등에 한 포  연구는 이용자를 기반으

로 하는 사회과학  이해와 근이 되어야 하며, 

이런 면에서 아직 기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 기 연구로

서 정보격차에 한 용어, 개념  정의, 법  

근거, 디지털정보화수 에 근거한 지수개발, 격

차해소정책 등을 조사분석하 다. 그리고 도서

발  계획상에서의 도서 서비스사례를 조

사하 다. 나아가 국내 도서 에서 시행 인 

정보격차 상별 서비스 황에 해서도 조사

하 다. 이는 향후 새롭게 정의되는 정보불평

등 계층별 맞춤형 도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책  개입의 방향과 방법에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정보불평등에 한 연구 주제는 정보불평등

의 정의와 구조, 소외계층 유형별 정보불평등,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불평등, 정보불평등 측정

지표  책, 정보불평등 련 연구동향 등으

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정보불평등’의 정의와 구조 연구

정보격차에 한 학자들의 개념  논의는 다

양하며, 실제 으로도 정보불평등, 디지털 경계, 

디지털 격차, 디지털 단 , 디지털 분할 등의 여

러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룡 2004, 

25). 정보빈곤층(information poor)이라는 용

어는 1970년 반 Childers(1975)가 미국내 장

애인, 노인, 유색인종, 이주노동자, 이민자, 도

시와 농 의 빈곤층, 산 오지주민, 미국 원주

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리한 처지에 놓은 사람

들을 일컬으며 사용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4  정보소외계

층(장애인, 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을 정

보격차 상으로 분류하 으며, 2012년부터는 4

 소외계층 외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도 신소외계층으로 추가하 다. 한 2016년부

터는 정보격차지수를 폐지하고 디지털정보격차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이향수, 이성훈, 최정아(2016)는 3  정보소

외계층에 한 재정의의 필요성을 언 하 다. 

내용으로 장애인 유형에 한 세분화, 소득

층 상에 기 생활 수 자 외에 차상 계층의 

포함여부, 노인 연령기 에 하여 50세 이상

의 장년층을 정보취약계층으로 포함시킬지

에 하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남 (2007)은 정보취약계층에 장애인, 노인, 

수 권자, 새터민과 해외이주노동자  결혼이

민자를 포함시켰으며, 시설 ․제도 ․기기  

배려 차원의 략을 제안하 다. 

윤정옥, 곽동철, 심경(2012)은 국내 도서  서

비스와 련된 정보취약계층의 황과 특성을 

분석하 으며, 도서 의 정보격차 해소에 한 

법  책무의 재정비  정보취약계층의 속성과 

요구에 한 보다 심층 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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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 다. 

황승연과 윤 민(1998)은 의사소통과정을 정

보생산, 정보 송, 정보수용의 세 가지 단계로 구

분하 고, 이러한 의사소통과정에서 구조 인 편

향성이 존재하며, 정보불평등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강명구(1995)는 정보불평등의 구조를 해결하

기 한 정책  안으로 정보복지의 개념을 제

안하 다. 기본  인권으로 정보 근권의 보장, 

비시장  공공 역의 확보(공 방송, 지역사회 

라디오  텔 비 , 이블의 공공 근채 , 지

역사회 컴퓨터 통신망 등)를 정보복지개념으로 

제안하 다. 

2.2 정보소외계층 유형별 정보불평등 연구

정보소외계층의 유형 구분과 그에 따른 불평

등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로, 정숙경(2003)은 

기혼여성의 인터넷 이용은 연령, 소득, 학력 등

과 같은 사회경제 인 변인에 따라 정보격차가 

존재하 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마련  지

속 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성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조주은(2003)은 장애가 정보 근성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 으며, 분석결과 장애는 정

보 근성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tin(2003)은 소득층 주부가 고소득층 

주부의 컴퓨터 소유  이용 수치를 고소득층 

주부와 비교했을 때 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

었으며 이를 넘어 서려면 어도 20년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상하 다. 

Bach 등(2018)은 정보격차에 한 다학문  

탐구를 시도했으며, 향후 정보격차에 한 질 인 

연구로서 가난(poverty), 불평등(inequality), 정

보격차(digital divide) 간에 존재하는 복합한 

계의 검토 필요성에 해 언 하 다. 한 사례

연구로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 로그램)의 필요성 등도 강조하 다. 

2.3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불평등 연구 

정보통신기술은 자본, 재화, 서비스의 이동  

거래 측면에서 지리  거리와 국가의 토  경

계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지국  네트워크의 구

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기술의 소유  활

용능력은 국가 경제발 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

한 요소로 최우선시 되었다. 한편으로 정보기술

의 근  이용의 측면에서 후진국들은 강 국

의 향권 아래에서 강요받게 되기 때문에 지구

 불평등을 동시에 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성해 2007).

Chen and Wellman(2004)은 국가수 의 정

보불평등에 해 조사하 으며, 그 결과  세

계 으로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근과 이용이 

폭발 으로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국

가의 인터넷 사용 확산은 조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 고비용, 어사용, 기술  지원의 부족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장애요인

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정보불평등 측정지표  책 연구

정보불평등 계층에 한 개념이나 유형 등이 

다양하고 같은 유형에 속하더라도 정보불평등

의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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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계층이더라도 어느 정도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

이 악이 되어야 그에 맞는 한 정책을 수

립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몇 몇 연구

가 수행되었는데, 최흥석, 구상회, 이정 (2003)

은 정보불평등 지표체계를 포함하여 정도를 숫

자로 표  가능한 요약측정치를 개발하고자 하

다. 개인정보화 지표 구성개념은 정보화의 

요성에 한 인식, 정보기술  정보에 한 

근, 정보기술의 사용정도, 정보화에 응  학

습시킬 수 있는 역량의 크기의 집합으로 악하

으며, 정보화 근과 정보이용의 불평등이 정

보화인식과 역량의 불평등보다 더욱 크게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건화(1997)는 

정보화 과정 속에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한 정책  개입의 방향과 방법에 해 검토하

으며,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신장시켜야 한다는 을 핵심사항으로 들었으

며, 이를 한 방법으로는 정보 근에 필요한 

제도  장치의 보장, 정보 근에 요구되는 커

뮤니 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제도

의 마련 등을 제안하 다. 

정보불평등 측정지표의 개발과 용,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제안 련 연구는 도서

 측면에서 근하여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 정보불평등 련 연구동향 연구

박해 (2003)은 한국 사회의 정보격차를 기

존의 정보격차 지표에서 확장하여 소유와 이용 

두 차원의 새로운 지표를 통해 진단하 다. 정

보격차는 소유나 경제  능력보다는 정보이용

능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새로운 경향이 확인됨

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방안으로 보편  서비스

의 보다는 이용능력 제고의 을 지향해

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도출하 다.

진상기(2013)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

국의 정보격차지수에 한 추세분석과 패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서 

정보격차의 형태  감소 추세가 달리 나타나

고 있는 것을 발견하 다. 정보격차를 해소하

기 해 장애인층과 소득층은 정보활용성 제

고, 노년층은 정보화 활용의지와 역량 제고, 농

어민층은 정보화인식 제고와 함께 역량  활

용성 제고를 주장하 다. 

서형 , 명승환(2016)은 2000년부터 2014년

까지 7개의 국내 학술지 논문을 심으로 하여 

한국의 정보격차 연구동향을 악하 다. 분석

결과, 다수의 연구들에서 정보소외계층을 특

정 소외계층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새로운 정책  안  정보격차의 본질 인 문

제에 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계층 간의 정보

격차, 다양한 정보격차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3.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3.1 연구질문 

정보불평등계층과 련된 연구가 국내외

으로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매우 도입 인 수

에 머무르고 있고, 도서 종합발 계획을 포함

하여 각종 정책에서 정보불평등 계층인 장애인

이나 다문화 가정을 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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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특정 계층에 편 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불평등계층이 계층이 새

롭게 포함되거나 기존의 불평등 계층으로 분류

되어 있었으나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던 노인계

층 처럼 노령화시 로 그 요성과 심각성이 심

각해져 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에

서 말하는 정보불평등 계층의 개념  유형, 범

, 이들을 한 서비스에 해 명확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논의될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RQ 1: 각종 법에서는 정보불평등계층에 

한 개념  유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RQ 2: 정보불평등계층에 한 도서 서

비스의 법  근거는 있는가?

∙RQ 3: 정보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RQ 4: 도서 종합발 계획에서는 정보불

평등 계층에 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 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가?

∙RQ 5: 장애유형별 정책 과제 수행 황은 

어떠한가?

∙RQ 6: 정보불평등계층을 해 필요한 도

서  략은 무엇인가? 

3.2 연구설계  방법론

연구질문에 한 결과제시를 하여 정보불

평등 련 용어, 개념  정의, 법  근거, 디지

털정보화수 에 근거한 지수개발, 격차해소정

책, 도서 발  계획상에서의 정보취약계층 도

서 서비스를 분석하 다. 나아가 재 도서

에서 시행 인 정보불평등 상별 서비스 정책

과 내용 등의 황을 분석하 다. 

정보불평등계층을 해서 도서 에서 가장 많

이 시행되는 서비스는 장애인서비스 일 것이다. 

2007년 5월 국립장애인도서 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여러 과제를 통하여 정보불평등계층을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 다. 2017년 

말까지 90여개의 연구과제를 통하여 황조사, 

발 계획, 매뉴얼, 운 모델, 등을 개발하 고, 

결과를 기반으로 장애인도서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다. 반면 도서  다문화서비스와 노인

서비스는 본 업무를 담당하는 개별부서가 존재

하지 않으며, 연구과제 한 소수에 그친다. 따

라서 후자의 서비스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정책 방향과 서비스 제

안을 분석하 다. DBPIA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 으며, 검색결과 

다문화서비스 52건, 노인서비스 22건을 도출하

다. 이를 통하여 정보불평등계층별 서비스개

발 황을 비교분석하여 미래에 개발되어야 할 

정보소외계층별 서비스 정책방향과 략을 제

시하고자 하 다. 

분석 항목으로는 정책개발, 황조사(통계), 평

가지표, 편의설비  시설, 정보자료, 정보서비스, 

문화 로그램, 담당인력양성, 력네트워크, 찾

아가는 서비스의 9개 역으로 구분하 다. 

4. 분석결과 

4.1 정보취약계층에 한 개념 정의  유형

4.1.1 정보불평등계층 유형 구분

정보불평등계층에 한 유형구분과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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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기 하여 도서 법 시행령, 도서 발

종합계획 시행계획,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

보화기본법 시행령 등을 조사하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첫째, ‘도서 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취약계

층을 장애인, 기 생활수 자, 65세 이상의 노

인, 농어  주민으로 구분하 다. 

둘째, ‘도서 발 종합계획 시행계획’에서는 

장애인, 기 생활수 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

어  주민, 국군장병  제소자, 다문화가정의 

7개의 하부집단으로 구분하 다. 

셋째,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장애인, 기

생활수 자, 노인, 북한이탈주민, 기타 속성

에 따른 통령령으로 인정한 사람의 5개의 하

부집단으로 구분하 다. 

넷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장

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  주민, 다문화가

정, 아동  한부모 가족, 기타 속성에 따른 

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7개의 하부집단으

로 구분하 다. 

 네 개의 모든 도서 법  국가정보화기

본법에서 공통 으로 정의하고 있는 유형은 장

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 이외에 3개의 

도서 법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보취약

계층이라고 공통 으로 정의하고 있는 유형은 

경제 인 속성에 따른 기 생활수 자와 지역

인 속성에 의한 농어  주민이다. 

4.1.2 정보불평등계층에 한 정의

도서 법, 도서 편람, 도서 법시행령과 

Childers(1975)의 정보불평등계층에 한 정의 

 도서 의 의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첫째, Childers(1975)는 ‘The Information 

Poor in America’에서 정보빈곤층이라는 용어

순번 하부집단 속성

정보의 출처

｢도서 법

시행령｣ 
제21조

｢도서 발
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국가정보

화기본법｣ 
제35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 장애인 신체/정신 ㅇ ㅇ ㅇ ㅇ

2 기 생활수 자 경제 ㅇ ㅇ ㅇ

3 65세 이상 노인 신체 ㅇ ㅇ ㅇ ㅇ

4 농어  주민 지역 ㅇ ㅇ ㅇ

5 국군장병 근 ㅇ

6 재소자 근 ㅇ

7 다문화가정 문화/언어 ㅇ ㅇ

8 북한 이탈 주민 문화 ㅇ

9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사회/경제 ㅇ

1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사람 사회/경제 ㅇ

11 그 밖에 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람 기타 ㅇ ㅇ

출처: 윤정옥, 곽동철, 심경. 2012.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속성에 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46(4): 189-206.

<표 1> 정보불평등계층의 속성과 정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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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Childers

(1975)

∙미국 내 장애인, 노인, 유색인종, 이주노동자, 이민자, 도시와 농  빈공층, 산  오지 주민, 미국 원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리한 처지(disadvantage)’에 놓인 사람들을 정보빈곤층(the information poor)이

라고 정의함

도서 편람

∙도서  서비스 에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는 도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한 서비스를 

의미

∙신체장애인 외에도 노인, 재한 외국인, 시설피수용자 등을 포함한 개념

∙신체 인 장애는 시력이나 청력, 지체 등 다양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도서 에 올 수 없는 경우는 

물론 도서 을 내 해서도 내 시설이나 비치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특히 자료에의 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통상 난독증 같은 학습장애인과 문맹인, 노인 등을 포함

｢도서 법｣

제43조

(도서 의 책무)

∙도서 은 모든 국민이 신체 ․지역 ․경제 ․사회  여건에 계없이 공평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 은 장애인,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 자료의 확충, 제공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로그램의 확충  제공

  3. 도서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   련 단체와의 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하여 필요한 사항

｢도서 법

시행령｣ 제21조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1.17., 2012.8.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 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 을 

말한다)의 주민

<표 2> 연구자별 정보불평등 계층에 한 의견

를 처음으로 사용하 으며, 정보빈곤층을 장애

인, 노인, 유색인종, 이주노동자  이민자, 빈

곤층으로 구분하 다. 

둘째, 도서 편람에서는 도서 에서 서비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재한 외국인, 시설피수용자 등으로 정의

하 다. 

셋째, 도서 법에서는 ‘도서 은 모든 국민이 

신체 ․지역 ․경제 ․사회 인 제약 없이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 으며, 장애인과 그 밖에 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상으로 

구분하 다. 한 도서 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을 해 자료, 교육  문화 로그램, 시설, 인

력, 도서   련 단체와의 력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해 노력해

야 한다고 규정하 다. 

넷째, 도서 법 시행령에서는 지식정보 취약

계층을 장애인, 국민기 생활보장법 수 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  주민으로 정의하 다. 

4.2 정보불평등계층에 한 도서 서비스 

제공의 법  근거 

도서 이 정보불평등계층을 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하는 법 근거는 ｢국가정보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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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농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

에 한 특별법｣, ｢도서 법｣ 등이 있으며, 취

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규정한 조항은 다음

과 같다(<표 3> 참조). 

첫째, 국가정보화법에는 정보격차해소 시책 

마련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 근  이

용보장에 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근성을 증진시키기 

해 자도서  음성도서 등을 보 해야 한

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지원법에는 결혼이민자 등

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해서 필요한 생활정보

의 제공  직업, 언어소통능력 등의 교육을 지

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넷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농어  주민의 정보화 진  문화

술진흥을 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다섯째, 도서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  시설  서비스에 

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시책을 강구해

취약계층 법 근거 조항 주요내용

장애인
노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
(정보격차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  권리를 실질 으로 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근  

이용보장)

① 국가기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
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근)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자도

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 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정
지원법

제6조
(생활정보 제공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
주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32조
(농어 의 정보화 

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하여 도시와 농어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농어 의 

문화 술진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  주민의 문화 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 하기 하여 농어 에서 문화 술 공연․ 시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
기 생활
수 권자
노인

농어 주민

도서 법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한 법률｣ 제 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근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하여 도서 이 도서 자료, 시설, 정보기기  소 트웨어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표 3> 정보불평등 계층에 한 정보서비스의 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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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해 도서

에서 필요한 도서 자료, 시설, 정보기기  소

트웨어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법에 정보불평등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의 필요성에 한 조항들이 규정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도

서 은 지식정보취약계층별 서비스를 보다 

극 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불평등을 해소해

야할 의무가 있다. 

4.3 디지털정보격차지수와 정보불평등 해소

정책 

4.3.1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정보격차

지수 

2017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디지

털정보격차지수는 정보취약계층의 PC․모바일 

등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인터넷 이용 등 디

지털정보에의 근 역량, 활용 수 을 측정하기 

한 것이며,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종합 으로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디지털정

보 근지수와 역량지수  활용지수를 모두 총

합해서 계산된다. 이  근지수는 유무선 정

보기기 보유여부와 인터넷 상시 속가능 여부

를 더해서 집계되고, 역량지수는 PC 이용능력

과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을 합한 값으로 보며, 

활용지수는 유선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

용정도를 더해서 산출된다. 

4.3.2 2017년도 디지털정보화 수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정보격차지수를 기반으로 시행된 2017

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비 정

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 은 65.1%로 

년(58.6%) 비 6.5%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조사 부문별로는 취약계

층의 디지털 근은 91%, 역량은 51.9%, 활용

은 65.3% 수 이며, 매년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

다. 한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 은 일반

국민 비 소득층이 81.4%, 장애인이 70%, 

농어민이 64.8%, 장노년층이 58.3%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보취약계층에 한 

정보격차 해소 지원 노력으로 디지털 정보화 수

<그림 1> 디지털정보격차지수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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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이 꾸 히 상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 히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 이 일반

국민과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만큼 정보격차 

해소를 한 다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4.3.3 정보부처 간 연합을 통한 정보불평등 

해소정책

2014년 체 국민 비 장애인․ 소득층․

장노년층․농어민 등 ‘4  정보 소외계층’의 스마

트 정보화 수 은 57.4%이며, 스마트 정보격차 

수 은 42.6%이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정

부부처  부처 간 연합을 통한 국내외 정보격

차 해소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화 교육, 정보화기기 

개발․보 , 웹 근성 제고,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4가지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 다. 

둘째, 미래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은 공

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와이 이(public WiFi) 

정책을 추진하 으며, 상 으로 비용에 민감

한 정보소외계층이 공공와이 이를 통해 무료

로 모바일 인터넷에 속하여 각종 정보와 서

비스를 활용하게 하 다. 

셋째, 민간기업 게이티(KT)는 ‘기기 아일랜

드’ 사업으로 남 신암군 임자도에 고속 인터

넷망을 구축하고 각종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

함으로써 복합  요인(섬 지역, 농어민)으로 발

생한 스마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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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보화 교육
∙장애인․고령층․신소외계층 등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한 교재개발, 강사료, 수강료 

지원 등

정보화기기 개발․보 ∙장애인 보조기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개발․보 , 사랑의 그린PC 보  등

웹 근성 제고 ∙각 기 별 웹 근성 실태조사, 인식제고 활동 등

정보격차 실태조사 ∙ 문 리서치 기 이 국민 체의 정보격차 실태조사 실시

<표 4> 국내외 정보격차 해소 정책 

넷째, 미국 뉴욕시는 소득층 집 거주지역에 

격주로 와이 이 기지국 트럭을 보내서 소득층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돕는 ‘NYCHA Digital Van’ 

사업을 추진하 다. 

다섯째, 구 은 아 리카 상공에 무선 인터

넷 송수신 풍선을 띄우는 ‘ 로젝트 룬’을 추진

하 다. 

여섯째, 페이스북은 무인기를 띄워 와이 이 

망을 구축하는 ‘아퀼라 로젝트’을 추진하 다. 

4.4 정보불평등계층을 한 도서 발 계획

국내의 경우 정보취약계층별 도서 서비스

의 유형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윤정옥, 곽동철, 심경 2011). 즉, 정

보취약계층 상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을 한 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하

지 못하다. 제2차 도서 발 계획에서 제시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 서비스 강화를 해 

진행된 세부추진과제도 살펴보면 장애인, 외국

인 주민  다문화 가족, 수용자, 장병을 상

으로 한 과제가 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참조). 

그러나 향후에는 기존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

되, 보다 질 으로 개선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 한 국제화  노령화 등의 

시  흐름에 반 하여 상을 확 하고 이들

을 한 종합 인 지원기구의 설치  운 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도서  서비스

와 정보불평등계층의 상 계는 사회  약자

집단이 지식정보를 제 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써 래되는 악순환 고리, 그에 따른 상  격

차와 부정  후 효과를 도서 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도서 이 정

보불평등계층의 지식정보 근  이용서비스

를 보장함으로써 정보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

도록 규정한 보다 구체 이며 극 인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 정보불평등계층을 상별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조부처  기 과 력하여 

각 유형별 도서 지원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 으로 정보불평등계층 

상별 도서 지원서비스와 련된 조부처 

 기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그러나 재 정보불평등계층에 한 총체  

지원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러 유형

의 정보불평등계층에 해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불평등

계층 련 부처 간 력을 통해 사회문제 등을 

총체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 역시 설치되어

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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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략 세부추진과제 2014 2015 2016 2017

장애인도서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 체자료 제작  이용자용 모바일 애
리 이션 개발

4,100건, 
2,577백만원

4,250건, 
3,270백만원

4,500건, 
3,170백만원

-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시설 확충 지원
20개 , 

210백만원
20개 , 

200백만원
20개 , 

200백만원
-

장애인 상 무료우편서비스 ‘책나래’ 운
9,600건, 
1백만원

10,560건, 
130백만원

11,616건, 
130백만원

-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운동 문화행사
10회, 

100백만원
10회, 

100백만원
10회, 

100백만원
-

장애인용 체자료 
확충  맞춤서비스 

강화

공공도서  장애인자료실 설치 55개 70개 124개 146개

공공도서  장애인용 체자료 제작․확충 63,955책/ 82,612책/ 70,278책/ 86,660책/

공공도서  장애인용 이용시설 확충 271개 338개 319개 -

공공도서  장애인 련 로그램 운 586개 강좌 939개 강좌 927개 강좌 1,098개 강좌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을 한 
도서 서비스 확

다문화자료실 조성 지원
다문화 련 로그램 운 지원
공공도서  다문화자료실 설치․운
공공도서  다문화자료 확충
공공도서  다문화 련 로그램 운

6개 , 
3억원

5개 , 
3억원

3개 , 
68백만원

-

100개 , 
830백만원

100개 , 
580백만원

110개 , 
542백만원

146개

45개 141개 115개 146개

136,181책/ 136,963책/ 128,090책/ 207,703책/

2,291개 2,082개 2,277개 2,399개

수용자를 한 
교도소도서  
서비스 강화

교정시설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독서 로그램 
운

20강좌 28강좌 14강좌 -

교정시설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독서동아리 구성 35개 35개 35개 -

교도소도서  담당자를 한 ‘교도소도서 운
’과정 개설․운

50개 52개 진행 -

장병을 한 
병 도서  서비스 

강화

병 도서  장서확충 6,160백만원 6,600백만원 7,400백만원 -

우수부  포상을 통한 병 도서  운  활성화 
추진 유도

160만책, 
57억원

진행 진행 진행

병 도서  운 비 확 440백만원 960백만원 960백만원

독서 코칭 로그램 등 장병 독서 지원 강화 50개 부 150개 부 200개 부 250개 부

병 도서  담당자를 한 병 도서 운  과정 
개설․운

문체부 연계, 
국방부 력

문체부 연계, 
국방부 력

문체부 연계, 
국방부 력

문체부 연계, 
국방부 력

<표 5>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 서비스 강화 추진 내역

상 조부처  기 력내용

정보불평등 
계층 반

문화체육 부 - 상별 정보화 교육  서비스․ 로그램 지원

장애인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애인 상 정보화 교육 추진 시 도서  자료  시설을 이용한 교육 보

다문화
외교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 부, 농림축산식
품부, 법무부

- 다문화/다국어 서비스, 다문화 로그램 운

노인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 연계 력
  ex) 책으로 만나는 실버도우미(인천 미추홀도서 )

농산어  농림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 농어  공공도서  개 , 작은도서  개

기 생활
수 자 

보건복지부 - 과제지원센터(학습도움방) 운 , 계층별 서비스  로그램 제공

새터민 통일부, 외교부, 하나센터
- 도서   정보이용 교육, 남북이해 증진 로그램, 강연 등 서비스/ 로그램 제공
- 지역 공공도서   하나센터/ 안학교 등과 사업 공동 추진

환자  
보호자

보건복지부
- 시민단체  기업, 재단 등의 병원도서  설립 
- ｢도서 법｣ 병원도서  정의의 서비스 상 확

수용자 행정안 부, 법무부
- 세종도서 지원, 독서 로그램 운  지원, 교정 리 로그램 지원, 실무 운  도서 리 

로그램 교육

장병 국방부
- 병 도서  운  지원 
- 장서 지원  실무 운  도서 리 로그램 교육 등 지원

<표 6> 정보불평등 계층 상별 도서 지원서비스 련 조부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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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유형별 정책 황 

5.1 장애인도서  정책과제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추진되어 온 정보불

평등계층에 한 정책의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

써 확 된 정보불평등 계층에 한 향후 정책

을 제안하고자 하 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을 상으로 수립  시행된 연구과제 등을 분

석하 다. 국가장애인도서  홈페이지에서 제

공하는 연구과제 총 94개의 과제를 분석하 으

며, 조사 항목과 세부내용은 <표 7>과 같다. 

1) 정책개발과제로는 법, 제도, 장기  선

진화 계획, 장애인도서 기 , 서비스, 운

 매뉴얼, 홍보 략 등 16과제이다. 

2) 장애인 체자료에 한 연구는 18건이며, 

내용은 정책, 략, 만족도조사, 품질평가 

등이다. 

3) 황조사  통계과제 한 18건으로 매 

2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서비스 황조사, 

매해 발행되는 우수사례집, 평가지표 개

발 등이다. 

4) 담당인력 양성 과제는 그 다음으로 많은 

연구로서 교육 로그램개발, 매뉴얼개발, 

자원 사자 황조사 등이다. 

5) 문화 로그램에 한 과제는 모형  운

매뉴얼, 장애유형별 문화 로그램 모델개

발, 독후감 회 수상작품집 등이다. 

6) 력네트워크 과제는 력망, 력체계, 운

에 한 시행이다. 

7) 정보서비스에 한 과제는 서비스모델 등

이다. 

항목 세부내용

정책개발 - 16개

법, 제도, 장기, 선진화, 사업

계획, 도서 기 , 서비스, 운  

매뉴얼, 홍보 략

2005 사회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한 법, 제도 개선

2007, 2008, 2009, 2011, 2017 장애인 문화복지, 센터, 청각장애인, 장기 기본계획(선진화

방안, 시범사업계획)(5)

2007, 2009, 2016 도서  장애인서비스 기   지침 제정(3)

2007 도서  시설, 자료, 사서직원 배치기

2009 장애인도서  정책 세미나자료집 

2011 장애유형별 도서  장애인서비스 홍보 략 방안 

2009, 2017 도서  장애인서비스 매뉴얼(2) 

2012 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  매뉴얼 

2013 청각장애인을 한 거 도서  운 모델 개발 

황조사/통계/평가 - 18개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도서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9)

2012 지  자폐성 장애인 서비스 해외사례조사 

2013 도서 장애인서비스 통계 황 자료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도서  장애인서비스 황조사(6)

2010 장애인도서 서비스 평가지표  기

편의설비, 시설 - 4개

200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08 장애인 의사소통 진 도구 개발 

2014 공공도서 의 독서보조기기 설치  운  방안 

2016 데이지도서용 독서보조기기 개발 

<표 7> 도서 장애인서비스 정책과 서비스 연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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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내용

자료 - 18개

2006 한국 자규정

2011 한 자 제정 85주년 기념세미나 

2012 교과서 도서  교육용 자료 역 출  매뉴얼 

2015 최신국제음악 자표기 편람 

2016 자자료 역  출 기  

2017 자자료 품질평가기

-------------------

2008 장애인 체자료 개발

2010 장애인도서  통합자료 리시스템 매뉴얼 

2013 체자료 원가조사보고서

2013 국립장애인도서  장서개발정책 수립 

2016 체자료 만족도 조사

2017 체자료 서비스 략 수립 

-------------------

2008 청각장애인 언어사용 실태

2009 독서장애인 디지털음성도서 작툴 개발 

2010 소리책나눔터 참여확산 한 포럼 자료집

2010 디지털음성도서 국가표  공청회  기술설명회

-------------------

2013 발달장애인용 쉬운 책 개발 

2015 각 그래픽 역 지침  표

정보서비스 - 2개
2012 시각장애인의 정보 근과 출 사의 책무

2015 장애인 분야 주제가이드  정보서비스 모델 개발 

문화 로그램 - 15개

2008 도서 문화 로그램 모형  운 매뉴얼

2012 청각장애인 교육  문화 로그램 모델 개발 

2012 지체장애인 교육  문화 로그램 모델 개발 

2010 문화정책백서 

2011 2012 학생기자단 기사모음집 

2011 작가와의 만남 자자료참가자 작품집 

2011(2),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장애아동 청소년 독후감 회 수상 작품집 

2016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

담당인력 양성 - 15개

2008 도서  자원 사자 황

2008 도서  장애인서비스 교육 자료집

2009 공공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 리 매뉴얼 개발

2009 도서  자원 사자 교육 로그램 개발 

2009 장애인도서 서비스 교육  력 워크  

2014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이해 교육교재 개발 

2008, 2011, 2012, 2013(2), 2014(2), 2015(2) 도서 장애인서비스 교육  력 워크

력네트워크 - 5개

(동일한 부분은 구체화) 

2007(3) 도서  장애인서비스 력망, 력체계, 계획 구축

2009 지역 표도서  력모델 개발 

2010 장애인도서 서비스 의회 운  활성화 방안 

찾아가는 서비스 2012 찾아가는 독서운동 문화행사 사업결과보고서 

총계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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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문화서비스 연구 분석 

한편, 다문화서비스에 한 정책은 특정 기

을 심으로 수행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헌

정보학 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는 DBPia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련 연구 논문들을 검색

하 다. DBPia 데이터베이스에 ‘다문화 & 도

서 ’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된 54개 논문을 

상으로 분석하 다. 련자료의 서지사항은 

2018.8.10 정보검색결과로 치하고자 한다. 조

사항목과 세부내용은 <표 8>과 같다. 

1) 정책개발과제는 정책개발, 모형개발, 활

성화 략 등 8개 과제이다. 

2) 운 방안 연구는 온라인상의 서비스와 

물리  도서 서비스로 구분되고 있으며, 

총 21건으로 가장 많다. 온라인상의 콘텐

츠개발과 아카이빙, 홈페이지서비스 등이

며,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운 방안, 

다문화 상 이용자 유형별 서비스 방안 

등이다. 

3) 이용자연구는 다문화이용자의 정보격차, 

다문화인식 등 6건이다. 

4) 문화 로그램에 한 과제는 독서 로그

램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으며, 그 외

에 미디어사용행태, 다문화 로그램 황

조사 등 11건이다. 

5) 담당인력 양성 과제는 4건으로 인식조사

가 부분이다. 

6) 력네트워크 과제는 력망, 력체계, 지

역사회기 과의 력 등 4건이다. 

7) 정보서비스에 한 과제는 서비스모델 등

이다. 

항목 세부내용

정책개발 - 8개

2011 정보소외계층을 한 도서 의 문화복지 정책에 한 연구

2011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모형 개발에 한 연구

2012 공공도서 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략

2013 공공도서 의 이주민서비스 략 연구

2016 충남 표도서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략 연구

2015 다문화정책 방향 제시  모형 개발에 한 연구

2010 문화 다양성과 미국의 신이주민을 한 지역 공공도서 의 역할

2016 국제이주민들을 한 작은도서 의 역할과 기능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작은도서  운 사례연구

황조사/통계/평가 - 2개
2009 다문화 도서 의 황에 한 연구 - 서울과 경기도 일  공공도서 을 심으로

2009 다문화가정을 한 도서  서비스 황과 문제 에 한 연구

자료 - 2개
2008 국내 도서 의 다문화자료 입수를 한 효과  방안 연구

2008 다문화 장서에 한 목록 구축의 경험과 교훈

정보서비스 - 14개

2007 이주민을 한 국내 도서  서비스의 황 분석

2007 국 유학생의 학도서  포털 서비스 만족도에 한 연구

2009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 디지털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에 한 연구

2009 미국 공공도서 의 이민자 상 서비스: 과거와 재

2009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운 에 한 연구

2009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운 에 한 연구 - 등학교 5, 6학년 심으로

<표 8> 도서 다문화서비스 정책과 서비스 연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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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서  노인서비스 연구 분석 

노인서비스에 한 연구는 DBPia 데이터베

이스에 노인서비스 & 도서  키워드를 사용하

여 검색된 22개 논문을 상으로 분석하 다. 

련자료의 서지사항은 2018.8.10 정보검색결과

로 치하고자 한다. 조사 항목과 세부내용은 

<표 9>와 같다. 

항목 세부내용

2009 공공도서  홈페이지를 통한 다문화 서비스에 한 연구

2009 다문화가정을 한 도서 의 서비스 개발과 운  방안에 한 연구

2011 디 러리 포털서비스 콘텐츠 분석

2011 국내 다국어/다문화 도서  서비스에 한 연구

2012 한국 도서 계의 다문화 서비스 방향 모색 - 미국 공공도서  사례 참고

2013 인천 역시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운 에 한 연구

2016 구지역 다문화 유  기 의 아카이빙 활동 황에 한 연구

2017 도서  기반의 다문화 아카이  분석 연구

이용자연구 - 6개

201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황 분석

2010 다문화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정보리터러시 격차

2014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주민 인식에 한 탐색  연구

2014 공공도서  이용자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 연구

2015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를 한 상호문화 의 수용

2017 도서   지역 특성이 도서  이용자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향

문화 로그램 - 11개

2005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2010 소외된 어린이를 한 독서 로그램 효과 연구 

2011 공공도서  다문화 로그램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2011 그림 동화책 읽기 로그램을 통한 다문화 여성의 자신감 분석

2012 한국 래동화의 독서치료  가치 연구 - 다문화가정을 한 상황설정  분석 심

2012 독서 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

2012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선정 책의 분석

2014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한 지역공동체의식 분석에 한 연구

2016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을 통한 정보 행태에 한 연구 

2016 공공도서 에서의 문화다양성교육 로그램과 인식변화 연구

2017 공공도서  다문화 로그램 황 분석

담당인력 양성 - 4개

2011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서울시 공공도서  다문화 서비스에 한 인식 연구

2014 다문화서비스 담당사서에게 요구되는 문화  역량의 내용체계에 한 연구

2016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2017 부산지역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의 황과 과제 - 사서의 인식 심

력네트워크 - 4개 

2009 다문화정보서비스의 력망에 한 연구

2011 력기반의 다문화자료 입수 체계에 한 연구

2015 다문화지원기  력네트워크의 구조  특성 - 부산지역을 심으로

2018 공공도서 과 지역사회기 의 력에 한 연구 - 다문화 서비스 상

찾아가는 서비스 2009 학도서 의 아웃리치 서비스에 한 연구

기타 2개
2011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에 한 네트워크 분석

2017 한국십진분류법 제6  사회복지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개 방안

총계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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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내용

정책개발 - 10개

2002 공공 도서 의 노인 서비스 정책에 한 연구

2007 정보취약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

2011 노인돌 종합서비스 발 방안 연구 

2011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평가모형 개발을 한 기 연구 

2012 공공도서 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략

2012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 방안 연구 

2014 공공도서  노인 서비스를 한 제언

2014 지역사회분석을 통한 공공도서  서비스 정책수립 방안: 인천 Y 도서  운 사례를 

심으로

2016 도서 통계에 나타난 정보취약계층의 지표 분석

2017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한 도서  정책수립의 고려사항

황조사/통계/평가 - 4개

2015 구 역시 공공도서 의 노인서비스 황 분석

2017 LibQUAL+를 용한 공공도서  노인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한 연구

2007 국내 공공도서 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한 분석

2017 공공도서 의 지식정보취약계층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수도권 

지역을 심으로

편의설비, 시설 -

자료 - 2개
2015 노안 독자를 한 큰 자도서 이용가능성 연구

2017 한국십진분류법 제6  사회복지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개 방안

정보서비스 - 1개 2003 공공도서 의 노인용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한 연구 

문화 로그램 - 1개 2011 문헌정보학 분야의 신체장애  독서치료 련 연구 동향

담당인력 양성 

력네트워크 2010 경기도 도서 의 연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자연구 - 3개

2007 공공도서  고령 이용자에 한 연구 - 지역 공공도서 을 심으로

2007 공공도서  노령자서비스에 한 잠재이용자 인식 연구 - 지역 노인복지  이용자

를 심으로

2012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속성에 한 고찰

총계 22개

<표 9> 도서  노인서비스 정책과 서비스 연구 황

1) 정책개발로는 정책연구, 정책수립 고려사

항, 활성화 방안, 략 등 10개 논문이다. 

2) 황조사  통계/평가는 4개 논문이다.

3) 문화 로그램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신체

장애  독서치료와 련된 1개 논문이다.

4) 력네트워크로는 경기도 도서 의 연계

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한 1개 논문이다. 

5) 정보서비스는 공공도서 의 노인용 인터

페이스 디자인에 한 1개 논문이다. 

6. 논의  향후연구

장애유형별 연구과제 혹은 논문을 통하여 정

보불평등계층을 한 정책  개입의 방향과 방

법에 해 검토하 다. 이를 기반으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미래에 제시될 수 있는 정보불

평등계층에 한 도서 략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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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보불평등계층에 한 황 악과 정보

불평등의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개발

정보불평등 계층을 한 정책을 개발하기 

해서 가장 먼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들에 

한 황 악일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계층에 

한 불평등 원인 분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정보불평등 계층에 한 유형을 정립

하고, 각각의 계층별 황을 악할 필요가 있

다. 황 악을 해서 각각의 정보불평등 계

층이 사용하는 는 사용해야 하는 정부기 의 

시설과 연계해야 하며, 각각의 계층별 정보불

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 인 발 이나 정부정책에 따라 

정책이나 배려 상의 정보불평등 계층은 확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정보불평

등 계층은 장애인, 기 생활수 자, 65세 노인, 

농어  주민이었으나 이후 국군장병, 제소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 되었다

가 최근에는 병원의 환자  보호자, 한부모 가

족 등으로 그 범 가 매우 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범 안에 들어가는 상의 수

도 증가되는 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서

에서는 이러한 정보불평등계층의 확 를 고

려한 계층별 도서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불평등계층 지원을 한 각종 제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기구들은 1999년

부터 정보격차 문제에 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 으며, 선진 외국은 정보화의 혜택을 함

께 리는 정보사회 건설을 비 으로 제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국가정보화의 요한 정책과

제로 추진하고 있다. 즉 정보불평등계층 정책 

개발을 한 도서 정책 의회를 구성․운 하

고, 정보불평등계층 정책의 도서 비 과 략 

마련을 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정보불평등

계층 생애주기에 따른 도서 정책과제 발굴  

종합 지원 책을 수립하여 제시하 다. 우리나

라도 이에 한 노력을 수행하여 왔지만 더 나

아가 국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

성을 높임으로써 수혜자들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정보불평등 계층을 한 정책을 

용하고자 할 때 정보불평등 계층의 개념에 속

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으로 해야하는 지에 

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즉, 정부지원이  

필요없는 부유한 노인이나 농어민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

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 은 

구체 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하기 때

문에 도서 에 최 화된 정보불평등 지수 측정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불평등 지수 

측정을 기반으로 한 도서 의 서비스 지원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2 정보불평등계층을 한 지원기구 설치  

운

정보불평등 계층에 한 지원기구는 여러 정

부부처 산하에 혼재되어 있다. 장애인 지원기

구나 노인지원기구도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서 은 정보제공을 통한 지 인 측면

의 정보불평등 해소기 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국 으로 체계 이고 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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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지방분

권화 시 에 맞추어 설립된 지역의 표 도서

을 심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

개의 공공도서 이 다양한 정보불평등 계층을 

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력, 

산, 조직구조의 한계로 사실상 쉽지 않은 일

이다. 따라서 지역 표도서 이 심이 되어 

해당 지역의 정보불평등 계층의 구성  비율, 

정보불평등 정도, 그들의 정보요구도 등을 총

체 으로 분석하여 개개의 공공도서 이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

기 과 력 으로 수행함으로써 높은 효과와 

시 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서

는 국 지역 표도서 들에 정보불평등지원

센터를 의무 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이를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복지정

책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즉,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복지 사각지 를 발굴하듯 장애인, 

노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같은 지식정보 

사각지  계층을 발굴해 문화활동과 평생학습

을 지원하는 센터로 운 해야 한다. 

지역 표도서 내 정보불평등계층지원센터

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보불평등계층별 차별화된 로그램 지

원 략 수립  개발․보 의 역할이다. 둘째, 

지역 내 유 기 과의 력 로그램 개발  

보  활동이다. 셋째, 찾아가는 이동도서  2.0

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계층에 한 맞

춤형서비스 제공이다. 찾아가는 이동도서 은 

생계문제, 신체 인 문제, 주변여건 등의 문제

로 도서 에 오기 힘든 이용자들을 해 그들

에게 꼭 필요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이나 인력 등의 운

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 이동도서  시스

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6.3 정보불평등계층 담당 인력 문교육 강화

문화체육 부  앙공무원교육원, 한국

도서 회 등을 통해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한 각종 교육과정을 확 ․운 할 필요가 있

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도서 법을 포함한 

각종 법에서 정보불평등 계층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상은 1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처

한 상황은 지역이나 계층마다 다르며, 이들이 필

요로 하는 요구사항도 다르고 심리상태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체

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

장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

를 직간 으로 수행하는 사서를 포함 도서

운 자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 이들은 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시 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상

황들, 서비스 상자들을 악하는 데 많은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불평등계층에게 

효과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

가 있다. 이를 해 첫째, 학 정규과정에 ‘정보

불평등계층 도서 서비스’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 국립장애

인도서 에서는 학의 문헌정보학과에 장애인

서비스교과목을 개발하여 운 할 경우 이에 

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좀더 확 하여 운

하는 것이 권장된다. 둘째, 정보불평등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 사서교육훈련(재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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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 ․개설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  원인에 있어 다양해진 계층에 한 문

인 교육과정을 국가차원에서 개발하여 보 할 

필요가 있다. 

6.4 정보불평등계층을 한 유 기 간 력

네트워크 구축  력서비스 확

정보불평등 문제는 사회 인 환경속에서 발

생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의 발생과 해결기구는 

사회 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불평등 문제를 도서 이 독립 으

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정보불평등계층을 상별로 구분하여 각

각에 해당되는 조부처  기 과 력하여 

각 유형별 도서 지원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즉, 정보불평등계층 반과 

련된 조부처  기 은 문화체육 부이

며, 장애인과 련된 조부처  기 은 보건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 다문화와 

련된 조부처  기 은 외교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

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이다. 노인과 련

된 조부처  기 은 보건복지부이며, 농산

어 과 련된 조부처  기 은 농림부, 해

양수산부, 교육부이고, 기 생활수 자와 련

된 조부처  기 은 보건복지부이다. 새터민

과 련된 조부처  기 은 통일부, 외교부, 

하나센터이며, 환자  보호자와 련된 조부

처  기 은 보건복지부이고, 수용자와 련된 

조부처  기 은 행정안 부, 법무부이다. 

마지막으로 장병과 련된 조부터  기 은 

국방부이다. 

결과 으로, 도서 이 정보불평등 문제를 효

과 으로 해소하기 해서는 유 부서  기

과 긴 한 력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그 구체

인 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불평등계층별 유  정부부처(보건

복지부, 교육부 등)와의 상호 력 강화이다. 즉, 

장애인, 장․노년, 소득, 농어민 등 정보불평

등계층과 련이 깊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의 정보부처,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 연구소 

등 다양한 이해 계자와의 력을 진행해야 하

며, 도서 계의 주도 인 업무조정  업무 

력을 통해 지역 내 유  기   단체와 정보불

평등계층에 한 업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력

과 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즉, 앙정부가 

산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지역 

상황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이 복되거나,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3자간 자율 으로 

력․조정해야 한다. 

6.5 정보불평등계층을 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앞에서 잠깐 언 하 듯이 정보불평등계층

은 경제 ․신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도서  방문․ 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지역 유 기 과의 력을 통해 찾

아가는 이동도서  운 , 찾아가는 소외계층 

강좌 운  등 다양한 도서  서비스 제공이 필

요하다.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에 인력  

산 투입의 최소화를 하여 유  기 (주민자

치센터, 복지기  등)과의 조를 통하여 장소 



29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3호 2018

 운 에 한 력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찾

아가는 서비스 운 략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

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문화된 이동도서 을 운 하되 지역

표도서 이 심이 되어 다양한 스토리를 내

재한 이동도서 을 별도로 구축하고 해당 권역

에 있는 공공도서   유 기 과 력하여 필

요한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동도

서  내의 스토리는 무한상상실, 과학실, 스토리

실, 책 여, 상호 차 등으로 다양해 질 수 있다. 

둘째,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안의 

문가는 이용자와 직  하게 되므로 이들의 

서비스 수 이 도서 의 서비스 수 을 표하

는 인상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이동도서

에 배치되는 문가는 이동도서  내의 토픽

에 최 화된 문가이어야 한다. 지역 표도서

이 이들에 한 문가풀을 구성하고 일정과 

문성을 고려하여 하게 배치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인 운 략이 필

요하다고 본다. 

6.6 국제  수 의 정보불평등 완화를 한 지

속가능발  정책․목표 수립 필요

UN2030에서는 지속가능한 발 목표를 통해 

 세계가 빈곤 종식을 한 인 노력을 

구하고자 발  계획을 수립하 다. 도서 은 

사회 , 정치 , 경제  포용을 지원하는 정보

를 평등하게 근 할 수 있게 하여 UN의 지속

가능한 발 목표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구체

으로 도서 은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

화’를 해 이민자, 난민, 소수집단, 원주민, 장

애인 등의 소외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학습기회를 릴 수 있는 립 이고 우호 인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즉, UN  국제사회의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를 한 추세에 

맞춰, 도서 계도 함께 정보불평등에 한 정

책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결 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가 ‘공정사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 , 불평등해소’에 을 두게 됨

으로써 정보격차의 사회과학  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불평등 해소업무가 도서 계의 새

로운 화두일 수 있다. 

정보불평등계층에 한 개념과 정의는 국내

의 법마다 상이하며, 용어 한 다양하다. 정보

격차, 정보빈곤, 정보취약, 정보불평등, 디지털

정보격차 등으로 법마다 학자마다 사용하는 용

어나 개념은 약간씩 다르다. 한 국내외 연구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용어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며, 분야마다 용어의 사용이 상

이하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 과 국

가의 정책에 따라 정보불평등에 한 개념과 

범 가 확 되고 이에 따라 정보불평등계층도 

더 세분화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발맞추어 이

들을 한 도서 정책과 서비스도 세분화되고 

정교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에 한 이론  기 조사연구로

서 정보격차에 한 용어, 개념, 법 근거, 디지

털정보화수 에 근거한 지수개발, 격차해소정

책  도서 발 계획 상에서의 도서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 다. 한 2007년 이후 본격화

된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의 정보불평등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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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서 서비스 정책  서비스 개발 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 분야의 서비스가 고도

화되기 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책개발(법, 제도, 장기 계획, 

진화 계획, 사업 모형개발, 매뉴얼개발, 홍보

략, 평가지 등), 지원기구, 담당인력양성, 

력네트워크, 지원 설비, 지원서비스, 지원 자료 

등 다수의 과정과 업무가 구축되어야 함을 발

견하 다. 

본 연구는 향후 세분화, 구체화된 정보소외

계층별 맞춤형 도서 서비스를 개발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정

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정책  개입의 방향과 

방법에 한 모델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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