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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인 경기도 소재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효율성의 수준･추이를 측정･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을 도출
하여 기 투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고찰,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 패널자료를 통한 운영 현황 분석, 경기도 공공도서관 규모
별 운영비 지출 표준모형의 도출, DEA분석에 근거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
율성 현황 및 추이 분석,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한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요인의 분석,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한 정량적 분석결과의 검증 및 운영효율
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 및 매커니즘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분석대상기간인 2014년 ~
2019년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나타내는 각종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지자체별 공공도서관 수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도서관 간 자료규모 및 이용객 수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대출 총계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서 대출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기준 규모에 따라
필요인력 및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 지출에 대한 운영비 표준모형을 제시
하였다. 이는 향후 신규 공공도서관 투자의 의사결정단계에서 준공 후 해당 지자체
의 예산 부담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
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DEA 메타효율경계 분석을 통해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연도별 수준 및 추이를 도출하고, 평균적인 운영효율성이
정체 및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였다. 넷째,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으로서 총 예산대비 자료구입비의 증가는 긍정적 영향을, 자원봉사자 규모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특히 예산 대비 운영비의 경우, 높은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기관과 낮은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기관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운영중인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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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량적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에 대해 심층적으
로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한 검증 결과 정량적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
을 보다 강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변화에
따른 인력의 고용형태와 구조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체계가
개발･보급되지 않은 점 등이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관리운영 개선 방안
및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사서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도서관, 운영효율성, DEA, 분위회귀모형, 사서직, 심층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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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규모의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Social Overhead
Capital)은 신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및 철도는 물론,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회복지센터,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들은 공사비 등 건설 기간
동안에 상당한 규모의 총사업비가 일시적으로 지출할 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운영되며 인건비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 유지보수비 등의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합리성 향상
을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단계 뿐만 아니라, 기 투자사업
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합리성 향상에 대한 연구는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타당성조사 제도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대부분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기 투자시설의 운영효율성 수준 또는
효율성 향상 방안에 대한 관심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유형별 공공투자시설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러한 예산
투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시민 복지의 향상이라는 목적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실의 차원에서는 기 투자된 공공시설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없이, 공공복리의 필요성 또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이라는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공공성을 인정하더라도
최근의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은 시설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공적 목표 뿐만
아니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무적 목표를 모두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사명
(Double Botteom Line) 달성을 요구받고 있다(Fairfax 2004). 이러한 이중적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결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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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관의 존립이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공적 사명 달성도 어렵게 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운영중인 공공시설의 효율성을 측정･평가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관리적 요인을 고찰하는 것은 단순히 기관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적 사명 달성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인 경기도 소재 공공도서관을 대상으
로 운영효율성의 수준･추이를 측정･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을
도출하여 기 투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내용 및 방법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로 수행된다. 첫째,
공공도서관 정의 및 유형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제도 등과 함께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정리할 것이다. 둘째,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자료 수, 인력
규모, 이용객 수, 문화행사 참가자 수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통해 경기
도 공공도서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셋째,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
중 인건비･자료구입비･운영비 지출을 규모별로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출 표준모형을 제시한다. 이는 향후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의사결
정 단계에서 중요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넷째, 자료포락모형(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에 근거하여 최근 6년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다. 패널 자료의 효율성분석을 위한 메타효율성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이 과연 증가･감소･정체 중 어떠한 상태
에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운영효율성 변수의 분포에 부합하는
적절한 회귀모형을 적용할 것이다. 여섯째, 현장조사 및 담당자 면담을 통해 정량적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는
도서관 총괄부서의 담당자 면담 및 운영효율성이 매우 높게 또는 매우 낮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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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서관의 현장조사가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표 및 연구방법을 다음 [표
1-1]에 나타내었다.

[표 1-1] 연구목표 및 연구방법
연구목표
공공도서관의 정의 및
유형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비 지출 표준모형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분석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정량분석 결과의 검증 및
정책제언

연구방법
Ÿ 관련 법령 및 제도, 선행연구 분석,
Ÿ 기술통계분석(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
Ÿ 기술통계분석(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
Ÿ 패널자료를 이용한 DEA 메타효율성 분석
Ÿ 회귀분석
Ÿ 현장조사 및 담당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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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도서관의 정의 및 기준
제1절 공공도서관의 정의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정의는 ｢도서관법｣ 제2조에 정의되어있다.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도서관을 “도서관자료1)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
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정의
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 제2조는 다음 [표 2-1]과 같이 시설의 규모, 주 서비스대상자에 따른
기타 범주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정의에서 민간의 재원으로 운영
되는 시설도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정의하며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볼 때 공공도서관은 재원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의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

1)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됭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고나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도서관법 제1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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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의 기타 범주
분류

정의

작은도서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

장애인도서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병원도서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병영도서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교도소도서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자료: 도서관법 제2조의 각 목을 참조하여 공투센터에서 재구성

다만 ｢도서관법｣ 제2조의 분류에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도서관이 이용
주체와 일반 시민의 접근성･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2019)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① 지역사회
의 지식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② 정보와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식정보
확산에 기여한다 ③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강화시킨다 등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도서관의 특성과 비교해 볼 때 일반 시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평균적인 지적 역량의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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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도서관의 기준
본 절에서는 기존의 법령 및 제도, 관련 선행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의 기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개별 기준
1) 공립 공공도서관
다음 [표 2-2]에서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 공립
도서관의 개별 기준을 나타내었다. 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봉사대상 인구는 도서관
이 설치되는 해당 시2)･구3)･읍･면 지역의 인구를 지칭한다. 추가적인 기준으로는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
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열람석 기준으로 전체 열람석의 20%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자료의 기준으로는 ①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②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
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 자료를 증대하여야 하며
③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를 구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2)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 지역에만 해당함.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3)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함.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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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공공 공립도서관의 개별 기준
시설

도서관자료

봉사대상
인구(명)

건물면적(㎡)

열람석(좌석 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자료: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을 기반으로 공투센터에서 재구성

2) 그 외의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개별 기준 외에 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립 공공도서관
은 앞서 고찰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구비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 이상(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함), 열람
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한편 장애인도서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건물면적 66㎡이상(자료열람실
및 서고 면적이 45%이상이며,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
함), 점자제판기･점자인쇄기･점자타자기 각 1대 이상 및 녹음기 4대 이상, 장서
1,500권 이상 및 녹음테이프 500점 이상을 구비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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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상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2019)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지위 및 역할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고찰한 도서관법 시행령상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 시행령
상 기준과 건립 기준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문화체육관광부(2019: 5)에서는
기존의 법과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화
체육관광부(2019)는 공공도서관의 지위 및 역할 등에 근거하여 건립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해당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1) 공공도서관의 위계
다음 [그림 2-1]은 문화체육관광부(2019)에서 제시하는 도서관의 지위별 위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 대표도서관을 두고, 기초지자체에 지
역 중앙관을 두는 등의 도서관 지위별 위계를 체계화시키고 있으며, 서비스 접점에
가장 규모가 작은 작은도서관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계별 각 지위와 역할을
고찰하면 위계가 높을수록 자료수집 및 보존, 조사･연구 등의 협력사업 등 대규모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고유사업 또는 연구사업의 비중이 높고, 위계가 낮을수록
자료･정보･교육서비스 제공 또는 커뮤니티 형성･운영 기능 등의 대민서비스 제공
기능의 비중을 보다 높게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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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도서관의 지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6)

2) 공공도서관의 규모별 분류
다음 [표 2-3]은 봉사대상 인구수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규모 기준을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봉사대상 인구 천명당 ㎡를 원단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봉사대상 인구수에 적용하여 면적규모를 산출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첫째, ｢도서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인구를 적용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2019)에
서는 0.5㎞ ~ 2.5㎞ 이내의 봉사권역 내 인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교육영역 면적을 할증하는데, 도시 및 도농지역은 20~30%를,
농어촌 읍면 지역은 30~5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건립 최소규모는
법정최소면적(264㎡) + 봉사대상인구수에 따른 규모로 제시하고 있다.
[표 2-3] 봉사대상 인구수에 따른 규모계획 기준
구분

2만 이하

2만 ~
4만 미만

4만 ~
6만 미만

8만 ~ 10만
미만

10만 ~
20만 미만

20만 이상

면적
(㎡/천명)

70

65

60

55

50

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10)을 기반으로 공투센터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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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할 점은 문화체육관광부(2019)는 앞서 산출한 연면적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건립 및 공간 규모를 차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표 2-4]에서는 연면적
및 위치하는 지역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연면적 규모에 따라 상이
한 ㎡당 공사비를 적용하며(유형A의 경우 3,565천원/㎡, 유형B 및 유형C의 경우
3,223천원/㎡, 설계비 및 감리비 미포함), 도시형･도농복합형･농어촌형에 따라 자
료이용공간, 문화교육공간, 업무관리공간, 공용공간 등을 차등화하여 제시하고 있
다.

[표 2-4] 공공도서관 유형별 건립규모체계

분류

2,500㎡미만
소규모분관
중규모분관

2,500~5,500㎡미만
대규모분관
거점도서관
지역중앙관

2,500~5,500㎡미만
대규모거점도서관
지역중앙관

도시형(가)

유형A
가-1

유형B
가-2

유형C
가-3

도농복합형(나)

유형A
나-1

유형B
나-2

유형C
나-3

농어촌형(다)

유형A
다-1

유형B
다-2

유형C
다-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15)

3) 공공도서관의 준공 후 운영비
문화체육관광부(2019: 165 ~ 169)에서는 준공 후 운영예산에 관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본
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별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산항목을 인건비, 자료비, 기타 운영비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료구입비를 인건비를 제외한 도서관 총예산의 15 ~ 20% 이상으로 배정하고,
특히 자료구입 예산의 10%는 참고자료용으로, 7%는 기타 비도서자료 구입용으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및 한국도서관협회(201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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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기준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 운영비 및 예비비에
대해서도 원칙에 대해서만 간략히 서술할 뿐,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제3절 공공도서관의 정의 및 기준 분석의 시사점
지금까지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도서관의 법령 등 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
기준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 기준을 분석하였다. 먼저 시설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재원의 원천 또는 운영주체의 분류보다는 실제 시민의 이용
접근성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본 연구 대상의
조작적 정의 역시 재원의 원천,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보다는 실제 경기도 도민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법｣ 제2조의 “공공도서관” 중 경기도의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제한적인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다시말해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공공도서관”은 운
용재원의 원천,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이용객의 제한을 두지 않고 도서관자료 및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내 도서관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음 [표 2-5]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운영중인 278개소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를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청 또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작은 빈도 및 비중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2-5]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
운영주체

교육청

사립

지자체1)

계

빈도(개소)

11

4

263

278

비중(%)

4

1

95

100

주1) 지자체 운영에는 공공기관 위탁운영을 포함하며, 시각점자도서관 3개소는 제외하였음
자료: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를 기반으로 공투센터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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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행연구(문화관광부 2019)에서는 기존의 법령 및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및 기준 등이 현실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향후 신규 시설의 건립･운영을
위해서는 규모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분석에 있어 법적
기준에 제한받지 않고 실증적인 분석 결과에 따른 유형 재분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각 기초지자체의 사업부서에서는 도서관법 시행
령 등의 법적 기준을 사업계획 수립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준에 따른 분석도 필요한 경우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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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현황분석
제1절 분석대상의 기술통계
본격적인 효율성분석에 앞서, 분석대상기간인 최근 6년간(2014년 ~ 2019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주요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운영현황 및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도서관 수
다음 [그림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은 2014년 217개소
에서 2019년 278개소로, 6년간 61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약
12개소가 증가하였다.
[그림 3-1]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연간 증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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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수 변화 추이

위의 [그림 3-2]에서는 경기도 기초지자체별로 최근 3년간의 공공도서관 수 증가
추이를 나타내었다. 2019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 수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수원시(27개)였고, 가장 적은 기초지자체는 연천군(2개) 및 동두천시(2개)었다. 분
석기간동안 공공도서관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지자체는 수원시(6개), 용인시(5
개), 안산시(5개)였으며, 가평군, 연천군,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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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변화가 없었다. 대체로 인구 규모 및 도시화 정도가 높은 기초지자체에서
공공도서관 수가 많으며, 기초지자체별 공공도서관 수의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은 최근에 경기도 내에 건립된 도서관의 특성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표 3-1]에서는 2015년 이후에 건립된 공공도서관 63개
소1)의 연면적을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절반을 넘는 34개소의 연면적이 2,500㎡
미만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근 건립되는 도서관은 대부분 비교적 소규모로 계획･운
영되며, 연면적 5,000㎡을 초과하는 대규모 도서관의 건립 빈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1] 최근(2015년 이후)에 건립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연면적
연면적(㎡)

0 ~
2,500

2,500 ~
5,000

5,000 ~
7,500

7,500 ~
10,000

10,000 ~
12,500

12,500 ~
15,000

계

빈도(개)

34

22

5

1

0

1

63

다음 [표 3-2]에서는 2015년 이후 준공된 도서관 63개소에 대해 기초지자체
및 규모별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경기 북부에 13개소가, 남부에 50개소가
준공되어, 신규 공공도서관의 공급도 경기북부보다 경기남부에 보다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신규 공공도서관의 개관이 빈번한 기초지자체는 경기남부에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가 5개소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새로 준공되었으며 경기북부
에서는 파주시가 4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새로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 앞서 [그림 3-1]에서는 최근 6년간 61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개소의 도서관이 폐관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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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15년 이후 준공된 도서관의 기초지자체 – 규모별 분포
구분

지자체

남부

광명시
광주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소계

북부

가평군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소계
총계

소형
(2,500㎡ 미만)
0
1
0
5
0
0
1
4
1
0
3
0
3
1
3
3
2
27
0
0
1
2
1
3
7
34

중형(2,500㎡ ~
5,000㎡)
0
0
2
1
1
5
1
1
0
2
0
1
1
0
1
0
2
18
1
1
0
1
0
1
4
22

대형
(5,000㎡ 이상)
1
0
1
0
2
0
0
0
0
0
0
0
1
0
0
0
0
5
0
0
1
0
1
0
2
7

계
1
1
3
6
3
5
2
5
1
2
3
1
5
1
4
3
4
50
1
1
2
3
2
4
13
63

이러한 최근의 경기도 공공도서관 건립 추세가 2015년 이전에 준공되어 운영중
인 도서관 215개소와 연면적 규모별로 빈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그림 3-3]에 유형별 히스토그램을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2015년 이전
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도서관은 215개소이고, 2015년 이후에 준공된 도서관은
63개소로 절대적인 숫자는 후자가 적게 나타나나 규모별 히스토그램의 분포는 대체
로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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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15년 이전/이후 준공된 도서관의 규모 빈도 비교

이를 보다 자세히 검증하기 위해 다음 [그림 3-4]에서는 앞서 제시한 두 집단
(2015년 이전/이후 준공된 도서관)의 분포를 커널함수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2015년 이전/이후 준공된 도서관의 두 집단간 분포는 거의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난다. 또한 두 분포의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해 Kolmogorov-Smironov
검정을 수행한 결과, 두 분포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D
= 0.132, p-value = 0.362). 이는 최근 5년간 준공된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기존에 운영중인 도서관 규모와 비교할 때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
다. 다시말해 2015년 이후에 새롭게 준공된 경기도의 공공도서관들이 특정 규모,
다시말해 소형 또는 대형 도서관 위주로 공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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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커널함수를 이용한 2015년 이전/이후 준공된 도서관의 분포 비교

2. 인력
다음 [표 3-3]에서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변화를 나타내었다. 도서관 근무
인력의 총계는 도서관 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도서관 1개소당 평균 인력의
수는 2014년 23.1명에서 2019년 19.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이 운영효율화를 통해 1개소당 근무 인력을 감축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분위수
범위와 표준편차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간의 인력규모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인력운영의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인력감축을 통한 효율화 및 1개소당 운영인력의 표준화가 동시에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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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경기도 공공도서관 인력의 기술통계
연도

N

2014

217

5,022

12.0

20.0

23.1

30.2

사분위수
범위
18.2

2015

228

5,210

12.0

21.0

22.9

29.6

17.6

14.4

2016

244

5,390

12.0

19.0

22.1

29.0

17.0

14.3

2017

251

5,406

12.0

19.0

21.5

28.1

16.1

13.9

2018

266

5,423

11.0

17.8

20.4

26.0

15.0

13.6

2019

278

5,476

11.5

17.2

19.7

24.2

12.7

12.6

총 인원

p25

중위수

평균

p75

표준편차
14.9

이러한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 [그림 3-5]에서는 2014년과
2019년의 도서관 1개소당 평균 인력의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2014년에 비해 2019년의 경우 도서관 1개소당 평균 인력이 평균 수준보다 높은
도서관의 빈도를 나타내는 분포 그래프의 오른쪽 꼬리의 두께가 확연히 감소하고,
평균 주위의 밀도가 더 두터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2014년과 2019년의 도서관 1개소당 평균 인력의 분포 비교

인력구조와 관련하여 고용형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그림 3-6]에서는
연도별 정규직 비율을 나타내었다. 행정직 및 사서직 등 위주로 구성된 정규직 비중
은 2014년 34%에서 2019년 37%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기준상 비정규직으로 분류
되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할 경우, 2018년 이후 급증하여 2019년 전체의 6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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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한의 제한이 없는 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체로 경기도 공공도서관
의 고용 형태가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림 3-6] 연도별 정규직 비율 추이

또한 경기도 공공도서관 고용 형태별 질을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1인당 인건비
추이를 다음 [그림 3-7]와 같이 나타내었다. 전체 인건비는 2014년 21백만원에서
34백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정규직 1인당 인건비가 2014년 11백만원에서
27백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반면 정규직 1인당 인건비는 2014년
42백만원에서 2019년 46백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물가인상률을 감안
할 경우 큰 변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 관점에서 경기도 도서관 정규직의
고용의 질은 큰 변화가 없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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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유형별 1인당 인건비의 추이

3. 자료 수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자료는 크게 도서 자료와 시청각자료 등의 비도서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 3-4]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19년 기준으로 비도서 자료의
비중은 3.48%로, 대부분의 자료가 도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표 3-4] 2019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도서 및 비도서 자료
도서관 수

자료 총계(점, A)

도서 자료(권)

비도서 자료(점, B)

비율(%, B÷A)

278

33,661,836

32,489,523

1,172,313

3.48

또한 비도서자료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그림 3-8]에서는 각 연도별 비도
서자료의 비중 중앙값과 하위 25%, 상위 25% 비율을 오차막대(error bar)를 통해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비도서자료의 비중은 도서관 전체 자료의 비중에 비해 일관
되게 그 크기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향후 분석에서는 도서자료와 비도서자
료를 구분하지 않고 자료 총계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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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최근 6년간 비도서자료의 비중 변화 추이

다음 [표 3-5]에서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자료 수의 기술통계를 나타내었다. 경기
도 전체 도서관의 자료 수 총계는 2014년 25백만건에서 34백만건으로, 최근 6년간
32% 증가하였다. 반면 도서관 1개소당 평균 자료 수도 2014년 117천건에서 121천
건으로 3% 증가하여 전체 자료수의 증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장서
수의 증가가 도서관 평균 장서 수의 증가보다는 도서관 개소 수의 증가로 인해
나타난 데 기인한다. 또한 2019년 기준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하위 25% 장서 수는
55천건인데, 이는 도서관법 시행령상 봉사대상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수준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대부분의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기본장서수의 관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19년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인쇄자료 수는
101천건2)으로, 이 기준에서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임
을 알 수 있다.

2) 2020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2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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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경기도 공공도서관 자료 수의 기술통계

217

총계
(천건)
25,453

p25
(건)
47,252

중위수
평균
p75
(건)
(건)
(건)
93,842 117,296 157,014

사분위수
범위(건)
109,762

표준편차
(건)
90,221

228

26,494

51,776

92,741 116,202 153,502

101,726

88,225

2016

244

28,965

51,520

92,324 118,709 154,139

102,619

95,857

2017

251

30,498

54,718

94,056 121,507 156,585

101,867

95,466

2018

266

32,192

51,906 100,112 121,022 155,920

104,014

94,764

2019

278

33,662

54,595

103,307

94,578

연도

N

2014
2015

97,294 121,086 157,902

다음으로 이러한 자료 수의 격차가 개별 도서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 수 기준 상위 10%의 자료 수(P90)에서 하위 10% 자료 수(P10)
를 나눈 값(P90/P10)의 연도별 추이를 다음 [그림 3-9]에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2014년에는 경기도의 상위 10% 도서관 자료 수는 하위 10% 도서관의 자료 수의
9.3배였는데 반해, 2019년에는 6.95배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도 도서
관의 자료 수 격차가 연도별로 점차 개선되어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긍정적 변화
로 판단된다.
[그림 3-9]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자료 수 불평등 추이

추가적으로, 이러한 도서관 자료 수 격차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
해 P90/P10 값을 다음과 같이 분해해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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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0/P10 = P90/P50 × P50/P10
다시 말해,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를 상위 10%와 중위수의 격차, 중위수와
하위 10%의 격차로 분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해한 두 비율의 추이를 다음
[그림 3-10]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상위 10%와 중위수의 비율은 2014년
2.76배에서 2.42배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중위수와 하위 10%의 비율은 2014년
3.37배에서 2019년 2.87배로 전자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도서관간 자료 수 격차의 개선이, 자료수가 비교적 작은 도서관의 자료 증가에
기인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림 3-10]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자료 수 불평등 분해

4. 자료구입비
다음 [표 3-6]에서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의 기술통계를 나타내었다.
자료구입비의 총액은 2014년 232억원에서 2019년 311억원으로 34%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율을 경기도 및 시･군의 동일 기간 총 예산이 2014년 40.3조원에서
2019년 62.6조원으로 55%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자료구
입비는 경기도 및 시･군 총 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1개소당 자료구입비는 분석기간 동안 1억원 이내로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 25% 도서관 자료구입비와 하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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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료구입비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14년 2.94(130 ÷ 44)에서 2019년
2.53(142 ÷ 56)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1개소당 자료구입비의 격차
도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경기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기술통계
(단위 : 백만원)

107

130

사분위수
범위
86

75

98

114

63

87

81

109

141

91

98

60

99

118

152

92

84

31,053

62

93

117

143

81

90

31,104

56

97

112

142

86

79

연도

N

총액

p25

중위수

2014

217

23,159

44

69

2015

228

22,320

52

2016

244

26,668

50

2017

251

29,691

2018

266

2019

278

평균

p75

표준편차
122

추가적으로 연도별 비도서자료의 유형별 자료구입비 비중을 다음 [그림 3-11]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비도서자료 중 연속간행물의 구입비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전자자료는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다.
[그림 3-11] 비도서자료의 유형별 구입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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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운영비
다음 [표 3-7]에서는 인건비와 자료구입비를 제외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기타운
영비 기술통계를 나타내었다. 총액 기준에서는 2014년 1,464억원에서 2015년
1,097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뒤 2018년까지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2019년
1,21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총액기준이 아닌 1개소당 평균 운영비는 2014년 7.5
억원에서 2019년 4.3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하위 25%, 중위수, 상위
25% 운영비도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7]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비 기술통계
(단위 : 백만원)

연도

N

총액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17
228
244
251
266
278

146,392
109,666
102,375
93,917
102,243
120,971

p25
187
144
167
158
155
154

중위수
306
276
266
254
278
303

평균
751
501
430
391
399
435

p75
698
493
424
428
481
486

사분위수
표준편차
범위
511
1,681
349
788
257
572
270
475
326
412
332
489

다음 [그림 3-12]에서는 단위면적(㎡)당 운영비의 중위수 및 상･하위 25%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당 운영비는 감소 후 2018년부터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그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2] 연도별 ㎡당 운영비의 분포(중위수 및 상/하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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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자 총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총계는 열람실 이용을 위한 방문자와, 도서대출 또
는 자료열람을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의 합계이다. 다음 [표 3-8]에서는 최근 6년간
경기도 공공도서관 연간 이용자 총계의 기술통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분석기간
경기도 공공도서관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수 총계는 2018년까지 감소하다
가 2019년에 들어서 2014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도서관
1개소당 평균 이용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공공도서관의 가장 주요
한 산출로 간주될 수 있는 도서관 1개소당 평균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기존 공공도서관의 적정 이용객 수를 초과하여
과밀한 상태로 운영되었다면, 이러한 도서관 1개소당 평균 이용객수의 감소는 이용
객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표일 수 있다.

[표 3-8] 경기도 공공도서관 연간 이용자 총계
(단위 : 백만명)

총계

p25

중위수

평균

p75

사분위수
표준편차
범위
370
337

연도

N

2014

217

80,229

124

280

370

494

2015

228

78,998

125

265

346

462

337

298

2016

244

79,043

118

261

324

452

334

279

2017

251

75,065

111

243

299

406

295

257

2018

266

75,488

102

238

284

371

269

255

2019

278

79,488

106

228

286

376

270

248

다음 [그림 3-9]에서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의 불평등 추이 개선
여부를 고찰하기 위해 상위 10% 도서관 이용객 수의 하위 10% 도서관 이용객
수의 비율 추이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2014년에는 상위 10% 도서관이 하위
10% 도서관 이용객수의 14.85배를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11.54배로 그 격차
가 다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2014년에 비해 2019년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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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용객 수의 차이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9] 경기도 공공도서관 연간 이용자 불평등 추이

7. 대출 수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이용자들이 필요한 도서를 빌려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 기능은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
고 있다. 다음 [표 3-10]에서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대출 수 기술통계를 나타내었
다.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는 앞서 분석한 연간 이용자 총계가 감소 후 증가 추세를
지니는 것과 유사하지만, 2014년에 비해 2019년의 대출 수가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에, 1인당 도서 대출 수는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도서관 1개소당
평균 대출 수는 2014년 220백만건에서 2019년 176백만건으로 44백만건(20%)
감소하였다. 이 역시 단순히 도서관의 주요한 기능인 대출 실적이 감소하였기 때문
에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의 자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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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경기도 공공도서관 대출 수의 기술통계
(단위 : 백만회)

총계

p25

중위수

평균

p75

사분위수
표준편차
범위
218
187

연도

N

2014

217

47,808

81

182

220

299

2015

228

45,313

72

158

199

288

216

162

2016

244

43,618

62

153

179

262

200

143

2017

251

43,666

64

154

174

241

177

139

2018

266

44,611

55

143

168

235

180

143

2019

278

48,996

59

144

176

240

181

182

주목할 것은 이용객수와 장서 수, 대출 수의 관계이다. 다음 [표 3-11]에서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연간 이용객수, 장서 수, 대출 수 및 이를 이용한 1인당 대출
수 및 도서 회전율을 나타내었다. 1인당 대출 수는 연간 이용객 1인당 책을 몇
권이나 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서관의 자료를
얼마나 이용하였는지를 나타낸다. 도서 회전율은 도서관의 책 1권이 몇 번이나
대출되었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도서관 자료의 관점에서 자료의 이용 빈도를 나타
낸다. [그림 3-13]에서는 1인당 대출 수와 도서 회전율의 추이를 중점적으로 나타내
었다. 이를 보면 1인당 대출 수는 2014년 0.596회/명에서 2019년 0.616회/명으
로 변동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도서 회전율의 경우 2014년 1.878에서 2019년
1.456회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인당 대출 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장서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출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은 자료의 이용률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도서관
1개소당 평균적으로 자료의 양적 증가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자료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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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경기도 공공도서관 1인당 대출 수 및 도서 회전율

217

이용객수
(명, A)
369,721

장서 수
(건, B)
117,296

대출 수
(건, C)
220,316

1인당 대출 수
(건/명, C÷A)
0.596

도서 회전율
(C÷B)
1.878

228

346,482

116,202

198,742

0.574

1.710

2016

244

323,946

118,709

178,763

0.552

1.506

2017

251

299,065

121,507

173,969

0.582

1.432

2018

266

283,788

121,022

167,710

0.591

1.386

2019

278

285,927

121,086

176,243

0.616

1.456

연도

N

2014
2015

[그림 3-13] 경기도 공공도서관 1인당 대출 수 및 도서 회전율의 추이

8. 문화행사 참가자 수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또다른 기능은 독서토론, 강연 등 도서관의 기능에 부합하
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최이다. 이러한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다음 [표 3-12]에서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분석기간동안 문화행사 참가자
수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문화행사 참가자 수는 총계 기준
으로 2017년에 3,867천명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3,587명으로 감소하였다.
도서관 1개소당 평균 참가자 수 역시 유사하게 2016년 15,502명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12,902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하위 25%, 중위수, 상위 25%의 값의 추이
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행사 참가자 수 추이는 경기도 공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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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의 전체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2] 경기도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참가자 수의 기술통계

217

총계
(천명)
3,207

p25
(명)
4,629

중위수
(명)
8,473

평균
(명)
14,779

p75
(명)
18,219

2015

228

3,279

4,348

9,676

14,382

16,792

12,444

16,437

2016

244

3,783

3,776

9,070

15,502

18,140

14,364

22,405

2017

251

3,867

4,216

9,021

15,408

15,973

11,757

22,798

2018

266

3,652

3,472

7,726

13,730

15,481

12,009

20,463

2019

278

3,587

3,471

7,474

12,902

15,705

12,234

17,735

연도

N

2014

사분위수 표준편차
범위(명)
(명)
13,590
18,075

그런데 이처럼 문화행사 참가자 수가 총량적으로, 또한 도서관 1개소당 평균적으
로는 증가 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점차 도서관 기능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최근의 추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다음
[표 3-13]에서는 문화행사 1회당 건수 등을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문화행사는 문화
프로그램과 독서관련 프로그램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2014년에 비해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다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행사 1회당 참가자 수는 총계 기준으
로 2017년에, 문화프로그램 기준으로 2018년에, 독서관련 프로그램 기준으로
2017년에 각각 가장 높은 1회당 참가자 수를 기록하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볼 때, 총계 기준에서 관찰한 문화행사 참가자 수 추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본 행사 1회당 참가자 수 역시 증가 후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화행사
의 질 향상을 통해 참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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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경기도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참가자 수의 기술통계
총계

문화프로그램

독서관련 프로그램

연도 행사 수 참가자 행사 수 참가자 행사 수
(회, A) (명, B) (회, C) (명, D) (회, E)

참가자
(명, F)

행사 당 참가자 수(명/회)
문화
독서관련
총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B÷A)
(D÷C)
(F÷E)

2014

233 14,779

102

7,839

136

7,292

63

77

54

2015

138 14,382

51

7,111

88

7,272

104

140

83

2016

125 15,502

67

7,309

58

8,193

124

108

143

2017

73 15,408

30

6,757

43

8,651

211

225

200

2018

69 13,730

28

6,541

41

7,189

199

234

176

2019

78 12,902

27

5,578

51

7,323

166

205

145

제2절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규모별 운영비 표준모형
도서관법 시행령상에는 공공도서관의 규모를 봉사대상 인구에 따라 건물면적,
열람석 수, 기본장서 규모, 연간증서 규모를 정의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 중
건물면적 규모에 따라 평균 소요인력, 자료구입비, 운영비를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1. 인력규모 및 인건비
도서관법 시행령은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 등에 따라 연면적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표 3-14]에서는 해당 규모에 따라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평균
인력 규모 및 인건비 총액, 1인당 인건비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도서관 연면적
증가에 따라 평균 인력, 인건비 총액 규모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당 인건비의 경우, 규모에 따라 18,140천원 ~ 30,120천원 등 상이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향후 모형 적용에서 각 규모별 1인당 인건비를 적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전체평균인 26,965천원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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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경기도 공공도서관 규모별 평균 인력 및 인건비
연면적 범위(㎡)

도서관 수
(개소)

평균 인력
(명)

평균 인건비
총액(천원)

1인당
인건비(천원)

264 ~ 660

116

4.5

103,176

23,134

660 ~ 990

108

9.3

168,160

18,140

990 ~ 1,650

238

12.1

294,736

24,358

1,650 ~ 3,330

466

19.3

484,954

25,127

3,300 ~ 4,950

310

26.5

748,606

28,249

4,950 ~

246

41.8

1,259,007

30,120

평균

26,965

2. 자료구입비
공공도서관의 연간 운영비 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자료구입비이다. 도서관법
시행령은 규모에 따라 구입 필요 자료 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다음 [표 3-15]에서
는 최근 6년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규모에 따른 평균 자료구입비와 구입가능 자료
수를 시행령상 연간증서 규모와 함께 나타내었다. 구입가능 자료 수는 대한출판문화
협회의 출판통계상 2019년 평균 정가 16,486원을 적용하였다. 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연면적 규모 3,300㎡이상을 제외하면 대체로
시행령상 연간 증서 규모를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5] 경기도 공공도서관 규모별 자료구입비
연면적 범위
(㎡)

도서관 수
(개소)

평균 자료구입비
(천원, A)

구입가능 자료 수
(A÷16천원, 건)

264 ~ 660

116

33,732

2,046

시행령상 연간증서
300권 이상

660 ~ 990

108

57,105

3,464

600권 이상

990 ~ 1,650

238

60,215

3,652

1,500권 이상

1,650 ~ 3,330

466

96,317

5,842

3,000권 이상

3,300 ~ 4,950

310

144,974

8,794

9,000권 이상

4,950 ~

246

202,271

12,269

15,000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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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운영비
인건비 및 자료구입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관리비(제경비･시설관리비･수
도광열비 등) 및 유지관리비(안전진단･보수비 등) 등이다. 다음 [표 3-16]에서는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규모에 따른 운영비의 총계 및
연면적당 비용을 나타내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도서관(264 ~ 660㎡)을 제외하면
대체로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작은 경우(연면적 660 ~ 1,650㎡) ㎡당 운영비가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에서는 ㎡당 운영비가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다.

[표 3-16] 경기도 공공도서관 규모별 운영비
연면적 범위
(㎡)

도서관 수
(개소)

기타 운영비
총계(천원, A)

264 ~ 660

116

7,277,804

연면적 총계
(㎡, B)

㎡당 운영비 기타
(천원/㎡, A÷B)

50,996

143

660 ~ 990

108

17,300,152

85,881

201

990 ~ 1,650

238

56,817,707

318,238

179

1,650 ~ 3,330

466

151,505,771

1,116,231

136

3,300 ~ 4,950

310

185,919,736

1,272,038

146

4,950 ~

246

256,742,730

1,908,619

135

4.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규모별 운영비 표준모형
지금까지는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 인력규모,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가 각각 어떠한 규모로 지출되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본절
에서는 향후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시 의사결정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별
인력 수,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비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표 3-17]에서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규모별 운영비 표준모형을 제시하였
다. 먼저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유형의 연면적 규모는, 경기도
도서관의 각 유형별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가장 큰 규모의 평균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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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9㎡)은 가장 작은 규모의 도서관 평균 연면적(440㎡)의 약 17.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력규모는 위의 [표 3-14]에서 제시한 규모별 평균 인력을 올림하여 나타내었으
며, 1인당 인건비는 유형별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가장 큰 규모의 공공도서
관 인력(42명)은 가장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 인력(5명)의 약 8.4배 수준이었다.
자료구입비의 경우 유형별 평균값에 기반하여 제시하였으며, 운영비의 경우 앞서
제시한 6개 유형의 평균 연면적에 ㎡당 운영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공공공도서관의 평균적인 운영비 총액은 가장 작은 규모(연면적
440㎡)에서 연 213백만원이, 중간 규모인 연면적 2,395㎡에서 연 924백만원이,
가장 큰 규모인 연면적 7,759㎡에서 연 2,511백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규모별 연간 운영비 지출 표준모형은 경기도 투자심사 또는
타당성조사 등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준공 후 지자체의 재정부담 수준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17]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규모별 운영비 표준모형
연면적(㎡)
범위

인건비
인력 1인당
㎡당
운영비
계
총액
자료구입비
운영비 (백만원, (백만원,
평균 (명, 인건비
(백만원, (백만원, E)
B) (천원, C)
(천원, F) G=A×F) D+E+G)
(A)
D=B×C)

264~660

440

5

23,134

116

34

143

63

213

660~990

795

10

18,140

181

57

201

160

398

990~1,650 1,337

13

24,358

317

60

179

239

616

1,650~3300 2,395

20

25,127

503

96

136

325

924

3,300~4,950 4,103

27

28,249

763

145

146

600

1,508

42

30,120

1,265

202

135

1,044

2,511

4,950~

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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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현황분석 시사점
지금까지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나타내는 각종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서관 수는 2014년
217개소에서 2019년 278개소로 6년간 61개소, 연평균 12개소가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인구 규모 및 도시화 정도가 높은 기초지자체에서 공공도서관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기초지자체별 공공도서관 수의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력구조의 경우 도서관 1개소당 평균 인력의 수 및 편차가 감소하고 있어
인력감축을 통한 효율화 및 1개소당 운영인력의 표준화가 진행중이다. 특히 정규직
비율이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인건비도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구분 없이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료의
형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공공도서관 자료의 96.52%가 도서자료로
전자책 등 비도서 자료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며, 비중도 늘고 있지 않다. 다만 1개소
당 자료는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공공도서관과 비교시 1관당 자료 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도서관 간 자료 수의 격차는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이는 자료수가
비교적 작은 도서관의 자료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넷째, 자료구입비의 경우 분석기
간동안 1개소당 약 1억원 이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간 격차도 감소하고 있다. 다만 비도서자료 중 전자자료의 증가는 제한적이다. 다섯
째, 인건비와 자료구입비를 제외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기타운영비는 평균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운영의 효율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며 ㎡당 운영비는
감소 후 2018년 이후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그 크기는 크지 않다. 여섯째, 이용자
수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1개소당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률 저하의
부정적 측면과 과밀 상태의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여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위 10%도서관 이용객과 하위 10%이용객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과밀상태의 해소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의 향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전체 대출 총계는 증가하였으나 1개소당 도서 대출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1인당 도서 대출 수가 증가한 것으로 이용자 접근성의 향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도서 회전율이 감소하고 있음은 자료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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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여덟째, 문화행사 참가자수는 총계, 1개소당, 1회당 이용자수 모두 증가
후 감소하고 있어 문화행사의 질 향상을 통해 참여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기준 규모에 따라 필요인력 및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 지출에 대한 운영비 표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신규 공공도서관 투자의 의사결정단계에서 준공 후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현황분석∣45

04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분석
G

제1절∣DEA의 기본이론과 적용모형

y
e

제2절∣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요소의 설정

o

제3절∣DEA분석의 기본가정 검토

n
g

제4절∣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분석

g

제5절∣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i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제4장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분석
제1절 DEA의 기본이론과 적용모형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는

분석대상

DMU(Decision Making Unit,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도서관) 집단 및 개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가장 효율적인 DMU와 개별 DMU의 효율성 상태를 비교하는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
다.1) 먼저 적절한 제약조건을 설정한 후, 각 DMU별로 가장 유리한 투입과 산출
요소별 가상가격을 도출하여 효율성 점수를 산정하는 비율모형(ratio model) 또는
승수모형(multiplier model)이다. 또다른 접근 방법으로 분석대상 집단에서 가장
효율적인 DMU로 효율경계를 구성하고, 비효율적인 DMU가 효율경계 위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효율경계로부터의 거리
로 효율성 점수를 산정하는 포락모형(envelopment model)이다. 두 접근 모두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나, 비율모형 및 승수모형의 경우 강효율성과 약효율성을 구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는 포락모형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도 포락모형에 기반하여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을 기반으로,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Constant Return of
Scale, 이하 CRS) 또는 규모에 대한 수확 가변(Variant Return of Scale, 이하
VRS) 가정 중 분석에 타당한 가정을 선정하여야 한다. CRS 가정은 현재의 투입과
산출이 가능하다면 이 투입과 산출을 같은 비율로 줄이거나 늘리는 수준의 생산도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VRS 가정의 경우 CRS 가정과 달리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다시말해 투입의 증가율에 비해 수확의 증가율이 작은 경우가 나타
나거나,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다시말해 투입의 증가보다 산출의 증가가 더 빠른
경우가 나타난다는 가정이다. 일반적으로 투입의 규모 변화에 따른 산출의 변화는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작은 규모에서는 수확 체증이, 큰 규모에서는 수확 체감이

1) 자료포락분석 및 비율모형, 포락모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길곤(2017: 43~7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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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CRS가정보다는 VRS가정이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RS가정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DEA분석을 위한 또다른 가정은 투입방향 또는 산출방향 효율성의 선택이다.
투입방향 효율성은 동일한 산출수준을 가질 때 가장 투입량이 적은 효율경계 위의
DMU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이는 요구되는 산출의 수준이 비교적 고정적인
수준에서 투입자원의 최소화가 요구될 때 보다 적절한 분석방법이다. 반면 산출방향
효율성은 동일한 투입수준을 가질 때 가장 산출량이 많은 효율경계 위의 DMU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이는 단기간에 투입요소를 재량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조건에서 산출의 최대화가 요구될 때 보다 적절한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을 대상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인력,
자본 등의 투입요소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건하에
서는 제한적인 투입으로 어떻게 더 많은 산출(이용객의 극대화 등) 또는 서비스수준
을 보이느냐에 기반한 산출방향 효율성이, 주어진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의 감축과 같은 투입방향 효율성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출방향 효율성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효율성분석 모형에 대한 또다른 쟁점은 자료의 형태이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
기간인 2014년 ~ 2019년의 6년간 281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구성된 패널
자료이다. 이러한 패널자료에 대한 DEA분석은 윈도우 분석과 메타효율변경(Meta
frontier analysis)로 나눌 수 있다. 윈도우 분석이 분석대상 기간동안 2년 또는
3년 등 전체 기간보다 작은 기간으로 나누어서 효율경계를 분석하는 반면, 메타효율
변경 분석은 분석대상 전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DMU로 효율경계를 구성하여 분석
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윈도우 분석은 윈도우 크기의 설정에 따라 분석결과가 변동
되는 단점이 존재하는 반면, 메타효율변경 분석은 분석대상 기간동안 동일한 효율경
계를 구성하며 해당 기간 개별 DMU의 효율성점수 변동 추이를 일관되게 고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효율변경 분석에 기반하여
패널자료의 효율성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정리하여 분석방법론을 제시하면, 본 연구는 VRS 가정 산출방
향 효율성을 메타효율변경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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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요소의 선정
본 절에서는 DEA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요소의 선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DEA분석은 다수의 투입과 산출에 근거하여 분석대상 DMU의 상대적 효율성 크기
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투입과 산출요소의 선정은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결정
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도서관의 효율성을 고찰한 선행연구에서 어떠한 요소를
사용하였는지를 먼저 고찰하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할 투입 및 산출요소를
선정할 것이다.

1. 선행연구의 투입 및 산출요소
다음 [표 4-1]에서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투입 및 산출요
소를 나타내었다. 먼저 투입을 보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투입 요소는 장서 수,
구입도서 수, 연간증가책 수, 자료구입비 등 도서 및 기타자료의 규모 및 증가 추세
와 관련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서관의 기본적 기능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투입요소 선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관의 관리적 재량변수인 총 개관시간,
직원 수 등도 이용되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거주인구, 면적, 인구밀도 등
기관이 재량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요소들도 투입요소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연면적 등의 시설규모가 이용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패널자료가 아닌 단년도 자료에 근거하
여 분석을 수행했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기간동안
변동이 작거나 기관의 관리재량에 따라 변동이 어려운 비재량 변수의 경우 2차분석
의 수행에서 활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출을 보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소는 이용 도서 수, 정보 요구
수, 조회 수, 이용자 수 등과 같은 이용빈도와 관계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구 수행시에 이와 관계된 변수를 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산출
요소와 관련하여 주목할 또다른 점은, 자료와 정보의 제공 이외에 공공도서관이
지닌 또다른 사회적 기능인 커뮤니티 형성 및 유지･운영의 기능이다. 이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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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문화행사 등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기관의 운영효율성
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관련 산출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4-1] 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DEA선행연구의 투입 및 산출요소
투입

산출

장서 수, 총 개관시간, 정기간행물 수, 구입도서
이용 도서 수, 정보 요구 수, 조회 수
수, 거주인구, 면적, 인구밀도
장서 수, 연속간행물 수, 연간증가책 수

이용자 수, 이용 도서 수

면적, 장서 수, 자료구입비, 직원 수

연간증가책 수, 연속간행물 수, 이용 도서 수,
이용자 수

자료: 고길곤(2017: 355)를 기반으로 공투센터에서 재구성

2. 본 연구의 투입 및 산출요소
이러한 선행연구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투입
및 산출요소를 선정하고자 한다.

1) 투입요소
(1) 자료 수
공공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일반 시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와 자료의 제공이다. 따라서 제공자료의 규모는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투입 변수이며, 기관의 관리적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변수이다. 앞서 [표 4-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료 수는 중요한 투입변수로
활용되어 왔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장서 수와 같은 저량(stock) 변수 및
구입 도서 수와 같은 유량(flow) 기준을 각각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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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기준으로 도서 및 비도서 자료 규모를 자료 수로 산정하고자 한다. 매년
구입하는 자료 수와 같은 유량(flow) 기준은 이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자료 총계인
장서 수와 같은 저량(stock) 기준과 상이하며, 이용자들의 이용가능한 자료는 자료
총계가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도서 등의 자료다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도서 및 비도서자료, 전자도서, 연속간행물, 영상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 수를
투입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좌석 수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주 이용 목적 중 하나는 자료 열람 및 개인 학습 공간의
제공이다. 특히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며, 개인 학습 공간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의 규모가 클수록 이용자들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좌석 수를 중요한 투입 요소로 간주할 수 있어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자료 열람 및 학습공간의 규모는 좌석 수로 측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 변수를 투입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직원 수
도서관의 직원 규모 역시 기관의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투입 변수로서
관리적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로서 관련 선행연구에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직원 수에는 도서관 핵심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되는 사서 및
행정관리업무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리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규직･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여 절대적인 규모로 분석하고
자 한다. 향후 정규직 비중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2차 분석에서 검토될 것이다.

(4) 기관 총 예산규모
앞서 선행연구에서는 배제되고 있으나 기관의 관리적 재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핵심 변수 중 하나는 예산의 크기이다. 이를 앞서 도서관 예산의 세부 분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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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로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인건비 규모는 앞서
반영한 직원 수에, 자료구입비는 장서 수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리적 재량의 총체적 규모로서 총 예산규모를 투입요소로 산정하고자 한다. 다만
향후 2차분석에서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 대비 기타운영비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2) 산출요소
(1) 이용자 수
도서관을 이용하는 총 인원 수는 자료와 정보의 축적과 이용이라는 도서관의
운영목적을 반영하는 핵심 산출로서 선행연구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또한 통계분석
이후 수행된 현장 인터뷰에서도, 사서직 공무원들은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핵심적인
서비스 성과 지표 중 하나를 이용자 수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간 도서관 이용자 수를 산출요소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이용자 수는 자료실의 각종 도서･비도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
와 개인 학습을 위해 열람실 또는 노트북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
수의 합계로 산정하였다.

(2) 자료 대출 수
도서관에 방문하여 소장자료를 열람하는 이용자수 뿐만 아니라 자료 대출 건수
역시 도서관의 이용목적을 반영하는 핵심 산출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는 해당 자료의 구득이 어려워 그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자료가 이를 제공하고 있어 활용 가능하다. 또한 자료 대출 수 역시
사서직 공무원들이 핵심적인 서비스 성과 지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료 대출 수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대출 총 건수 합계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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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행사 참가자 수
시대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기능도 다변화되고 있다. 단순한
자료축적과 정보제공의 기능에서 벗어나, 작가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강연은 물론,
독서토론 등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 기능은 공공도서관
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산출로서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적용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이용자 수, 자료 대출 수와 마찬가지로, 사시적
공무원들은 문화행사 참가자 수 역시 중요한 서비스 성과 지표로 인식하였다.
문화행사 참가자 수는 독서관련 프로그램과 기타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참가자
수로 산정하였다.

제3절 DEA분석의 기본가정 검토

1. 상관관계 및 산점도를 통한 동일 변화성 가정의 검토
DEA의 기본가정 중 하나는 동일 변화성(isotonicity) 조건이다. 이는 하나의
투입이 증가하면 다른 산출이 감소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하나의 산출이라도 증가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서, 투입과 산출관계에 대한 기본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길곤, 2017: 272). 이는 투입 및 산출요소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음 [표 4-2]에서는 투입 및 산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대체로
투입 및 산출요소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해 투입의
증가에 따라 산출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DEA의 기본 가정인
동일 변화성 조건을 위반한다는 결정적 증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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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투입 및 산출요소의 상관관계
투입
분류

투입

산출

산출

자료 수 좌석 수 직원 수 예산규모 이용자 수 대출건수

문화행사
참가자 수

자료 수

1.00

0.69

0.69

0.68

0.70

0.67

0.61

직원

0.69

1.00

0.79

0.74

0.74

0.72

0.51

예산규모

0.69

0.79

1.00

0.83

0.78

0.76

0.59

좌석 수

0.68

0.74

0.83

1.00

0.71

0.72

0.59

이용자 수

0.70

0.74

0.78

0.71

1.00

0.89

0.65

대출건수

0.67

0.72

0.76

0.72

0.89

1.00

0.63

문화행사
참가자 수

0.61

0.51

0.59

0.59

0.65

0.63

1.00

주1)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보다 자세히 고찰하기 위해 산점도를 통한 시각화를 통해 나타내보고자
한다. 다음 [그림 4-1]에서는 각 투입 및 산출변의 상관관계를 산점도를 통해 나타내
었다.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로그변환을 수행하였
다. [표 4-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대체로 투입요소가 증가할 경우 산출요소도
증가하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산점도상 소수의 이상치(outlier)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향후 효율경계를 왜곡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
에 향후 분석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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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투입 및 산출요소의 산점도

자
료
수

좌
석
수

직
원
수

예
산
규
모

이용자 수

대출건수

문화행사 참가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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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질성 가정에 대한 검토
DEA 분석의 동질성(homogeneity) 가정은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DMU간의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가정으로, 이는 투입 및 산출 요소의 유사성 또는 변수
규모의 유사성, 그리고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의 유사성 등 세 가지로 해석
될 수 있다(고길곤 2017: 261 ~ 262). 이 중 투입 및 산출 요소의 유사성에 대해서
는, 분석대상인 경기도 공공도서관이 인력과 자료, 예산 등 동일한 투입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부환경의 유사성은 공공도서관의 성격상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역시 만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은 투입 및 산출 요소 규모의 유사성이다. 이러한
변수 규모의 유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규모에 따라서 시설 운영의 행태
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작은도서관과, 대규모의 시청각 자료와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
는 지역거점도서관의 운영 행태가 유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규모로
이러한 도서관의 규모를 분류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핵심
적인 산출요소인 도서관 이용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수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
을 통해 분석대상 도서관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분석대상 도서관의 투입
요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구성할 수 있다.

이용자 수     자료 수   좌석 수 
  직원 수   예산규모   
이 회귀분석의 결과를 다음 [표 4-3]에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모든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며, 각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인 이용자
수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변수는 직원 수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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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이용자 수(로그))
회귀계수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Y 절편

4.629

0.403

11.481

0.000***

자료 수(로그)

0.300

0.029

10.177

0.000***

좌석 수(로그)

0.306

0.036

8.486

0.000***

직원 수(로그)

0.576

0.046

12.647

0.000***

예산규모(로그)

0.059

0.035

1.674

0.094*

주1) N = 1,348, F = 724.4(p-value = 0.00), R2 = 0.683
주2) 모든 자료는 로그환산하여 산정하였음
주3)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종속변수의 변동에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표 4-4]에는 3종제곱합을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종속변수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원 수이며, 그 다음으로 자료수, 좌석수임을 알
수 있다. 예산규모는 자료 수와 직원 수 변수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향후 DMU의 유형분류를 위한 분석에서는 자료 수와
좌석 수, 직원 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 4-4] 제3종제곱합(Type III Sum of Square)
회귀계수

제곱합

자유도

F-값

P-값

Y 절편

43.96

1

131.81

0.000***

자료 수(로그)

34.54

1

103.58

0.000***

좌석 수(로그)

24.01

1

72.01

0.000***

직원 수(로그)

53.34

1

159.94

0.000***

예산규모(로그)

0.93

1

2.80

0.094***

447.87

1343

잔차

주1) 모든 자료는 로그환산하여 산정하였음
주2)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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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자료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널자료로 구성되어있다. 만약 단
년도별로 유형구분을 수행할 경우, 단일한 도서관이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서관의 유형 구분을 적용할 때는,
분석대상 기간동안의 평균 자료 수, 좌석 수 직원 수에 근거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 4-2]에서는 이러한 평균 자료 수, 좌석 수, 직원 수의 산점도를 나타내
었다. 이를 보면 직원 수, 자료 수, 좌석 수 등에 다소의 이상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도서관과 특성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수 60명
이상, 자료 수 60만권 이상, 좌석 수 1500석 이상의 도서관은 이상점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4-2] 클러스터링을 위한 자료 수, 좌석 수, 직원 수의 산점도

자
료
수

좌
석
수

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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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은 K-means 분석에 따라 수행하였고, 최적의 그룹 수를 판단하기
위해 그룹 간 오차합과 총 오차합을 비교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변수의 규모간에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는 표준화(평균 0,
표준편차 1)를 수행하였다.
다음 [표 4-5]는 자료 수 및 직원 수에 기반하여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규모를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 구분한 결과이다. 유형 구분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그룹 간 오차합(Between Sum of Square)와 총 오차합(Total Sum of
Square)의 비율을 보면 그룹 수를 2개에서 3개로 변경할 때 16.283%p가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다. 반면 그룹 수를 4개 이상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이 비율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3개 → 4개: 5.330%p, 4개 → 5개: 4.082%p,
5개 → 6개: 2.650%p). 이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규모를 3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표 4-5]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
그룹 수

그룹 간 오차합(A)

총 오차합(B)

A÷B(%)

오차합 증가율(%p)

2

397.772

689.456

57.694

-

3

510.038

689.456

73.977

16.283

4

546.783

689.456

79.306

5.330

5

574.925

689.456

83.388

4.082

6

593.197

689.456

86.038

2.650

다음 [표 4-6]에서는 위와 같이 3개의 그룹으로 분석대상 도서관을 구분할 때
각 그룹별로 몇 개의 도서관이 구분되는지를 나타내었다. 1그룹이 가장 작은 수를
보이고, 2그룹과 3그룹은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4-6] 분석대상 그룹 수
그룹

1

2

3

계

대상 수(개)

135

33

110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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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4-3]에서는 이러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시각화로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좌석 수-직원 수와, 좌석 수-자료 수 분류는 일부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나
직원 수-자료 수 분류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세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직원 수 20명 이내 – 자료 수 20만권 미만의 소규모 도서관, 직원수
10명 ~ 50명 – 자료 수 5만권 ~ 30만권의 중규모 도서관, 그리고 직원 수 25명
~ 70명 – 자료 수 20만권 이상의 대규모 도서관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운영효율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4-3] 클러스터링 결과의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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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U 수에 대한 검토
DEA에 기반한 효율성분석에서 DMU의 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규모에 대한
수확가변(Variant Return of Scale) 모형을 적용할 경우 DMU 표본의 수가 작다면
효율성 값이 1로 평가되는 DMU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분석대상 DMU간 효율성
의 차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선행연구에서는 DMU의 수가
최소한 투입요소의 수(i)와 산출요소의 수(o)의 곱인 i × o개 이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Golany, B & Roll, Y. 1989, 고길곤(2017)에서 재인용), 이 수의
3배 이상(3 × i × o)이어야 한다는 주장(Dyson et al.(2001), 고길곤(2017)에서
재인용) 등이 있다. 그러나 실증적으로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합리적으로 제시되었
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구의 목적 부합성 여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분석대상 DMU의 운영효율성 상태의 상대적 격차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찰하려고 할 때 DMU의 숫자가 투입 및 산출요소 수와 비교할 때 작은 경우,
다수의 DMU 효율성이 1로 평가되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타 DMU에 비해 낮은 수준의 효율성을 보이는 소수의 DMU 검토가 목적인 경우,
DMU의 숫자가 그리 크지 않아도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2014년 ~ 2019년 패널자료로 구성되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형, 중형, 대형의 3그룹으로 구분하였고 그 수는 각각 650개,
504개, 194개이다. 또한 투입 및 산출요소의 수는 각각 3개로, 앞서 제시된 선행연
구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DMU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투입 및
산출요소의 수를 고려할 때 DMU간 효율성 격차를 고찰하기에 큰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분석대상 그룹 수
유형

소형

중형

대형

계

DMU 수(개)

601

531

216

1,348

주) 앞의 <표 >에서 나타난 총계 281개소가 분석대상기간인 2014년 ~ 2019년간 계속 운영되었다면 281 × 6
= 1,686 개소가 총계가 되어야 하나, 해당 기간동안 신규 개설 또는 폐쇠된 도서관이 존재하며, 일부 자료 누락에
따라 제외된 도서관이 존재하여 분석대상 도서관(DMU) 수는 총 1,34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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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분석
1. 전체 효율성 추이
다음 [표 4-8] 및 [그림 4-3]에서는 분석대상기간동안 유형별 경기도 공공도서관
의 효율성 추이 및 분포를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평균값을 보면 대체로 대형 유형
도서관이 높은 효율성 점수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중형 및 소형 유형 도서관의 효율
성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형･중형･소형 유형별로 별도의 효
율경계를 구성하여 효율성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동일 유형 내의 상대적 비교는
의미를 지니지만 유형 간 효율성 점수의 상대적 비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같은 유형 내에서의 연도별 효율성
추이와 상대적인 격차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림 4-3]을 보다 면밀히 고찰
할 필요가 있다.

[표 4-8]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유형별 효율성 추이
유형

대형

중형

소형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N
32
33
33
32
31
33
89
92
96
96
104
108
62
76
88
93
107
127

하위 25%
0.748
0.638
0.592
0.585
0.476
0.505
0.422
0.384
0.358
0.344
0.302
0.318
0.357
0.329
0.288
0.252
0.259
0.247

중위수
0.984
0.795
0.758
0.732
0.714
0.743
0.582
0.532
0.537
0.471
0.435
0.453
0.566
0.523
0.463
0.404
0.41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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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5%
1.000
0.922
0.885
0.864
0.811
0.919
0.790
0.731
0.650
0.602
0.589
0.599
0.850
0.717
0.626
0.619
0.638
0.659

평균
0.857
0.786
0.747
0.727
0.669
0.716
0.623
0.577
0.538
0.507
0.476
0.495
0.582
0.550
0.490
0.454
0.461
0.464

표준편차
0.198
0.170
0.184
0.189
0.208
0.236
0.234
0.241
0.211
0.225
0.213
0.235
0.286
0.263
0.256
0.257
0.264
0.267

[그림 4-4]의 각 점은 유형별 경기도 공공도서관 연도별 효율성 점수의 평균을
나타내며, 오차막대는 1표준편차 범위를 나타낸다. 먼저 연도별 효율성 점수의 추세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대형･중형･소형 유형에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평균적인 효율성 수준은 약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앞서 기술통계 분석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인력･예산･장서 수 등의 투입요소는
증가 추세에 있는 데 반해, 1개소당 이용자 수 등의 산출지표가 전반적으로 감소하
는 것과 부합하는 결과이며,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해석
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림 4-4] 분석대상 유형별 효율성 전체 추이

주) 각 점은 유형별 및 연도별 효율성 점수의 평균을, 오차막대는 1표준편차 범위를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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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4-4]에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대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효율성
점수의 평균적 수준이 중형 및 소형 도서관보다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분석의 전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 유형별로 서로 다른 효율경계를 기준으로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형 유형 도서관이 평균적으로 소형 유형의
도서관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보다는 각 유형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도서관 간의 효율성 격차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 대형 유형 공공도서관의 평균적인 효율
성 점수가 높게 나타남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도서관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을 시사한다. 반면 소형 유형의 경우 평균적인 효율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도서
관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유형별 효율성 추이의 세부적인 분석
본 절에서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대형, 중형, 소형 분류별로 효율성 추이가 어떻
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수준 또는 상대적 격차를 고찰하기보다는 공공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기간의 효율성 변화 추이와 그 영향요인을 고찰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에 따라
개별 도서관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1) 대형 유형
다음 [그림 4-5]에서는 대형 유형으로 분류된 33개 도서관의 분석기간 내 운영효
율성수준과 변동을 효율성점수 평균과 1표준편차 범위로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대형 유형에서 분석기간동안 가장 높은 효율성 수준을 보여준 도서관은 용인시,
구리시, 수원시, 군포시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도서관들은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 비교적 적은 자료 수, 직원 수, 좌석 수, 예산규모로 많은 이용자수, 대출건수,
문화행사 참가자수를 산출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형 유형에서 분석기간동안 낮은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준 도서관은 수원
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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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대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효율성점수 변동

주) 각 점은 유형별 및 연도별 효율성 점수의 평균을, 오차막대는 1표준편차 범위를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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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관별 효율성점수의 변동을 기간별로 보다 상세하게 고찰하기 위해 다음
[그림 4-6]에서는 대형 유형의 공공도서관의 기관별 효율성점수를 연도별로 제시하
였다. 이를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인시의 대형 1도서관, 구리시의
대형1도서관의 경우 꾸준하게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이렇듯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반면 광주시 대형 1도서관, 성남시 대형 1도서관 등은 효율성 점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전체적인
효율성 수준과 추세 및 영향요인을 고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개별 도서관의 효율성
수준 및 격차와 그 영향요인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도서관은 향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운영효율성 저하의 원인 및 개선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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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대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기관별 효율성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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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형 유형
다음 [그림 4-7] 및 [그림 4-8]에서는 중형 유형으로 분류된 110개 도서관의
분석기간 내 운영효율성수준과 변동을 효율성점수 평균과 1표준편차 범위로 나타
내었다. 먼저 주목할 것은 대형 유형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효율성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유형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효율성 평균값을 보이는 기관이 0.405수준이었으나 중형 유형에서는 0.207
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유형에 비해 중형 유형의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효율성 개선
의 여지가 보다 높음을 시사한다.
중형 유형에서 분석기간동안 가장 높은 효율성 수준을 보여준 도서관은 성남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도서관들은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
비교적 적은 자료 수, 직원 수, 좌석 수, 예산규모로 많은 이용자수, 대출건수, 문화
행사 참가자수를 산출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형 유형에서 분석기간동안 낮은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준 도서관은 고양
시, 안산시, 남양주시, 가평군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별 효율성점수의 변동을 기간별로 보다 상세하게 고찰하기 위해 다음
[그림 4-9] 및 [그림 4-10]에서는 중형 유형의 공공도서관의 기관별 효율성점수를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고찰하여
보면, [그림 4-9]의 김포시 중형 2, 김포시 중형 4, 성남시 중형 1, [그림 4-10]의
화성시 중형 4와 같이, 최근에 개설된 도서관의 효율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해당 지역에 신설된 중형 유형의 도서관이 비교적 적은
투입으로 높은 수준의 산출을 보이는 것으로, 입지 선정 및 운영이 합리적으로 수행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용은 현장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형 유형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수원시 중형 5, 남양주시 중형 7과 같이
효율성점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또는 수원시 중형4, 남양주시 중형
6, 포천시 중형1, 하남시 중형2와 같이 효율성점수가 낮은 수준에서 고착된 공공도
서관이다. 이러한 도서관들은 향후 면밀한 현장조사와 운영현황점검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개선 방안을 고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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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중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효율성점수 변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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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대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효율성점수 변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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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중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기관별 효율성점수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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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중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기관별 효율성점수 추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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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형 유형
다음 [그림 4-11] ~ [그림 4-13]에서는 소형 유형으로 분류된 135개 도서관의
분석기간 내 운영효율성수준과 변동을 효율성점수 평균과 1표준편차 범위로 나타
내었다. 먼저 주목할 것은 대형 유형 및 중형 유형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효율성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효율성 평균값을 보이는 기관이 대형 유형에서는 0.405, 중형 유형에서는 0.207
수준이었으나 소형 유형에서는 0.091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큰 격차가 과연
경영상의 요인인지, 아니면 소형 유형에서 상대적인 시설 규모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지 여부 등은 향후 연구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형 유형에서 분석기간동안 가장 높은 효율성 수준을 보여준 도서관은 부천시,
하남시, 파주시 등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도서관들은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
비교적 적은 자료 수, 직원 수, 좌석 수, 예산규모로 많은 이용자수, 대출건수, 문화
행사 참가자수를 산출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형 유형에서 분석기간동안 낮은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준 도서관은 양평
군, 의정부시, 포천시, 오산시 등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별 효율성점수의 변동을 기간별로 보다 상세하게 고찰하기 위해 다음
[그림 4-14] ~ [그림 4-16]에서는 소형 유형의 공공도서관의 기관별 효율성점수를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고찰하여
보면, [그림 4-14]의 부천시 소형 3, 시흥시 소형 5, 시흥시 소형 9 등 최근에
개설된 도서관의 효율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형
유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입지 선정 및 운영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형 유형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시흥시 소형 7, 이천시 소형 2, 양주시
소형 1, 이천시 소형 2와 같이이 효율성점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또는 용인시 소형 4, 포천시 소형 4, 오산시 소형 3과 같이 효율성점수가 낮은
수준에서 고착된 공공도서관이다. 이러한 도서관들은 향후 면밀한 현장조사와 운영
현황점검 등을 통해 운영효율성 개선 방안을 고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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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소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효율성점수 변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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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소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효율성점수 변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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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소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효율성점수 변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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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소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기관별 효율성점수 추이(1)

제4장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분석∣79

[그림 4-15] 소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기관별 효율성점수 추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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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중형 유형의 공공도서관 기관별 효율성점수 추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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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지금까지는 DEA 분석결과로 도출한 효율성점수에 기반하여 대형, 중형, 소형
각 유형별 운영효율성 수준 및 변동을 고찰하였다. 공공기관의 관리적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기관 또는 유형의 효율성 수준 또는 추세･변동이라
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관리요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효율성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공공도서관의 운영효
율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종속변수의 특성 고찰
다음 [그림 4-17]에서는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적용될 효율성점수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을 통해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효율성점수는 최댓값인 1 부근에 가장
높은 빈도로 분포되어있어, 높은 수준의 음의 왜도(skew to the left)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에서 절단(trucated)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는 일반적인 회귀모형을 적용할 경우 적절한 모형 추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4-17] 종속변수(효율성점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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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차항에 대한 별도의 분포가정을 하지 않는 분위회귀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6년간의 기간동안 구성된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개체(공공도서관) 간 관측되지 않는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개체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2. 분위회귀모형의 기본이론

분위회귀모형은 별도의 분포가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상치에 대한 강건
성(robustness)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범조 2003). 이러한 분위회귀모형
의 이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
확률변수 Y의 중위수(median)은 Y의 편차절댓값의 합을 최소로 하는 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edian = argmincE|Y – c|
이러한 중위수는 확률변수 Y에서 중위수보다 작은 값의 비율이 50%이고, 큰
값의 비율이 1 – 0.5 = 50%이다. 이러한 중위수의 성질을 0 ~ 100% 사이로 일반화
하여 정의한 것이 분위수(quantile)이다. 즉, 확률변수 Y에서 특정값 qθ보다 작은
값의 비율이 θ이고, qθ보다 높은 값의 비율이 1 - θ인 값 qθ를 Y의 θ분위수(θth
quantile)라 정의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확률변수 Y의 편차절대값의 가중합을
최소로 하는 값 qθ로 정의할 수 있다.
qθ = argminc E[ρθ(Y-c)]
여기서 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는 참이면  아니면 을반환하는지시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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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률밀도함수 f(y)와 누적확률밀도함수 F(y)를 가지는 연속확률변수 Y에
대해,     를 최소로 만드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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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θ분위수 qθ는 F(c) = θ를 만족하는 c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회귀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면 분위회귀방정식의 회귀계수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rgminc E[ρθ(Y - Xβ)]

이러한 분위회귀모형의 또다른 장점은 분석대상 분위수의 설정에 따라 종속변
수의 수준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 예로, 중위수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분석대상 자료 중위수 기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게되지만 90분위수(90
percentile)을 기준으로 분위회귀모형을 구성할 경우, 상위 10%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10분위수(10 percentile)을 기준으로 분위회귀모
형을 구성할 경우, 하위 10%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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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성 영향요인 고찰을 위한 관리요인 변수
효율성 영향요인을 고찰하기 위한 관리요인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
다. 관리요인 변수는 앞서 DEA분석에서 적용한 투입 및 산출요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중복 우려가 있어 가급적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시말해 DEA분석
에서 투입 및 산출요소로 사용되지 않은 변수 중, 공공도서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다만,
DEA분석시에는 예산총액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관리운영비 등 재량적 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변수를 적용한다.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영향요인 또는 이용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DEA분석에 사용된 투입 및 산출변수를 제외
한 변수 중 관리적 요인에 관련된 변수를 효율성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재
명(2015)은 재정자립도와 운영기간, 지역 및 운영주체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관리적 요인으로
도서관의 연면적, 설립년도, 개관일수 및 시간, 직원 수, 장서 수, 자료구입비, 프로
그램 운영비, 문화프로그램 횟수를 적용하거나(권나현･송경진 2014), 이러한 변수
이외에 연간 증가 장서 규모를 적용하기도 하였다(최희곤 2009). 이 중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산 관련 변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
구 활용변수 이외에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된 변수들로 직원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관련된 정규직 비율과, 직원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격증 소지
자 비율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지는 않았으나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제3섹터인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정도가 기관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로서 자원봉사자의
규모를 또다른 변수로서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정규직 비율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관리요인 변수는 정규직 비율이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
전문역량 축적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사서 및 행정･사무관리인력의 고용안정성이
다. 이를 절대적인 규모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앞서 DEA분석에서 적용한 인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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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중복되므로,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체 인력규모 대비 정규직 인원
비율로 적용하고자 한다.
정규직 비율 = 정규직 현원 ÷ 전체 현원

2) 자격증 소지자 비율
공공도서관의 근무 인력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지표는 자격증 소지자의
규모이다. 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많을 경우 해당 도서관에 적절한 장서 구입, 이용자
프로그램 구성 등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의 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분석에
수행하고자 한다.
자격증 소지자 비율 = (준사서 수 + 2급 정사서 수 + 1급 정사서 수)
÷ 전체 현원

3)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공공도서관의 핵심 자원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구축하
는 데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자료구입비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자료구
입비의 경우 DEA분석에 사용된 예산 규모와 상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크기로 사용하기보다는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적용하고자 한다.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 자료구입비(도서 및 전자자료 등) ÷ 총 예산

4) 예산 대비 운영비 비율
인건비 및 자료구입비 이외에 각종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운영비 규모는 기관의 관리효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 역시 예산 규모
와의 상관성이 존재하여 절대적인 크기로 사용하기보다는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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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자 한다.
예산 대비 운영비 = 운영비(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 총 예산

5) 연면적(통제변수)
도서관의 연면적은 수용 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다만 도서관의
건립 이후에는 리모델링 증축 등의 비교적 어려운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적용하고자 하며, 기관 간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로그 변환을 적용한다.

6) 자원봉사자 수
최근의 공공기관 운영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고용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수행되기도 한다. 이에 분석대상 공공기관에서는 단순업무 등에
학생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자원봉사자 수를 관리요인의 변수
로 적용하며, 기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 로그 변환을 적용한다.

7) 배후인구(통제변수)
본 연구는 주요 산출요소로 공공도서관 이용자수 및 대출건수, 문화프로그램 참
가자 수를 제시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배후인구이다. 이를 통제
하지 않을 경우, 인구밀집지역에서의 도서관에서 효율성 영향요인이 정확히 분석되
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여야 영향요인을 정확히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공공도서관 인근의 배후인구를 통제변수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선행연구 분석에서 제시한 봉사권역 인구를
준용하여 배후인구를 설정하였으며, 그 기준은 비교적 인구밀집지역인 동 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반경 1㎞ 이내에 포함된 행정동 인구의 총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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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인구가 분산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반경 2㎞ 이내에
포함된 읍면 인구의 총계로 가정하였다. 또한 이 역시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
로그 변환을 적용하였다.

4.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다음 [표 4-9]에서는 분위회귀분석에 적용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을 나타내
었다. 먼저 종속변수인 효율성점수는 평균 0.547, 하위 25% 0.344, 상위 0.731로
나타나나, [표 4-9]에서 제시되지는 않지만 앞서 [그림 4-17]의 히스토그램 분포에
서 고찰한 바와 같이, 1에서 절단(trucated)되어있고 상당히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비율의 경우 평균 0.351을 보여, 대체로 약 1/3수준의 경기도 공공도서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3 이상의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평균 0.270으로
나타나며, 상위 25% 기관의 경우 0.345를 보인다. 이는 대체로 경기도 공공도서관
근로자 1/4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25% 기관의 경우 근로자 1/3이
자격증 소지자임을 알 수 있다.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의 경우 평균 0.115, 상위 25% 기관의 경우 0.135, 하위
25% 기관은 0.073을 보이며, 이는 대부분의 경기도 공공도서관에서 자료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임을 시사한다. 또한 예산 대비 운영비의 경우 평균
0.357, 상위 25%는 0.453으로 나타나며, 이는 앞서 분석한 자료구입비 비중을
고려할 때, 인건비와 더불어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대상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3,241㎡이고, 하위 25%는 1,526
㎡, 상위 25%는 4,190㎡로, 상위 25% 도서관의 연면적은 하위 25% 도서관 연면적
의 약 2.7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평균 357명, 하위 25% 5명, 상위 25% 468명으로 나타나며,
표준편차가 604로 나타나 변이계수가 1.69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아, 기관 간 편차
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배후인구의 경우 평균 89,291명으로 나타나며, 중위수(81,29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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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하위 25%(41,751명)과 중위수(81,291
명)의 차이(81,291명 – 41,751명 = 39,540명)와 상위 25%(124,186명)과 중위수
의 차이(124,186명 – 81,291명 = 42,895명)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댓값이 345,168명으로 극단
적인 값이 일부 존재하는 점은 향후 분석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주목할 점은 연면적, 자원봉사자 수의 경우 변이계수
가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며, 배후인구의 경우
일부 극단값이 존재하여 이를 그대로 분석할 경우 이상치에 의한 분석결과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해당 변수는 로그변환 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표 4-9]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변수명

N

중위수

평균

효율성점수

1,332

하위 25%
0.344

0.511

0.547

상위 25%
0.731

표준편차
0.258

정규직 비율

1,332

0.214

0.306

0.351

0.438

0.187

자격증 소지자 비율

1,332

0.167

0.241

0.270

0.345

0.157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1,332

0.073

0.095

0.115

0.135

0.077

예산 대비 운영비

1,332

0.249

0.334

0.357

0.453

0.157

연면적(㎡)

1,332

1,526

2,687

3,241

4,190

2,378

자원봉사자 수(명)

1,332

5

82

357

468

604

배후인구(명)

1,332

41,751 81,291 89,726

124,186

61,070

5. 분위회귀분석 결과
분위회귀분석은 95, 90, 75, 25, 10 분위수(percentile)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하위 분위수보다 상위 분위수에서 추가적으로 95분위수를 분석하는 이유는,
앞서 [그림 4-17]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효율성점수가 강한 음의 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효율성점수의 최댓값인 1에 분포가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 4-10]에서는 종속변수인 효율성점수의 상위 분위(상위 5%, 상위 10%,
상위 25%)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상위 5% 및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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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가 높을수록, 예산 대비 운영비가 높을수록 효율성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교적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효율성점수 상위 5% 및 10% 기관의 운영효
율성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시사점을 준다. 높은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효율
성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적자원의 전문성이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으
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의 경우 보다 다양한 자료를
많이 구비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이용자수, 보다 많은 대출 건수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되는 요인은 예산 대비 운영비 변수이다. 일반적인 상식으
로는 예산 대비 운영비가 높은 것이 비효율의 지표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는 분석대상 기관 중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효율성점수 상위 5% 및
10%, 25% 기관의 경우, 예산 대비 운영비가 증가할수록 효율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 이용자수, 대출 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행사
등을 보다 다채롭게 구성하여 참여자 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기관의 경우, 무조건 운영비 감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후반부인
현장조사 및 관계공무원 면담에서 보다 면밀히 고찰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또다른 변수는 자원봉사자 수이다. [표 4-10]의 모든 모형에서 자원
봉사자 수는 회귀계수 값의 절대적 크기는 비교적 크지 않지만 효율성 점수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하게 자원봉사자를 각 공공도서관에서
많이 운영할수록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순하게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현장조사 및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해 보다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제시될 수 있는 또다른 가설은, 다른 기관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에
서, 운영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원봉사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가설 검정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또다른 사항으로, 배후인구 규모가 종속변수인 효율성점수에 유의수
준 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의 부호를 지닌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것만으로 동 지역 반경 1㎞, 읍면 지역 반경 2㎞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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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인구로 나타낸 도서관의 배후 인구 규모가 종속변수인 효율성점수에 그다
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표 4-9]는 개체고정효과 패널
모형의 결과로서, 관측되지 않는 개체 간의 차이를 모두 통제한 후의 영향요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2)
[표 4-10] 분위회귀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1)
분류
절편
정규직 비율
자격증 소지자 비율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 대비 운영비
연면적(로그)
자원봉사자 수(로그)
배후인구(로그)
ρ모형
ρ절편
Psuedo R2(1-ρ모형/ρ절편)

상위 5% 기관
(95 percentile)
BETA
SE
2.117***
0.260
0.038*
0.020
0.064***
0.022
0.286***
0.034
0.071***
0.014
-0.080***
0.014
-0.021***
0.001
-0.039*
0.022
6.625
30.154
0.780

상위 10% 기관
(90 percentile)
BETA
SE
2.117 *** 0.358
0.038
0.028
0.064 ** 0.031
0.286 *** 0.047
0.071 *** 0.020
-0.080 *** 0.019
-0.021 *** 0.001
-0.039
0.031
13.24934
60.30715
0.780

상위 75% 기관
(75 percentile)
BETA
SE
1.836***
0.456
-0.018
0.035
0.041
0.039
0.331***
0.059
0.068***
0.025
-0.072***
0.024
-0.019***
0.002
-0.016
0.039
29.041
121.213
0.760

주1) N = 1,348, ρ모형은 각 회귀모형의 분위수에 따른 가중잔차합을, ρ절편은 절편만 있는 회귀모형의 분위수에 따른
가중잔차합을 의미하며, 개체고정효과가 적용되었음
주2)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다음 [표 4-11]에서는 중위수(50 percentile) 및 효율성점수 하위 분위수 기준의
분위회귀모형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앞서 분석한 효율성점수 상위 분위수와는
달리, 자격증 소지자 비율,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 대비 운영비 등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는 각 모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의 경우, 상위 50%(중위수)
기관에서 유의수준 1%, 하위 10%기관에서 유의수준 10%에서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이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기관에서도 중요한
2) 본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고정효과를 사용하지 않은 pool model의 경우, 연면적(로그) 및 배후인구(로그)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측되지 않는 개체 간의 차이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배후인구 및 연면적이 종속변수인 효율성점수, 특히 이용객 수로 측정되는 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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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주목해야 하는 또다른 점은 하위 10% 기관의 경우, 예산 대비 운영비의 증가가
효율성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분석한 효율성점수 상위
기관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를 일관성의 결여로 해석하기보다는, 기관 고유의
관리요인에 따라 차별화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관리역량이 높은 기관에서는 운영비 증가가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관리역량이 낮은 기관에서는 운영비가 증가하더라도 이를 적절하
게 사용할 역량이 부족하여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수의 경우, 앞서 [표 4-10]에서 나타낸 효율성 점수 상위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의 증가가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일관되고 유의미
하게 나타낸다. 이는 앞서의 분석이 효율성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
한다. 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장조사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1] 분위회귀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2)
분류
절편
정규직 비율
자격증 소지자 비율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 대비 운영비
연면적(로그)
자원봉사자 수(로그)
배후인구(로그)
ρ모형
ρ절편
Psuedo R2(1-ρ모형/ρ절편)

상위 50% 기관
하위 25% 기관
(50 percentile)
(25 percentile)
BETA
SE
BETA
SE
2.057***
0.530 1.401***
0.445
-0.004
0.041 0.030
0.034
0.026
0.046 0.010
0.038
0.185***
0.069 0.072
0.058
0.014
0.029 0.000
0.024
-0.159***
0.028 -0.040*
0.024
-0.018***
0.002 -0.012***
0.002
0.018
0.046 -0.027
0.038
35.700
25.676
142.093
102.298
0.749
0.749

하위 10% 기관
(10 percentile)
BETA
SE
1.159***
0.277
0.040*
0.021
-0.007
0.024
0.063*
0.036
-0.027*
0.015
-0.039***
0.015
-0.012***
0.001
-0.004
0.024
11.192
51.141
0.781

주1) N = 1,348, ρ모형은 각 회귀모형의 분위수에 따른 가중잔차합을, ρ절편은 절편만 있는 회귀모형의 분위수에 따른
가중잔차합을 의미하며, 개체고정효과가 적용되었음
주)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 4-18]에서는 위 [표 4-9] 및 [표 4-10]에서 제시한 분위회
귀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해, 종속변수의 각 분위별 회귀계수 및 95% 신뢰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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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X축은 종속변수인 효율성점수의 분위(quantile)을 나타내며, Y축은
해당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와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특히 신뢰구간의 경우, 특정
분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신뢰수준 95%에서 유의미한 회귀계수임
을 나타낸다. 한 예로 자료구입비 비율 변수의 경우 상위 50% 이상 분위에서는
명확하게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분위에서 정규직 비율은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사하게 자원봉사자 수의
경우, 모든 분위에서 효율성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운영비 비율의 경우, 낮은 하위 10%미만 등 분위수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상위
25% 이상의 분위수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18] 주요 변수의 분위별 회귀계수 및 95% 신뢰구간

자격증 소지자 비율

자료구입비 비율

운영비 비율

자원봉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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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질적 분석을 위한 심층인터뷰
제1절 심층인터뷰의 목적 및 대상
1. 심층인터뷰의 목적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패널자료에 의거하여
정량 분석(quantitative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양적 분석을 통해 거시적
인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운영효율성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그 영향요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을 기점으로 무기계약직의 비중과 1인당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
고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은 대체로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으며,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운영효율성이 증가하는 등의 분석결
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정량 분석만으로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균형있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거시적인 관점의 정량적 분석은
분석 대상의 전반적인 특성과 변동을 이해하기 쉽게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제로 개별 도서관 한 곳 한 곳이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정보는 얻기 어렵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영향요인(독립변수)이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분위회귀분
석을 통해 운영효율성이 높게 나타나는 공공도서관과 낮게 나타나는 공공도서관의
영향요인이 차별적으로 적용됨을 보였으나, 이러한 분석 결과가 과연 실무 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증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일부
도서관을 방문하여 사서직 공무원들과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심층인터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에 따른 현황분석･DEA
분석 결과에 의거한 운영효율성 분석･효율성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현장 실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DEA분석 결과 높은 수준의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도서관과, 반대로 낮은 수준의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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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정량적 분석에서 제시되는 영향요인의 실질적 영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정량적 분석에서 제시되지 않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수준
및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 등을 보다 심도있게 제시하고자 한다.

2. 심층인터뷰의 대상
심층인터뷰의 대상은 대형 및 중형 유형에서 높은 수준의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공공도서관과 낮은 수준의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공공도서관을 계획하였다. 최초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 계획시 대형･중형･소형 각 유형별로 운영효율성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 2~3개소를 방문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 수행에 상당
한 어려움이 있어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심층인터뷰는 2021년 7월 6일 ~ 7월 12일 사이에 대형 유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공공도서관 1개소와, 가장 낮은 수준의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공공도서관 1개소, 그리고 중형 유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1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다만 중형 유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정책 등의 이유로 방문 및 인터뷰가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며, 전화를 통해 간단
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만 사서들이 순환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심층인터뷰 대상이 근무하는 도서관
의 기초지자체만 특정하더라도 대상자의 익명성이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음 [표 5-1]에서는 이러한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대상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비교적 짧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소한의 사항만을 확인한 중형 1의 높은 운영효율
성을 보여준 기관의 사서공무원을 제외하면 총 3개소 6인의 사서공무원과 심층인터
뷰를 수행하였다. 심층인터뷰에는 1개소 또는 1명당 약 1시간 내외의 시간동안
수행되었다. 심층인터뷰 대상 5명 모두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업무
경력은 19년이었다. 다시말해 본 심층인터뷰는 비교적 높은 경력의 사서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98∣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표 5-1] 심층인터뷰 및 전화 확인 대상
유형

운영효율성

대상

비고

대형1

높음

1명

심층인터뷰(사서자격증 소지, 경력 18년)

대형2

낮음

2명

심층인터뷰(모두 사서자격증 소지, 경력 18년, 13년)

중형1

높음

1명

전화인터뷰(사서자격증 소지, 경력 미확인)

중형2

낮음

2명

심층인터뷰(모두 사서자격증 소지, 경력 29년, 17년)

제2절 공공도서관 운영효율성에 대한 심층인터뷰
1. 좋은 공공도서관의 요건
심층인터뷰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적 분석을 위한 인터뷰 녹음 여부를
물은 뒤, 좋은 공공도서관의 요건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심층인터뷰
섭외 과정에서 대개의 경우 “운영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의 제목으
로 인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평가･감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경계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업무특성을 연구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여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 간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업무효율성에 관련된 질문을 할 경우 충분한 답변을 듣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일선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인력인 사서직 공무원
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공도서관의 형태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량적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공공도서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용자 관점에서의 접근이 있고, 공공도서관을 직장으
로 삼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질문하
였다. 실무자가 보는 좋은 공공도서관의 요건이 중요한 만큼,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
는 근로자가 좋은 직장이라고 느껴야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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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관점
먼저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은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한 좋은 공공도서관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도서관, 장서 수가 많은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가 많은 도서관이 아닐까요? 특히 도서관의 중심은 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해요. 요즘에는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이 많지만 무슨 문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은 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이 편하게 가서 원하는 자료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는 가까운 곳이 편리하게 언제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도서관이겠고요. 특히 신간이 많아야겠죠.”
“좋은 시설, 좋은 장서, 좋은 서비스를 하는 도서관이요.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 신간이 많은 게 좋은 서비스일거고요.”

심층인터뷰 대상자 모두 공통으로 많은 장서 수, 특히 신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공공도서관의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
하는 요인은 높은 접근성과 도서 중심의 문화프로그램이었다. 주목할 점은 정책의
변동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기존의 인식과 다르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좋은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요건에 대해 장서,
특히 책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층인터뷰의
첫 질문에 대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좋은 공공도서관의 요건 중 높은 우선순위
로 제시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사서직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센선스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심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또한 신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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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확충 요구는 곧 연간 장서구입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운영효
율성 영향요인에서,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의 비중의 증가가 운영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과 부합한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중 다음으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점은 많은
이용자와 높은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이다. 곧 보다 많은 이용자가 책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좋은 공공도서관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산출요소로서 이용객 수, 대출 건
수, 문화행사 참가자 수를 산정한 것이 비교적 타당함을 시사한다.

2) 근로자 관점
다음으로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좋은 공공
도서관의 요건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는 사서직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직결된 질문
이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사실 근로자의 관점에서 도서관이 좋은 직장은 아니에요(웃음). 일단 개관시간
이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과 비교할 때 너무 길어요. 특히 관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 직장은 아니죠. 문 여는 시간이 일단 길다보니 근로시간
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 현실은 열람실 내지는 공부방, 육아센터처럼 애들 시간때워주는데로 인식
하시는게 힘들어요. 도서관 업무를 잘 모르는 관장님들 오셔도 힘들고요.”
“사서자격증 소지 인력과 시설관리 인력이 모두 충분이 있어야죠. 운영시간이
길어서 충분한 인력이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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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점은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상당수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관점에서 좋은
공공도서관의 요건을 바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관점
에서 좋은 공공도서관의 요건을 충분한 인력의 공급으로 명확하게 대답한 경우는
전체 5명 중 1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심층인터뷰 대상자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어려움이었다. 그 이유로서 주로 제시된 것은 타 공공서
비스 시설에 비해 긴 개관시간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인력 부족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최고관리지인 관장의 업무이해도였다. 긴 개관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은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이 겪는 고충이다. 이러한 답변에서 특히 주목
할 것은 관장의 업무이해도이다. 그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 무슨 분실물이 생기거나 민원이 있을 때, 열람실이나 자료실에 방송
하라는 지시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거에요.”
“저희 지자체는 보통 퇴임을 앞둔 분들처럼 도서관을 잘 모르시거나 의욕이
높지 않은 분들이 관장으로 오세요. 이분들은 사서들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특히 도서관을 그냥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과 똑같이 간주하셔
서 그냥 시설관리만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서직이 한명 빠지면 뭐 남은사
람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별로 신경 안 쓰시는데 반해. 시설직이 한 명 빠진다
하면 정말 큰일났다 하시는거죠. 그냥 일반 서비스기관으로 보시는거에요.”

이러한 답변을 통해 공공도서관 최고관리자의 낮은 업무이해도가 근로자로서
사서들의 직무상의 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사서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한 운영효율성 강화,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공공도서관
의 최고관리자인 관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관장 임용을 활성화하거나, 비사서 공무원의 관장 취임시
직무교육, 매뉴얼 보급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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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도서관에서 중요한 투입과 산출의 검증
다음으로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에게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통
계의 코드북을 보여주면서, 공공도서관 운영의 관점에서 주요한 투입 및 산출변수를
개수의 제한없이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앞서 분석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DEA분석에서 사용한 투입 및 산출 변수의 적정성을 현장 실무자의
관점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심층인터뷰 5명이 선정한 공공도서관의 주요 투입 및 산출 요소의 빈도를 다음
[표 5-2]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중요한 산출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일치하는
반면, 중요한 투입에 대한 의견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먼저 산출
은 이용자 수, 대출 수, 행사 참여자 수를 공통으로 중요한 산출로서 일치된 의견으
로 제시하였다. 반면 투입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자료 수, 자료구입비, 직원 총계, 예산 총액 등이었다. 이를
앞서 수행한 DEA를 이용한 운영효율성 분석의 변수와 비교하면 산출 부문은 모두
일치하고, 투입 부문은 좌석 수와 같은 경우 주요 변수의 빈도가 그다지 높다 보기
어려우나 자료 수, 직원 총계, 예산 총액의 경우 주요 변수로 제시되어 비교적 합당
하게 분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료구입비가 높은 빈도로 제시되었는
데, 이는 운영효율성 영향요인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로서, 앞서 제시한 DEA 기반
운영효율성 분석과 영향요인 분석 등의 계량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이 비교적 합리
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2]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이 선정한 주요 변수

자료
수
5

좌석
수
1

직원
총계
3

투입
정규직 사서
수
수
1
2

예산
총액
3

자료
구입비
4

기타
운영비
2

이용자
수
5

산출
대출
수
5

행사
참여자
5

주) 밑줄 및 굵게 표시한 변수는 앞서 DEA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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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효율성 영향요인의 검증
다음으로는 분위회귀분석 결과로 제시된 운영효율성 영향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총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가 운영효율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 대상은 모두 합리적인 분석 결과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총 예산 대비 운영비의 비율의 증가가 앞서 [표 4-10] 및 [표
4-11], [그림 4-18]과 같이 운영효율성이 낮은 기관에는 부정적 영향을, 운영효율
성이 높은 기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는 답변과, 실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지는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답변이 공존하였다.

“음...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이 최근 몇 년동안 상향평준화 되어있긴 하지만
관리역량이라는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잘 하는데는 돈을 잘 쓰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직관적으로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기타운영비는 워낙에 지역차도 크고,
자료구입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운영비에 포함된 특정 시설의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일회성으로 몰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건 그러
한 도서관의 운영을 실제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사항같아서 이것만으로 말씀드리
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층인터뷰 결과로 볼 때, 총 예산 대비 운영비의 비율이 운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량적 분석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의 규모가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
였다. 다소 놀랍게도, 모든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해 일관되게
합리적인 분석결과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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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은 도움이 되요. 그렇지만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봉사시간 채우기
위해 시간만 때우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은 또 봉사시간만 채우면 바로
나가버리셔서 일을 가르치는게 시간 대비 효율적이지 않아요. 청소 말고 시킬
일도 없고. 되려 저희가 관리하는게 더 힘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워낙 인력이
부족한 도서관에서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라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자원봉사를 학생들이 점수따려고 오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요. 일을 가르치는
데 시간이 더 들고요. 모 지자체에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을 한 도서관도 있는데
그냥 엉망이 되더라고요.”
“자원봉사자 수도 너무 늘어나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인력이 부족한 도서관에
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이러한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은 단순히 봉사
점수를 채우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다 가는 경우의 비효율성이
다. 실제로 청소와 같은 단순업무 이외에는 지시하기도 어렵고 근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훈련시키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며
이에 따라 고유 업무시간까지 부족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단기 봉사인력이 왜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단서를 준다. 또한 주목할 점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도서관의 경우,
부족하나마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충분한 인력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에 비해 운영효율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는, 자원봉사 인력의 증가가
운영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운영효율성이 낮은 도서관이 자원
봉사 인력을 고용할 역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위회귀분석을 통한 운영효율성의 영향요인 분석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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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적 요인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적 요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는 본 연구 전반부의 정량적 분석에서 도출하기 어려운 관리적 요인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업무수행시의 어려운 점, 최근의 공공도서
관 정책에 대한 생각과 운영효율성 향상 방안 등을 질문하였다.

1) 업무시 어려운 점
먼저 공공도서관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
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주요 답변은 다음과 같다.

“결국 대민서비스 기관이다 보니 과도한 민원이 어렵죠. 물론 도서관 오시는
분들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점잖으신 분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가끔
정말 너무한 분들도 계시죠.”
“사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정업무가 점차 과중되는 게 힘들죠. 특히 때때로 갑자
기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계획 만들어내라 하실 때가 힘들어요.”
가장 먼저 꼽는 어려움은 과도한 민원과 과중한 행정업무이다. 대민서비스 기관
의 본질상 과도한 민원에 대한 어려움은 피해 갈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다만
대부분의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은 그래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도서관에 오는
이용객들이 과도한 민원의 빈도가 낮은 편임은 인정하는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혹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은 이들에게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또한 사서들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 특히 새로운 기획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었다. 특히나 이는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에게서 반복되는 언급으로, 책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에서
사서들만이 다루는 고유한 분야의 업무가 엄연히 존재하며, 이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확고하였다. 반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운영에
106∣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필요한 행정업무에 대한 거부감, 특히 기획관련 업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으며
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서 업무 이외의 업무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었다. 이는 기관의 운영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서들의 직무
만족도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제한된 심층인터뷰의
언급으로만 과연 사서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과도한지,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본 연구에서
모두 결론내릴 수는 없다. 다만 향후 사서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한 기관 운영효
율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논점으로, 사서직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와 행정업무의 질과
양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상 어려운 점으로 주목해야 할 또다른 쟁점으로, 현 정부에서 수행된 공공부
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정량적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의 비중 및 1인당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렇게 답변하였다.

“저희(도서관)는 무기계약직이 없고 용역을 써요. 다른 도서관은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 선생님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딱 정해진,
매뉴얼상 규정된 업무 이상은 안하세요. 예산을 다루시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는 너희 정규직 많이 만들어줬으니 이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하고
그만큼의 행정업무가 사서들에게 더 추가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해진 일
말고는 하질 않으시는데 저희에겐 추가적 업무가 더 부가되다보니 이분들과 함께
도서관 관련 업무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비정규직을 계속 썼다면 매년 계약하고 그런 행정 잡무가 많았을텐데
그거 줄은 건 좋은 일이에요. 이분들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되었기도 하고요. 하지
만 저희 지자체의 경우에는 시청, 구청 이런데와 통합해서 공무직 선생님들을
무작위로 순환발령 내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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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인력의 고용형태, 구조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체계가 개발･보급되지 않은 괴리이다. 비정규직이 대개 “공무직”이라는
직함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대개 이들이 업무
매뉴얼상 규정된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추가적인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
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은 주어진 직무만
수행할 뿐, 기관의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데다가, 이러한 공무직의 고용으로
인해 사서들의 업무가 경감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서들에게 행정 및 기획 업무가
기존보다 과도하게 부여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문제제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뛰어넘
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의 고용형태
및 구조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기존의 사서직 공무원들이 어떠한 형태
로 협업을 수행하고 보다 나은 운영성과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관리
방안의 부재한 것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주어진 매뉴얼상 규정된 최소한
의 업무만 수행하는 데 익숙한 공무직 직원들과, 포괄적인 기획･행정･사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정규직 사서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에 대한 체계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 또는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체계적인 인사
관리의 대상으로 편입되며, 순환근무로 인해 전문성이 훼손되는 경우 역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지자체에 한정된 사항이긴 하나 직무에 상관없이
공공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순환근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현재 경기
도의 사서직 공무원들과 같이1) 동일 또는 유사한 기관에 한해서만 순환근무를 수행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근로자로서 좋은 도서관의 요건 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기관의 최고관리자인 도서관장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고관리자인 도서관장의 부적절한 판단이 기관의 운영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일부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현재 경기도 및 산하 기초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해당 기초지자체 내의 공공도서관에 한해서
만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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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이 오시면 우선순위의 합리성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디 (시청 등에) 행사가 있다고 도서관
필수 운영인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착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사례도 있어
요. 도서관의 특성상 경비용역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뭐 필요하냐, 그냥 자원봉
사자로 돌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경비용역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다 대체하라고 지시하고 운영한 적도 있어요.”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임용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에게
최소한의 운영매뉴얼 보급 및 교육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다음으로 도서관의 운영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먼저 운영효율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기관의 사서들에게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일단은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경기도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에
서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말정말 입지가 중요해요.
인근에 중고등학교, 학원, 대형 아파트단지가 있느냐 이런거죠.”
“사실 인구밀집지역이나 교육열 높은 곳에 있으면 그게 다에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용하세요.”2)
앞서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의 비율이 운영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결과라고 답변했던 것과는 반대로, 운영효율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나는 기관의 사서들은 입지 이외에 자신들이 근무하는 공공도서관만의 고유한 관리
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경기도 공공도서관이 평균적으

2) 심층인터뷰를 거절한 중형 유형의 높은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에서 짧게
언급한 내용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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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수준에서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의 별도의 관리적 요인이 두드러지
게 존재하기보다는 어느 입지에 위치하느냐가 주요 산출, 이용객 수, 대출 수, 문화
행사 참가자 수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운영효율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나는 기관의 사서들도 유사하게 답변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입지가 별로 안 좋죠. 교통도 안 좋고 아파트 단지하고도
떨어져있고. 저희 시에 다른 데는 저희보다 훨씬 많이 오세요. 입지가 정말 절대적
으로 중요하죠. 관리적 요인 말씀하시는데, 관장님들이 보통 그걸 신경쓰시지도
않고 해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 특히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이 인근에 존재해
서 이용객 유치가 좀 어려워요. 이를 극복하려고 다문화 행사나 외국어 서적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용자 증가가) 힘들죠.”
이러한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은 향후 신규 도서관 건립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여타의 관리적 요인보다도 무엇보다도 입지가 기관의
운영효율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인구 비밀집 지역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으나,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입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또다른 지적으로 성과평가와 보상과의 연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심층인터뷰 대상자 중 1인은 이러한 지적을 한 바가 있다.

“보면 관리자들이 정말 시군평가에는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도서관평가를 저
희도 받거든요. 우수 받으면 기분 좋고 그러긴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이거 잘
받아봤자 뭐 기분좋고 끝이지 돌아오는게 없으니 시군평가와 같이 (기관장 또는
관리자 등이) 신경을 쓰지 않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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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사전적 통제를 지양하고 운영상의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
하고 사후적 평가를 통해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이를 보상과 연계하는 것은 신공공관
리론에 기반한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해왔다. 현재 도서관
평가가 존재함에도 그 결과가 기관운영 담당자들과의 보상이 연계되지 않은 것은
평가제도가 성과향상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혁신피로감의 확산 등의 부작용은 경계해야하겠으나 현재와
같이 평가제도가 존재함에도 성과평가와 보상의 연계가 부재함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최근의 공공도서관 정책에 대한 생각
다음으로 최근의 공공도서관 정책에 대한 생각을 크게 두 방향으로 질문하였다.
먼저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책의 보급으로 인한 변화이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물론, 다양한 IT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전자책이 공공부문에
보급이 확산되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확산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또는 복합청사에 포함되어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견해
를 질문하였다.

1) 전자책의 확산에 관한 견해
먼저 공공도서관에 보급되는 전자책에 관해 질문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전자책은) 최근에 늘기 시작했어요. 큰 규모는 아니고요, 문제는 좋은 책이
전자책으로 잘 안 나온다는거죠.”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이 크진 않아요. 아마도 공공도서관 앱을 쓰시기보
다는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 같은 민간업체 앱을 많이 보시는게 아닐까 해요.
중요한 건, 좋은 전자책이 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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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인 답변은 전자책이 그렇게 의미있게 큰 규모로 보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는 점과, 정작 좋은 책이 전자책의 형태로 잘 안 나온다는 점이었다. 앞서 정량적
분석에서 2019년 기준으로 비도서 자료가 경기도 공공도서관 전체 자료의 3.48%
수준이고, 전자자료의 구입비가 비도서 자료의 22% 수준인 점과 일맥상통하는 답변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 등에서 최신 트랜드로 제시되는 전자책의 확산이
공공도서관에서는 아직 제한적이며, 그에 대한 중요한 이유로 좋은 책이 전자책의
형태로 잘 출판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향후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규모 기반의 양적 확대와 함께, 좋은 책의
전자책 발간이라는 질적 수준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특히 전자책의 경우, B2B 형태로 거래되며 동시접속자(대출자 수) 등을 차등적
으로 판매할 수 있어 일반 도서에 비해 높은 가격이 부과됨을 고려할 때 국내 출판시
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호대차와 작은도서관의 확산에 관한 견해
앞서 기술통계 분석상에서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근의 도서관 건립 추세
는 작은도서관이 보다 빈번하게 건립되는 데 있다. 이러한 추세에는 여러 가지 요인
들이 작용하고 있으나 상호대차의 확산으로 인해 대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전보다는 낮아졌다는 견해도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상호대차
의 이용 빈도와 함께, 작은도서관의 확산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12∣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상호대차의 절대적 규모 이용빈도는 낮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호대차는
정말 쓰시는 분들만 쓰시는게 보통이에요.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의 특징은, 자기
가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으면 상호대차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다른
도서관 가시거나 안오세요. 그러니 작은도서관이 중･대규모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상호대차는 쓰시는 분들만 쓰시죠. 숫자는 많아도. 상호대차로 인해 작은도서
관만 지어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도서관이 대여소는 아니잖아요? 실제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원하지 않으세요. 와서 책도 보고 노트북도 하고 문화프
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하시죠. 최근의 트랜드는 복합적인 평생
학습과 휴식 및 재충전 기능인데, 작은도서관이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상호대차 많이 쓰세요. 중복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글쎄요... 작은도서
관은 이용자들의 수요에 잘 부합하진 않죠. 도서관에 시민들이 원하는건 휴식,
공연, 전시, 음악회 같은 대규모 행사기도 해요. 규모가 작으면 확장성이 부족하고
메이커스 스페이스 등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기 어렵죠. 이용자들은 하루
종일 그 공간을 향유하길 원하세요.”

도서관 사서들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을 대규모 시설에 대한 선호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상호대차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한정되어있다는 점, 또한 도서관
이 단순한 도서대여점의 기능만 수행할 수는 없으며 소규모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중･대규모 시설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술통계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6년(2014년 ~ 2019년)간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도서관이 경기도 내에 신규 건립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건립되는 도서관도 보다 다양한 도서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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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에 대한 견해
심층인터뷰에서 확인된 또다른 주요 의견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공복합청사
내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어려움이다. 높은 운영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도서관의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최근에 보조금 받기가 좀 용이해서 복합청사가 많이 들어서는 추세인데요,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설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갈등이 꽤 있어요. 애매한 공용공간에 대한 책임
문제, 단순히 청소같은 것부터 행사 운영시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특히 정숙성
문제도 있고요. 도서관만큼은 복합청사 내 건립을 좀 지양해야하는게 아닐까
해요.”

도서관의 특성상 복합청사 내 건립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서직 특유의
이기주의적 현상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비용효율적이라는 장점은 물론, 한 장
소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공공서비스 기관들이 한 장소에 건립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관리요인적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이는 향후 후속 연구의 주요한 과제
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사서직 공무원으로서의 보람
모든 심층인터뷰의 마지막은 사서직 공무원으로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느냐는
질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공공도서관 운영의 핵심 인력인 사서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제시된 질문이다. 심층인
터뷰 대상자들의 주요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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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호응이 좋았던 행사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을 바라보는거. 특히
가을에 독서대전 행사를 주로 개최하는데요, 행사준비라는게 정말 너무 힘들어
요. 그래도, 부스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뿌듯해요.”
“새 도서관 생기면 기분 좋죠. 앞서 작은도서관 자꾸 생기는거 별로라고 말씀드
리긴 했지만 일단 뭐라도 열리면 좋아요. 또 뭐, 문화행사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고요.”
“항상 하루하루 보람차고 좋죠. 특히 저희 동네에 새 도서관 생길 때 좋고요.
제가 사실 이동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요, 여기 이 도서관 준비해서
개관할 때 정말 좋았어요.”
전문직 사서로서 이들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독서문화관련 행사에 많은 이용자
들이 참여할때라는 답변과 함께, 새 도서관이 개관될 때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답변은 사서라는 전문직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집행 업무 등에 사서직 공무원을
보다 많이, 빈번하게 활용하는 것이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이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
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다른 접근으
로, 앞서 지적하는 업무상 어려움인 과도한 행정업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을
설득할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행정업무의 수행이 고유서비스와 직결
되도록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용임을 시사한다.

제3절 분석의 시사점
지금까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정량적 분석에서 도출하지 못하는 관련된 정성적 요인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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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련된 주요 투입 및 산출변수의 검증과 관련하여, 산출변수는 모든 심층인
터뷰 대상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투입변수의 경우, 다소 이견이 존재하
였으나 DEA분석에 사용된 4개 변수 중 3개 변수(직원 수, 장서 수, 예산규모)를
다수의 심층인터뷰 대상자가 중요 변수로 간주하였으며, 나머지 1개 변수(좌석 수)
도 일부에서 중요 변수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연구에서 선정된 중요 투입 산출 변수
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검증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출된 운영효율성 점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도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영향요인도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자원봉사자 규모가 운영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매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둘째,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적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업무 수행과 관련
하여 어려운 점으로 과도한 민원과 행정업무의 과중화가 제시되었으며,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변화에 따른 인력의 고용형태와
구조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체계가 개발･보급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고관리자로서의 도서관 관장 업무이해도의 중요성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매뉴얼의 보급 등이 고려되어
야 한다. 무엇보다, 도서관 입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여타의 관리적 요인에 비해 이용객 확보에 있어서 입지의 중요성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신규 도서관 개관시 입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 평가가 존재함에도 그 성과평가의 결과가 보상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사서들의 의견과 제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자책의 보급은 아직 높지 않으며, 상호대차는 소수의 이용자들
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한 작은도서관의 지나친
확산은 재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확산되는 공공복합청사 내의 도서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향후 연구로서 공공복합청사의 운영관리 방안 모색
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사서들에게 좋은 도서관에 대한 생각과 업무상의 보
람을 질문하며 이들의 직무만족도 향상과 이를 통한 운영효율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
였다. 보다 많은 이용자들의 유치와 책 중심의 행사 보급･확산을 위해 관련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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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및 행정업무와의 연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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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인 경기도 소재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효율성의 수준･추이를 측정･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을 도출
하여 기 투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고찰,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 패널자료를 통한 운영 현황 분석, 경기도 공공도서관 규모
별 운영비 지출 표준모형의 도출, DEA분석에 근거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
율성 현황 및 추이 분석,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한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요인의 분석,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한 정량적 분석결과의 검증 및 운영효율
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 및 매커니즘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분석대상기간인 2014년 ~
2019년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나타내는 각종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지자체별 공공도서관 수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도서관 간 자료규모 및 이용객 수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대출 총계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서 대출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기준 규모에 따라
필요인력 및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 지출에 대한 운영비 표준모형을 제시
하였다. 이는 향후 신규 공공도서관 투자의 의사결정단계에서 준공 후 해당 지자체
의 예산 부담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
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DEA 메타효율경계 분석을 통해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연도별 수준 및 추이를 도출하고, 평균적인 운영효율성이
정체 및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였다. 넷째,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으로서 총 예산대비 자료구입비의 증가는 긍정적 영향을, 자원봉사자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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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특히 예산 대비 운영비의 경우, 높은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기관과 낮은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기관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운영중인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량적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에 대해 심층적으
로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한 검증 결과 정량적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
을 보다 강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변화에
따른 인력의 고용형태와 구조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체계가
개발･보급되지 않은 점 등이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관리운영 개선 방안
및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사서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향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운영효율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에 따라 예산배분 및 관리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의 비중은 거의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운영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자료구입비에 우선할 필요성을 시사
한다.
둘째, 자원봉사자 규모는 운영효율성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도서관 운영 현장에서 중･고등학생 등 단기 자원봉사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현장 혼란 및 인수인계･직무교육 업무의 과중 또는 만성적 인력부
족 기관의 불가피한 의존 등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공도
서관의 자원봉사 지원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단기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자원봉사자가 주로 활동할 수

122∣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주목할 것은 심층인터뷰에서
성인 독서동아리 회원들의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요건 및 직무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동의
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에 한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동시
에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관에
대한 인력지원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목할 사항으로 총 예산대비 운영비의 비중이 있다. 분위회귀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결과 운영효율성이 낮게 나타나는 기관의 경우 총 예산대비 운영비의
비중이 낮을수록 운영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운영효율성이 높게 나타
나는 기관의 경우 총 예산대비 운영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운영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운영비의 규모가
낮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기존의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로서, 본 연구의
계량모형에 포함되지 않아 관측되지 않은 관리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총 예산대비
운영비의 규모가 운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관 특성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다시말해, 운영이 잘 되는 기관은 추가적인 운영비가 투입될 때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기관은 추가적인 운영비가 투입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차등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계량분석 결과에 대해, 심층인
터뷰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긍정적 반응과, 이 결과에 의문을 표하는 부정적 반응
이 동시에 나타남을 고려하여, 이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정책 및 평가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층인터뷰에서 제시되는 사서직 공무원들이 제시하는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언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의 최고관리자로서 관장
의 전문성 향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고용형태와 인력구조가 변화되었음
에도 이에 부합하는 합당한 협업 방식이 개발되지 않은 것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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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및 그 영향요인
을 정량적으로 도출하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그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그럼
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운영효율성을 투입과 산출이라는 기술적 효율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의함
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다양한 정체성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
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이중적 사명(double bottom line)
중 경제적･재무적 사명에 한정된 것으로, 공공적 사명 부분은 그다지 높은 수준으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한정하여 개별 기관 운영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총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공적 사명에 대한 후속연구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으나 그 대상이 고년차 사서직에 한정되어 공공도서
관 운영의 또다른 중요한 인력인 일반행정직 및 시설직 등의 의견이 배제되어있다.
균형있는 관점에 의거한 정책생산을 위해서는 이들의 관점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셋째,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공공도서관 정책도
큰 폭의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의 대상기간은 2014년 ~ 2019년
에 한정되어 최근의 정책변화를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다 적확한
공공도서관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의 타당성･신
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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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measured the level
of operational efficiency of public libraries in Geyonggi from 2014 to
2019. Second, the managerial factors that affect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public libraries are derived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ird, with those research results, we presented policy proposal
to enhance the efficient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were applied. First, we analyzed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definition and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Second, we considered the
operational status of public libraries in Gyeonggi with various variables
during target period, from 2014 to 2019. Third, we presented operational
efficiency levels and trends based on DEA meta-frontier analysis. Fourth,
we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public
libraries with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Fifth, in-depth interviews of
librarian were conducted to verify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and to
examine managerial factors affecting operational efficiency.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derived. First,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statistics of public libraries suggests that the gap in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grow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is improving, the number of books and materials
between libraries, and the number of users are decreasing. Second, a
standard model of operating cost was presented at the scale prescribed
by laws and related regulations. This model could be us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new public library investments. Third, we
showed that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public libraries in Gyeonggi
is stagnating or decreasing on average. Fourth, the ratio of book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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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urchase costs to total budget showed a positive effect to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public libraries. On the contrary, the size of
volunteers had negative effect. Fifth,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could be more robustly secu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earch results will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public libraries in Gyeonggi in the
future.

Keyword

Public Library, Oprational Efficiency, Data Envelopment Analysis, Quantile Regression,
Librarian, In-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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