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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문화란 책이 생산(출판)되고 축적(도서관)되며 소비되는(독서) 다양한 활동

들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주며, 결국 한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높

이는 일이다. 특히 책문화의 주체, 정책,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서

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책문화가 성장하거나 정체하거나 소멸한다. 따라서 도서관

정책, 독서정책, 출판정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건강한 책문화가 지속

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책문화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관점에서의 다양

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정책환경으로 좁혀 책문화생태계 관점

에서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기초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은 모두 책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책이 생산되고(출판), 축적되며(도서관), 소비

되는(독서) 점에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비교 연구’이다.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수립 기반이 된 법률 제정 시기

와 특징, 각 정책의 장기정책인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특징, 각 정책 소관 부처의 내용

과 특징을 살펴본다. 본 연구를 위하여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이론적 고찰을 하였

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우리나라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역사와 각 정책

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

책의 상생 방안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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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우리나라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역사는 1990년 문화부

가 신설된 이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법률 제정 시기와 5년마다 수

립하는 장기정책의 수립 시점과 추진 일정도 달랐다. 또한 출판 ‧ 도서관 ‧ 독서정책

을 통합 추진하는 조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유기

적인 연결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안을 제언

한다. 첫째, 정책 수립 초기부터 책문화 정책협력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책 

추진 과정 시 장단기 상호보완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통합적으로 수립 ‧ 조율 ‧ 시행하는 책문화정책 

콘트롤 타워 조직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가 책문화를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어

시스트하는 ‘지역주도 ‧ 중앙지원’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책

문화 정책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분석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책문화생태계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책문화, 책문화생태계, 출판정책, 독서정책, 도서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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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책문화(冊文化, Book-Culture)는 책과 문화의 결합이다.1) 책문화란 

책이 생산(출판)되고 축적(도서관)되며 소비되는(독서) 다양한 활동들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주며, 결국 한 국가의 문화경쟁력

을 높이는 일이다. 특히 책문화의 주체, 정책,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환

경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책문화가 성장하거나 정체하거나 

소멸한다. 따라서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

결되어 책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책문화가 성장한다

는 의미는 양질의 책이 생산되며, 양질의 책을 도서관에서 수서하여 도서

관 이용자들에게 공급하며, 결국 국민들이 좋은 책을 읽는 풍요로운 사회

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책문화를 생태계 이론을 접목하여 책문화가 건강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문화생태계는 책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독

자들 소비로 이어지는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즉 책문화생태계는 출

판, 서점, 도서관 등 업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

책, 우리 사회의 교육시스템, 정치 환경 등 책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과도 연관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2)

따라서 책문화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관점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필

1) 국내 문헌에서 ‘책문화’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 학술연구에서는 출판전문지 �출판

저널�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책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산의 서점 영광도

서를 소개했다(정혜옥, ｢부산지역 책문화의 터주대감 ‘영광도서’｣, �출판저널� 62권, 대

한출판문화협회, 1990, 19쪽). 이후 이중한, ｢취약한 책문화가 낳은 베스트셀러｣, �한국

논단� 14권, 한국논단, 1990, 122-129쪽., 강철주, ｢책문화의 최일선 심부름꾼 인천중

앙도서관 이동도서관｣, �출판저널� 93권, 대한출판문화협회, 1991, 4쪽. 등 책문화라는 

키워드로 출판, 서점, 도서관, 저술, 독서 등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결과들이 있다. 즉 책문

화라는 개념 속에는 출판, 서점, 도서관, 저술, 독서 등 책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윤희, ｢책문화생태계를 둘러싸고｣, �책문화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카모마일북스, 

2018,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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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정책환경으로 좁혀 책문화생태계 관점에

서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상생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출

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은 모두 책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

이 있으며, 책이 생산되고(출판), 축적되며(도서관), 소비되는(독서) 점에

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

구자는 책이라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출판과 도서관 그리고 독서를 통

합적으로 보고 건강한 네트워크를 통한 선순환을 지향하는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본 연구를 위하여 책문화생태계 관련 선행연구를 간략히 고찰하고, 현

재 우리나라의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역사, 각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출판정책, 도서관

정책, 독서정책의 상생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역사와 각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본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상생 방안은 무엇인가?

II. 책문화생태계 이론 고찰

생태계의 개념은 1990년대 이후 기업의 경영활동에 접목되어 상호작

용하는 조직이나 개념들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

tem)로 발전하였다.3) 생태계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기존에 관련된 플레

이어가 적을 때의 선형적이고 일방향적으로 관계를 보는 것이 더 이상 어

3) 최창현.정시구, �복잡계로 바라본 C-P-N-D ICCT 생태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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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되면서, 종합적이고 동태적으로 관계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4) 1996년 비즈니스 전략가인 제임스 무어(James Moore)

가 ‘산업(industry)’이라는 용어 대신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시장을 재정

의 하면서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다양한 산업에서 생

태계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생태계라는 용어는 

익숙하다. 

생태계의 흥망성쇠는 결국 외부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달렸

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달라지는 소비자의 니즈(needs)인데, 소비자의 

숨어 있는 니즈를 잘 파악하면서 혁신을 주도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혁신을 통한 새로운 생태계의 조성은 달라진 소비

자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도태되기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생

태계를 조성5)하기 때문에 생태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출판정책, 도서관정

책, 독서정책이 달라진 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책문화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책은 생태계 측면에서 보자면 동식물이 성장하고 살

아가는 자연 환경이다. 정윤희 ‧ 김기덕(2019)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선

순환을 위하여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자율적으로 

구동해야 하는데,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조율하며 도와주는 힘이나 기능

을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책문화생태계6)는 산업의 성장을 지속가

능하게 하며, 책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책이라는 유형 및 

무형 콘텐츠가 다양하게 기획 및 창작되고 독자인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출판(유통)-독서생태계의 가치사슬 네트워크, 정책, 기술적 환경들이 상

호작용함으로써 출판생태계와 독서생태계가 선순환하는 체계이다.7) 즉 

4) 김대호 외, �미디어 생태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3쪽.

5) 이대호 ‧ 오정숙, �ICT 생태계에서 산업 내 산업 간 혁신 전이 연구: 콘텐츠 산업을 중심

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18쪽. 

6) 책문화생태계 개념은 �출판저널� 500호(2017년 9월호) 특집좌담 ‘책문화생태계 모색과 

대안’이라는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7) 정윤희 ‧ 김기덕, ｢전자출판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책문화생태계 관점을 중심으

로｣, �한국출판학연구� 제86호, 한국출판학회, 2019, 9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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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문화생태계는 책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주체와 책을 소비하는 주체가 

존재하는데 이 주체들이 제대로 순환되도록 출판의 외적 환경(정부 정책, 

교육, 문화의식, 사회분위기 등)을 모두 포함8)한다고 볼 때 출판정책, 도

서관정책, 독서정책은 서로 연결되면서 상호작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

를 추구해야 한다. 즉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이 생산(출판)되고 

축적(도서관)되며 소비되는(독서) 과정들을 볼 때 정책의 흐름이 자연스

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1> 책문화생태계 구성도

출처 : 정윤희 ‧ 김기덕, ｢전자출판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책문화생태계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제86호, 한국출판학회, 2019, 75쪽.

8) 위의 글,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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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해보기 위

하여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관련 대표적인 법률인 ‘출판문화산

업진흥법’,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 제정 시기,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정책의 주요 내용, 정책 소관 부서를 살펴봄으로

써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특징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 한다.

출판, 도서관, 독서정책은 문화정책에 속한다. 문화정책은 인간에게 

본질적 ‧ 근원적인 문화에 관한 정책이며, 사회의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문화가 갖는 사회적 의의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9)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문

화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시각인 책문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정책은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하며, 문화생활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참여를 

확대시키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며, 문화다양성

을 진작시킴으로써 인적자원과 재정자원의 확대로 문화발전에 공헌하여

야 한다10)는 문화정책의 목적을 책문화정책의 가장 핵심인 출판정책, 도

서관정책, 독서정책이 함께 성취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기까지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 홍보와 체제 홍보를 담당하던 공보부로부터 시작된다. 정부

의 정책 홍보와 체제 홍보를 담당하던 공보부는 1968년 문화공보부로 개

편되어 문교부 산하에 있던 문화행정을 이관 받아 1990년까지 문화예술 

진흥업무를 총괄하였다. 1990년에 문화공보부는 문화부와 공보처의 두 

개 부처로 나뉘고, 1998년 공보실은 축소되었다가 2007년 폐지되었다. 

9) 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2006, 18-19쪽.

10) 정철현,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2005,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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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2003년 체육부를 흡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11) 

1. 출판 ‧ 도서관 ‧ 독서정책의 도입 흐름

<그림 2> 출판 ‧ 도서관 ‧ 독서 주요 정책 도입 흐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은 대

표적인 책문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림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됨으로써 문화정책 시대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1961년에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12), 1963년 

11) 김광식, �문화와 정책 지난 시대를 회고하다�, 시간의물레, 2013, 161쪽.

12) 국가기록원 홈페이지(archives.go.kr)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출판은 저자와 독자

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 지식의 보급, 사상의 전파, 문화유산의 전수 등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역사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주

로 통제의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진흥의 대상으로 변화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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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도서관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에 문화부가 신설되었고, 

1993년에 책의해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

되었고, 2002년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제1차 출판인

쇄산업진흥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2006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

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제2차 출

판문화산업진흥계획이 시행된다. 또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

회가 설립된다. 2009년에는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제1차 도서

관발전종합계획이 시행된다. 2012년에는 독서의해로 지정되었으며, 한

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고, 제3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이 시

행된다. 2014년에는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제2차 도서관종합발

전계획이 시행된다. 2017년에는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이 시행된

다. 2018년에는 199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책의해로 지정되었다. 2019년

에는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과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시행

된다. 부길만은 한국의 출판역사를 크게 문민정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

면서, 1909년 출판에 대한 법적 규제인 출판법이 시행되었는데 총독부 경

무국(警務局) 도서과에서 모든 출판물을 사전검열하는 등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는 규제 중심의 출판정책이었다고 설명한다.13) 또한 우리

나라 문화산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문화부에 문화산업국이 

신설된 1994년이라고 보았다.14)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판, 도서

관, 독서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과 장기 계획의 수립 시기가 다르

며 부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도서관을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여 1994년에 ‘도서관법’이 

에는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경우가 많았고, 1961년에 제정된 ‘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1973년에 제정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통

해 출판에 대해 상당히 강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중심의 법률로

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진흥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두 

법률을 폐지하고 2002년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3) 부길만, �한국출판의 흐름과 과제1�, 시간의물레, 2014, 268-269쪽.

14) 위의 책, 279-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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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출판 ‧ 도서관 ‧ 독서 관련 법률 제정 및 장기정책 비교(법률제정 연도순)

법명
법률 제정 

시기
목적 기본계획수립 시행 시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1994.3.24.

법률 

제4746호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

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

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

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은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

에 이바지함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

획(2009-2013년)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

획(2014-2018년)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

획(2019-2023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02.8.26.

법률 

제6721호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

문화산업의 지원 ‧ 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정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1차 출판 ‧ 인쇄산업진흥

계획 (2003-2007년)

-제2차 출판 ‧ 인쇄산업진흥

계획 (2007-2011년)

-제3차 출판문화산업진흥

계획 (2012-2016년)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

계획 (2017-2021년)

독서문화

진흥법

2006.12.28.

법률 

제8100호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

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

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

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

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

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

는데 이바지함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

계획 (2009-2013년)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

계획 (2014-2018년)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

계획 (2019-2023년)

*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 

mcst.go.kr)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2006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되었으며, 본 논문에

서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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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었고, 2009년에 도서관 장기 정책이 시행되었다. 출판산업의 장기

정책은 2003년, 독서문화의 장기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책문

화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세 가지의 정책들이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서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출판정책 이전에 혹은 함께 독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책문화정책의 통일성이나 효과성에서 바람직할 것

이다.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 ‧ 

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2002년 8월 26일 ‘출판및인쇄진흥법’(법률 

제6721호)으로 제정된 후(2003년 2월 27일 시행), 2007년 7월 19일 인쇄

문화산업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으로 분리 ‧ 제정하

면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변경 및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02년 출판진흥법 제

정을 위한 당시의 출판계는 출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당시의 분위기를 �출판저널� 1999년 통권 260호는 다음

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의 육성을 지향하는 출판진흥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중략) 문광부는 ‘출판진흥법 제정안 용역 시행’을 위해 각 출판 관련 단

체에 공문을 보냈다. 종래 규제 차원의 단편적인 법률로 분산돼 있는 출

파나 관련 법체계를 정비,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외

국 간행물 수입 및 배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출판 ‧ 인쇄 발전 및 진

흥을 위한 단일 법률로 일원화한다는 것. (중략) 한편 인쇄업계는 출판과 

인쇄를 분리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대한인쇄출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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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출판과 인쇄산업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운영 ‧ 생산체계

가 전혀 다른 만큼 법안은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출판진흥법

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 듯 새로운 출판환경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법

이 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무엇보다 실행이 가능한 법을 제정

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1994년에 제정된 <도서관 및 독

서진흥법>이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채 사문화된 사례를 반복해

선 안 된다.15)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출

판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2012년에는 출판진흥

을 위한 기구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설립되

었다.

2) 도서관법

우리나라의 도서관 역사에서 근대도서관의 시작은 일제 하에서 이루어

진다.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서 조선도서관협회(현재 한국도서

관협회 전신)가 만들어졌고 선각자들에 의해 체계를 잡아가다가 1963년

에 처음으로 ‘도서관법’이 제정되면서 도서관이 제도권 내에 들어가게 되

었지만,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6) 우

리나라는 1991년 문화부로 도서관 정책이 이관되면서 교육부 산하에서 

15) 오완진, ｢새 출판진흥법 제정을 둘러싸고 출판계 분주｣, �출판저널� 260호, 대한출판

문화협회, 1999, 2쪽.

16)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문화� 20호, 한국도서관협회, 1979, 5쪽. 

“현행 도서관법은 당초 입안과정에서 전국의 시 ‧ 도구에 공공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

치하게 하는 등 도서관 육성을 국가정책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국가의 재정사정

을 이유로 다만 도서관활동을 권고하는 미온적인 법률로 제정되어 공시되고 말았다. 당

시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 육성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표현되지 않은 이러한 법제정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일지라도 법제정 자체로서 도서관육성책을 모색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입법을 환영하였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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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교육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기관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17) 1994년 3월 24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도서

관과 독서정책을 분리하여 2006년 12월 20일 ‘도서관법’으로 개정 및 제

정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 ‘도서관법’이 시행되었다.18)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나누어

서 개정된 배경은 “도서관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

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일반에게 독서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다”는 취지이고, 2개의 법

률로 나뉘어 각 부문의 발전을 이끌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 있다는 배경이 담겨 있다.19) 특히 ‘도서관법’ 제정의 가장 큰 핵심

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정책개발 ‧ 조정 ‧ 분석 기능을 담당할 도

서관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계의 오랜 숙

원이었고, 1989년 도서관발전위원회(문교부)를 시작으로 1994년 도서관

및독서진흥위원회(문화부, 2000년 폐지), 2002년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

원회(문화관광부) 등으로 이어져 왔는데, 보다 강력한 정책기구로서 대통

령소속 위원회라는 성과를 얻어냈다.20) 이에 따라 대통령소속 도서관정

보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각 지역별로 대표도서관제도를 두어 중앙정부의 도서관 정

책보다는 지방정부의 도서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해 두었

다. 2007년 제1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설립 6개월 만에 조직이 축소되고 위상이 약화

17)송승섭, ｢도서관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책문화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카모마일북

스, 2018, 203쪽.

18) 한국도서관협회, ｢특집-도서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도서관문화�, 통권 제47

호, 2006년, 25-47쪽.

19) 위의 책, 42쪽.

20) 한국도서관협회, 앞의 책,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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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21), 2018년 4월 9일 제6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설립된 지 10년만인 2018년 10월 23일 서초동 국립중앙도서

관 7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상을 되찾고 있다.22)

3) 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정책은 정부수립 이후 문교부에서 주관해 오다가 1990년 정부조

직의 개편으로 문화부가 신설되었고 1991년 4월 도서관정책 업무를 문화

부로 이관하면서 도서관 중심으로 한 독서정책이 문화적인 분야로 확장되

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독서정책의 역사는 1992년 문화부의 ‘문화

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하여 1993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고 ‘책의 해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시작하였다.23) 1994년 3월 24일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독서진흥을 위한 법률로서는 한계가 드러났다.

김재윤(1998)은 “4년 전 법률 제4746호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다. 4년 전에 도서관과 독서진흥을 위해 법까지 제정되었다면 

출판계는 불황이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호황을 누리거나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중략) 결국 이 법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

로 시행되지 않은 사문화된 법이었으며, 책의 해 기념 조형물에 불과하다

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략) 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도서관 및 독서진

흥기금>을 전혀 조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10조에 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도 1년에 1, 2회 정도 회의를 열어 도서관 발전, 도서관 협

력망 운영, 독서진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이 없으니 활동이 없을 수밖에 없다. (중략)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 

10장 54조 가운데 실질적인 독서진흥에 관련된 조항은 1개장, 5개조항 정

21) 정윤희, ｢출판저널이 만난 사람-제6기 신기남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장｣, �출판저널� 505호, 대한출판문화협회, 2018, 20-31쪽.

22) 내일신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실 문 연다｣, 2018.10.24.

23) 이용준, ｢직장 독서동아리의 특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독서연구� 제31호, 한국독서

학회, 2014,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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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24)

이러한 문제점으로 도서관과 독서정책을 분리하게 된 배경이 되었고 

2006년 12월 18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제정되었고 2007년 4월 5일부

터 ‘독서문화진흥법’이 시행되었다. ‘독서문화진흥법’의 목적은 독서문

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

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은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독서진흥, 학교의 독서진흥, 직장의 독서진흥 

등 독서진흥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25)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국민독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등 독서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1988년 ‘읽기진흥법’을 제정하고 

2002년 ‘낙제학생방지법’을 통해 읽기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은 

‘북스타트 운동’을 통해 영유아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독일은 1988년부터 ‘독서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5년 ‘문화활자진흥법’을 제정하고 아침독서운동, 가정독서운

동 등을 개발하여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26) 독서문화의 중요성을 생각

해 본다면, 국가의 문화정책으로서 ‘독서문화진흥법’이 2006년에 이르러

서야 법률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하자면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한국의 독서정책은 장

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장단기계획-실행-평가의 순환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는데,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차

24) 김재윤, ｢껍데기뿐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어떻게 살릴까｣, �출판저널� 233호, 대한

출판문화협회, 1998, 11쪽.

25)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6) 최장헌,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독서문화진흥정책｣, �도서관문화� 49호, 한국도서

관협회, 2008,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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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도구이자 한국의 독서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27) 특히 책을 읽고 향후하고 소비하는 

지적사회의 문화를 만드는 독서정책은 출판 및 도서관정책에도 큰 영향

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책문화 정책에 큰 시사점을 준다.

2.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이두영은 우리나라 출판진흥정책은 ‘국민의정부’부터 적극적이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28)고 평가한다.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출판및인

쇄진흥법’에 따라 출판문화정책의 주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매 5

년마다 출판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제4조)는 조항에 따라, 

2003년 5월 21일 제1기 출판 ‧ 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을 발표했다.29)

이용준은 제1기 출판 ‧ 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에 대하여 출판정책을 

산업적 차원에서만 인식하고 문화적 차원의 고려가 미비된 인식 기반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출판정책을 장기적으로 끌어 갈 기구 설립이 필요

하며, 국민의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진흥정책 등 수요자 중심의 출판정책이 

추진되도록 독서진흥법 제정의 설립을 제안하였다.30) 한주리의 도서관 인

프라 구축 및 국민 독서환경 구축이 필요하다31)는 제안과 맥을 같이 한다.

27) 서혜란, ｢한국와 일본의 독서정책 분석｣, �독서연구� 제31호, 한국독서학회, 2014, 104쪽.

28) 이두영, ｢출판정책의 이념과 출판산업 비전: 참여정부의 ‘출판진흥계획’ 좌표를 중심으

로｣, �한국출판학연구� 제46호, 한국출판학회, 2004, 151쪽.

29) 이용준, ｢한국 출판정책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제1기(2003-2007) 출판 ‧ 인쇄문화산업 진

흥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제50호, 한국출판학회, 2006, 159-160쪽. 

30) 위의 글, 174-178쪽. 

31) 한주리, ｢출판정책 평가와 발전 방향 연구: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2012-2016)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산업에 대한 출판사 종사자의 인식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 72호, 한국출판학회, 2015,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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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1차 ~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주요 내용

구분 추진 과제 정책 협력 과제

제1차

출판인쇄문화

산업진흥계획

2003-2007년

①출판산업의 인프라 구축 ②양서출판 기
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③전자출판
시장의 세계 주도국 지위 확보 ④인쇄문화
산업 진흥 ⑤출판유통 현대화 기반 조성과 
유통질서 확립 ⑥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⑦지방 출판문화의 육성 ⑧남북 출판
교류 활성화

없음

제2차 

출판인쇄문화

산업진흥

계획

①출판지식 국가경쟁력의 체계적 관리 ②
출판지식 생산력 강화 ③출판지식 유통구
조 혁신 ④디지털출판 활성화 기반 구축 
⑤국민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환경 조
성 ⑥출판지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⑦출
판지식 전문인력 양성 ⑧출판문화 균형발
전 ⑨출판지식산업 진흥기구 설립 ⑩출판
진흥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국민의 ‘독서권’ 보장과 독
서환경 조성

제3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2012-2016년

①출판 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②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③전자출판 및 
신성장 동력 육성 ④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⑤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출판진흥원을 중심으로 
출판진흥의 종합적 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출판단
체 및 업계와의 유기적 협
력 관계 구축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2017-2021년

①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법제 개선 
②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 ③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서 인식 확산 ④출판산업 
고급인력 활용 및 창업 지원 ⑤출판유통 
선진화 체계 구축 ⑥지역서점 상생발전 
체계 구축 ⑦글로벌 수출 지원 체계 구축 
⑧수출콘텐츠 개발 및 현지화 지원 ⑨출판
기금 확충 및 출판콘텐츠 투자 활성화 ⑩출
판콘텐츠 다중활용 등 비즈니스 활성화 
⑪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및 TOP5 콘텐
츠 개발 ⑫지역 핵심 거점별 출판 인프라 
구축 ⑬책의 해 지정 추진 등 출판수요 
진작 ⑭전자책, MCN 등 청년층 출판수요 
확대 ⑮휴먼큐레이션 등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⑯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독
서운동 추진

출판 친화적 법제 개선 : 
독서문화진흥법 및 시행
령 개정(독서진흥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독서진흥
시책과 관련된 추상적 조
항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시행령에 규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제3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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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1차~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보듯이, 

제3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과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에 도서관 

및 독서정책과의 협력 내용이 담겨 있긴 하나 적극적인 협력은 미흡하다. 

특히 이두영(2016)은 한국의 출판산업은 ‘진흥’을 목표로 정부의 출판정

책이 수립, 집행되기 훨씬 이전인 1996년을 전후해서부터 ‘위기적 상황’

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위기적 상황은 그동안 세 

차례나 정부가 출판정책으로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전개해 왔지

만 결과는 오히려 더 악화일로에 있다32)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출

판정책의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다.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7년 ‘도서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는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은 제1차(2009-2013년), 제2차(2014-2018년)까지 시행되었고, 제3

차(2019-2023년) 계획이 시행 중이다. 윤정옥은 제1차 및 제2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서관 전체를 위하여 통합적인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이를 이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

립과 실행단계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를 담당하

는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인 상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대표도서관을 자임

하며 모든 관종의 도서관, 그리고 모든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요구하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행되

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33)고 지적했다.

32) 이두영, ｢출판정책의 이념과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계

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관견｣,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2017-2021) 

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한국출판학회, 2016, 59-69쪽. 

33) 윤정옥,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논집� 48호, 인문과학

연구소. 2014, 177-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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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34)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하여 자료 확충 및 공공서비스 정책을 시행한다. 이

런 점에서 도서관정책은 출판정책과 독서정책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됨으

로써 출판-도서관-독서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

34)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도서관은 1,042개관으로 1관

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4.9만명이며,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03권이다.

<표 3> 제1차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주요 내용

구분 추진 과제 정책 협력 과제

제1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9-

2013년)

①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②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③지식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④국

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

립 ⑤교육/학술/연구 핵심지원센터로 대학/

전문도서관 진흥 ⑥도서관 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 제도의 선진화 ⑦지식정보 확산 및 공유를 

위한 U-Library 구현 ⑧도서관 협력기반 강화

로 글로벌 도서관정보서비스 구현 

없음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14-

2018년)

①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확대 ②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③국가

도서관의 정체성 및 역할 강화 ④교육 ‧ 학습 

및 학술연구정보 지원서비스 강화 ⑤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⑥도서관 자원의 

연계 ‧ 공유 ‧ 협력 ⑦도서관 법 ‧ 제도 정비

없음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19-

2023년)

①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②이

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③생애주기 맞

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④분권형 도서관 운

영체계 구축 ⑤공동체 기억의 보존 ‧ 공유 ‧ 

확산 ⑥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⑦적극

적 정보 복지 실현 ⑧공간의 개방성 확대 ⑨경

계를 넘는 서비스 연계 ⑩도서관 운영의 질적 

제고 ⑪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⑫도서관 자

원의 공유기반 구축 ⑬도서관 인프라 확대

도서관계-출판계-

독서계 

협력 체계 구축

출처: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88  문화콘텐츠연구 제15호

요한 부분이다. <표 3> 제1차~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서 보듯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라는 과

제를 명시함으로써 도서관계-출판계-독서계의 협력체계를 위한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 별로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면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도서관 계획을 심의 평가하는 중요한 임

무를 담당한다.

3)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

조에 근거한 법정계획(5년)이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연도별 시행계획(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단위 기본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독서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지속가

능한 독서정책을 이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전시효과를 더 중시하는 부분들

이 보인다는 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나 실시 로드맵이 제시

되지 않은 점35), 전시효과와 행사에 치중, 비전에서 제시된 국가지식경쟁

력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점, 재정과 인적자원 확보 문제36)가 지적되었다.

한편 제1차 독서문화진흥계획에는 ‘지역 내의 독서 관련 인프라 확충 

지원’ 과제로 도서관 확충 및 장서 확보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

며, 제2차 독서문화진흥계획에는 ‘독서진흥업무 추진 전담조직 설치’ 과

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독서, 도서관, 출판 등을 연계한 종합적․체

계적인 독서진흥 업무 전담기구 설치 추진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35) 서혜란, 앞의 책, 104-106쪽.

36) 정옥년, ｢독서문화진흥정책 실행 성과와 향후 과제｣, �‘책 읽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

책 토론: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 실현 방안�,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2014,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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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1차 ~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추진 과제 정책 협력 과제

제1차 

독서문화진

흥계획

(2009-

2013년)

①지역의 독서환경 조성 ②가정의 독서환경 
조성 ③어린이집,유치원 독서환경 조성 ④학
교의 독서환경 조성 ⑤직장의 독서환경 조성 
⑥우수도서 출판 및 보급 ⑦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⑧전 국민 대상 무료 
독서교육 실시 ⑨독서기관 ‧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⑩독서정보 DB 구축 ⑪독서동아리 활성
화 ⑫각종 계기별 독서운동 ⑬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운동 ⑭국내외 우수사례를 활용한 
독서운동 ⑮소외계층 대상 독서운동 ⑯독서장
애인 독서활동 지원 ⑰노인의 독서활동 지원 
⑱병영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⑲교도소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⑳복지시설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㉑다문화가정의 독서활동 지원 ㉒독서장
애인 관련 제도 정비

* 지역 내의 독서 관련 
인프라 확충지원 : 도서
관 확충 및 장서 확보 지원

제2차

독서문화진

흥계획

(2014-

2018년)

①독서진흥 협력체계 구축 ②지역 독서공동체 
조성 ③학교 독서환경 개선 ④책읽는 직장 
만들기 ⑤우수 독서자료 지원 ⑥디지털 독서
문화 확산 ⑦독서문화 기반 확충 ⑧생애주기
별 독서활동 지원 ⑨다양한 독서동아리 활성
화 ⑩맞춤형 독서교육 및 독서프로그램 보급 
⑪독서정보시스템 구축 ⑫국민참여형 독서운
동 전개 ⑬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독서 참여 
확산 ⑭지역 풀뿌리 독서문화 확산 ⑮독서를 
통한 인문정신 문화 확산 ⑯독서장애인 독서
서비스 확대 ⑰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강화 
⑱병영,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⑲다문화가
정의 독서접근성 제고 

* 독서진흥업무 추진 전
담조직 설치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독서, 
도서관, 출판 등을 연계
한 종합적․체계적인 독
서진흥 업무 전담기구 
설치 추진

제3차

독서문화진

흥계획

(2019-

2023년)

① 함께 하는 독서공동체 확산 지원 ②일상에서 
책 읽는 환경 조성 ③나와 우리가 만드는 독서문
화 정착 ④사람 중심 독서로 공감능력 제고 
⑤신중년 참여독서 실현 ⑥대중매체를 활용 
독서문화 확산 ⑦독서나눔문화 활성화 ⑧생애
주기별 맞춤독서 강화 ⑨학교 및 유아독서 생활
화 ⑩포용적 독서복지 체계 구축 ⑪독서정책기
반 조성 ⑫디지털 독서 확산 기반 마련 ⑬독서가
치 및 독서요인 분석 연구 강화

* 맞춤형 북큐레이션 서
비스 : 공공도서관 대출 
등과 연계 추진, 공공도
서관의 북큐레이션 기
능 강화를 통한 도서관 
‧ 독서 활성화 지원
* 독서정책 전담부서 설
치 및 정책 영역 협력 강
화를 위한 기반 조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제3

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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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때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도서관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는 2차 

계획보다 적극적으로 출판정책과 도서관정책과의 연결과 협력을 담고 있

다. ‘맞춤형 북큐레이션 서비스’ 과제로 공공도서관 대출 등과 연계 추진

으로서 공공도서관의 북큐레이션 기능 강화를 통한 도서관 ‧ 독서 활성화 

지원 내용과 ‘독서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정책 영역 협력 강화를 위한 기

반 조성’과제가 담겨있다는 것을 볼 때 독서문화진흥계획이 도서관과 출

판정책와의 연결과 협력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정책 주무 부서

1)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2007년 5월 22일 ‘도서

관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설치되었고, 도

서관 주요 정책의 심의 ‧ 조정 기구인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지원을 담당한다. 2007년 6월 12일 ‘도서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대

통령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도서관정보정책위

원회는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도

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 ‧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도서관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의 역할을 한다. ‘도서관법’ 제13조에 도서관정

보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으로 하도록 했다. 도서관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부처 간 원

활한 협업을 위해 부위원장을 맡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뿐만 아니라 기

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

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

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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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 출판정책, 독서정책의 주관 부서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 15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도 상에서 출

판과 독서를 담당하는 부처는 미디어정책국의 ‘출판인쇄독서진흥과’이

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9월 4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문화예술정책

실의 인문정신문화과에서 담당하던 독서정책 업무를 미디어정책국의 ‘출

판인쇄산업과’로 흡수하면서 ‘출판인쇄독서진흥과’로 변경하였는데, 출

판정책과 독서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 

방안이다. 한편, 도서관정책은 문화예술정책실의 ‘도서관정책기획단’에

서 담당한다. 즉 정부의 정부 소관부서가 출판-독서는 연결되어 있지만, 

도서관은 떨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출판산업진흥과 독서문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출판문

화산업진흥원이 2012년 7월에 설립되었다.

<표 5>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와 ‘도서관정책기획단’의 주요 업무

정책

부서
미디어정책국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문화예술정책실 > 도서관정책기획단

주요 

업무

-출판 ‧ 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출판 ‧ 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육성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
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출판산업 ‧ 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

업의 육성 ‧ 지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 ‧ 지원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

된 업무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 조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도서관 관련 법령 제 ‧ 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

한 사항 
-도서관 관련 법인 ‧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공공도서관의 설립 ‧ 육성 지원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

선에 관한 사항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

차 해소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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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진흥을 위한 법정기구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

흥원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전신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

조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에 따른 것으로써, 출판문화사업이 

토대가 되는 문화강국 실현의 중추기관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2

년 7월 26일 초대 원장이 임명된 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사회, 

간행물윤리위원회, 1실, 2본부, 1사무국, 9팀으로 운영되었다.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은 2018년 6월 1일 조직개편37)을 통해 원장 하에 이사회

와 감사실을 두고 있으며, 원장 직속으로 정책연구통계센터와 간행물윤

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사무처에는 2본부(산업지원본부, 문화지원본

부)와 2팀(기획조정팀, 운영지원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산업지원본부

에는 콘텐츠지원팀, 수출지원팀, 미래산업팀, 출판유통지원센터가 있다. 

문화지원본부에는 독서지원팀, 인문지원팀, 지역출판지원팀, 출판산업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IV.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상생 방안 

1.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당면한 한계 

지금까지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과 관련하여 법률 제정, 장

기계획인 5개년 계획, 정책담당 부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본 결과, 출판정

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당면한 한계가 있다. 

첫째,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성 문제이다.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

37) 당시 원장 공모 진행 중으로 직무대행이 조직개편을 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원장 직

속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었고, 사무처 아래 1실(전략기획실), 3본부(출판기반조

성본부, 콘텐츠산업본부, 독서진흥본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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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5년마다 수립하어 추진하고 있지만 각 정책의 수립 시기, 정책 수

립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의 유

기적인 연결성이 부족하다. 현재 출판정책과 독서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담당하고, 도서관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

책기획단에서 담당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한

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정책과 독서정책을 수행한다. 그리고 대통

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한다.

둘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세 정책의 엇박자는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다. 도서정가제와 같은 중요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도 출판계 위주로 추진되며 도서관계의 의견 수렴이나 발

전적인 역할 논의가 미흡했다38)는 점은 한 예라고 할 것이다. 도서정가제 

변화는 수서 종류와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수

서 예산 배정까지 염두에 둔 논의는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본다. 

5년마다 수립되고 시행되는 각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장기계획인 출판문

화산업진흥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 수

립과정 및 추진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협력과 추진이 필요한데, 정책을 

수립하는 시점부터 누가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완성되어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정책 협력이 미흡하고 정책의 효

율적 운영과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책문화생태계적인 관점에

서 가능할 것이다. 정책 입안이나 추진의 주체는 필요하지만 적절한 단계

에서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와 심층 논의를 거치며 

점검하는 과정은 정책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고 본다.

셋째,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을 통합하는 콘트롤 타워가 없

다. 서론에서도 논의했듯이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은 책문화라

38)백원근, ｢특집좌담–2017년 책문화생태계 이슈와 2018년 전망｣, �출판저널� 502호, 대

한출판문화협회, 2017,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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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책이 생산되어 도서관에서 축적되고 독서라는 

활동을 통해 소비하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

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독서정책 담당 부처도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인 통합과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독서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소관부처가 문화체육관

광부, 교육부, 국방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다. 이와 같이 ‘출판

-도서관-독서’의 정책을 통합한 부처가 없다는 것은 독서환경의 취약성

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들을 포용하는 책문화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

능성을 위해서는 ‘출판-도서관-독서’를 통합한 시스템을 만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유기적인 정책 수립이나 추진

이 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을 때 예산의 낭비나 중복 투자, 주체들 간의 갈

등 그리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투자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

과로 나타난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판-도서-독서정책을 세우

고 다양한 세부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출판산업은 위

축되어가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독서율은 저하하는 현

실이 이를 말해 준다.39)

2.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상생 방안 

생태계를 생각할 때 내부의 주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들은 생태계 

주체들간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며, 정책의 방향이나 추진에서 

각 주체의 역할이 충분히 논의됨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효과

39) 정광열,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018, 11-49쪽.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성인기준 종이책 독서율은 11.5% 하

락, 종이책+전자책 독서율은 9.9% 하락, 연평균 독서량은 1.6권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도서관 이용률은 4년간 성인 기준 8.1%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출판사 

매출액 성장 정체 및 발행부수 감소 등 출판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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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하는 힘을 생태계 내부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생각하며 정책의 상생 방안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아래 네 가지 

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정책 수립 초기부터 정책협력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을 수립하는 초기부터 정책협력시스

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준(2015)은 프랑스의 사례연

구를 통하여 출판정책의 관련 부처의 협업과 통합을 제언40)한 바 있는데 

이는 출판생태계 관점에서 정책을 제언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설

명한 <그림1>과 같이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통합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가장 큰 정책인 5개년 계획 안

에는 비전, 목표, 추진과제들이 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떻게 관

련 정책들과 연결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 정책

부서의 통합이 어렵다면, 각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출판정책, 도서관정

책, 독서정책의 담당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정책협력시스템을 만

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시스템은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40) 이용준, ｢프랑스 출판정책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해외출판정책 연구포럼-프랑스 

출판정책 연구를 통한 한국 출판생태계 발전 모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pp.9-10.

위 연구에서 이용준은 “출판산업-독서-도서관-저자 지원 사업의 통합적 육성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문화부의 ‘도서 및 독서국’과 산하기관인 CNL, BNF 등에

서 이들 업무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대표적으로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출판인쇄

산업과, 인문정신문화과, 도서관정책기획단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산하기관도 한국출

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져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출판생태계의 종합적인 발전에 필요한 출판산업-독

서-도서관-저자 육성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현재의 출판산업 및 출판생태계의 육성과 관련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부서간, 그리고 관련 산하 기관간의 주기

적인 업무협의 및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프

랑스의 사례처럼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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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정책 시행 중에도 수시로 정책을 상

호보완하며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정책을 보다 효

율적으로 운영하고 효과를 높여야 한다. 특히 책문화 정책 담당자의 전문

성과 관련 단체, 학회, 시민 등 민관 거버넌스 추진도 중요하다. 정책부서

의 전문화는 지속가능한 책문화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정책부서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민간의 현장전문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

며, 이러한 과정이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정책이 수립되면 좋

은데 인간적인 관계가 먼저 앞선다면 거버넌스의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 

2) 정책 추진 과정 시 장단기 상호보완평가시스템 구축 

정책 추진 과정 시 장단기 상호보완평가시스템을 구축은 정책 수립 초

기부터 운영되는 정책협력시스템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정책의 평가시스

템이 필요한 이유는 5개년 계획 실행이 매우 미흡하다41)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출판-도서관-독서정책의 추진 과제들

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시너지를 높여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처음

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독서

문화진흥기본계획은 5개년으로 계획되어 시행되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 중에도 서로의 정책들이 잘 연결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세

심하고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 및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책문화 정책 콘트롤 타워 구축 

본 연구에서도 고찰해 보았듯이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각

41)홍숙, ｢출판과 독서관련 국정감사 주요 내용｣, �출판저널� 490호, 대한출판문화협회, 

2016, 40-42쪽.

제3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시행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1%였다. 23개의 세부 과제 

중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과제는 4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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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는 부처의 콘트롤타워 기능이 없고 정책

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어 정책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의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모두 통합하여 

‘책문화정책국’으로 신설 흡수하고 책문화정책국 아래 출판, 인쇄, 도서

관, 독서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부서 통합을 제언한다. 특히 

책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행

정안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강력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정책 범위를 출판과 독서정

책까지 확장하여 콘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한다. 출판 ‧ 

도서관 ‧ 독서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문

화정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책문화 정책이 지속적이고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와의 협

력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위상을 더 강화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4) 지역주도 ‧ 중앙지원의 책문화생태계 시스템

책문화생태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작은 책문화생태계, 즉 지역

의 책문화생태계들이 건강해야 한다. 책문화정책의 콘트롤타워 기능과 

유기적인 정책 협력을 동인(動因)하는 힘은 지역의 풀뿌리 책문화생태계

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출판사, 도서관, 학교, 서점, 독서동아리 등 

지역의 책문화 주체들이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상생하는 

작은 책문화생태계가 우선되어야 하고, 출판 ‧ 도서관 ‧ 독서정책이 작은 

책문화생태계의 건강한 환경인프라로서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자는 지방정부가 책문화를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어시스트하는 ‘지역주도 

‧ 중앙지원’ 방향의 책문화생태계 시스템 구축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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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의 주제는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비교 연구’이다.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수립 기반

이 된 법률 제정 시기와 특징, 각 정책의 장기정책인 5개년 계획의 내용

과 특징, 각 정책 소관 부처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하

여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출

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우리나라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역사와 

각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출판정책, 도

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상생 방안 제언이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역사는 1990

년 문화부가 신설된 이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법률 제정 

시기와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정책의 수립 시점과 추진 일정도 달랐다. 

또한 출판 ‧ 도서관 ‧ 독서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조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

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정책 수립 

초기부터 책문화 정책협력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책 추진 과정 

시 장단기 상호보완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통합적으로 수립 ‧ 조율 ‧ 시행되는 책

문화정책 콘트롤 타워 조직기능 강화이다. 넷째, 지방정부가 책문화를 주

도하고 중앙정부는 어시스트하는 ‘지역주도 ‧ 중앙지원’ 방향의 책문화생

태계 시스템 구축을 제언해 보았다.

본 연구는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책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언해 보았는데, 각각의 정책

을 평가한 선행연구들은 있으나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을 비교 

분석한 것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생태계 관점에서 향후 책

문화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개발하는 데 의미 있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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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정책비교 연구에서 더 진척하여 출판생태계, 

독서생태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책문화생태계의 

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후속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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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Publishing, Library, Reading Policies 

Analysis from Book Culture Ecosystem Perspective

Jeong, Yun-hee

Book culture is the process by which books are produced (published), 

accumulated (library), consumed (reading), and various activities influence 

and enhance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values. Especially,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key stakeholders, policy, and social 

atmosphere of book culture influence each other and the book culture 

grows, stagnates or disappears. Therefore, library policy, reading policy, 

and publishing policy should be linked closely and a healthy book culture 

should continue to grow. In order to make the book culture ecosystem 

healthier, various researches are needed. However, this study narrows down to 

the related policy environment and suggests continuous development of policy 

by comparing basics of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from the 

viewpoint of book culture ecosystem. There is a commonality that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are all based on book culture, and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there should be a relationship in the policies that the 

book is produced (published), accumulated (library), consumed (reading).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studying on publishing, library, reading 

policies analysis in book cultural ecosystem’.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five-year plan, the long-term plan of each policy, an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olicy department a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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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 theoretical review was made from the viewpoint of the book 

culture ecosystem, and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tudy focuses were; First, what is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book culture ecosystem, it is a suggestion for win-win system 

of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As a result, the history of Korean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began to be discussed in earnes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Culture in 1990, and the timing related laws and the timing of establishing 

the long-term policy to be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were also different.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the organic connectivity of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because there is no organization function to review and 

integrate these three policies togeth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ree 

suggestions are formulated. First, we need to build a system to cooperate 

with book culture policies from the beginning of policy mak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of mutually complementary evaluation for 

short and long term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ir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book culture policy 

control tower in which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are 

integrally established, coordinated, and implemented. Fourth, local 

governments should lead the book cultur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make policies that support ‘regional leadership and central 

assistance’. From this study, we hope to realize a sustainable book culture 

ecosystem through diverse and in-depth analysis of book culture policies.

Key Words : book culture, book culture ecosystem, publishing policy, 

reading policy, library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