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두칼럼

서점에서 보내는 시간은 즐겁다. 한가한 시간에 가도 좋

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때도 요긴하다. 그야말로 친

한 친구와 같이 있는 듯한 포근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장소다. 왜 그럴까? 우선 서점에 들어가는 데 부담이 없

다. 누구든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도 무한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또 문학, 철학, 종교, 경제학, 물리학, 의

학 등으로 서적이 세분화돼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문

학코너에 가면 이내 문학세계에 빠져들고, 천체물리학 

코너에서는 우주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다. 서점이 매력

적인 것은 이러한 지적인 혹은 감성적인 유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 모든 게 공짜라는 

점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서점이다. 

책 한 권에는 하나의 우주가 존재한다. 그 세계에 빠지

게 되면 주위에 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서점 곳곳

에서는 각자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

다. 이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고, 오직 자

기만의 세계를 즐기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점은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고, 누군가 책 속에 빠져있

어도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경제학에선 이런 

재화를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한다. 공공재는 누

구든 사용할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재화를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서점도 공공재다. 민간업

체가 제공하는 공공재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라고 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

짜 물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도서관이 대

표적이다.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1100개가 넘는다. 누구

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남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

는 공공재 장소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공도서관을 점차 늘리고 있다. 그러나 공공

도서관은 사용하는 사람에겐 공짜지만, 절대 공짜가 될 

수 없다. 누군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는 국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부담

하는 셈이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점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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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별개다. 영리를 추구하는 서점이지만, 공공도서관

의 기능을 충족시킨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

으니 비용 측면에서 우월하다. 그야말로 공짜다.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

리라는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민간부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에선 공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

간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생각해 대치적인 관

계로 바라보는 것이다. 또 국민을 위한 서비스인 공익재

화는 가능하면 확대돼야 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영

역은 감시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한다. 공공재는 정

부만 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도 이에 기인한다. 그

러나 이는 생각의 오류다. 서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

익을 위한 공공재는 반드시 정부만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간에서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얼마든지 제공

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공공재는 정부에서 

서비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국민에게 비

용을 전가하지 않고도, 공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얼

마든지 가능하다. 

서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공익을 창출하

는 법인이다. 공익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서점 서비스

는 누가 지불하는가? 바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사

람이다. 책에 빠지다 보면 꼭 자기가 소유하고픈 서적이 

있다. 그럴 때 책 구입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 한 세계가 주는 흥분을 몇 만원을 주고 구

입하는 행위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

음으로 지불한다. 누구의 강제도 없이 기꺼이 즐거운 마

음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점이란 매체를 통해 

책을 구입하는 사람도 만족하고, 책을 구입하지 않고 구

경만 하는 사람도 만족한다. 서점이란 매체를 통해 만족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10년 전 국내의 서점 수는 2800여 개였으나, 10년 후에 

2000여 개로 줄었다. 약 40% 감소한 추세다. 앞으로 감

소하는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점은 영리를 통

해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다. 세금 없이 공익을 

창출하는 서점은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확대되

어야 한다. 또 공공재로서의 서점은 지역문화에도 지대

한 영향을 주는 문화자산이며, 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

다. 공공도서관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볼 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점은 

공공재며, 문화자산이며, 수많은 우주를 가지고 있는 가

장 친근한 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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