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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주요 고려사항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 도서관정책의 허브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지역 도서관․정보정책을 총괄하고 중앙정부
와의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핵심 지식정보인프라 역할을 하는 지역 대표도서관의 건립은 꼭 필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을 사례로 하여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대표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가늠하고, 향후 지역에서 대표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를 대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기능과 역할, 그리고 건축계획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도서관계획, 도서관건축, 도서관경영, 공공도서관, 도서관정책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d propose a construction plan for a new main library 
in a metropolitan city. The case to be discussed in this paper is the new library of Busan. Library 
Law revised in 2007 requires each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o designate a public library as 
the representative regional main library or to build a new one.  The city of Busan has been enthusiastic 
to build a new main library that can serve as a representative public library for the citizen. This new 
public library will serve as a community center, an intellectual archive, and the policy hub for the regional 
information services. In this paper, the strategy for the new Busan central metropolitan library will 
be discussed. It will strive to illustrate elements to be considered for the planning of a regional central 
library as other citied and provinces may refer to for their own regional central libraries. 

Keywords: Library planning. Library architecture, Library management, Public library, Libr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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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7년부터시행되고있는 도서관법 은광역시·도차원의도서관정책수립과시행을위한구

심점으로서지역대표도서관을설립하거나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은지역도

서관시책수립지원, 시·도단위자료수집및제공, 지역 공공도서관지원및협력사업,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 공동보존 등 지역의 도서관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 행정기구이다.

이에따라현재많은광역시도에대표도서관이지정되어있으며, 서울, 인천등은새로운도서관

을 건립하였고, 울산에서도 새 대표도서관 건립이 추진 중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8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시민도서관이 부산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있으나, 건립 33년이지난건물이다보니시설이낙후하고협소하며, 교통이불편한지역

에위치해있어시민들이쉽게이용하기에는어려움이적지않다. 또한, 시민도서관은교육청산하

의기관으로서부산광역시가주관하는지역중심도서관정책수립․시행및관련서비스를체계적

지원하기에는행정력과지도력의한계가있다는지적도있다. 이러한필요에따라부산을대표하

는도서관으로서부산광역시의공․사립공공도서관과작은도서관등을위한도서관․정보정책

을총괄하고, 부산광역시직속도서관으로서지역내각급도서관을효율적으로지원하며, 중앙정

부와의협력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명실상부한핵심지식정보인프라역할을하는부산

지역 대표도서관의 건립이 꼭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으로는세계각국의사례에서보듯이지역의대표도서관건물은그도시의품격을상징하

는공간적정체성을보여주어야한다는측면도고려되어야한다. 즉, 상징성있는건축을기반으

로도시의품격을보여줄수있는지역의랜드마크로서문화적자부심의상징이며, 그도시의과

거와현재, 그리고미래를한곳에집대성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자긍심고취및핵심관광자원으

로서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대표도서관은이러한기능을중심으로문화기반커뮤니티활동의구심점으로자리매

김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연령, 경제적 여건,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어우러지는유일한문화적향유의공간으로서지역대표도서관의필요성과건립의타당

성을가늠하고, 지역대표도서관건립의모범사례를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지역대표도서

관건립의필요성과타당성을논하고, 부산지역을사례로도서관인프라를분석하여부산도서관

의비전, 사명및역할규명을통한도서관의기본방향을설정하며, 부산도서관건립의기본방향

및 건축계획과 부산도서관의 기능,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듯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고 부산광역시의 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을 연

구함으로써, 향후 다른 지역에서 지역 도서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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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부산의 도서관인프라 분석

현재부산은해양도시, 영상도시등대표이미지를가지고있으나, 교육문화측면에서다른광역

시에비해열악한편이다. 새롭게건립되는부산도서관은기존의정보제공기능에더하여다양한

문화적 활동을수행함으로써 지역의핵심문화인프라 역할을 수행함으로부산시민의 교육문화수

준을개선하고관광자원으로서의역할도수행할것이다. 현재 부산의랜드마크로꼽히는곳으로

는부산타워, 광안대교, 영화의전당등이있으며주요문화행사로는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모

터쇼등을들수있다. 그러나지금까지의부산의랜드마크는관광자원중심이었으나장기적관점

에서타지역과차별화하는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교육문화인프라를중심으로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미성과 기능성을 갖춘 부산도서관을 건립함으로 부산시민들의 교육문화

수준을 높여 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전국 공립 공공도서관 현황1)

가. 공립 공공도서관 수

우선전국의공립공공도서관현황을조사하였다. 2012년 말현재우리나라에는 808개의공립

공공도서관이있으며, 이가운데 232개관은시도교육청이운영하고있다. 부산에는 29개의공공도

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위의 수준이다.

지역 교육청 지자체 합(관)

서울 22 90 112

부산 14 15 29

대구 12 10 22

인천 8 28 36

광주 5 12 17

<표 1> 전국 공립 공공도서관 수

 

1) “공공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공립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

립․운영하는도서관(사립공공도서관)을말한다. 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등을 모두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이보고서의 통계는 대체로 2012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근거 공립도

서관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3년 통계는 논문작성중인 7월 현재 입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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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 20 22

울산 4 8 12

세종 1 0 1

경기 11 167 178

강원 22 24 46

충북 15 21 36

충남 19 31 50

전북 18 30 48

전남 21 38 59

경북 28 33 61

경남 24 34 58

제주 6 15 21

계 232 576 808

(기준 : 2012. 12. 31)

2012년 말을 기준으로부산광역시에는 위에서언급한 29개의 공립공공도서관을포함하여 총

945개의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있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도서관별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계(관)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작은도서관
공립 사립

945 29 7 24 621 24 240

<표 2> 부산시 관종별 도서관 현황

(기준 : 2012. 12. 31) 

2. 공립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

지역인구와 공공도서관 수를 대비하여 공공도서관 1관 당 봉사대상인구수를 나타내면 아래

<표 3>과같다. 부산의경우 29개의공립공공도서관이인구 350여만명에대한봉사를제공하고

있어 1개관당봉사대상인구가 약 12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 전국평균봉사대상인

구인 1관당약 6만3천명의두배에달하는수치이며, 전국 17개광역지자체가운데 최하위를차

지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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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인 구 공공도서관
1개관당 봉사

대상인구
기초자치단체 인구 공공도서관

1개관당 봉사
대상인구

계 50,948,272 808 63,055  계 3,538,484 29 122,017  

서울특별시 10,195,318 112 91,030  중구 48,148 1 48,148  

부산광역시 3,538,484  29 122,017  서구 120,828 1 120,828  

대구광역시 2,505,644  22 113,893  동구 98,529 2 49,265  

인천광역시 2,843,981  36 78,999  영도구 139,765 2 69,883  

광주광역시 1,469,216  17 86,424  부산진구 392,731 3 130,910  

대전광역시 1,524,583  22 69,299  동래구 278,767 1 278,767  

울산광역시 1,147,256  12 95,605  남구 291,175 1 291,175  

세종시 113,117   1 113,117  북구 312,937 3 104,312  

경기도 12,093,299 178 67,940  해운대구 428,188 5 85,638  

강원도 1,538,630  46 33,448  사하구 352,726 2 176,363  

충청북도 1,565,628  36 43,490  금정구 255,692 2 127,846  

충청남도 2,028,777  50 40,576  강서구 65,806 1 65,806  

전라북도 1,873,341  48 39,028  연제구 211,536 1 211,536  

전라남도 1,909,618  59 32,366  수영구 176,666 2 88,333  

경상북도 2,698,353  61 44,235  사상구 250,424 1 250,424  

경상남도 3,319,314  58 57,230  
기장군 114,566 1 114,566 

제주도 583,713  21 27,796  

<표 3> 공립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 비교

 (기준 : 2012. 12. 31) 

이를 세계 주요국가의 공공도서관 1관 당 봉사대상인구수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대략을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국가(기준연도) 인구수(명) 도서관수 1관당 봉사대상자수(명)

미 국(2010) 308,745,538 8,951 34,493

영 국(2011)  63,233,600 4,265 14,826

독 일(2011)  81,800,000 8,131 10,060

프랑스(2011)  62,637,830 2,888 21,689

일 본(2011) 127,799,000 3,210 39,813

한 국(2012)  50,948,272   828 61,532

출처: 각국도서관협회 및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한국)

<표 4>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자수 - 주요국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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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시 공립 공공도서관 장서현황

2012년말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29개 공공도서관의 건물 및 장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도서관명 개관년도 건물연면적(㎡) 장서보유 보존현황 (보존서고)

계 총계 90,205 4,220,583 
855,547
(20.3%)

교육청
(14관)

시민도서관 
1901

(‘82이전)
11,443 723,030 255,000

구덕도서관 1978 1,315 158,512  59,983

반송도서관 1978 1,803 179,843  73,148

부전도서관 1982 2,704 269,223  67,718

해운대도서관우동분관 1982 1,497 136,373  22,169

서동도서관 1983 1,110 130,910  42,489

구포도서관 1983 7,403 265,998  32,374

사하도서관 1984 1,739 144,425  26,771

연산도서관 1987 1,297 152,514  22,087

중앙도서관 1990 6,172 284,637  85,500

명장도서관 1994 1,700 172,514  50,000

중앙도서관수정분관 1999 1,462 98,056  19,683

중앙도서관분관 2009 1,043 44,768  10,283

해운대도서관 2010 8,555 106,967      0

자치구․군
(15관)

금정도서관 1996 8,466  169,471 25,475
영도도서관 1996 2,985 131,892  22,513
남구도서관 1997 5,259 160,692 - 미설치
동구도서관 1998 2,462 83,151  12,467
강서도서관 1998 997 67,781 - 미설치
반여도서관 1999 891 81,914 - ″

수영구도서관 2002 3,023 84,928 - ″
북구디지털도서관 2002 2,894 104,607   1,200

사상도서관 2003 3,651 98,357   6,272
기장도서관 2006 2,316 125,504   5,564

재송어린이도서관 2009 1,091 81,704  13,909
수영구도서관 망미분관 2009 897 36,235 - 미설치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2009 1,192 17,655 - 〃

다대도서관 2010 1,657 48,614    942
화명도서관 2010 3,182 60,308     0

<표 5> 부산시 공립도서관 현황(2012.12.31)

현재부산지역공립공공도서관의장서수를서울및 6대광역시와비교하여보면, 아래그림에

나타난바와같이인구 1인당장서수는제주가 1인당 3.27권으로, 그리고광역시중에서는대전이

1.4권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0.87권, 그리고 부산은 1.07권 수준으로 16개 광역시도중 13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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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국 주민1인당 도서관 장서(책) 수 차트

한국도서관기준(2013)에 의하면인구 1인당기본장서수가 2권이상으로제시되어있으나, 부

산지역의경우 1인당단행본(권)수는 1.07권으로기준의 50%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나타난

다. 또,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은 인구 1인당 1.5~2.5권의 권장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2010년 도서관연구소가조사한주요국가별공공도서관 1인당장서통계에의하면, 핀란드 6.9권,

덴마크 5.4권, 일본 2.9권, 미국 2.8권등으로특히핀란드와는약 7배정도의차이를보이고있어

공공도서관 장서규모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Ⅲ. 부산도서관 건립의 타당성

1.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개요

부산에있어서지역대표도서관건립의정책적타당성을분석하기위하여상위계획과의부합성,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지역의 인문사회적 환경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공공시설물의건립을계획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계획한공공투자사업이정부

계획및관련정책과부합하는지를살펴보기위해상위계획과합치하는지검토해야한다. 중앙정

부및지방자치단체는상위계획을수립하기위해관련법및관련정부계획을상당기간검토하고

전문가들의의견수렴과정을거쳤기때문에상위계획과의부합성을검토할때전국적인면에서일

관성있는정책시행을유지할수있다. 관련법규및정부지침에위배되지않는지검토하는것도

정책적타당성에포함되는데우선당해사업의권한이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지의여부와지방자

치단체의자치법규및정부지침, 법규적성격을가진계획등을검토하여합당한사업추진이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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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도록해야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수요측면의정책적타당성분석이라고도볼수있는지역

의인문사회적환경분석으로인문환경, 산업환경, 교육환경등의분석을통해부산도서관의건립

의 당위성을 도출하였다.

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국가의장기계획과의부합성을검토하기위한자료로제2차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14-2018의

정책과제 ‘5. 도서관 기반확충 및 운영내실화’를 들 수 있다.

정책과제 추진과제

5.도서관 기반확충 
및 운영내실화 

5.1공공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환경 개선

1)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2018년까지 1,100개관 달성)

2) 공공도서관 건립 다변화 및 리모델링 추진

3)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연계시스템 구축

<표 6>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 정책과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포함된공공도서관의양적및질적개선계획은부산도서관건립의정책

적타당성을뒷받침하는근거가된다. 즉, 양적측면의고려사항을보면, 부산광역시의경우현재

16개 광역도시 중 공공도서관 수 11위, 도서관 1개당 봉사인구수 16위, 주민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13위로도시규모에비하여매우열악한수준이다. 아울러시는향후매년 3개씩의공공도서관

을추가건립하여지역특성과주민의수요를반영하여공연장, 전시장등과연계한복합문화공간

으로조성할계획을가지고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의건립은이러한정책을현실화할수있는가

장 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다.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은 부산도서관 건립사업이 관련법규 및 정부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는것으로, 이는 2007년에발효된 도서관법 에근거를두고있는데도서관법에서는대표도

서관의 업무를 1) 시·도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지원및협력사업수행, 3) 도서관업무에관한조사·연구, 4) 지역의도서관자료수집지원

및다른도서관으로부터이관받은도서관자료의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도서관자료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기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대표도서관의 건립 법규에 근거하여 볼 때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

여시행하고관련서비스를체계적으로지원하는시설로서의부산도서관건립은관련법규와의적

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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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구수(명) 남성(명) 여성(명)
시전체에 
대한 비율

면적(㎢)
인구밀도
(명/㎢)

중구  48,651  24,208  24,443  1.37  2.83 17,191

서구 119,908  59,463  60,445  3.37 13.93  8,608

동구  96,929  48,056  48,873  2.72  9.73  9,962

영도구 136,461  68,126  68,335  3.83 14.13  9,658

부산진구 390,933 191,879 199,054 10.98 29.69 13,167

동래구 278,788 137,367 141,421  7.83 16.63 16,764

남구 293,811 144,977 148,834  8.25 26.81 10,959

북구 309,677 154,155 155,522  8.69 39.36  7,868

해운대구 427,793 208,711 219,082 12.01 51.47  8,312

<표 7> 부산시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2. 사회문화적 타당성 분석

가. 사회문화적 타당성 분석의 개요

공공문화시설건립의경우지역의지리적특성, 인구, 사회적특성, 산업구조및생활환경적특

성등을분석하여건립의배경, 필요성, 목적의타당성을조사한다. 부산도서관건립을사회문화

적타당성관점에서보면부산의시민복지에미치는기대효과와부산시에미치는파급효과의두

가지긍정적인효과를예상할수있다. 구체적으로부산도서관건립을통하여지역주민의정서함

양, 문화학습체험기회제공등지역주민의문화교양수준을높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 다양

한교육문화인프라시설을연계하는중심역할을수행함과동시에부산지역의고유한문화를육

성발전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나. 부산의 인문사회적 환경분석

부산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부산시의 인문사회적 현황을 분

석하였으며 일반현황, 인구구조 및 인구변화 현황,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분석하였다.

우선부산은 1995년광역시로명칭변경된이후현재 16개의구군으로이루어진도시로지리적

으로바다에면한남쪽을제외하고는경상남도와접하고있음. 북으로는울산광역시와양산시, 서

로는김해시의대동면과경계를이루고있다. 부산의지리적현황을보면 15구 1개군을가진광역

시로서그면적은총 765.94㎢이며, 기장군이가장큰면적을차지하여전체의 28.47%이고, 다음

으로강서구 23.59%, 금정구 8.51%순이다. 부산의도심지에해당하는중구와동구는각각 0.37%

와 1.28%에 그치고 있어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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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351,863 176,788 175,075 9.88  41.72  8,434

금정구 255,541 125,824 129,717 7.17  65.27  3,915

강서구  77,018  41,882  35,136 2.16 181.63   424

연제구 209,877 103,313 106,564 5.89  12.08 17,374

수영구 176,522  84,921  91,601 4.96  10.21 17,289

사상구 250,144 127,787 122,357 7.02  36.09  6,931

기장군 137,930  68,620  69,310 3.87 218.28   632

전 체 3,561,846 1,766,077 1,795,769 100.00 769.86 4,627

출처: 부산광역시 시정 전자자료실 통계자료(2013)

구분 100만원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이상

중구 33.6 28.4 19.7 9.9 5.3 3.1
서구 30.1 23.4 19.2 12.8 8.5 6.1
동구 36.9 21.9 21.0 10.6 6.7 2.8

영도구 36.6 19.6 18.8 13.5 7.4 4.1

<표 9> 부산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수준

연령별인구현황을정리하면 <표 8>와같다. 연령대중 50대와 40대의비중이가장높으며, 다

음으로 30대, 20대가 높은 순으로 나타난다

구분 인구수(명) 구성비율(%) 남성(명) 여성(명)

0-9세 263,929 7.41% 135,820 128,109

10-19세 383,550 10.77% 203,100 180,450

20-29세 471,423 13.24% 248,410 223,013

30-39세 525,161 14.74% 269,713 255,448

40-49세 585,441 16.44% 290,469 294,972

50-59세 636,086 17.86% 308,723 327,363

60-69세 389,151 10.93% 187,592 201,559

70-79세 228,565 6.42% 99,449 129,116

80-89세 68,780 1.93% 20,673 48,107

90-99세 8,431 0.24% 1,835 6,596

100세 이상 1,329 0.04% 293 1036

전체 3,561,846 100 1,766,077 1,795,769

출처: 부산광역시 시정 전자자료실 통계자료(2013)

<표 8> 부산시 연령별 인구현황

부산시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가구주)을 구군별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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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26.1 19.7 23.1 15.6 10.4 5.2

동래구 22.9 21.1 20.6 15.5 12.3 7.7

남구 23.0 21.7 21.1 16.4 9.5 8.3

북구 19.3 22.8 23.3 17.6 11.0 6.0

해운대구 16.4 16.4 19.2 19.5 14.0 14.4

사하구 22.0 18.9 22.2 19.4 9.8 7.7

금정구 28.1 19.2 19.1 13.7 11.4 8.4

강서구 24.6 23.5 19.7 14.9 9.2 8.0

연제구 22.8 21.8 22.1 15.1 8.4 9.7

수영구 21.2 26.7 19.9 14.1 10.4 7.6

사상구 21.0 21.9 24.0 17.0 11.4 4.7

기장군 26.0 21.6 20.4 16.4 9.6 5.9

전체 23.9 20.9 21.2 16.1 10.5 7.6

출처: 부산광역시 시정 전자자료실 통계자료(2013)

이상의부산의인문사회적환경분석을요약하면, 부산시는현재 350만의인구를가진광역시로

20-50대의 인구비중이 높은것을볼수 있다. 또한 전체인구의 1%를외국인이차지하고있으며

행정구역별로소득수준의격차가큰것을볼수있다. 이는부산시민들중에서지식, 정보소외계

층이존재할수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 외국인, 저소득층등지식, 정보소외계층에대해부산전

체차원에서독서및문화서비스를평등하게제공하는역할을수행할부산도서관의건립이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사회문화적 타당성 분석

① 부산의 문화·독서활동의 중심

우선부산도서관은독서를매개로한시민문화활동의중심이된다. 도서관은학습의장인동시

에문화를향유할수있는공간이어야한다. 부산도서관은도서대출및정보검색등학습의장으

로서의도서관기능에더해공연, 전시등문화행사를함께제공하는기능을제공함으로문화활동의

거점기능을수행한다. 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고평생학습의공간이될수있는장소로서

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시민의 문화 교양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② 문화자원 및 문화프로그램의 네트워크 형성 활성화

대표도서관은지역간특징적인교육및문화프로그램을발굴하고지원, 교류하는역할을수행

한다. 부산시공공도서관들이시행하는문화프로그램을이끌어부산시민의문화수준을높이고새

로운문화프로그램이생산되는장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다. 다양한프로그램을연계하여제

공함으로시민들이원하면언제든방문하여정보와문화를접할수있으며부산전체의문화활동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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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례로서울도서관의 2013 책읽는서울 사업을들수있다. 이사업은지역사회의독서문

화진흥을통한도서관이용활성화및공동체정신함양을위하여서울도서관이사업주체가되어

자치구로부터보조금을지원받아자치구내각급도서관이협력하여독서문화진흥사업을실시한

다. 각자치구단위로각급도서관간의자발적협력체제를구축하는데지역대표도서관이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내 도서관 뿐 아니라 유관기관, 학교,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는각자치구의공공도서관과그외유관기관을연계하여지역의독서

및문화프로그램의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기능을보여주는사례이다.

Ⅳ. 부산도서관의 기본방향

1. 부산도서관의 지향점

이상의도서관정보서비스인프라, 정책, 그리고사회문화적환경등을고려할때부산에있어서

대표도서관의건립은매우필요하고타당한사업임을알수있다. 이러한분석에근거하여부산도

서관의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부산도서관건립을위한지향점을그림으로나타내면아래와같

다. 기본적으로도서관의기본 3대기능(정보, 문화, 교육)을중심으로 21세기지식기반사회와세

계시민사회에 걸맞게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그림 2> 부산도서관의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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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부산도서관의사명과비전을도출하기위하여연구팀내부의브레인스토밍, 국내외대표도서관

의사명과비전검토, 부산지역도서관의관장및사서, 시민들과의인터뷰등을진행하여아래와

같은 사명선언문과 비전선언문을 성안하였다.

부산도서관 사명선언문 (안)  
부산도서관은 모든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며,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부산의 자부심을 상징한다. 부산의 

모든 도서관의 중심으로서 부산도서관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부산시와 함께 성장한다. 나아가 부산

도서관은 21세기 지식문명을 경험하게 하고, 부산시와 시민의 삶을 바꾸고 풍요롭게 한다.

부산도서관 비전선언문 (안)  

부산도서관은 부산 시민 전체를 위한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도서관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도서관은 부산시민의 정보접근, 문화향유,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지
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선언하고 이를 부산시민과 공유한다. 

첫째, 부산도서관은 부산시민을 위한 정보관문으로서, 시민들에게 지역도서관 네트워크에 기반한 양
질의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창의성, 상상력을 자극하고 시민의 역량 개발을 촉진한다. 

둘째, 부산도서관은 부산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향유하는 과정을 국내외의 정선
된 정보자원과 다양한 매체로 지원한다. 또한 부산시의 독서문화 창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부산학의 메카로서 기능한다. 

셋째, 부산도서관은 부산시민 남녀노소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거점도서관으로서, 건강한 지역공동
체의 성장, 다양한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 지식기반사회를 견인하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민 
평생교육의 허브가 된다.

Ⅴ. 부산도서관의 기능 및 운영계획

1. 부산도서관의 기능

부산도서관의기능과역할은부산도서관의성격규정, 사명과비전의설정, 관련법2)의규정과

법제정의도파악, 부산지역의특수성반영, 국내외지역대표도서관의기능과역할파악, 전문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도출하였다.

연구팀은부산도서관을 ‘부산광역시차원의거점도서관’, ‘정책도서관이자동시에연구도서관’,

그리고부산학연구의메카로서의 ‘부산학도서관’으로서의복합적성격을갖는도서관으로그성

2) 지역대표도서관의역할과업무등에대해서는도서관법제23조(업무), 도서관법제 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의 설치 등)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 등) 등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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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규정하였다. 부산도서관은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부산시가

시행하는도서관정책을마련하고시행하는기관으로서의성격이부여되어있다. 즉부산도서관은

한편으로부산광역시차원의도서관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데중요한지원역할을담당하여야

하며, 또한부산지역에서도서관서비스를시행할경우부딪히는문제점과보다나은서비스를제

공하기위해개선되어야할사항들을종합적으로연구⋅검토하고, 이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등에전달함으로써, 다양한영역에서제기되는문제들을해소하는연구도서관으로

서의성격도띠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여기에 더하여부산도서

관은도시의생성과역사적변천과정을한눈에보여줄수있는전시관과함께, 부산의역사⋅문화

⋅산업⋅행정등부산의전분야에관련된자료를망라적으로수집하여제공하는명실상부한부

산학 연구의 메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격 규정과 도서관법에서 정한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적 기능을 참고하여 연구팀은 부

산도서관의 5대 핵심 기능을 도서관정책 기능, 지원협력 기능, 자료보존 기능, 정보서비스 기능

및행정지원기능등으로정리하였다. 도서관정책기능에는부산광역시의도서관정책개발및집

행, 부산광역시 차원의 도서관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지

원, 기타조사및연구기능이포함되며, 지원협력기능에는부산지역각급도서관운영지원, 부

산광역시 내 공공⋅학교⋅대학⋅전문도서관 사이의 협력 사업, 도서관정보화 지원 및 정보교육

지원, 부산지역내타문화시설과의연계및협력지원, 시청⋅교육청과의협력업무추진등이포

함된다. 또한자료보존기능에는부산지역내공공도서관자료중공동보존의필요성이있는자

료들의수집및공동보존서고운영, 법에따라부산광역시가발행한자료를수집제공하는지역

납본센터로서의기능, 부산지역에특화된지식자원디지털아카이빙기능등이, 정보서비스기능

에는장서개발정책의수립및시행, 대 시민및정보취약계층에대한서비스시행, 부산학도서관

(가칭부산파노라마) 운영, 광역차원의지역정보통합서비스, 디지털도서관서비스등이, 그리

고 행정지원 기능에는 재정ㆍ회계 등의 일반 행정업무와 홍보업무, 시설관리 등이 포함된다.

2. 부산도서관의 조직 및 예산 계획

한편부산도서관이도서관법에의해부여된업무및위에제시된기능과역할을원활히수행할

수있기위해서는업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부산도서관의조직⋅인력및예산계획등의

업무추진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부산도서관의조직은앞에서제시된부산도서관의 5대

핵심기능에따라도서관정책과, 지원협력과, 자료보존과, 정보서비스과및행정지원과등의 5개

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인력의문제는크게관장과직원의문제로구분해볼수있다. 관장과관련하여광역차원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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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부서장 직급
인력 구성(안)

일반 사서 전산

관장(3급)* 1**

도서관정책과(4급)*** 10**

지원협력과(5급) 8 4

자료보존팀/과(5~6급) 6

정보서비스과(5급) 18 1

행정지원과(5급) 12 1

소계 12 44 5

계 61

  * 관장의 직급을 3급으로 제안한 것은 여러 가지 제도나 법령상의 제한은 있으나, 부산시에 관장의 직급이 3급인 도서관
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부산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 또한 3급으로 제안하였음. 

 ** 사서직 최고 직급이 사서사무관(5급)이며 4급부터는 일반직에 속하긴 하지만,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사서자격증 소지자
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서’로 표기하였음.

*** 도서관 정책 부문을 담당하는 도서관정책과가 부산대표도서관의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제안하였음.

<표 10> 부산도서관의 인력 산출(안)

정책수립및시행의효과적지원이라는차원에서부산도서관장의고위직급확보가필수적으로보인

다. 직원과관련하여서는단계별로인력충원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부산도서관의

직원규모는부산지역의특성에맞게구성하되, 중장기적으로는도서관법에서규정하고있는역할을

수행할수있도록각업무영역에최소인원이상을배치하여야할것이다. (사)한국도서관협회의공공

도서관기준(2013년)에따른부산도서관의적정인원은전체 69명(20명+ 49명)이다. 또한도서관법

시행령상의도서관사서배치기준에따르면, 부산도서관의규모를면적15,000제곱미터, 초기열람용

자료 350,000권으로 설정할 경우, 105명(면적 47명, 장서수 58명)의 사서직원이 필요하다.

다만위에서제시한적정인원수는일반공공도서관을기준으로하고있기때문에, 역할과기능면

에서차이가있는부산도서관의경우에는직원구성에있어서일정한차별성을둘필요가있다.특히

정책및연구도서관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는부산도서관의특성상다른공공도서관에비해사서

직을포함한전문직의비율이더높게책정될필요가있을것이다. 이상의논의를토대로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도서관의 운영 조직 및 최소 필요 인력을 산출하여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한편부산도서관이건립된후의운영예산을산정하기가쉽지않겠지만기존에운영되고있는

도서관을기준으로크게인건비와자료구입비, 그리고기타운영비로나누어운영예산을추정해

볼수있다. 다만, 인건비는공무원보수규정의공무원봉급표(개정 2014. 1. 8.)를근거로각급의

중간호봉에제수당을더하여책정하는방법을사용할수도있으나, 각 직급별인원계획은상당

히유동적이기때문에, 이논문에서는제외하였다. 다음으로자료구입비는단행본, 연속간행물, 디

지털자료(비도서자료 포함) 등으로 나누어진다. 단행본의 경우 연간 장서증가량은 전체 장서

(350,000권)의 10%가 되도록설정하였으며, 연속간행물과디지털자료구입비는각각단행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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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비의 20%수준을적용하였다. 일반 공공도서관의연속간행물과디지털자료구입비는각각단

행본구입비의약 10~15%내외이지만, 지역대표도서관의특성상서비스대상이부산지역주민

전체와각급도서관이기때문에일반공공도서관이구독하기어려운저널구독의필요성과네트

워크를통한이용지원의필요성을감안하였다. 마지막으로기타운영비는국내공공도서관의전

체 운영비를 건물 연면적으로 나누어 건물 연면적(㎡)당 평균 운영비를 산출하였다.

2013년도한국도서관연감에나타난통계를토대로보면인건비를제외하고국내공공도서관의

건물연면적(㎡)당 연간평균운영비는약 160,000원이다. 또한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13년도출

판통계(2012년말기준)에 따르면신간도서의권당평균정가는 13,885원이다. 여기에도서정가

제의 영향과 도서 정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단행본 권당 평균 정가를 15,000원으로 적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부산도서관의 초기 운영 예산을 산출해 보면 (표 11>와 같다.

<표 11> 부산도서관의 운영 예산 추계

항목 산출 근거 예산(천원)

자료구입비

단행본 15,000✕35,000권* 525,000

연속간행물 525,000✕20% 105,000

디지털자료 525,000✕20%  105,000

소계 735,000

기타 운영비 160,000✕15,000m2 2,400,000

합계 3,135,000

* 기본 소장 장서의 10%

Ⅵ. 부산도서관 건축 계획

1. 부산도서관의 적정규모

부산광역시의공공도서관의도서수장능력은 2012년 기준으로 26%가부족상황이며, 2020년에

는 약 125%의수장공간이부족할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향후추가적인수장공간의확충이나

공공도서관의 신축이필요한 실정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13) 이러한배경 하에서, 최근 중앙

정부에서 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특히, 지역 거점별로 공동서고를 포함하는

지역대표도서관건립을추진하고있는데, 이를근거로적정한도서관규모를검토해보고자한다.

적정규모를설정하기위해서는다양한결정요인이있을수있는데, 이 중에서도서관의규모

에영향을줄수있는사항으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법령및권장기준, 이용인구및장서수,

관련 선례 등에 따른 기준 등이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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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공공도서관 공간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1.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 4,950㎡ 이상 봉사대상 인구 50만 이상

2. 한국도서관협회 권장 기준 82,080㎡ 이상 봉사대상 인구 200만 이상

3. 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기준 68,400㎡ 이상 봉사대상 인구 30만 이상

4.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기준 15,000㎡ 이상

5. 프랑스 지자체 공공도서관 기준 23,940㎡이상 2만 명 이상 도시, 0.007㎡/인 적용

6. 공공도서관 공간운영 표준모델 기준 8,949 ~ 14,211㎡ 예상 소요면적(공동보존서고) 적용

7. 도서관 이용거리에 따른 기준 - 예상지 추후 분석 예정 (반경5km적용)

8. 국내 대표도서관 적용면적 평균 11,914㎡ 인천, 서울, 전남, 충남, 울산 평균 

※ 부산광역시 봉사대상인구 350만 명 적용, 현재 부산공공도서관 연면적 90,205㎡

<표 12>의 공공도서관 관련 공간 기준을 참조해 다음 <표 13>와 같이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국내외법령및권장기준, 장서수및권역별이용인구, 관련국내사례등을분석해적정규모를

산정하면 연면적은 약 12,000~15,000㎡로 추정될 수 있다.

<표 13> 부산도서관 적정 시설규모

규모 결정 항목 산출기준 및 근거 적정규모

주
요 
기
준

권장 기준 및
관련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권장기준 면적 : 15,000㎡
  ※ 지역 중앙도서관 역할 담당 도서관 

15,000㎡

권역 내 
이용 인구

∘해당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에 의한 추정 규모(도서관 이용
거리에 따른 기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년): 1,000명당
도서관 연면적 20㎡

  ※ 반경 5km 이용권역 내 인구 100만 명일 경우 : 20,000㎡

20,000㎡

도시인구에 의한 
규모 추정

∘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기준(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부산광역시 인구 3,520,000명× 20㎡/1000명= 70,400㎡
기존의 공공도서관 면적 1,953,581㎡ 제외

-

장서수

∘‘공공도서관 공간운영 표준모델(2007,국립중앙도서관)’ 적용
산출근거: 연면적 중 장서공간(서고) 점유 면적 비율(35%)
부산도서관의 서고 산출 면적 : ➁/0.35+➀=8,886+5,000

  ➀ 밀집서고 면적 상정 : 약 5,000㎡
     (선행연구 보고서: 3,132 ~ 4,974㎡)
  ➁ 일반서고 면적 상정 : 약 3,110㎡
     (부산시 교육청 소속 평균 규모)

약 13,886㎡

유사사례 
∘국내 대표도서관 시설 평균치 : 11,914㎡
  ※ 인천, 서울, 전남, 충남, 울산 평균 

약 12,000㎡

적정 규모 12,000㎡ ~ 15,000㎡

- 135 -



18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5권 제3호)

2. 입지 평가를 위한 분석 요인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공적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는 정보의 중심

센터이자공용서고기능을갖는지역공공도서관의대표기능을수용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

해서는 최적의 입지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입지결정을 위한 평가지표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입지고려사항으로서는먼저, 사회·경제적여건중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공간이

라는 차원에서 접근 편의성과 입지 선호도 그리고 대중교통 인프라 기반 등과 도시 랜드마크

(landmark)적 효과를거둘수있는 입지조건에주변기반시설과의연계된시너지 효과를거둘

수있는지역중심성을가진주변여건이중요해진다. 아울러도시및자연적환경등의적정규모

와환경을가진부지및주변의물리적여건이고려되어야한다. 또한실질적인사업추진을위해

서는 부지확보의 용이성도 입지 선정 요인과 관련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공공도서관 입지특성과 선행평가기준 등을 토대로, 사회·경제

적여건, 물리적여건, 사업시행연건등 3가지항목으로대별하고, 세부적인평가를위해총 12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표 14> 부산도서관 입지 타당성 평가 항목

분 류 평가항목 내   용

사회·
경제적
 여건

교통 접근성 ∙ 대중교통 연계성과 접근성이 좋은 곳

지역 중심성
(랜드마크 가능성)

∙ 지리적 또는 지역인구가 밀집된 중심지 위치 
∙ 공공의 문화장소 활용

문화시설, 행정시설과 연계 ∙ 문화시설과의 연계 용이한 지역

인근 도서관 위치 ∙ 도서관 시설이 인접하지 않는 곳

변화 대응성 ∙ 도시계획 등 주변 도시환경 변화 대응성

물리적
여건

건축가능성 ∙ 건축행위의 적정성: 표고, 배수, 자연재해 등 건축행위가 양호한 곳

교통시설 편의성 ∙ 대중교통 인프라 여부

부지규모의 적정성 ∙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시설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 부지확보 

환경적 쾌적성 ∙ 양호하고 쾌적한 환경

사업
시행
여건

권역내 이용인구
∙ 시민이용성
∙ 예비타당성 결정 주요 요인

사업 추진 용이성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상 도서관 입지가 적합한 부지
∙ 건립 예산, 시기 고려

적법성 ∙ 법령 저촉 여부, 건축 가능성

입지대상지분석을위해부산광역시내부의국공유지현황, 교육청소유부지현황및부산광

역시내군·구청에서요청하는조성후보지를대상으로대상지선정평가를진행하였다. 이때, 부

산도서관조성후보지총 13개소중현실적으로건축이가능하며, 부지확보및건축가능성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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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국공유지를중심으로대상을한정하였고, 부산도서관의기본프로그램에소요되는기본건

축규모를수용할수있는입지를선정하기위하여최소대지면적규모를 10,000㎡로한정하여수

용이 가능한 입지적 환경을 감안하였다.

또한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건립되는 역사적인 부산대표 시설과 구·군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시설물은구분하였고,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역민들이체감할수있는합당한시설을별도

로추진해야주변적인논리는배제하였다. 이러한고려사항에의거해조성후보지를평가해부산

도서관신축을위해가장적합한부지를선정해최종적으로부산광역시청앞공공부지, 부산시민

공원부지내그리고사상구덕포역인근부지, 그리고화명동공공부지등건축계획적인차원에

서 4개의후보지로압축하였다. 향후이에대한구체적인설문조사결과와국가공공시설물건립

을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건립 부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 론

2007년에 개정․발효된 도서관법 은 광역시·도 차원의 도서관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구심

점으로서지역대표도서관을설립하거나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은지역도서

관 시책 수립 지원, 시·도 단위 자료 수집 및 제공, 지역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 공동보존 등 지역의 도서관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 행정기구이다.

이에따라부산광역시에도지역대표도서관의건립이추진되고있다. 현재부산대표도서관건

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보고서가마무리되었으며, 이를토대로 향후 부지 선정과 설계 공모등

필요한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이연구를통틀어연구팀은무엇보다부산대표도서관이최적의위치에적정규모로건립되어야

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지역대표도서관은지역내각급도서관을지원하는정보서비스의허브이

자지적자산의보고이다. 이를위해서는최적의입지가제공되어야하므로, 사회·경제적여건, 특

히, 시민들이편리하게이용하는공용공간이라는차원에서접근편의성과입지선호도그리고대

중교통인프라등을중시하였다. 또한 주변기반시설과연계된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는지역

중심성여건과자연환경및주변의물리적여건을감안하였다. 물론실제사업추진을위해서는

부지확보의용이성도입지선정요인과관련이크다. 그러나부산시전체를대상으로하는역사적

인대표시설과구·군단위지역발전을위한시설은구분되어야하며, 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밀착한 시설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번째로, 지역을대표하는도서관으로서의위상을유지하면서, 동시에공동보존공간과부산

파노라마, 전시및커뮤니티공간을포함하는건물의건립을위해적정한도서관규모를제시하였

- 137 -



20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5권 제3호)

다. 적정규모를설정하기위한다양한결정요인들중에서법령및권장기준, 이용인구및장서

수, 관련선례등에따른기준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국내외법령및권장기준, 장서수및권

역별 이용인구, 관련 국내 사례 등을 분석해 적정 규모를 연면적 약 15,000㎡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대표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해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도서관조직․인력및예산계획등의업무추진전략을수립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도서관기능

을총 5개과로구분하고단계별로인력확보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되기반조성단계에서는 43

명, 중장기적으로 61명이상의직원을확보할것을제안하였다. 특히정책및연구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산대표도서관의 특성상 사서직 등 전문직의 비중을 높게 책정하였다.

요컨대, 부산대표도서관은 부산 도서관정책의 컨트롤타워이면서 동시에 ‘도시의 품격’을 상징

하는 부산의랜드마크가 될것이다. 부산시민의문화적, 지적 자부심의상징이며, 부산의 과거를

반추하고미래를조망할수있는자긍심의원천이될것이다. 이제는최적의위치에최고의건물

을세우고그안에최상의가치를담기위한고민과노력이필요하다. 나아가, 연령, 경제적여건,

성별 등을 초월하여 시민모두가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유일한 문화 향유의공간, 기존의전통적

도서관기능을넘어선창조적생산성의인큐베이터가될지역대표도서관들이우리나라광역지자

체 곳곳 가장 좋은 위치에 조속히 건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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