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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서 도서 은 기 생활인 라  하나로 필수 으로 고려되어야할 시설이다. 단순한 기 생활인 라로서

의 의미를 넘어 도서 이 도시재생의 참여 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서 들의 역할  성격, 참여형태을 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련 략계획의 

내용에서 도서 과 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의 도서 의 역할과 참여형태 차원에서 고찰하 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도서 이 향후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극 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도시재생 내 도서 은 주거환경의 질 제고, 도시 활력증진, 생활 착형 문화 ․교육 ․사회/복지  

역할, 지역 내 커뮤니티 허 로서의 역할이 기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도서 의 참여형태는 크게 지역․지리  

특화도서 ,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한 하이 리드 도서 , 지역사회 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서 ,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허 형 도서 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향후 도서 은 도시재생의 참여 주체로서 기 되는 5가지 

역할을 바탕으로 보다 극 인 역할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 도서 이 도시재생 거 시설로서 그 역할을 성공 으

로 수행하기 해 도서  서비스의 주체인 사서, 서비스, 로그램 등에 한 보다 세부 인 논의가 도시재생 계획 수립 

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Libraries are one of the essential living infrastructures in urban regeneration. Beyond its meaning as 

a basic living infrastructure,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role, nature and forms of participation 

in exis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order for libraries to perform their functions and roles effectively 

as participants of urban regeneration.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tents related to libraries 

in the contents of the strategic plan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considers them in terms 

of the role of the library and the form of participation. Through this, the city’s library would seek to 

maximize its role and function as a participant in urban regeneration. As a result, the library in urban 

regeneration is expe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Urban vitality, culturally, 

educationally, socially/welfare role closely related to life, and the role of community as a hub.  In addition, 

the types of library participation could be largely divided into regional and geographical libraries, hybrid 

libraries combined with various services, libraries based on community cooperation and linkage, and regional 

community hub libraries ba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future, the library needs to promote 

a more active role change based on the five roles expected as participants in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more detailed discussions on librarians, services, and programs, which are the main subjects of library 

services, will be needed in developing urban regeneration plans in order for libraries to successfully fulfill 

their role as urban regeneration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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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 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

업이 기존의 도시정비사업과 구별되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도시재

생이 단순히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물

리․환경  개선을 넘어, 쇠퇴한 도심 는 기

성 시가지의 경제․사회․문화․환경  가치

회복 등 종합 인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다(최조순, 김태 , 김종수 2011; 

박진수, 김기수 2013). 둘째로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지방정부, 건설사, 문가 심이 아닌 당

사자인 주민 참여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따른 자율  

계획과 생활 속에서 지속되는 추진 노력을 통

해 직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셋째는 기존 사업이 정부 정책과 제도가 규정

한 차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부분과 다양한 주

체간의 공통  이해 계를 조정하는데 한계를 

가졌다면,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체들

이 긴 히 력하는 거버 스가 핵심 인 사안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박진수, 김기수 2013; 

박인석, 염철호, 차주  2009). 다시 말해,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 , 비 리단체, 지역주민과 

이들이 참여하는 추진 의회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네트워크 력체제 하에 이루

어지는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박인석, 염철호, 

차주  2009).

이처럼 도시재생이 지역 삶의 총체  개선을 

지향함에 따라, 도서  역시 정보․지식․교

육․문화․휴식․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

된 도시재생의 거 공간이자, 지역 공공시설을 

유기 으로 연계하고 기능 으로 지원하는 공

간으로 계획되고 있다(신승수, 홍지학, 김  

2009). 이와 더불어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공도서 은 쇠퇴해가는 원도심, 버려진 항구 

는 산업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매제 역할

로서 도시재생의 문화  거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문은미 2017), 문화시설로서 도서

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필요성에 의해 그 사

회가 가진 문화를 축 ․보존하고, 사회구성

원간의 커뮤니 이션을 형성․발 시키는 기

능을 담당하기도 한다(이시 , 장우권 2016). 

한, 문화  거 시설이라는  다른 표 으

로 도서 은 문화  사회  교환이 일어나는 

공공 역이자 학습․경험․활동을 한 활동

인 도시 공간(Skot-Hansen, Rasmussen, and 

Jochumsen 2013)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처

럼 도서 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역 네트워크 

력과 지역 주민의 커뮤니 이션의 심지로서, 

역사․문화 콘텐츠, 지리  특성 등의 고유 자

원을 효과 으로 활용해 지역을 사회․문화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재 도서 은 도시재생에서 기 생활인

라 시설에 해당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

서 이 도시재생 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해 필수 으로 공 해야하는 생활시설로 고

려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이 국 으로 

추진되고, 해당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서 들

이 지역사회에 설립됨에 따라, 도서 이 도시

재생의 참여 주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

는지,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도서 의 참여형태

와 특성은 어떠한지, 특히 향후에는 어떤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한 구체 인 논의

가 필요한 시 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문헌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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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략계획  사업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서  련 추진 내용을 탐구하 다. 이를 통

해 국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도서 이 가지고 

있는 의의, 역할, 참여형태에 한 이해를 명확

히 하고, 향후 도서 이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

서 수행해야할 근본 인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해 논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필요성은 소득층과 고소득층

의 주거지 분리에 따른 도시의 편화, 그리고 

오늘날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구 산업, 구 주

거지가 황폐화되며 쇠퇴 지역이 나타남에 따라 

부각되었다.  다른 배경으로 도시는 도

시의 지속 인 발 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한 

요소로 도시 정체성과 이미지 구축을 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문은미 2017). 

“도시재생”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체계  수

행과 정부의 극  지원이라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 다. 특별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도시

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

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

의 도입 창출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

제 ․사회 ․물리 ․환경 으로 활성화시

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도시재생활

성화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도시

재생 활성화계획을 추진하는 주요 목   성

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표 1> 참조).

도시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

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 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개발과 

연계함으로써, 도시에 새로운 기능 부여와 고용

기반 창출을 목 으로 한다. 반면, 근린재생형

의 경우는 생활권 단 의 생활환경 개선, 기

구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근린재생형 심시가지 활성화형

상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국공유지(이 지) 등
도시 내 쇠퇴지역

심상가, 공공청사 등의 

원도심을 포함하는 지역

공간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기반 재구축 지역 공동체 활력회복
원도심의 활력회복  

심시가지 외부 인구유입

내용  략
앵커시설+국가핵심시설 등

연계+민간투자+ 융지원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동체  지역문화 활성화

상 활성화+공공기  등 

집객 시설의 도심집약

주체
지자체+민간투자자+상공회의소+

공기업 등

커뮤니티 단  주민공동체+

민간단체+지자체

통합상인 의체+지자체+

주민공동체+도시재생회사

성과목표 도시경쟁력강화
근린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
원도심 경쟁력강화 유동

<표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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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 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

리기 등을 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실제 도서 은 근린재생형 도시재

생 활성화계획에서 기 생활인 라 확충, 생활

환경 개선이라는 목 으로 신축  리모델링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도시재생사업과 도서

2.2.1 도시재생기반시설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한 특별법(도시재생법) 제2조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로서 도시

체 는 일부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  공동이

용시설을 말한다. 그 세부내용은 <표 2>와 같다.

2.2.2 기 생활인 라 시설

한편, 기 생활인 라는 ‘도시재생기반시설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

정한 수 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하여 

필요한 시설’로 정의한다(도시재생법 제2조 제

11항). 각 지역은 생활권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의 기 생활인 라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기

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표 3> 참조). 다수의 시에서는 국가도

시재생기본방침과 함께 해당 시의 황을 고려

하여 기 생활인 라의 기 을 설정하고 있으

며, 도시재생법 제4조에 의거하여 기 생활인

라의 범   국가  최 기 은 10년 단

(재검토 5년)로 수립한다.

기 생활인 라 시설은 근린 내 주민의 활동

을 고려하여 14개의 시설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4> 참조). 한, 기 생활인 라 시설

은 주민의 활동을 고려한 효율 인 생활 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공간 계, 공 목 , 

공 주체, 규모, 서비스 계 등을 바탕으로 지

<도시재생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기․가스공 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 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 안시설 등 보건 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 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

 1. 놀이터, 마을회 , 마을 도서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 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 서비스시설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 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의사소통을 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 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혜로 정하는 시설

<표 2> 도시재생기반시설에서 도서 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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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생활권 규모

기 생활인 라 국가  최 기 (안)
(인구

5만명 이상)
(인구

2만～3만명)
소(인구
1만명)

교통시설 공공주차장
∙주거지역 내 주차장확보율: 70%
∙시지역 1 /주택규모 85㎡

○

공간시설
생활권공원 ∙1인당 공원 면  9㎡ ○

근린 장 ∙2,000~4,000세 당 1개소 ○

유통․공 시설 상수도 ∙상수도 보 률 100%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유치원 ∙2,000~3,000세 당 1개소 ○

등학교
∙4,000~6,000세 당 1개소
∙학 당 학생수: 21.5명

○

공공체육시설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  4.2㎡ ○

도서
∙지역거 도서 : 인구 3만명당 1개소
∙작은도서 : 500가구 이상 1개소(건물면  33㎡ 이상)

○ ○

노인의료 복지시설 ∙인구 3만명당 1개소 ○

방재시설 류시설 ∙목표연도 내 확률강우량을 결정 후 필요 류시설 확보 ○

환경기 시설 하수도 ∙하수도 보 률 100% ○ ○ ○

<표 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의 기 생활인 라 항목  기

주체 지역거 시설 마을단 시설

생활

일상
생활

의료

보건소

기 의료시설

의원

약국
응 실 운  의료기

건강생활지원센터

교육 -

등학교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체 유치원

학습 공공도서

국공립도서

도서

공공도서

시․도립 도서 사립도서

교육청도서 작은도서

돌 -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체 어린이집

여가
활동

교제 지역커뮤니티센터 마을공동시설, 마을공동작업소 등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생활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체육

수 장
수 장

간이운동장

휴식 지역거 공원(묘지공원 제외, 10만㎡ 이상)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 술회

-
시시설

생활지원
서비스

행정 우체욱 주민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안 /방재

경찰서, 소방서 -

소방용수시설 보안등, CCTV 등

류시설 -

교통 도심주차장 공 주차장
시군구 운
공 주차장

유통․공 상수도 -

환경기 하수도 -

생활편의
주거편의시설 폐기물 보 시설

소매 생필품 구매를 한 소매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9)

<표 4> 기 생활인 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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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거 시설과 마을단 시설로 구분한다. 지역

거 시설은 도시기본계획의 소생활권이면 공

공 주체로 낙후지역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규모, 서비스 계(고차), 규모복합

시설(도시커뮤니티센터)을 특징으로 한다. 한

편, 마을단 시설은 마을(지속가능한 신도시계

획기  상 근린권역)로 공공 투입을 우선하나 

민간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아 트 수 의 편

의․복지 향상을 목 으로 한다. 마을단 시설

의 특징은 소규모, 서비스 계( 차), 소규모

다기능시설(마을커뮤니티센터) 등이 해당된다

(김유란 2020).

2.2.3 도시재생에 있어 도서 의 의미

도서 과 도시재생의 계를 설명할 때 가장 

먼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도서 이 도시

재생기반시설이자 기 생활인 라 시설에 포

함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모든 공공도

서 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략

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주민과 이

용자가 필요한 자료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 으로 운 되고 있다(김소연, 김용승 2018). 

이러한 도서 의 기 인 라  성격은 세 가지 

에서 추가 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라북도 주시, 경기도 주시의 

도시재생 략계획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추

진 시 해당 지역이 설정한 도시재생기반시설 

최 기  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른 

국가  최 기 을 검토하여 향후 활성화 지역

에 공 이 시 한 기반 시설을 도출하게 된다. 

도서 ․공원․공공체육 시설․근린 장 등 국

민생활에 한 기 생활인 라 한 사업 추

진 시 설정된 기 에 따라 단계 으로 확충하

며, 국공립 보육시설, 각  병원 등을 도심부 

주로 설치하도록 하여 노약자․장애인․ 소

득층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와 같이 도

서 이 도시재생기반시설과 기 생활인 라 

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황을 악하는 기단계에서 도서 은 필수

으로 검토된다. 이러한 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 도서 이 반드시 언 될 수 있는 배

경이기도 하다.

둘째, 기본 으로 도서 은 지역주민 구나 

평등하게 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기

인 지 ․문화 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요한 향을 미친다.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총체  개선과 질 향상을 지향

하고 있으며 이를 실 하기 한 방안으로 도

서 을 활용하고 있다. 도시재생에서 도서 은 

생활 착형 커뮤니티시설․복지시설, 사회서

비스시설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

시재생에서 공공도서 을 도시개발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장소, 경험과 새로운 교류를 한 공

간, 창조  력 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등

으로서 해석하고 있다(Rasmussen, Jochumsen, 

and Skot-Hansen 2011).

셋째, 기 생활인 라 시설은 최근 주 52 근

로시간 도입 등에 따라 변화하는 국민들의 삶

에 부응하기 해 설치되는 문화․복지 인 라

인 생활 착형 SOC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

다. 생활 착형 SOC는 일생생활에서 보육․의

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국

민편익 증진을 한 시설을 지칭한다. 생활

착형 SOC를 단계 으로 확충 내지 공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격차 해

소를 목표로 수행되며, 이는 도시재생이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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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와 유사하다. 최근 도서 은 생활SOC 

 하나로서 주목을 받으며, 지식정보에 한 

근성을 보장하기 한 공간이자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사회  기능과 문

화활동을 체험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착형 소

규모 도서  확충을 해서 ‘작은도서  조성지

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주시 도시재

생 략계획에서는 도서  확충  활성화방안

으로 문화체육 부 연계 사업(작은도서  조

성 지원 등) 발굴을 통해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

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 확

를 모색하고 있다.

2.3 련 선행연구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재생의 정책 방향(류 석 2019), 도심재생의 

기본 략  계획요소를 검토한 연구(김 환, 

최정우, 오덕성 2003)에서 부터 다양한 측면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구자들은 미

국, 국의 ‘거버 스형 마을 만들기’, 일본의 

‘마치즈쿠리’ 등 국외 도시재생사업의 선진 사

례를 탐구함으로써, 선진국들의 도시재생 사업 

구조, 사업방식, 참여주체 등을 논의하는 연구

(박세훈 2004; 임양빈 2005; 양재섭, 김 환, 

김정원 2007; 박인석, 염철호, 차주  2009; 이

왕건 2010; 김 환 2018)가 다수 수행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련 선행연구들은 도시재생사업

의 특징과 연  지어 살펴볼 수 있다. 먼  도시

재생의 핵심 인 특징인 ‘공공성’과 련된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주형, 서의권 2009; 

이동훈 외 2010; 박진수, 김기수 2013). 련 

연구들은 법 는 정책, 도시재생사업을 수행

하는 앙정보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의 

역할과 책임, 개별주체별 역할, 참여 주체 간의 

력 모형 등에 한 세부 인 검토를 하 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공공개입

의 필요성을 확보하며, 효율  지원체계 구축, 

각 주체별 역할 제시 등을 도출하 다. 한, 비

리단체, 민 력 등 지역 내 범 한 네트

워크 력 체제를 강조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도시재생정책 추진 사례에

서는 사회  기업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도시재생에서 ‘사회  기업 는 마을

기업’의 역할에 하여 논의한 연구들도 확인

할 수 있다(장우진, 문수  2010; 홍성우, 장우

진 2011; 김학실 2013).

도서 의 도시재생에서의 역할에 하여 논

의한 선행연구는 건축학 련 분야에서 주로 찾

아볼 수 있다. Skot-Hansen, Rasmussen, and 

Jochumsen(2013)은 문화  도시재생에서 공공

도서 의 역할에 해 세 가지로 정의하 다. 먼

 문화  아이콘(Cultural icons & Landmarks)

은 차별성, 인지성, 상징 ․미  속성, 도시

랜딩으로 도시 정체성 구축, 도시 이미지 개선

을 한 요소들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장소 구

축(Placemaking)은 도시개발에서 능동  역

할, 복합용도개발로 도시  다양성 기여, 새로

운 경험의 무 , 공공 역의 창조로 다양한 활

동․체험․경험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활

성화(Community vitalization)는 지역 정체성 

활성화, 사회 ․경제  도  선언, 지역 신, 

창조성과 력 추진으로 교류와 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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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  도

시재생 개념의 에서 공공도서 의 역할을 

탐구한  다른 연구로, 문은미(2017)는 공공

도서 의 역할을 문화  아이콘, 복합용도, 공

공 역이라는 3가지 역할을 도출하 다. 한, 

국외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하여 지역개발의 맥

락 안에서 도서 의 규모, 형태, 사드와 형태, 

공간의 개방성, 입지, 도시기반시설  외부공

간과의 연계 등의 에서 공공도서 의 계획 

특성을 악하 다. 양재 , 김동훈(2016)은 

도시재생 사례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기법을 

테마별로 도출하고, 지역 주민을 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기존 공공도서  리모델링 계

획에 공간  문제 과 추가 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능들을 분석하 다. 이 연구는 구도심 활

성화의 차원에서 기존 공공도서 이 지역여건

에 맞게 리모델링하는데 기여했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 한, 김소연, 김용승(2018)은 

재 도시재생뉴딜정책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를 

목 으로 소규모 주거지 단 의 주민편의시설

을 공 하고자 하는 흐름에 따라, 일본공공도

서  사례를 기반으로 작은도서 이 생활 착

형 문화공간으로써 수행해야할 근본  역할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재 추진된 

는 추진되고 있는 국내의 도시재생 략계획

에서 도서 과 련된 내용을 면 하게 조사하

여 연구되었다는 차별 이 존재한다. 한, 건

축학의 개념에서 논의가 아닌 문헌정보학 

에서 도시재생에서 도서 의 역할과 그 의의를 

찾고자 하 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국가 주

요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

는 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내 도서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역할과 형태

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탐구하여, 향후 도시재

생 참여 주체로서 도서 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서 의 역

할과 참여형태를 살펴보고, 향후 도서 이 도

시재생의 참여주체로서 기 되는 역할을 고찰

하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방법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시재생의 

개념을 이해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서 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 다. 둘

째, 도시재생과 도서  련 선행연구를 고찰

하 다. 셋째, 문헌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외 

도시재생 사업사례를 조사하 다. 자료 수집 

방법은 국내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각 지역에서 발간한 도시재생 략계획 보고서

와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 다. 넷째, 수집된 도시재생 략계획 내 

도서  련 내용을 확인  정리하여 시사

을 도출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세부 으로 

1) 재 국내 도시재생 략계획에서 도서 이 

포함되어 있는가? 2) 도시재생에 있어 도서

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3) 어떠한 역

할이 요구되는가? 4)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가? 5)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도시재생의 

참여주체로서 도서 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순

차 으로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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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체계도

4. 연구 결과

4.1 도시재생 내 도서 의 역할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 도서 의 역할과 

상은 해당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과 목 에 따

라 구분된다. 일반 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요

구되는 도서 의 역할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

서 조사한 도시재생추진계획을 통해 도서 은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화시설  문화 술행사 공연 등이 

도심에 편 되는 경향에 따라, 도농간 문화향

유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상이 

되는 낙후지역은 상 으로 문화 소비자와 생

산자의 변, 문화 술 창작활동, 공연 등이 매

우 취약한 실정이다. 라북도 순천시 도새재

생계획에 따르면 문화 술회 에서는 기  문

화강좌  주로 운 되고 있어 주민 이

용활성화가 어렵다고 언 하고 있다. 이러한 

안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내 도서 은 문화  

역할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도서 은 도시재생 

내 문화  거 시설로서 인 한 문화시설들을 

연결하여 문화지구나 문화벨트를 형성하는 핵

심 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 으로 

생활 속 문화창조활동 여건 조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한 문화 로그램 확 , 다양한 계층

이 함께하는 문화 나눔 실 , 시민문화 술 선

도를 한 문화 술회  활용 방안 마련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낙후 지역의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한 교육  기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도서

의 핵심 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리터러시, 즉 정보활용능력의 격차

에 따라 부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정보 

격차는 사회 통합을 해하는 요인으로도 해석

되고 있다. 도서 은 정보소외계층을 한 기

인 공공시설로서, 각종 정보 서비스를 통

해 지역 주민을 한 정보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도시재생 내에서도 도서 은 련 주제

의 심도 있는 지식 정보 제공, 시민 참여형 로

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문화기 으로서의 역

할이 요구되고 있다. 라북도 주시의 도시

재생 략계획의 경우, 정보통신계획의 교육 부

문에서 행정  공공기 을 심으로 지역주민

을 한 IT교육 로그램과 문교육 로그램 

발굴하고, 이를 교육하기 해 도서 , 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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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특별자치시 조치원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도 도서 은 스마트도

서 ,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 도서 을 방문

하지 않고 언제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근하여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  역

할을 이행하고 있다.

셋째, 문화와 함께 빈번하게 언 되는 부분

은 도서 의 사회․복지  역할이다. 이 역할

의 핵심은 지역  계층 격차 해소에 있다. 일례

를 들어 충청북도 청주시의 도시재생 략에서

는 앙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일반 근린재생

형)에 수암골 내 방치된 건축물(공가)을 활용

한 문화복지 센터 조성하여 문화거 을 조성하

으며, 해당 센터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활용 가능한 지역 착

형 복지 로그램 마련  제공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도서 은 지역 내 커뮤니티 허 로서

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주민 참

여와 지역 네트워크 력체계를 심으로 운

하는 도시정비  개발사업이다. 이러한 특징

에 따라 도서 은 도시재생의 심지이자 공공

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생활권 내 

새로운 교류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며, 지역 공공시설을 유기 으로 

연계하는 등 창조  력 계를 형성할 수 있

는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라북도 주시 

도시재생 략계획에서도 도서 은 주거환경계

획 부문에 포함되어 소규모 도서 , 문화시설 

등 편의공간을 확충하여 생활권내 커뮤니티 형

성에 기여하는 역할이 기 되고 있다.

다섯째, 도시재생의 기본 취지에 따라 도서

은 주거환경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주거환경의 질  제고는 편의

공간, 도시 조성, 사회안  등 다방면의 측면에

서 해석될 수 있다. 일련의 사례로 충청북도 청

주시에서는 공간환경 디자인의 품질 제고를 통

한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해 도시 내 주요 경

을 개선하 다. 이를 해 청주의 서원생활

권 재생 방향은 범죄․사회안  등의 메시지를 

담은 공원을 조성하 으며, 특히 시청사․도서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 건축물을 정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측면에서 

청주시 도시재생에서는 창고, 폐공장 등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

과 시․공연장 등의 문화․여가 공간 등 

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재생 내 도서  계획 시, 공․폐가 등 유휴부지

를 활용되고, 주변 환경이 생활공원 등으로 정

비되거나 도심하천의 생태가 복원된다는 장

이 있다.

여섯째, 도시재생 략계획에서 도서 의 역

할은 도시 활력증진의 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서

은 농업지원 도서 , 기업지원 도서 , 도서

을 통한 창업 경  카운슬링 지원, 도시 활력증

진을 통한 경제  상권 활성화 도모 등의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산업  지역

사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4.2 도시재생 내 도서 의 참여형태

도시재생 계획 수립 시, 도서 은 운  내실

화, 지속 인 인 라 확충, 도서  신축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다수의 사례는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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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리모델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분야에서 도시재생에서의 도서

의 역할에 더욱 심을 가지고 연구가 선행

되고 있는 경향이 에 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국내 도시재생 로젝트에서 도서  련 추진

내용  구축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참여형태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1 지역․지리  특화 도서

도시재생에서 도서 은 낙후된 원도심 는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한 문화공

간  하나로서 계획되고 있다. 도서 이 문화

공간으로서 계획될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해당 

지역의 입지 등의 특성을 반 되는 이다. 지

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동반하는 도시재생은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를 해 그 도시만이 가

지고 있는 고유한 지정학 ․역사․문화․사

회․경제  특성에 따라 도시 이미지  도시 

정체성 구축의 방향을 설정한다(양재 , 김동

훈 2016). 이러한 도시재생의 추진 특성과 방향

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내 도서  설립은 도

시재생 지역과 한 형태로 추진되어, 각 지

역의 지역 ․지리  자원과 특성과 연계함으

로써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역 ․

지리 으로 특화된 도서 은 활성화 지역의 핵

심 인 치에서 지역발 을 상징하는 지역 고

유의 역사/문화․자연/지리 자원․특정 테마 등

을 소재로 활용하는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표 

5> 참조). 

도서 은 개발 지역 고유의 역사  유직  

건축물, 문화시설, 공공공간 등을 활용하는 경

우와 더불어 녹지, 수변 등 자연경 을 요하

게 고려  극 활용하고 있다(문은미 2017). 

실제 국내 도시재생 내 도서  련 계획에서

는 주변의 자연경 , 지리  자원, 생태문화 등

은 도서  공간 계획에 요하게 고려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한 선진 사례에

서도 360도의 도시 망을 제공하는 오르후스 

도서 과 삼면이 개방된 오슬로 도서 은 도시

와 자연경 에 한 조망을 고려하여 건물의 

외곽선들을 잘라내고 외벽의 투명도를 조정함

으로써 옥외테라스를 만들었다. 지상 층의 카

페와 라운지, 옥외 테라스, 발코니, 상층부의 조

용한 독서와 명상공간들은 도시경 을 조망할 

수 있는 치에 배치되어 도서  이용자들에게 

도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유 감을 

경험하도록 하 다(문은미 2017).

도시재생에서 지역․지리  특화 형태로 참

여 는 신축되는 도서 의 경우, 국가에서 추

진하고 있는 ‘특화(생태)도서  육성 지원사업’

과 연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

한 도서  특화 분야를 선정․리모델링․

로그램․자료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여 문화 

 차별화된 서비스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2.2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한 하이 리드 

형태의 도서

다음으로 도시재생 내에서  다른 도서 의 

참여형태는 복합문화공간 는 복합시설 내 설

립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서

이 복합용도 건축물에 포함되는 형태로, 다

양한 기능들이 상호 한 계를 가질 수 있

도록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수 있도록 구성

한 형태이다(최윤경, 이재엽, 조 수 2009). 이

러한 맥락에서 도서 은 도시재생지역 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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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

지리

경기도 

성남시 

∙(참여형태) 주민주도형 논골 작은도서  건립, 야생화 테마 벽화조성, 작은도서  건립사업 연계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추진 검토필요

∙(기타) 수정구 단 논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 

지역자산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 친환경  에 지 약 등 녹색환경개선 

특화가능지역

부산 도

∙(교육  역할) 공공-지역사회- 장센터가 하나된 소통형 선박애 터산업 연합체 구성지원사업, 

떠있는 장지원센터 구축(거버 스+교육+홍보)

∙(참여형태) 바다도서  - 시민들을 한 선박체험형 도서

∙(기타) 도(도시경제기반형)

순천시

∙(문화  역할) ① 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시정목표에 따라 정원 생태와 결합한 도서  

문화를 창출, ② 정원박람회 이후 지속 인 생태 도서  문화의 유지 발 을 도모

∙(참여형태) 생태도시 이미지에 맞는 도서  조성 - 순천만국가정원 생태문화와 결합한 도서  

운

∙(문화  역할) 정원도시계획 부문 - ‘정원도시 순천’ 공간 마련을 한 공공시설 정원화

∙(참여형태) 순천 시립 그림책 도서 , 순천 문화 술 센터 등의 외부 공간을 이용객의 휴식을 

한 공공 정원으로 활용

테마

∙(도시 활력증진) 창조  경제재생기반 확충

∙(참여형태) 과학문화도서  건립

∙(기타) 원도심지역( 앙동, 삼성동, 은행선화동, 흥동: 2.57㎢) - 도시경제기반형

경상남도 

통 시 도천지구

∙(교육  역할) 주민참여 교육  체험 로그램 운

∙(참여형태) 윤이상기념 내 음악도서  활용(H/W)

순천시
∙(사회․복지  역할) 사회복지 부문 - 역사․사회․문화 개발계획

∙(참여형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차원에서 꿈나무장난감 도서  운

라북도

주시

∙(교육  역할) 교육 부문 - 사회․문화 개발  진흥 부문 

∙(참여형태) 생활친화형 교육복합공간의 조성 - 차별화된 테마도서  건립

  ￫ 통문화  화도서  건립, 정보문화도서 으로 조성 유도(공공시설내 책 읽는 공간조성, 

유아 도서  회원가입(BMB) 로젝트 실시, 숲 속의 작은도서  건립, 어린이 창의문화 도서  

건립)

역사

/

문화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  역할) 역사 문화 자원 활용 도시경쟁력 강화

  ￫ 역사․문화  자원을 창의 으로 활용하여 머무르고 싶은 공간 창출, 지역의 역사․문화  건축물 

 유휴시설을 창의 으로 활용하여 특색 있는 경 을 조성하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 창출, 지역의 

방치  소외된 역사․문화  자산을 재활용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을 한 공간조성  지역의 

표  장소 창출

∙(주거환경의 질  제고 역할) 창고, 폐공장 등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 과 

시․공연장 등의 문화․여가 공간 등 공

서울시

∙(도시 활력증진) 뉴타운 해제지역의 지역자원(장미축제)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회복, 경제  

자립기반 구축, 주거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도모

∙(참여형태) 도서 , 공방, 세탁소, 카페 등 커뮤니티앵커시설(2), 블록별거 (9) 확보

∙(기타) 서울시 랑구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역 일반근린형

강원도 

춘천시

∙(참여형태) 시민문화복지센터 계획

  ￫ 과거 도심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함

  ￫ 피카디리 극장을 재생하여 시민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며 구)육림극장의 재생  춘천 술마당의 

문화 술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도심 낭만문화 트라이앵  존을 형성

  ￫ 이를 통하여 명동길 주변의 문화상권, 요선상가 지역의 창작 술과 더불어 시청주변의 시민문화거

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표 5> 지역․지리  특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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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공간으로서 도시  다양성을 제공하며, 새

로운 경험의 무 이자 공공 역을 창조하는 시

설(Skot-Hansen, Rasmussen, and Jochumsen 

2013)로 계획  활용되고 있다.

복합시설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서 민서비스, 자행정서비스, 비즈니스센터, 

안내, 탁아소, 보건소와 같은 범 한 공

공(행정)서비스 역이 포함되고 있으며, 교통

시설이나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통합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양재형, 김동훈 2016). 

문은미(2017)의 연구에서 분석된 국외 도시재

생 사례 역시, 도서 들이 고유의 도서  기능

과 함께 다양한 문화공간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로 계획되어, 시․공연장․극장․ 시공간

과의 복합화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체

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강연, 

교육 로그램, 행사를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하

다. 특히 문화  도시재생 측면에서 공공도

서 은 시․공연․ 화․교육․집회․지역

유산 아카이 와 박물  등 문화교육공간과의 

복합화가 일반 인 추세로, 이용자들의 근을 

용이하게 하는 카페, 라운지,  등의 휴게와 일

상편의시설과 함께 배치되어 보행자와 이용자

들의 근과 일상 인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양재 , 김동훈 2016).

구도심 활성화를 해서 도서 이 복합시설 

형태로 설립될 때의 장 은 첫째, 지역의 심

역할을 하는 상업․문화거 을 조성하여 주민

들의 생활환경 향상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

고, 둘째로 공공시설을 극 으로 활용함으로

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도시재

생 략계획에서도 개발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

와 결합한 하이 리드 형태의 도서 을 <표 6>

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도서 의 참여형태는 국외 도시재생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오르후스 도서 은 

시민, 기술, 지식을 연결하는 하이 리드 도서

을 표방하며 캠페인부스, 워크  공간, 민

서비스를 한 사무공간을 출입구에 배치하여 

행정서비스 기능을 도서 에 부여하 다(문은

미 2017). 한, 일본 아오모리시 역시 수산시

장, 상 , 시민도서 , 휴식시설 등을 포함하는 

입체복합시설(아우가, アウガ)을 지어 커뮤니

티 형성과 구도심 활성화를 이루었다. 5~8층

에는 도서  함께 참여 라자인 문화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수산시장 포를 이용한 주민

들이 자연스럽게 도서 을 이용할 수 있다(국

토해양부 2009).

4.2.3 지역사회 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다른 도서 의 참여형

태는 지역사회 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운 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설립된 

도서 과 달리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건립되는 

도서 의 경우, 지역 활성화를 목 으로 지역사

회 력과 연계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외 도시재생 사례인 국 런던 서더크 페컴 

도서 의 경우, 지역의 거 공간으로서 주요 공

간과 연계되어 확장 가능한 매제 역할을 하며, 

지역  맥락을 반 한 디자인과 통합형 공간계

획으로 지역의 사회․문화  재생을 이끌어내

면서 지속가능한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신

승수, 홍지학, 김  2009).

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서 도서 은 지역 활성화를 해 일자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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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지역

∙(커뮤니티 허  역할) 공동체 활성화, 원미 공동체 랫폼 조성

∙(참여형태) 주민커뮤니티 공간  장지원센터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 설치, 어린이 상 

놀이방  도서 (어린이보육 공유공간, 330㎡) 설치

∙(기타) 근린재생형

구 달서구

여성친화도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여성친화 

복지시설 조성사업

∙(문화  역할) 지역거  문화거  구축

∙(참여형태) 캠 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 내 구 표도서  건립,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시민여가공간 조성

  ￫ 1층(공동육아나눔터 / 공용키친 / 육아교실), 2층( ․유아 온종일 돌 센터 / 장난감도서

), 3층(작은도서  / 메이커 스페이스 / 경력단 여성 창업지원센터), 4층(여성 트라우마 

치유센터 / 상담실 / 세미나실), 지하(주차장 약 25면)

경상남도

통 시 정량지구

∙(커뮤니티 허  역할) 지역공동체 활성화 - 공동체공간 조성

∙(참여형태) 언덕마루 어울림공간 조성사업을 통한 복합활용공간 조성, 스마트도서 , 문화

사랑방 등

경상북도 포항 홍해읍

∙(참여형태) 포항 홍해읍 특별재생사업 복합 생활SOC 시설

  ￫ 공  시설: 공공 오피스(18개소), 이벤트 장(어울림 마당, 지상부), 공공도서 , 지역창업

센터, 장지원센터, 마더센터, 어린이집, 메모리얼 크, 공공 주차장 등

경기도 주시

∙(커뮤니티 허  역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형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교육시설(평생교육  등), 문화시설(작은도서 , 

공연장 등), 보육시설(어린이 집 등), 체육시설(배드민턴 장 등)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조성

∙(도시 활력증진) 남동, 오포음, 월읍, 곤지암읍 등 도시 활력증진

∙(참여형태) 행정복지센터, 읍사무소, 마을회  등 기존 공공복합건축물 활용 공공도서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참여형태) 복합문화타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 다양한 문화시설의 집 을 통한 시민 문화체험 공간 조성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 세종문화

원, 도서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 수행

경상북도 주시

∙(도시 활력증진)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구도심 상권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 을 마련

∙(참여형태) 주문화 출소, 도시재생안내소, 작은도서 , 주문화사랑방으로 구성함

  ￫ 도시재생안내소를 통해 구간별, 공간별 속 담긴 다양한 역사 문화유산 콘텐츠를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사람과 사람, 장소와 장소가 연결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함. 지리 으로 

교통-숙박-특산품 쇼핑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

라북도 주시
∙(문화  역할) 통문화 도시 - 문화 술도시 - 공공도서  유치

∙(참여형태) 공공도서  유치, 생활친화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순천시

∙(문화  역할)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진흥 부문, 경제․산업 -  부문

∙(참여형태) 에코에듀 체험센터 건립: 공공도서 과 규모 컨벤션기능을 갖춘 시 공연 

회의공간 확보로 산업 육성기반 조성

∙(문화  역할) 기존도심 활성화계획 - 권(조례동, 연향동)

∙(참여형태) 생태환경교육 복합 체험학습 인 라구축(창의체험 , 역사교육 , 도서  등)

경기도 성남시

∙(문화  역할) 성남시 상징 앙공원 조성

∙(참여형태) 녹지 조성 방식 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서 , 야외공연장, 문화센터 등을 유치

<표 6>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한 하이 리드 형태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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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   지원 자료를 제공하며, 정책과의 

연계  익산사이의 일자리 창출과와의 의를 

통해 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북도 

주시의 경우는 도서 이 지역 네트워크 력의 

심지로서 소기업 특화산업 정보네트워크 

설치하여 운 지원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 진

주시 역시 지역교육시설에 해당하는 학교-도서

- 학-주민센터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하여 

평생교육 로그램 운 하는 등 낙후 지역의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한 도서 의 참여형태

를 찾아 볼 수 있다(<표 7> 참조).

4.2.4 극 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허 형 도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은 재생사업의 당사자인 지역의 자율

 사업역량 강화를 핵심 인 목표이자 수단으

로 삼고 있다는 이다. 특히, 도시재생은 공공

성에 기반을 둔 재생에 집 되어야하며(조명래 

2011), 공공성은 시민들의 참여, 근성, 소유

권을 요한 고려요소 단한다(서지  2009). 

이에 따라 도서 의 참여 형태에서는 극 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허

도시재생 략계획 주요 내용

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참여형태) 일자리지원 허 센터 조성을 통해 청년창업

  ￫ 일자리 지원 허 센터를 조성을 한 지원사업 운   자원자료 도서  개설

  ￫ 지역의 노인일자리 매칭 로그램 운

  ￫ 앙정부에서 운 하는 청년 창업 지원 로그램

  ￫ 정책과의 연계  익산시의 일자리 창출과와의 의를 통해 운 방안 검토

라북도

주시

∙(도시 활력증진) 기업지원 정책 강화

∙(참여형태) 기업지원 도서 의 설치와 운  지원: 소기업 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문제  해결과 

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소기업 특화산업 정보네트워크 설치와 운 지원

∙(참여형태) 농업지원 도서  운 : 농민들의 교육과 다양한 지원으로 새로운 작물과 농업 랜드 

개발 등으로 인해 농가 소득의 증가로 연결됨. 이에 친환경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학 로 

건강한 순천을 만들기 해 농업 지원 도서  운

∙(참여형태) 도서 을 통한 창업 경  카운슬링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사회․복지 역할) 복지․건강․문화 공공서비스 지원 리 

∙(참여형태) 도서 ,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학교, 비 리재단과 연계한 주민평생 로

그램 개발

∙(기타) 강남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남강유등문화”와 함께하는 행복삶터 진주(일반근린재생형)

∙(교육  역할) 지역교육시설을 활용한 주민역량 강화

∙(참여형태) 학교~도동어린이도서 ~한국폴리텍 학~주민센터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로그램 운

∙(기타) 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일반근린재생형)

∙(참여형태) 교육․문화․체육시설과 연계한 주민역량 강화: 문화․체육시설(남가람체육공원, 

시립도서 )을 활용한 주민참여 로그램 개발

∙(기타) 신안-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일반근린재생형)

경기도 

성남시 

∙(참여형태) 원 어린이도서 , 2주민센터, 성남종합사회복지  연계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사

업 추진 검토 필요

∙(기타) 원구 2-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표 7> 지역사회 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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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도서 이 나타난다. 도서 은 마을을 재구

성하는 커뮤니티 거 시설로서, 주민들이 모이

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

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마을교

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한, 도서  건

립 측면에서도 주민의견을 반 하여 마을카

페․공동학습장․마을도서  등을 조성하고 있

으며, 주민들의 근성과 이용성을 고려하여 마

을회 ․복지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과의 복합

시설로 건립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본의 무사시노 이스는 도서  앞마당을 지

역사회 이벤트를 한 공간으로 활용하며, 카

페 등의 서비스 공간을 독서활동공간과 결합시

켜 열람공간으로써 활용하는 등 지역주민활동

의 ‘장소’로써 활용되고 있다. 무사시노 이

스는 도서 의 기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특

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기반시설로

써 마련된 곳이다(김소연, 김용승 2018). 충청

북도 충주시 도시재생의 경우, 지역주민의 지

식정보 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문화․정보 

향유권을 증진하기 하여, 지역주민들이 근

이 용이한 치에 있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생활 착형 도서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허

형 도서 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주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통해 마

을도서 을 마련하여 마을단  재생을 한 문

화거  형태로서 참여하거나, 는 작은도서

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을도서

의 경우 마을주민, 마을기업 등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

역주민들의 극 인 참여와 심으로 운 되

고 있어 도서  건립 는 리모델링 시에 주민

들의 력, 모  등의 활동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마을도서 은 주민들의 카페, 소모임 활

동의 거 으로서 지역재생의 발 을 마련한 계

기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내부에

서 이웃 간의 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 은 주민참여기반의 생

활 착형 문화시설로, 지역 활성화를 한 기

반시설로서도 그 활용성을 주목받고 있다. 동

네사랑방 역할  지역공동체 활성화이라는 

특징은 도시재생정책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시

설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김소연, 김용

승 2018)고 단되고 있어, 도시재생에서 도서

 련 추진계획은 작은도서  형태로 빈번한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재

생에서 작은도서 과 련된 추진계획을 마련

할 때 문화체육 부의 작은도서  조성사업

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조).

4.3 도시재생의 참여주체로서 향후 도서 의 

역할 논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시재생 내 도서

의 역할과 참여형태는 <그림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시재생 략계획 내 도서 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 도서 의 역할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도시재생 추진 시에 도서 은 기 생

활인 라로서 참여하게 되며, 주거환경의 질 

제고, 도시 활력증진, 지역 내 커뮤니티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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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략계획 주요 내용

충청북도 청주시

∙(주거환경의 질  제고 역할)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 

확

∙(참여형태) 문화체육 부 연계 사업(작은도서  조성 지원 등) 발굴을 통해 도서  건립

∙(참여형태) 동부권역/서부권역/남부권역/북부권역에 도시개발사업 계획 연계 조성  면소재지 

심 빈 공간 활용 마을도서  등 확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참여형태) 작은도서 , 국공립어린이집 등

강원도 춘천시
∙(참여형태) 마을단  재생을 한 문화거  만들기: 문화사랑방, 마을카페, 마을도서 , 마을박물

 등

라남도 순천시

∙(커뮤니티 허  역할) 주거환경계획 부문 - 커뮤니티 심의 주거환경 정비

∙(참여형태) 주민주도의 커뮤니티 조성 - 골목가꾸기 마을도서  확보운동 등 주민주도의 지역공동

체 만들기를 한 주민조직의 체계화 

∙(문화  역할) 종합복지․문 회 건립, 남선공원 그린웨이 조성 - 문화여가 기반시설 확충

∙(참여형태) 도산서원 주변 정비사업, 작은도서  건립(12억원)

∙(기타) 용문괴정지역 - 근린재생 일반형 - 용문괴정지역(용문동, 괴정동, 내동: 2.58㎢)

주

∙(참여형태) 주차장, 주민커뮤니티센터, 헬스 어 도서  등 도시 취약지역 개선 로젝트

∙(기타) 풍동마일 - 풍향동 12~16통 일원(122,756㎡)

∙(참여형태) ① 작은도서   사랑의 나눔 공간 만들기, ② 목우 작은도서  ‘지(知), 감(感), 

정(情)' 살아있는 마을 만들기, ③ 엄마의 퇴근을 지키는 “우리아이 안심도서 ”, ④ 역사도서 을 

심으로 나눔과 교육 공동체 만들기

∙(기타) 남구 -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제안 공동체 황

∙(참여형태) 첨단2동 - 작은도서  활성화 사업: “배우고 나 면 기쁘지 아니한가”

인천
∙(배경/필요성) 작은도서  시설 확충이 시

∙(참여형태) 작은도서 은 마을회 , 복지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과 복합시설로 건립 유도

라북도 정읍시

∙(주거환경의 질  제고 역할) 다문화 가정의 안정 인 정착  사회, 경제 자립을 지원

∙(참여형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구)농어 공사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다문화센터, 정보화교육장, 다문화연합회, 평생교육학습센터, 작은도서  등을 

계획

울산

∙(배경/필요성) 도서  황 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거 도서 과 작은도서 의 수를 기 으로 

기 미달지역(행정동 단 )을 조사함

∙(참여형태) 기 생활인 라 확충방안: 도서 은 작은도서 을 지속 으로 확충하고, 북카페 등의 

마을기업 지원

경기도 주시
∙(도시 활력증진) 도시 활력증진 지역: 남한 산성면, 남종면, 퇴 면, 도척면

∙(참여형태) 지역 내 공가 매입을 통한 작은도서  설치  찾아가는 이동도서  운

경기도 부천시
∙(문화  역할) 문학이 있는 공간 조성

∙(참여형태) 구석구석 도서 : 골목 활용 주민이용공간조성

경상남도 진주시

∙(배경/필요성) 도서 이 부족하다고 단된 지역

∙(참여형태)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마을회 , 복지시설, 장사무실 등 공동이용 시설과 복합시설로 

이용 가능한 작은도서 의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

경기도 성남시

∙(참여형태) 분당 지역 도시재생사업 - 작은도서  조성사업

∙(문화  역할) 기 생활 인 라 확충 - 문화생활 증진

∙(참여형태) 지역별 작은도서  건립 추진

∙(기타) 수정․ 원본시가지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 일반형)

<표 8> 극 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의 허 형로서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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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시재생과 도서 의 계도 

도시재생 략계획 주요 내용

∙(커뮤니티 허  역할) 지역 내 유휴부지 매입사업을 통해 기존 다목 복지회  연계 주민커뮤니티 

증진

∙(참여형태) 작은도서  조성사업 추진 검토필요

∙(기타) 수정구 태평 4-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커뮤니티 허  역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커뮤니티 거  조성사업

∙(참여형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마을 공동체가 지속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거  조성, 공동텃밭․마을카페․마을도서 ․공

동학습장․마을공방 등을 주민의견을 반 하여 조성

∙(참여형태) 작은도서  조성사업: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을 조성하여 

지식정보 양극화 해소  지역 거 시설로 육성, 공유지  공가 등을 활용하여 작은도서  조성, 

도서  운  활성화를 한 홍보  컨설  지원

제주시 원도심

(모 지구)

∙(커뮤니티 허  역할) 원도심에는 도서 이 없음. 거주하고 있는 정주민들의 연령 ,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각각의 욕구나 수요 등을 반 하기 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필요

∙(교육  역할) 교육환경 개선사업 - 원도심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참여형태) 등학교 도서  마을도서 화 사업(도서  리모델링 등)

  ￫ 북 등학교 내 도서 (김 수도서 ) 보수․개축하여 ‘이야기 있는 마을도서 ’ 조성

  ￫ 등학교 내 치한 해당 도서 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동조합)’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며, 원도심 내 교육자 출신 어르신  문가 등 지역주민들

이 참여하는 ‘방과 후 학교’, ‘도서간 독서 로그램’ 등 마을교육 로그램 운

  ￫ 한, 마을 내 아이들을 한 돌 공간 조성하여 돌 로그램, 청소년 교육 문화 공간 조성, 

교육 로그램 개발  운 (청소년 원도심 인문학 아카데미, 원도심 연계 진로․직업 체험 교육, 

청소년 성 기술  미래 응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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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착형 문화 ․교육 ․사회/복지  차

원에서 그 역할이 기 되고 있다. 일반 인 도

서  역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생활 착형 

문화 ․교육 ․사회/복지  역할을 제공하

고 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 도

서 은 상 으로 쇠퇴  낙후 지역, 구도심

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에서 

생활 착형 문화 ․교육 ․사회/복지  역

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도서 은 도시재생 지역의 문화  거 시설로

서 보다 극 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

으며, 지역 착형 복지 로그램 마련  제공,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한 교육  문화 로그

램 확 ,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문화 나눔 실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 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

어넣기 해서는 지역주민들 개개인과 지역공

동체를 한 거 이 필요하며, 도서 은 도시

재생에서 이러한 커뮤니티 거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모 지구) 도시

재생 략계획에서도 마을도서  조성을 통해 

아이들에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마을교육

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이웃과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을 

갖고 이웃과의 정  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역시 작은도서  조성사업을 통

해 마을 공동체가 지속 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 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정신의 함양  

고취를 기 하고 있다. 한편, 향후 지역 활성화

를 해 작은도서 을 도입할 때는 법  최소

기 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획 기단

계에서부터 작은도서 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들의 합의와 지역사회의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특성화된 로그램과 자료를 공 할 필요가 있

을 것(김소연, 김용승 2018)으로 보인다.

셋째, 도시재생의 기본 취지에 따라 도서

의 주거환경의 질 제고와 도시 활력증진이라는 

두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주거환경의 질  제

고는 편의공간, 도시 조성, 사회안  등 다방면

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공간  측면에서 

도서 은 기존의 창고, 폐공장 등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여, 도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 과 

시․공연장 등의 문화․여가 공간 등을 공

하고 도시 내 주요 경 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 도시 활력증진 측면에서도 

국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서 은 농

업지원 도서 , 기업지원 도서 , 도서 을 통

한 창업 경  카운슬링 지원, 도시 활력증진을 

통한 경제  상권 활성화 도모 등의 특징을 가

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산업  지역사회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 지역 고유의 지역․지리  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서 을  목 으로 개발함으로써 지

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도서 이 도시재생 거 시설로서 그 역

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도서  서비스

의 주체인 사서, 서비스, 로그램 등에 한 보

다 세부 인 논의가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에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 도시재생 략계획 내 

도서  련 계획이 추진 될 때 치  근성

이나 물리  환경 개선을 이루었을 뿐 도시 재

활성화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도서

을 어떻게 운 하고, 도서 이 어떻게 지역 발

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한 논의가 뒤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도서 이 갖고 있는 도시재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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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진 목표에 부합하기 해서는 단순한 도서

열람, 출, 학습시설 등의 기능으로는 지역주

민들을 획기 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도서 의 역할과 참여형태

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 도서 의 

역할을 지속 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교육․문화  거

시설로서 문화복합 인 기능들을 포함하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색 

있는 도서 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5. 결론  제언

도시재생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지역 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공간구

조의 변화, 지역거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김 , 김기홍, 이승  2007). 지

역재생에서 도서 은 기 생활인 라로서 필

수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도시재생 계획 추진 시 도서 은 

지역사회 내 지 ․문화  거 으로서의 역할

이 기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도시재생 략계획에서 도서 과 련된 내용

을 조사하여, 도서 이라는 시설이 단순히 기

생활인 라로서가 아닌 도시재생에 있어 가

지고 있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 다. 한, 도

시재생 략계획 내 도서 의 역할․참여형

태․특징 등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서 의 지속가능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도시

재생에 있어 도서 이 보다 효율 으로 설계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재 문재인 정부는 주요 정책과제로 “도시

재생 뉴딜정책”을 책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 에 도

시재생 참여 주체로서의 도서 의 구축 사례와 

역할을 탐구하고, 향후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서

 설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를 상으

로 수행하 기 때문에 향후 국내의 모든 도시

재생사업을 상으로 범 하게 수행될 필요

가 있으며, 각 지역의 도시재생에 한 구체

이고 보다 세부 인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

로 세부 인 도서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후

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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