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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자료서비스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자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핵심인프라, 자료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이용실적, 그리고 핵심인프라 및 이용실적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의 현주소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자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신착자료의 
노출력(가시성)을 극대화하고, 장서기반의 문화(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서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외연을 
확대하고,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하여 상호대차를 강화하며, 대중의 공공도서관 및 장서 인식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 공동보존서고, 도서관 협력시스템.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lan for activating collection services of public library in 
Seoul. For this goal, author analyzed and compared the core infrastructure, collection services, and 
their correlation of public libraries in 16 local governments and evaluated environment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collection service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Based on the these results, author suggested 
five plans or strategies for vitalizing the collection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All public libraries in 
Seoul must maximize the visibility of the new collections, supply the culture(life-long learning) 
programs based on library collections, expand the breadth of the collection service through library 
cooperation system, strengthen interlibrary loan by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and 
raise the awareness of the citizens about the library and collections.

Keywords: Collection-based services, Public library, Collaborative repository, Library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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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5권 제1호)

Ⅰ. 서 론

도서관이사회에존재하는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등의문화시설과구별되는결정적인이유

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료중심의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동시에 보존·전수하

여 왔기 때문이다. 부언하면 도서관은 장서개발, 보존관리, 제공서비스를 핵심가치로 삼아 당대

및 후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함으로써 배타적 정체성 내지 독점적 위상을 공인받고 있다.

그가운데특히공공도서관은대중적지식정보를개발·보존하여지역주민의지적호기심과희

열, 독서욕구의충족과생활화, 다양한정보입수와활용등에대한기대심리를충족시키는문화기

반시설이다. 그것은모든공동도서관의핵심역량이체계성, 역사성, 누적성을구비한지식정보의

집성체, 즉장서에서발원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하여대다수공공도서관은오랫동

안자체소장자료를중심으로관내열람, 복사제공, 관외대출, 정보제공등의자료서비스를제공하

다가최근에도서관상호대차및문헌제공서비스로외연을확장하고있다. 일부시도및기초자치

단체는서비스권역내의동종간또는이종을포함한지역단위상호대차시스템을가동하고있으

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국상호대차시스템인 ‘책바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도서관장서구성에대한지역대중의불만은적지않으며, 그결과가방

문자, 대출책수, 장서회전률등의감소나저하등으로나타나고있어지금까지적용한자료서비스

전략을 전향적으로반추하는 한편시각을 거시화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

공도서관, 지역사회는 ‘장서=공공도서관’으로인식해야하며, 특히사서직은공공도서관핵심가

치를 ‘장서개발과 제공서비스’에 두고 지역주민의 직접적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간접적 후광효

과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자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자료서비스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자료서비스를

SWOT분석·진단하고활성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부언하면내적충실화를통한자료서비스의

잠재적역량강화, 각종문화(평생학습)프로그램의재구성을통한자료서비스의서너지효과창출,

공동보존서고및협력시스템구축을통한이용가능한자료범위의확대, 인문학적접근을통한공공

도서관 및 장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자료이용 촉진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및 이용실적 분석

서울시공공도서관의자료서비스를 SWOT 분석하려면전국시도와비교하여현주소를파악하

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 2011년말을기준으로자료서비스핵심인프라와서비스

- 6 -



서울시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 활성화 방안  3

실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양자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핵심인프라의 현주소 분석

서울시공공도서관의자료서비스를위한핵심인프라의경우, 공공도서관수대비 1개관당봉사

대상인구, 사서직원 1인당 봉사부담인구, 그리고 소장책수 대비 인구 1인당 책수를 시도별로 분

석・비교하면 <표 1>1) 및 <그림 1>과 같다.

시 도
봉사대상
인구수

도서
관수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

장서 직원

소장
책수

봉사대상인구 1인
당 소장책수

전체
직원수

사서
직원수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인구

서 울 10,249,679 109 94,037 8,910,508 0.87 1,192 625 16,399

부 산 3,550,963 31 114,548 3,805,854 1.07 470 195 18,210

대 구 2,507,271 27 92,852 2,925,940 1.17 354 155 16,176

인 천 2,801,274 31 90,355 2,669,330 0.95 344 182 15,392

광 주 1,463,464 16 91,438 1,897,568 1.30 222 90 16,261

대 전 1,515,603 22 68,909 2,117,938 1.40 245 134 11,310

울 산 1,135,494 11 103,182 1,184,448 1.04 127 56 20,277

경 기 11,937,415 169 70,633 19,219,691 1.61 1,530 758 15,749

강 원 1,536,448 47 32,681 3,996,405 2.60 321 136 11,297

충 북 1,562,903 32 48,844 2,411,784 1.54 258 100 15,629

충 남 2,101,284 51 41,196 3,941,533 1.88 337 122 17,224

전 북 1,874,031 47 39,872 3,326,778 1.78 321 134 13,985

전 남 1,914,339 57 33,579 4,482,143 2.34 400 166 11,532

경 북 2,699,195 60 44,483 4,655,524 1.72 450 184 14,670

경 남 3,308,765 55 60,154 5,048,650 1.53 466 232 12,629

제 주 576,156 21 27,249 1,881,337 3.27 132 51 11,297

계(평균) 50,734,284 786 64,547 72,475,471 (1.43) 7,169 3,320 15,281

<표 1> 시도별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를 위한 핵심인프라 비교

1)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서울 : 동부, 2012), pp.3-16 ; 한국도서관협회, 2012 한국도서관연

감(서울 : 동협회, 2012), pp.402-405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potal/LibStatSiteMap.do?task=s2> ; “나라지표 : 장애인 현황” <http://index.go.kr/egams/stts/jsp/

potal/stts/POSTTS_IdxMain.jsp?idx_cd=2768> [cited on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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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5권 제1호)

즉, 서울시공공도서관의핵심인프라중에서 1개관당봉사대상인구는전국평균(64,547명)보다

많은 94,037명(3위)이고, 사서직원 1인당봉사부담인구도전국평균(15,281명)보다 1만명이상이

나 많은 16,399명(4위)인 반면에 소장책수 대비 인구 1인당 책수는 전국 평균(1.4권)보다 훨씬

적은 0.9권(16위)으로최하위이다. 요컨대서울시공공도서관의자료서비스를위한핵심인프라는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우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수준이다.

32,681 3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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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도별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를 위한 핵심인프라 순위

2. 자료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이용실적 분석

먼저서울시공공도서관의자료관련서비스실적을자료실이용자수, 대출책수, 프로그램참가

자수로구분하여다른시도와비교하면 <표 2> 및 <그림 2∼3>과같다. 즉, 서울시의봉사대상인

구 대비 자료실 이용자수는 전국 평균(3.7명)보다 많은 4.2명(2위)로 양호한 반면에 대출책수는

전국평균(2.44권)보다훨씬적은 2.1권(13위)에불과하다. 또한봉사대상인구 1천명당문화관련

프로그램참가자수는전국평균(99명)보다많은 101.9명(6위)인반면에도서관및독서관련프로

그램 참가자수는 전국 평균(78명)보다 적은 75.1명(8위)이다. 요컨대 공공도서관 핵심인프라의

부실이 자료서비스 실적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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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 활성화 방안  5

시 도
봉사대상
인구수

 이용자 대출 프로그램

자료실
봉사대상

인구 1인당
대출책수

봉사대상
인구 1인당

문화 도서관・독서

강좌수 참가자수 강좌수 참가자수

서 울 10,249,679 42,552,573 4.2 21,517,570 2.10 7,054 1,044,091 3,396 769,505

부 산 3,550,963 12,937,365 3.6 7,662,549 2.16 1,689 308,672 1,897 401,732

대 구 2,507,271 5,556,795 2.2 5,405,036 2.16 402 162,191 554 168,388

인 천 2,801,274 9,196,704 3.3 5,178,916 1.85 667 282,895 585 185,325

광 주 1,463,464 4,505,537 3.1 2,495,579 1.71 626 137,603 213 65,167

대 전 1,515,603 4,484,693 3.0 2,655,484 1.75 4,086 166,434 729 185,012

울 산 1,135,494 4,367,154 3.8 2,640,441 2.33 196 43,184 225 83,813

경 기 11,937,415 58,203,064 4.9 39,448,067 3.30 3,462 923,772 5,753 830,064

강 원 1,536,448 5,645,432 3.7 3,795,030 2.47 3,156 280,338 438 140,453

충 북 1,562,903 4,474,261 2.9 3,402,184 2.18 1,175 131,825 834 97,478

충 남 2,101,284 5,651,345 2.7 4,997,578 2.38 2,150 376,919 1,371 307,449

전 북 1,874,031 3,696,592 2.0 4,215,456 2.25 552 228,858 362 83,215

전 남 1,914,339 5,711,134 3.0 4,104,085 2.14 2,867 411,094 782 194,317

경 북 2,699,195 7,954,929 2.9 6,464,393 2.40 779 248,310 581 133,885

경 남 3,308,765 10,755,085 3.3 8,333,700 2.52 1,685 202,895 908 256,719

제 주 576,156 1,981,405 3.4 1,716,550 2.98 347 75,313 332 52,555

계(평균) 50,734,284 187,674,068 (3.7) 124,032,627 (2.44) 30,895 5,024,394 18,951 3,955,077

<표 2>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자료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실적 비교

44.4 44.5 49.6 62.4 66.2 67.2 69.5 73.8 75.1 77.6 78.0 91.2 91.4 101.5 113.1 122.1
146.3

179.4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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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182.5

130.7
99.0

61.3

101.9

38.0

77.464.7
90.384.392.094.0

122.1

전 북 광 주 경 북 충 북 인 천 대 구 경 기 울 산 서 울 경 남 평 균 제 주 강 원 전 남 부 산 대 전 충 남

인구 1천명당 문화프로그램 참가자수 인구 1천명당 도서관·독서프로그램 참가자수

<그림 2>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 1천명당 프로그램 참가자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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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5권 제1호)

3.1 3.0
3.3

4.2

3.0
3.6

2.2
2.9

2.0

3.8

2.7 2.9

3.7 3.7
3.3 3.4

4.9

1.71 1.75 1.85
2.14 2.16 2.16 2.18 2.25 2.33 2.38 2.40 2.44 2.47 2.52

2.98
3.30

2.10

광 주 대 전 인 천 서 울 전 남 부 산 대 구 충 북 전 북 울 산 충 남 경 북 평 균 강 원 경 남 제 주 경 기

봉사대상인구 1인당 이용자수 봉사대상인구 1인당 대출책수

<그림 3>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 대비 자료실 이용자수 및 대출책수 순위 

다음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장애인 및 다문화 인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용 특수자

료확보와자료서비스이용자를시도별로분석・비교하면 <표 3> 및 <그림 4>와같다. 즉, 서울시

의 장애인 봉사대상인구 1명당 특수자료는 전국 평균(0.17권)보다 적은 0.14권(11위)이고, 장애

인 봉사대상인구대비 이용자수비율은 전국평균(16.2%)보다 적은 15.6%(9위)인 반면에 다문

화봉사대상인구대비이용자수비율은전국평균(17.5%)보다많은 26.%명(6위)이지만, 수도서

울의 위상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하다.

장애인 봉사대상인구 1인당

특수자료수(점)

0.71

0.45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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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대 전 대 구 광 주 인 천 전 남 제 주 경 기 경 남 평 균 충 북 서 울 강 원 부 산 전 북 충 남 경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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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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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북 울 산 경 북 충 남 광 주 제 주 부 산 대 구 인 천 서 울 평 균 경 기 강 원 대 전 전 남 경 남 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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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대상인구 
대비 이용자수 
비율(%)

다문화 
봉사대상인구 
대비 이용자수
비율(%)

<그림 4> 시도별 공공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용 특수자료 및 서비스 실적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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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 활성화 방안  7

시 도

취약계층 
봉사대상인구

장애인용 
특수자료수

장애인 1인당 
특수자료수

(점)

취약계층 
이용자수

이용자수 비율
(%) 

장애인 다문화 도서(권) 비도서(점) 소계(점) 장애인 다문화 장애인 다문화

서 울 411,570 366,279 22,551 35,084 57635 0.14 64,299 32,208 15.6 26.3

부 산 171,729  44,726 3,967 13,723 17690 0.10 18,326 18,672 10.7 41.7

대 구 117,183  28,153 8,357 32,986 41343 0.35 12,935 6,250 11.0 22.2

인 천 132,732  69,350 8,553 22,829 31382 0.24 17,779 19,310 13.4 27.8

광 주 68,675  18,824 3,906 17,033 20,939 0.30 5,021 4,954 7.3 26.3

대 전 71,626  21,360 7,308 25,138 32,446 0.45 14,500 2,988 20.2 14.0

울 산 48,926  21,400 2,879 31,765 34.644 0.71 1,603 1,969 3.3 9.2

경 기 505,052 380,606 35,405 70,090 105,495 0.21 87,860 66,468 17.4 17.5

강 원 101,283  21,940 4,749 7,960 12,709 0.13 18,575 5,173 18.3 24.1

충 북 94,855  34,083 11,040 3,140 14,180 0.15 1,935 1,739 2.0 5.1

충 남 131,108  57,869 3,410 1,487 4,897 0.04 9,331 15,508 7.1 26.8

전 북 134,239  31,515 3,240 9,772 13,012 0.10 55,277 12,171 41.2 38.6

전 남 146,524  35,077 15,633 19,845 35,478 0.24 30,847 12,919 21.1 36.8

경 북 170,479  50,808 3,906 2,737 6,643 0.04 5,994 4,819 3.5 9.5

경 남 181,044  74,517 16,594 13,396 29,990 0.17 61,711 13,497 34.1 18.1

제 주 32,216  8,499 2,548 4,949 7,497 0.23 2,404 2,398 7.5 28.2

계(평균) 2,519,241 1,265,006 154,046 311,934 431,370 (0.17) 408,397 221,043 (16.2) (17.5)

<표 3> 시도별 공공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용 특수자료 및 서비스 실적 비교

3. 핵심인프라 및 이용실적의 상관분석

시도별공공도서관자료서비스를위한핵심인프라와이용실적을상관분석하면 <표 4>와같다.

핵심인프라의경우, 1인당소장책수는유의수준 0.01에서 1개관당봉사대상인구및사서직원 1인

당봉사대상인구와부의상관관계를형성하고있어봉사대상인구가많은시도일수록 1인당소장

책수는적다. 자료서비스이용실적의경우, 1인당대출책수는소장책수와유의수준 0.05에서정의

상관관계를, 자료실 이용자수는 문화프로그램 참가자수와 유의수준 0.05에서,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참가수수와유의수준 0.01에서각각정의상관관계를형성하고있다. 그러나자료서비스

요체인 대출책수는 문화 및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 참가수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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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5권 제1호)

1개관당 
봉사대상

인구

인구 
1인당 

소장책수

사서직원 
1인당 봉사
대상인구

자료실 
이용자수

인구 1인당 
대출책수

문화프로그램 
참가자수

도서관·독
서관련 프로그
램 참가자수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 1 -.852**  .708** .284 -.380  .135  .306

인구 1인당 소장책수 1 -.684** -.078  .515* -.202 -.312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인구 1 .159 -.114  .109  .232

자료실 이용자수 1  .462  .614*  .694**

인구 1인당 대출책수 1  .285  .354

문화프로그램 참가자수 1  .941**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수 1

* : p < 0.05, ** : p < 0.01

<표 4>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자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변수의 상관계수

회귀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R2 Durbin
Watson

F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332 .251 - 5.313 .000

.559 1.756 8.227소장책수 .438 .123 .693 3.573 .003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 .377 .000 .000 2.938 .012

회귀방정식(Cb) = 1.332 + 0.438Co + 0.377Lp
(Cb : 대출책수, Co : 봉사대상인구 1인당 소장책수, Lp :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참가자수)

<표 5> 시도별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대출책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다만 상관분석 결과로는 어떤 핵심인프라가 자료서비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

기어렵기때문에회귀분석을통하여인과관계및독립변수들의상대적설명력을파악할필요가

있다. 이에자료서비스를대표하는대출책수를종속변수로, 나머지 6개요소(1개관당봉사대상인

구, 인구 1인당 소장책수,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인구, 자료실 이용자수,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 도서관·독서관련프로그램참가자수)를독립변수로삼아단계별투입방식으로회귀분석한결

과, <표 5>처럼소장책수와도서관·독서관련프로그램참가자수가시도별공공도서관자료서비스

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밝혀졌다. 양대독립변수가유의수준 0.05에서대출책수변화를설명

하는 결정계수(R2)는 약 56%이고, 추정된 회귀방정식은 F값이 8.227이고 유의확률이 0.000 <

0.05이므로통계적으로매우유의하다. 다만, 회귀모형에서의가정이정당하려면독립변수들의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잔차의독립성또는자기상관(autocorrelation)과 정규성(normality)

을검정해야한다. 다중공선성은공차한계나VIF값으로판단하는데전자는 0.1보다큰반면에후

자는 10보다작기때문에공선성이존재하지않으며, 잔차의독립성을판단하는 Durbin-Watson

값도 1.756으로 2에가깝고, 기대확률과관측확률로비교한 <그림 3>의정규 P-P도표를보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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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 활성화 방안  9

<그림 5> 시도별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대출책수)에 

대한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 도표 

§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한

역사성과 전통

§ 전국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 확보 및 자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열정과 마인드

§ 공공도서관 핵심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자치단체
및 의결기관의 인식도 증가

§ 전국 최하위 공공도서관 핵심인프라(1개관당 및
사서직원당 봉사대상인구, 1인당 소장책수 등)

§ 핵심인프라 부실에 따른 자료서비스(봉사대상인구

1인당 대출책수)의 저조

§ 각종 문화프로그램서비스와 도서관 장서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유리현상

§ 지역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컨트롤 타위) 운영에

따른공공도서관상호협력및공유시스템구축의가능

성

§ 시민사회의문화, 독서, 평생학습, 공공도서관에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자료실 이용자수)

§ 정부의 5대국정목표중 ‘창의교육과문화가있는삶’

에 따른 나비효과 기대

§ 인터넷정보유통 및 모바일생활화에 따른 지역지식

정보센터로서의 독점적 지위 약화

§ 한지붕 두가족(공공도서관과작은도서관)의 동상이

몽과제도적연결고리부족이초래하는부정적후광효

과

§ 위탁심화에 따른 불편한 진실(공공성 및 공익성, 조

직 몰입도 약화)

강점(S)

기회(O) 위협(T)

약점(W)

<그림 6> 서울시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의 SWOT 분석 

차들이 정규분포상에 집중되어 있으므

로 도출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 따라

서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자료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1인당 소장책수를 늘리

고도서관·독서관련프로그램을확대・
제공해야 한다. 반면에 자료서비스와

무관한 문화프로그램은 장서를 활용하

거나연계하는방식으로제공해야자료

중심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상에서분석한시도별공공도서관

의핵심인프라, 서비스실적, 그리고양

자를 결합한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자료서

비스 환경과 현주소를 SWOT 분석하

면 <그림 6>과같다. 따라서서울시의모든공공도서관은약점및위협요소를최소화하면서강점

및 기회요소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자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13 -



10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5권 제1호)

Ⅲ.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자료서비스는 문화선진국의 수도 내지 주요 도시와 대등한 수준을 유지

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SWOT 분석한결과처럼핵심인프라는전국최하위수준이고자료

서비스를 대표하는 대출책수 및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수도 매우 저조하다. 그것은

핵심인프라를 충실화하지 않는 한 자료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서울시, 기초자치단체와교육청, 일선의공공도서관은핵심인프라충실화, 장서관리최

적화, 자료서비스다각화를동시에추진하는방향으로자료서비스의활성화방안을모색해야한

다. 이경우에장서관리최적화는핵심인프라충실화를전제로하며, 양자를전제로자료서비스를

다각화할때확산성내지파급력을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각각을별개로인식하는것은바람직

하지 않다. 그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전략적으로 모형화하면 <그림 7>과 같다.

장서관리의�최적화

§ 적시적인 장서개발
§ 장서 신선도 유지
§ 대출회전률 제고
§ 체계적인 보존관리
§ 제로성장정책 지향
§ 주제별 특성화

자료서비스�다각화

§ 신착자료 노출력(가시성) 극대화
§ 장서기반의 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 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과 

상호대차 확대
§ 서울시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구축・운영
§ 서울시민의 도서관 및 

자료서비스 이해와 인식도 제고 

핵심인프라�충실화

§ 도서관 접근성 제고
(개체수 확충,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 축소)

§ 자료서비스 부담 경감
(사서직원 증원, 1인당 
봉사부담인구 축소)

§ 이용가능한 장서의 확충
(봉사대상인구 1인당 
소장책수 확대)

<그림 7> 서울시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모형

1. 신착자료의 노출력(가시성) 극대화

모든공공도서관의신착자료는지역주민이요구하는자료와사서직이엄선한자료로구성된다. 즉,

요구론과가치론에기반을두어선정·수집된자료가정리・배가되면지역주민은OPAC 검색을통하

여입수여부및서지정보를확인하거나방문하여서가에서직접브라우징하고열람・대출할수있다.

그런데대다수공공도서관은홈페이지초기화면에서주간또는월간단위로신착자료의엑셀파

일을제공하고있다. 물론신간입수를신청한당사자는서지정보중심의신착목록을보면입수여

부를확인할수있고대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지만, 신청한당사자가아닐 경우나사서직이선

정·입수한 자료는 서지정보(MARC 데이터)로 자료의 내용적 특징이나 대강을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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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공도서관은 신착자료의 노출력이나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자료서비스를활성화하는데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국내외온라인서점이판촉을강화할목적

으로홈페이지에서신간표지, 서지정보, 책및저자소개, 목차, 서평등을제공하듯이공공도서관

도신간이입수되면 <그림 8>의예시처럼실시간으로표지를포함한주요서지정보와목차등을

노출시킴으로써 가시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 책소개�
이�세상에서�사랑을�무척�많이�받아�고맙습니다.�서로�사랑하십

시오!�김수환�추기경의�영원한�메시지�『그래도�사랑하라』.�온�국민
을�진심으로�사랑하며�자신의�각막까지�이웃에게�바쳤지만�늘�자신
을�죄인이라�채찍질하며�살아간�김수환�추기경의�인자한�미소와�따
뜻한�마음,�고귀한�말씀과�추모�사진전시회�자료,�그리고�지인들이�
제공한�자료들을�모아�엮은�책이다.

￭ 목차
프롤로그�

1장�영원히�지지�않는�꽃�
추모�선종�병상�말년�

2장�천사처럼�아이처럼�
인간적인�모습�

3장�사랑하고�또�사랑하는�
사랑에�관한�잠언�

4장�길�위에�선�이들에게�
추기경의�잠언�

5장�태양이�구름을�가릴지라도�
정의�사회�국가�시대에�관한�잠언�

6장�고독한�구도자�
성직자의�삶�고뇌�바른�길�

7장�성자의�기도�
종교에�관한�잠언�

￭ 저자소개�
저자는�충북�옥천�출생.�1975년�한국경제신문�편집국�

기자를�시작으로�코리아헤럴드를�거쳐�평화방송·평화신
문에�근무했다.�제25회�한국사진기자회�보도사진전�수상
(1988),�제1회�서울사진대전�특선(2000),�제3회�한국� ·�
한국인�사진대전(2001)�동상�등�국내외�사진대전에서�다
수�입상한�바�있다.

<그림 8>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착자료의 노출력(가시성) 제고 전략  

2. 장서기반의 문화(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모든공공도서관은지역사회에존재하는다른문화기관및평생학습시설과차별화되는프로그

램서비스를지역주민에게제공해야한다. 그것은공공도서관의정체성을보증하고존재이유를정

당화하는 장서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대한실상을파악하기위하여 2011년말통계데이터를활용하여전국및서울시공공도서

관이 연간 실시한 강좌수를 분석·비교한 결과, <그림 9>와 같이 전국적으로는 문화프로그램

(66.9%)이도서관・독서관련프로그램(33.1%)보다 2배나많고서울시의경우도후자가 32.7%인

반면에전자는 67.3%에달한다. 1회성프로그램의경우, 전국적으로도서관및독서관련프로그램

이 문화프로그램보다 약간 많은 반면에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비슷하게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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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Durbin-
Watson

F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3841.43
13037.02

5
- 19.471 .000

1.279 11.020
프로그램 
강좌수

문화 38.147 56.689 .027 .673 .501

도서관·독서관련 726.9309 168.380 .176 4.317 .000

<표 7> 시도별 공공도서관 자료실 이용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N = 626)

2,306

(50.6%)

10,233

(42.3%)
7,054

(67.3%)

30,895

(66.9%)

2.254

(49.4%)

13,954

(57.7%)

2,306

(32.7%)

18,951

(33.1%)

-2,000

3,000

8,000

13,000

18,000

23,000

28,000

33,000

전국 서울시 전국 서울시

강좌수 1회성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그림 9>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 개설현황 비교(2011년)

이러한프로그램개설이자료서비스와관계가있는지를규명하기위하여공공도서관이개설하

는 문화프로그램,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 도서관 방문자수, 자료실 이용자수를 상관분석한

결과, <표 6>에서알수있듯이모두유의수준 0.01에서유의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총 786개관가운데문화및도서관・독서관련프로그램을제공하지않는 160개관을제외

한 626개관을 대상으로 자료서비스를대변하는 자료실 이용자수와 양대 프로그램을 회귀분석한

<표 7>을보면문화프로그램은유의확률이 0.501로 유의하지않기때문에도서관・독서프로그램
이 자료실 이용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 분
프로그램 강좌수 도서관

방문자수
자료실

이용자수문화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
강좌수

문화 1 .252** .097** .092**

도서관・독서관련 1 .210** .196**

도서관 방문자수 1 .941**

자료실 이용자수 1

** 유의수준 p < 0.01

<표 6>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개설과 방문자 및 자료실 이용자수의 상관분석(N =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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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서울시공공도서관이자료서비스를활성화하려면방만하게개설하는문화프로그램강

좌수를 축소하는 대신에 장서를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독서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할때자료실이용자수가증가하여자료서비스활성화로이어질수있으므로프로그램서비스는

도서관・독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3. 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과 외연 확대

대다수공공도서관은자체적인장서개발과보존관리를전제로봉사권역내의지역주민이요구

하거나기대하는자료서비스를최대한제공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보면개별도서관중심의

미시적전략인신착자료노출력(가시성)의 극대화나장서를 기반으로하는문화(평생학습)프로

그램의개발·제공은중요하고시급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도서관의인적및물적제약을감

안하면미시적접근내지자급자족형자료서비스로는활성화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상호협력

을 통한 외연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거시적 전략이 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료서비스 활성화, 즉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ILL/DDS)의제공이다. 서울시의경우, 도서관법 제23조제2호(지역의각종도

서관지원및협력사업수행)에서 규정한바와같이지역대표도서관인서울도서관이협력시스템

을주도하는가운데모든공공및학교도서관이참여해야한다. 다시말해서 <그림 10>과같이서

울도서관을정점으로 25개 기초자치단체와교육청을대표하는각각의거점형공공도서관이삼각

벨트로형성하는 방향으로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할필요가 있다. 더구체화하면다음과 같다.

서울 
도서관

거점
공공도서관
(교육청)

거점 
공공도서관
(자치단체)

공공도서관
(C)

공공도서관
(B)

공공도서관
(D)

공공도서관
(E)

분관

(A)
작은도서관

(B) 어린이도서관

(C)

공공도서관
분관(B)

학교도서관
(A)

학교도서관
(B)

학교도서관
(C)

공공도서관
(A)

작은도서관

(A) 어린이도서관

(A)

협력·지원

∙ 정책공조
∙ 운영관리 협력

∙ 포털검색・상호대차
∙ 프로그램 지원・공유

공공도서관
(A)

∙ 정책공조
∙ 운영관리 협력

∙ 포털검색・상호대차
∙ 프로그램 지원・공유

∙ 정책공조(지원・협력)
∙ 포털검색・상호대차서비스
∙ DB구축과 업그레이드
∙ 자료이관・위탁보존

<그림 10>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유기적 연계・협력시스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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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울시는 서울도서관을 컨트롤 타워로, 기초자치단체별 거점도서관(자치구 중앙도서관

또는센터도서관)과교육청소속의주요공공도서관을허브로, 나머지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

을노드로하고, 각각의노드에작은도서관과분관등을연계시키는협력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둘째, 작은도서관은성격(공립과사립) 및운영주체(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교회등)가매우

다양함에도불구하고운영을지원하되거점도서관을정점으로서비스권역별공공·어린이도서관

과 시스템적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법적 근거에 따라 ‘거점도서관  공
공・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분관・분실, 이동문고 등)’으로 체계화하여 기능적 분담과 서비

스사각지대를해소하고, 사립작은도서관은 ‘거점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아파트문고,

교회문고, 어린이도서관등)’으로체계화한공공도서관시스템내에서고유한정체성과기능적다

양성을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공공도서관이 자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면 다른 시설과 연

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지역문화시설인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등과수평적연

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4.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통한 상호대차 강화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자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또 다른 방안

은 공동보존서고(collaborative repository library)의 건립·운영이다. 이것은 ‘지역적 또는관종별

제한여부를불문하고복수의도서관이수장공간부족문제를해결할목적으로협력하여보존서고

를 건립・운영하면서 자료서비스도 제공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러한공동보존서고의직접적목적은자체서고공간부족문제를해결하는동시에체계적이고

집중적인장서관리를통하여자료수명을연장하는데있으며, 자료서비스측면에서는장서의신신

도를높여접근이용의편의성을제고시키는데있다. 2011년에지역대표도서관으로건립또는지

정·운영되는 4개관(한밭도서관, 시민도서관, 미추홀도서관, 한라도서관) 사서를대상으로공동보

존의기대효과를설문한결과에서도 <그림 11>처럼 ‘소장공간부족문제해결, 자료관리업무감소,

예산절감, 이관후나머지자료이용률향상, 공동보존자료의활용확대’에과반수이상이긍정적

으로 응답하였다.2)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동보존서고 건립·운영의 기대효과를 다각도로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3)

첫째, 사회적책무의관점에서공공도서관의자료보존은당대이용서비스뿐만아니라후대의

2) 신지연, 김유승,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3호(2011), p.143.

3) 윤희윤, “공공도서관공동보존서고건립의타당성분석,”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3. 3),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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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공간 

부족문제 해결

자료관리 업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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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69.2%

<그림 11>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구축의 기대효과 

접근이용을보장하기위한타임캡슐이다. 아무리양질의자료를확보하여당대의요구를충족시

키더라도체계적인보존기능을담보하지못하면후대를위한지식문화기반시설로서의책무와역

할을 수행할 수 없다.

둘째, 정체성강화의측면에서공공도서관의자료보존은다른지식정보기관이나문화시설보다

비교우위의존재감을확보·유지하는데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 따라서수장공간의부족을이유

로 저마다 증축하거나 보존서고를 신축하는 것보다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셋째, 경제적비용절감측면에서모든공공도서관이지식정보로서의내재적가치가없거나이

용도가극히낮은자료를공동서고로이관·보존할 경우에파생되는여유공간을다른용도로활용

할수있어공간운영의합리성과효율성이높아질 뿐만아니라도서관마다추가로수장공간을확

보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건축 및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장서개발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여러 공공도서관이 각각 이관한 자료의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관리운영 및 서비스 기능을 공유할 경우에 자체 소장여부를 불문하고 장서의 수평적 확장

및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자료서비스활성화및이용서비스개선의측면에서도이용도가낮은자료와복본을공

동보존서고로이관할 경우에기존의수장공간에배가된자료의최신성이높아져접근및브라우

징의편의성이증대되고시간비용을줄일수있으며, 결과적으로자료서비스만족도와도서관인

식도가 제고된다.

여섯째, 자료 보존력증대의측면에서는일반적으로개별도서관이자체수장할때보다공동보

존할 경우에따른인위적, 물리적, 화학적손상과훼손을체계적이고집중적으로관리할수있어

자료의 수명이 연장된다.

일곱째, 도서관상호협력촉진의측면에서는자료보존이다른어떤협력메뉴보다도서관및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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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추계(2011∼2020)

서직의동질감과주체성을확립하고연대의식을강화하는데기여할 뿐만아니라다른협력활동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덟째, 이관자료 재활용(recycle) 측면에서는 여러 공공도서관이 공동보존에 참여하여 각각

이용도가 낮은 자료를 이관할 경우에 공동보존서고를 운영·관리하는 입장에서 중복되는 자료를

선별하여최소보존부수를결정한다음에폐기절차를거쳐미소장도서관에기증함으로써재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현시점에서 서울시공동보존서고의 설립이시급한지를 분석하기위하여 2010년말 통계

데이터를근거로공공도서관의연면적과적정수장공간, 한계수장책수, 향후 10년간연도별소장

책수를 조합하여수장공간의 부족여부를연도별 및시도별로 비교한결과, <그림 12>에서 알수

있듯이 6개시도(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남, 제주)는이미한계수장률에도달하였고, 2014년부

터는서울시를비롯한모든시도가수장공간부족에직면하게된다. 따라서서울시공동보존서고

는 조속히 건립·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에 산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은 이용도, 물리적 상태, 실물보존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공동보존서고로자료를이관해야한다. 그우선순위는원형보존이중요한자료(희귀서,

귀중서, 향토자료등), 폐기대상으로선정한자료, 이용률이저조한자료(구판자료, 복본, 정보가

치가극히낮은자료등), 복본또는내용의대부분이중복되는자료, 발행연도가오래된자료(개

정전의법령자료등), 개정판이발간된 경우의구판자료(사전, 명감, 편람, 가이드북, 통계집등),

전문적수복이필요할정도로파오손된자료(도서, 잡지등), 매체변형(디지털, 마이크로화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서울시가공동보존서고를건립할 경우, <그림 13>과같이공공도서관이이관하는자료, 지

역대표도서관인서울도서관이보존을요청하는자료, 자체적으로보완수집한자료, 기타자료(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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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이 이관하는 자료, 기관·단체의 기증자료, 개인·문중이 위탁관리하는 자료, 매체변형 자료)로

보존장서를구축해야한다. 그다음에는 <그림 14>와같은도서관상호대차·문헌제공서비스모형을

개발하여각종도서관이요청하는자료를최대한제공할때보존장서의대출회전률이높아진다. 다

른 각도에서 보면 보존장서의 상호대차는 모든 공공도서관의 자료서비스 활성화를 의미한다.

공공도서관 
이관자료

개인·문중이�
위탁관리하는�
자료

기관·단체의�
기증자료

지역대표도서관�
보존요청�자료

매체변형자료

다른�관종이�
이관하는
자료

자체적�보완수집�
자료

원형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희귀·귀중서 등)
폐기예정 및 대상자료
별무이용지료
복본, 내용의 중복성이 심한 자료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
개정판으로 대체된 구판자료(참고도서 등)
전문적 수복이 필요한 파오손자료
매체변형(영인본 등) 자료
다른 도서관 미소장 소급자료

<그림 13> 서울시 공동보존서고의 보존장서 구축모형 

이용자

공동
보존서고

공공・학교
도서관

대학
도서관

❶
공동보존서고�차량을�이용한�
ILL�자료의�배송과�회수

ILL/DDS 
신청

ILL/DDS 
신청

ILL/DDS 
신청

이용자

서울도서관

이용자

❷
우편택배서비스를�이용한�
ILL/DDS�자료의�배송과�회수

❸
전자형�

문헌제공서비스(EDDS)

<그림 14> 서울시 공동보존서고의 상호대차·문헌제공서비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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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강좌내용 실시방법 기대효과

1주 인류문명과 기록매체 : 궤적과 변용의 역사  강 의

§ 도서관, 책, 독서에 대한 이해 증진
§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 도서관 방문 및 이용서비스의 증가
§ 대중적 지지기반의 확충 

2주 페이퍼 실크로드, 천년을 여행하다 〃

3주 도서관과 책을 향한 애증의 세계사 〃

4주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여행 〃

5주 조선왕조의 책사랑 답사기 답 사

6주 생주이멸과 평생학습의 오디세이 강 의

7주 생활독서를 통한 가족행복 가꾸기 강의와 토론

8주 삶과 행복, 도서관에 그 길을 묻다 〃

∙ 대상 : 서울시민(표적 집단 : 주부, 노인, 청소년)
∙ 강의시간 : 연간 2회(상반기 45월, 하반기 1011월), 매주 1일(오전 10:0012:00)
∙ 강사진 : 문헌정보학자, 인문학자, 독서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 수료증 발급(7주 이상 참여시) 

<표 8> 지역대표도서관의 ‘도서관 아카데미(또는 도서관문화대학)’ 강좌 모형 

5. 대중의 공공도서관 및 장서 인식도 제고 

대다수공공도서관과사서직은오랫동안사회적소통기능보다내향적조직문화를강조하였기때

문에시민사회, 학계, 언론에이어공직사회의행정직마저폐쇄성과편협성을비판하고있다. 그러

므로서울시공공도서관이신착자료의노출력(가시성)을 극대화하고, 장서기반의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며, 도서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대차를 확대하고, 공동보존서고를

건립・운영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소통기능이 취약하면 자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러한이유로최근에개별도서관을중심으로 ‘도서관친구들’의조직화, 한국도서관협회의작

가파견사업, 작가와의만남내지작가와함께책읽기, 인문학강좌, 저명인사초청강연, 학부모도

서관(또는 독서)아카데미, 독서대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12

년 10월에는문화체육관광부가기존공공도서관의독서·문화프로그램과차별화된 ‘도서관아카데

미’ 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범운영하고있으며, 2013년부터대상을전국지역대표도서관으로확

대하고주제도인문학중심에서자연과학까지포함하는통섭형아카데미로구성하여최장 1년간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서울도서관은자체뿐만아니라산하공공도서관의사회적소통강화를선도해야한다. 그

것은공공도서관의운영지원, 독서문화및평생학습제공, 협력과교류를위한우산적역할인동시

에실천적전략이기때문이다. 또한운영주체를불문하고모든공공도서관은서울시민의도서관및

자료서비스에대한이해를높이고인식도를제고시켜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금까지개별관을중

심으로실시된단발성프로그램에대한성찰이필요하다. 다시말해서독서문화및평생학습이라는

명분하에 제공하는실적위주의 산만하고무분별한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한편기록역사, 지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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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독서활동, 평생학습 등의 생태계를 공공도서관과 밀착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모형은 가칭 ‘도서관 아카데미’ 내지 ‘도서관문화대학’으로 명명하고 <표 8>과

같이 ‘인류문명과 기록매체의 역사, 페이퍼 로드의 천년여행, 도서관 애증의 세계사, 조선왕조의

책사랑 답사기(도산서원, 소수서원, 해인사경판고), 유네스코기록문화유산여행, 생주이멸과평

생학습의 오디세이, 생활독서를 통한가족행복 가꾸기, 도서관에삶과 행복을묻다’ 등을 인문학

적으로각색한강좌및답사프로그램을운영하여기록문명사또는지식사회와공공도서관의상관

관계에대한서울시민의인식과이해를제고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모든공공도서관이매년핵

심프로그램으로개설할때외연확대에따른사회문화적중요성과가치의인식, 방문객 증가, 자

료서비스의활성화등을기대할수있을뿐만아니라긍정적후광효과인대중적지지기반도확충

될 수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모든공공도서관은체계적이고지속적인장서개발을전제로당대의지역주민에게각종지식정

보서비스를제공하고후대의접근·이용을보장하는문화기반시설이다. 그러나서울시공공도서관

의핵심인프라는전국최하위수준이고자료서비스를대표하는대출책수및도서관・독서관련프

로그램 참가자수도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일선의 공공도서관은

핵심인프라충실화및장서관리최적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이를전제로제시한자료서비스의

다각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공공도서관은신착자료의노출력이나가시성을높이는방안을모색해야자료서비스

가활성화될수있다. 이를위해서는국내외온라인서점이판촉을강화할목적으로홈페이지에서

신간표지, 서지정보, 책및저자소개, 목차, 서평등을제공하듯이공공도서관도신간이입수되면

실시간으로표지를포함한주요서지정보와목차등을노출시킴으로써가시성을극대화해야한다.

둘째, 모든공공도서관은비교우위의정체성을보증하고존재이유를정당화하는장서중심의프

로그램을 운영할 때 자료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료서비스를 대변하는 자료실

이용자수와양대프로그램(문화, 도서관・독서)을 회귀분석한 결과, 도서관・독서프로그램이 자
료실이용자수에가장큰 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따라서문화프로그램을축소하는대신에장서

기반의 도서관・독서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모든공공도서관이직면하고있는자급자족형자료서비스의한계를극복하려면서울도서

관, 기초자치단체및교육청을대표하는각각의거점형공공도서관이삼각벨트로형성하는방향

으로 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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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을컨트롤타워로, 기초자치단체별거점도서관과교육청소속의주요공공도서관을허

브로, 나머지공공·학교도서관을노드로하고, 각각의노드에작은도서관과분관등을연계시키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립은 법적 근거에 따라 ‘거점도서관

 공공․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 체계화하여 기능적 분담과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사립은 ‘거점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 체계화한공공도서관 시스템내에 위치
시키되 고유한 정체성과 기능적 다양성을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서울시는공동보존서고를건립하여공공도서관이이관하는자료, 지역대표도서관인서울

도서관이 보존을 요청하는 자료, 자체적으로 보완수집한 자료, 기타 자료(다른 관종이 이관하는

자료, 기관·단체의기증자료, 개인·문중이위탁관리하는자료, 매체변형자료)로구성되는보존장

서를구축해야한다. 그리고공동보존서고의상호대차·문헌제공서비스 모형을개발하여각종도

서관등이요청하는자료를최대한제공함으로써보존장서의대출회전률을제고시킬때자료서비

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

다섯째,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소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도서관

아카데미’ 내지 ‘도서관문화대학’을개설하여 ‘인류문명과기록매체의역사, 페이퍼로드의천년여

행, 도서관 애증의 세계사, 조선왕조의 책사랑 답사기,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여행, 생주이멸과

평생학습의 오디세이, 생활독서를 통한가족행복 가꾸기, 도서관에삶과 행복을묻다’ 등을 인문

학적으로 각색한 강좌 및 답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록문명사 및 지식사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해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공공도서관은지역주민을위한각종대중자료(지식문화재)의신속한수집과보편적서비

스, 지식정보에대한접근·이용의격차해소, 평생교육과문화활동의증진등을통하여국가및사

회발전에이바지해야한다. 동일한맥락에서서울시공공도서관은핵심인프라및장서관리의충

실화를 전제로 자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소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의 생활동선에

공공도서관이 위치하지 않는 한 자료서비스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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