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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세종시립도서 의 운  기본 정책을 수립하기 한 기  연구로서, 황 조사  이용자 요구조사, 문가 

의견 조사, 사서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 으며, 세종시립도서 의 기능과 역할 정립  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첫째, 세종시립도서 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표도서 으로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편리하고 평등한 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 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해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문화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에 한 도서 서비스 제공과는 별개로 세종특별자치시 표도서 이자 거 도서 으로서의 역할, 지식정

보센터, 평생교육센터, 사회문화센터, 문화센터, 여기센터, 생활편의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정책정보지원센

터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립도서 의 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해 세종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세종시립도서

, 세종지역 술  문화 허 로서의 세종시립도서 , 세종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세종시립도서 , 세종학 센터로서의 

세종시립도서 을 제안하 다.

주제어: 세종시립도서 , 도서  정책, 도서  운

ABSTRACT : This study was a basic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basic policies for the operation of Sejong City 

Library. It was intended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functions and roles of Sejong City Library by conducting 

a general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user demand, expert opinion, and librarian opinion survey. As a result, 

the Sejong City Library is the representative library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which oversees all 

public and small libraries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carries out support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should improve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by providing 

more convenient and equal access to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and cultural programs. Second, apart from providing 

library services to local residents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functions of 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s representative library and hub library, knowledge and information center, lifelong education 

center, social and cultural center, leisure culture center, leisure and convenience center, and furthermore, it 

should function as a policy information support center. Finally, in order to enhance the brand value of Sejong 

City Library, the Sejong City Library as a landmark in Sejong area, the Sejong City Library as an art and cultural 

hub in Sejong area, the Sejong City Library as a complex cultural space in Sejong area, and the Sejong City 

Library as a center for Sejong Studie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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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6년 4월 개정된 ｢도서 법｣에서는 각 역시와 도 차원의 도서  정책 수립의 구심 으로서 

지역 표도서 의 설립을 규정하 다. 지역 표도서 의 역할에 하여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해당지역 도서 시책의 수립 지원, 시․도 단 의 종합 인 자료의 수집  제공, 지역 공공도서

 지원  력사업, 도서  업무에 한 조사․연구,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자료 공동보존 

등 역지자체의 도서 정책을 집행하는 실질  행정기구’로 규정하 다. 이처럼 지역 표도서

은 지역을 표하는 도서 으로 공립  사립 공공도서 , 작은도서  등 도서 을 총 ․지원하

고 동시에 앙정부와의 력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한 지역정보 인 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강희경 외 2014). 

세종시립도서 은 세종특별자치시도 ｢도서 법｣ 제22조 표도서  설치 의무에 따라 설립된 

표도서 으로서, 종합운 계획과 정보화 략계획(ISP)을 수립하여 건립과 동시에 차질 없는 

운 과 이용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체계 인 운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화와 동시에 지방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

계 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미지 랜드를 창출하고 나아가 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요구되

고 있다. 이러한 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지역의 특성이나 이미지가 지방자치단체 발

의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지역 랜드 략 하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정 인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 방문객, 주민들을 유치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곽승진 외 2016). 

이에 세종시립도서 은 표도서 의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세종을 표하는 랜드마크이자 4차 

산업 명 시  시민을 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정보제공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한 장서구성, 

정보서비스, 조직구성과 인력, 산 계획, 정보화 략 계획 등의 기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립도서 의 운  기본 정책을 수립하기 한 기  연구로서, 황 

조사  이용자 요구조사, 문가 의견 조사, 사서 의견 조사 등을 반 으로 실시하여 세종시립

도서 의 기능과 역할 정립  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지역 표도서 과 련한 연구는 2006년도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었으며, 련한 연구는 크게 

건립계획  타당성에 한 연구, 표도서  운 과 련한 연구, 서비스, 장서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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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지역 표도서 의 건립계획  타당성에 한 연구로는, 배순자와 김병재(2006)는 북

지역의 역 표도서  건립계획의 일환으로, 북지역의 표도서 의 치, 시설  업무조직

을 심으로 모델을 제시하 다. 장덕  외(2014)는 지역 표도서  건립 계획에 한 연구로 

지역 표도서  건립을 한 차와 과정, 그리고 주요 고려사항들을 분석하여 한 계획을 

제시하 다. 한 지역 표도서 의 입지 선정과 련한 연구로 유재우 등(2015)은 부산 역시의 

지역 표도서  건립 계획을 사례로 지역 표도서  건립을 한 입지 선정에 있어서의 차와 

과정, 그리고 주요 고려사항들을 제시하 다. 더불어 유재우와 김신 (2015)은 지역 표도서  

입지환경 평가에 한 연구로, 구 표도서 의 입지선정을 한 평가요소와 지표를 제안하

다. 둘째, 지역 표도서  운 에 한 연구로, 김 기 외(2015)는 지역 표도서 의 조직  운

방안에 한 연구의 일환으로 부산 역시 표도서 인 부산 표도서 의 조직과 효율 인 운

 방안을 제시하 다. 그 결과로 부산 표도서 의 성격  5  핵심기능 설정, 4과 1  운  

조직, 최소 필요 인력, 연간 운  산 등을 제안했다. 한, 윤희윤과 김신 (2016)은 구 표도

서 의 운 조직  연계 력 방안을 제시하기 해 구 표도서 의 비   10가지 핵심기능

과 지역 표도서 으로서의 법정 업무  핵심기능을 체계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 조직으

로 총 5개과(행정지원과, 도서 정책과, 자료개발과, 정보서비스과, 공동보존과)를 제안하 다. 

셋째, 지역 표도서 의 서비스에 한 연구로는 지역 표도서 의 온라인 서비스에 한 연구

(이은주 2018), 충남 포도서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략 연구(곽승진 외 2016), 지역 표도

서 의 커뮤니티 정보서비스 운  황과 과제에 한 연구(이은주 2019) 등이 수행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지역 표도서  장서 련 연구로는 경기도 표도서  장서개발정책  운 방

안 연구(연세 학교 산학 력단 2014), 서울 표도서 의 장서확충방안에 한 연구(서울도서  

2012), 충남 표도서 의 장서구성 방안 연구(노 희 외 2017) 등 지역의 특성을 반 한 표도

서 의 장서 개발  확충 방안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섯째, 표도서 의 운  수립을 

한 이용자 인식조사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곽승진 외(2016)는 충남 표도서  운  기

본계획 수립을 해 충청남도 내의 공공도서  이용자  도청 방문자를 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충남 표도서 의 기능과 역할 정립  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울산 표도서 의 활성화를 한 인식조사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울산도서 의 운 종합계

획을 수립하기 한 기 연구로 이용자  도서  직원 상 설문을 수행하여 향후 도서 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 방향을 도출하 다(곽승진 외 2017).

표도서 과 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표도서 과 련한 연구는 입지선정  타당

성에서부터 운 , 장서, 서비스, 력 등 다양한 각도로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표도서 이 설립되기 앞서, 표도서 은 장기  운 을 한 정책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이용자  련 문가, 사서 등의 의견 수렴에 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1권 제4호)

- 160 -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의 포도서 으로써 세종시립도서 의 운  기본 정책을 수립하기 

한 기  연구로서, 황 조사  이용자 요구조사, 문가 의견 조사, 사서 의견 조사 등을 반

으로 실시하여 세종시립도서 의 기능과 역할 정립  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방법론

본 연구는 세종시립도서 의 운  기본 정책을 수립하기 한 것으로, 황 조사  이용자 

요구조사, 문가 의견 조사, 사서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세종시립도서 의 기능과 역할 정립 

 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이를 한 연구 내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세종시

도서  황

분석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도서  일반 황은 문화체육 부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에 제공된 내용을 기반으로 소장자료, 시설  설비, 인력, 

산․이용자․서비스, 문화 로그램 등 조사․분석

이용자 상 

수요도 조사

∙기간: 2018년 8월 (1달간 진행)

∙ 상: 공공도서  이용자  비이용자 상

∙진행방법: 국립세종도서 에서는 100명을 목표로, 나머지 8개의 공공도서 에서는 30명의 

이용자를 목표로 면 면 설문조사 실시

∙설문문항 구성: 총 22문항으로, 크게 인 사항, 공공도서  이용, 공공도서 의 주요 기능과 

역할, 세종시림도서 의 주요 기능과 역할로 나 어 실시

문가

의견수렴

∙ 상: 공공도서  재직 문가 5명 빙

∙진행방법: 인터뷰 문항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의견을 수집, 분석

∙면담문항 구성: 총 7개 문항

사서 상

의견수렴

∙ 상: 실제로 이용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세종시 공공도서  

사서 12명을 상으로 진행

∙진행방법: 인터뷰 문항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의견을 수집, 분석

∙면담문항 구성: 총 6개 문항

결론  제언

∙앞서 조사한 황  이용자 요구조사, 문가 의견 수렴, 사서 상 의견 수렴 등을 기반으로 

세종시립도서 의 사명, 비 , 략  목표, 세종시립도서 의 기능  역할, 세종시립도서 의 

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안

<표 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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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  일반 황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도서  일반 황은 문화체육 부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https://ww

w.libsta.go.kr>에 제공된 내용을 기반으로 소장자료, 시설  설비, 인력, 산․이용자․서비스, 

문화 로그램 등에 해 조사․분석하 다. 

1. 소장자료 황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 의 소장자료 황을 조사하 으며, 총제 으로 도서 243,135권, 시

청각자료 3,582 , 연속간행물 229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

서  소장자료 황을 국 공공도서 과 비교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 의 1 당 도서 

수는 48,627권으로 국 평균 100,734권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 의 인구 1인당 도서 수는 0.88권으로 국 평균 2.03권에 비해 2.5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 당 연속간행물 종수는 45.8종으로 국 평균 124.9종에 비해 약 3분의 1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모든 공공도서 이 자도서와 자 을  소장하

고 있지 않아 이에 한 개선이 시 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시설  설비 황

도서 별 시설  설비 황을 조사한 결과, 연면  7,436㎡, 좌석 수 859석, 이용자 컴퓨터 

46 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FID 시스템은 모든 공공도서 이 갖추고 있거나 바코드 

체제와 병행하고 있으며, 모바일 도서 은 아름동도서 을 제외한 모든 공공도서 이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  시설  설비 황을 국 공공도서 과 비교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 의 1 당 연면 은 1,487㎡로 국 평균 2,816㎡에 비해 50% 수 으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구 수 비 연면 도 26.9㎡로 국 평균 57.1㎡에 비해 

50%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1 당 좌석 수, 인구당 좌석 수, 1 당 이용자 컴퓨터 수, 

인구 1,000명당 컴퓨터 수 등 한 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인력 황

도서 별 인력 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도서 장이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33명  정규직은 19명, 비정규직은 14명, 사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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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  인력 황을 국 공공도서 과 비교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직원 

수는 0.12명으로 국 평균 0.3명에 비해 3분의 1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 당 정규직 수 한 

3.8명으로 국 평균 7.9명으로 50% 수 이다. 1 당 사서 수는 2.8명으로 국 평균 5.8명으로 

50%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 정규직 사서 수는 1.8명으로 국 평균 4.3명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 의 모든 도서 장이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에 한 개선은 반드시 긴 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산․이용자․서비스 황

도서 별 산․이용자․서비스 황을 조사한 결과, 도서구입비는 1,123,121,000원, 회원 수는 

32,937명, 출권수는 413,535권, 상호 차서비스는 55건으로 조사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  산․이용자․서비스 황을 국 공공도서 과 비교한 결과, 1

당 도서구입비는 224,624천원으로 국 평균 94,555천원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명당 도서구입비 한 4,060원으로 국 평균 1,916원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당 회원 수는 6,587명으로 국 평균 24,714명에 비해 4분의 1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00명당 회원 수는 119명으로 국 평균 500명에 비해 3분의 1 수 이다. 1 당 출권수는 

82,707권으로 국 평균 121,528권에 비해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명당 출권수는 1.5권

으로 국 평균 2.5권에 비해 상당히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1 당 상호 차서비스 수는 

11건으로 국 평균 5,222건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문화 로그램 황

도서 별 문화 로그램 황을 조사한 결과, 시행횟수는 122건, 참가자수는 24,76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 황을 국 공공도서 과 비교한 결과, 

1 당 문화 로그램 시행횟수는 24.4건으로 국 평균 50.2건에 비해 상당히 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1 당 문화 로그램 참가자 수는 4,952명으로 국 평균 10,657명에 비해 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인구 1명당 문화 로그램 참가자 수는 0.09명으로 국 평균 0.22명에 비해 상당히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  황  도서구입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국 공공도서  평균

보다 상당한 수 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반 으로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모든 공공도서 의 도서 장이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에 한 개선이 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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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Ⅴ. 의견조사 결과

1.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이용자 설문조사에는 총 400명이 참여하 으며 그 에서 392건에 해 분석하 다. 이를 기반

으로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여성 참여자가 남성 참여자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연령은 12세부터 75세로, 평균 38.15세로 나타났는데, 참여자의 연령 를 세부

으로 살펴보면 30 ~40  이용자가 체 참여자의 56%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종 학력의 

경우, 학교 졸업가 53.9%, 학원 졸업자가 17.9%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30세 이상 교육 

정도별 졸업인구에서 학 이상이 38% 정도인 것에 비해(이재원, 정남수, 2015), 약 2배 정도 

높은 70% 정도의 학 학력 이상의 참여자가 본 연구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

로는 업주부가 가장 많았고(26.9%), 학생, 공무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 분포의 경우, 

세종행정 심복합도시에 속하는 가람동, 한솔동,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 종 동, 고운동,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평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거주자가 82.7%를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이 17.3%, 

기타 지역으로  등의 거주자들이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공공도서 의 이용

(1) 공공도서  이용 주요 목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주요 목 에 해 조사한 결과, 자료(책, DVD, 자책 등)의 이용  

출, 취업/자격/학교 시험공부, 자료조사  연구, 도서  각종 행사, 로그램 참가, 컴퓨터(인터넷 

등) 이용, 시설 여(세미나  모임), 휴식/지인과의 만남 순으로 나타났다.

(2) 공공도서 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공공도서  비이용자들에게는 공공도서 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해 조사하 으며, 

도서 이 항상 만원으로 앉을 자리가 없다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이 

불편해서, 도서 의 거리가 무 멀어서, 도서 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도서 에 한 정보가 

부족해서, 도서 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도서 에 유용한 로그램이 없어서, 도서  

자료가 부족해서,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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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체 평균값 체 표 편차 

자리 없음 48 2.94 1.156

교통 불편 48 2.79 1.184

거리가 멈 48 2.79 1.288

필요 없음 48 2.77 1.242

정보부족 48 2.73 1.086

원하는 정보 없음 48 2.71 1.110

로그램 없음 48 2.65 1.176

자료 부족 48 2.63 1.196

바쁨 49 2.59 1.135

<표 2> 공공도서 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시사 을 도출하면, 첫째,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

가용이 약 50%로 교통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도서 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에서도 교통이 불편하다는 

주요한 이유와도 연 지어 볼 수 있다. 둘째, 공공도서  주요 이용 목 으로 자료 출, 열람과 

시험공부가 가장 많아 도서 의 역할에 한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에 도서

이 소통의 공간, 아이디어 공간, 창조의 공간 등의 활동 공간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열람보다는 창의 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서 으로서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나. 공공도서 의 주요 기능과 역할 

공공도서 의 주요 기능과 역할로는 1) 공공도서  장서  자료 수집  이용 서비스의 요도, 

2) 공공도서  력 서비스의 요도, 3) 공공도서  공간 이용, 4) 공공도서  이용자 교육  

서비스, 5) 심있는 정보  자료 주제 역 등에 해 조사․분석하 다.

구분 체 평균값 체 표 편차 

장서  자료 수집  이용 3.38 1.27

도서  력 3.36 1.25

도서  공간 이용 3.35 1.17

이용자 교육  서비스 3.26 1.02

심있는 정보  자료의 주제 3.26 0.79

<표 3> 공공도서  주요 기능과 역할에 한 요도

첫째, 공공도서  장서  자료 수집  이용 서비스의 요도에 해 조사한 결과,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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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검색, 자료의 편리한 이용  출, 다양한 주제의 자료 제공, 도서   자료 이용 

안내서비스의 순으로 요하다고 응답하 다.

구분  체 평균값 체 표 편차 

도서  자료 목록 검색 3.42 1.418

자료의 편리한 이용  출 3.40 1.574

다양한 주제의 자료 제공 3.38 1.506

도서   자료 이용 안내서비스 3.37 2.029

다양한 유형의 자료 제공 (책, DVD, 자책) 3.35 1.334

도서 에서 근 가능한 웹 데이터베이스 검색 3.28 1.277

인터넷 정보 검색 3.22 1.259

<표 4> 공공도서  장서  자료 수집  이용 서비스 요도

둘째, 공공도서  력 서비스의 요도에 해 조사한 결과, 책이음, 책바다, 책나라, 력형 

디지털 참고정보서비스의 순으로 요하다고 응답하 다.

셋째, 공공도서  공간 이용에 해 조사한 결과, 설문참여자들은 여가를 즐기며 조용히 독서하

고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 지식정보 습득을 해 도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과 장애인을 한 공간의 순으로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체 평균값 체 표 편차

여가공간 3.51 1.569

자료활용공간 3.47 1.609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수 있는 공간 3.34 1.369

장애인의 자료이용공간 3.34 1.350

디지털정보활용공간 3.26 1.197

복합문화공간 3.17 1.249

세미나공간 3.12 1.139

<표 5> 공공도서  공간 이용

넷째, 공공도서  이용자 교육  서비스에 해 조사한 결과, 설문 참여자들은 도서  자료 

안내  정보검색 교육, 취미, 교양, 문화강좌 로그램 제공, 독서 련 로그램 등의 순으로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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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평균값  체 표 편차

도서  자료 안내  정보검색 교육 3.28 1.274

취미, 교양, 문화강좌 로그램 3.27 1.279

독서 로그램 3.25 1.281

독서 자료 안내 서비스 3.23 1.149

도서  이용교육 3.21 1.162

참고정보서비스 3.21 1.154

정보활용능력개발교육 3.20 1.181

시설이용서비스 3.07 1.108

<표 6> 공공도서  이용자 교육  서비스

다섯째, 설문 참여자들이 심있는 정보  자료 주제 역에 해 조사한 결과, 여행, 문학, 

역사, 술, 교육, 언어 등의 순으로 높은 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 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해 종합 으로 분석한 결과의 시사 은 첫째, 설문 참가자

들은 공공도서 의 기능, 역할, 도서 의 장소, 자료 수집에 있어서 체 으로 요도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자료  공공도서  력, 공간 활용 등을 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둘째, 공공도서  이용자 교육  서비스로 도서  자료 안내, 정보 검색, 교육, 취미, 교양, 문화강

좌, 독서 로그램 등의 순으로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육  서비스 개발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세종시립도서 의 주요 기능과 역할

앞서 공공도서 의 기능과 서비스에 한 역과 마찬가지로 세종시립도서 에 추가 으로 

용될 수 있는 기능  서비스에 해 도서  공간 이용, 도서  력, 온라인데이터베이스 구축, 

장서 개발, 이용자 교육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 다.

구분  체 평균값 체 표 편차 

도서  공간 이용 3.35 1.17

도서  력 3.30 1.13

온라인데이터베이스 구축 3.30 1.10

장서 개발 3.30 1.06

이용자 교육  서비스 3.29 1.13

<표 7> 세종시립도서  주요 기능과 역할에 한 요도

첫째, 세종시립도서 의 도서  공간 이용에 해 조사한 결과, 설문 참여자들은 지식정보 습득

을 해 도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여가를 즐기며 조용히 독서하고 사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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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간, 다양한 강연이나 시, 동아리 활동의 복합문화공간 등의 순으로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종시립도서 의 력에 해 조사한 결과, 세종시 내 공공도서 , 작은도서 , 유 기

과의 연계서비스에 한 요도하다고 응답하여, 지역공동 보존 서고  지역도서  지원 력 

등의 순으로 동의도로 나타났다.

셋째, 세종시립도서  온라인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해 조사한 결과, 국립 앙도서 을 심으로 

구성된 국 공공도서  소장 자료에 한 데이터베이스(KOLIS-NET) 근  세종시립도서  

자료 목록 공유, 자도서  운 , 멀티미디어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순으로 요도하다고 

응답하 다.

넷째, 세종시립도서  장서개발에 해 조사한 결과, 공간특성별(장애인자료, 어린이자료 등) 

장서 구성, 도서  개 을 한 도서 의 특성에 맞는 신간 자료의 수집, 정리, 시․도 단 의 자료 

제공 등의 순으로 요도하다고 응답하 다.

다섯째, 세종시립도서  이용자 교육  서비스에 해 조사한 결과, 생애주기별, 연령별 독서문화 

활성화 로그램, 소외계층 로그램, 세종시 특화, 행정정보 순으로 요도하다고 응답하 다.

마지막으로 그 외 세종시립도서 에 바라는 에 해 조사한 결과,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과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도서 , 어디서든 손쉽게 자료를 탐색하고 이용을 돕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하는 도서 , 독서 활동에 한 다양한 교육과 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이로 보아 이용자들은 세종시립도서 이 지식정보 습득을 해 도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여가를 즐기며 조용히 독서하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 등에 한 기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지역 내 공공도서 , 작은도서 , 유 기 과의 연계서비스  력에 해 요하

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을 상으로 하는 이용자 서비스를 기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향후 세종시립도서  공간 구성  운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문가 상 면담 분석 결과

가. 세종시립도서  운

지역 표도서 으로서 세종시립도서 이 갖추어야 할 비 , 목표, 운 방향, 운 을 한 핵심과제 

 략, 핵심 과제  략을 수행하기 한 세부 실행 계획 등에 해 문가 의견을 수렴하 다.

다섯 명의 문가가 제시한 구체 인 사안은 모두 다르나, (1) 지역 심서비스 제공, (2) 세종시 

특성을 반 한 장서 개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3) 세종시 지역 표 도서 으로서의 역할 수행, 

(4) 세종시립도서  효율  운 을 한 략 구축 이라는 4가지 사항에 한 공통 인 의견이 제시되

었다. 세종시립도서  비 과 목표에 있어 세종시 혹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 한 독서, 문화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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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을 한 공동체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 으며, 세종시 특성화 장서 구축  지역 표도서

으로서 다른 공공도서 , 학도서 , 문도서 들과의 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 다. 

구분 세종시 시민 심 서비스 
세종시 특성을 반 한 

장서 개발  지식정보 서비스

세종시 지역 표 

도서 으로서의 역할 수행

비

∙세종시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 지역 착

형 복합 문화 정보기 으로서의 도서

∙ 은 도시의 특성을 살린 세종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족 서비스 심의 도

서

∙ 표도서 으로서 세종시 지역 도서

의 력을 한 시스템 구축, 운 을 

한 허  도서  

목표 

∙세종시 주민을 한 독서, 문화 도시 조성 

 지역 사회의 소통과 공감을 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 서비스 제공

∙세종시 지역 특성을 반 한 정

보 수집, 조직, 리  지식정보 

서비스  아카이  제공 

∙세종시 지역 도서  정책 수립  실행

∙세종시 공공도서 , 학도서 , 학교

도서 , 문도서  등을 상으로 력 

시스템 구축 

<표 8> 세종시립도서 의 비 과 목표에 한 문가 의견

세종시립도서  운 방향은 의 비 과 목표의 내용에 문 인력 배치와 도서  운  자율성 

보장, 직원교육 로그램 개발, 특수사서(어린이 담당 사서 등) 교육  양성 등 구체 인 략을 

제시하 다. 한 세종시립도서 만의 운 정책 빛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지역도서 의 운 방향

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기획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구분 지역주민 심 서비스 
세종시 특성을 반 한 

장서 개발  지식정보 서비스
세종시 지역 표 

도서 으로서의 역할 수행
세종시립도서  효율  
운 을 한 략 구축

운
방향 

∙세종시 지역주민의 문화 콘텐
츠, 문화 공간, 서비스 시설 확충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담당

-

∙지역 착형 도서 의 선도
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  방향  지침 정립
∙지역도서  정책 수립 지원

∙충분한 문 인력 배치와 
자율성 부여, 도서   문
화시설 구축을 한 충분한 
재원 보장 필요 

핵심
과제 

∙정보 격차 해소를 한 취약계
층 상서비스 확  

∙맞춤형 지식정보, 생애주기
별, 미래형 스마트 정보서비
스 제공

∙주민주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세종시 특성화 심의 종합
인 장서개발 정책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정보의 
재 가공  생산과 정보 공유 
랫폼 구축 

∙세종시 향토자료 장서 개발 
 아카이빙 

∙지역 도서 과의 연계, 력
을 한 워크샵, 정책개발 회
의 등 상시 운  

∙건립과정에서 장과 
한 운  인력 확보, 주도
인 건립과 운 에 책임

질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
한 부여 

세부
실행
계획 

∙ 문기획가를 빙, 문화 술 
로그램 기획

∙주민 참여형 시공간, 창작 
 커뮤니티 공간 제공

∙이용자 간 선순환 로그램 운
∙시민들과의 도서  련 워크

 추진 

∙자료지원센터(자료조직과) 
운

∙세종시민을 한 장서개발 
정책 수립

∙향토자료 개발  보존 서고 
운

∙통합도서 운  시스템 구축
∙세종 생활 착형 기  의
체 구성․운

∙세종지역 내 상호 차서비스
∙학교도서  연계 아동․청소
년 서비스 개발  운

∙직원교육센터 운  
∙가족 상 로그램과 어린
이 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어린이 문사서를 
양성

∙건립 담  설치 후 건립 
과정 반 총  권한 부여

<표 9> 세종시립도서 의 운 방향, 핵심 략  세부실행계획에 한 문가 의견



 세종시립도서관의 운영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 169 -

나. 세종시립도서 과 지역 다른 도서 과의 력 체계 구축을 한 방향  략

세종시 지역의 다양한 국립, 공립, 민간 기   단체와의 력에 한 구체 인 방향을 제시하

는데, 먼  국립세종도서 과 서비스 역할 분담  력, 자원 공유에 한 논의가 필요하며( , 국

국립도서 의 Knowledge Quarter를 벤치마킹), 문체부, 국립 앙도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로그램에 참여,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 다. 둘째, 지역도서 (공공, 학교도서 )과는 서비

스 지원 력을 통해 시민들, 특히 어린이와 고등학생들의 보편  도서  서비스 제공해야 하며, 

셋째, 지역 행정, 공공, 민간단체와의 력으로는 마을공동체, 지역단체, 기 , 학교 등과의 력체계

를 구축하고, 도서  력네트워크로 확  운   민․ 력 거버 스 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 다. 넷째, 한 각종 행정기 이나 공공기 들과의 력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다섯째, 문화기   단체, 박물 의 경우, 지역 문화원  문화 술기 과의 서비스 

력체계(MOU)를 구축하고 세종시문화재단, 지역서 , 박물  등과의 상호 력을 해야 한다고 하

다. 그 외에 연구기   문도서 , 학도서 , 평생교육원은 문  지식  서비스 제공을, 

민간기업은 서 , 출 사 등과 력하여 시민들을 한 공간을 개방하고, 민간 기업과의 력을 통해 

기업 활성화는 물론 기업 종사자들에 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다. 세종시립도서  장기 정책 추진 과제 

세종시립도서  건립 이후 향후 1-3년, 5년, 10년 등의 기간을 설정하여 장기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등에 해서도 문가 의견을 수렴하 다. 도서  운 , 도서  장서 개발, 도서  서비스 개발, 도서  

력 등 4개의 분야로 세분화된 장기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하 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도서  운  도서  장서 개발 도서  서비스 개발 도서  력 

향후 
1-3년

∙도서  운  시스템 구축  
안착, 매뉴얼 개발

∙충분한 인력, 재원 확보
∙도서  홍보 략 개발, 실행 

∙장서개발정책 수립
∙장서 확충; 다른 도서 들
과의 차별 인 장서 확보

∙도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정립 

∙세종시민 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정보서비스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활동 지원

∙세종시 도서   문화, 
정보기 과의 력체계 
구축

∙지역 도서 시스템 구축; 
각종 지원책 마련

향후 
5년

∙지역 표도서 으로서 역할 
재정리

∙도서  문운  인력의 역량 
강화

∙지역 도서 시스템 안정화 추진

∙도서 의 지속 인 다양한 
장서 확충 

∙인쇄자료와 디지털자료의 
한 분배

∙세종시 향토자료(이  행
정구역 포함) 아카이빙

∙장서의 지속  확충과 보존
도서  기능 수행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기획

∙4차 산업 명 기술 기반의 스
마트한 도서  서비스

∙세종시민 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정보서비스

∙지역 도서 정책 수립 
지원

∙지역내외 학, 문화
술기 과의 력 추진 

∙도서 과 다른 기 들과
의 력 추진

향후 
10년 

∙지역 문화 거 으로 세종시립
도서 이 나가야 할 방향 설정

∙도서 들과의 력 상황을 고
려해서 도서  증축 등을 고려

∙특성화 장서를 개발하고 
공동서고를 조성

∙세종시 공동보존서고 구축 
 운

∙시민들이 생활 착형 도서  
조성  련 서비스 제공 

∙시민들을 한 특화 로그램 
개발  배포

∙지역 표도서 으로서 
타 도서 과에 지원 력
을 강화

∙지역간 연계서비스 개발

<표 10> 세종시립도서  장기 정책 추진 과제에 한 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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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종시립도서  조직  인력 구축 

세종시립도서 의 조직  인력에 해 먼 , 장을 포함한  직원의 사서 배치로, 1 장(4 ), 

사서 16명, 행정 등 7명 등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부서는 도서 정책과, 정보서비스과, 

정보조직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더불어 지역 공공도서 , 작은도서 , 학교

도서  등에 한 지원센터 운 을 한 인력 3명을 배정해야 하며, 문화 로그램 개발  지원을 

한 인력 3명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향후 서비스 개발  운 , 분 지원 등을 고려하여 인력보강에 한 정책이 명확하게 필요하다

는 의견과 함께 도서 정책  운  로그램 개발에 있어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사서들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 세종시립도서  장서개발 방향 설정 

세종시립도서 의 장서개발 방향 설정으로는 장서의 용도 구분  보존서 리, 장서 종류 지정, 

이용자 요구 반 , 국립세종도서 과의 력 등에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장서의 용도 구분 

 보존서 리로, 보존을 목 으로 하는 장서와 이용을 목 으로 하는 장서를 구분하며, 장기 으로 

장서 보존에 한 문제 을 기 장서개발정책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장서의 종류에 한 의견으로는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히 분배하여 장서 

개발, 다양한 디지털 자료( 자책, 웹툰 등)를 하게 분배, 어린이와 일반서의 비 을 60% 이상

으로 분배 필요, 다른 공공도서 들이 갖추기 어려운 책과 자료들을 심으로 장서를 구축, 국내외 

학술자료 구축 등이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세종시 이용자 요구와 특성을 반 한 장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종시 

인구통계학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요자 층을 고려한 장서 개발이 필요하며, 이용자의 요구  

이용 행태 분석을 근거로 하여 이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자료 주로 개발해야 한다. 

넷째, 국립세종도서 과의 력을 통한 장서 배치로, 특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국립세종

도서 과 복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외에도 세종시에 특화된 장서 개발에 한 의견으로 세종 지역역사 교육, 문화, 어린이 자료 

등의 배치를 강조하고, 역시 국립세종도서 의 력을 통한 장서 복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 다.

바. 세종시립도서  이용자 서비스 방향 설정 

이용자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출 서비스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 로그램 개발에 

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조성, 로그램 개발에 한 의견이 공통

으로 제시되었다. 세부 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자료 출서비스의 경우,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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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한 체계 인 제공  리가 필요하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내에서의 

자료 치추 , 이용자 이용행태 분석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보  콘텐츠 큐 이션 등에 활용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한 이용자의 수 , 출량 등을 고려하여 무인자동화 서비스 확 하여 무인

출반납시스템, 반납도서 자동분류 시스템, 무인 제시스템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둘째, 이용자 서비스 로그램 개발로 생애교육을 한 정보자료 제공, 새로운 지식( ,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교육에 한 로그램 운 , 정보제공, 가상 실, 증강 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 서비스 등, 스마트 시티와 연계한 지능 서비스 제공 등에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메이커스페이스 로그램 개발로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상상마루, 뚝딱뚝딱 공작실, 

디지털 공작실 등), 시민들이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체험과정과 코딩교육 제공, 어린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가족학습센터, 책읽기와 함께 진행하는 이야기 코딩교육, 고블록 만들기 등 창의

력 신장을 한 메이킹 로그램 개발 등에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넷째, 어린이, 청소년, 가족을 상으로한 서비스로는 어린이와 가족서비스 특화 장서를 국내외

으로 수집 확충, 어린이책 정보, 육아, 가족, 교육 등 온라인 정보를 로벌서비스로 선별 제공, 어린

이와 가족 상으로 창의력 신장을 한 메이킹 로그램 개발 운 , 청소년을 한 특화 로그램

(방과 후 학습도우미, 힐링캠 , 건 게임 회, 해커톤 등) 등에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문화, 술 로그램 개발, 콘서트 운 으로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규모 청 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 운 , 독립 화상 , 독립출  큐 이션 등 은 도시다운 다양한 

의견을 할 수 있는 로그램 제공 등에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외에 세종시립도서 으로서 특화된 이용자서비스 로그램으로 문화, 술, 어린이, 청소년, 

가족을 심으로 한 로그램과 이용자와의 력을 통한 로그램 개발 등에 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 세종시립도서  공간구성 

세종시립도서 의 공간구성과 련해서는 어린이자료실(유아실, 가족실 포함), 메이커스페이스, 

북카페 등 신설, 공연장 수 의 강당 설비 구축  운 , 규모의 다양한 공연, 술, 문화 

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공간 구성, 주차장 기능은 최소화, 시민 이용 공간과 도서  상 서비스 

공간이 첩되지 않도록 구성 등에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가 의견을 종합 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문가들은 (1) 지역 심서비스 제공, (2) 세종시 

특성을 반 한 장서 개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3) 세종시 지역 표 도서 으로서의 역할 

수행, (4) 세종시립도서  효율  운 을 한 략 구축 이라는 4가지 사항에 한 공통  의견을 

제시하 다. 둘째, 세종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 한 도서  비 , 략, 서비스 계획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으며, 셋째, 세종시의 지리  특성, 행정수도, 지역 주민의 학력, 직업, 

특성 등을 고려한 도서  서비스 제공에 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국립세종도서 ,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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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지역행정, 공공, 민간 단체, 문화기 , 박물 , 연구기 , 학도서 ,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

과의 력 체계 구축을 제안하 다. 다섯째, 최신 기술을 이용한 자료 출 서비스, 도서  데이터의 

체계 인 리  이용, 다양한 연령층을 한 생애 교육자료 제공, 가상 실, 증강 실, 메이커스페

이스, 문화, 술, 로그램, 주민 주도형, 참여형 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사서 상 면담 분석 결과

가. 지역 표도서 으로서의 비 과 목표 

지역 표도서 으로서의 비 과 목표로는 시민들이 쉽게 근하고 편안하며 행복한 휴식 공간

으로서의 도서 이자, 시민들의 지식 정보, 평생학습, 문 인 정보 자원 보  등 교육과 문화 

생활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정보기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한 기

인 도서 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도시의 정보  문화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며, 지역 표도서

으로서 세종시 다른 공공도서 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지역도서 계의 력과 발 을 한 컨트

롤 타워의 역할 수행을 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세종시 주민 심 서비스 정보, 교육, 문화 네트워크의 허  지역 표도서 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비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
∙시민들의 문화 욕구 해소

∙지식정보향상과 평생학습 증진을 해 새

롭고 문 인 정보자료를 보 ․지원
∙지역의 문화공동체를 구성하고 교육, 문화
를 제공하는 복합문화 공간

∙새로운 기능, 4차산업 명 등 미래

를 비하는 것과 동시에 기 인 
시립도서 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에도 그 정체성을 유지, 발

목표 

∙ 구나 편하고 즐거운 도시문
화 인 라 구축

∙시민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를 한 정보 서비스 제공 

∙다양한 문화 로그램을 수행하여 이용자
들이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어주고 쉽게 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도서 에서 책을 읽는 것 뿐 아니라 술, 
역사,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식과 문화를 탐구하고 배울 수 있는 종합

인 문화 공간

∙다양한 독서진흥 로그램 진행을 통한 지
역민의 삶의 질 향상

∙세종시 도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지역 표도서 으로서 충분한 정보

자료, 공간, 규모를 확보하여 운  
∙지역도서 계 발 을 한 지원, 
력 강화

<표 11> 비 과 목표에 한 사서의 의견

나. 지역 표도서 으로서의 주요 기능과 역할 

지역 표도서 으로서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해 사서들은 1) 세종시 지역 자료 수집, 정리 보존

의 역할, 2) 세종시민을 한 교육, 문화, 정보 서비스, 3) 세종시 지역 도서  조사 연구  도서  

정책개발 지원, 4) 세종시 지역 도서  력 개발  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첫째, 세종시 지역 자료 수집, 정리 보존의 역할로, 지역의 도서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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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타도서 으로부터 이  받은 도서 자료의 보존, 공공  지방행정․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세종시 도서 정책 수립  시행, 도서 정보서비스 원회 업무 지원, 도서 발  장애

요인 분석  정책방향 제언, 세종시 특성과 여건에 따른 도서  정책 개발에 한 사항을 제안하 다. 

둘째, 세종시민을 한 교육, 문화, 정보 서비스로, 지식정보운용공간(지식정보센터), 평생교육

공간(평생교육센터), 사회문화센터, 여가센터 등의 멀티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의 통 문화를 심

으로 도농간의 격차 해소  지역 주민이 능동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로그램 개발, 지식정보

취약계층(신체장애인, 정보소외지역의 거주자, 의료기 에 입원 이거나 특수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 노인, 비문해자 등)을 한 서비스를 개발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셋째, 세종시 지역 도서  조사 연구  도서  정책개발 지원으로, 도서  홍보, 마  략 

개발, 사서 역량를 한 지역 교육 로그램 개발  실행, 세종시 도서 정책 수립  시행, 도서

정보서비스 원회 업무 지원, 도서 발  장애요인 분석  정책방향 제언, 지역 내 지식정보서비스 

종합 실태 조사, 도서  활동의 평가  실태조사 등 도서  련 각종 통계 조사 등을 제안하 다. 

넷째, 세종시 지역 도서  력 개발  지원으로, 공립 공공도서 (22개 복컴내 도서 )  

작은도서  운 의 각종 지원  력, 국립 앙도서 (국립세종도서  포함)과의 연계  력을 

바탕으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지역의 도서 들과의 신속한 정보 달  커뮤니 이션 채  

확보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세종시립도서 과 지역 다른 도서 과의 력

지역 내 타 도서 의 력에 한 의견은 크게 국립세종도서   공공도서 과의 력, 복합커뮤

니티센터 도서 과의 력, 학교도서 과의 력, 문도서 , 학술도서 , 학도서 과의 력 등

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첫째, 국립세종도서 , 공공도서 과의 력으로, 상호 차서비스, 책이음서비스, 책바다서비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책나래 등 공공도서 과 력하여 실시, 각 공공도서 별 복되지 않는 다양한 

문화 로그램 기획 시도를 해 상호 력, 공공도서 과의 상호 차  교류로 근성 향상, 청소년

들의 문화 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시 등을 제공하는 라키비움 역할 수행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 과의 력으로는 지역 표도서 의 거  는 서비스 포인트로 

복컴도서  지원, 독서문화 로그램 공동개발  보 , 각 의 행사내용  일정 등의 홍보내용을 

서로 도울 수 있게 심  역할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학교도서 과의 력으로 , ,고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서비스(상호 차) 제공, 교과연계

도서  추천도서 목록을 공유해 학교도서 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도서 는 인기가 많은 도서를 

구비, 독서 교육  동아리 지원 등 학생들의 독서학습 환경 제공, 청소년들의 문화 로그램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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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시스템화된 등  등 독서활동에의 지원 등으로 도서 과의 긴 한 조체제 필요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도서 , 학술도서 , 학도서 과의 력으로 국립도서 이나, 국회도

서  등과 업하여 학술지를 지정된 컴퓨터에서 이용하거나 교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제공, 내 

국책연구소 부속 자료실, 도서 과의 상호 력(연구자료 등) 등이 나타났다.

라. 세종시립도서  장서개발 방향 

세종시립도서 의 장서개발 방향과 련해서는 이용자 요구를 최 한 반 한 장서 수집, 세종시 

시민의 연령층에 따른 장서 수집, 지식취약계층을 한 자료 수집, 세종시 향토  행정자료 수집, 

자책 자료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요구를 최 한 반 한 장서 수집으로 최신자료에 한 신속한 수집․등록 후 시

에 제공, 신간도서와 일반 장서를 균등하게 수집하고, e-book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 수집, 

다양한 주제의 장서 수집  구입(해외자료 등), 문학은 고  등을 폭넓고 다양하게 갖추는 것이 

요, 4차산업 명, 여성특화, 진로  교육, 노인 이용자, 경제, 정책 등의 테마별 서가 공간 운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세종시 시민의 연령층에 따른 장서 수집으로, 생애주기별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서구성, 세종시 시민의 연령층을 고려한 장서 수집 (육아  아동도

서), 도시의 인구패턴을 감안한 다양하고 합한 학습자료의 수집,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다양한 장서 구성 등이 나타났다. 셋째, 지식취약계층을 한 자료 제공으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거주자 등을 상으로 다문화 자료 제공, 노약자, 장애인 등 지식소외계층을 고려한 장서 개발 정책, 

노인들을 한 큰 씨도서나 시각장애인을 한 자료 등이 나타났다. 넷째, 세종시 향토  행정자

료 수집  제공으로 세종시 향토자료, 행정자료 수집  보존,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향토자료

와 지식문화유산을 발굴, 복원하고 발 시키는 구심체로서의 역할 수행, 행복도시의 탄생과정  

출범기록 등의 기록에 한 자료 수집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책 자료 제공으로는 스마트

시티로서 최신 디지털 기기  자료의 구축, 자책 단말기를 출하거나 자책 단말기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운  등이 나타났다.

마. 4차 산업 명시 의 이용자 서비스

첫째, 4차 산업 명과 련된 도서  로그램 제공으로는 과 국책연구원 등이 인근에 치

한 장 을 활용해 기술 련  강의, 일자리와 련된 다양한 로그램 기획  운 ,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을 한 기획 시 이나 가상체험존 운  등이 나타났다. 둘째, 도서  이용자 빅데이

터를 이용한 도서 추천 서비스로 이용자가 출했던 자료나 희망도서신청 내역 등을 분석하여 빅데

이터를 구성한 후,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를 선정하고 제공과, 셋째,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사물 인터넷의 센서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치 알림  스마트 보 함 제공, 채 을 이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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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용하여 도서  흥미와 심을 유발, 드론을 활용하여 도서 산간 벽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

게 장서를 배달해주는 서비스 제공 등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여 3D 린

, 멀티미디어 상제작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기존의 도서 의 역할확   이용활성 방안, 3D 

린터기를 이용한 자책 제작, 웹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창조활동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바. 세종시에 특화된 이용자 서비스

다양한 지역정보를 할 수 있도록 내 소재하는 단체, 회, 연구기 , 공공기  등의 소식지, 

 등에 쉽게 근 하도록 서비스 제공하며, 도서  이용자 민원 응법과 사례 등에 한 매뉴얼 

작성으로 민원응  련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한다고 하 다. 이용자 연령층을 고려한 서비스

로 연령별 정기 인 로그램 운  책읽어주기, 스토리텔링 (언어 역별), 유아, 어린이를 한 서비

스를 제공하나,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의 도서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교육을 해 련기 과 조하여 로그램 진행: 교과별, 상황별 권장

도서목록 선정  배포 등에 한 의견이 나타났다. 지식정보취약계층을 한 서비스로 장애인, 

임산부들의 편의를 한 무료택배서비스 운 , 다문화외국인을 한 한국어강좌 등이 제시되었으

며, 세종시 공무원을 한 로그램으로는 업무와 동반하여, 혹은 그 외 으로 자기 개발 등을 

한 서비스 제공  주말과 야간에 이에 한 로그램뿐만 아니라 공간, 자료 등에 한 특화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의 사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보면, 세종시 시민의 이용자 요구를 최 한 반 한, 지역 주민을 

한 도서  운  계획 수립에 해서는 문가들과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세종시 

지역 주민의 참여 로그램 개발, 도서  이용  다양한 정보 이용, 도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서 추천 서비스, 스마트 기술 이용 등 구체 인 서비스가 제안되었다.

Ⅵ. 세종시립도서 의 운  기본 정책(안)

1. 사명, 비 , ․장기 략 등이 포함된 운 방향

가. 세종시립도서 의 사명과 비

공공도서 은 변하는 환경에 처하고 뛰어난 성과창출을 통해 지속 으로 발 하기 해서 

략  목표 수립이 필수 이며, 이러한 략  목표는 사명과 비 으로부터 도출되므로 세종시립도서

은 사명과 비 을 설정하여야 한다. 한국도서 기 , 공공도서  건립․운  매뉴얼, 국내․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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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서 의 사명 사례를 종합하여 세종시립도서 의 사명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 모든 공공도서 과 작은도서 을 총 하고 지원  력 사업을 수행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표도서 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

교육 등과 련된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편리하고 평등한 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 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를 해 정보자원을 수집, 조직, 유지, 제공하고 

정보서비스와 문화 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과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

하기 해 시정 련 자료와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세종시립도서 의 비 은 세종시립도서 의 사명으로부터 도출하여 ‘지역사회 지식정보 

허 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복합문화기 으로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 으로서의 

지역 표도서 의 선도  모델’로 제안한다.

나. 략  목표

세종시립도서 의 사명과 비 을 달성하기 한 략  목표는 균형 잡힌 목표가 수립되도록 

다각 인 에서 그리고 향후 성과평가를 고려한 경 에서 근하여야 하며, 략  목표간 

인과 계가 성립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세종시립도서 의 략  목표는 1) 학습  성장 , 

2) 내부 로세스 , 3) 자원 , 4) 이용자 에서 나 어 살펴보았다. 

첫째, 학습  성장 이다. 학습  성장 은 재의 사명을 달성하고 미래를 비하기 

하여 세종시립도서 은 어떻게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유지하고, 산을 확보하며, 미래 지향  

투자를 강화할 것인가에 한 이다. 이에 학습  성장 에서의 세종시립도서 의 략  

목표로는 사명을 달성하고 미래를 비하는데 필요한 도서  직원의 확보  재교육을 통한 능력 

있는 직원의 육성․유지와 사명을 달성하고 미래를 비하는데 필요한 산의 확보  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용으로 설정한다. 

둘째, 내부 로세스 이다. 내부 로세스 은 이용자의 요구와 기 를 충족시키기 하

여 세종시립도서 은 업무 로세스를 어떻게 조직하고 개선해야 하는가에 한 이다. 내부 

로세스 에서의 세종시립도서 의 략  목표로는 정보자원 구축  리 로세스의 개선, 

정보서비스 개발  제공 로세스의 개선, 문화 로그램․평생교육 로그램 개발  제공 로세

스의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리 로세스의 개선, 지역 표도서  업무 로세스의 개선 등이다. 

셋째, 자원 이다. 자원 은 인력, 시설, 산, 정보자원 등 세종시립도서 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 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한 이다. 자원 에서의 세종시립도서 의 

략  목표로는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인력, 산, 시설, 장비 활용의 효율성 제고이다. 

넷째, 이용자 이다. 이용자 은 세종시립도서 이 이용자의 기 와 가치를 어떻게 충족시

키고 창출할 것인가에 한 이다. 이용자 에서의 세종시립도서 의 략  목표로는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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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도서  제공 정보자원, 정보서비스, 문화 로그램의 이용률 제고, 세종시립도서  제공 정보

자원, 정보서비스, 문화 로그램에 한 만족도 제고, 세종시립도서  제공 정보자원, 정보서비스, 

문화 로그램에 한 유용성 제고이다.

다. 세종시립도서 의 기능  역할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설정된 세종시립도서 의 사명, 비 , 략  

목표, 지역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시립도서 의 기능  역할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

하 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모든 공공도서 과 작은도서 을 총 하고 지원  력 사업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표도서 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2)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 

거주자에게 사하는 개별 공공도서 으로서의 기능  역할, 3)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과 시의회

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기 으로서의 기능  역할이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표도서 으로서의 기능  역할이다. 세종시립도서 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에 

한 도서 서비스의 제공과는 별개로 세종특별자치시 표도서 이자 거 도서 으로서의 역할, 

즉 “도서 의 도서 ”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 역할로는 정책정보연구센터로서의 기능  

역할, 자료보존센터로서의 기능  역할, 지원․ 력센터로서의 기능  역할이 있다. 먼 , 정책

정보연구센터로서의 기능  역할로 세종시립도서 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효과 인 도서  정책

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자치단체 차원의 도서  활동에 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국가차원에서 수립된 도서 발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의 도서 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 세종시립도서 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도서  력  국립

앙도서 과의 력 황,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공도서  건립  공동보존서고의 운  황, 세종

특별자치시 내 공공도서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  등 도서 정보서비스 원회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다음 자료보존센터로서의 기능  역할로 세종시립도서 은 세종특별자치시 발행

자료와 세종특별자치시에 특화된 자료의 수집․보존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하여야 한다. 세종

특별자치시 발행자료  세종학 자료의 수집․보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정보자원 조사,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계획 수립,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운  등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 력센터로서의 기능  역할로 세종시립도서 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도서  운 을 지원해야 한다. 세종시립도서 은 도서 과의 력사업을 주도 으로 수행하여

야 하며, 이를 한 도서  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한 세종시립도서 은 도서 과의 

력사업을 주도 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한 도서  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 으로서의 기능  역할로 먼  기능은 지식정보센터, 평생교육센터, 사회문화

센터, 문화센터, 여기센터, 생활편의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한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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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보존  공 에 이용 제공, 공 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독서의 생활화를 한 계획의 수립 

 실시, 강연회, 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평생교육 련 행사의 주최 는 장려, 지역 특성에 

따른 분  등의 설립  육성, 그 밖의 공공도서 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도서 으로서의 기능  역할이다. 정책정보지원센터로서의 기능으

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표도서 인 세종시립도서 은 국립 앙도서 , 국회도서  등이 수행

하는 정책정보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유형․무형의 정책정

보를 신속하게 수집․정리․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도서 으로서의 역할로는 다양한 유형의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 인 분류․편목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출  열람서비스, 선택  정책정보서비스, 

상호 차서비스  원문복사서비스, 정보 퍼런스서비스 등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지역 표도서 으로서의 정체성  랜드 가치 제고

로컬화(Glocalization) 시 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 지역의 랜드를 창출하고 나아가 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

고 있다. 이러한 시  변화에 따라 특정 건물 는 장소의 특성이나 이미지가 그 지역의 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

세종시립도서 의 랜드는 세종시립도서 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과 가치를 이용자에게 달하

는 강력한 수단으로, 세종시립도서 의 유․무형의 자산과 가치를 활용하여 다른 도서 과는 차별

화된 이미지를 확립시켜 세종시립도서 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세종시립도서 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마  수단이 될 수 있다. 세종시립도서 의 고유한 랜드를 확립시키기 해서는 

세종 지역의 이용자를 상으로 세종시립도서 의 이미지와 략  방향성에 한 기 조사가 선

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세종시립도서 의 랜드 자산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우선 인 과제이다.

랜드 가치를 가지는 세종시립도서 은 세종 지역에만 존재하는 자연환경, 역사  특징, 문화  

매력, 행정서비스 등 세종의 정체성(identity)을 명확하게 보여 으로써 ‘강력하고 호의 인’ 도서

의 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한다. 세종시립도서 은 지역의 표도서 으로서 세종의 지역  특징

이 세종시립도서 의 랜드 가치에 반 되어야 하며, 세종시립도서 만의 고유성과 차별성, 독창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세종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세종시립도서

세종시립도서 은 세종지역을 표하는 도서 이자 세종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Land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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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수  높은 도서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도서  통합이미지(Library Identity)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표도서 으로서 세종시의 ‘지식문화도시’의 ‘Land Mark Local Brand’ 역할을 수행

하며, 기존의 통  도서  기능을 넘어선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 세종의 과거부터 재, 미래에 한 이미지를 한 곳에 집 성함으로써 세종시민으로서의 

자 심 고취  핵심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 세종지역 술  문화 허 로서의 세종시립도서

세종시립도서 은 세종지역 술․문화의 생산, 소비, 교류를 한 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술․문화의 생산 허 로서의 세종시립도서 은 세종지역 술․문화 창작을 한 연구를 지원, 

세종지역 술․문화 창작을 한 공간과 산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술․문화의 소비 허

로서의 세종시립도서 은 시민들의 다양한 술․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공연․ 시․강좌 로그램을 상설화하여 운 함으로써 세종시 시민들에게 보다 

수  높고 다양한 술․문화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술․문화의 교류 허 로써의 세종시립

도서 은 밖으로는 국립 앙도서 , 안으로는 세종시 소재 공공도서 , 학도서 , 학교도서 과의 

술․문화 교류를 한 허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세종시 소재 박물 , 미술 과의 술․문화 

교류를 한 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 세종시립도서 은 해외 각국의 술․문화 기  

 단체와 력하여 다양한 술․문화를 시, 공연, 상  등의 방법을 통해 세종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종지역 술․문화 격차 해소를 한 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도서 은 연령, 

경제  여건, 성별, 지역 등에 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문화기 이다. 

이에 세종시립도서 은 소득 격차에 따른 술․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하여 다양한 술․문

화 로그램을 무료 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한, 술․문화 로그램 이용을 

한 최소한의 비용도 경제  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 세종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세종시립도서

복합문화공간은 다양한 문화 , 술 , 교육 , 오락  행 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기존 공공

도서 의 획일 인 공간만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술․문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시

민들의 다양한 술․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 은 다양한 

술․문화  욕구를 지닌 시민들에게 미술 이외에도 화,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등의 다양한 

술․문화 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들은 제공된 술․문화 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여함으

로써 술․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다. 

이에 세종시립도서  복합문화공간은 지역 술․문화( 술․문화 로그램)의 생산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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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 술․문화의 창조  연구를 한 공간, 술․문화 생산자간의 

교류를 한 공간, 술․문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  참여를 한 공간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 세종시립도서  복합문화공간은 시민들의 다양한 술․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역사  유물, 술  창작물을 시할 수 있는 시 공간,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등의 

술작품( 는 오락작품) 공연과 강연을 할 수 있는 강당과 소강당, 쉬고, 놀고, 소통할 수 있는 

북카페, 식당 등의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해야 한다. 

라. 세종학 센터로서의 세종시립도서

세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인물, 지역행사 등에 한 자료  유물을 수집․정리

하여 지역이 가진 고유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후세에 승하기 해 세종학 자료실을 구축․운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종지역에 한 이해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종시민의 자기 고장에 

한 이해와 자 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한 세종시의 생성과 변천과정을 한 에 볼 수 있는 

시 을 운 하거나, 세종에 한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서 제공해야 한다. 

Ⅶ.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세종시림도서 의 운  기본 정책을 수립하기 한 기  연구로서, 황 조사  이용

자 요구조사, 문가 의견 조사, 사서 의견 조사 등을 총체 으로 실시하여 세종시립도서 의 기능

과 역할을 정립하고 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사명과 비 , 기능  역할, 랜드 가치를 제안하 다. 그 결과, 첫째, 세종시립

도서 의 사명과 비 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모든 공공도서 과 작은도서 을 총 하고 지원  

력 사업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표도서 ,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 등과 련된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발 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를 해 

정보자원을 수집, 조직, 유지, 제공하고 정보서비스와 문화 로그램 제공으로 수립하 다. 한 

비 은 세종시립도서 의 사명으로부터 도출하여 ‘지역사회 지식정보 허 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복합문화기 으로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 으로서의 지역 표도서 의 선도  

모델’로 제안하 다. 

둘째, 세종시립도서 의 기능  역할로는 1) 세종특별자치시의 모든 공공도서 과 작은도서

을 총 하고 지원  력 사업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표도서 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2)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 거주자에게 사하는 개별 공공도서 으로서의 기능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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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과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기 으로

서의 기능  역할 등을 제안하 다. 

셋째, 세종시립도서 은 지역의 표도서 으로서 세종의 지역  특징이 세종시립도서 의 랜

드 가치에 반 되어야 하며, 세종시립도서 만의 고유성과 차별성,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세종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수  높은 도서  문화를 선도해야 하며, 세종지역 술․문화의 

생산, 소비, 교류를 한 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 시민들의 다양한 술․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인물, 지역행사 

등에 한 자료  유물을 수집․정리하여 지역이 가진 고유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후세에 승

하는 세종학 센터로서의 운 을 제안하 다. 

향후 지속 으로 도서 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과 인구구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령 를 포함한 주민의 특성을 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한 심층 인 분석과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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