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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본연구의목 은공공도서 건립과 련하여각지방자치단체도서 건립 차를살펴보고,이러한과정에서

나타나는문제 들은무엇이며,이러한문제 들을어떻게해소할수있는지를모색하는데있다.특히,지방자치단체

가도서 건립시부딪히는어려움을경감시켜 수있는방식가운데하나로 ‘도서 건립컨설 ’이라는방식을

검토해 본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도서 건립 운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하고 도서 건립․운 계획

수립과 련한컨설 서비스수요분석,도서 건립지원과 련된국내외사례,도서 건립․운 지원을 한

컨설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다.

ABSTRACT

In order to fortify a professional approach in the construction of libraries, this study investigates

library establishment procedures and examines problems which are raised in them. In so doing,

it points to the necessities of professional consideration and engagement in the library construction
and underlines a role of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the process. As a way of supporting library

construction, it suggests a consulting systemwhich can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library establish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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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도서 활성화를 한 사회 , 정책

심이 증가하면서 공공도서 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2008년 8월 발표된 국

가 �도서 발 종합계획(2009~2013)�에의하

면, 2013년까지 공공도서 을 900개 으로 확

해 재 인구 80,000명당 1개 인 수 을 인

구 50,000명당 1개 수 으로 조성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첫 시행년도인 2009년에는

국 공공도서 63개 (2,681억원), 작은도서

119개 (139억원)을 조성․확충하여 국민의

도서 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서 서비스 수

을 OECD 선진국수 으로개선하기 한노

력이 본격화 된다. 한 지역의 종합 인 도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역자치단체의 모

든 도서 간 상호 력체계를 구축․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지방도서 의 발 을 견인하

기 한 ‘지역 표도서 ’을 8개시․도가 2009

년에 신규 설립하거나 지정(2008년까지 4개

시․도 설립․지정)하는 것으로 정되어 있

다(문화체육 부 2009).1)

이처럼 공공도서 은 국 으로 지속 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서 건립

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 건물의 공간

구성과 련해서는 크고 작은문제들이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분의 기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도서 과 련된 문 식견이 부족

한 상태에서 도서 을건립함으로써 건물의 공

간 구성이 서비스의 효율 제공을 가로막는

경우가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2) 뿐만 아

니라, 도서 문 인력이 도서 건립 기획단

계에서부터 극 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갖

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 도서 서비스에

한 구상이 기설계단계부터 문제 을 내포

하고 시작되는 경우가 지 않다.

이러한문제는 도서 건립단계에서 설계 변

경이나 추가 공사 등을 래하거나, 지역주민

들에게 실제 서비스를제공하는 단계에서 도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

져온다. 따라서 단계에서 도서 건립과

련해 나타나고 있는문제 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서 서비스와 련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 한 과제다.

본 연구는 도서 건립 기획단계에서부터 개

단계까지 진행되는 차에 한 분석을 기반

으로 이 과정에서나타나는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

히, 도서 건립과정 반에 걸쳐 문 인 기

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앙정부 혹은 지역

차원에서 컨설 서비스를제공하는 방안을 모

색한다. 도서 건립 운 계획 수립과 련

된 컨설 방안을 제안함으로서 도서 건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겪고있는 어려움을 경감시

키고, 나아가 보다 효과 이고 효율 으로 도

서 건립과정 반에 해 지원할 수 있도록

1) 지역 표도서 은 도서 법 개정에서부터 논의가 비롯되었으며, 도서 정책에서 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

화하는 방안으로 모색되었다.

2) 그동안의 도서 련 연구들은 주로 도서 운 의 측면에 이 맞추어져 왔으며, 그 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서 건립과 련된 부분은 상 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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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범

공공도서 건립․운 컨설 과 련한 문

헌연구를 통해 도서 건립 운 계획 수립

과정을분석하고, 도서 건립지원과 련된 국

내외 사례를 조사하 다. 각 시․도의 도서

건립과 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서 설

계자, 건립담당자, 개 비요원 등 장에서

직 문제 을 체감하는사람들의의견이 매우

요하므로이를 악하기 해 장조사, 면

조사, 설문조사, 문가 자문회의를통해그 구

체 인 내용을 분석하 다. 장조사를 통해서

는 건립 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들을 조사하

고, 면 조사를 통해도서 계자에게도서

건립 운 계획을, 설계사 시공사 계

자들에게건물의신축등과 련한내용을조사

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국 으로 건립

되고있는 공공도서 황을 악하 다. 문

가자문회의를 통해서는 도서 컨설 을 진행

하기 해필요한사항들에 한의견을 악하

다. 이를종합 으로분석해도서 건립․운

컨설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범 는여러 종의 도서 가

장 많은 도서 이 건립추진 인 공공도서 만

을 그 상으로 하 다. 한 공공도서 건립

과정에서 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컨

설 체계 구축 방안에 을 맞추었다. 컨설

의 범 는 건립과 련된부분을 으로

하 으며, 운 부분은 건립단계에서 제시되는

운 계획 수립과 련된 부분으로제한하여 검

토하 다. 도서 건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비

문성에 한 문제의식에서출발한 연구로 노후

모델이나 리모델링 컨설 은건립과 다른 과정

을 거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2. 문화시설과 컨설

2.1 문화시설과 컨설 필요성

2.1.1 문화시설과 컨설 서비스

문화환경 개선에 한 사회 수요 증가는

문화인 라 구축을 한정책 노력을 강화하

게 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

인 라 구축은 일차 으로문화시설의 건립 확

로 나타나 짧은 기간 동안 문화시설이 크게

증가하 다. 문화시설은 2002년 총 914 에서

2007년 말에는 총 1,618 으로 증가하 다(문

화기반시설총람 2008). 문화시설 수의 증가는

한편으로 문화향유활동 여건을 크게 개선하

으며, 다른 한편으로 문화시설이 제공하는 서

비스의 질 제고에 한 사회 수요를 증가시

켰다. 이러한 사회 수요에 응하여 문화시

설별로 다양한 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서비스

달방식에 한 지속 인개선이 이루어져

반 인 문화서비스 수 은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문화서비스의 문성을 강화하기 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 인력, 기 에 의

한 컨설 수요를 창출하 으며 그 결과 문화

서비스와 련한 문컨설 서비스가 나타나

기 시작했다.3) 이러한문화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는 서비스 개발에서부터 제공, 사후 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요청되고 있어, 나아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공간의 구상에까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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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확 되고 있는 실정이다.

컨설 이란, “ 문지식을가진사람이상담․

자문에 응하는 일”로서, 도서 컨설 은 “도

서 분야 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상

담이나자문을통하여도서 장의문제해결을

한 안을 제안하는 것”이다(정 태 2008).

컨설 내용과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컨설

은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는공공기 등

에 의해 공공 수 에서 제공될 수도있고, 민

간 비 리 는 리 기 에 의해 제공되기도

한다. 일반 으로 컨설 이 제공되는 단계는

착수단계, 진단단계, 실행계획 수립단계, 실행

단계 4단계로 나뉜다. 컨설 은 보통 4단계를

거쳐 제공되는 문 인 서비스이며, 이러한

문 서비스에 한 수요가 이 에는 일반 경

분야를 심으로 활성화되어 왔으나 최근에

는 문화서비스 분야에서도 그 수요가 크게 증

가하고 있다.

2.1.2 컨설 서비스의 필요성

문화시설은 일반시설과 달라서 문화 련 소

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뿐 아니라 이러

한 활동이 가지는 가치나 의미, 지향 는목표

가 매우 요하게 다루어지는 역이기 때문에

보다세심한주의와 배려가 요구되는공간이다.

문화시설 수가 증가하고 이용자 서비스 질 향

상에 한 요구가 높아지면서문화시설에 한

컨설 수요는 지속 으로증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4)

이에 비해 도서 건립과 련된 컨설 은

아직까지 문 서비스가제공되어야 할 역

으로 부상되지 못했다. 문화시설은 단순히 물

리 공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공간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수 , 한계 등

을 규정한다는 에서 운 과 련되는 매우

요한 역임에도 불구하고상 으로 이 부

분에 한 심은 매우 미흡하다.5) 이에 따라

문화시설 건립 시 해당 문화시설에 한 문

가의 의견이 건립기획단계부터 필수 으로 반

될 필요가 있다.

도서 건립과 련하여실시된설문조사 결

과에따르면, 도서 건립 운 을 한 문

인 컨설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5.7%로

문 컨설 에 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도서 과 련된 문 컨설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역이 건립계획 반, 세부

공간 배치, 건축설계 반 등 주로 기단계에

서 도서 건물의 건립과 련된 역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문화시설 문화서비스에 한사회

요구 수 이 높아짐에 따라 문 인 컨설

에 한 수요 한높아지고 있으며, 차 운

과 련된 부분에서 기획 건립과 련된

3) 문화분야에서의 컨설 서비스 가운데 표 인 것은 ‘문화환경진단’이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3년간 지속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문화시설 등이 앙정부에 컨설 서비스를 신청하면, 앙에서 구성된 문인

력들이 해당 시설 는 지역을 방문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활동 내용 여건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이 까지 문화시설에서 한 컨설 수요는 부분 ‘운 ’과 련된 부분에 이 맞추어져 왔다.

5) 도서 공간과 련하여 2007년 한국비블리아 학회에서 ꡔ도서 공간운 실태조사 표 모델 연구ꡕ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재 운 되고 있는 공간 활용 실태에 한 조사로 공간이 그 게 존재하게 된 설립

차 반에 하여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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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2.2 컨설 사례 분석

2.2.1 국내 사례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 건립과 련한 컨

설 은 아직 체계화되거나 제도화되어있지 못

한 상황이며, 주로 도서 건립 주체인 지방자

치단체등이외부기 에게건립타당성에 한

연구용역을의뢰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를들어, �교하도서 건립을 한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2004. 8)나 �천안시 북부지구 도

서 건립 타당성 조사�(2004.12), �해운 신

시가지도서 건립사업 타당성조사�(2005.4)

등은 도서 건립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외부 기 에 연구를 의뢰한 경우이다. 이

와 같이 타당성 연구를 통해 제안되는 내용은

도서 건립과 련된 컨설 이라기보다는 건

립이나 운 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표 으로경제 타당성, 정책 타

당성, 기술 타당성 부분 등을 심으로 이루

어진다.6) 그러나이와같은건립타당성연구는

도서 건립과 련된 컨설 이라기보다는 건

립자체가 타당한지를 검토한 것으로컨설 서

비스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1) 도서 정보정책기획단, 강원도 횡성군

과 도서 건립 컨설 MOU 체결

문화체육 부 도서 정보정책기획단은 지

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 건립사업 지원을

해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 건

립․운 업무에 한 진단과 자문 등 ‘공공도

서 건립 략 컨설 시범사업’을 추진 에

있다.

이와 련하여공공도서 분야에서는경기도

의왕시(의왕내손도서 ), 농어 도서 분야에

서는 강원도 횡성군(횡성 군립도서 )이 각각

선정되었다. 문화체육 부와횡성군은 2008년

11월 10일컨설 사업추진을 한MOU(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도서 건립 정지 지답

사를실시하 다. 강원도 횡성군은총사업비 40

억원을들여횡성군횡성읍읍하리 239번지일

3,042㎡에 군립도서 을 건립하고, 그 주변

일 에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을 비롯

해 문화 술회 , 청소년 문화의집 등이 들어

서는 복합 문화체육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인

데, 이 사업에 해서도 컨설 을 제공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도서 정보정책기획단 2008).

2009년에는 상 범 를 더욱 확 하여 16

개 시․도 공공도서 을 건립 인 10 을

공공도서 설립․ 략 컨설 에 참여시킬 계

획이다.

(2) (재) 술경 지원센터 ‘ 술경 컨설 ’7)

술경 지원센터는 술단체 기 의 운

과 련된 컨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술경 지원센터에 따르면, 술경 컨설 은

“문화 술단체의 운 에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6)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년 12월호)에서 이상복은 “공공도서 건립 타당성 조사에 한 연구”

를 통하여 경제 타당성이나 정책 , 기술 타당성이 모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로서의 도서 건

립 타당성에 한 분석도구로는 취약한 부분이 있음을 지 한다.

7) 출처: www.go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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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문가와 연계하여 온라인 오 라인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술경 지원센

터 2007). 센터가지원하는 컨설 분야는 법인

설립 문 술법인․단체 지정제도, 세무․

회계, 재원조성, 법률계약, 조직운 , 인사노무,

국제교류, 문화 술 련 지원정책 등이다. 컨

설 방식은 지역에 있는문화 술단체가 컨설

을 신청할 경우 직 찾아가 단체운 실무

교육 1:1 문가-직원간 면 상담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3) 행정안 부의 ‘지방행정 신컨설 센터’8)

행정안 부 지방행정 신컨설 센터는 총 6

개 46명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신컨설

단을 구성해 운 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 다양하고 문 인 컨설 수요에 효율 으

로 응하기 해 특정 분야 을 신설하고 성

과 리, 고객만족행정 등 문 역에 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민간 문컨설턴

트를추가로 하 다. 이 사업은 단 기간 진

행된 것으로 재는 단된 상태이다.

(4) 지식경제부의 디자인컨설 지원 사업9)

지식경제부는한국디자인진흥원에 탁해 ‘디

자인컨설 사업’과 ‘공공디자인컨설 지원 사

업’을 진행하 다. 디자인컨설 지원 사업은

기업 맞춤형 디자인컨설 을 지원하기 해 총

3단계로 나 어 컨설 을 지원하 는데, 1단계

는 무료로 컨설 장 진단을 하고, 2단계는

실제로 디자인 컨설 을 지원하기 해 디자인

경 환경분석, 디자인 략 실행계획수립, 임

직원 교육등을실시하 다. 마지막 3단계는 디

자인컨설 결과와 연계해 디자인개발을 지원

하는 형태로 시행되었다.

공공디자인컨설 지원 사업은 공공 역의

사업에 한디자인컨설 을필요로하는 앙

부처, 자치단체 공공기 을 상으로공공이

미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디자인, 지역특화상

품, 공동 랜드개발 등의 추진 략 실행 로

드맵에 한 컨설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2.2 미국 사례

(1) 주립도서 의 공공도서 지원

미국의 경우 공공 역과 민간 역에서 도서

에 한 컨설 활동이 활발하다. 일반 으

로 도서 건립 운 에 련된 서비스의 경

우 담 직원을두거나 지역마다 문컨설턴트

를고용․지정하여 이들로 하여 도서 의 건

립계획, 계자 교육, 홍보, 건립기 , 규정운

등의 문제에 한 상담과 조언을 하며 문

인 컨설 을 수행한다.

건립에 해서는 민․ 모두 문 인 노

하우를 가진 담당자가있어 효율 이고 체계

인 건립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은 50개의주로이루어져 있으며, 각 주마다 지

방분권 인 형태로 하나의 주립도서 이 있어

지역의 공공도서 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지역마다많은 차이가있지만, 주(州) 도서

은 핵심기능으로 지역 도서 에 한 산,

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하며, 부분 으로 지역

의 공공도서 이 담당할 수 없는 주 단 의 역

사 정보 수집․제공과 장애인을 한 서비

8) 출처: www.mopas.go.kr

9) 출처: www.designd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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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 건립 운 에 련된 컨설 서비스

의 경우, 도서 직원 외에도 민간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지역사회분석, 지역서비스 계획수립,

건립기 행정 차 상담, 건립계획수립

시행등 다양하고 극 인 서비스를수행한다.

(2) 기타 기 을 통한 공공도서 지원

미국도서 회는 11개부서와 15개 사무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호공조를 통

해 수많은 회, 회의, 포럼, 워크 , 세미나,

회를 후원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간행물을 통

해 컨설턴트 명부와 도서 련제품 용역업

체를 소개하며 별도로 도서 건축컨설턴트 명

부에 련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며, 화, 게시 , 이메일등을 통해 해당

분야 문가의 자문 상담을 제공한다.10)

매사추세츠주 도서 원회는 매사추세츠

일반 법제78장에근거하여 1890년에설립되었

으며, 주지사에 의해 지명된 9명의 원들로 구

성되어 있다. 원 에서 임명된 원장은

로그램 리와 원회의 자문 서비스에 한

책임을진다. 도서 건립 운 에 련된 서

비스의 경우 건립 련 컨설턴트를직원으로 두

고 사서, 건립 원회, 지역공무원, 지역민에게

상시 으로 건립에 한 조언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달하기 해 도서

책임자에 한 목록을 만들어 도서 신과

건축에 한 신속한 정보공유를 돕고 있다.11)

한 도서 을 문 으로 컨설 해주는

리목 의 회사가 다수 있다. 도서 컨설 회

사는 새로운 도서 건립 로젝트부터 재개편

노력, 재 서비스 개선, 도서 공간계획과 디

지털도서 에 한 문 인설계 등 도서 에

련된 모든 활동에 한 컨설 을 해주며 다

양한 분야의 문가와 함께 하고 있다. 도서

컨설 회사의 경우 공공도서 보다 학도서

이더 많이이용하고 있고, 당면한 문제 해결

과 도서 체의 상황에 해 보다 객 인

분석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된다.

(3)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한 공공도서

지원

미국에서는 주립도서 이나 기타 기 , 단

체들을 통한 공공도서 지원방식 이외에 온라

인시스템을 통한 공공도서 지원방식도 운

되고 있다. 표 인 사례로, 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IMLS)가 도

서 서비스 기술법(LSAT)에 근거한 정부

기 을 캘리포니아주립도서 소속 세리토스

공공도서 에 제공하여 만들어진 웹사이트인

‘Libris design’은 구축된 DB를 통해도서 규

모, 건축비용, 공간구성등도서 건립과 련

한 제반 사항에 해 견 을 내 볼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립도서

2008).12)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SAIC)에서 Libris design13)에

한 리 소 트웨어 개발을 담당하 고, 다

10) 출처: www.ala.org

11) 출처: www.masslib.org

12) 출처: www.imls.gov

13) 출처: www.librisdesig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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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컨설턴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 제공

소 트웨어의 발 을 한 자문을 맡았다.

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도서 가구와

설비의 상 비용, 조명, 보안, 수리, 일조량 등

도서 건물 로그램에 한 다양하고 필수

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 인 업데이트

를 통해 최신정보가 유지되고있으며 시험버

은 구나 다운받아 이용할수 있게 되어 있다.

에서 검토한 사례들을 고찰해 보면, 우리

나라의경우아직까지도서 건립․운 에

한 컨설 서비스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 경우는 부분주립도서 을 통하

여 내 도서 에 한 컨설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에도 다른

종의 도서 에 하여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미국은 주마다 다

양하게 도서 을 리 운 하고 있지만, 공통

으로 도서 컨설 에 한 문 인 지원을

주 표도서 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미국의 도서

컨설 은 직 장을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식과 온라인을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련 문의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등 다

양하게 나타났다.

서비스 종류 공공도서 학도서 학교도서 문도서 도서 력체

기 리 51(100%) 38(74.5%) 37(72.5%) 39(76.5%) 34(66.7%)

도서 통계 수집 51(100%) 16(31.4%) 12(23.5%) 12(23.5%) 21(41.2%)

도서 계획, 평가, 연구 51(100%) 21(41.2%) 24(47.1%) 26(51.0%) 30(58.8%)

통신비용경감 로그램 51(100%) - 4( 7.8%) 4( 7.8%) 25(49.0%)

컨설 서비스 50(98.0%) 31(60.8%) 30(58.8%) 34(66.7%) 31(60.8%)

연장교육 50(98.0%) 38(74.5%) 39(76.5%) 39(76.5%) 31(60.8%)

여름독서 로그램 지원 50(98.0%) - 18(35.3%) 4( 7.8%) 18(35.3%)

상호 차 47(92.2%) 41(80.4%) 40(78.4%) 41(80.4%) 26(51.0%)

공공 계증진 42(82.4%) 24(47.1%) 26(51.0%) 21(41.2%) 24(47.1%)

주(State) 표 ․가이드라인 제정 42(82.4%) 6(11.8%) 11(21.6%) 7(13.7%) 21(41.2%)

문맹퇴치 로그램 40(78.4%) 5( 9.8%) 10(19.6%) 8(15.7%) 15(29.4%)

주(State)차원의 원조에 한 리 39(76.5%) 4( 7.8%) 3( 5.9%) 6(11.8%) 23(45.1%)

연합목록개발 33(64.7%) 26(51.0%) 22(43.1%) 25(49.0%) 17(33.3%)

OCLC그룹액세스 33(64.7%) 18(35.3%) 16(31.4%) 17(33.3%) 14(27.5%)

사서자격증 교부 22(43.1%) 4( 7.8%) 3( 5.9%) 4( 7.8%) 7(13.7%)

디지털 로그램과 서비스 22(43.1%) 15(29.4%) 13(25.5%) 12(23.5%) 17(33.3%)

도서 자료구입 력 21(41.2%) 17(33.3%) 13(25.5%) 14(27.5%) 10(19.6%)

보존 15(29.4%) 13(25.5%) 10(19.6%) 13(25.5%) 7(13.7%)

도서 인증 13(25.5%) 0( 0.0%) 0( 0.0%) 0( 0.0%) 5( 9.8%)

*총 51개의 주 도서 상, 50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포함.

출처: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2007. “Library statistics program: state library agencies: fiscal

year 2006.” [cited 2008.7.1]. <http://harvester.census.gov/imls/pubs/stla/pub _detail.asp?id=114>.

<표 1> 주 도서 의 지원서비스 수행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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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도서 건립과 컨설 수요

3.1 공공도서 건립 과정과 실제

3.1.1 도서 건립 과정

도서 건립과정은 크게 기획단계, 비단계,

건립단계, 개 단계의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보통 기획단계에서는 도서 건립을 결정하고

이와 련된 반 인 계획을 수립한다. 비

단계에서는 투융자심사에서부터 국․도비신청,

설계공모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일을 한다.

건립단계에서는 기본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착공한 후 공에이른다.

마지막 개 단계는 공 이후개 에 이르기까

지 실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최종

실무를 비하는 단계이다.

3.1.2 도서 건립의 실제

도서 설립 기획단계에서는 도서 건립의

필요성, 도서 건립과 련한 기본 구상, 도서

부지 규모등에 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는 도서 규모나 부지 등과 같은 부분

에 한 개 인 논의가 이루어지며, 당해 사

업에 반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등 도서

건립과 련된 기본 인 결정이이루어지는 단

계라고할 수있다. 이단계에서국고신청규모

나 부지 선정 등 큰 틀에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데 그 요성에 비해 실제 이와 련된 논의는

부분 지역주민에게 비공개 으로 진행된다.

비단계는 도서 건립을 한 행정 차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도서 건

립과 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다.

도서 건립과 련한 실질 행정 차도 이

단계부터 본격 으로 이루어지며, 건립 담당자

는 이 단계에서 도서 건축과 련한 다양한

자료 정보를 취합한다. 큰 규모 도서 인 경

우, 별도로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사례도 있으

나 부분 특별한 설계공모 차 없이 자체

는 조달청과 조하여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것

이 보통이다. 비단계는 과업지시서와 같이

향후 도서 건물의공사방향을 제시하는 기

들이마련된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지나,

일반 으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다른 건물과

특별한 차별성 없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도서 개 비단계에서의 지 않

은 문제 이 이시 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도서 건립 담당자는 도서 건립과정

에 한 반 이해와 과업지시서 작성, 세부

인 행정 차 등에 한 정보를 얻기 하여,

기존에 도서 을 건립한타 지방자치단체 건립

담당자를 방문하여 개인 으로의견을 듣는 방

식으로 정보를 취합한다.

건립단계는 설계도면에 의해 도서 건물을

건축해 나가는 단계로 일정과 계획에 따라 추

진되는데, 이 단계는 도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문화 술 련과)가직 수행하기도하

고, 시설건립 반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내시설 련과에서담당하기도 한다. 이 단계

에서는 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다. 기본설계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을

반 하여작성된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

서 설계담당자는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담당

자와 지역 내 공공도서 계자 등으로부터

도서 에 한 일반 인 지식을 취득한다.14)

세부 인 과업지시서의 설계작성지침은 설계

사의 작업을 규제하는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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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설계사에게 신규 도서 건립

과 련한 의견을 달한 공공도서 의 경우,

제시된 의견이 설계 도면에어떻게 반 되었는

지를 검토할 역량이 부족하여 실제 건립이후

문제를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설계를 할때 집

기 배치계획, 구입, 디지털DB구축, 사인물 제

작 등을 모두 포함하여 체 인 집기구입 계

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나실제로는 체로

그러하지못하다. 국/도비심의시 도서 구입비

나 가구, 디지털DB구축, 사인물 제작 등은 거

의 제외된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 건물 공

후 집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개 단계는 공 후실제도서 을 개 하여

운 할 수 있도록 최종 으로 비하는 단계로

가구 구입, 도서구입, 정보화시스템 구축등업

무가 추진된다. 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도

서 에서 근무할 직원이 배치되어개 을 비

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개 비 인원수나

배치 시기에 큰 편차를 보인다. 개 비인력

이 도서 운 공간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

는 가운데, 기존의 도서 건물 공간 구성이나

운 방식, 공간별 인력배치 등과 련하여 세

부 조율을 실시한다.

3.2 컨설 수요

컨설 수요조사는도서 건립 장의어려

움을 해소하고 보다 문 이고체계 인 지원

아래 도서 이 건립, 운 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증가하는 도서 건립 운 련 컨설

수요에 한 효과 인 응 방안을 마련하기

해 실시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08년 6

월까지, 설문 상은 2007년-2008년에국고를지

원받은기 지방자치단체공공도서 89 상

으로설문지를배포하고71 으로부터회수․분

석하 다.

설문조사 내용은 도서 건립 련 황

의견, 도서 건립 추진실태, 도서 컨설

련 의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 다.

3.2.1 결과 분석 요약

(1) 일반 황

2008년 6월 기 , 2007년-2008년에 국고지

원을 받아 건립되고 있는 국 시․군․구 도

서 71개 18곳(25.4%)은 이미 개 했으며,

건립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을거쳐 산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도서 은 3곳(4.2%), 과업지시

서를 작성하고 설계공모나설계용역을 통해 기

본설계나 실시설계를 검토하는 도서 은 17곳

(23.9%), 공사를 시작한 도서 26곳(36.6%),

공을 하고 개 을 해 비하고 있는 도서

이 7곳(9.9%)으로 나타났다. 본조사는 2007

년부터 신규 지원을 받아 건립된 공공도서

외에도 그 년도부터 연속 으로 지원을 받

아 이미 건립을 완료한(개 한) 도서 18곳

(25.4%)도 포함하 다.

(2) 도서 건립 련 황 의견

도서 건립 련 황은공간구성의 요성

14)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설계사는 부분의 도서 과업지시서가 ‘도서 의 특성을 살리는’ 특별한 지침 없이 일반

으로 용되는 내용을 기 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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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인식, 도서 건립 담당자의 문성에

한자체 평가, 도서 특성에맞는 공간별 배

치계획 수립, 건립 세부계획 수립 방식(공간별

배치계획 수립, 운 계획 수립), 외부 문 인

력의 참여 여부, 건립부서와 운 부서(담당부

서의동일여부, 력정도) 등 6개항목에 해

질문하 다.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히 표로 나

타내면 아래 <표 2>와 같다.

먼 공간구성의 요성에 한인식은 체

으로 정 (42.2%)으로나타났으며, 도서

건립담당자의 문성에 한자체평가는인력

의 문성 정도가 낮은 편(37.2%)으로 나타났

다. 도서 특성에맞는공간별배치계획수립은

정 (71.8%)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립

세부계획의공간별배치계획수립(42.0%)과운

계획 수립(50.8%)은 주로 담당자에 의해 결

정되고다른도서 건립사례등을참고하여결

정하는방법이가장많이사용되는것으로나타

났다. 다만공간별배치계획의경우 문 인건

축 요소가보다많이포함되기때문에외부의

문가에게 계획을 의뢰하고 이를 반 하여 수

립하는방법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건립

부서와 운 부서가 서로 동일한 곳보다 동일하

지 않은 공공도서 (55.9%)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립부서와 운 부서가 동일하지

않은 공공도서 은 건립 과정상의 력이 원활

하지않은것(36.8%)으로 나타나 건립 과정상

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도서 건립 추진 실태

도서 건립 추진 실태를 알아보기 해서,

도서 건립시 어려운 , 공식 실무 담 인력

지정 여부, 공식 실무 담 인력 구성시기 황,

공식 실무 담 인력 수, 효과 인 공식 실무

담 인력 구성 시기, 외부 자문 활용여부등 6개

항목에 해 질문하 다. 설문조사 결과를 간

단히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3>과 같다.

공공도서 건립시 가장 어려운 은 운

인력 확보(65.7%)와 건립 산 확보의 어려움

(64.3%)으로나타났으며, 공식실무 담인력을

지정하는경우보다지정하지않은경우(51.4%)

가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공식실무 담인

력 구성시기는 착공 공직 단계에 담인

력을지정하는경우(50.0%)가가장많은것으로

나타났으며, 개 을 한공식실무 담 인력은

4명정도(40.9%)가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

척도
항목 매우그 다 그 다 보통 아니다 아니다

공간구성의 요성에 한 인식 7.0% 35.2% 33.8% 22.5% 1.4%

도서 건립담당자의 문성에 한 자체 평가 2.9% 22.9% 37.1% 28.6% 8.6%

도서 특성에 맞는 공간별 배치계획 수립 21.1% 50.7% 18.3% 9.9% 0%

건립 세부계획 수립 방식(공간별 배치계획 수립) 42.0% 23.2% 16.7% 14.5% 3.6%

건립세부계획 수립 방식(운 계획 수립) 50.8% 27.5% 12.5% 5.0% 4.2%

<표 2> 컨설 건립 황 의견에 한 설문 조사

외부 문 인력의

참여 여부

참여한다 아니다 건립부서와 운 부서

(담당부서의 동일여부)

동일하다 아니다 건립 운

부서( 력 정도)

력한다 아니다

11.4% 88.6% 44.1% 55.9% 63.2%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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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 분

도서 건립시
어려운

운 확보의
어려움

건립 산 확보의
어려움

세부 인 참고
자료의 부족

담당자의 문
노하우 부족

복잡한 행정
차

지역민의
심 부족

기타

65.7% 64.3% 60.0% 58.6% 28.6% 7.1% 5.7%

공식실무 담인력
지정 여부

지정되어
있음

지정할 정
지정되어있지

않음

31.4% 17.1% 51.4%

공식실무 담인력
구성 시기

건립기획단계 설계검토 착공 건립
공 후 개

비
개

18.2% 9.1% 50.0% 22.7% 0%

공식 실무 담
인력 수

1명 2명 3명 4명

9.1% 22.7% 27.3% 40.9%

효과 인 공식
실무 담인력구성

시기

건립기획단계 설계검토 착공 건립
공 후 개

비
개

49.3% 18.3% 23.9% 8.5% 0%

외부자문활용여부
받았음 받지 않았음

52.9% 47.1%

자문집단의 종류

사서 등 도서
종사자

건축 련
문가

지자체에서 도
서 건립경험
을 가진 자

기타
(국 포함)

도서
문단체

시민단체 등
민간 문가

46.2% 20.0% 15.4% 7.7% 6.2% 4.6%

자문 내용

건축 내부 공간
구성에 한 세부

내용

건립 운 에 한
개 방향

운 계획에
한 세부 내용

건립계획서
작성에 한
구체 내용

기타

44.6% 33.9% 14.3% 7.1% 0%

자문 방식

개인 으로 계자
찾아가 자문

자문회의 개최
인터넷 상담
련 화
인터뷰

련 단체의
문 컨설

기타

46.9% 26.5% 14.3% 6.1% 6.1%

<표 3> 도서 건립 추진 실태

다. 효과 인 공식 실무 담 인력 구성 시기는

건립기획단계인것(49.3%)으로인식하고있다.

외부자문의경우는 부분이담당자가사서등

도서 종사자나 건축 련 문가에게 자문

(46.2%)을받았으며자문내용은건축 내부공

간구성에 한세부내용(46.2%)이가장많았

다. 자문방식은주로개인 으로 계자를찾아

가자문받는형식이(46.9%) 가장많은것으로

나타났다.

(4) 도서 컨설 련 의견

도서 컨설 련 의견을 알아보기 해

도서 건립의 효율성 제고를 한 방안, 건립

운 을 한 컨설 방안 등 2개 항목에

해 질문하 다.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4>와 같다.

먼 도서 건립의 효율성 제고를 한 방

안으로는 도서 건립매뉴얼 제공(67.1%)과

도서 건립 담인력의 배치(64.3%), 컨설

을 통한 지원(45.7%)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으로나타났다. 도서 건립 운 을 한 컨

설 방안에 있어 도서 건립의 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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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 분

도서 건립의 효율성

제고 방안

도서 건립

매뉴얼 제공

도서 건립

담인력 배치

컨설 을통한

컨설 지원

유선 온라인 방식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기타

67.1% 64.3% 45.7% 14.3% 1.4%

희망하는 컨설 단체

도서

문단체
앙정부 기타(국 )

상업 컨설 업체

/ 문가
해당 시군구

51.4% 21.6% 13.5% 10.8% 2.7%

희망 컨설 단계

산지원

결정 후
설계검토

착공 건립 공

단계

공 후

단계
개 비단계

45.5% 48.5% 4.5% 1.5% 0%

<표 4> 도서 컨설 련 의견

문성 제고를 해 문 인 컨설 을 받고 싶

다고 응답한 건립 담당자(95.7%)가 많았으며,

컨설 을 받고 싶은 기 으로는도서 문단

체(51.4%)가 가장높은 비율을차지하 다. 컨

설 시기로는 건립 공사가 시작되기 단계

(94.0%)에 컨설 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큰 비 을 보 다.

도서 건립․운 과 련된 설문조사를 통

해 도서 의 공간 구성에 한 요성, 도서

건립과정에 있어 문성의 부족, 도서 건립

과 련된 참고자료의부족, 도서 기획

비인력의 배치 지연, 기본계획 조사 단계의

취약성,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

원이 부족함을 간 으로 알 수 있었다. 한

도서 건립을 담당하는 많은 계자들이 도서

건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도서 컨

설 이 필요하며, 도서 건립 공사가 시작되

기 단계에 컨설 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 도서 계에는 공공도서 건립․

운 지원을 한 컨설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4. 공공도서 건립․운 지원을
한 컨설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4.1 컨설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4.1.1 기본구상

도서 건립운 컨설 을 통하여 효과 인

건립을 한 공공지원시스템 구축을 해서는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이상호효

과 으로 력․연계될 수 있도록 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 도서 건립 기획단계부

터 문성을 강화하기 해서는 도서 건립

운 계획 수립 기부터 문 서비스가

목될 수 있도록 하는 도서 건립 지원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한 도서 컨설

은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심으로 구상할

수 있다.

도서 컨설 은 크게 비기, 시행기, 강화

기, 정착기 4단계로나 수 있다. 첫째, 도서

컨설 비기에는 컨설 을 한 기반 마련을

해 도서 건립 운 과 련된 자료의 통

합 DB 사례집을 구축하고, 각종 도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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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자료, 기 통계자료, 도서 발 종합계

획, 도서 련 법률 제도, 각 시․도의 도

서 건립 운 에 한 정보를 구축하며 분

야별도서 문가 인력풀을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시행기에는 도서 컨설 문인력 양

성 교육 사업, 온라인․오 라인상 문 컨

설턴트구성 리스트제공, 도서 문컨설

턴트의컨설 소요 비용, 사례비책정 기 등

을제시할수있다. 셋째, 강화기에는컨설

조사․분석․평가를 통해 지속 인 데이터 구

축, 도서 컨설 련 매뉴얼을 제작․보 해

야 한다. 넷째, 정착기에는 분야별, 지역별로 서

비스를 확장해 련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도서 컨설 문가양성 문활동

역을 구축해야 한다(그림 1 참조).

이러한도서 컨설 서비스가제 로제공

되기 해서는 앙차원에 이를 담 지원할

수있는조직이 설치될필요가있다. 컨 ,

앙차원에는 ‘도서 컨설 센터’(가칭)를 설립

하고, 지역차원에는 자체 컨설 서비스 체계

를구축하는것을 검토할 수있다. 컨설 서비

스는 장기 으로 지역 공공도서 시스템의

공식 인 업무 가운데하나로설정되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

표도서 이,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앙

도서 이 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

비스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앙 차

원에서설립되는 ‘도서 컨설 센터’는 기

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

완하며, 이 시스템과 별도로 는 동시에 도서

건립운 과 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도서 건립․운 련자료 DB를 구축해

16개 역자치단체 도서 건립 담당부서와지

역 표도서 , 공공도서 등이 자료를 공유할

수있도록 상호 력네트워크체제를구축하며,

향후 도서 건립․운 련 종합상담센터로

서 련연구기 학회, 회등과연계하고,

외국 도서 컨설 기 과도 제휴하거나 정보

공유 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림 1> 도서 컨설 연차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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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컨설 서비스 제공 방식

(1) 기 단계 컨설 서비스 제공 방안

첫째, 문 인 컨설 서비스가 제공되기

해서는 련 정보 자료의 취합, 데이터베

이스구축, 유 기 단체와의 연계체계 구

축 등오랜 기간의 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

나이와 별도로 단계에서제공할수있는컨

설 서비스는 일정한 비 기간을 거쳐 직

제공할수도있다. 기단계에서제공할수 있

는 직 컨설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 매뉴

얼을 통한 서비스, 장 컨설 서비스 3가지

유형으로 나 수 있다.

가. 온라인 컨설 서비스

온라인컨설 의 서비스 범 는매우 범

한데, 일반 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제

공과 e-mail 유선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기

본 으로 도서 건립․운 과 련한 충실한

DB와 도서 문가 인력풀의 구축이 필수

이다. 이와 련하여, 시․도에서 도서 건립

지원국고 정산 시 건립 련 DB구축을 한 자

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서 건립 기본계획,

투융자심사, 사진, 도면, 설계 등에 한자료를

받아 DB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도서 건립․운 에 한실무 인노하

우, 모범사례, 컨설 문가 목록, 분야별 실무

지식, 운 가이드, 정책에 한 설명, 기 통계

자료, 도서 건축과 련된 신축사업계획, 도

서 건립 행정 차 련 내규에 한 정보,

자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의 경과 자료, 설계도

면, 시방서, 시설규격서, 제품소개서, 련기업

제품소개 등의 다양한 안내정보 제공, 도서

운 과 련한 각종 법령 조례, 기 , 지

침, 도서 운 규정(시설, 장서, 인사, 회계) 등

의 분야별 정보도 제공한다.

나. 매뉴얼을 통한 서비스

매뉴얼을 통한 서비스는도서 건립과정과

차, 련된자료, 운 로그램등에 한

정보를 제공해 으로써상시 으로 참조할 수

있다는차원에서효과가크다. 도서 건립운

매뉴얼은 조직이나 기 을신설하지 않고 별도

의 민간단체나기 을지정하지 않으면서도

범 하게도서 건립을지원할수있다는 에

서 정 이다. 건립운 매뉴얼에는도서 건

립 차와건립과정에서 검해야할사항에

한체크리스트, 각종참고자료 정보등이수

록되어야 한다(그림 2 참조). 2008년 도서 정

보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해 2008년 12월 발행된

�도서 설립․운 략 매뉴얼 개발 연구�에

서는공공도서 신축 리모델링에 한행정

차, 련법령, 건축지침 공간구성등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2009년 1월 발행된

�공공도서 설립 략 컨설 시범사업 운

보고서�에 서는지방자치단체의공공도서 설

립과정에 있어 도서 건축, 공간구성, 운 등

에해당 문가가직 참여해 문 인설립

략 컨설 을제공하는시범사업에 한 내용으

로구성되어도서 건립컨설 에 한매뉴얼

을제공하는시발 을제시해주었다. 그러나각

지역과 규모에 따라 좀 더 세부 인 지침들이

구성되어야하며, 도서 을반 하기 한

좀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컨설 서비스 기에는 온라인 컨설 에서



10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 2009

도서 건립운 매뉴얼(안)

- 설립: 승인을 한구비서류, 설립계획승인, 설립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설립, 승인신청사례, 승인 련

질의응답

- 등록: 등록 구비서류, 등록요건, 등록요건 검토, 혜택, 취소, 등록신청 사례, 등록 련 질의응답

- 법인설립: 설립허가 신청을 한 구비서류, 설립허가요건, 허가취소

- 법제 련 사항: 법의 주요 내용, 주요 개정 연

- 건립계획:

∙건립추진 원회 구성 역할(건립의 의미, 건립추진 원회의 구성 역할)

∙건립 계획 수립: 설립목 과 성격, 건립과 설계의 기본 방향, 자료수집 계획, 규모와 조직 편성, 부지 선정,

소요경비, 건립 추진 일정

- 설계: 설계지침 수립과 방향, 건축가 선정,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 건축: 건립부지 선정, 시공업체 선정, 공사일정수립, 시설/설비 공사

- 개 비: 개 추진기구의 구성, 운 계획 수립

- 개 운 : 운 조직의 출범, 내부공사, 가구 비품반입, 최종 검, 개 행사

<그림 2> 도서 건립운 매뉴얼(안)

제공해야할정보를 1차 으로구축하고, 매뉴얼

을 통한 서비스는 그 다음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장 컨설 서비스

장 컨설 은도서 건립이 추진되고있거

나, 추진 계획 인 해당 지역에 도서 문

컨설턴트가 직 방문해 컨설 을제공하는 방

식이다. 이 방식은 시간, 인력, 산이 많이 소

요된다는 단 이 있기는 하지만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가장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이다. 장 컨설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

야별, 지역별 문컨설턴트 풀을 구축해야 한

다. 한 문컨설턴트 양성을 한 교육 지원

이 필요하다.

장 컨설 의 유형은 직 컨설 과 간

컨설 유형이 있다. 직 컨설 은 장에

문 컨설턴트(실무자)를 직 견해 지원하는

방식이고, 간 컨설 은 문 컨설턴트 리스

트 제공과 더불어컨설턴트를 간 으로 연결

시켜 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컨설 을 한컨설턴트 견은 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해당분야 컨설턴트를 선정하

고 장에 견한다. 이를 해서는 기에

문 컨설턴트 리방안 체계를 수립하고 컨

설 서비스를 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상

기 의/계약, 문 컨설턴트 의/계약 등

을해야 한다. 장 컨설 시 앙차원에서 신

청 내용에 따라 지원 을 구성하여 직 견

할수 있으나, 여건상어려울 경우 일본의 우라

야스시 처럼 지역의 앙 에서 도서 건

립․운 에 노하우를가진 직원을 견하는 방

식을취할 수있다. 이를 해서는 지역내에서

도서 건립․운 에 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상으로 좀 더 문 이고 체계 인 교육을

실시하여 문 컨설턴트를육성하는 과정이 동

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 기에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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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

으로는 도서 건립․운 컨설 의 노하우

를 지닌 내부강사를 양성하여, 내부 으로 교

육 컨설 직원을재생산할 수있는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2) 지역, 민간과 력한 컨설 서비스

제공 방안

온라인이나 매뉴얼을 통한 서비스, 장 컨

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앙차원

에서 국의 서비스 수요를 모두 감당하여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 으로는 지역차원에서 자체 으로 컨설

수요를 해소하거나 공공도서 시스템에서

공식 , 상시 인 업무를 통하여 컨설 서비

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하여

단계에서 역 기 지방자치단체의 도서

계 인력에게 건립운 련 교육을 제공

함으로써 상시 인 서비스 체계를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도서 건립운

과 련된 민간 기 단체를 육성하여 이들

이 공공 는 민간 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컨

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가 있다.

4.1.3 컨설 서비스 분야 내용

(1) 컨설 분야

컨설 분야는도서 건립, 도서 운 , 도

서 일반 기타사항등으로구분할수있다.

도서 건립에 한 컨설 은 도서 건립 계

획 수립부터타당성조사, 투융자 심사, 심의,

산신청, 산교부, 설계검토, 감리, 착공, 공,

개 비 단계로 나 어 제공할 수 있다. 도서

운 에 한 컨설 은 도서 개 운

계획 수립, 장서확충, 조직구성, 이용자 요구분

석, 서비스 계획, 재정확보 계획, 마 홍

보활동 등의 역을 심으로 제공할 수 있다.

도서 일반 기타사항에 한 컨설 은 도

서 의 각종 로그램 등 활동에 한 내용이

나 도서 기능 등에 한 기본 인 질문부터

시작해 도서 건립과 운 에 속하지 않는 기

타 질의 등을 포 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컨설 내용

컨설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

서 을 건립할 경우, 컨설 이 이루어지는 단

계에 따라 컨설 의 내용에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 으로 도서 건립은기획 단계부터 개

단계까지 3년여가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다. 이

기간 체 동안컨설 이 제공되기는 어려우므

로 컨설 서비스는 특정 시기에 특정 내용을

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어느 단계에

서 컨설 이 이루어지는가가 제공되는 컨설

의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도서 건립과정에

서 컨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단계를

심으로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참조).

가. 건립기획 단계

건립기획 단계는 그 요성에 비해 심도 깊

은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이다. 일반

으로 정치 , 정책 , 행정 과정 속에서 이

루어지며 부분의 경우 비공식 으로 진행되

기때문에 근이 쉽지 않으나, 이 과정에서 도

서 건립에 한 부분의 윤곽이 구상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건립에 한 반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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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기획 과업지시서 작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

도서 건립

반 컨설

과업지시서

작성 컨설

과업지시서 내용

반 여부 검토

실시설계

반 내용 컨설

개 비

컨설

<그림 3> 주요 단계별 컨설 내용

을 제공할 수 있다. 건립기획 단계에서 제시

되어야 하는 컨설 세부내용은아래 <표 5>와

같다. 기본계획수립시기에는 기본구상에서 결

정된 건립목표와 서비스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축도서 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물리 공간조건으로 환함으로써 설계과정

에서의 건축 , 기술 해결에 필요한 개념의

틀을 정립하고 신축도서 의 설계 기본방침,

개략 규모, 기본 기능, 설계제약요건 등을

제시하는 공간 로그램 등에 한컨설 을 제

공한다.

나. 과업지시서 작성 기본설계 단계

건립기획이 이루어진 후 컨설 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는 설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과업지시서 작성단계이다. 일반 으로 과업지

시서는 용역을 의뢰하고자하는측에서 과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주는 문서로서 추후 과업결

과물에 한 평가 기 이 된다. 도서 건립의

경우, 부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업지시서

나 해당지방자치단체내의다른부서에서 사용

한 과업지시서를 활용하여필요한부분만을 변

경하여작성하는경우가많다. 과업지시서의 내

용은지방자치단체에따라그수 이다르게나

타나는데, 짧게는 10페이지 미만에서부터 길게

는 20페이지를 넘어서는 것까지 편차가 크다.

과업지시서에 담긴 내용이 세부 으로 나타날

수록, 도서 건립기획과정이 충실했다는것을

의미하며, 이에 근거하여 제작되는 설계도면도

건립 방향이 충실하게 반 되어 작성된다. 이

단계에서 제공되는 컨설 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기본설계는 과업지시서에 근거

하여 작성되는데, 이 때 일차 으로 도서 의

외 과 공간구성에 한 큰 방향이 결정된다.

과업지시서 작성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과업

지시서에 담길내용에 한 컨설 이나 기본설

계가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내용을 충분히 반

하 는지여부에 한평가등과 련한컨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실시설계 단계

실시설계 이후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기

때문에 컨설 이 개입할 여지가 다. 기본설

계이후 실시설계 단계까지가 실질 으로 도서

건물의 공간구성에 한 컨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도서 건립과 련하여 과

업지시서에서 제시된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구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과업지시서에서 제

시되지 못한 부분에 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 설계에 반 토록 해야 한다. 실

시설계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컨설 내용

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제공한 ‘건축계획’ 부분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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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비스 내용

건립계획

해당지역의문화정책방향 시설정책수요(민원, 보고회, 공청회, 언론, 행정사례등), 각기 에서

산출한 통계자료, 수요 측자료, 수요인구 미래서비스 인구, 문화향수실태, 최소기 에 따른

수요시설규모 산정, 도서 기능, 건축 기본방침 설정, 각공간 기능 상호 련성과동선체계,

공간의필요면 과건물의 정규모, 가구 비품과장식, 사인계획, 설비계획과새로운기술도입가

능성, 건축비 제시

부지 상 선정

행정권역 내 유사문화시설 상황, 생활권, 역권 구역을 기 으로 한 지리 분석, 각 시설에

한 교통 제반시설 련 근성, 신축의 경우 부지매입 등 부지확보 련 계획/도시계획

검토, 건립 련조례 련제도/법규, 개축의경우건축물구조 노후도를통한건물의안정성/내

구성/서비스 유용성

운 계획
운 조직, 개 시간 개 일, 출자료수 출기한, 출방법, 도서 활동, 커뮤니티 공간,

시청각 집회기능의 내용

<표 5> 건립기획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컨설 세부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일반지침 설계자문 원회 구성 운

설계 기본지침 지역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도서 의 건립 방향, 공간구성 기본 방향 등

건축계획
실별공간구성계획/면 , 서비스공간, 자료보존공간, 공간별서가배치, 서고의 재하 , 냉난방설

비, 소음방지계획, 채 조명, 공조 환기 등

<표 6> 과업지시서 작성 기본설계 단계에서 제공되는 컨설 세부 내용

라. 공이후 개 비 단계

도서 건립과 련한 요한 컨설 은실시

설계 단계까지에서 마무리된다. 그러나 개 까

지 비되어야할 사항 한많으며, 이에 한

건립담당자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개 을

한 비 내용 방법에 한 컨설 도 필요하

다. 개 비 단계에서는실제도서 을 운 할

인력이 비 으로 구성되어 제반과정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경우 개 비 의

구성이늦추어지거나 1-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개 비에 만 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개 비 과정 이에 필요한 정보, 자

료들에 하여 컨설 을제공함으로써보다 효

과 이고 신속하게 개 을 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제공되는컨설 의세부내용은 아

래 <표 7>과 같다.

4.2 제도 지원 방안

4.2.1 컨설 서비스 체계 안정화를 한

기반 구축

(1) 컨설 서비스 체계 구축을 한

재원 확보

컨설 이 제공되기 해서는 필요한재원 확

보가 필수 이다. 필요한재원은서비스를신청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앙

정부가 공동부담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

단계에서는 새로도입하는제도인 만큼 앙정

부차원에서부담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앙정부 차원에서 컨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할지라도이에소요되는재정이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 건립과 련한 국고

지원 신청시 컨설 비용을 반 하여 신청



10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 2009

구 분 서비스 내용

개 비
집기구입(서가, 휴게실, 사무실 등), 도서구입, 조달청 구매입찰 방법, 바코드/CHIP/Software
구입 기록 작업, 컴퓨터 서버, 운 로그램 결정

세부
운
계획

서비스 계획
서비스체제 결정, 서비스 내용결정, 서비스 상결정, 서비스시간 결정, 도서 활동 로그램,
홍보 마 , 편의제공계획(개 시간 개 일, 운 시간, 출방법, 도서 활동, 커뮤니티
공간, 시청각 문화공간의 활용)

장서계획 수집/폐기 방침, 보존방침, 지역특화 계획

조직운 계획 조직구조(도서 직원, 자원 사자, 후원조직등), 업무내용, 필요직원수, 규정, 인사, 노무, 조직구조

네트워크계획 분 체계, 서비스수

재정계획 산계획, 재정운 계획 등

<표 7> 개 비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컨설 내용

토록 하는 방식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

다. 산이 국고 지원 에 반 되어 있기 때문

에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산이소요되지 않는

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의무 으

로 컨설 비용을 반 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신청내역에 반 시킬 수도있도록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필요한 재정은

컨설 서비스와 련된사업비를 앙정부 차

원에서 별도 확보토록 해야한다. 컨설 기

단계에서필요한 산은데이터베이스구축, 웹

사이트구축, 문가컨설턴트풀구축, 운 , 국

내외사례 정보, 각종자료수집 등에소요된다.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컨설 문인력

육성

문 컨설턴트풀을구축하여 도서 건립운

컨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할지라도 인력,

산, 기간등의측면에서 볼때, 국 으로모

든 도서 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

서 도서 을 건립하는 기 지방자치단체가 도

서 건립과 련한 문인력을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 지방자치단체의 도서 건립

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하여 앙정부나

도서 문단체에서 기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 사서를 상으로 건립 운 교육과정을

개설, 이들을 문가로 육성해야 한다. 육성방

안으로는 국립 앙도서 는 도서 문단

체의 사서교육 시스템 워크 등과 연동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으로는 이들이

지역 내의 도서 건립과 련된 반 업무

를 담당하고 문 컨설 이 필요할 경우,

앙정부나 도서 련 문단체의 도움을 받도

록 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

(3) 네트워크 구축

도서 건립컨설 을 해서는컨설 을 제

공할 컨설턴트 확보가 필수 이다. 도서 건

립 분야는 아직까지 특화된 역이 아니어서

이 분야에 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

여 국의 컨설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

이다. 한 컨설턴트 개개인은 자신의 문성

에 기 하여 도서 건립컨설 을 제공할 가능

성이 커서, 컨설 의 내용들이 컨설턴트의 개

인 역량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도서

컨설 이일정한수 의서비스질을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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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 화된 방식으로제공되기 해서는 개인

으로서의 컨설턴트 풀을구축하는것도 요하

지만, 설계, 건축, 도서 련학계 단체들의

력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도 요하다. 를

들어, 문화공간건축학회와같이 학회단 로 활

동하는 모임과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기에서의 논의와 연구를통하여도서 건립

련 컨설 이 제공되게 하는 것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뿐만 아니라 기 , 단체와

의네트워크구축은도서 건립 련외국사례

나최신 동향, 정보등을취득하기용이해컨설

서비스가일정한수 의질을확보하여제공

될 수있게 하는 데에도 요한 향을미친다.

(4) 데이터베이스 구축

컨설 서비스에서가장 요하고시 한 부

분은 도서 건립 운 과 련된 방 한 DB를

구축하는 일이다. DB는 도서 건립과 련된

다양한정보를수집하고, 이를통해꼭 장 컨

설 이 아니어도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근

될수있다는 에서매우폭넓은효과를불러올

수있다. DB 구축은시간이오래걸리는작업인

만큼, 기계획을수립하여꾸 히 련데이터

를 수집하고 이를 표 화하여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5) 지역 표도서 과의 연계 운

단계에서 앙정부나민간단체에 의해 운

될 도서 컨설 서비스는 향후설립될 지역

표도서 의 주요 업무 하나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표도서 은 역차원의

도서 정책수립․집행을지원하고공공도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목 으로 설립된 기

으로도서 건립운 컨설 과같은업무수행

에 가장 합한 조직이다(김세훈 2007).15) 이

는 미국과같이 주립도서 이 지역의 공공도서

건립에 한컨설 을제공하는것과유사한

시스템으로지역 표도서 이지역의 공공도서

건립 련컨설 을정규기능가운데하나로

제공하고 이를 앙정부차원의 도서 컨설

서비스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5. 결론 제언

앞에서 언 했듯이 그동안 공공도서 의 지

속 확충에 비해 도서 건립과 련한 컨설

서비스는 체계 으로 제공되지 못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도서 건립이 비 문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지 않은 문제 이 발생하

다. 지 부터라도 도서 건립과 련된 컨설

서비스를 활성화해 문 인 검토를 하고

이를 통해 도서 공간을 구성하며 효율 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문화시설과

컨설 , 컨설 사례 등에 해 분석했고, 컨설

수요를 조사하기 해 2007년-2008년에 도

서 건립과 련해국고를 지원받은 기 자치

단체 공공도서 89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건립․운

지원을 한 컨설 서비스 구축을 한 방안

을 모색하 다.

15) 지역 표도서 이 수행하여야 할 주요업무로는 정책지원, 지원․ 력, 정보서비스, 자료공동보존, 조사연구 등이

다. 도서 컨설 서비스 제공은 업무 지원/ 력 업무로 요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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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서 컨설 서비스 시행을

한 기 연구의 성격을 띠는 만큼, 도서 건립

운 매뉴얼 제작, 온라인 서비스를 한 웹사

이트개발, 장컨설 운 세부 차 구상 등

은 추후 과제로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서 컨설 서비스가 정착하기 해서는

지 않은 기간과 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이 사

업의 안정 추진을 해 장기 로드맵을 작

성하고 단계별로 시행할 내용을지속 으로 꾸

히 비해나가는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

도서 컨설 은 수요자의요청에따라제공

되는 서비스로, 비록 그 수요층이 공공도서

이라고 할지라도 의무 규제사항으로 제공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도서 이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 건립을 한 국비신

청에 컨설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한 의무사항이 아닌자율 으로 결정해

서 요청하도록 하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요한 것은, 도서 컨설 사업이 안정

으로 정착되기 해서 지속 인 DB 구축과

문 인력 양성, 온라인 컨설 로그램 개발,

노하우축 등결과물이비가시 인사항에

한 비작업이필요하고이러한사항들에 해

꾸 한 재원투입이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다.

본 연구는 도서 건립과정에서부딪히는 문

제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 에서 추진되었

기 때문에 건립 련 부분에 한 컨설 방안

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운 계획 수

립과 련된 부분에서 운 에 한 컨설 내

용을 일부 제시하 다. 그러나 도서 에 한

컨설 은 건립뿐만 아니라운 도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에서향후 도서 컨설

서비스는 건립뿐만 아니라운 에 한 역까

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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