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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 표도서 과 비슷한 계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의 도도부 립(都道府県

立)도서 의 상호 력체계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지역 표도서  건립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를 

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선정한 도도부 립(都道府県立)도서  우수 선진 사례 도서  8개 을 방문하여 상호 력

체계와 상호 력서비스 황을 분석하고, 그  5개 을 선정하여 도면분석을 통한 공간구성 분석을 진행하 다. 

그 결과 도도부 립(都道府県立)도서 은 일본의 지역 표도서 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국구 

단 에서 국립 국회도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역 표도서 과도 상호 력을 시행하며 범국가 인 상호 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공간구성에서는 도서 의 역할에 따라 사무 역과 지원 역의 업무 리부문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공간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Cooperative system of Japanese local libraries 

(Do-do-bu-ken prefecture) in Japan, which perform similar functions along a similar hierarchy with 

the local representative libraries in South Korea. I would like to use this analysis as material for 

my report. For the study, I visited eight distinguished and advanced Japanese local libraries 

(Do-do-bu-ken prefecture) that had been sele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operative system and 

service. I conducted space planning through plan analysis by selecting five out of the eight libraries.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Japanese local libraries (Do-do-bu-ken prefecture) accurately 

recognize the roles and functions as a regional central library of Japan and conduct Cooperative 

system not only with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but also with regional central libraries 

in the whole country. In terms of the space planning, the ratio of the space occupied by the task 

management part of the office area and the support area showed the highest space planning ratio 

according to role for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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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2007년 도서 법을 면 개정하면서 지역

표도서  체제가 발표되었다. 지역 표도서  

체제는 역자치단체가 심이 되어 지역 내 모

든  종의 도서 을 지원하고 상호 력하여 

지역의 도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통

령 소속의 도서 정보정책 원회는 지역 표 

도서 체제를 활성화하기 하여 제1차 도서  

종합발  계획(2009-2013)에서 지역 표도서

의 설치를 공표하 다. 2009년에 도서 법을 

개정하면서 지역 표도서  설치가 의무화되었

으며, 제2차 도서  종합 발  계획에서 2018년

까지 국의 지역 표도서  100% 설치를 권

고하 다. 최근 2~3년, 국내의 지자체들은 지

역 표도서  건립을 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건립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표도

서 의 역할과 기능에 한 인식 부족과 지역

표도서 의 공간모형에 한 연구 부족으로 기

존 도서 의 공간구성이 답습되는 실정이다. 이

는 지역 표도서  건립 후 얼마 되지 않아 공

간구성 보수공사로 이어졌고, 이용자뿐만 아니

라 리자에게도 불편과 혼란을 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공공도서 과는 차별화된 지

역 표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그 역

할에 따른 공간 구성을 분석하여 지역 표도서

 건립을 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일본의 도도부 립(都道府県立)

도서 의 역할과 기능, 상호 력체계  상호

력서비스 황과 공간구성을 분석하 다. 그 이

유는 일본은 한국과 행정체계와 도서  운 체

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에 합하다고 

단하 다. 도도부 립(都道府県立)도서 은 

한국의 지역 표도서 과 비슷한 계에서 유사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본 

공공도서  상호 력체계의 심에 있는 도도부

립(都道府県立)도서 을 일본의 지역 표도

서 이라고 칭한다. 

일차 으로 일본의 도서  련 법령과 선행

논문을 통한 문헌 조사와 웹 조사로 이론 조사

를 진행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선정한 11개

의 도도부 립도서 으로 범 를 좁 서 연

구를 진행하 다. 우수 선진 도서  선정한 기

에는 지역 내 시정 립 도서 과의 력 사

항, 상호 력 서비스 운  등이 포함되어 있었

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례로 당하고 단했

다. 본 연구진은 11개 을 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상호 력서비스 황을 조사하 고, 그 

 장답사 요청에 응한 8개 에 직  방문하

여 상호 력서비스 황과 더불어 공간구성 조

사를 진행하 다.

2. 이론  고찰

2.1 일본 지역 표도서 의 설립배경

일본의 도서 회는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국립도서 , 공공도서 , 학도서 , 학교도

서 , 문도서 , 기타시설에 설치되는 도서

으로 나 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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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도서 ’과 법인 등이 설치하는 ‘사립도서 ’

을 총칭하여 ‘공공도서 ’이라고 부른다. 일본

의 공공도서 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  서비

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도서 으로, 일본의 ‘도

서 법’을 근거로 설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

모에 따라 도도부 립(都道府県立)도서 과 

시정 립( 町村立)도서 으로 나뉘며,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도 주민에게 치 하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분 이 존재한다. 도

도부 립(都道府県立)도서 은 역자치구 내

에서 운 되고 있는 도서 들을 한 도서 으

로, 연구 문 도서 의 성격을 갖고 있다. ‘

소도시의 도서  운 ’(마네카와 츠네오 1965)

에 의하면 일본 기 자치구의 공공도서 은 상

 도서 에서 하  도서  순서로 개발되는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으로 

구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동도서  혹은 

분 에서 시작하여 이후에 앙 이 들어서는 

방식을 통하여 지역 도서  망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지역 내 도서 들

을 지원하기 한 도서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이후 도도부 립(都道府県立)도서 이 설

립되었다.

2.2 일본 지역 표도서 의 기능  역할

일본 도서  회에서는 도도부 립(都道府

県立)도서 의 역할과 기능, 도서  자료, 그

리고 시정 립( 町村立)도서 에 한 지원 

 도서  자료에 해서 상세하게 공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표 1>, <표 2>, <표 3>과 같

이 정리하 다. 

2.3 일본 지역 표도서 의 정의

일본에는 ‘지역 표도서 ’과 같이 계를 구

분하여 도서 을 칭하는 용어는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의 지역 표도서 과 같은 맥락의 

도서 이 존재한다. <그림 1> 처럼 한국과 일본

은 행정체계와 도서  운 체계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있으며, 국가 표도서 , 지역 표도서

, 지역 앙 , 지역분 의 순으로 나열했을 때, 

일본의 도도부 립(都道府県立)도서 이 한국

의 지역 표도서 과 같은 계에 치한다. 

한국과 일본의 계별 공공도서  기능  

역할을 비교할 경우, 국가 표도서 으로 한국

은 국립 앙도서 이 역할을 하고, 일본에서는 

역할과 기능

가
도도부 립도서 (이하 ‘ 립도서 ’)은 시정 립도서 (이하 ‘시립도서 ’)과 마찬가지로 주민에게 직  서비스

하고, 시립도서 의 요구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나 립도서 이 갖는 자료와 기능이 많을 경우 시립도서 을 통해 주민에게 제공된다.

다
시립도서 을 이용하거나 직  립도서 을 이용하는 것은 주민 각자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어떤 방법을 취한 경우에도 도서 은 최선을 다해서 응해야 한다.

라 립도서 과 시립도서 과의 계는 자가 후자를 지도하거나 조정하는 계가 아니다.

마
 내지 립교육 원회가 도서  진흥을 한 시책을 수립할 때 립도서 은  내 도서 의 황에 한 

자료  도서  진흥에 한 자료를 제공하고 으로서의 정책 수립에 력한다.

바 립도서 은  내 공공도서 의 력 기 에 가입하고 그 활동을 지원한다.

<표 1> 일본 도도부 립도서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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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립도서 에 한 지원

가
립도서 (이하 ‘ 립도서 ’)은 시정 립도서 (이하 ‘시립도서 ’)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출한다. 이 경우 

원칙 으로 요청한 문서는 모두 출해야 한다. 출 기간은 시립도서 의 출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 출하는 
권수는 무제한으로 한다. 

나
요구된 자료를 립도서 이 소장하지 않고, 게다가 입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 에서 소장 을 조사하여, 
자료를 요구한 도서 에게 통지한다.

다 작은 도서  는 설립 시의 도서 에 해서는 일 으로 상당한 양의 도서를 출한다.

라 시립도서 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참고 질문은 립 도서 이 조사하여 응답한다.

마
립도서 에서도 조사할 수 없는 참고 질문에 다른 도서  는 련 기 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 을 소개한다.

바
시립도서 의 아동 서비스의 발 을 해 립도서 은 선택을 한 동화책 상설 시 아동 서비스에 한 
정보의 수집  달 등의 지원을 한다.

사 립도서 은  지역에 한 서지․색인 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이용에 제공한다.

아
립도서 은 자료의 제공, 시립도서  간 력 지원,  내 자료의 수집 등을 해 정기 으로 순회 차량을 

운행한다.

자
립도서 은 자료보존의 책임을 완수하기 해 시립도서 의 요구에 응해서 그 의 장서 일부를 넘겨받아 
장하고 제공한다.

차 립도서 은  내 간행물을 시립도서 에 배포한다. 

카
 내 공공도서  직원의 자질․능력 향상을 해 립도서 은 연구 자료,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가능한 한 

경비를 부담한다.

타 립도서 은 요청에 따라 도서 , 독서, 향토연구, 기타 등  내의 다양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표 2> 일본 도도부 립도서 의 시정 립도서 에 한 지원 

도서  자료 지침

가

립도서 (이하 ‘ 립도서 ’)은 주민의 모든 자료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과 시립도서  활동을 지원하는 자료센터

의 역할을 하므로 도서, 연속간행물, 자자료, 마이크로 자료, 시청각 자료 외에 장애인용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고 장한다. 아울러, 주민과 시립도서 이 외부 네트워크 정보 자원에 자유롭게 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나
립도서 의 자료는 아동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주제 분야를 포 하는 동시에, 각각의 분야에서 유기 인 

계를 맺고 구성해야 한다.

다 립도서 은 자료의 수집을 조직 이고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해 수집 방침  선택 기 을 만들고 공개한다.

라
립도서 은 국내에서 출 되는 도서, 특히  출 물을 망라하게 수집하는 한편, 외국에서 발행되는 도서에 
해서도 넓은 수집에 노력한다. 

마
립도서 은 외국에서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의 잡지를 수집합니다. 한, 신문도 국지, 지방지, 

정당 기 지 외에도 문지를 최 한 폭넓게 수집하고, 외국 신문의 수집에 노력한다.

바
립도서 은 그 에 한 련 기 , 단체의 발행하는 자료의 수집에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시립도서 의 

력을 얻어 각지의 지역 자료도 수집한다.

사
립도서 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해 일 자료, 사진 자료, 녹음․녹화 자료를 만들고 도서, 책자 등을 

발간한다. 아울러, 자료의 자화를 추진하고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개한다. 한 장애인을 해 각각의 필요한 
자료의 제작에 노력한다.

아
매일의 증가도서를 포함하여 모든 소장 자료 검색을 쉽게 하고 그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해 립도서 은 

자 의 소장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한다. 한 향토자료 목록 등 필요한 종합 목록 작성에 노력한다.

자 립도서 은 소장 자료의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폐기처분은 최소화한다.

<표 3> 일본 도도부 립도서 의 도서  자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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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일본의 공공도서  계 비교 

국립 국회도서 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

의 지역 표도서 은 지역 내 체 도서 을 

리하고 연계하는 표도서 이고, 일본의 도

도부 립(都道府県立)도서 은 지역 심 도

서 으로 연구 문 도서 의 기능을 한다. 두 

도서  모두 도서 을 한 도서 이라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한국의 지역 앙 과 

일본의 지역 심 은 기 자치구의 심 도서

 역할을 한다. 한국의 지역분 은 지역주민

을 상으로 서비스하는 역할이며, 일본의 단

 도서 (분 , 문고 등)은 출 심으로 

출확 와 주민 의식을 고취하기 한 집회행사

를 개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의 내

용처럼 한국과 일본의 공공도서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계별 도서 의 기능과 역할은 비슷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지역 표도서 은 일본 도서 회에

서 권고사항을 토 로 <그림 3>과 같은 상호

<그림 2> 한국․일본의 공공도서  계별 도서  역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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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 지역 표도서 의 상호 력체계도

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도부 립(이하 ‘

립도서 ’)도서 이 시정 립( 町村立)도서

(이하 ‘시립도서 ’)에 실시해야 하는 도서  자

료 지원과 상호 력에 한 내용을 공표하여 지

역 표도서 으로서의 상호 력에 해 강조하

고 있다. 

, 도서  자료 지침 권고사항으로는 총 3가

지로, 첫째, 립도서 은 시립도서 에 충실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근 립도서   각종 

도서  련 기 과 항상 연락을 유지하고 력 

비를 한다. 이를 해 그 기 의 소장 자료 보

유 정보의 실태를 악하고 력을 얻을 수 있도

록 노력한다. 둘째, 립도서 은 자  소장 자

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함과 동시에  내의 

시립도서 과 학도서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횡단 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립도

서 은 련 인근 지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근 립도서 과 련 기 과 각 지역에 한 

자료  문헌 색인을 교환 수집한다. 특히, 지역 

내 도서 뿐만 아니라 일본 국가 표도서 인 

국립 국회도서 , 타지역 표도서 , 문도서

, 학도서 과 같은 타  종 도서 과도 상

호 력 계를 구축한다. 

 3. 일본 지역 표도서  설치  
황 조사

3.1 일본 지역 표도서  설치  운  황

재 일본의 47개 역자치단체는 모두 지역

표도서 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표 4>

처럼 지역의 규모와 교통 여건에 따라서 본  

이외에도 1~2개의 분 을 둔 경우가 있으며, 

총 60개의 지역 표도서 을 운 하여, 지역

표도서 을 주축으로 하여 범국가 인 도서  

상호 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3.2 일본 지역 표도서  상호 력서비스 황 

조사

3.2.1 상호 력서비스 황조사 상 

일본 지역 표도서 의 상호 력서비스 

황을 분석하기 하여 일본 문부과학성이 선정

한 선진사례 11개   방문 요청에 승낙해  

<표 5>의 8개 을 상으로 설문조사와 방문 

 인터뷰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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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지역 표도서 행정구역 지역 표도서

도 
(都) 

도쿄도 
도쿄도립 앙도서
도쿄도립타마도서 부 

(府) 

교토부
교토부립도서
교토부립종합자료

도 
(道)

훗카이도 훗카이도도립도서 오사카부 
오사카부립 앙도서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

 
(縣) 

후쿠시마  후쿠시마 립도서

 
(縣) 

미에 미에 립도서

야마가타 야마가타 립도서 사가 사가 립도서

미야기 미야기 립도서 효고 효고 립도서

아오모리 아오모리 립도서 나라 나라 립도서

이와테 이와테 립도서 와카야마  
와카야마 립도서
와카야마 립키난도서

아키타
아키타 립도서
아키타문학자료

돗토리  돗토리 립도서

시마네  시마네 립도서

이바라키  이바라키 립도서 오카야마  오카야마 립도서

도치기
도치기 립도서
도치기 립아시카도서

히로시마  히로시마 립도서

야마구치  야마구치 립야마구치도서

군마 군마 립도서 도쿠시마  도쿠시마 립도서

사이타마
사이타마 립도서
사이타마 립쿠마도서
사이타마 립쿠키도서

가가와  가가와 립도서

에히메  에히메 립도서

고치 고치 립도서

치바
치바 립 앙도서
치바 립서부도서
치바 립동부도서

후쿠오카  후쿠오카 립도서

사가  사가 립도서

나가사키  나가사키 립나가사키도서

가나가와  
가나가와 립도서
가나가와 립가와사키도서

구마모토  쿠마모토 립도서

오이타  오이타 립도서

니가타 니가타 립도서 미야자기  미야자키 립도서

도야마  도야마 립도서
가고시마  

가고시마 립도서
가고시마 립아마미도서이시카와 이시카와 립도서

후쿠이
후쿠이 립도서
후쿠이 립와카도서학습센터

오키나와  오키나와 립도서

기후 기후 립도서

야마나시 야마나시 립도서 시즈오카 시즈오카 립 앙도서

나가노  립나가노도서 아이치 아이치 립도서

계  1도 1도2부43 60개 

<표 4> 일본 지역 표도서  설치․운  황

지역 표도서 개 일 면 ㎡ 규모 비고

1 도쿄도립 앙도서 2009 (재개 ) 22,814 지하2층 지상5층 단독 / 분  

2 오사카부립 앙도서 1996.05 30,772 지하2층 지상4층 단독 / 분

3 후쿠이 립도서 2003.02.01 18,455 지하1층 지상4층 복합 / 분

4 야마나시 립도서 2012.11.11 10,554 지하1층 지상3층 단독

5 오카야마 립도서 2004.09.25 17,681 지하1층 지상4층 단독

6 미에 립도서 1994.10 8,129 지하2층 지상4층 복합

7 기후 립도서 1995.02 25,206 지하1층 지상2층 단독

8 이시카와 립도서 1966.05  8,460 지하2층 지상4층 단독

<표 5> 일본 지역 표도서  상호 력서비스 황 조사 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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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상호 력서비스 황조사 

상호 력서비스 황 분석을 한 설문조사

의 분석 항목은 타당성 확보를 하여, 도서

정보정책의 회의 도서 발 종합계획을 참고

하 다. 상세 항목은 상호 력 문 인력, 분담 

수서, 상호 차, 문화 로그램 력, 공동홍보 

력, 도서  운  교류 정, 외국도서 과의 

교류, 통합 출/반납, 공동보존 서고, 공공도서

 간의 력, 타  종 도서  간의 력, 지역

표도서  공간의 문제 으로 구성하 다. 일

본 지역 표도서 의 상호 력서비스 황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1) 상호 력 문 인력

조사 상 8개  모두 상호 력 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소 2명에서 최  16명의 

인력으로 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자체

으로 문 인력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지

만, 정기 으로 국립 국회도서  개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근의 지역 표도서 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력 문 인력 교육

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 지방의 경우 지리

으로 인 한 북부 6개 (니가타 , 도야마 , 

이시카와 , 후쿠이 , 기후 , 아이치 )의 네

트워크가 표 이다. 

도쿄도립
앙도서

오사카부립
앙도서

후쿠이
립도서

야마나시
립도서

오카야마
립도서

미에
립도서

기후
립도서

이시카와
립도서

상호 력
문인력

○ ○ ○ ○ ○ ○ ○ ○

분담수서 ○ ○ ○ × × ○ ○ ×

상호 차 ○ ○ ○ ○ ○ ○ ○ ○

문화 로
공동홍보

○ ○ ○ ○ ○ ○ ○ ○

통합
출/반납

× × ○ × ○ × × ×

도서 운
교류 정

○ ○ ○ ○ × ○ ○ ○

해외도서
교류 황

○ ○ ○ × × × × ○

공동
보존서고

× × × × × × × ×

타 지역 표
상호교류

○ ○ ○ ○ ○ ○ ○ ○

지역 앙
상호교류

○ ○ ○ ○ ○ ○ × ○

지역분
상호교류

× ○ ○ × ○ ○ × ○

타  종
상호교류

× ○ ○ × × ○ ○ ×

<표 6> 일본 지역 표도서  상호 력서비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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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담 수서

조사 상 8개   5개 에서 분담 수서를 

운 하고 있었다. 부분 지역 내 시정 립 도

서 을 상으로 분담 수서가 이루어졌으며, 미

에 립도서 의 경우 잡지와 신문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 외 3개 은 분담 수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지리  한계를 비롯한 기타 이

유로 운 하고 있지 않았다. 

3) 상호 차

8개 지역 표도서  모두 주민의 요구에 

극 으로 응하기 하여 활발하게 상호 차

를 실시하고 있었다. 상호 차의 범 는 각각

의 도서 마다 조 씩 차이를 보 으나, 타 지

역 표도서 과 지역 내 공공도서 을 기본으

로 학도서 , 국립 국회도서  등과 상호

차를 실시하고 있었다. 일본도서 회에서 고

시하고 있는 도도부 립도서 의 상호 력 내

용을 수행하고 있었다.

4) 문화 로그램 력

응답 지역 표도서  8개 모두 타도서 을 

비롯한 다양한 기 들과 문화 로그램 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 로그램 력 내

용은 장소  장비 제공, 강사지원, 공동기획, 

정보교류, 로그램 운 , 화  상물 지

원, 시 작품 지원, 문헌정보학과 실습지도, 

사회 사  자원 사, 교육지원, 시상품  

산지원, 학생참가 조, 기타 등이었다. 지역

표도서 이 심이 되어 문화 로그램을 기획

하고 지원과 력이 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

었다.

5) 공동홍보 력

응답 지역 표도서  8개  모두 공동홍보 

력을 하고 있었으며, 공동홍보 력 기 은 

타도서 ,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 정부 

기  등으로 범 가 넓었다. 공동홍보 내용은 

문화행사 홍보, 행사 참여자 모집공고, 도서  

소개, 도서  소식 등이었다. 공동홍보 방법으

로는 TV 고, 지역정보지, 홈페이지, 포스터, 

팸 릿, 소식지, 수막, , 기념품, 홍보

단지, 책자발간, 홍보행사 등으로 매우 다양

하 다.

6) 통합 출/반납

응답 지역 표도서  8개   2개 이 통

합 출/반납 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

은 지역  통합 출/반납 서비스와 기타(상호

차)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범 는 지역 내 

시정 립 도서 이었다. 그 외의 6개 은 통합

출/반납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시스템

호환표 화문제, 이용자 요구 부족, 인력  

산 부족 등을 사업 장애 요소로 꼽았다. 

7) 도서  운  교류 정

도서  운  교류 정을 체결한 도서 은 7

개 이고, 오카야마 립도서 은 체결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도서 은 국립 

국회도서 , 인근의 지역 표도서 을 비롯하

여 국공공도서 의회, 련 기 과 도서  

운 (교류) 정을 체결하고 있다. 정 체결 

내용은 상호 차, 시설사용  정보교류, 공동

연구․조사, 학술정보교류  공동이용, 자

자료 공동이용, 소장한 역사 자료의 정보화 등

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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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 도서 과의 교류

외국 도서 과의 교류는 4개 에서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교류 내용은 인 교류, 자료

시, 자료교환이라고 응답하 다. 외국 도서 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도서 은 인력 

부족, 실질  효용, 불필요를 교류 장애 요소로 

꼽았다. 외국 도서 과의 교류의 목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자료 교환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외국 자료 수집이 수

월해지면서 외국 도서 과의 교류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다.

9) 공동보존 서고

공동보존 서고를 운 하는 지역 표도서

은 없었으며, 공동보존 서고 건립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곳은 2000년  이 에 건립된 4개 

이었다. 매년 늘어나는 장서를 모두 수용하기

에는 물리 인 한계가 있었고, 건립 당시에 통

용되던 고정 서가는 소모 공간보다 장할 수 

있는 장서량이 기 때문이다. 2000년 에 신축

된 도서 들은 집 서가와 고정 서가를 혼합 

구성하여, 장서 수용량을 늘렸다. 특히 후쿠이

립도서 , 오카야마 립도서 의 경우 서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동보존 서고 건립은 

불필요라고 응답했다. 

10) 공공도서  간의 력 

8개 지역 표도서  모두 타지역 표도서

과 상호 력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기후 립도

서 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이 지역 내 지역

앙 과 상호 력을 진행하 다. 지역분 과의 

상호 력은 5개 이 상호 력을 진행하 으

며, 도쿄도, 야마나시 , 기후 의 경우 지역

표도서 이 아닌 지역 앙 이 지역분 을 

상으로 상호 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11) 타  종 도서  간의 력

타  종 도서  간의 력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4개 으로, 어린이도서 과 문화서비스 

력(학교서비스), 외 출 서비스를, 학교도

서 , 고등 교육기  도서 , 학도서 과는 상

호 차와 횡단 검색을 진행하고 있었다. 타  

종 도서 과의 력 사업의 장애 요인으로 상 

도서 과의 교류 부족을 꼽았다.

12) 지역 표도서  공간의 문제

2000년 에 개 한 4개 은 서고규모가 부

족하다고 응답했고, 2000년 이후에 개 한 나머

지 4개 은 당하다고 응답하 다. 그 외 공간

에 한 문제 은 따로 응답하지 않았다. 

3.3 소결

설문 조사 결과, 일본의 도도부 립(都道府

県立)도서 은 지역 표도서 의 역할과 기능

을 수행하기 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었다. 10

여 개 항목에 한 답변을 통해서, 지역의 심 

도서 으로써 지역 내 도서 을 지원하기 하

여 치 한 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력서

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구 

문 도서 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 타 기 과 

력체계를 형성하고 많은 장서를 수집  보존

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상 으로 운 이 조했던 통합

출/반납 서비스는 지리  한계가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시스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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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표 화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가 있었다. 

, 공동 보존서고는 연구단계로 아직 용된 곳

이 없었으나 건립요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결과 으로 일본의 공공도서 은 도도부

립(都道府県立)도서 을 심으로 상호 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역자치 단 의 

계에서 문 도서 , 학도서 , 기  자치 

단 의 학교도서 , 지역 내 공공도서 들과 

상호 력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국구 

단 에서 국립 국회도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역 표도서 과도 상호 력체계를 형성하

여 도서 을 한 도서 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4. 일본 지역 표도서 의 공간구성 
분석

3장에서 분석한 결과 도도부 립(都道府県

立)도서 은 역할과 기능을 인지하고 상호 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

에 따른 특성이 공간 구성에 어떻게 용되었는

지 확인하기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도서  

 최근에 건립된 5개 의 도면 분석을 진행하

다(<표 7> 참조).

4.1 도쿄도립도서

4.1.1 시설개요

도서 계 도립도서 (지역 표도서 ) 

 치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

개 년도 2009년 재개 (1973년 개 )

장 서 수 1,763,375권/

열람석수 1,000석

지면  9,157㎡

연 면  22,814㎡

규 모 지하2층 지상5층

형 태 단독 / 분  운 (도쿄도립타마도서 )

<표 8> 도쿄도립 앙도서  시설개요 

도쿄도립 앙도서 은 <표 8>과 같이 도쿄도

의 지역 표도서 으로 분  도쿄도립타마도

서 을 운 하고 있으며, 일본도서 회의 사

무실로도 사용하고 있다. 앙도서 은 도내 

공공도서 에 한 참고서비스 지원과 출서

비스, 이용자 열람서비스와 조사․연구 지원을 

진행하며, 타마도서 은 잡지, 아동․청소년 

자료 서비스를 진행한다. 도쿄도립도서 은 다

른 지역 표도서 들과 달리 개인에게 출 서

비스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만 가능하다. 

도서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지역주민의 학

습, 조사․연구 활동의 지원, 지역 공공도서

지역 표도서 개 일 면 ㎡ 규모 비고

1 도쿄도립 앙도서 2009 (재개 ) 22,814 지하2층 지상5층 단독 / 분  

2 오사카부립 앙도서 1996.05 30,772 지하2층 지상4층 단독 / 분

3 후쿠이 립도서 2003.02.01 18,455 지하1층 지상4층 복합 / 분

4 야마나시 립도서 2012.11.11 10,554 지하1층 지상3층 단독

5 오카야마 립도서 2004.09.25 17,681 지하1층 지상4층 단독

<표 7> 일본 지역 표도서  공간구성 분석 조사 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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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호 력  지원, 도서  미설치 지역에 

한 서비스, 자료보존, 국제교류 력 등이고, 도

민의 과제해결을 한 정보요구 응 , 동경 

련 정보센터, 시정 립도서 의 지원  연계 

력, 각국의 행정시책과 연계한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쿄도는 23구 

26시 3정 1 으로 구성되어 있고, 23구 지역은 

도쿄도립 앙도서 , 26시 지역은 타마도서

이 각 지역의 상호 차를 리한다.

4.1.2 평면분석

<표 9>는 도쿄도립 앙도서 의 층별 평면도

로, 층별 부문 구분  용도를 구분한 것이다. 도

쿄도립 앙도서 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총 

7개 층으로 되어 있다. 이용자와 리자의 동선

을 정확하게 구분되는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다.

지상 5층은 음성․ 상자료실, 시청각실, 특

별문서실의 자료열람부문과 세미나실과 공부

를 할 수 있는 열람실과 식당과 이를 지원하는 

주방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오른쪽 부

분에는 업무 리 부분으로 특별문서고와 직원

용 코어  휴게실이 있다.

지상 4층은 공용코어를 심으로 왼쪽에는 

열람실과 기획 시실이 구성되어 있다. 앙에

는 다목 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자연과학작업

실과 자연과학 서고가 있고, 앞부분에는 연수

실과 도서 학실 등의 업무 리 공간이 있다.

지상 3층은 개방형의 열람공간에는 인문과학

계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의 앞부분에는 

회의실과 특별연구실이 있다.

지상 2층은 앙 코어를 심으로 왼쪽에는 

개방형의 열람공간으로 사회과학자료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를 지원하는 사회과학 서고와 아

랫부분에는 리부사무실, 장실, 응 실 등이 

구성되어 있다.

지상 1층은 왼쪽의 이용자 입구를 지나면 락

커룸과 앙코어가 있고, 개방형 열람공간으로 

참고자료코 와 정기간행물 코 가 구성되어 있

다. 오른쪽의 직원용 입구를 통해서는 직원용 코

어와 문서구별실 등의 업무 리 공간이 있다. 참

고자료열람실의 윗부분에는 자료부사무실과 일

반참고작업실, 일반참고 서고가 구성되어 있다.

지하 1층은 업무 리부문의 서고와 정리부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리에 필요한 부

가 인 작업실들이 구성되어 있다.

지하 2층은 서고와 앙감시실, 기계사무실

이 있으며, 그 외의 공간은 기계실, 기실과 같

은 기타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지상 1,2,3층은 층별로 개방형 열람공간이 구

성되어 있고, 부문별 서고와 지원 사무실이 각 

층에 구성되어 있어 리에 쉬운 동선과 공간

으로 이루어져 있다.

4.1.3 공간구성 분석

<표 10>은 역별 공간구성비를 정리한 것

으로, 도쿄도립 앙도서 의 역비율은 업무

리부문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

료열람부문은 25.2%로 뒤를 이었다. 공용부문

은 10.1% 이고 문화교육부문은 4.4%를 차지했

다. 그 이유는 지하 1층 체가 폐가 서고와 사

무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2층에도 지하주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폐가 서고로 구

성되어 있고, 층별 자료열람부문에 각각의 업

무 리부문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 표

도서 부터 업무 리부문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 도도부 립 도서 의 공간 구성에 한 연구  25

지상5층 평면도

 1. 음성․ 상자료실
 2. 시청각실
 3. 특별문서실
 4. 세미나룸
 5. 열람실(학습실)
 6. 특별문서서고
 7. 모니터실
 8. 직원휴게실
 9. 주방
10. 식당
11. 오 테라스

지상4층 평면도

 1. 열람실(학습실)
 2. 그룹열람실 

(학습실)
 3. 기회 시실
 4. 다목 실
 5. 자연과학작업실
 6. 자연과학서고
 7. 로비
 8. 연수실(소)
 9. 연수실( )
10. 도서 학실
11. 창고
12. 테라스

지상3층 평면도

(인문과학계 자료)
 1. 민속․민족
 2. 지리․기행
 3. 역사
 4. 도서 도서
 5. 미술정보
 6. 언어사
 7. 술
 8. 국어․한국어․

조선어 자료
 9. 문학
10. 기․인물
11. 종교
12. 심리학/철학
13. 시각장애자 

서비스실
14. 회의실( )
15. 회의실(소)
16. 특별연구실

지상2층 평면도

(사회․과학자료계)
 1. 산업
 2. 기수공학
 3. 자연과학
 4. 교육․사회학
 5. 인사 리․사회․

은행/통계/정치
 6. 사회과학서고
 7. 리부사무실
 8. 장실
 9. 응 실

지상1층 평면도

 1. 의학정보코
 2. 투병기록문고
 3. 법률코
 4. 정기간행물코
 5. 마이크로리더
 6. 복사응 카운터
 7. 종합안내․상담
 8. 출반납카운터
 9. 검색코
10. 주택자료
11. 도시․도쿄코
12. 자료부사무실
13. 일반참고자료
14. 일반참고자료
15. 자료부장실
16. 직원입구 홀
17. 문서구별실
18. 입구
19. 락커실

지하1층 평면도

 1. 서고
 2. 정리부사무실
 3. 정리부장실
 4. 하역장
 5. 제본실
 6. 인쇄실
 7. 작업실
 8. 사무실
 9. 마이크로촬 실
10. 복사실
11. 수선실
12. 이동도서  

서비스공간

지하2층 평면도

 1. 서고
 2. 앙감시실
 3. 기계사무실
 4. 서공조기계실
 5. 펌푸실
 6. 동공조기계실
 7. 열펌푸실
 8. 창고
 9. 기실
10. 북공조기계실

<표 9> 도쿄도립 앙도서  층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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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간 주요실 면 비 율

자료열람부문

 일반참고자료 특별자료 음․ 상자료

 인문과학계자료 사회․자연과학계자료

 시청각장애자자료

5,103㎡ 25.2%

문화교육부문
 4F․5F열람실(학습실) 그룹열람실(학습실)

 세미나룸 다목 실 기획 시실
893㎡ 4.4%

업무 리부문

 일반참고서고 특별자료서고 인문과학서고 

 사회․자연과학서고 지하1F․2F서고 

 자료부사무실 정리부사무실 리부사무실

 회의실(소․ ) 연수실(소․ )

12,181㎡ 60.3%

공용부문
 홀 로비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락커룸

 식당(주방) 카페 오 테라스
2,038㎡ 10.1%

기타부문  동․서․북 공조기계실 펌 실 기실 등 2,599㎡ -

합 계 -
20,215㎡

*22,814㎡
100%

<표 10> 도쿄도립 앙도서  역별 공간구성비

도쿄도립 앙도서 의 공간구성 분석 내용

을 <표 11>의 공간구성도로 표 하 다. 도쿄

도립 앙도서 은 도쿄도의 지역 표도서 이

자 일본도서 회의 사무실로도 이용하고 있

기 때문에 회의  행사 주최를 한 다목 실

과 업무 리부문의 다양한 회의실, 연수실 등

이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도쿄도의 

지역 정보 코 는 도시, 도쿄 코 를 운 하고 

있으며, 도쿄도 내의 시정 립 도서 을 지원

하기 한 시정 지원실, 도서선서실을 운 하

고 있으며, 지원 서비스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자료반입, 소독  하역을 한 공간이 효율

인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구성도 분석 결과

1) 자 도서자료실, 면 낭독실, 녹음실들을 갖춘 

시각장애자 자료센터를 도서  내에 운 하여 

시각장애자에게 높은 수 의 서비스 제공

2) 층별로 각 자료실이 개방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실 내․외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람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

3) 도시․도쿄코 를 운 하여 도쿄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

4) 시정 지원실에서는 도쿄 지역 내 시정 립도서

을 상으로 출서비스를 지원

5) 서고와 사무실을 함께 계획하여 운 리의 효율

을 극 화

6) 이용자 동선과 운 자 동선을 분리하여 공간구성

을 계획

<표 11> 도쿄도립 앙도서  공간구성 분석



일본 도도부 립 도서 의 공간 구성에 한 연구  27

4.2 오사카부립도서

4.2.1 시설개요

오사카부립도서 은 <표 12>와 같이 1995년

에 개 했으며, 앙 과 분 인 오사카부립나

카노시마 도서 을 운 하고 있다. 지하 2층 지

상 4층의 규모로 단독 시설 형태이다.

도서 계 부립도서 (지역 표 )

 치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 아라모토기타1-2-1

개 년도 1996년 5월

지면  18,500㎡

연 면  30,772㎡

규 모 지하2층 지상4층

형 태 단독 / 분  운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 )

<표 12> 오사카부립 앙도서  시설개요 

오사카 지역도서  네트워크의 핵심으로서 

종합 이고 폭넓게 부민과 자료  정보를 연

결하며, 부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배움의 의

욕을 고취해 활기찬 오사카를 만들고 지식과 

문화의 창조에 기여함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운 하고 있다.

오사카부립 앙도서 은 지역 표도서 으

로 자료의 수집․보존 기능과 오사카부 내 시

정 립도서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부민

의 조사․연구, 교양 향상 등을 지원하기 한 

자료를 수집한다. 분 인 나카노시마도서 은 

주로 지역자료와 일본 고서의 수집,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주로 한다.

오사카부는 33시 9정 1 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2016년 8월 당시 노세시, 미사키시, 셋쓰

시, 모르구치시에는 공공도서 이 설립되어 있

지 않았다. 

4.2.2 평면분석

<표 13>은 오사카부립 앙도서 의 층별 평

면도로, 층별로 역을 구분 분석했다. 오사카

부립 앙도서 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총 6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3,4층은 오

형 열람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3,4층은 서가와 

열람공간과 각 층의 자료를 지원하는 사무공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2층은 왼쪽에 사무 

공간으로 산실, 직원용 코어와 문서고 등을 

배치하 고, 신문과 정기간행물 코 , 멀티미디

어실을 두었다. 오른쪽에는 문화공간으로 회의

실을 배치하여 운 하고 있다. 지상 1층은 국제

아동문학 과 강당, 강당 뒷부분으로 반입 

작업실과 정리실 등의 업무 공간이 있다. 입구 

인근에 소설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유아열람

실을 배치하여 어린이 동선을 짧게 구성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지하 1층은 서고, 귀 서고

와 함께 사무실, 도서 소독실과 하역장과 배송

작업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은 주차장

과 시실, 기계실 등의 기타 시설들이 있다.

4.2.3 공간구성 분석

<표 14>는 역별 공간구성비를 정리한 것

으로, 오사카부립 앙도서 의 역비율은 업

무 리부문이 5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고, 자료열람부문이 30.7%이고 공용부문이 

11.7%이고, 마지막으로 문화교육부문이 7.3%

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5>와 

같이 공간 구성 분석 결과, 지상 1층에 시각장

애인과 노인을 한 면 낭독실을 계획하여 

이동 동선을 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으며, 자료실과 열람공간을 함께 계획하여 

장서와 이용자의 동선을 최소화하 다. 국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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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4층 평면도

1. 인문계자료실
2. 폐가서고
3. 화장실
4. 기계실

지상3층 평면도

1. 사회․자연계 자료실
2. 폐가서고
3. 화장실
4. 옥상정원
5. 기계실

지상2층 평면도

 1. 신문코
 2. 종합카운터
 3. 멀티미디어실
 4. 무 조정실
 5. 회의실
 6. 소회의실
 7. 연구실
 8. 사무실
 9. 서고
10. 화장실 
11. 산실
12. 기계실
13. 로비 상부
14. 강당 상부

지상1층 평면도

 1. 소설자료실
 2. 어린이자료실
 3. 유아열람공간
 4. 면낭독실
 5. 그룹독서코
 6. 시코
 7. 강당화장실
 8. 강당
 9. 사무실
10. 산실
11. 반입작업실
12. 홀
13. 카페테리아
14. 국제아동문학
15. 야외정원

지하1층 평면도

1. 서고
2. 귀 서고
3. 락커실
4. 주계산기실
5. 사무실
6. 하역장
7. 도서소독실
8. 촬 실
9. 배송작업실

지하2층 평면도

1. 앙감시실
2. 기실
3. 기계실
4. 발 기실
5. 기계실
6. 주차장

<표 13> 오사카부립 앙도서  층별 평면도 

공 간 주요실 면 비 율

자료열람부문
 소설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방 면낭독실
 그룹독서코  신문코  멀티미디어실
 인문계자료실 사회․자연계자료실

6,866㎡ 30.7%

문화교육부문  시코  강당 소회의실 회의실 연구실 1,628㎡ 7.3%

업무 리부문
 반입작업실 사무실 산실 폐가서고 하역장
 귀 서고 도서소독실 배송작업실 촬 실
 앙감시실

11,258㎡ 50.3%

공용부문
  복도 홀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카페테리아

2,620㎡ 11.7%

기타부문
 국제아동문학  야외정원 
 기실 기계실 발 기실 주차장 등

8,400㎡ -

합 계 -
22,372㎡
*30.772㎡

100%

<표 14> 오사카부립 앙도서  역별 공간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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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성도 분석 결과

1) 지상 1층에 시각장애인과 노인을 한 면 낭독실을 

계획하여 이동 동선을 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2) 자료실과 그룹 독서코 를 함께 계획하여 장서와 

이용자의 동선 최소화 

3) 조사․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실 운

4) 다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강당을 운 하여 

민에게 문화 서비스 제공 

5) 오사카 지역 내 시정 립도서 을 상으로 이동도

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배송 작업실 운

6) 지하주차장과 업무 리부문을 함께 계획하여 자료 

반입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동선과 구분

<표 15> 오사카부립 앙도서  공간구성 분석

동문학 을 운 하는 특이 을 지니고 있었으

며, 지하 1층에 서고, 하역장, 도서 소독실, 자료 

반입  배송작업실 등 업무 리부문 실들로 

구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고 있었다. 

4.3 후쿠이 립도서

4.3.1 시설개요

후쿠이 립도서 은 <표 16>과 같이 후쿠이

의 지역 표도서 으로 2003년 2월 1일에 개

하 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서고부

분과 일부의 사무 부분을 제외한 공간은 1층의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문서 , 문학 이 함께 구성된 복합 시설이

고, 분 으로 와카도서학습센터를 운 하며, 조

직구성은 기획조정과, 서비스과, 자료 리과, 향

토자료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과에서는 시정

립도서 과의 력 지원을 수행하고 있고, 향

토자료과를 따로 운 하여 후쿠이 의 도서, 자

료, 사진 등의 자료를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DB 

구축을 통해 서비스한다. 

후쿠이이 은 7시 4정의 이호쿠 지역과 2

시 3정의 이난 지역으로 나  수 있고, 면

은 4,190.43㎢이다. 인 해있는 부지방의 이

시카와 , 기후 의 지역 표도서 과 상호

력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7시 4정 모두 공공

도서 이 설치되어 있다.

도서 계 립도서 (지역 표 )

 치 후쿠이  후쿠이시 하마쵸 51-11

개 년도 2003년 2월 1일

장 서 수 60만권(수용능력 160만권)

열람석수 508석

지면  69,567㎡

연 면  18,455㎡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형 태 복합(공문서 ․문학 ․도서 )

<표 16> 후쿠이 립도서  시설개요 

4.3.2 평면분석

<표 17>은 후쿠이 립도서 의 층별 평면도

로, 역별 구분  실들을 정리한 것이다. 후쿠

이 립도서 은 지상 1층에 민을 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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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4층 평면도

2. 집서가
3. 기실
4. 기계실

지상3층 평면도

1. 고정서가
2. 집서가

지상2층 평면도

 1. 도서 문학 사무실
 2. 컴퓨터실
 3. 역녹음실
 4. 비실
 5. 자녹음도서실
 6. 고정서가
 7. 필름실
 8. 일반서고 

(제3서고)
 9. 일반서고 

(제2서고)
10. 귀 서고
11. 소회의실
12. 회의실

지상1층 평면도

 1. 도서 개가공간 
(자료열람)

 2. 문학
 3. 신문․잡지코
 4. 어린어열람실 

(이야기실)
 5. 향토자료코
 6. 면낭독실
 7. 작업실
 8. 지역서비스실
 9. 고정서가
10. 차고(하역장)
11. 문서 열람실
12. 하세가와문학실
13 연수실
14. 서고(제4서고)
15. 서고(제1서고)
16. 문서 사무실
17. 조사연구실
18. 훈증실
19. 촬 실
20. 엔트란스홀
21. 다목 홀
22. 카페테리아
23. 자 거주차장
24. 주차장

지하1층 평면도

1. 공조기계실
2. 방화펌 실
3. 방화펌 실
4. 창고

<표 17> 후쿠이 립도서  층별 평면도 

공간들이 부 구성되어 있으며, 서고를 포함한 

업무공간이 지상 2~4층에 구성되어 있다. 서고 

부분의 3, 4층은 복층 구조이며, 지상 2층은 서

고와 도서 ․문학  사무실과 컴퓨터실, 역

녹음실,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 1층은 후

쿠이 립문학 과 후쿠이 립도서 으로 구분

된다. 1층의 도서  부분은 개방형 열람실로 일

반자료코 와 신문․잡지코 로 이루어져 있으

며, 어린이 열람실은 실로 따로 구분되며, 향토

자료코 와 면 낭독실은 업무 리부분과 연결

되어 있다. 업무 리부문은 작업실, 지역서비스

실, 하역실, 서고로 이루어져 있다. 

4.3.3 공간구성 분석

<표 18>은 후쿠이 립도서 의 역별 공간

구성비를 정리한 것으로, 역비율은 업무 리

부문이 4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

료열람부문은 34.4%이고 공용부문이 15.6%이

고 마지막으로 문화교육부문은 1.2%로 가장 낮

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9>와 같이 공간구성을 분석한 결과 후

쿠이 립도서 은 공문서 과 하세가와문학실

을 함께 운 하는 복합형태로 되어있었다. 일반 

공공도서 보다 열람  서비스 공간이 한 개 

층에 집 되어 있으며, 문학코 를 문학 이라

는 이름으로 특화자료 코  형식으로 운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3, 4층의 복층 구조의 서고 부

문은 장서가 늘어남에 따라 추후 증축을 고려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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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간 주요실 면 비 율

자료열람부문

 도서 개가공간(자료열람) 문학  

 면낭독실 어린이열람실(이야기실) 

 향토자료코

5,875㎡ 34.4%

문화교육부문  다목 홀 210㎡ 1.2%

업무 리부문

 도서 문학 사무실 컴퓨터실 역녹음실 

 비실 자녹음도서실 소회의실 회의실 

 필름실 일반서고(제2,3서고) 귀 서고

 보존서고(3F:고정서고 4F: 집서고)

8,315㎡ 48.8%

공용부문  엔트란스홀 카페테리아 화장실 2,653㎡ 15.6%

기타부문

 공문서 (문서 열람실 연수실 조사연구실

 문서 사무실 등) 하세가와문학실 

 기계실 기실 공조기계실 방화펌 실

1,402㎡ -

합 계 -
17,053㎡

*18,455㎡
100%

<표 18> 후쿠이 립도서  역별 공간구성비 

공간구성도 분석 결과

1) 서고 부분만 4개 층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단층

으로 구성 

2) 자료실은 코 형식으로 1개 층에 구성되어 있으나 

어린이 열람실과 문학코 는 별개로 구성하여 운

3) 문학 코 를 문학 이라는 아룸으로 특화자료코  

형식으로 운  

4) 다목 홀을 구성하여 이용자들에게 문화 서비스 

제공

5) 역녹음실을 구성하여 시각장애인들을 한 자료

를 제작하고 제공

6) 공문서 과 하세가와 문학실을 함께 건물을 사용하

는 복합형태

7) 서고 부분은 4개 층으로 되어 있으며 증축을 고려한 

형태

<표 19> 후쿠이 립도서  공간구성 분석

4.4 야마나시 립도서

4.4.1 시설개요

야마나시 립도서 은 <표 20>과 같이 야마

나시 의 지역 표도서 으로 건물 디자인 개

념은 ‘개방’으로 수평 수직으로 개방되어 실제 

규모보다 공간이 넓게 느껴진다. 일본 지역

표도서  에서 가장 늦게 신축한 도서 으로 

2012년 11월에 개 하 으며, 지하 1층 지상 3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마나시 의 평생학습 기반 시설로,  내의 

공공도서 의 지원과 퍼런스 서비스를 도모하

여 새로운 시 에 응하고, 다양한 지원 기능을 

가진 교류의 거 으로서 목표하고 있다. 이를 



3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3호 2018

한 6가지 운  방침으로는 모든 민을 한 도

서 , 민이 창조하는 도서 , 열린 도서 , 성

장하는 도서 , 민의 활동을 지지하는 도서 , 

야마나시 의 문화를 지원하고 창조하는 도서

이다.

야마나시 은 13시 8정 6 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고, 면 은 4,465.37㎢이다. 이  다바야

마, 고스 , 하아카와, 후지카와, 사르사와, 오시

노, 토시 지역은 지역 앙 이 설치되지 않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 계 립도서 (지역 표 )

 치 야마나시  고후시 기타2쵸메 8번 1호

개 년도 2012년 11월 11일 

장 서 수
수장능력 100만권

(폐가서고 65만 개가서고 20만)

열람석수 -

지면  4,530㎡

연 면  10,554㎡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형 태 단독

<표 20> 야마나시 립도서  시설개요 

4.4.2 평면분석

<표 21>은 야마나시 립도서 의 층별 평면

도로 역별 구분하고 실을 구분한 것이다. 다

른 지역 표도서 의 경우 층별로 자료열람부

문과 업무 리 부문을 구분한 것이 비하여 한 

층에 다채로운 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지상 3층은 지상 2층의 상부의 개방 공간

으로 일부분에는 학습실의 용도는 이용되는 사

일런트룸과 서버실, 디지털 작업실, 기계실 등

이 있다. 지상 2층은 개방형의 열람실은 일반자

료코 와 향토자료코 가 구성되어 있으며, 열

람자료실을 지원하는 업무 리부문에는 사무실, 

장실, 회의실 등이 연결되어 있다. 앞부분에

는 3개의 교류실이 구성되어 있다. 지상 1층은 

입구로 진입하면 카페와 안내카운터가 있고, 크

기가 다른 4개의 교류실과 큰 이벤트 공간이 있

다. 개방형의 자료열람 공간에는 신문․잡지코

와 어린이 자료코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야

기실과 유아용 화장실도 함께 있으며, 지원하는 

업무 리부문으로는 하역장과 작업실, 사자 

활동실이 있다. 지하 1층은 서고와 귀 서고로 

구성되며 서고 작업실, 필름실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4.4.3 공간구성 분석

<표 22>는 야마나시 립도서 의 역별 공

간구성비를 나타낸 것으로, 역 비율은 업무

리부문이 32.7%로 가장 높고 자료열람부문은 

29.7%, 공용부문은 24.7%로 다른 지역 표도서

에 비하여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문화교

육부문의 교류실과 이벤트공간이 많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4.5 오카야마 립도서

4.5.1 시설개요

오카야마 립도서 은 <표 24>와 같이 2004

년 9월 25일에 개 하 고, 지하 1층 지상 4층

의 규모로 단독 시설 형태이다. 2014년 우수 도

도부 립도서 으로 선정되었으며, 시정 립

도서 에 한 지원, 내 자를 한 직 서비

스, 도서  미설치 지역에 한 서비스,  지역 

도서 네트워크의 구심체이고 자료보존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호 차서비스, 상호 반납서

비스, 인터넷 약․타  수취 서비스를 하고 



일본 도도부 립 도서 의 공간 구성에 한 연구  33

지상3층 평면도

1. 사일런트룸301
2. 서버실
3. 디지털작업실
4. 오 테라스
5. 기계실

지상2층 평면도

 1. 일반자료코
 2. 향토자료코
 3. 서비스카운터
 4. 퍼런스카운터
 5. 면낭독실
 6. 사일런트룸201
 7. 사일런트룸202
 8. 사일런트룸203
 9. 교류실201
10. 교류실202
11. 다목 홀
12. 사무실
13. 장실
14. 회의실
15. 오 테라스

지상1층 평면도

 1. 신문․잡지코
 2. 어린이자료코
 3. 어린이카운터
 4. 서비스카운터
 5. 이야기실
 6. 교류실101
 7. 교류실102
 8. 교류실103
 9. 교류실104
10. 이벤트공간
11. 작업실
12. 차고(하역장)
13. 앙감시실
14. 탕비실
15. 사자활동실
16. 남측입구
17. 북측입구
18. 종합안내
19. 카페테리아 

지하1층 평면도

1. 서고
2. 귀 서고
3. 서고작업실
4. 필름실

<표 21> 야마나시 립도서  층별 평면도 

공 간 주요실 면 비 율

자료열람부문

 일반자료코  향토자료코  서비스카운터

 면낭독실 신문․잡지코  어린이자료코  

 이야기실 어린이카운터

2,720㎡ 29.7%

문화교육부문
 교류실101 102 103 104 201 202 203

 이벤트공간 다목 홀 
1,187㎡ 12.9%

업무 리부문

 사무실 장실 회의실 서버실 디지털작업실

 차고(하역장) 앙감시실 탕비실 필름실

 사자활동실 서고 귀 서고 서고작업실

2,997㎡ 32.7%

공용부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홀 화장실 테라스

 카페테리아 
2,262㎡ 24.7%

기타부문  기계실 발 기실 등 1,388㎡ -

합 계 -
9,166㎡

*10,554㎡
100%

<표 22> 야마나시 립도서  역별 공간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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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성도 분석 결과

1) 향토자료코 를 구성하여 야마나시 의 지식 자원

을 수집하고 제공

2) 이벤트실과 다목 실을 구성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3) 어린이자료코 는 이야기코 를 함께 구성

4) 크기가 다양한 교류실을 구성하여 민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이용 가능

5) 서고와 귀 서고를 구분하여 장서 보 의 효율성 

높임 

6) 서고, 귀 서고, 필름고로 구분하여 장서와 자료를 

보존

<표 23> 야마나시 립도서  공간구성 분석

있으며,  내의 공공도서  등을 지원하기 

하여 도서 자료 반송사업, 신설된 도서 , 작

은 도서 , 도서 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지

원하는 지원용 도서의 일  출, 지원용 순회 

렵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서 계 립도서 (지역 표 )

 치
오카야마  오카야마시 마루노우치 2쵸메 

6-30

개 년도 2004년 9월 25일

장 서 수
소장능력 230만권 

(열람실 30만권 서고 200만권)

지면  13,277㎡

연 면  17,681㎡

규 모 지하1층 지상 4층

형 태 단독

<표 24> 오카야마 립도서  시설개요 

오카야마 은 15시 10정 2 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 은 7,113.24㎢이다. 그  신조 , 니

시아와쿠라 , 기비추오정은 아직 지역 앙

인 공공도서 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5.2 평면분석

<표 25>는 오카야마 립도서 의 층별 평

면도로 역별 구분  실을 나타낸 것이다. 

오카야마 립도서 은 지하 1층, 지상 3층(서

고 부분은 지상 4층)으로 4개 층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지상 1, 2층에는 민을 한 개방

형 열람 공간과 문화공간, 지상 3층은 업무

리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상 3, 4층에는 

서고와 사무실, 작업실, 장실, 회의실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2층은 개방형의 열람공

간으로 자연․과학․산업자료와 향토자료로 구

성되어 있고, 이를 지원하는 작업실이 붙어 있

다. 앞부분은 앙코어와 함께 문화교육 공간으

로 다목 홀, 오디오․시청각실, 클럽 활동실 

등이 있다. 지상 1층의 뒷부분에는 개방형 열람 

공간으로 일반종합자료와 아동 자료, 참고 자료, 

신문 자료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앞부분에는 입

구와 휴식 공간, 카페 등이 있다. 지하 1층은 주

차장과 연계한 하역장과 도서  력실, 작업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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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 ․ 4층 평면도
 
 1. 자동화서고
 2. 고정서고
 3. 귀 서고
 4. 집서고
 5. 작업실
 6. 구호실(의무실)
 7. 자원 사자실
 8. 도서 정보실
 9. 자료정비실
10. 사무실
11. 회의실
12. 장실
13. 컴퓨터실
14. 인새제본실
15. 기실
16. 탈의실

지상2층 평면도

 1. 오디오시청각 
카운터

 2. 자연과학․산업 
카운터

 3. 향토카운터
 4. 그룹연구실
 5. 개인연구실
 6. 도서자료(향토)
 7. 라우징코
 8. 교통문화자료
 9. 검색코
10. 오디오․시청각

11. 도서자료실
12. 도서자료실 
13. 다목 홀
14. 클럽활동실
15. 촬 실
16. 편집가공실
17. 기기실
18. 시어터
19. 조정실
20. 작업실1
21. 작업실2
22. 탕비실

상1층 평면도

 1. 자동 출기
 2. 출반납카운터
 3. 종합카운터
 4. 인문학카운터
 5. 아동카운터
 6. 장서검색코
 7. 참고자료
 8. 신문코
 9. 면음독실
10. 인문과학자료
11. 외국어자료
12. 아동자료
13. 열람테라스
14. 유아룸

15. 이야기방
16. 아동화장 실
17. 베이비카실
18. 아동도서 

연구실
19. 작업실1
20. 작업실2
21. 경비실
22. 산실
23. 자동반납기
24. 입구
25. 락커룸
26. 휴식공간 
27. 카페

지하1층 평면도

1. 자동화서고
2. 고정서고
3. 귀 서고
4. 집서고
5. 작업실
6. 구호실(의무실)
7. 자원 사자실
8. 도서 정보실

<표 25> 오카야마 립도서  층별 평면도 

4.5.3 공간구성 분석

<표 26>은 공간구성비를 나타낸 것으로, 오

카야마 립도서 의 역 비율은 업무 리부

문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자료열람

부문이 35.8% 차지했고 공용부문은 13.4%이

고 문화교육부문은 3.3%를 차지하고 있다. 

오카야마 립도서 의 공간구성 분석 결과, 

<표 27>과 같이 보존서고 형식을 고정서고, 

집서고, 자동화 서고를 함께 계획하여 더욱 많

은 장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 다. 아동도서

연구실을 구성하여 아동도서에 한 연구 조사

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아실과 별개로 구분하여 

어린이와 유아 서비스를 구분하여 운 하 다. 

휴식공간과 카페테리아는 함께 구성하여 이용

자들의 편의를 도모하 다. 

4.6 분석의 종합 

<그림 4>는 5개의 일본 지역 표도서 의 공

간구성비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업무 리

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자료 열람 공간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공용 부문

이 차지하 으며, 문화교육부문이 가장 낮은 공

간구성비율을 나타냈다. 4개의 다른 도도부 립

도서 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야마나시 립도서

은 업무 리부문과 자료열람부문의 차이가 크

지 않았다. , 공용부문과 문화교육부문의 비율

이 다른 지역 표도서 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표 28>을 보면 5개 의 역별 면  차

이는 있으나, 공간구성비율은 업무 리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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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간 주요실 면 비 율

자료열람부문

일반자료열람(인문과학 외국어자료 향토자료 교통문화 자연과학 사회과학 

산업)

어린이자료열람 오디오․시청각코

4,875㎡ 35.8%

문화교육부문 다목 홀 그룹활동실 미디어공방(촬 실) 미디어공방(편집가공실) 444㎡ 3.3%

업무 리부문
도서 력실 자동화서고 고정서고 집서고 귀 서고 도서 정보실 구호실

자료정비실 사무실 회의실 장실 작업실 인쇄제본실 편의실 기실 
6,476㎡ 47.5%

공용부문 홀 락커룸 휴식공간 카페테리아 로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1,825㎡ 13.4%

기타부문 주차장 4,062㎡ -

합 계 -
13,619㎡

*17,681㎡
100%

<표 26> 오카야마 립도서  역별 공간구성비 

공간구성도 분석 결과

1) 향토자료코 를 구성하여 오카야마 의 지식 자원

을 수집하고 제공

2) 보존서고 형식을 고정서고, 집서고 뿐만 아니라 

자동화서고를 계획하여 많은 장서 보존 가능

3) 미디어 공방, 그룹 활동실, 다목  홀과 같은 문화 

시설을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

4) 아동도서연구실을 구성하여 연구․조사 기능을 

수행

5) 유아실을 별개로 구성하여 어린이와 유아 서비스를 

구분

6) 휴식공간과 카페테리아는 함께 구성하여 이용자들

의 편의 도모

<표 27> 오카야마 립도서  공간구성 분석

<그림 4> 일본 지역 표도서  공간구성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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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립

앙도서

오사카부립

앙도서

후쿠이 립

도서

야마나시

립도서

오카야마

립도서
평 균

자료열람

부문

25.2% 30.7% 34.4% 29.7% 35.8%
31%

5,103㎡ 6,866㎡ 5,875㎡ 2,720㎡ 4,875㎡

문화교육

부문

4.4% 7.3% 1.2% 12.9% 3.3%
 6%

893㎡ 1,628㎡ 210㎡ 1,187㎡ 444㎡

업무 리

부문

60.3% 50.3% 48.8% 32.7% 47.5%
48%

12,181㎡ 11,258㎡ 8,315㎡ 2,997㎡ 6,476㎡

공용부문
10.1% 11.7% 15.6% 24.7% 13.4%

15%
2,038㎡ 2,620㎡ 2,653㎡ 2,262㎡ 1,825㎡

합 계
100% 100% 100% 100% 100%

-
20,215㎡ 22,372㎡ 17,053㎡ 9,166㎡ 13,619㎡

<표 28> 일본 지역 표도서  공간구성비 비교

자료열람부문 > 공용부문 > 문화교육부문의 순

서로 같이 나타났다. 도서 마다 차지하는 

비율은 조 씩 차이가 있었지만, 와 같은 뚜

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업무 리부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

는 도서 을 한 도서 으로써 지원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한 필요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각각의 상호 력 업무별로 사

무실을 구분하여 운 하고 있었다. 를 들면 

서고의 에는 지역 내 도서 을 지원하는 이동

도서 과 하역장 등의 지원 시설이 부문별 열람

실마다 부문별 지원 사무실과 서고 부문의 공간

들이다.

문화교육부문은 강당과 세미나실, 문화 로

그램실 등을 최소한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

는 지역에서 요구되는 문화교육부문은 지역

표  도서 이 아니라 근성이 뛰어난 지역

앙 으로 이 하여 같은 공간의 복을 피하

고 있었다. 

한 자료열람부문을 층 체를 개방형으로 

구성함으로써 복도, 앙 홀 등의 필요 없는 공

용부문을 최소한으로 하여 다른 부문의 필요공

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표도서 은 리  운 을 

하여 건축계획 당시부터 이용자 동선과 운 자 

동선을 구분하고 역할에 맞는 공간을 계획함으

로써 도서 을 한 도서 으로 운 의 효율성

을 극 화하 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지역 표도서  상

호 력 체계와 수행 인 상호 력 서비스, 그

리고 그에 따른 공간구성의 뚜렷한 특징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일본지역 표도서 의 층별 

역 구분  구성 실과 공간구성비율을 종합

하여 분석한 결과 업무 리부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 자료열람부문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공용부문과 문화교육

부문은 상 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하여 일본의 지역 표도서 은 도서 을 

한 도서 으로써 수행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

기 한 다양한 업무 리실들을 고려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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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표도서 은 자료서비스를 심으로 하

는 일반 공공도서 과는 달리 지역 내의 도서

을 지원하는 도서 을 한 도서 으로써 사무

역과 지원 역의 공간들이 많이 요구된다. 그

래서 일본의 지역 표도서 은 자료열람부문을 

층 체를 오  통합형으로 구성하여 복도, 홀 

등의 불필요한 공용면 을 최소화하여 업무 리

부문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효율 인 업무 환경

을 확보했다.

앞으로 건립될 한국의 지역 표도서 은 불

필요한 공용면 을 이고, 문화교육부문을 지

역 앙 과 지역분 으로 이 하여 업무에 필

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 지역 표도서

 기능과 역할에 필요한 다목 실, 시실, 강

의실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계획하고 업무 리

부문은 사무 역, 서고 역, 지원 역 간의 연

계를 고려하여 운 자 동선 계획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범 를 일본으로 제한하 기에 추

후 다양한 도서  선진국들의 지역 표도서  

사례를 조사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

이다. 한 한국의 행정구역별 지역 앙  설치 

황과 인구 황, 상호 력 서비스의 종류 등

의 다양한 기 조사를 통해 지역 표도서 의 

입지, 규모, 공간구성, 면  배분에 한 심도 있

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가 지속해서 진행되어 효율 이고 한국의 실정

에 맞는 지역 표도서 이 건립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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