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지역 정책과 연대

왜 필요한가?

울산작은도서관협회 하현숙



도서관운동가 간송 엄대섭(1921~2009)

• 울산사립도서관 설립(1954)

• 경주시립도서관 설립 관장
• 한국도서관협회 설립 (1955)

조선도서관협회 후속

•마을문고 창시자
- 1961년 26개
- 1974년 30,511개

• 외솔상 수상 (1973)

• 대한도서관연구회장 (1983~ 1987)

• 이동도서관(BOOK MOBILE) 도입
• 공공도서관 개가제 운영 운동
• 오늘의도서관 발행인 (1984-1987)

• 막사이사이상 수상
(1980. 사회봉사부문)

• 은관문화훈장 수훈 (2004)

https://ko.wikipedia.org/wiki/%EB%A7%89%EC%82%AC%EC%9D%B4%EC%82%AC%EC%9D%B4%EC%83%81


연도 계
작은도서관

공립 사립

2010 53 19 34

2011 93 22 71

2012 107 26 81

2013 127 29 98

2014 127 32 95

2015 137 35 102

2016 151 38 113

2017 145 38 107

2018 158 37 121

2019 168 38 130

2020 173 34 139

울산광역시작은도서관증가현황
2020.12.31.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항목

공립 사립

자체
운영

마을
문고

계 개인
새마을
문고

아파트
종교
시설

법인
•단체

계

남구 3 8 11 3 0 14 5 2 24

동구 4 0 4 1 1 5 8 4 19

북구 0 0 0 3 0 27 4 2 36

중구 9 0 9 3 0 14 2 3 22

울주군 10 0 10 0 0 36 1 1 38

전체 28 8 34 10 1 93 20 12 139

울산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별 현황
2020.12.31.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항목

도서관 수 평균 직원 평균 자원봉사자

공립 사립 전체 공립 사립 전체 공립 사립 전체

남구 11 24 35 0 0 0 19 8 11

동구 4 19 23 2 0 1 24 4 7

북구 0 36 36 0 1 1 0 10 10

중구 9 22 31 1 1 1 11 6 8

울주군 10 38 48 1 0 0 1 7 6

전체 34 139 173 1 1 1 12 7 8

울산광역시작은도서관인력현황(평균직원, 평균자원봉사자)

2020.12.31.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평균 예산 현황
2019.12.31.

※ 울산광역시 및 기초단체 당초예산안

지역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합계

울산시

공공도서관 9,111,023,000 2,051,446,000 7,610,325,000 18,772,794,000

공립작은도서관 219,551,950 588,888,200 241,766,030 1,050,206,180

사립작은도서관 201,319,071 322,092,590 455,480,286 978,891,947

남구

공공도서관 4,330,692,000 1,064,137,000 3,322,224,000 8,717,053,000

공립작은도서관 8,580,000 115,817,140 56,766,280 181,163,420

사립작은도서관 12,880,000 35,333,860 55,474,047 103,687,907

동구

공공도서관 1,466,619,000 134,400,000 720,642,000 2,321,661,000

공립작은도서관 130,518,000 3,200,000 77,188,000 210,906,000

사립작은도서관 7,320,590 17,480,000 87,890,421 112,691,011

북구

공공도서관 1,914,891,000 291,934,000 1,282,644,000 3,489,469,000

공립작은도서관 0 0 0 0

사립작은도서관 201,200,000 52,766,301 165,898,000 419,864,301

울주군

공공도서관 1,178,955,000 440,062,000 1,903,571,000 3,522,588,000

공립작은도서관 226,928,430 67,601,020 57,126,000 351,655,450

사립작은도서관 5,036,000 61,000,000 41,071,190 107,107,190

중구

공공도서관 219,866,000 120,913,000 318,244,000 659,023,000

공립작은도서관 222,861,770 32,933,790 50,685,750 306,481,310

사립작은도서관 95,656,000 34,738,910 105,146,628 235,541,538



구•군 담당부서 담당자 수 담당자 업무

울산시 문화예술과 1명
주요업무계획, 공공도서관 및 유관단체 협력 사업, 작은도서관,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종합성과평가

남구
평생교육과

도서관계
2명

공공도서관계 예산, 주요업무보고, 동 마을문고 운영지원

도서관 조성, 남부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관계 서무, 사립작은도서관 및 도서관리 시스템 담당 등

동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1명 동부도서관. 작은도서관

북구
도서관과
도서관계 1명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운영자 교육과정 운영

작은 도서관 신규 및 변경 등록

책 잔치 행사 추진,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울주군
도서관과
도서관계 2명

공립 작은도서관, 책이음・책두레

사립 작은도서관, 올해의 책

중구
혁신교육과
도서관계 1명 사립작은도서관 등록‧변경‧폐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울산광역시 5개구군작은도서관업무담당현황 (2021.6.30. 현재)



항목 2018 2019 2020 2021

남구 0 0 2 3

동구 0 0 0 2

북구 0 0 1 1

중구 1 1 1 1

울주군 0 0 1 2

전체 1 1 5 9

울산광역시 순회사서 구군별 배치현황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성동문화재단)



시군구 조례명 제정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011-11-07 조례 제

1248호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3.18 조례

제734호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06.09 조례

제534호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3.25 조례 제

550호

중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9.27 조례

제717호

울주군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08.06.30 조례 제

433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조례제정 현황



2019.3.11(월) 10:00  울산도서관 1층, 종합영상실

2018.10.24~10.26 제55회전국도서관대회

-울산작은도서관협의체결성결의 -



2019.3.11(월) 10:00  울산도서관 1층, 종합영상실

1차준비모임 :  2019.1.21 (월) 울산남구울림북카페 / 16인참여

2차준비모임 :  2019.2.18 (월) 울산남구울림북카페 / 14인참여

3차준비모임 :  2019.2.22(금)  정관만들기 / 초대장만들기실무준비모임

4차실무회의 :  2019.3.4 (월)  정관마무리 / 점검회의



2019.3.11.(월) 울산작은도서관협회창립총회



남구(8) 동구(3) 북구(15) 울주군(6) 중구(5)

대공원대명루첸아파트도서관 책방의 하루 극동푸른작은도서관 문수산더샵작은도서관 꿈틀꿈틀작은도서관

마이코즈 문고 더불어숲작은도서관 꿈꾸는작은도서관 아너스빌작은도서관 세린작은도서관

신선산휴먼빌도서관 명덕이음작은도서관 다울림작은도서관 지혜샘터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책마을

울림북카페 드림에뜰1차 작은도서관 해보리작은도서관 에뜰3차아름도서관

책마루도서관 수자인작은도서관 황금똥작은도서관 작은여우숲도서관

꿈꾸는 고래 도서관 아름드리작은도서관 책마루작은도서관

미소나눔도서관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대현더샵2단지작은도서관 책가방작은도서관

책놀이터작은도서관

책마루작은도서관

책사랑작은도서관

푸른작은도서관

햇살작은도서관

책누리작은도서관

하랑작은도서관

울산작은도서관협회회원도서관 (37개관)



울산작은도서관들의 지역별 현황

1) 남구작은도서관 현황
: 공립작은도서관 11개관,사립작은도서관 24개관 (35개관)

∙ 주민센터 안 마을문고를 공립작은도서관이라 부름
∙ 모두 자원봉사체제로 운영 (20명~30명이 돌아가면서 안내자리를지키고 있음)
∙ 사용프로그램 케이라스
∙ 공립작은도서관예산 8,100만원
∙ 공립작은도서관 / 도서구입비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550만~700만원
∙ 사립작은도서관 예산 2018년 2,000만→2019년 2,400만
∙ 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구입비 등록된 지 1년 이상 된 도서관 일체 200지원

- 남구공립작은도서관
→ 체계가 구청에도 속해있고 새마을금고에도 속해있다.
새마을금고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
새마을문고 봉사자들이 대부분 5~60대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낮아 주민대응력이 떨어진다.
자원봉사자가 30명씩 열흘에 3시간 봉사하는 체계라 일의 연계성이 전혀 없어 이
용자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



울산작은도서관들의 지역별 현황

2) 동구 작은도서관 현황

: 공립작은도서관 4개관,사립작은도서관 19개관 (총23개관)

・ 동구는 2019년 1월 도서관계 없앰.

・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동부도서관밖에 없음

・ 공립작은도서관 4개관예산 2018년 2,880만원 → 2019년 1,920만원 50%삭감

(1개소당 480만원 인건비,운영비 예년그대로지원)

・ 사립작은도서관 17개소 예산 2018년 2,700만원 → 2019년 1,350만원 50%삭

감 (1개소당 7~80만원)

・ 동구청에 작은도서관 등록만 하면 운영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지원



울산작은도서관들의 지역별 현황

3) 북구작은도서관현황

: 공립 0개관,사립작은도서관 36개관
네트워크된 13개관,그 외 작은도서관23개 (총 36개관)
・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2021년3월~ 상호대차 시행
・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연간 1,100만원 지원
・ 인건비 660만원(매월55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운영비 120만원,
프로그램비 120만원지원(네트워크 작은도서관)
・ 그 외 작은도서관 구청에 등록된 뒤 1년이 경과한 도서관에 공문 발송
→ 도서구입비 신청서작성
・ 지원신청서의 서류심사를 거쳐 4개소에 연간 2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네트워크도서관 13개관)
- 2019년 창립
- 격월 운영회의
- 격월 책 읽기 모임
- 울산북구운영자교육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서 교육내용을 만듬
- 스스로아카데미등 공동 지원사업을 통한 성장
- 울산북구책잔치 하나의 테마로 함께 진행



울산작은도서관들의 지역별 현황

4) 울주군작은도서관 현황

: 공립작은도서관 10개관,사립작은도서관 38개관 (총48개관)

① 상호대차 (14개관의 상호대차 실시)
・ 2014년부터 실시 주 2회
・상호대차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높음→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
・ 군립-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도서관, 군립작은도서관12개소
・ 책배달형식 –책두레 /입찰자 선정 후 위탁
・ 사용프로그램 : 군립-케이라스 / 사립 대부분 코라시스

② 울주군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 군에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도서관은 일괄 2,200,000원 지원
도서구입비 2,000,000, 프로그램비 220,000(강사비 110,000×2회)

울주군작은도서관협의회
2011년 창립
- 매월 1회 월례회-정보교환 및 운영지원
- 매년 도서관학교운영
- 돌아가면서 회장 역임
- 신규도서관 지원및 정보공유



울산작은도서관들의 지역별 현황

5) 중구작은도서관 현황

: 공립작은도서관 9개관,사립작은도서관 22개관 (총 31개관)

∙ 작은도서관예산 1,658만원 사립개소당 110만~130만 차등지원

∙ 약수골도서관을 비롯한 공립작은도서관 주민센터안 위치 18개소

∙ 관리- 없음/ 주민센터일을 보면서 주무관이 틈틈이 보고 있음

∙ 사용프로그램-케이라스

∙ 사서직 공무원 2명

∙ 중부도서관 2022년 준공예정

∙ 순회사서 -함월도서관, 옥골샘, 복산2동 외 1개관 주 1회 순회 (3월~11월)



1. 울산시행정자치위원장 간담회

2. 울산시 행정자치국장과 관련 공무원 간담회
3.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설계 실시(울산도서관)
4. 스스로아카데미 운영
5. 코라시스넷 교육(국립중앙도서관 - 노트북 제공)
6. 작은도서관관계자 의무교육 실시
7. 울산동구 의원 간담회(조례 개정 제안)
8. 송철호 울산시장간담회
9. 아름다운가게 회원도서관 지원협조 및 시행
10. 2021년 회원 도서관 전수 방문(회장, 사무국장)

- ‘이용자를 왕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배포
- 도서관 운영 현황 실태 파악

11. 교육청 마을학교사업 정보 공유 – 지원방법, 정산서류등 공유
12.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우리동네지식강사 정보 공유 및 운영
13. 월 1회 운영위원회의
14. 울산도서관 – 작은도서관운영자교육- 협회회원도서관에서 실시
15. 울산시주최 ‘공동주택관리자 의무교육’, ‘공동주택입주대표자교육시’

작은도서관 홍보및 협조요청

울산작은도서관협회 활동



협회가 해야 할 일

- 의원연구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의지가 되는 협회

울산작은도서관 협회의 한계

- 협회일을 할 전담 인력이 없다

작은도서관의 미래를 만드는 울산작은도서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