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광주형‘기적의 놀이 도서관’건립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380%

세부사업명 기적의 놀이도서관 건립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1. 목적

  ❍ 마을 중심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에 시민 개방형 작은 도서관 운영

  ❍ 도서관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역민과 학생의 독서율 및 독서량 증진 

2. 주요내용

  ❍ 광주형‘기적의 놀이 도서관’건립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협력사업 모델 창출

      ※ 부지 및 건축비 교육청 부담/공간 구성 및 운영 인력 지자체 부담  

    - 자료실, 열람, 놀이, 모임 공간 등을 포함한 통합형 공간 조성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310일원(수완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수완2중(가칭): 2020년 3월 개교è (2019.4.) 고실중으로 교명 결정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지자체와의 협력방안’조건 승인으로 주민개방형 체육관 건립 추진 중

    - 기타 예정지: 건립 예정학교 2개교 추후 선정

      ※ 신설학교, 재배치학교, 유휴교실 확보 가능 학교 등 시민개방형 도서관 건립 가능 타당성 검토 추진

  ❍ 예산: 신축 1관 당 630,000천원

    - 부지 확보 및 건물 구축: 500,000천원: 교육청 부담

    - 도서관 비품 및 장서 구입: 130,000천원: 지자체 부담

      ※ 도서관 개관 후 인력 운영 및 인건비  부담: 지자체 부담

  ❍ 사업기간: 2019년 ~ 2021 (3년)

  ❍ 사업규모: 면적 250㎡ 이상 최소 3개관 이상 건립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누적
목표

기적의 놀이도서관 건립 - - - - 33%
(1개관)

33%
(1개관)

67%
(2개관)

100%
(3개관)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기적의 놀이도서관 건립 도서관 수 3개관 3개관 100% 100%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130,000 130,000 130,000 390,000

자  체 500,000 500,000 500,000 1,500,000
계 630,000 630,000 630,000 1,890,00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588,229 5,519,103 1,075,897 7,183,229
계 588,229 5,519,103 1,075,897 7,183,229

확보비율(B/A) 93.3% 876.0% 170.7% 380%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500,000 2,120,373 4,001,978 6,622,351
계 500,000 2,120,373 4,001,978 6,622,351

집행비율(C/B) 85% 38.4% 371.9% 92.1%

4. 추진실적 및 성과

  ❍ 공약사업 추진 계획(안) 수립 (2018.9.27.)  

  ❍ 광산구청과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협의 (2018-2019, 2회) 

    -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교육협력관, 복지문화국 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장 면담

    - 고실중 인근 장덕도서관 및 수완지구 작은도서관(30여 개) 포화로 구청지원 불가

  ❍ 사업추진을 위한 TF 구성 및 협의회 추진(2019.5.~ 12.): 대상 및 내용 확대

   

❖ (대상 확대) 신설학교[고실중]에서 기설학교 및 공공도서관[중앙도서관] 확대

   ① 고실중(2018년 대상 확정)외 추가신설교 없어 마을교육공동체등 활성화학교 추가

      ※고실중은 신설학교임을 감안, 지역개방도서관과 별도로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공간 구축

   ② 교육청 정체성을 살린 공공도서관 조성 위한 중앙도서관 추가

❖ (내용 확대) 

   ① 학교도서관: 마을 중심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에 시민개방형 도서관 운영

   ② 공공도서관: 노후된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청소년 특화 도서관 조성

  ❍ 대상학교 선정 완료(2교) 및 공간 구축 사업 예산 확보・배부(2020.1.~ 6.)

    - 고실중 외, 광주서초, 용봉중 추가 선정 및 사업추진 협의(2020.1.~ 3.)

    - 학교 내 지역개방 공간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2020.1회 추경, 163,000천원) 및 교부

      ※ 대상학교별 개방 공간 특성 및 수요조사 결과 반영 

 

사업대상 지원예산(천원) 지원내용

광주서초 40,000 도서 및 운영 비품 구입, 공간구성 설계 ․ 공사비

용봉중 40,000 도서 및 운영 비품 구입, 학교안전망 구축(공간구분 셔터 설치 등) 

고실중 83,000 공간구성 설계・공사비, 비품기자재 구입 및 자원봉사자 실비

  



❍ 지역개방형 도서관 운영(2020.12.~ 현재)

    - 대상학교별 2021년 사업내용 및 지원 현황

    

학교명 개관 사업내용
지원현황 비고

(개방공간)예산(천원) 내용
광주서초 2021. 3. ~ 학교 내 자료실, 열람, 

놀이, 모임 공간 등을 
포함한 통합형 시민개방 

공간 운영

10,000 사업운영 및
도서구입,

자원봉사실비

잇다 카페(별관 1층)

용봉중 2021. 3. ~ 10,000 학교도서관(별관 1층)

고실중 2020. 12. ~ 10,000 빛리브(체육관 3층)

    - 2021년 학교별 지역개방 사업 현황

 

학교명 개방대상 개방시간 개방내용 비고

광주서초
학생, 
시민, 
마을

단체 등

주중 14:30~18:30
- 문화예술동아리 밴드부 운영: 재학생, 졸업생, 마을 주민 등
- 상시 및 사전예약 공간 활용 및 자율적 이용

자원봉사자 2명

용봉중
화·목 16:30~18:30
토 09:30~13:30

- 학생 돌봄, 주민 소통, 토요프로그램 운영
- 상시 및 사전예약 공간활용

자원봉사자 1명

고실중
주중 16:00~20:00
*코로나 13:00~17:00

- 교육활동, 북카페 및 복합문화공간, 사전예약 공간활동
-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2회)

자원봉사자 2명

* 일과시간은 학생ㆍ교사 대상 개방, 일과 시간 외 학교 실정에 따른 공간 개방 및 사업추진 운영 중

  ❍ 광주중앙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추진(2019. 9.~ 2021. 7.)

    - 사업기간: 2019. 9. ~ 2021. 10. [2021. 10. 재개관 예정]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 23-16, 현) 중앙도서관 

    - 사업규모: 부지면적 3,587.8㎡, 연면적 4,018.55㎡, 지하1층/지상4층

    - 사업추진 일정

    

◦(2019. 9.~12.) 사업계획 수립 및 도서관 명칭 브랜드 공모
◦(2019.11.) 미래형 도서관 구축을 위한 청소년 서비스 수요 설문: 10개교, 중고생 1,813명
◦(2019.11.) 광주형 미래 청소년 도서관 구축을 위한 사업토론회 개최
◦(2020.2.~3.) 공공건축 사전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2020.4.) 내진성능평가 등 구조검토, (2020.5.~10.) 설계 공모 및 용역 실시
◦(2020.11.~12.) 공사계약 의뢰 및 체결 
◦(2020.11.~2021.8.) 중앙도서관 휴관 및 경양초 임시이전, RFID 구축
◦(2020.12.~2021.8.) 석면공사 및 시설 공사 추진
◦(2021.8.~9.) 중앙도서관 복귀, 비품기자재 구매․검수 등
◦(2021.9.~10.) 개관준비 및 재개관[2021. 10. 6.]

5. 우수 사례

  ❍ 광주형‘기적의 놀이 도서관’사업 대상 확대(학교도서관대상→공공도서관 추가)

     - 사업 방향을 미래형 청소년 도서관 모델 구현으로 확장

구분 추진 내용

공약과 연계한
대상 확대

- 학교도서관 시민개방 취지에 따른 당초 공약(3교)은 그대로 추진
- 교육청 산하 시민개방 시설인 공공도서관(중앙도서관)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① 교육청의 정체성을 살린 청소년 특화 도서관 구현 추진 
  ② 정보이용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 소통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 및 공간요구 반영 



 ❍ 중앙도서관 자료실 공간구성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국민생각함 접수(2020.8.)

    - 청소년 특화 공간 등 자료실 공간 구성 관련 시민의견 접수와 반영

    

가. 기간 및 참여대상 : 2020.8.3.(월) ~ 8.14.(금), 누구나
나. 내용: 광주중앙도서관 자료실 공간 아이디어 제안
다. 결과: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 제안 및 참가자 댓글을 통한 의견 수렴(총 10건) 
    ☞ 기관 내부검토를 통한 참가자 의견 반영 예정

 ❍ 고실중학교 내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공간구축(2020.9.개관)

    - 교육공간 별도 확보 및 교육공동체 소통공간, 자료 열람공간 등으로 구성

    

가. 도서교육실: 수업공간/토론공간/개별학습공간/매체제작공간 
나. 자료공간: 책, 멀티미디어 활용/ 전자 정보 활용/ 대출 반납 및 정보 서비스
다. 힐링소통공간: 개별. 소그룹공간/정기간행물/신문 등 열람
라. 업무 및 지원공간: 수업 계획/ 자료 전산화/ 정보 서비스 구축

 ❍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실무워크숍 및 설계 컨설팅 추진(2020.12.)

    

가. 일시: 2020.12.10.(목), 12.11.(금), 12.17.(목) 14:00, 총 3회

나. 내용: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의 실제와 사례 및 특화공간(메이스페이스 조성) 운영 실무 등

다. 참여: 5개 기관 63명, 비대면 온라인 접속 방식(ZOOM 활용)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19년 1 4 1 8

20~21년 8 1 5

  ❍ 2018~2019년 

    - [토론회] 광주의 미래형 청소년도서관 구축을 위한 사업토론회 개최 (2019.11.29)
    - [보도] 페이스북 카드뉴스(1건): 새롭게 변화하는 미래형 도서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2019.9.24.)
    - [언론] "광주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교육청 공약자료집 발간 (NEWSIS, 2019.1.2.) 
    - [언론] 광주교육청, 미래형 도서관 모델 명칭 공모 (광주매일신문 등, 2019.9.23)
    - [언론] 광주시교육청, 미래형 청소년 도서관 공간구축 사업토론회 추진 (2019.11.29., 뉴스워커 등 2건)  
    - [설문조사] 공약사업 도서관 명칭공모 최종 선정 투표 (2019.11월)
    - [유관기관협력] 광산구청, 교육협력 업무협의 추진 ([1차]2018.10.25., [2차] 2019.7.19.)
    - [유관기관협력] 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 건립 TF구성 및 협의회 6회 개최 (2019.6월-11월)
  ❍ 2020~2021년
    - [유관기관협력/TF] 고실중 시민개방 도서관 운영 업무협의(2020.2~3, 3회)
    - [유관기관협력] 광주서초, 용봉중 시민개방 도서관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2020.3, 2회)

구분 추진 내용

중앙도서관
선정사유

- (탁월한 입지적 여건) ① 정책지구[시청 문화마을-동구청 문화예술특구지정] 
  ② 세대를 초월한 기성 세대에서 현재 청소년까지 문화 향유 지역[ACC-학원가-동리단길-카페거리 등] 
- (교육청 도서관 정체성 확보) 학생의 미래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청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 (노후시설 물리적 한계) 개관 30년 건물로 향후 지속적 대수선 필요[석면공사, 내진설계 등]



    - [유관기관협력] 시청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제출: 학교 지역개방 및 중앙도서관 사업 예산지원(2020.8)
    - [설문조사/언론] 국민생각함, 중앙도서관 자료실 공간구성 아이디어 제안 접수(2020.8.)
    - [유관기관협력] 중앙도서관 재구조화 추진 업무협업(교육시설과/중앙도서관/중등교육과, 2020.6~10.6회)
    - [언론] 광주중앙도서관, 재구조화 사업으로 임시휴관 (연합뉴스/뉴시스, 2020.10.16.)
    - [언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고실중 시민도서관 임시개관(뉴시스, 2020.12.13.)
    - [언론] 고실중 학교도서관 ‘학생들의 꿈 자라는 공간으로 만들터’(무등일보 2020.12.28.)
    - [유관기관협력]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실무워크숍 및 설계 컨설팅 추진(2020.12.)
    - [유관기관협력] 중앙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업무 협의회(2021.1.)
    - [언론] 광주중앙도서관 11개월 만에 재개관(남도일보, 2021.10.6.) 
    - [언론] 광주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준공검사 완료, 10월 재개관(호남교육신문, 2021.8.19.) 
    - [언론] 광주중앙도서관 6일 재개관 ‘어린이·청소년 중심 공간’ 새단장(광주매일신문, 2021.10.5.) 
    - [언론] 재단장 광주중앙도서관, 10월 문 연다(전남일보, 2021.8.24.)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당초 계획했던 지자체 협력사업 모델 구현 및 지속적인 지역개방 사업 추진을 위한 시청 

및 지자체 대상 예산지원 등 요청

    - 향후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사업 제안 등을 통해 협의 예정

8. 향후 추진계획

  ❍ (2022.2.) 지역개방 학교도서관 운영 실적 점검 및 2022년 사업추진계획 검토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학교공간의 지역개방 운영은 당초 계획대로 3교 모두 개관 ․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개방 사업 추진함

  ❍ 중앙도서관은 기상 등의 이유로 개관 일정이 당초 2021.7월에서 10월로 연기되긴 하였으나 

2021. 10. 6. 재개관 후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운영 시간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 

도모 예정

주관 중등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윤영(380-4321) 담당자 구영미(380-4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