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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가. 연혁

연월일 연     혁
1974.  3. 15. 전남 광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1990.  4. 10. 광주송정도서관 개관(지하1층, 지상2층, 신축)
1991. 12.  6. 3층 열람실 증축
1993.  2.  1.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1995. 10.  7. 4층 문화교실 증축
2001.  5. 12.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부설 송정도서관
2002. 12.  2. 광주송정도서관으로 기관 독립
2008.  1.  1. 제 9대 김경욱 관장 부임
2011.  1.  1. 제 10대 안영희 관장 부임
2012.  7.  1. 제 11대 이랑순 관장 부임
2014.  1.  1. 제 12대 박금화 관장 부임



관리과 문헌정보과
․ 도서관 운영의 기획
․ 관인관리, 일반서무 및 보안
․ 인사·복무 및 상훈
․ 예산 운영 및 각종 회계
․ 물품 및 재산 관리
․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 소방 및 민방위 업무
․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관리 및 분석
․ 도서선정위원회 운영
․ 도서관 자료관리
․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 도서관 자료의 수증 및 교환
․ 도서관 자료의 이용지도 및 열람지도
․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 각종 문화행사의 운영
․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 도서관 이용자 및 자료이용 통계

 나. 조직과 기능
    1) 기구

관 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리과 문헌정보과

    2) 직원 현황                                           (2014. 4. 1.기준)
구분 합

계
교육행정 사서 사무운영 운전 시설관리

5급 7급 8·9급 소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7급 8·9급 소계 7급 8·9급 소계 7급 8·9급 소계
정원 18 1 1 2 4 2 3 2 1 8 3 3 1 1 2 1 1
현원 18 1 2 1 4 2 3 2 1 8 3 3 2 2 1 1

    3) 주요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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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 액 551 604 502 435

    2) 시설 현황
     ○ 토  지 : 3,360㎡(1,016평, 국유림․산림청 소관)
     ○ 건  물 : 3,310㎡(1,001평, 지하 1층, 지상 4층)
     ○ 이용자 시설                                    

 (2014. 4. 1.기준)
     실별구분 계 정보

자료실 어린이실 열람실 강의실 간행물실 휴게실 동아리
방

실 수 12 1 1 3 4 1 1 1
면적(㎡) 1,376 237 249 305 487 50 34 14
좌석수 604 12 96 242 196 28 30   

     ○ 관리실 및 기타시설
     실별구분 계 관리실 기 타 시 설

관리실 전산실 전기실 기계실 서고 협의회실 기타
실 수 10 5 1 1 1 1 1

면적(㎡) 1,934 359 14 34 173 490 50 814

2. 주요사업 추진실적

  가. 지식⋅정보의 접근성 강화 
 개       요

   급변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어린이도서, 다문화도서 등 양질의 최신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원스톱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책바다(상호대차) 및 찾아가는 도서대출 자료 



제공 등 정보자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도서관 자료의 확충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확보하여 양질의 자료 28,360권을 구입
하였고, 공공기관 및 개인에게 기증받은 도서를 엄선하여 장서로 등록하는 등 자료 
1,433권을 확충하였다.

    원스톱 도서 서비스 운영
   도서대출 예약서비스를 통해 10,924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낮 시간 도서관 이용
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예약해 둔 도서를 야간(18:00~22:00)에 대출해 주는 예약
도서 대출서비스를 233건 제공하였다. 또한 도서반납 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한 24시간 
도서반납 서비스를 통해 26,285권의 도서를 반납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 �� � ��� �� ��� �� 현황]
                                                                    (단위 : 권, 건)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료 확충 권수(구입) 8,518 8,237 7,965 3,640
자료 확충 권수(기증) 498 329 406 200
도서대출 예약서비스이용권수 2,900 3,440 2,984 1,600
야간 예약도서 대출권수 51 75 72 35
24시간 도서반납권수 7,010 8,383 7,292 3,600
책바다 제공건수 9 26 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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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및 전망

   연간 장서 확충계획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충하여 현재 
198,000여 권에 달하는 자료로 이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정보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도서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최신 자료 및 각 분야별 양질의 자료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식정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지적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도서관 만족도를 높이고, 자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위주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나.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확산 
    1) 창의력 신장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개       요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평생 독서습관의 근
간을 형성하고 창의·인성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일일도서관교실 및 겨울⋅여름방학 
독서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일일도서관교실 운영
   광산구 관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현장 견학을 통한 조기 독서
지도를 실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독서습
관을 형성하여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였다.

[����� �� 현황]
(단위 : 회, 명)

        연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초 28 727 29 710 44 1,079 25 556
유 40 1,252 42 1,271 29 906 25 528

    겨울 · 여름방학 독서놀이터 운영
   광산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후체험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독서지도를 
실시하여 올바른 독서태도를 기르고 독서의 필요성을 재인식시켰다. 또한 도서관을 더욱 즐
겁고 친숙한 곳으로 만들어 창의력 및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도
프로그램명

2011 2012 2013 2014
횟수 참여인 횟수 참여인 횟수 참여인 횟수 참여인

[겨울⋅���� ����� �� 현황]
                                                                    (단위 : 교, 명)

       연도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교수 참여인원 학교수 참여인원 학교수 참여인원 학교수 참여인원
겨울방학 독서놀이터 10 46 9 42 8 44 9 37
여름방학 독서놀이터 10 48 9 40 9 37

  성과 및 전망

   일일도서관교실과 겨울·여름방학 놀이터는 청소년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독서의 
생활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꿈
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도서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존 행사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다양한 대상에 맞추어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발맞추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마음치유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개       요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및 독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성 있고 심
신이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책과 아이의 행복한 책
여행, 신나는 책도락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인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및 우등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책과 아이의 행복한 책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를 직접 방문하여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나는 책도
락 여행’을 운영하였다.

[���� ��� �� ������ �� 현황]
(단위 : 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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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원 원
도서관과 함께 
책 읽 기 24 254 48 748 49 971
책과 아이의
행복한 책여행 28 20 32 20
신나는 책도락 
여 행 14 19 32 20

  성과 및 전망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격려를 함으로써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
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3) 책 읽는 사회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개       요

   독서 및 도서관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책 읽는 기쁨을 
누리고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였다.

 추 진 실 적

    독서 인구 저변 확대
   매년 도서관주간(4.12.~4.18.)과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하여 지역주민들의 독서의식 
고취 및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독서행사를 실시하여 65,676명의 시민들이 참여
하였다. 또한 송정독서회, 학부모독서회, 꿈꾸는 독서회 등 3개 독서회를 118회 운영하
여 독서생활화 정착에 기여하였다.

[������ �� 현황]�

                                                                    (단위 : 명)
          연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도 서 관 주 간 5,514 5,791 6,192 6,210
독 서 의 달 20,388 20,246 1,335
독  서  회

3개 독서회
33회 358명 

참여
3개 독서회
33회 345명 

참여
3개 독서회
35회 354명 

참여
3개 독서회
17회 199명 

참여



  성과 및 전망

   매년 실시되는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달 행사를 통해 도서관의 역할과 필요성을 대외
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책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도서관이 일상에서 자
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적인 공간이 아닌 살아 숨쉬
는 유기체로서 도서관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하였다. 향
후에도 적극적인 도서관 홍보와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통해 온 시민이 책 읽는 사회
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도서관이 정서적으로 목마른 지역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
    1) 청소년 강좌 운영
 개       요

   2012년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과 더불어 토요 청소년 강좌를 개설하였다. ‘상⋅하
반기 토요 청소년 성장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 일조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초등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즐거운 토요일을 보낼 수 있
도록 ‘토요 청소년 힐링프로젝트’를 신설하였다. 또한 꿈과 창의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
는 다양한 방학강좌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보람된 방학생활을 지원해 왔다.
 추 진 실 적

    토요 청소년강좌 운영
   학기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토요 청소년 성장프로젝트’에서는 독서치료, 요
가, 역사, 과학, 수학, 미술, 논술, 세계지리, 한자 등 16개 강좌를 개설하여 4,26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2013년에 신설한 ‘토요 청소년 힐링프로젝트’는 다양한 체험형 특강
을 18회 운영하여 7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방학 중 청소년강좌 운영
   겨울⋅여름방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논술, 사회, 한자, 영어, 미술, 요가, 역사, 과
학, 스피치, 수학 등 26개 강좌를 개설하여 7,4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 ��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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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토요청소년
성장프로젝
트

9개 강좌 각 16회 
2,196명 참여

4개 강좌 각 16회 
1,176명 참여

3개 강좌 각 15회 
891명 참여

토요청소년
힐링프로젝
트

매월 1회 특강 12
회
464명 참여

매월 1회 특강 6
회
236명 참여

겨울방학
청소년강좌

4개 강좌 각 15회 
1,096명 참여

4개 강좌 각 15회 
1,379명 참여

3개 강좌 각 12회 
775명 참여

3개 강좌 각 12회 
647명 참여

여름방학
청소년강좌

4개 강좌 각 15회 
1,635명 참여

4개 강좌 각 15회 
1,283명 참여

4개 강좌 각 9회 
585명 참여

9개 강좌 각 16회 
2,196명 참여

 성과 및 전망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된 2012년 이후 5,000여명의 청소년이 우리 도서관의 토
요 강좌에 참여했다. 향후 우리 도서관의 토요 청소년강좌는 강의식 수업방식에서 벗어
나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강좌 위주로 개설하여 사고력 및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질 높은 강좌를 우리 지역 청소년에게 제공할 계획이
다. 또한 양질의 청소년 방학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앞
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설⋅운영하여 꿈과 재능이 
커가는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 성인문화강좌 및 소외계층강좌 운영
 개       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가선용, 문화 향유, 자기 계발을 위한 상⋅하반기 성인문화강
좌 서예교실, 건강요가, 야간스피치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취약계층을 포
함한 모든 지역민에게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구애되지 않는 공평한 평
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무의탁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상⋅하반기 성인문화강좌 운영 
   상⋅하반기 성인문화강좌는 서예교실, 건강요가, 한글교실, 야간스피치클리닉 등을 운
영하여 2011년 이후 지역주민 16,909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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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 반 기 4개 강좌 각 32회 
2,980명 참여

4개 강좌 각 32회 
2,690명 참여

3개 강좌 각 32회 
1,560명 참여

3개 강좌 각 32회 
2,050명 참여

하 반 기 4개 강좌 각 32회 
2,988명 참여

4개 강좌 각 32회 
2,941명 참여

3개 강좌 각 32회 
700명 참여

    소외계층 강좌 운영
   지적장애인 대상 문해교육인 희망가득 우리글 배움 교실과 청각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위한 홈베이커리 스쿨을 운영하였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
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여 1,726명의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만끽했다. 한
편 이주여성의 우리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강좌에 165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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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대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장애인

희망가득우리글
배움교실, 홈베이커
리스쿨 :
36회 운영,
20명 접수
총 343명 참여

희망가득우리글
배움교실 :
48회 운영,
20명 접수
총 445명 참여

희망가득우리글
배움교실 :
46회 운영, 
23명 접수
총 448명 참여

희망가득우리글
배움교실 :
24회 운영,
21명 접수
총 484명 참여

만 65세 
이상
노인

독후 공예강좌 :
13회 운영,
16명 접수
총 208명 참여

공예 및 노래 강좌 
: 77회 운영,
64명 접수
총 1,248명 참여

행복나눔공예교실:
18회 운영,
15명 접수
총 270명 참여

이주
여성

천연비누로
만나는 세상:
11회 운영,
15명 접수
총 165명 참여

  성과 및 전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
양한 강좌를 꾸준히 개설하여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기관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향후에도 지역정보문화센터로서 지역민들의 교양⋅학습⋅여가선용의 발판이 되도록 각 
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3) 초등학력인정 성인문자해득교육 운영
 개       요

   학령기를 놓친 만 18세 이상의 저학력 성인, 지역사회에 이주한 외국인에게 의무교육 
및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력인정 성인문자해득교육 1~2단계를 운영하
고 있으며, 초등학력인정 성인문자해득교육은 각 단계별 1년 과정으로 1단계에서 3단계 
이수할 경우 초등학력이 인정된다.

 추 진 실 적

    초등학력인정 성인문자해득교육 운영
   2013년 1단계 2개반 72명의 학습자를 모집하여 1년 간 초등1∼2학년 수준의 교육과
정을 운영하여 34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2014년에는 1단계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초등 1∼2학년 수준의 교육과정, 1단계 이수자를 대상으로 초등 3∼4학년 수준의 2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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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단계 2013년 2014년
1단계 2개반 72명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 34명 1개반 30명 운영
2단계 1개반 34명 운영

   성과 및 전망

   초등학력 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1~2단계 운영과 더불어 초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
도록 향후 3단계(5~6학년 수준) 과정을 신설하여 배움의 시기를 놓친 저학력 성인에게 
의무교육 및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
이다.

  라. 협력과 상생의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개       요

   도서 2,000여권을 탑재한 35인승 버스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
며, 지역 주민들의 책 읽는 습관 형성과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를 운영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을 지원함으로써 장서의 부족과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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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실 적

    이동도서관 운영
   매주 화~금요일까지 광산구 지역 21개 아파트 단지(첨단, 하남, 신창, 수완지구 등)
에 각 지역별로 매월 2회 운영하여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학교도서관 지원
   연중(월, 금요일) 광산구·서구 관내 3개 학교도서관(임곡초, 동곡초, 상무중)을 매월 
1회 방문하여 100권 이내의 도서를 대출·반납하고, 사서 및 담당직원 간 멘토링을 실시
하였다.

    작은도서관 지원
   매주 월·금요일에 광산구 지역 11개 작은도서관(삼도동 주민센터, 송광종합사회복지
관,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신창호반주민문고, 상록어린이집, 도산동 
대주1차 주민문고, 이지더원 주민문고)에 각 기관별로 매월 1회 방문하여 100권 이내의 
도서를 대출·반납하고, 사서 및 담당직원 간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순회문고 운영
   연중(매주 월·금요일) 광산구 지역 4개 산업체 및 공공기관, 법인 등(동곡 군부대, 광
산 경찰서, 광주 나자렛집, 광주경찰청 전․ 의경 교육대)에 각 기관별로 매월 1회 방문하
여 100권 이내의 도서를 대출 및 반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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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권)

     연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동도서관 대출권수 41,891 46,565 46,811 23,000
학교도서관 대출권수 1,165 2,120 1,770 1,000
작은도서관 대출실적 2,361 4,940 5,184 2,500
순회문고 대출실적 2,200 2,200 2,921 1,500



  성과 및 전망

   원거리 주민들에게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도서를 대출해 줌으로써 도서관 혜택이 고루 
미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도서관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
서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작은도서관 및 순회문고의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
의 도서를 제공하여 여가시간의 활용과 독서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