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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정보욕구 충족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체계적·합리적 장서 개발 및 공정성 확보

 2. 근거
   ❍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 2022년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주요업무 계획

   ❍ 2021년 도서관 이용자 인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자료봉사실-661, 2021.12.9.)

Ⅱ 일반 현황

 1.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도 서 시청각자료 정기간행물 계

2022년
(증감)

231,110
(7,310)

2,400 9,000 242,510
(7,310)

2021년 223,800 2,400 9,000 235,200

 2. 자료 보유 현황
   가. 도서
                                                                        (2022.1.1. 현재, 단위 : 권)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국
내
서

일반 8,093 11,484 7,116 32,084 8,024 22,920 12,292 7,632 65,045 14,998 189,688

아동 1,827 2,057 959 6,660 7,724 2,241 1,324 1,874 35,884 6,509 67,059

소 계 9,920 13,541 8,075 38,744 15,748 25,161 13,616 9,506 100,929 21,507 256,747

국
외
서

영어 356 15 18 133 346 119 28 512 4,252 161 5,940
기타 50 69 23 333 44 367 20 66 1686 204 2,862

소 계 10,276 13,556 8,093 38,877 16,094 25,280 13,644 10,018 105,181 21,668 262,687

총 계 10,326 13,625 8,116 39,210 16,138 25,647 13,664 10,084 106,867 21,872 265,549

비율(%) 3.9 5.1 3.1 14.8 6.1 9.7 5.1 3.8 40.2 8.2 100



- 2 -

   나. 비도서

                                                                        (2022.1.1. 현재, 단위 : 점)

구분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계오디오
CD

어학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DVD CD-

TITLE 기타 소계 E-BOOK VOD 소계

점수 319 1,323 1,116 3,805 1,474 721 8,758 10,411 680 11,091 19,849

Ⅲ 2021년 자료확충 실적 및 이용 현황

q 2021년 자료확충 실적

 1. 구입 자료

   가. 도서 : 16,142권

                                                                        (단위 : 권)

년도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2021

일반도서 355 568 268 1,921 366 1,119 489 241 2,649 620 8,596

아동도서 69 81 44 571 702 231 98 116 2,918 496 5,326

국외서 0 3 3 16 7 4 4 81 678 4 800

교과연계 37 46 6 226 274 95 35 41 556 104 1,420

총 계 461 698 321 2,734 1,349 1,449 626 479 6,801 1,224 16,142

비 율(%) 2.9 4.3 2.0 16.9 8.3 9.0 3.9 3.0 42.1 7.6 100

2020
구입도서수 557 803 271 2,726 1,388 1,483 573 454 6,422 1,315 15,992

비 율(%) 3.5 5.0 1.7 17.0 8.7 9.3 3.6 2.8 40.2 8.2 100

  ※ 분담수서 : 기술과학
  ※ 이용자 희망도서 : 1,891권(구입도서 대비 11.7%)

   나. 비도서 : DVD 110점, 정기간행물 62종 64부

 2. 기증 자료

구 분
도서

정기간행물
일반도서 아동도서 소계

권(부)수 512권 39권 551권 3,25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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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도서 이용 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 권)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일반도서 4,607 7,145 1,920 24,090 5,482 13,344 4,214 2,804 49,405 6,415 119,426
(32.2%)

아동도서 3,819 5,857 2,469 22,973 34,614 7,789 3,819 8,318 137,502 23,748 250,908
(67.8%)

계 8,426 13,002 4,389 47,063 40,096 21,133 8,033 11,122 186,907 30,163 370,334

이용률(%) 2.3 3.5 1.2 12.7 10.8 5.7 2.2 3.0 50.5 8.1 100

  ※ 일반도서 이용순위 : 문학>사회과학>기술과학>철학>역사>자연과학>총류>예술>언어>종교

  ※ 아동도서 이용순위 : 문학>자연과학>역사>사회과학>언어>기술과학>철학>총류,예술>종교

Ⅳ 2022년 자료확충 계획

 1. 기본방침 및 자료별 확충 계획
   가. 기본방침

    1) 2021년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반영

구분 내용

주제별 

자료구성

선호도

· 일반도서

 

·아동도서
 

- 일반도서 : 문학(21.72%) > 역사(14.62%) > 예술(13.98%) > 사회과학(9.89%) > 총류/기술과학(각 9.25%)
- 아동도서 : 문학(16.81%) > 자연과학(13.62%) > 교과연계(12.98%) > 역사(12.34%) > 언어 (10.21%) 

자료확충

건의사항

이용자 의견 개선 및 정책반영

· 어린이 전집 및 과학, 영어 주제 분야  
도서 비치 확대

➜ 다양한 어린이 전집, 과학 및 영어 분야 어린이  
 도서, 역사 분야 도서를 더욱 다양하게 구성

· 역사 주제 분야 도서 비치 확대

· 인기도서 복본 구입
➜ 이용자 희망도서, 예약 많은 도서, 다대출 도서,  

  서점별 베스트 도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구입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

· 시리즈 도서 중 제적도서 재구입 ➜ 현황 파악을 통해 순차적으로 교체
· 오래되거나 파손·훼손된 도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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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기구입은 월 1회(연 11회), 희망도서는 월 2회(연 22회) 구입을 원칙으로 함

    3) 자료이용현황, 장서보유현황, 출판현황을 반영하여 전 주제분야의 자료를 

다양하게 확충

    4) 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신간자료를 우선 선정하고, 소장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선정

    5) 특색자료인 「교과연계 독서자료」 중점 수집

    6) 분담수서 주제인 기술과학 분야 자료는 10% 내외로 수집

    7) 이용자 예약 대기가 많은 도서는 복본 수집  

 

   나. 자료별 확충 계획

    1) 도서

     m 수입별

    

구분 도서 DVD 정기간행물

구입 15,400권 110점 62종 66부

기증    500권 · ·

계 15,900권 110점 62종 66부

      ※ 도서 단가 산출 기초자료

    

구분 도서구입비 구입권수 권당 평균
구입 단가 비고

2022 계획 231,110천원 15,400권 15,000원 대한출판문화협회 2020년 
도서평균정가 : 16,420원2021 실적 223,800천원 16,142권 14,000원

     m 대상별

    

구 분
2022년 

도서구입목표량
도서보유현황
(2021.1.1. 현재)

2021년
도서대출현황

권수(권) 비율(%) 권수(권) 비율(%) 권수(권) 비율(%)

일반도서 7,700 50 191,989 72.3 119,426 32.2

아동도서 7,700 50 73,560 27.7 250,908 67.8

합계 15,400 100 265,549 100 370,334 100

     m 주제별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권수(권) 462 616 231 2,079 1,309 1,463 539 539 6,776 1,386 15,400

비율(%) 3.0 4.0 1.5 13.5 8.5 9.5 3.5 3.5 44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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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별 산출 기초자료
(단위 : 권, %)

   

구분 이용률 장서현황 출판현황 이용자 
설문조사 계

가충치 목표치 총 권수
반영비율 60% 20% 15% 5% 100%

총류 2.3
(1.4)

3.9
(0.8)

3.1
(0.5)

8.9
(0.4) 3.1 △0.1 3.0 462

철학 3.5
(2.1)

5.1
(1.0)

5.0
(0.7)

4.6
(0.2) 4.0 4.0 616

종교 1.2
(0.7)

3.1
(0.6)

6.9
(1.0)

0.9
(0.1) 2.4 △0.9 1.5 231

사회과학 12.7
(7.6)

14.8
(2.9)

26.2
(3.9)

9.5
(0.5) 14.9 △1.4 13.5 2,079

자연과학 10.8
(6.5)

6.1
(1.2)

1.8
(0.3)

10.5
(0.5) 8.5 8.5 1,309

기술과학 5.7
(3.4)

9.7
(2.0)

15.2
(2.3)

8.6
(0.5) 8.2 1.3 9.5 1,463

예술 2.2
(1.3)

5.1
(1.0)

5.2
(0.8)

12.6
(0.6) 3.7 △0.2 3.5 539

언어 3.0
(1.8)

3.8
(0.8)

4.1
(0.6)

9.4
(0.5) 3.7 △0.2 3.5 539

문학 50.5
(30.3)

40.2
(8.0)

27.9
(4.2)

20.6
(1.0) 43.5 0.5 44 6,776

역사 8.1
(4.9)

8.2
(1.7)

4.6
(0.7)

14.4
(0.7) 8.0 1.0 9.0 1,38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5,400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문학, 역사) 반영 및 분담수서 주제(기술과학)에 가중치 부여

     m 큰글자도서, 다문화도서, 교과연계도서

    

구  분
2022년

구입 목표량

2021년 자료 확충 실적 도서보유현황
(2021.1.1. 현재)

구입 기증 계

큰글자도서 120권 142권 23권 165권 1,233권

다문화도서 800권 800권 - 800권 8,802권

교과연계도서 1,400권 1,420권 - 1,420권 9,713권
  

    ※ 다문화도서 : 연간 구도서 목표량(15,400권)의 5.2%(2021년 : 5%)

    ※ 교과연계도서 : 연간 구입도서 목표량(15,400권)의 9%(2021년 : 8.8%)

    2) 비도서 자료                     

    

구  분
2022년 

구입 목표량
2021년 자료 확충 실적

도서보유현황
(2021.1.1. 현재)

DVD 110점 110점 3,805점

연속간행물
62종 66부

(신문 20종 24부, 
잡지 42종 42부)

62종 66부
(신문 20종 24부, 
잡지 42종 4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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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월별 확충 계획 

(단위 : 권, 점)

  

        월 별
 자료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반 13,080 1,500 1,300 1,200 1,200 1,400 1,200 1,200 1,200 1,100 1,000 780 -

다문화 800 - - - - 500 - - - - - 300 -

큰글자 120 - 60 - - - - - - 60 - - -

교과연계 1,400 - - 800 - - - - 600 - - - -

DVD 1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정기
간행물

연 중 구 독(62종 66부) 

    ※ 이용자 희망도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는 수시 구입

 2. 자료선정 기준 및 방법
   가. 자료선정 기준

    1) 일반자료

     m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각 연령층을 고려한 다양한 주제의 자료

     m 신뢰도가 높은 기관 및 단체에서 선정한 추천 및 권장도서

     m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 및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m 일반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는 자료

     m 소프트웨어교육자료(코딩, 인공지능 등) 및 창의융합교육 관련의 미래역량

교육 자료 중점 수집

     m 외국인 및 국제결혼 가정에 필요한 다문화 관련 자료 수집

     m 향토자료, 대구·경북 지역작가 자료 등 적극 수집

     m 집단대출, 학교도서관 희망 도서, 독서회 토론도서, 독서문화 관련 행사,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추천 권장도서, 빅데이터 분석 도서 등은 복본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

     m 디지털콘텐츠는 최신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관람불가 자료 제외

    

þ 제외기준

· 전통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 · 범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

·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자료 · 지나치게 선정적인 자료

·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 시험을 대비한 각종 수험서

· 폭행·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한 내용의 자료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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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자 희망도서

     m 운영기간 : 2022. 1. 2.(일) ~ 2022. 11. 30.(수)

     m 운영횟수 : 월 2회, 총 22회

     m 신청자격 : K·LAS 통합 인증 회원

     m 신청권수 : 1인 월 2회, 2권 이내 반영

     m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자료실 검색대 활용 

     m 선정기준 : 일반도서의 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 도서관 소장도서, 구입·정리중인 도서, 중복신청도서

       - 출판된 지 3년이 경과된 도서(단, 컴퓨터, 과학분야는 출판 후 2년 이상 된 자료)

       - 고가(50,000원 이상) 도서

       - 유사 주제의 도서가 이미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 각종 수험용 자료(자격증 취득 포함), 문제집, 학습참고서, 대학교재 등

       - 시리즈(3권 이상), 전집, 무협지, 판타지, 로맨스 소설, 만화 등(단, 문학적 

가치가 인정된 소설, 우량 학습만화, 전문주제분야의 이해를 돕는 만화는 예외)

       - 국외서, 쓰기 책, 어린이 놀이책, 컬러링 북, 휴대용 소책자, DVD 및 

정기간행물 등 비도서

       - 영리·정치 목적인 자료, 특정 종교 및 단체, 특정 출판사 자료만 집중 신청한 경우

       -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도서 등 기타 공공도서관 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품절, 절판, 국내 미출간 도서 및 서지사항이 불명확한 자료 

   나. 자료선정 방법

    1) 출판저널, 각종 출판사 신간 목록 및 권장도서 목록, 신문의 신간 목록, 

전문가의 서평지, 각종 독서관련 유관기관의 도서정보 활용

    2) 자료선정위원회, 독서관련 전문가, 자료실 담당직원의 추천도서 등 의견 수렴 반영

    3) 기타 언론매체 및 인터넷 서점 서평내용 참고

    4) 인터넷 및 서점 현장 수서 병행 

Ⅴ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1. 근거 :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8 -

 2. 자료선정위원회 구성

   

구분 내부위원 외부위원 계

인원 4명 2명 6명

내용

○ 위 원 장 : 1명(관장)
○ 부위원장 : 1명(자료봉사실장)
○ 위    원 : 2명
   (총무실장, 독서문화실장)

도서관 및 독서관련 전문인 
위촉

 3. 자료선정위원회 기능
   가. 도서관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

 4. 자료선정위원회 개최 : 연 11회(직접 또는 서면 심의)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운영방식 직접 서면 서면 서면 직접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직접

   
○ 「자료선정위원회규정 제6조 ④항」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결의 할 수 있다.

 5.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생략(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제7조)   
   m 위원회에서 선정한 자료 중 부득이한 사유(미간, 절판, 판매금지, 품절 등)로 

납품이 불가능하여 대체되는 자료

   m 이용자 희망도서 또는 자료실 요청도서 등 신속하게 구입할 필요가 있는 자료

   m 도서관 행사 등 특별한 지원에 필요한 자료

   m 그 밖에 특색자료, 희귀본, 한정 출판되는 소량의 자료

   m 정기간행물 및 기타 소량의 자료

Ⅵ 기대효과

   m 적극적이고 균형 있는 지식정보원의 수집·제공으로 자료이용 만족도 향상

   m 자료 확충 및 장서구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

   m 지역의 독서문화 중심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이미지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