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은  

사람과 책・지식・정보를 
결부시켜               생애에 걸쳐 배움을 지원하고 

새로운 창조로 연결해 
나갑니다.   

 
 
 

                    사이타마시도서관 비전  
          —미래를 향하여 — 개요판  
 

 

사이타마시의 도서관은 2006 년에 책정한 「사이타마시립중앙도서관 정비 
기본계획」을 기초로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사이타마시도서관 네트워크의 
구축을 기초한 서비스에 충실해 왔습니다. 

이 계획으로부터 6 년이 경과되어 사회경제정세가 변화된 일, 다양화・고도화하는 
시민의 요망에 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앞으로의 대처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지침이되는「사이타마시도서관 비전」을 책정했습니다. 
 

사이타마시의 도서관 현황  

● 사이타마시의 도서관은 현재 24 관입니다.  
 

● 2010 년도 통계에 의한 비교에서는 이용 상황은 연간 개인대출 수가 
1,124 만 점, 자료의 예약이 251 만 건으로 시역이 현재와 같이 된 
2005 년에 비해 각각 1.3 배, 4.1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 정령지정도시의 도서관과의 비교에서는 인구 한 명당 대출 수와 예약 
건수는 제 1 위, 인구 한 명당 장서 권수는 제 2 위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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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시도서관 비전 책정의 취지  



 
사이타마시도서관 비전은 본시의 종합진흥계획인 「사이타마 희망의 도시계획 

개정판 」과 그 관련 계획・방침을 근거로 도서관의 기본방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위치기재를 합니다. 

비전실현을 향한 대처의 실시기간은 종합진흥계획의 실시기간에 맞춰 2020 
년 까지 8 년간으로 합니다. 이 비전을 기초로 매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상황의 평가・검증을 시행, 공표합니다.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상황에 대응하고 시민의「지역알림의 거점」으로서의 
도서관을 발전진화 시키기 위해 다음 4 개의 사이타마시도서관 비전목표를 세워 
내걸고 그 실현을 향한 22 기본방침을 정하였습니다. 
 

１ 지적호기심에 응하는 도서관  

 
생애학습과 정보발신의 거점으로서 시민의 요구에 응하는 자료를 수집 ・

보존하고 그 위에 정보화에 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지적활동을 
지원합니다. 

 
● 도서관이용의 보급과 ＰＲ 및 정보발신의 강화 
● 폭넓은 계획적 자료의 수집・보존 
●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 
● ＩＣＴ（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충실 
● 문화사업의 개최 

 

２ 삶을 받쳐주는 도서관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를 진행해 시민 자신이 필요한 지식・정보・

기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합니다. 
 
● 모든 세대를 향한 서비스의 충실 
●  조회서비스 
● 지역의 과제해결 
● 생활지원 서비스의 전개 
● 배리어프리의 충실 
● 다문화서비스의 충실 
● 어린이 독서활동에의 지원 및 학교도서관과의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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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타마시립도서관 비전의 위치기재와 실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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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시도서관 비전과 그 현실을 향한 기본방침 



３ 시민과 함께 걷는 도서관 
 
도서관운영의 현재상태와 과제를 시민과 공유하고 시내에서 활약하는 

풍부한 인재와 연계 ・ 협동하는 일로 인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운영을 
합니다. 

 
● 도서관평가와 시민의식의 반영 
● 시민과의 협동 
● 관련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ＮＰＯ）와의 제휴 
● 지역특색을 살린 운영 
 

４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하는 도서관 
 

사이타마시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를 전개함과 함께 시민의 
요구에 확실히 응하기 위해 도서관 직원의 자질・능력의 향상을 꾀합니다. 

    시민 누구나가 안전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 설비의 충실에 
노력합니다. 

 
● 친숙해지기 쉬운 도서관 만들기 
● 직원의 자질・능력의 향상  
● 전문적 직원의 배치  
● 시설・설비의 충실  
● 지속적이고 안정된 도서관운영  
● 위기관리체재의 강화  
 
 
 
 
 
 
 

 
 

 
시민 누구나가 편안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더욱더 도서관서비스의 
충실과 효과적인 운영에 노력합니다.  

  또 안전안심에 배려한 방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재해활동메뉴얼을 책정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원만한 운용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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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시도서관의 정비와 운영  



 

  

 

 

 

 

 

 

 

 

 

 

 

 

 

사이타마시에는 도서관 기능의 중핵을 맡는 중앙도서관과 거점도서관, 
지구도서관, 분관의 24 관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내의 도서관은 도서관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연결되고 자료는 전관을 돌고 있는 연결 편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내 어느 도서관에도  
균질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지식의  
거점 」으로서의 도서관을 실현해 나갑니다. 

 
 

 사이타마시 도서관 네트워크  

    사이타마시립도서관 비전 ー미래를 향하여ー 개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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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사이타마시 도서관 넷트워크  

№ 지도상의 어구  한국어 № 지도상의 어구  한국어 

１ 西区 区名 니시구   ５７ よの 駅名 요노  
２ 北区 区名 기타구   ５８ さいたましんとしん 駅名 사이타마신토신  
３ 大宮区 区名 오미야구 ５９ とろ 駅名 도로  
４ 見沼区 区名 미누마구  ６０ ひがしおおみや 駅名 히가시오미야  
５ 中央区 区名 주오구 ６１ みやはら 駅名 미야하라  
６ 桜区 区名 사쿠라구  ６２ きたおおみや 駅名 기타오미야  
７ 浦和区 区名 우라와구  ６３ おおみやこうえん 駅名 오미야코엔  
８ 南区 区名 미나미구  ６４ おおわだ 駅名 오와다  
９ 緑区 区名 미도리구  ６５ ななさと 駅名 나나사토  

１０ 岩槻区 区名 이와쓰키구  ６６ いわつき 駅名 이와쓰키  
１１ 中央図書館 凡例 중앙도서관  ６７ ひがしいわつき 駅名 히가시이와쓰키  
１２ 拠点図書館 凡例 거점도서관  ６８ てつどうはくぶつかん 駅名 데쓰도하쿠부쓰칸 
１３ 地区図書館 凡例 지구도서관  ６９ かものみや 駅名 가모노미야  
１４ 分館 凡例 분관  ７０ ひがしみやはら 駅名 히가시미야하라  
１５ 配本所 凡例 배본소  ７１ こんば 駅名 곤바    
１６ 移動図書館駐車場 凡例 이동도서관주차장  ７２ よしのはら 駅名 요시노하라  
１７ 整備予定 凡例 정비예정  ７３ うらわみその 駅名 우라와미소노  
１８ 中央 館名 중앙  
１９ 馬宮 館名 마미야  
２０ 三橋分館 館名 미하시분관  
２１ 大宮西部 館名 오미야 서부   
２２ 北 館名 기타  
２３ 宮原 館名 미야하라  
２４ 大宮 館名 오미야  
２５ 桜木 館名 사쿠라기  
２６ 春野 館名 하루노  
２７ 大宮東 館名 오미야히가시  
２８ 七里 館名 나나사토  
２９ 片柳 館名 가타야나기  
３０ 与野 館名 요노  
３１ 南与野 館名 미나미요노  
３２ 西分館 館名 니시분관  
３３ 桜 館名 사쿠라  
３４ 大久保東分館 館名 오쿠보히가시분관   
３５ 北浦和 館名 기타우라와  
３６ 武蔵浦和 館名 무시시우라와  
３７ 南浦和 館名 미나미우라와  
３８ 東浦和 館名 히가시우라와  
３９ （仮）浦和美園 館名 (가) 우라와미소노 
４０ 岩槻 館名 이와쓰키  
４１ 岩槻駅東口 館名 이와쓰키역 동쪽출구 
４２ 岩槻東部 館名 이와쓰키 동부  
４３ にしうらわ 駅名 니시우라와  
４４ むさしうらわ 駅名 무사시우라와  
４５ みなみうらわ 駅名 미나미우라와  
４６ ひがしうらわ 駅名 히가시우라와  
４７ なかうらわ 駅名 나카우라와  
４８ みなみよの 駅名 미나미요노  
４９ よのほんまち 駅名 요노혼마치  
５０ きたよの 駅名 기타요노  
５１ おおみや 駅名 오미야  
５２ にっしん 駅名 닛신  
５３ にしおおみや 駅名 니시오미야  
５４ さしおうぎ 駅名 사시오기  
５５ うらわ 駅名 우라와  
５６ きたうらわ 駅名 기타우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