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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상을보여주는 

도서관q운 도서관 

A lib 「ary for live Learning 

will take you to an undiscovered Land 



도서관에서 

삶은 여유가된다l 

녁넉한 공간 속에 숨겨진 지식과 정보, 

다양한 즐거움을 하나씩 누려보는 즐거움. 

Life in the library brings composure and relaxation. 

Enjoy the pleasu 「es of dive 「se fields of knowledge and 

info 「mation in ample 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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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맛보다l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그림을 읽으며 

행복하게 흘러가는 시간들. 

Experiencing the library. 

Time passes while someone 「eads a book, and 

anothe 「 looks at pictu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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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놀다l 

책놀이터 어린이가족실은 

모두가 함께 어울림의 공간. 

Playing in the library 

The Child 「en ’S Family Room, a book playg 「ound,

is a space fo 「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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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삶에쉽표! 

문을 열먼, 푸른 하늘 아래 향긋한 커피내음. 

피곤한 일상을 잠시 접고 소소한 힐링을 누려본다. 

Library refreshes your life! 

Open the doo「 to the scent of coffee unde「 a blue sky. 

Take a b「eak from you 「 busy 「outine with some calm 「el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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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다양한세상과만나다l 

향긋한차한잔을들고 

햇살이잘비치는곳에서 

기쁨을 주는 책 속의 주인공들을 만나본다. 

Books allow different worlds to unfold. 

Discove「 the cha 「acte 「5 in books 

while holding a f「ag 「ant cup of tea in the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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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어울려 

더 큰 세상을 만나다l 

책 한권은 누군가의 인생이며. 하나의 삶. 

부드럽게 감싸는 편안한 서가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하고 

손쉽게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다. 

Experience a bigger world through books. 

Fo「 some individuals, a book is thei 「 life. 

Reading unde「 a bookshelf, and access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with 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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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사랑어l 빠지다l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책과 사람, 정보가 만나는 소통의 도서관. 

Fall in love with the library. 

Sha「e opinions on books at a communication place whe「e books, 

people and info「mation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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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문화로 옷입 다l 

한편의 영화에 푹 빠져도 보고, 

웃음치료 교실도 살짝 들러보고, 

책읽는 즐거움을 뛰어넘어 

풍성한 볼거리, 배울거리, 나눌거리를 제공한다. 

The library, clothed in culture. 

To be imme「sed in a movie, get some laughte「 the「apy,

and expe 「ience abundant sou 「ces of joy beyond 「e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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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처럼, 친구처럼 

책과노는우리 아이 

시민 인터뷰 | 

Citizen lnte 「view I 

Our child plays with books like with 

a f 「iend

황현정님가족 

Hwang Hyeong-jeong ’s Family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소설이나 직업관련 전문서적을 주로 샀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는 저희를 위한 책보다는 아이들 책을 주로 삽니다. 아이가 크면서 연령대에 

맞는 책을 보여주고 싶어서 도서관으로 데리고 옵니다. 

군포시중앙도서관 1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 너무 좋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사서분들의 모습도 친근해서 

좋았습니다. 둘째아이는 아직 어려서 엄마가 읽어 주지만 천째아이는 언니 오빠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스스로 읽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책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Beto 「e we had child 「en, we used to mainly buy novels o「 P 「ofessional books 

「elated to ou 「 WO 「k . But afte 「 we had child 「en, we began to buy mo「e books fo 「

children . As they g「ow up, we b「ing them to the lib 「a 「y to help them expe「ience

the books that match thei 「 age 9 「oup. On the fi 「st floo 「 of the Gunpo Municipal 

Lib 「a 「y the 「e is a designated a「ea fo 「 child 「en, which is ve「y cleanly managed . 

Also, the lib 「a 「ians a 「e ve 「y f「iendly. Ou 「 second child is too young to 「ead yet, 

so she needs to be 「ead to, but the fi 「st child t 「ies to 「ead on he 「 own afte 「

seeing othe「S 「eading books. | ’m glad that ou 「 child 「en a「e able to enjoy 「eading

and develop good 「eading habits. 



내 꿈의 공착소, 시민 인터뷰 || 

Ci tize n lnt e 「view II 

냐는도서표뻐l서논다 

The workshop of my d 「earns

I play in the library 

이시연님 

Lee Si-yeon 

학교를 마치고 종종 도서표뻐| 옵니다. 전에는 열람실에서 공부만 하러 왔는데 요즘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합니다. 

저의 꿈은 만화가01고 인터넷 포털에 웹툰 연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보고, 스토리를 구상하여 

정리하며, 특히 많은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여유도 있고 의자도 좋아서 

분위기가 편요배 지금은 오랜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I often visit the Lib 「a 「y afte 「 school. I used to only go to the 「eading room to 

study, but now I come not only fo 「 studying, but also fo 「 「eading and 「esting .

My dream is to be a ca 「toonist, and my goal is to publish web ca 「toons on 

the lnte 「net. I enjoy d 「aw i ng, but my ideas come f「om 「eading various books, 

especially novels . The lib 「a 「y possesses a sense of calmness and a nice 

atmosphe 「e, as well as comfo 「table chai 「s, which now makes me spend long 

pe 「iods of time in the lib 「a 「y.



활짝열린책의 바다에서 

마음껏 혀|염太|다 

시민 인터뷰 川
Citizen lnte 「view Ill 

Swimming freely in the open seas of 

a wide open book 

백낙범님 

Baek Nak-beom 

저는 자유로운 직업의 특성상 시간이 나먼 평일과 주말에 자주 도서관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업무관련 전문서적 뿐만 아니라 일반 책들도 많이 읽는 편입니다. 도서관을 

예전부터 이용하면서 리뉴얼을 시도하여 개방형 서가로 바뀐 새로운 모습에 너무 

만족하고있습니다. 

편요「하게 책을 고르고 여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개방형 서가는 “책 읽는 도시”라는 

군포시의 취지에도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시스템이 바뀐 덕에 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순수하게 책과 독서를 즐길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Due to the flexibility of my wo 「k, I f 「equently come to the lib 「a 「y on both 

weekdays and weekends. I tend to 「ead not only wo「k- 「elated P 「ofessional

books, but also othe 「 gene 「al books . |’m 「eally satisfied with how the lib 「a 「Y

has been 「emodeled to set up open bookshelves . These open bookshelves 

allow me to comfo 「tably select my book, and 「ead it in peace. This st 「ucture is 

app 「op「iate to Gunpo ’s pu 「pose, "A city that 「eads, ” The lib 「a 「y’s t 「ansfo 「med

system has made it mo「e approachable and enjoy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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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인터뷰 IV 
Citizen lnte 「view IV 

At the lib 「ary, time flows 

backwards 

전충섭님 주로 오후 시간에 도서관에 옵니다. 신문 주간지 잡지가 있는 4층을 애용합니다.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몇 시간을 

도서관에 머물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도서관의 좋은 점을 이야기 합니다. 모여 앞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차분하게 앞아 책을 읽는 것도 노년의 큰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먼 몸이 둔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먼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깨달음을 얻으니 몸과 마음이 젊어집니다. 

」eon Chung-seop 

I often come to the Lib 「a 「y in the afte 「noon. I Like to visit the fou 「th floo 「 with 

newspape 「s, weekly magazines, and othe 「 magazines. I lea 「n about new fields 

of knowledge th 「ough these newspape 「5 and magazines. I usually Lose t 「ack

of time once I begin spending time at the Lib 「a 「y. I t 「y to spread and sha 「e with 

othe 「S the benefits of the Lib 「a 「y. Gathe「ing to chat and socialize may be 9 「eat,

but sitting down in peace to 「ead a book is also a big joy fo 「 older people. It is 

only natu 「al that the body becomes blunt with age, but the Lib 「a 「y allows fo 「

new knowledge and insights, which helps me feel younge「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군포시중앙도서관소개 

Introduction to Gunpo 」 ungang Libra 「Y

개관춰지 남녀노소, 언령과 계층을 넘어 모든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문호}를 향유하는 지역 복합문호}공간 

Purpose A 「egional cultu 「al complex of communication fo 「 people of all ages and gende「S

개관일 2008.4. 29 

Opening day Ap「il 29, 2008 

이용시간 | 어린이가족실 평일 09:00∼ 18:00 I 주말 09:00∼ 18:00 
일반자료실( | , 띠, 참고자료, 신문(간행물), 문화교실 평일 09:00∼22:00 I 주말 09:00∼ 18:00 

Hours of use Child 「en ’s Family Room: weekdays 09:00-18.00/ weekends 09:00-18:00 

Gene 「al Resou 「ces !I.Ill. Refe「ence Resou 「ces, Newspape 「S !Publications). 

Cultural Lecture Rooms: weekdays 09:00-22:00 I weekends 09:00-18:00 

휴관일 | 금요일,법정공휴일 

Closed days Friday, national holidays 

연 락 처 | 전화 031-390-8866 I 팩스 031-390-886 7 

Contact Phone 031-390-8866 I Fax 031-390-886 7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79 (산본동) 

location 79, Su 「isan- 「o, Gunpo-si, Gyeonggi-do 

• 
수리중학교 

산본IC 

• 
• 

수리초등학교 • 문화예술회관· 

궁내동주민센터 

• 
8단지 

우리은행· • 8단지입군사저리-국민은행앞사저리 

·중앙공원 

.금정역 

• 이마트· 
수리고등학교 

4 
수리산 

4 
산본 

‘ 금폼1널 
-
-
포
 
l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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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수 2017. 6.30 기준 
Collection Count As of 」 une 30 2017 

구분 합계 혼.그T를T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므--하-『 역사 

(000] 1100] (200] (300] (400] (500] (600] 1700] (800] (900] 
Classification Total 

Gene「al Philosophy Religion 
Social Pu「e Desc「iptive

Lite 「atu 「e Histo「YSciences Sciences Sciences A「ts Language 

합계 
367 736 20 963 19 025 10 509 68 812 25 947 25,758 I 20,894 I 21,449 I 123,696 I 30,683 

Total 

일반도서 
Gene「at I 195,210 I 1o,678 I 15,009 I 8,005 I 41,611 I 5,660 I 21,064 I 12,049 I B,9oo I 57,453 I 45, 775 
Books 

참고도서 
Refe「ence I 4, 777 I 556 105 82 I 1, 180 I 331 753 533 537 99 601 

Books 

아동도서 
Child 「en ' s I 123,279 I 7,663 2 037 1.499 I 19,718 I 16,950 I 1.223 2,716 I 10.475 I 48,974 I 12.024 

Books 

DVD, e-bookl 9 ,640 I 142 425 94 I 1.213 I 
DVD e- Books 

201 369 4,574 I 464 I 1,595 I 563 

이동도서관 

도서자료 I 35,470 I 1,952 I 1.454 I 860 I 5, 112 I 2,881 I 2,352 I 1,040 I 1, 1짧 | 압5,893 I 2, 783 
Mobile Book 
Re sou 「ces



군포시중앙도서관 층별안LH 

Gun po 」 ungang Libra 「y Floor Guide 

1F 어린이가족실, 문예창작실, 통합대출반납데스크, 아미스 카퍼|, 사무실 
Children ’S Family Room, C「eative W「iting Room, Check-Out and Retu 「n Desk, Amis Cafe, Office 

@ 어린이가족실 (아동도세 Child 「en ’S Family Room (Books fo 「 child 「en]

@ 어린이가족실 (다문화도서, 영어원서) Child 「en ’S Family Room (Multicultu 「al books, O「iginal books in Englis비 

• 어린이가족실 엄마랑 아가랑(유아도서 375.1) Child 「en ’S Family Room Mothe 「 and Child (Books fo 「 young child 「en 375.1) 

잉 어린이가족실 (유아도서) Child 「en ’S Family Room [Books fo 「 young child 「en]

@ 어린이 DVD Child 「en ’5 DVD 

@ 어린이가족실 (더책, 참고도서, 잡I” Child 「en ’S Family Room (THECH따K, Refe 「ence books, Magazines] 

@ 통합안내데스크 Info 「mation Desk 

• 지역작가문학공감 Local A「tist Lite 「atu 「e Affiliation 

.} 사무실 Off tee 

@ 문예창작실 C「eative W「iting Room 

e o~미스 카페 Amis Cafe 

@ 오픈갤러리 Open Galle 「Y

26 

1 F Ent「a nee 

맨 호}장실 Rest「oom

圖 엘리베이터 Eleva to「

댐 계단 Stai 「S 



2F 일반자료실 | (종류, 종교, 과학, 기술, 역사, 원서 · 다문화) 
General Resou「ces I [gene「al, 「eligion, science, technology, history, O「iginal edition, multicultu 「all

0 500 기술과학 500 Technical Sciences 

@ 600 예술 600 A「ts

@ 7[U어학 700 Linguistics 

9 900 역사 900 Histo「Y

@ (벽서가) 500 육아 Wall bookshelf 500 Child Ca 「e

(기둥서가) 500 미용 Pilla 「 bookshelf 500 Beauty 

0 900 여행, 지리 900 T「avel, Geog「aphy

@ 안내데스크 Info「mation Desk 

() αm 총류 000 General 

0 W 영어원서, 다문화도서 w O「iginal Books in English, Multic띠tu 「al Books 

@ 200 종교 200 Rel1g1on 

(D 300 사회과학 300 Social Sciences 

φ 370 교육 Education 

@ 400 순수과학 Pu 「e Sciences 

@ 도서관쉽터 Lib「a「y Rest A「ea

맨 화장실 Restroom 

圖 웰리베이터 Eleva to「

댐 계단 Stai 「S



군포시중앙도서관 층별안LH 

Gun po 」 ungang Libra 「y Floor Guide 

3F 일반자료실 ||(철학, 문학, 디지털자료) 
Gene「alResou 「ces ” [philosophy, lite 「atu 「e, digital 「esou 「ces)

0 800 글쓰기 말하기 800 W「iting and Speaking 

@ 808 전집 808 Collections 

@ 810 효팩문학 810 Korean Lite 「atu 「e

9 820 중국문학 820 Chinese Lite「atu 「e

0 830 일본문학 830 」apanese Lite「atu 「e

(} 없O 영미문학 840 English and Ame「ican Lite 「atu 「e

f) 850 독일문학 850 Ge「man Lite「atu 「e

(;) 860 프랑스문학 860 F「ench Lite 「atu 「e

0 870∼ 890 세계문학 870 ∼ 890 Wo「ld Lite 「atu 「e

@ 안내데스크 Info 「mation Desk 

@ 인터넷, 멀티미디어, 어학기 등 lnte「net, Multimedia, etc 

{£) DVD DVD 

28 

φ 쟁H우정보누리터(독서도움공학기71} Info 「mation to「 the Disabled [ATD to 「 「eadingl

@ 전자인문관 Elect「onic Manusc「ipts

@ 철학 Philosophy 

@ 점자도서 Braille Books 

@ 큰글씨도서 오디오북 La「ge Text Audio Books 

e 도서관쉽터 Lib「a「y Rest A「ea

빼 화장실 Restroom 

圖 엘리베이터 타evato「 

맴 계단 Stai 「S 



4F 참고자료, 신문 - 간행물, 잭사랑방, 문화강좌실, 식당 
Reference Resources, Newspape「s, Publications, Book Love Room, Cultural Lecture Rooms, Restaurants 

@ 동서양 철학 / 문학 Easte「n, Weste「n Phi lo sop hy /Lite 「atu 「e

@ 7[m참고도서 700 Refe「ence Books 

@ 600 참고도서 600 Refe「ence Books 

0 500 참고도서 500 Refe「ence Books 

@ αm∼400 참고도서 000∼400 Refe 「ence Books 

@ 만화도서 Comic Books 

0 800∼900 참고도서 800∼900 Refe「ence Books 

• 안내데스크 Information Desk 

•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Periodical Newspape「5 and Magazines 

@ 문화강조}실 : 청렴 Cultu 「al Lectu 「e Room: lnteg 「ity

• 문화강조}실 : 행복 Cultu 「al Lectu 「e Room: Happ1맨SS 

@ 문호F강조}실 : 철쭉 C비tu 「al Lectu 「e Room: Azaleas 

@ 문화강조}실 : 책 Cul tu 「al Lectu 「e Room : Books 

@ 책사랑방 (토론, 세미나) Book Love Room [debate, semina 「l

@ 휴게실 (도시락 쉽터) Rest A「ea [fo 「 eating) 

@ 식당, 매점 Restaurant, Sto 「e

맨 화장실 Rest「oom

圖 엘리베이터 티evato「 

댐 계단 Stai 「S 



군포시 공공도서관 

Gunpo City ’s Public Libraries 

군포시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문호먹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며, 

지역정보호}를 선도하는 도서관이 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 

Gunpo City's public lib 「aries seek to p「ovide local 「esidents with a healthy leisu 「e life and satisfy thei 「 cul tu 「al needs. 

We a「e making continuous effo 「ts to enhance local info 「matization.

산본도서관 

Sanbon Lib 「ary

위치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 (산본동) 

location 96, Gwangjeong-「o, Gunpo-si, 

Gyeonggi-do 

전화 031-395-4316 

Tel +82-31-395-4316 

당동도서관 

Oangdong Lib 「ary

위치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197번길 36 (산본동) 

location 36, Sanbon- 「0 197beon-gil, 

Gunpo-si, Gyeonggi-do 

전화 031-390-8810 

Tel +82-31-390-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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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도서관 

Daeya Lib 「a 「Y

위치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 139 (대야미동) 

location 139, Daeya 2- 「o, Gunpo-s1, 

Gyeonggi-do 

전화 031-501-5407 

Tel +82-31-50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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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221 번길 3-10 (부곡동) 

location 3-10, Song bu-「0 221 beon-gil , 

Gunpo-si, Gyeonggi-do 

전화 031 - 390-4094 

Tel +82-31-390-4094 

어린이도서관 

Child 「en ’S Lib 「a 「y

위치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17 (산본동) 

location 17, Gosan- 「o, 677beon-gil, 

Gunpo-si , Gyeonggi-do 

전화 031-390-8681-3 

Tel +82-31-390-868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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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중앙도서관 발행 군포시중앙도서관 발행일 2017년 7월 

주소 우15867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79(산본동) 

GUN PO 」UNGANG LIBRARY 전화 031-390-8866 팩스 031-390-886 7 홈페이지 www.gunpolib.go.kr 





츠뚱많뿔I줬폴 

헨n1으 군포시중앙도서관 
GUN PO 」UNGANG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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