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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생활권역별 중․소규모의 공공도서관 확충과 더불어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관련, 도서관간 협력체계 강화와 도서관 서비스 향상 등, 경기도 특성을 살

린 도서관 발전 방향 설정 및 도서관 근무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선진

국가의 도서관 정책연수를 실시

2. 기본개요

❍ 연수기간 : 2007. 4. 16(월) ～ 4. 24(화)【7박9일】

❍ 연수국가 : 1기,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 2기, 북미(캐나다, 미국)

❍ 연수인원 : 40명(문화정책과 오후석 등 20명)

❍ 방문도서관 : 9개관

․ 프랑스 - 생글루드시립도서관, 란도브스키도서관, 생모르시청·도서관

(견학 : 미테랑국립도서관, 퐁피두센터도서관)

․ 이탈리아 - 포메찌아시립도서관

(견학 : 로마국립도서관)

․ 캐나다 - 버나비공공도서관

․ 미 국 - 워싱턴주립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 킹카운티도서관시스템,

LA공공도서관

❍ 세미나 : 1, 2기 각 1회

․ 1 기 - 프랑스

- 주 제 - 도서관 정책방향 및 국가와 도서관과의 연계성

- 참석자 - 블로뉴-비앙코트시 도서관 담당자, 란도브스키도서관 담당자 등

- 장 소 - 란도브스키도서관

․ 2 기 - 미국

- 주 제 - 미국 주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현황

- 강 사 - 곽철완 교수(워싱톤 주립대 교환교수/강남대 문헌정보학과)



3. 연수일정

❍ 1기 유럽지역

일 자 도  시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일

3/27(화)

인  천

파 리

  인천국제공항 출국 - 파리공항 도착

【문화탐방】개선문, 상제리제거리

제2일

3/28(수)

파 리

생글루드

【견학】미테랑국립도서관

【공식방문】생-글루드시립도서관

【견학】퐁피두센타 도서관

제3일

3/29(목)

파 리

발비종
【문화탐방】발비종, 퐁텐블로, 베르사이유 궁전 등

제4일

3/30(금)

파 리

블로뉴-비앙코

생모르

【공식방문】란도브스키도서관

【세미나】도서관정책방향 및 국가-도서관간 연계성

【공식방문】생-모르시청 및 재건립도서관

【문화탐방】에펠탑 등

제5일

3/31(토)

파 리

밀라노

【문화탐방】루브르박물관 관람

【이동】파리공항 → 밀라노공항

【문화탐방】밀라노 두오모성당 등

제6일

4/1(일)

밀라노

피렌체
몬테카티니-테르

메

【이동】밀라노 → 피렌체

【문화탐방】피렌체두오모성당,우피치미술관 관람 등

【이동】피렌체 → 몬테카티니-테르메

제7일

4/2(월)

몬테카티니-테르

메

로  마

【이동】몬테카티니 테르메 출발 - 로마 도착

【문화탐방】콜롯세움 등

제8일

4/3(화)

로  마

포메찌아

【문화탐방】트레비분수, 스페인광장 문화탐방

【공식방문】포메찌아시립도서관

제9일

4/4(수)
로  마

【견학】로마국립중앙도서관

【문화탐방】바티칸박물관, 성베드로성당

  로마 출발(인천향발)

제10일

4/5(목)
인천   인천국제공항 도착



❍ 2기 북미지역

구 분 지  역 교통편 세   부  일 정 비 고

제1일차

4/16(월)

인    천

벤쿠버

KE071

전용버스

  인천 국제공항 출국 - 벤쿠버 공항 도착

  퀸엘리자베스 공원, 스텐리 공원, 개스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중국촌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 SHERATON GUILDFORD

제2일차

4/17(화)

벤쿠버

시애틀
전용버스

 【방문】 Burnaby Public  Library

  벤쿠버에서 시애틀로 이동

  호텔 : HOLIDAY INN EXPRESS

제3일차

4/18(수)
시애틀 전용버스

 【세미나】 워싱톤대학교 강의실

- 미국 주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현황

 【방문】Washington State Library

  호텔 : HOLIDAY INN EXPRESS

제4일차

4/19(목)
시애틀 전용버스

 【방문】 시애틀 공공도서관

 【방문】 King County Library

  파이크 플레이스마켓, 다운타운 견학

  호텔 : HOLIDAY INN EXPRESS

제5일차

4/20(금)

시애틀

L.A

전용버스

UA771

전용버스

  시애틀 공항 출발 - L.A 공항 도착

 【방문】 L.A Public Library

 호텔 : WILSHIRE PLAZA HOTEL

제6일차

4/21(토)
L.A

전용버스

UA771

전용버스

  산타모니카비치 견학

  다운타운 - 올베라 거리,  스테이플 센터,

  씨빅센터, 코리아타운, UCLA 콜리세움 등

 호텔 : WILSHIRE PLAZA HOTEL

제7일차

4/22(일)
L.A 전용버스

  헐리우드, 비버리 힐스, 로데오 드라이브 등

 유니버셜 스튜디오 견학

 호텔 : WILSHIRE PLAZA HOTEL

제8일차

4/23(월)
L.A 전용버스

L.A 공항으로 이동

로스엔젤레스 공항 출발

제9일차

4/24(화)
인천 17:15   인천국제공항 도착



4. 연수단 구성현항

❍ 1기 유럽지역

소 속 성  명 직 급 E-mail 비 고

경기도 문화정책과 오후석 과  장

경기도 문화관광과 이민호 행정7급

수원 북수원도서관 박정순 수서정리담당

성남 중원도서관 최은정 사서7급상당

안양 평촌도서관 김민자 사서7급

용인 포곡도서관 손지영 사서8급

평택 지산도서관 김정은 사서8급

광명 하안도서관 한경희 사서8급

군포 시립도서관 김영호 행정7급

화성 태안도서관 서은화 사서8급상당

김포 시립도서관 소영만 관리담당

광주 시립도서관 정은나 사서9급

오산 시립도서관 윤종현 기능8급

고양 마두도서관 염선영 사서7급

의정부 정보도서관 최영숙 사서9급

남양주 시립도서관 이경열 관리담당

구리 교문도서관 서영석 도서관팀장

양주 시립도서관 한태수 건립담당

교육청 발안도서관 장주택 도서관담당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정은영 팀  원



❍ 2기 북미지역

소 속 성  명 직 급 E-mail 비 고

경기도 문화정책과 박경숙 사서 6급

수원 서수원도서관 황정숙 열람봉사담당

성남시 중앙도서관 김원발 수서정리팀장

성남시 수정도서관 박순복 사서 8급상당

부천시 시립도서관 박판우 전기 8급

안양시 석수도서관 김미영 사서 7급

안산시 중앙도서관 황태욱 도서관장

안산시 중앙도서관 이경일 사서 8급

용인시 포곡도서관 배영애 사서 8급

평택시 시립도서관 김숙연 사서 8급

광명시 중앙도서관 강현희 사서 8급

군포시 시립도서관 전선숙 사서 8급

하남시 시립도서관 조용곤 사서 8급

과천시 정보도서관 박보경 사서 7급

고양시 마두도서관 전미란 사서 7급

남양주 진건도서관 박은경 도서관담당

남양주 문화관광과 장봉희 전기 6급

파주시 중앙도서관 박노성 도서관장

포천시 일동도서관 이광호 도서관담당

양주시 시립도서관 전낙보 도서관장



II. 1기 연수내용

1. 프랑스 국가현황

❍ 국 명 : 프랑스공화국

❍ 수 도 : Paris

❍ 인 구 : 5,940만 명

❍ 면 적 : 555,000 ㎢

(한반도의 약 2.5배)

❍ 민 족 : 골(Gaule)족

❍ 언 어 : 불어

❍ 종 교 : 카톨릭(82%)

❍ 화폐단위: EURO

❍ 국 기 : Bourgeois 귀족(청색), Roi 왕(흰색), Proletariat 무산계급

또는 서민계급(붉은색)을 상징하는 3색기로 프랑스대혁명의 해인

1789년에 최초로 사용됨.

❍ 정부형태 : 대통령제, 의회는 상원321석(임기9년), 하원577석(임기5년)

의 양원제

❍ 국 경 일 : 7월14일(1789년 대혁명 기념일)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콤뮨(commune), 데파르망

(department), 레종(region)으로 구성됨

· 콤뮨은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법인격을 지닌 기초자치단체로서,

국가행정의 일부도 집행하는 범위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성격도 지님. 총

36,527개 단체인 콤뮨의 인구와 면적은 다양한데 5,000명 이하가 전체의

96.5%에 달함. 데파르망은 광역자치단체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종래의 지사는 임명제였으나 이후는 자치제로 바뀜. 총 96개의 데파르망은

인구규모는 다양하지만 평균면적은 약 6,000㎢로 비교적 균형있게 형성됨.

레지옹은 데파르망 구역의 협소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로 국토

개발 및 경제개발의 단위로서의 필요에 따라 평균 4개의 데파르망을 포괄

하는 단위로 설치되었고 총 22개의 레지옹은 점차 그 역할이 증대



❍ 수도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PARIS)이

다. 면적은 105.4㎢, 인구는 약 220만명

이고, 파리 근교인 '일 드 프랑스'를 포

함하면 약 1,100만명('95년 현재)이다.

파리는 달걀형인 타원형으로 긴

쪽 지름이 11Km, 짧은쪽 지름이 8Km

인데 세느(La Seine)강이 심을 통과하고

파리시 중앙에 시떼(CITE)섬과 생루이

(SAINT LOUIS)섬이 있다. 파리의 행정

구역은 20개구로 되어있으며 달팽이의 단면 모양같이 씨떼섬을 제 1구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번호가 늘어나며 이 구번호는 우편번호에도 이용

된다. 이 20개 지구는 세느강에 의해 나뉘어져 있고 윗쪽(북쪽)을 우안

(RIVER DROITE), 아래쪽(남쪽)을 좌안(RIVER GAUCHE)이라 부른다. 이

렇게 행정구역은 20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으나 까르띠에 라땡, 마레지구,

쌩제르망 데 프레지구 등 지구명도 사용되고 있다.

파리의 각 구는 각각의 특색이 있는데, 11, 20구의 메닐몽땅과 벨

빌지역은 빈곤한 서민, 노동자 계급지역인데 반하여 16구의 빠씨지구와 불

로뉴숲 일대는 고급주택가 지역이다. 또 3, 4구는 상업지구이고, 5, 6구는

까르띠에 라땡지구로 학생, 학자들이 많은 문화인 주거지역이다. 파리 제

7구는 관청과 각국의 대사관, 제 8구에는 샹젤리제 거리의 고급상업지구가

자리잡고 있다.

❍ 일 드 프랑스

파리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반경 100km에 이르

는 "일 드 프랑스" 프랑스 전체인구의 1/6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 일 드

프랑스의 면적 중 겨우 20% 만이 도시화가 되어있어서 숲과 평야를 가로

지르는 느긋한 풍요로움을 갖고 있다.

나폴레옹이나 루이 14세 등 역대 인물들이 그들의 통치시절에 수

집하기 시작한 많은 유물들이 집중되어 있고 문화가 지방과는 차이가 난

다는 의미로 "프랑스의 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파리와는 또 다른 프랑스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유적, 자연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지역의

곳곳에는 파리에서 하루동안 다녀올 수 있는 볼거리들이 많이 있다. 베르

사이유 궁전이나 샹티이 성, 바르시종, 샤르트르, 퐁텐블로, 생-제르멩-엉-

레이, 말메죵, 지베르니, 오베흐-쉬흐-와즈 등..

일 드 프랑스 Region에는 Ville de Paris, Yvelines, Essonne,

Hauts-de-Seine, Seine-Saint-Denis, Val-de-Marne, Val-d'Oise, Seine-et-

Marne 등 8개의 Department로 구성되어있다.

❍ 인구

프랑스의 전체 인구는 약 5750만 명(세계 20위, 유럽 4위)이다.

km2당 105명의 인구 밀도로 세계 41위, 유럽 15위이다. 하지만 지방별 인

구 밀도의 격차가 커서 파리(Paris)의 인구 밀도가 2만 523명인 데 반해,

로제르(Loz e)는 km2당 14명에 불과하다. 전 국토 면적의 18%에 불과한

일-드-프랑스(Ile-de-France), 론-알프(Rh e-Alpes), 프로방스-알프-코트 다쥐

르(Provence-Alpes-C e d'Azur), 노르-파드-칼레(Nord-Pas-de-Calais) 지방

에 총인구의 42%가 몰려 있다.

❍ 역사

고대 로마제국이 전 유럽을 지배하면서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GAULE(골)이라 불렀는데, 이곳에 살던 주민들을 GAULOIS(골로아)라하여

지금의 프랑스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A.D. 5세기 초 프랑크 왕국이 성립

되어 현재 프랑스의 모체가 되었고 메로빙 왕조가 세워졌다. 6세기 초에

프랑코 왕국은 분열되었다가 6세기 말에는 재통일을 하는 등 변화를 거듭

하다가 메로빙 왕조가 몰락하고 카롤링 왕조가 들어선다.

8-9세기의 샤를르마뉴 대제에 이르러서는 전 유럽을 제패하는 대

제국이 되었다. 이 시대 온 유럽은 사라센제국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십자군 원정을 반복하였다.

바로와 왕조가 들어선 후 1339년에 프랑스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

고 영국과 프랑스간에 백년전쟁이 일어나, 프랑스의 온 국토는 폐허가 되

고 봉건 제후들은 힘을 잃었으며, 중앙 집권적 통일국가는 다음 시대의 일

로 미루어 진다. 비록 잔다르크라는 영웅의 출현으로 프랑스를 지키기는

하였지만 백년간의 오랜 전쟁은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던 것이다.



격동의 중세를 지나 16세기 종교전쟁 이후 부르봉 왕조가 세워지

고,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완성한 프랑스는 황금의 17세기를 맞는다. 태

양왕 루이 14세-16세 때의 프랑스는 그 전성기를 맞이하여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까지 식민지를 획득하여 근대문화의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루이 16세 왕실의 지나친 사치 및 귀족들의 비리 등 사회 갈등에

의하여 마침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다. 이와 함께 봉건제도는

폐지되고 공화제가 성립되어 근대 프랑스의 첫 장을 열게 된다.

나폴레옹의 제1제정시대에 프랑스는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을 잡았

으나 그의 천일야화가 깨어진 이후 왕정복고를 거쳐 1848년 2월혁명을 통

한 제2공화제, 1852년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 보불전쟁 후의 제3공화제

등 근대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기 위한 파란만장한 19세기를 보낸다.

20세기에 들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인 1946년 제4공화

국이 출범하여 새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1958년 붕괴되고 드골장군이 재등

장, 민족주의 노선을 펼치게 되었다. 1969년 신임투표에서 패배한 드골 이

후 퐁피두 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의 우익파 정권을 거쳐, 현재

좌파인 미테랑 대통령에 이르러 사회주의적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2. 프랑스 도서관별 운영현황 및 특성

■ 생글루드시립도서관(Bibliotheques Saint Cloud)

Ⅰ. 도서관 개요

❍ 방 문 일 : 2007. 3. 28 (수)

❍ 주 소 : 72 rue du Colonel de Rochebrune, 92380

❍ 전 화 : 01.47.10.83.26 . 01.47.10.83.27

❍ 면 담 자 : Medam Aurial

❍ 시 면 적 : 7.56km
2

❍ 인 구 : 29,200 (2005.1.1현재)

❍ 연 혁 : 1989년 신축

❍ 직 원 : 16명(시 공무원 신분)

❍ 전관사진



Ⅱ. 연수 내용

1. 일반현황

- 1989년 신축

- 쌩클루드 시(인구 3만 명)에서 관장하는 시립도서관 (도서관 운영 경비는

시에서 집행)

- 직원 16명 (시공무원 신분)

- 생클루드市에 1개의 도서관 존재, 타시와 협력체계는 없음(타도서관 이용

자 대출 불가)

․ 도서관이 하나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 문화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

2. 도서관 일반 운영현황

- 연간 도서관 이용료 : 26세 이상이면 유료(1년 사용료 7.5유로, 디스크텍

이용료 15유로)

- 장서구성 :일반도서, 시청각자료, CD-ROM

· 디스크텍(비도서털자료실)의 비도서 자료 대출 가능

· 특이점 : 수서 시 구매담당자가 신간도서 비평가 모임에 참여하여 토론

한 후 우수도서를 중심으로 장서 개발

· 특이점 : 책 낭독 CD 대여

·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일부 어린이 그림책에 딸림 자료로 존재하는 이야

기 CD의 개념과는 차이를 보임

·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반 도서 완역본을 낭독하여 주는 것

· 저적권 수집 회사가 프랑스에 설립되어 있으며, 이 회사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도서관에서는 자료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함

· 특이점 : 프랑스 공공도서관의 대다수가 고문서를 국립도서관으로 이관

하는데 반하여, 쌩 클루드 도서관은 1700년부터 1760년대까지의 쌩클루

드 지역의 고문서를 직접 보관하고 있었음(기록 필름 보관)

- 자료 분류 : DDC (Deway Decimal Classification)

· 일반도서 중 소설류는 DDC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작가 알파벳순으로

별도의 서가를 마련하여 분류

· 청소년 도서의 경우는 일반도서와 같이 분류하고 별도의 스티커를 도서



좌측 상단에 부착하여 이용 시 참고가 되도록 함(적정 연령은 출판사에

서 지정되어 있는 것(판권기에 표기)으로 판단)

<청소년도서 별치표시>

· 외국도서(영어권, 스페인권), 노인층을 위한 대형 활자 도서 등은 별도

서가에 비치

· 시청각 자료의 경우는 도서관에서 별도로 마련한 영상 분류 시스템에

의해 분류(클래식, 팝 등의 장르별과 유명 작가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

으로 판단)

<시청각자료 분류 및 서가 배열>

- 인터넷 사용 코너 설치(18세 이상만 사용 가능, 필터링 된 사이트만 접속

가능)

- 도서관 인터넷 사이트 운영(도서 대출이력 확인, 자료 검색 가능)

- 도서 기증 및 기부는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규정에 맞는 도서만 기증 받음

· 도서 비평가 모임에서 우수하다고 선정된 도서일 경우

· 파손도서 재배치 시(사진 자료가 많은 과학책의 경우 훼손도가 높으므

로 주로 과학책 기증받음)

- 현재 쌩 클루드 도서관의 경우 시설의 낙후함을 보완하고 새로운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증축을 추진하고 있음

· 제안사항 : 넓은 로비, 휴게 공간, computer 시설, 아이들의 위한 공간

· 증축 제안 시 시에서 반영되는 우선순위 : 아이들을 위한 공간 → 다목

적실 → 어른들을 위한 공간

- 자료 번역본이 도착하면 추가 작성

3.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현황

프랑스 중소도시의 대표적인 도서관의 형태를 띄고 있음

우리나라 중소도시 도서관과 비교하여 자료실 운영상의 특이점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신축된 지 10년이 넘은 시설의 낙후함과 시설상의 취약점을 다양한 문

화행사를 운영함으로써 보안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음. 이에 도서관 문화행사

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다음과 같이 함.

가. 청소년 및 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활성화

청소년과 유아들의 독서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

1)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 주일에 초등학교 5학급을 초청(매주 5일)하여 사서가 추천하는 좋은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및 독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학기 초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문의하여 도서관에서 사서가 주체적으

로 날짜를 배정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회의

2) 작가와의 만남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 개최. 단순히 강

연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책에 대한 토론형식으로 소규모로 진행, 우리나라의 실

정과는 달리 다양한 작가들이 여러 형태로 도서관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3)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프랑스의 학교 안 가는 평일 수요일에 어린이를 위한 독서지도 프로그램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한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4) 문화단체 연계 프로그램

여러 문화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다채로운 문화행사 운영. 3년마다

시홍보부에서 주관하는 시 축제기간에 여러 문화단체들(문화센터, 음악원, 박물관

등)이 참여하는데 쌩 클루드 도서관 또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홍보하

는 한편 독서문화 진작에 힘쓰고 있었음. 시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각 문

화단체에서 그 주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합적으로 운영. 과년도 주

제는 ‘음악과 생상스’였으며 도서관측에서는 생상스에 관한 도서 전시회와 생상

스 음악에 관한 토론회 등을 개최(음악원에서는 생상스 음악회 개최)

5) 시낭송회

격년제로 4월을 ‘시에 대한 달’로 선정. 주제를 선정, 시를 짓게 하고 어른,

아이들을 위한 시낭송회 개최. 시 낭송회 개최에서 우수한 시로 선정된 것은 도

서관 내에 책 나무로 전시하는 등의 추가 활동 마련

                         <책나무 전시>                           <작품 전시>

6) 그 밖에 문화행사

- 자원봉사 연계 프로그램

쌩 클루드시 아이들의 과외 활동을 돕는 협회의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프



로그램 진행을 지원. 도서관 내 어린이들의 작품 전시. 연간 6회 소규모 공연장

에서 공연(연극, 작품 발표회 등)

- 현대 작가 특별전

매년 10, 11월은 현대 작가 특별전 개최, 하나의 나라를 선정하고 현대작가

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 매년 정기적으로 작가와의 만남 운영(2개월 1회),

베스트셀러 작가, 출판사 관련자 등을 초청하여 토론식으로 진행. 특정 주제

를 선정하여 사진전을 개최하고 사진집 및 작가 전기 소개 글을 공개.

연령별로 다양한 모임을 조직하여 운영

* 특이점 : 장애자 모임이 조직

Ⅲ. 연수 결과

쌩 클루드 시에 도서관이 1개관인 것이 의외였긴 하지만(인구 3만명 대비 우

리나라 실정보다는 좋은 것으로 보임), 1개관이라는 약점을 여러 문화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다양하게 문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작가를 초청하는 일이 일년에 1~3회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반면,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여러 작가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손쉽게 초청하고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부럽게 여겨졌음. 작가와

공공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기 모임이 활

성화된다면 향후 문화행사 진행이나 독서생활화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도서관 관장과의 인터뷰 중 본 도서관과 타 도서관의 차이점을 질의하였을

때, 쌩 클루드 도서관만의 특이점을 ‘인간적인 도서관’이라고 밝힌 점이 인상적

이었음. 주민과의 교류가 그만큼 활발하였으며, 시 주민의 대다수를 사서가 파악

하고 있다고 했음(실제로 인터뷰 중 주민과 통성명을 하며 인사를 주고받음). 지

역 주민과의 진솔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자하는 도서관들의 노력이(주민과의 교

류 활성화, 주민 참여 도서관 운영위원회 조직 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편임. 비평가와의 토론을

통해 수서한다는 점은 현 도서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큼.

도서관 열람시간이 매우 자유롭게 운영. 요일별로도 이용시간이 자유로웠으

며, 점심시간동안 자료실을 폐관하였음. 휴관 때마다 민원이 발생하는 우리 공공



도서관의 실정에서는 매우 부러웠던 점.

일정 차질로 인하여 방문 시간이 30분 정도로 단축되어서 진지한 질의가 오

가지 못한 점이 아쉬웠음.

도서관 시설 면에서는 우리나라 도서관보다 특별나게 뛰어난 점은 없어 보

였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근 몇 년 사이에 눈부신 발전을 한 것 같아 사서로

써 뿌듯함을 느낀 동시에 이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내실화에 힘을 쏟아

야 한다는 사명감을 얻음.

<생글루드시립도서관 단체사진>



■ 블로뉴 비앙코시 란도브스키도서관(Bibliothèques de l'Espace

Landowski)

Ⅰ. 도서관 개요

❍ 방 문 일 : 2007. 3. 29 (목)

❍ 주 소 : 28, avenue André-Morizet

92100, Boulogne-Billancourt

❍ 전 화 : 01.55.18.46.24 / 01.55.18.46.20

❍ 면 담 자 : Francoise Marchand / Corinne Arbaud

❍ 개 관 : 1998년 12월

❍ 규 모 : 대지 3,710㎡, 건평2,976㎡, 4층

❍ 운영주체 : 블로뉴-비앙코트시

❍ 직 원 : 45명(전문사서 12명, 일반사서 33명)

❍ 회 원 수 : 29,576명(14세 미만 19.76%)

❍ 운 영 : 월~토요일 개관, 일요일 휴관

(개관시간은 요일별로 다름)

❍ 전관사진



Ⅱ. 연수 내용

1. 일반현황

가. 자료현황

❍ 도 서 : 141,942권(성인 94,540 / 아동 44,402)

❍ 이용빈도가 낮은 20,000권의 도서는 서고에 보존하며 이용자가 요청

시 대출 서비스함.

❍ 비 도 서 : 74,607종

매 체 DVD CD-ROM 음악악보 LP 음악 CD 비디오
테이프 E-book 원문 DB 예술가 

저작물

종 수 5,147 1,735 2,594 30,552 26,788 6,181 450 1,080 80

❍ 정기간행물 : 180종

2. 운영현황

가. 연혁 및 특징

란도브스키 도서관은 프랑스 22레지옹(région) 중 일-드-프랑스(lle de

France)의 블로뉴-비앙코트시 (Boulogne-Billancourt)에 위치하고 있다. 인

구 약 10만의 중소도시인 블로뉴-비앙코트시에는 총 4개의 도서관이 있는

데 그 중 란도브스키 도서관의 규모가 가장 크며 나머지 3개 도서관은 장

서수 3만5천권정도의 작은 도서관이다. 4개 도서관내에서는 인사교류가 가

능하며 문화행사와 교육프로그램, 목록(catalog) 등을 공유하고 있다. 시 전

체의 사서 60명중 45명은 란도브스키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시

소속 공무원이다. 청사관리 등의 업무는 시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맡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인 에스파쓰 란도브스키(ESPACE LANDOW- SKI)에 박

물관, 멀티미디어센터, 아뜰리에, 도서관이 함께 있다. ‘란도브스키’라는 명

칭은 비앙코트시의 전통적인 가문으로 에스파쓰 란도브스키를 설계한 설

계사의 이름이기도 하다. 연수 둘째날 방문했던 미테랑 도서관을 비롯하여



요즘 프랑스에서는 지역의 유명인사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공공

기관에 붙이기가 유행이라고 한다. 로비에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전시공간

이 있고 왼쪽에는 카페테리아가 있어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먹을 수 있다.

연수단이 방문했을 때에는 비앙코트시 르노자동차공장의 철거 및 리모델

링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지역 역사와 관련된 전시회를 도서관에서 만

날 수 있으니 도서관이 그 지역 문화와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3. 연수결과

가. 운영 일반 및 시설

도서관, 멀티미디어센터와 박물관이 한 건물에 있으니 도서관에서의

자료이용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번에 즐길 수 있으니 이용자 입

장에서도 좋을 것이요, 도서관 직원은 각종 문화행사나 교육프로그램의 기

획과 운영에 동분서주하기보다는 자료의 수집과 보존, 정보제공 등의 도서

관고유의 업무에 전문성을 쏟아 부을 수 있으니 이용자도 도서관도 모두

이로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층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각 층은 별도의 벽이나 출입문 없이 한

층으로 연결되어 있다. 벽면에 깔끔한 색상의 페인트로 층별안내 싸인물을

그려 넣어 내부 인테리어와 조화되게 하였으며 불필요한 공간의 낭비를

줄이고 싸인물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나. 이용자 정책

란도브스키 도서관은 프랑스의 여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유료회원제

로 운영한다. 회원가입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1일 회원가입은 불가능

하다. 회원이 되면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대출과 반납은 중앙 집중 방식

으로 1층의 사서데스크와 무인대출반납기(3M)에서만 가능하다.



다. 자료 분류 및 제공 정보

분류는 DDC(Deway Decimal Classification)를 따르며 소설류는 별도

의 자료실에 저자명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여 비치하고 있고 그 중 만화류

는 다시 묶어서 따로 비치하고 있다.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별치의 활용

이 돋보였는데 소설류 중 만화는 별도의 서가에 따로 비치하였으며 활자

가 큰 도서는 , 이탈리아 소설은 I, 탐정소설은 P, 미국소설은 USA 등의

별치기호 스티커를 책등에 부착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12년 전부터 비앙코트시의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만든 도서를 전시하

는 시화전을 열고 그 자료들을 모아 3층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다. 대출은

불가하고 관내열람만 가능하였다. 란도브스키 도서관만의 특화자료였는데

예술적 가치가 높은 책들로 이를 설명하는 사서의 얼굴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시 역사자료나 장애우를 위한 자료 등을 특화하는 것 외에 이러

한 쪽의 특화자료를 구축하는 것도 색다를 것 같다.

라. 자원봉사 및 문화행사

자원봉사단이나 독서회 등 별도의 도서관소속 단체는 없지만, 한달에

한번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을 읽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

소감 등을 나누는 행사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필요에 대해서 묻는 질

문에 ‘도서관 업무가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여서 일반적인 자원봉사자가 할

일이 없다’는 사서의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45명의 사서 중 12명은 전문사

서로 노인, 성인, 어린이 3개 분야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자료 수

집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으며 대출/반납 등의 업무는

일반업무로 분류되어 시간별로 나누어 맡는다. 요일별 개관시간이 다르고

점심시간에는 폐관하여 서비스 제공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마. 어린이열람실 운영

어린이자료의 경우, 세세한 연령별 분류는 하지 않으나 5세 이하와



6~7세, 8세 이상의 대략적인 3개의 연령대로 자료를 나누어 책등에 스티커

를 붙여 배가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용 시청각자료(DVD, CD)등은 어린이자

료실에 비치하고 있었다. 어린이자료실 한쪽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사

서가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림책의 아름

다운 장면들로 꾸며진 벽면과 계단식 구조, 따뜻한 연노랑색의 색상구성으

로 어린이들이 편안한 기분으로 책 읽어주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

다.

바. 시청각자료실 운영

3층의 시청각자료실 한쪽에 소규모의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이 가능

한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박물관과 아뜰리

에, 멀티미디어 센터가 한 건물 내에 있어서인지 한국의 도서관에 마련된

강의실, 영화관 등은 없었다. 대신 도서관자료를 이용하여 그때그때 문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자료실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다.

사. 장애인 자료 및 대상 서비스

별도의 장애인열람실이 존재하지 않고 점자, 녹음도서 등의 자료는 각

자료실에 주제별로 비치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E-book 배달 서비스 :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PDA에 30권을 다운로드 받아 배달 → 15일간 대여가능하다. E-book 대출

용 PDA는 고가 장비로 현재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회원에 한해 대출할 수 있다. E-book은 인터넷 원문서비스에 동의한 작가

의 작품에 한하므로 현재는 서비스 가능한 수량이 6,000권 정도에 불과하

지만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작가들과 접촉하여 더 많은 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제작업체의 E-book을 고르

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의 경우, 저자와 직접 협의하여 도서관에서

E-book제작을 요청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5. 관련사진

               ▲1층의 대출/반납 데스크           ▲1층의 대출/반납기

◀ 도서관 벽면의 층별안내 사인물 

                ▲ 소설을 모아놓은 자료실          ▲ 별치기호

      ◀ 저자명 알파벳순 배열 및 표지판



           ▲ 만화열람실과 만화자료

◀ 음악회,연극,책읽어주기 등 작은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

          ▲ 비앙코트시의 예술가와 작가가 만든 작품

◀시청각 자료실



           ▲ 정기간행물실

 ◀ E-book 서비스 및 단말기 대여

▲ 기념품 및 한국소개 도서 전달



■ 생모르시청 및 시립도서관(Hotel Saint Maur-Des Fosses &

Bibliothèques)

Ⅰ. 도서관 개요

❍ 방 문 일 : 2007. 3. 29 (목)

❍ 주 소 : 64 rue du Pont de Crveil 94100,

Saint-Maur-des-Fosses

❍ 전 화 : 01.41.81.10.50 / 01.41.81.10.51

❍ 면 담 자 : Jean Mulard

❍ 시 면 적 : 11.25Km2

❍ 인 구 : 75,400명(2005.1.1현재)

❍ 개 축 : 2007년 10월 오픈예정(현재 우편서비스만 시행)

❍ 운영주체 : 생모르시

❍ 직 원 : 50명(시 공무원 신분)

❍ 전관사진

<개축중인 도서관, 구관 및 시관 연결>



Ⅱ. 연수 내용

1. 생모르시 일반 현황

가. 시청 구성 현황

- 1층 : 화단, 전시대, 시장실, 민원실, 여권담당실 등

- 2층 : 축제장, 결혼식장, 시의회 회의장 등

나. 시 운영 현황

쌩 모르시는 도서관 보다는 노인들을 위한 활동에 호의적 이라고 함

시장이 30년 넘게 집권하다 보니 시민들의 상황을 상세히 알 고 있으

며, 관 주도가 아닌 이용자 주도의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함

연말에는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영세민을 위한 선물을 지급하는 행사

를 하고 있으며 노인아파트 등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함

2. 생모르시립도서관 운영현황

가. 도서관 구성 현황

1개의 대형 도서관과 5개의 부속 건물로 구성, 부속 건물에서는 특수

서적 등을 관리, 현재는 증축 중인 상태로 도서관 버스만 운영

나. 도서관 건축 절차

계획 발주 후 시장, 부시장, 도서관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시 의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

정부의 건축 예산 25%와 도 예산 10%, 나머지 시 예산으로 건축. 정

부의 예산은 정부와 2년에서 2년 반 정도 협상을 통하여 지원받았다고 함

다. 도서관 운영 방법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근접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서관

버스 운행. 현재는 공사 중인 상태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신청한 이용

자들에게 버스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도서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회원 가입 시 받는 가입비 및 별

도의 실비를 받고 있음. 상징적이지만 이 실비를 통하여 이용자의 도서관

에 대한 태도 및 책을 이용하는 마음가짐이 바뀌는 등의 효과와 함께 만



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는 실효를 거두었다고 함

라. 문화행사

주, 혹은 달을 정해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도서 전시 및 다양한 행사

진행. 주제는 주로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하며, 이러한 특별전

은 쌩모르 도서관만의 특색이라 함

마. 소외계층 프로그램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배려하는 사회복지단체인 Centre action

sociale 와 연계하여 병원, 실버타운 등을 방문하며 책 등을 읽어주는 프로

그램 진행. 영세민에게는 도서관 가입비 지원

바.홍보방법

약 30여명의 시청 홍보 담당 직원이 필요시 도서관 홍보도 함께 진행.

시와의 적절한 업무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보전문가와 도서

관사서간의 커뮤니티로 효과적인 홍보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짐

사. 예산운용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주로 시 예산을 이용하며, 장서 구성에서

의학, 설계 등 전문분야는 기증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Ⅲ. 연수 결과

1. 연수소감

도서관이 공사 중인 관계로 부시장에게서 개괄적인 사항만 듣고 도서

관 견학 및 실무자와의 면담이 불가해 매우 아쉬웠음

부시장과의 면담 중 예산부문에서 도서관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말을

통해 시에서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시임원의 30년 넘는 집권을 통해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

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일관된 정책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됨

도서관에서 가입 시 받는 실비에 대한 부분은 만성적인 적자에는 별

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이용 및 장서

이용에 대한 시민의 마음가짐이 바뀐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

도서관과 사회봉사단체와의 활발한 연계활동이 인상적이었으며, 도서

관에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

각됨

2. 관련사진

<생모르시청 전경 및 단체사진>



 3. 이탈리아 국가현황

❍ 국 명 : 이탈리아공화국

❍ 수 도 : 로마(Roma)

❍ 인 구 : 약 5700만명

❍ 기 후 : 지중해성기후

❍ 면 적 : 301,333 ㎢

❍ 민 족 : 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그 외 소수민족

❍ 언 어 : 이탈리아어

❍ 종 교 : 카톨릭(98%), 기타(2%)

❍ 정 체 : 민주 공화제

❍ 국 경 일 : 1946.6.2(공화국 선포 기념일)

❍ 화폐단위 : EURO

❍ 역사

· 초기 7왕국 시대 (BC.753 - BC.509)

- BC.8C경부터 라틴과 사비나 도시국가를 병합하여 에투르스키 왕

조를 포함한 7왕국 시대를 이룸.

· 로마 공화정 시대 (BC.509 - BC.27)

- 귀족을 중심으로 원로원을 구성하였으며 원로원이 매년 선출하는

2명의 집정관(consul)이 통치

- BC.3C경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 BC.146년까지의 카르타고, 마케도

니아 병합과정에서 집정관의 장기 독재화 현상이 대두하였으며 제

1차 삼두정치(시이저,폼페이우스,크락수스)를 계기로 공화정 퇴조

· 로마 제정 시대 (BC.27 - AD.476)

- 제2차 삼두정치(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하의 권력투쟁

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피우스가 BC27년 원로원으로부터 아구

스투스 칭호를 받고 황제로 추대되면서 제정시대 개막.

- BC27~AD180간 5현제(네르바,트라야누스,아드리아누스,안토니우스,

아우렐리우스) 업적으로 로마 최고의 전성시대, Pax Romana 구가



- AD180년이후 사회 기강의 이완, 변방 속령의 반란, 게르만 민족의

압박 등으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됨. 디오클레시아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등이 로마제국의 부흥을 기도했으나 AD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당시 동.서로 분열되며 서로마는 AD476년 게

르만 출신 용병대장인 오토아케르에 의해 멸망 .

- AD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 공인.

· 중세 도시국가 시대

◦ 도시국가의 형성과 르네상스(11~16세기)

- 서로마제국 멸망후 이탈리아는 동고트족,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

아누스 황제, 롬바르드족, 프랑크왕국(샤를마뉴 대제)의 지배를 거

쳐, 962년 오토 1세에 의해 성립된 신성로마제국의 통치하에 들어

가게 되나 11세기 이후 황제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황제와 교황간

의 세력다툼이 격화되며 지방영주가 통치하는 도시국가 출현 .

- 도시국가의 수공업 및 상업이 발달하면서 베니스, 제노바, 파비아,

밀라노, 플로렌스 등이 산업, 상업, 금융의 중심지로 대두하고 세

력을 확장

◦ 도시국가의 쇠퇴(16세기~19세기초)

- 물질문명의 발달, 지리상의 발견 등의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한 학문,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며 특히

피렌체 메디치가의 후원으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

엘로 등의 뛰어난 예술가 배출 .

- 1453년 동로마제국의 멸망에 따른 터키의 지중해 진출, 스페인, 프

랑스 등 절대군주제하의 강력한 신흥국가 등장으로 베니스, 제노

바 등 무역으로 번성했던 도시국가들이 쇠퇴하게 되며, 이탈리아

가 이들 새 열강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16세기부터 19세기 초에 걸

쳐 많은 도시 국가들이 이들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됨.

· 이탈리아 국가통일 (19세기 초)

- 18세기말의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사상을 이탈리아에 전파하

며 이에 따라 민족의식에 눈뜨게 된 이탈리아인들은 1820년대 결

사조직(Massoneria), 카르보나당(Carboneria) 등의 비밀조직 활동을



통해, 또한 1831년 마찌니가 결성한 이탈리아 청년당을 통해 외세

로부터의 독립과 국가 통일을 위한 운동을 전개.

- 1848년이후 사보이 왕국의 임마누엘 국왕과 카부르 재상, 가리발

디 장군이 중심이 되어 프랑스, 오스트리아와의 외교교섭 및 3차

에 걸친 독립전쟁을 거쳐 1870년 이탈리아반도를 통일.

· 파시스트 정권시대 (1924-1944)

-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불 등의 연합국측에 가담하여

전승국이 되었으나, 전후 경제침체와 정치불안이 심화되면서 1923

년 뭇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정권 등장.

- 1937년 독일, 일본과 방공협정을 체결한 뭇솔리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이 눈부신 군사적 성공을 거두게 되자 독일과 추축

(Axis)동맹을 맺게 되나 북아프리카 진출 이탈리아군이 연합군에

패퇴하고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한 1943년 권좌에서 쫓겨나고

바도리오 임시정권(43.7~44.2) 발족.

- 이후 무솔리니는 독일의 지원으로 북부에서 명목상의 정권을 유지

하나 연합군의 이탈리아 공략이 절정에 달한 1944년 항독 게릴라

에 의해 살해되며 이에 따라 파시스트 세력도 완전히 붕괴

- 1946.6. 제헌의외 구성, 국민투표 실시 후 1948.1.1 공화국헌법을 정

식 공포

· 기민당 주도 연립 정부시대 (1948-1994)

- 1948에 공포된 공화국 헌법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공산당 집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례대표제'를 도입, 제1당인 보수

기민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중소정당이 난립,

기민당이 연정을 구성하여 40여년간 집권.

- 정당 난립에 기민당내 파벌간의 알력 등도 작용하여 1996.5 까지

55회 내각변동 (평균 집권기간 10개월)

- 정계 구도는 제1당인 기민당이 제3당인 사회당 및 기타 중소정당

과 제휴하여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공산당('91.2 좌파민주당으로 개

명)이 제2당으로서 야당세력을 주고 기민당 장기집권 체제하에서

정경유착(부정부패)의 구조화 현상 초래.



4. 이탈리아 도서관별 운영현황 및 특성

■ 포메찌아시립도서관(Biblioteca Comunale de Pomezia)

Ⅰ. 도서관 개요

❍ 방 문 일 : 2007. 4. 3 (화)

❍ 주 소 : Via Largo Catone Pomezia, Roma

❍ 전 화 : 06-911-1768

❍ 홈페이지 : http://www.bibliotecapomezia.it/

❍ 설 립 : 2006년

❍ 운영주체 : 포메찌아시

❍ 직 원 : 6명(시 공무원 신분), 사회훈련자 3명

❍ 전관사진

<전면>

<후면>



Ⅱ. 연수 내용

1. 일반현황

❍ 개관시간 : 월요일~금요일 : 9:15-13:00, 15:15-18:45

토요일 : 9:00-13:00, 15:15-18:45

일요일 : 휴관

❍ 장서수

- 도서자료 : 12,000권

- 시청각자료 : 전자책 10,000여점 / 카세트 600여점

- 정기간행물 : 16종 (관광, 정보 등)

2. 도서관 운영사항

가. 운영 및 시설

인구 약 5만명의 도시인 포메찌아에 위치한 포메찌아 시립도서관은

장서 12,000권 규모의 시립도서관이며, 정규직원 6명, 사회훈련자 3명으로

운영.

나. 자료 및 열람실 운영

5개의 자료실과 1개의 시청각실 그 외 신문열람대 등을 구비하고 있

으며 직업, 인종,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입장이 가능함.

1층에는 신문잡지열람대와 아동실, 추리공포소설 열람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2층 공간은 성인을 위한 종합자료실과 사무실, 세미나실로 구성됨.

다.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작가초청강연회, 종이접기, 파스타 강좌 성탄절기념 강좌등 지역시민

에게 정보 제공 및 여론 수렴 역할을 하고자 함.



3. 관련사진

<어린이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잡지대> <1층 로비>

  <종합자료실>

   - 백과사전 등 참고자료를 비치하여 인터넷을 하면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Ⅲ. 연수 결과

1. 연수 소감

포메찌아 시는 산업도시로서 도서관이 없다가 2006년에 EU의 프로젝

트 공모에 당선되면서 도서관이 건립됨. 인구가 적은 도시라 이용자수가

적었고 아직 체계가 다 잡히지 않은 느낌임.



장서구성이나 마크 라벨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되고 대

출도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도서관 전산 및 기기,

정보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것 같음.

어린이 자료실은 다양한 색을 이용한 서가와 집기가 배치되고 장서들

도 책표지가 다 보이게 디스플레이를 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한 것과 백과사전이나 참고도서를 별도의 실을 마련하여 학교의 학습과

연계한 점도 독특한 것 같음.

점심시간이 3시간이란 것도 인상적이었고 근무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의

사서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도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봄.



Ⅲ. 2기 연수내용

 1. 캐나다 국가현황

 

■ 캐나다 (Canada)

○ 수 도 : 오타와(Ottawa)

○ 인 구 : 약 3,300만명(2006년 기준)

○ 면 적 : 998만㎢(한반도 45배)

○ 위 치 : 북아메리카 대륙북부

○ 주요민족 : 영국계, 프랑스계, 독일계등

○ 주요언어 : 영어(62%), 불어(12%), 기타(11%)

○ 종 교 : 카톨릭(46%), 개신교(41.2%)

○ 정부형태 : 연방의회제, 다당제, 양원제등

○ 국가원수/정부수반 : 영국 국왕

벤쿠

버

[사회 , 문화 ]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신의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북아메리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

고 있는 것에 반해 인구는 우리나라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투명한 호수와 빙하로 둘러쌓인 거대한 록키산맥이 뿜어내는 매력은 누구나

한번쯤 이곳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고집스런 프랑스계

와 명예를 존중하는 영국계, 자유로운 미국계 이렇게 삼색이 미묘한 조화를 이

루며 발전하고 있다.

넓은 국토의 면적으로 인해 지역마다 기온차가 심하다. 겨울에는 추위가 기

승을 부리고 서부 태평양 연안은 해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서 캐나다의 위상을 상징하듯 뻗어나는 침엽수로 가득하다.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는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으며, 10월∼3월은 우기이다.

캘거리가 있는 알버타주는 연중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



퀘백주는 덥고 지루한 여름과 겨울의 폭설이 대조를 이룬다. 온타리오주는

북부와 남부의 기온차가 큰 편이다. 캐나다 제일의 도시 토론토 북부는 겨울이

길고 건조하여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오타와의 남부는 여름이 길고 온화하나

호수의 영향으로 습한 편이다.

캐나다는 한반도의 45배나 되는 국토를 가진 나라이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미국 국경을 따라 약 300km에 남북동서에 띠모양으로 뻗어 있는

지역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한대림과 아름다운 빙하호군, 위로

는 툰드라와 극지방이 이어져 있다. 해안선이 복잡한 서쪽 태평양 연안쪽은 캐

나디언 록키산맥과 맥켄지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고산지대이다. 중앙에는

캐나디언 록키의 동쪽기슭에서 대평원이 시작되어 많은 빙하호가 산재하여 있

다. 동부는 허드슨만을 에워싼 넓은 대지가 동쪽의 대서양 연안까지 구릉 지대

를 이루고, 북극해로 이어지는 북부는 변화가 많은 해안선과 크고 작은 여러

섬이 있는 미개척 지역이다.

캐나다는 각 민족들이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권을 지켜가고 있는 다민족 국

가이다. 전체 인구의 약 70%를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차지하고 있다. 공식언어

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주민의 81%가 프랑스계로 이루어진 퀘백주를 제외하

고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종교는 로마 카톨릭과 영국의 프

로테스탄트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10개주와 2개의 준주로 행정 구역이 나뉘

어 있다.



2. 캐나다 도서관별 운영현황 및 특성

■ 버나비 공공도서관(The Burnaby Public Library)

Ⅰ. 도서관 개요

❍ 방 문 일 : 2007. 4. 17 (화)

❍ 구 성 : McGill, Metrotown, Cameron, Kingsway 4개 분관

❍ 주 소 : McGill Branch,

4595 Albert Street Burnaby, BC V5C 2G6

❍ 전 화 : 604-299-8955

❍ 홈페이지 : www.bpl.burnaby.bc.ca

❍ 면 담 자 : Ms. Barbara Jo May(E-Mail : bjmay@bpl.burnaby.bc.ca)

❍ 주요면담내용

- 도서관 일반현황

- 도서관 장서수집

- 이용자 서비스

- 시설 및 운영실태 견학

〈 버나비 공공도서관 전경 〉



□ 일반현황

가. 설립목적

- 버나비 시민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각종 도서관 자료와

도서관서비스를 최적의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아이디어, 경험 등을 전달하는 장서와 콘

텐츠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물, 장비, 가구, 설비 등을 제공

- 버나비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계획 경영

- 도서관자료를 효율적이며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

- 시민들이 버나비 도서관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

- 직원들의 효율성, 효과성, 사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함

- McGill 도서관은 그레이스 멕길과 콜 브라운이 지원봉사로 1927년에

최초 설립하였고, 현재 도서관은 2001년에 확장 개관한 것임

☐ 버나비 공공도서관 전체 연혁

- 1927년 북버나비 도서관 연합회 구성(최초 McGill 도서관)

- 1935년 4147 East Hastings Street의 작은 상점이 최초 도서관 빌딩이 됨

- 1954년 버나비 공공도서관이 시조례에 의해 설립

- '56년. 9월 24일 83,745명의 버나비 시민들을 위해 13,139권의 서적과

자료로 남부 버나비에 버나비 도서관 개관

- ‘57년 북버나비 도서관 연합이 버나비공공도서관에 통합

- 1961년 McGill 분관 도서관 개관

- 1971년 이동도서관서비스 종료 및 가정도서관(Home library Service) 시작

- 1962년~1980년 Kingsway, Central Park, Cameron 분관 도서관 개관

- 1994년 Greater Vancouver, Browen Island, the Fraser Valley, Squa

-amish, Whistler 주민들에게 장벽없는 자유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인터링크(InterLink)에 가입

- 1998년 187,900명의 지역시민들에게 624,100의 소장자료를 제공하며,

캐나다에서 공공도서중 개인당 최고의 도서대출(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음

- 2001년 McGill 분관 현재 도서관으로 확장 개관



나. 주요기능

○ 대출업무

- 대출시간 : 월요일 ~ 금요일 10:00 ~ 21:00

토요일 10:00~ 18:00, 일요일 13:00 ~ 17:00 (공휴일 휴관)

- 근무시간외에는 출입구 반납함에 반납가능

- 버나비 도서관 분관 및 인터링크에 가입된 어느 도서관에서나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며 타시민도 대출 가능, 대출권수는 25권

- 대출기간 : 책 28일간, 잡지 및 CD 14일간, 비디오 및 DVD 7일간

- 반납 연체시 벌금부과 : 책종류 매일 30센트, 비디오 및 DVD 매일

1달러, 도서카드 분실시 2달러

- 대출정지(잠정적) : 벌금이 5달러 이상일 경우, 한번에 5권 이상 반납이

늦을 경우, 8주 이상 늦었을 경우 등

○ 책 읽는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 : 125석의 좌석비치로 독서와 학습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인터넷 및 컴퓨터 랩실 설치운영

○ 아동실내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어린시절 독서의 중요성 강조

- 아동 이야기책 읽어주기 프로그램과 여름방학 독서프로그램

- 분관별로 유아, 유치부, 초등학생별로 각종 읽기 프로그램 진행

〈 전망좋은 어린이실 전경 〉〈 도서관 입구 〉



○ Home Library Service(가정도서관서비스)

-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로 도서 및 각종 자료를 배달해주는 대출서비스

○ 어느 곳에서나 도서관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자료 열람 및

각종 데이터베이스 검색 가능토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참고자료실에서 각종 잡지, 신문 등 참고자료 제공

○ 중국어등 기타 외국어로 자료검색이 가능토록 검색 기능 제공

○ Meeting Room : 지역사회의 모임을 위하여 개방 누구든지 이용가능

각종 토론 및 정보공유

라. 소장자료(2005년 기준)

○ 소장자료 : 161,203건

○ 대출자료 건수 : 988,697건

○ 문의건수 : 54,291건

○ 방문자수 : 485,107건

☐ 버나비 공공도서관 전체 현황

○ 소장자료 : 710,309건

- 도서, 카세트테이프, CD, 비디오, 오디오 DVD 등

○ 대출자료건수 : 3,880,428건

○ 문의건수 : 223,756건

○ 방문자수 : 1,961,857명

○ 웹사이트 방문자수 : 703,046명

○ 컴퓨터 랩 사용자수 : 18,906명

마. 직원 및 예산규모

○ 직원규모 : 21명 (버나비 공공도서관 전체 직원 : 232명)

○ 예산규모 : $8,958,938(2005년기준 버나비 공공도서관 전체 현황)

○ 수입내역 : 시수입, 도서관 수수료 및 벌금, 주보조금, 기금이자 수입

○ 지출내역 : 직원인건비, 책, 비디오 등 자료구입비, 빌딩유지 관리비등

〈 가정도서관 서비스 〉



바. 시 설

○ 규모 : 1층 면적 - 20,000 sq.ft, 아동자료실, 일반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운영

(버나드 분관 공공도서관중 2번째로 큼)

총 빌딩규모 : 27,340 sq.ft (4,000sq ft 시 고서보관소 포함)

건립비용 : 약 6.2백만달러 주차시설은 주변 공공시설과 공유

○ 인터넷 컴퓨터 - 17대 (3대는 잡지, 신문등 라인 자료검색용)

○ 아동용 인터넷 컴퓨터 - 2대

○ 예약 대출서적 선반 : 미리 예약한 대출자료를 개인이 스스로 가져가는 선반

○ 아동실에 스파이 테이블 1개

○ 독서 및 학습을 위한 125좌석

○ 안내 데스크 - 아동실 1명, 일반실 2명

- 노인들을 위한 벽난로 설치

- 조명시설 : 자연채광에 의해 조명이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되는 기능

〈 일반 자료실 전경 〉 〈 HOLDS PICK UP 〉

〈 인터넷 이용실 〉 〈 자동조명 장치 〉 〈 알파벳순 장난감 모음 〉



2. 운영현황

가. 도서관 진흥 시책을 위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협조 사항

○ 주정부 및 버나비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 시수입 - 2005년도 $7,093,125

- 주정부 기금 - 2005년도 $63,000

- 읽고 쓰기 프로그램, 직원 교육, 도서관 장서구입 보조 및 기술지원

나. 작은도서관(어린이) 운영 실태 및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사항

○ InterLink에 가입하여 주변 도시의 도서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연

계망을 구축

: Greater Vancouver, Browen Island, the Fraser Valley, Squamish,

Whistler에 있는 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장벽없는

자유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매일 분관도서관 차량으로 대출 및

반납도서 회수 운영

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부금

○ Picard Trust, Cox Trust, Simnett Trust, Perrot Trust,

Sundry등 각종 재단으로부터 기금 지원 : 2005년도 기준 $553,369

라. ‘도서관 친구들’등과 같은 도서관 서비스 자원봉사 조직구성 및

운영 현황

○ 주로 도서관 직원들 중심으로 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

봉사조직은 활동이 크지 않음

○ 정규직원과 파트타임직원들이 시간별로 탄력적으로 근무하면서 책임

감을 갖고 전문인으로서 도서관 운영

마. 사서 및 도서관 근무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정기적으로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3. 연수결과

가. 우수사례

○ InterLink 프로그램



- 주변의 시와 연계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공유, InterLink 도서관

카드하나로 모든 서비스와 대출,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 가능

- 집주변 도서관에 없는 자료나 도서를 요청하여 시민이 이동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함

○ Home Library Servive(가정도서관 서비스)

- 장애인이나 노약자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로 원

하는 자료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임

○ 도서관 개방시간이 도서 대출 가능시간

- 도서관 개방시간에 도서대출, 인터넷 이용 등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

- 직장인, 학생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관서비스 이용

○ Book Sales 행사

- 도서관의 오래된 책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기적 행사, 도서관 세외 수입으로 활용

○ 도서예약제 및 예약서적 픽업선반 설치운영

- 도서예약을 해놓고 누구나 각자가 알아서 신청도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픽업선반 설치

○ 주요 프로그램

- Summer Reading Club :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

- Story Time : 유아, 유치부, 초등학생별 읽기 프로그램

- 컴퓨턴 관련 무료 교육을 Kingsway 분관에서 실시

- Book Sales 행사 :

○ 기타

- 도서관 운영위원회 : 8명의 시민들로 구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및 논의

- 자원봉사 : 주로 도서관 직원들(전문 정규직원과 파트타임 직원)

중심으로 운영, 자원봉사 조직 및 활동이 크지 않음

- 시민대상 도서관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도서관사이트에 게재하여 시민

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 갤러리 운영 : 시립미술관과 연계하여 전시



   나. 연수소감

도서관을 보면 그 지역, 그 나라의 시민의 의식수준과 교양수준을 판단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버나비 공공도서관은 시민을 위해

시민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도서관의 구조와

서비스 체계, 각종 시설 등을 보면 사용자 중심으로 도서관 시설배치를

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물론 예산지원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공공

공공도서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정부와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각종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로 인해 인력면에서나 기술적 측면에서나

우리보다 앞선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었다. 선진국의 도서관운영 활성화가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수준이었다.

보이지 않게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지역사

회커뮤니티의 활동을 보면서 모든 도서관 문제를 토론․개선하고 도서관

발전의 원초적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각종 시설물 등을 자기 것처럼 이

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들어 가며, 항상 가고 싶은

도서관으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한다.

인간중심의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에게도 따뜻한 차와 달콤한 쿠키를

준비해 주던 도서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Ⅲ. 총  평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지역의 도서관이 우수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버나비의 도서관은 별도의 열람실이 없고 학습을 위해서

구석자리에 적당하게 책상이 여럿 놓여 있었다. 주로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하

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은 상상할 수 없다. 집

중하며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구조상 도서관이 열

람실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그 지역의 특성임을 인정하며 유지

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개선하여야 한다. 그 외에는 버나비의 우수사례를

통해 짚어본 것처럼 우리지역의 실정에도 맞고 시민들에게도 유익하다면 버나

비 도서관의 사례를 받아들여 보다 시민중심의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 잘 만

들어진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라면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더 한

단계 높아지지 않을까? 시설과 서비스가 엉망이라면 그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준이 어찌 그 보다 낫기를 바랄 수 있을까? 우선은 잘 된 시설과 서비스를

구비하여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민들 의식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고 우리 도서관이 추구하는 목표도 이미 절반이상은 성공한 것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서관 예산지원, 인력지원 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한 지속

적인 서비스향상이 절실하다.

캐나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을 통해 세계강국의 힘이 도서관에서 생기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화강국의 저력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사서들의 열정과

자부심, 친절한 미소는 멀리 도서관 공부를 하러간 우리에게 살아있는 현장이

었다. 모든 도서관은 시민 중심의 시설과 구조를 갖추고 작은 배려도 잊지 않

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으며, 이 부분은 많이 배워야 할 것임을 상기시켰다.

우리 도서관의 현실에서 많은 부분 고개를 가로 젓기도 했지만 지금 가슴속에서

뜨거워지는 도서관에 대한 열정으로 이번 연수는 큰 감동이었고 공부였다. 우

리 직원들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도서관 연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7박9일의 연수기간 동안 함께 공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연수과제 담당 : 박은경 , 조용곤 ]



1. 미국 국가 현황

 

■ 미국

○ 수 도 : 워싱턴DC

○ 인 구 : 약 3억만(2006년 기준)

○ 면 적 : 963만㎢(한반도 42배)

○ 독 립 일 : 1778년 7월 4일

○ 주요민족 : 백인(83%), 흑인등 (17%)

○ 주요언어 : 영어

○ 종 교 : 개신교(56%), 카톨릭(28%)

○ 정부형태 : 연방공화제, 양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

시
애
틀

로스앤

[사회 , 문화 ]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였던 미국

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비로소 13개 식민지를 '주(州)'로 하

는 미합중국을 탄생시켰다. 현재는 본토의 48주에 알래스카 및 하와이를 합친

50주, 그리고 콜럼비아 특별구(수도 워싱톤)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영

향력을 행사하는 연방공화국이다. 이외에도 해외의 준주와 자치령으로 푸에르

토리코, 버진 제도, 태평양의 여러 섬 및 파나마 운하지대 등이 있다.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현재 대통령 중심제의 연방공

화제 체제이다. 현재의 국가 원수는 George W. Bush이다. 의원제도는 상원과

하원의 2원제로 상원의원은 정원이 100명으로 각 주에서 2명씩을 선출한다. 임

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0%정도가 개선이 된다. 하원의원의 정원은 435명으로

각 주에서 주의 인구비례로 선출해서 2년마다 전원 개선된다.

광대한 국토와 자연을 가진 미국은 대부분 평지가 넓고 온대기후여서 자연

조건의 혜택을 받은 세계적인 농업지대이다. 그리고 남북전쟁 후의 공업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기계화 농업이 발달되고, 이로 인해 미국이 농업국가가된 바탕이

되었다.



[시애틀 -산과 물의 도시 ]

워싱톤주의 서부, 태평양과 접해 있는 항구도시 시애틀은 워싱톤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서북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다. 남과 북쪽으

로는 퓌젯트 사운드, 동쪽으로는 위싱톤 호가 자리하고 있는 시애틀은 물의 도

시라고도 불리운다. 따뜻하고 볕좋은 여름과 온화한 겨울 날씨가 미국인들에게

인기있는 관광지이다. 태평양을 앞에 두고 하늘 높이 솟아 있는 빌딩들이 시애

틀의 마천루를 환상적으로 만들어 준다. 호수, 산, 바다로 둘러싸인 시애틀의

지형적 특징은 미국의 어느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로 다가온다.

시애틀은 시내에도 스페이스 니들과 시애틀 센터,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지

하에 남아있는 옛도시의 잔재인 언더그라운드 등과 같은 풍부한 볼거리가 가

득하고 시내에서 벗어나면 레이니어산 국립공원, 올림픽 국립공원, 노스 케스

케이즈 국립공원의 미국을 대표하는 3개의 국립공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

아온다.

[LA -헐리우드로 유명한 영화산업의 중심지 ]

LA는 미국 영화산업의 대명사, 헐리우드와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로 명성이 높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가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현재 55만 이상의 한국인

들이 거주하고 있는 코리아타운으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총면적이 4천 83평방 마일에 달하며, 95개의 주변 도시

에 인구 1,20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미서부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로서 가난

한 이민자들의 꿈과 번영이 약속되는 희망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다.

1781년 다운타운의 올베라 거리에 스페인 이민자 44명이 이주하면서 발전하

기 시작했으며, 미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자연환경, 산업구조, 인

종분포가 가장 다양한 지역으로 성장했다. 예전에는 농업과 제조업, 군수산업

의 비중이 컸지만 최근에는 제조업과 군수산업의 쇠퇴로 광고, 컴퓨터 프로그

램, 테이타프로세싱, 엔지니어링, 회계, 법률 등 비즈니스 , 서비스업이 최대 산

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계 최대의 영화산업과 관광사업이 LA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2. 미국 도서관별 운영현황 및 특성

■ 워싱턴 주립 도서관 (Washington State Library)

Ⅰ. 도서관개요

❍ 방 문 일 : 2007. 4. 18(수) 15:00~17:00

❍ 구 성 : Airway Heights Correction Center, Labor and Industries, Dept

of, Eastern State Hospital 등 14개 분관

❍ 주 소 : 6880 Capitol boulevard S, Olympia, Wa 98504-2460

❍ 전 화 : 1-360-704-7135

❍ 홈페이지 : www.statelib.wa

E-Mail : lthornton@secstate.wa.gov

❍ 면 담 자 : Mrs. Lori Smith Thornton

(Public Services Program Manager)

❍ 주요면담내용

- 주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며 주정부 출판물 배부 등이 주목적

〈 워싱턴 주립도서관 전경 〉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08:00 ~ 17:00(주말, 공휴일 휴관)

- 장서수집은 주 정부 출판물, 연방정부 자료, 미 북서부 지역의 문화, 역사,

생활 및 초기 개척 시대 자료들을 수집하여 디지털화

- 이용자 봉사는 주의 홍보물이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가교

- 시설 및 운영실태 견학

Ⅱ. 연수내용

1. 일반현황

가. 설립목적

○ 국가의 정부, 역사, 문화, 자연자원 및 Washingtonians 관련 자료보존

○ 워싱턴주 소재 도서관 종사자 교육 및 서비스 지도

○ 연방정부 거주자 및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 연방정부에서 배포하는 정보제공

나. 연혁

○ 1853년 워싱턴주도서관 건립, 5,000$로 시작(1852년 워싱터주로 승격),

연방 각주와 점령지의 행정부와 학술단체로부터 발행된 문서와 기록물

들을 요청 수집, 초기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 문학도서 대여

○ 1924년 Bookmobil(이동도서 차량) 서비스

○ 1965년부터 워싱턴 주와 알래스카를 위한 지역문서 보관소로 개설

○ 2001년 대화재로 의사당 건물이 소실되면서 당시 도서관 건물을 의

사당으로 사용, 현재 도서관 건물은 임대해서 사용중이며, 장서는 다른

건물에 보관

다. 주요기능

○ 국가의 정부, 역사, 문화, 자연 자원 및 워싱턴 주민 관련 자료 보존

○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행정자료실의 기능

○ 도서관 예산(연방정부 기금) 배정 분배

○ 워싱턴 주 소재 도서관 직원 교육 및 서비스 지도

○ 주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여 마이크로화(개인의 역사, 가족사까지 디지털화

ex. 출생증명서 등)



라. 소장자료 : 연방 자료 700만건, 주정부 자료 100만건, 일반 자료 등

○ 인쇄물, 마이크로피시, CD-ROM, DVD 및 지도 자료

- 주 역사 기록물 수집 마이크로화

(개인사, 가족사 등도 디지털화, 예: 출생증명서등)

※ 대부분 문서로 부피가 크지 않고 페이퍼북이 많으며 상자에 보관

마. 직원 및 예산규모

○ 정직원 112명

○ 연간예산 $700만, 예산 분배는 연방정부 설정 기준에 따라 위원회

(15~16인으로 구성)에서 결정하여 배분

○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기금(LSTA Fund)으로 운영되며, 시에서 일부 지원과

주정부지원은 없으며, 기금 배분은 각 도서관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주마다 다르게 운영

○ 1인당 $500이하 기부를 받으며 큰 기금액은 모두 펀드 단체를 통해서 관리

○ 현재 건물 신축을 위해 $100만 정도의 추가 기금이 필요

바. 시설

○ 2002년 대형화재로 의사당 건물이 소실되면서 당시 도서관 건물을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은 일반사무실용이라서 공간

구조상 도서관용으로 적합지 않아 장서는 다른 건물에 보관.

❒ 층별 안내도

층별 용      도 비      고

4
- 미국서부 자료 및 주정부 간행물,

  연방정부 자료 등

3 - 귀중 자료
- 온.습도 조절 및 잠금

- 출입제한

2

 Archive Center

- 잡지, 신문복사본, 연방지도 등 

- 1800년대 의회 자료 등 

- 출입제한

- 디지털 자료화한 후 폐기

- 연방자료는 매년 보존기한이

  넘으면 지시에 의해 폐기

1 - 로비 및 안내센터



사. 주요서비스(이용자 서비스)

○ 대출서비스 : 3주(도서, 문서), 예약자가 없으면 2회 연장가능

○ 워싱턴주도서관 BLOG (http://wastatelib.wordpress.com)

-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 특정지역에서나 개인이 하기 힘든 역사적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웹으로 제공하며 주 도서관 중 최초로 시도.

- 초창기 자료수집은, 스페인계나 멕시코인들로 부터 사들여 관리중임

-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BLOG를 통해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지역민들

에게 제공

○ 워싱턴 주 유산센터(Washington State Heritage Center) : 1800년대 이후

수집된 자료중 주요 자료 선정

○ Northwest Multimedia : 태평양 서북부지역의 역사, 문화, 관습 등을

다룬 DVD, CD, 비디오, 카세트, 기타 멀티미디어 자료들 중 선정목록 배부

○ 온라인 신문 : 워싱턴 주의 역사적 신문자료들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Ask a Librarian : 이메일, 채팅, 마이크로폰을 통한 컴퓨상의 대화

방식, 전화 등을 통해 질의응답 가능

아. 도서관들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 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와 시도

- Washington Group Service : OCLC와 공동목록 구입을 위한 계약체결

- Every Child Ready to Read @ Your Library Initiative

- Summer Reading Program

- Statewide Database Licensing : 상업용 Database의 구입비용 절감을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56개 대학과 67개 공공도서관, 25개 의학도서관,

23개의 전문도서관, 2,200개의 학교도서관들로 컨소시엄 형성

- One City One Book : 한도시 한책읽기 프로젝트

- K-12 Initiative : 학교도서관사서 지원 프로그램 등

- 워싱턴주 전체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사서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 발급

○ LSTA 재정 지원

- Marketing Implementation Grants1)



- Marketing Planning Grant Cycle

- One Book 2007 Grants : ‘한도시 한책읽기 운동’을 실시하는 도서관에

대한 자금 지원

- Every Child Ready to Read 2007 Grants : 조기 독서지도 프로그램

이나 활동 지원

- Targeted Competitive Grants :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고 기존 서비스

질 향상과 워싱턴 주 사람들의 정보접근 및 문맹률 증진에 앞장선

도서관에 지원

- Competitive Preservation Grants :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중요한 자료

들을 소장한 도서관들에 대한 지원

- Equipment Upgrade Grants : 온라인 자료 접근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구입이나 대체를 위한 지원 (사무용 PC, 직원, 응용소프트웨어, 네트

워크 구축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직원들의 계속교육 및 정보기술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 자료공유를 위한 상호대차서비스

○ E-Rate2), CIPA3), K-20(교육 네트워크)과의 연결과 같은 기술지원 서비스,

출판(워싱턴도서관 연감, 도서관 위원회 매뉴얼, 워싱턴공공도서관 통계

등), 운영․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

1)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입을 배분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재정조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차이를 조정하고 지방세부담을 경감시키며 행정상 통일된 일 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이러한 재정조

정 제도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교부세 등이 있다

2) 학교와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사용등과 관련된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할인제도

3) 어린이들의 인터넷 보호에 대한 조례규정

〈  개척시대 주립도서관 사진 〉 〈 각종 신문 자료 〉



2. 연수소감

초기 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듯이 주 도서관은 행정지원서비스를

지원하며 각종 문서, 이벤트 등의 기록물을 수집, 정리, 주정부 출판물 배부를 목적

으로 한다. 지역에 따라 주 대표 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

는데 위스콘신 주의 경우는 위스콘신대학도서관이 주정부 자료 제공의 주요기능

을 하고 있다.

워싱턴주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나 강좌 등은 거의 없어 보였고 최근에 가장 큰 행사로 2003~4년 7월 1일 100

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행사가 있다면 기금 조성에 비중을 두는 행사

가 있지 않을까 짐작된다.

현재 각종 문서나 미 북서부 지역의 역사, 문화, 향토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안내자인 손톤 여사는 주 도서관의 리플릿 자료를 간

략히 설명한 후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였는지 보여주었다.

책 표지가 거의 찢어지거나 나무판 표지로 된 책들도 있었는데 고서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일반인이 많이 보는 문학, 사회과학, 베스트셀러 자료 등

다양한 주제분야 자료를 취급하는 데 반해 행정자료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팀원들에게는 관심 밖이었다는 느낌도 들었다.

한국의 지역 대표도서관과는 거리가 먼 미국의 주 도서관을 둘러 보면서 자

율 속에 책임, 독립성, 합리성이 강조되는 미국사회의 특성도 비춰 보인다

[ 연수과제 담당 : 배영애 , 전선숙 ]

〈  자 료 실  전 경  〉 〈 참고자료의 책등 라벨표시 〉



■ 시애틀 공공도서관 (The Seattle Public Library)

Ⅰ. 도서관 개요

❍ 방 문 일 : 2007. 4 . 19 (목)

❍ 구 성 : Washington Talking Book & Braile Library(전문도서관), 27

개의 분관, 이동문고

❍ 주 소 : 1000 Fourth Ave. Seattle, WA 98104-1109

❍ 전 화 : 206-386-4636

❍ 홈페이지 : www. spl. org

❍ 면 담 자 : Sunyoung Yi (E-Mail : syi@spl.org)

❍ 주요면담내용

- 도서관 일반현황

․1906년 설립, 29개의 지역분관 운영

․2004년 건축가 Rem Koolhas가 설계하여 신중앙도서관으로 재개관

․장서현황 : 200만여권의 자료소장

․운영시간 : 월-목 10:00～20:00, 금-토 10:00～18:00,일12:00～18:00

․직원현황 : 646여명

- 이용자 봉사

․현재 13,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스토리텔링, 언어봉사, 도서관 견학 및

안내, 도서정리

- 시설 및 운영실태 견학

〈  씨 애 틀  도 서 관  전 경  〉



Ⅱ. 연수내용

1. 일반현황

가. 설립목적

1902년 카네기의 기부금과 시의 지원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시애틀 공공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29개의 지역분관 Washington Talking Book &

Braille Library 등의 전문도서관으로 되어있다. 1906년 개관한 시애틀

공공도서관 중앙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Library for all)”이라는

목표아래 2004년 5월 23일 네덜란드 태생의 건축가인 Rem Koolhaas가

다시 설계하여 개관을 하게 되었다.

나. 연혁

○ 1890년 시애틀시 정부의 분관으로 채택, 이동식으로 존재

○ 1901년 화재로 도서관 건물 소실,

○ 1902년 카네기 기부금과 시의 지원으로 건립, 1906년 12월 개관

○ 1960년 중앙도서관 증축하여 재 개관

○ 2004년 5월 중앙도서관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재 개관

다. 주요기능

○시애틀 지역 도서관 시스템 총괄

○각 분관으로 이동도서관 운영

○ RFID를 사용한 자동반납 및 반납된 책의 자동분류배가 시스템

○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온라인서비스와 웹을 통해 제공

라. 직원 및 예산규모

○ 646명 직원 (분관포함, Full Time 직원 : 511명)

○ 예 산 : 총 38,612,294달러

- 인건비 30,602,209 달러

- 도서구입비 3,312,937 달러

- 장 비 222,427달러

- 유지보수 및 보안관련 2,004,790달러

- 기 타 2,469,930 달러



마. 장서현황 : 총2,173,903점

○ 중앙도서관 : 1,081,010점, 분관 : 1,092,893점

바. 이용현황

○ 자료 이용건수 : 총7,999,441건

- 일반도서 : 3,119,335권, 어린이도서 : 1,554,959권

- 기타매체 : 2,775,467점, WTBBL자료 : 549,680건

○ 도서관 방문자수 : 총10,033,875명

- 중앙도서관 : 1,997,702명, 분관 : 3,713,044명

- 웹사이트 방문 : 4,264,530명 통신 : 58,599명

- 프로그램 참가자수

․어린이프로그램 : 1,939회 72,287명

․성인 및 청소년 프로그램 : 1,918회 36,7

사. 주요 서비스

○ 대출서비스

- 회원가입 : 13세이상, 시애틀도서관 봉사 지역주민, 재직자, 재학생,

시민권 소유자(비거주자는 3개월에 15달러, 방문자는 년 55달러짜리

카드 사용), 12세까지는 어린이카드 발급

- 대출권수 : 한번에 5종류

- 대출기간 : 도서, CD, 비디오, 카세트, 팜플렛, 잡지 21일, DVD 14일,

상호대차 21일

- 연체료 : 도서,CD, DVD 등 1일 15센트, 상호대차 25센트, 카드재발급1달러

○ 컴퓨터서비스

- 이용자용 컴퓨터 148대, 1일 1시간 예약후 사용(도서관 카드 지참), 개인

노트북 무선인터넷 전체건물에서 무료사용 가능, 프린터 및 복사 유료

○ 믹싱챔버코너 서비스

-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방대한 자료에 처음으로 접근하는 진입로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할 경우 다른 전문 사서들에게 연결. 전화, 이메일,

온라인 채팅으로도 문의 가능

○ 믹싱챔버에는 도서관 소장목록, 참고자료, 잡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100대 이상의 컴퓨터 단말기도 있음



○ 상호대차서비스

- 도서관카드 소지자(비거주자, 방문카드 소지자 제외) 대출기간 21일,

도서관 미소장 도서, 비도서, 12개월 미만의 간행물

○ 대출희망자료 배부 : 대출을 원하는 책이 있으면 도서관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분관에 가거나, 대출부서에 전화하면 대출이 가능할 경우 이메일,

Tele Circ(원격대출시스템)의 폰메세지, 메일로 연락하여 가까운 도서관

에서 수령

○ 장애인서비스 (ADA/Special Service)

- Library Equal Access Program(LEAP) : 독서확대경, 문자전화기, 비

디오전화기, 점자프린터 등 장비와 최신 도서 및 인기도서/비도서

자료 비치, 도서관 투어프로그램 실시(수화통역사 배치)

- Washington Talking Book And Braille Library(WTBBL) : 워싱턴주

도서관과 협약에 의한 주 전역에 걸친 장애인 서비스

아. 주요 프로그램

○ Summer Reading Program : 어린이, 청소년 대상

○ Homework Help : 초등 및 중․고등학교 숙제도우미 프로그램

- Online Homework Help : 수학, 과학, 영어, 사회과목 전문교사가

자원봉사자로 활동( 15:00 ~ 22:00)

- Homework Help Center : 중고생대상,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월요일～수요일 오후 15:00 ~ ·17:00)

- 이메일, 채팅,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 연령별, 대상별 Story Time : 유아, 취학전 어린이, 초등생, 가족

○ The Global Reading Challenge : 4-5학년 대상의 독서콘테스트

○ Connecting Libraries to Learner :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부모들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용지도

○ Literacy/ESL : 문맹자나 비영어권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지도

○ 컴퓨터교육 등

자. 자원봉사 : 500명이상, 20,381시간 활동

○ 대상 : 18세 이상(14세 이상은 제한된 분야에만 참가)



○ 활동분야 : 도서관투어, 도서관 안내(현관), 도서관 이용에 관한 학교

투어안내, 숙제도우미, 비영어권 이용자에 대한 컴퓨터교육, 언어교육,

도서 정리, 도서장비, 환경정비 등

○ 도서관의 친구들 : 현재 13,000명

- 세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도서관의 특별한 활동들에 대한 재정모금 및

대한 재정 모금 및 지원(도서판매, FriendShop운영 등)

- 기증받은 자료를 판매(연2회)하여 도서관 재정으로 지원

․기증 대상자료 : 도서, CD, 예술관련 인쇄물, 포스터, 음악악보,

DVD, 카세트, 잡지(1945년 이전 자료, 형태․내용 특이)

․기증 제한자료 : 리더스 다이제스트 축약본, 10년전 발행경영서,

컴퓨터도서, 텍스트북, 백과사전

차. 기타

○ 직원교육 : 스토리텔링과 스토리타임 진행 기술(어린이 전문사서 대상),

워크숍 등

○ 어린이도서관 카드

“우리는 어린이를 환영한다” 하여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이 후원하는

어린이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은 물론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

수준에 맞는 적당한 책을 고르는데 도와줌

〈 도서관 건물 입구의 반납구 〉 〈반납구와 연결된 이동시스템 〉 〈유별분류하는 자동분류시스템〉



〈 믹싱챔버코너 상담원〉  〈 믹싱 챔버코너 〉 〈바닥에쓰여진 분류번호〉

〈방사선으로 배열된 서가〉 〈 어린이 자료실 〉  〈 자료실 내부 전경〉

〈도서관로비에 각국언어새김〉 〈당일자료 대출실적 전광판〉     〈 열람실 내부 〉



시설 구           분 비  고
지하 주차장(143대 주차가능)

 1층  
마이크로소프트 Auditorium, 대출․반납코너, 예약도서 코너, 
Faye G. Allen 어린이 자료실, 도서관 대출카드 등록 코너,
Evelyn W. Foster 열람코너(정보활용능력, ESL, 세계언어 관련도서), 
Anne Marie Gault 스토리 룸

 2층  직원사무실

 3층 
대출, 반납코너, 복사이용코너, 프렌즈 샵, 영화 DVD, 비디오 자료
Maria Lee Koh and Family 소설, 라지 프린트 코너 :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자료 신간도서, Northwest 작가 자료, 잡지 및 신문, 스타벅스 청소년 센터

4층 
미팅룸 : Washington Mutual 재단 미팅룸 (Room1)
Howard S. Wright Family & Janet W. Ketcham 미팅룸(Room2)  
PACCAR Inc. 미팅룸 (Room5, Room6), 보잉 기술 훈련 센터(Room3, Room4)

5층
Mixing Chamber 도서관 사서와 도서관 이용자들의 상호정보교류를 위한 장소
일반적인 질문사항부터 좀더 심도깊은 참고봉사도 제공
회의실, 마이크로필름 이용 코너, 140여대의 컴퓨터 구비

6층 나선형 구조로 배가되고 대부분 논픽션 자료, 정부간행물, 잡지, 신문,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 피쉬 이용코너, 컴퓨터 이용가능 

7층 The Maffei Family 항공룸 , Barry A. Ackerley 비즈니스 관련자료
과학기술 ,사회과학 관련자료, 컴퓨터 이용가능

8층
Peter F. Donnelly 예술 및 문학 관련자료, 복사코너(칼라복사가능), 음악 CD, 
음악 실습 룸 ( 디지털 키보드 이용도가능)
Kreielsheimer 재단 예술 룸, 시애틀 지역 관련 미술 자료   

9층 계보 관련자료,  A. Scott Bullitt 역사와 전기 자료,  Maritz 지도 룸,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쉬 이용코너, 복사이용코너, Eulalie and Carlo Scandiuzzi 작가의 방

10층 Betty Jane Narver 열람코너 , 복사이용코너, 360석 열람코너
Hugh and Jane Ferguson 시애틀 룸

11층 Headquarters(본부)
행정․인사과, Virginia Burnside 회의실, City librarian 사무실

❒ 층별 안내도



3. 연수결과

건물이 도시 중심가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치하여 예술작품을 보는

듯 했으며, 어마어마한 규모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가구 및 집기, 그리고 이용자 측에서 관점에서 다가가기 쉽게 자료실의 배치와 곳곳에

보이지 않은 배려들 속에서 시민과 직원이 서로 믿음으로 가며 존중하는 분위기

가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또한, 직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서의 대출 반납 등으로 이용자들의 질의에

응대할 시간이 부족한데 반해 도서대출․반납 등의 단순한 작업에서 벗어나 참고

질의에 답하고 안내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인상적이었다.

도서관에 대한 안내, 이용법, 추천도서목록, 문화행사 등에 관한 팜플렛등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서관에 대한 좋은 홍보가 되는 것 같았다.

도서관 건물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각 자료실에 접근이

용이하고 관리적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인 건물 구조였다.

Ⅲ. 연수소감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대체적으로 시외곽이나 언덕 등에 위치해 접근이 불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생활과 밀착

되어 있는 위치 선정이었으며, 도서관 운영을 국가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

부자선파티나 각 자료실의 작은 코너 등을 통해 북세일 및 소액기부금 등을 모음

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자료에 대해서는 소모되고 훼손되는 소모품으로 인식하여 분실자료나 훼손자료의

발생시 새 자료를 구입하고 기존 자료는 폐기 또는 북세일을 통해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서가 배가, 스토리텔링, 도서관 이용안내, 견학, 업무보조 등

다방면에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 연수과제 담당 : 이경일 , 전미란 ]



■ 킹카운티 도서관시스템 (The king County Library System)

Ⅰ. 도서관 개요

❍ 구 성 :

- 중앙관이 없이 카운티 전역에 43개의 Branch와 Tarveling Library Center,

Mobile TechLab, 2대의 ABC Express 어린이 이동문고를 가지고 킹카운티

지역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정보와 서비스, 기술을 연결시켜 주는 네트워크

❍ 주 소

- Service Center : 960 Newport Way NW Issaquah Washington 98027

- Crossroads (The Library Connection at Crossroads) :

Inside the Crossroads Shopping Center, Near QFC

15600 NE 8th Street, Suite K-11 Bellevue 98008

❍ 전 화

- Service Center : 425-369-3200, Crossroads : 425-644-6203

❍ 홈페이지 : www.kcls.org ( E-Mail : webmaster@kcls.org)

❍ 주요면담내용

- 도서관 일반현황

- 이용자 봉사

- 시설 및 운영실태 견학

〈 킹카운티 서비스 센터(Service Center) 〉



Ⅱ. 연수내용

1. 일반현황

가. 개요

킹카운티(King County)는 워싱톤주 Puget해협에 위치하여 면적 2,134

square mile로 미국 카운티들중 평균면적의 2배에 달하며 인구 180만으로

미국에서 13번째로 인구가 많은 카운티4)에 속한다.5)

이 지역에 있는 King County Library System(이하 KCLS)은 중앙관이

없고 카운티 전역에 43개의 도서관(Branch)과 Traveling Library Center,

Mobile TechLab, 2대의 ABC Express 어린이 이동문고를 가지고 킹카운티

지역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정보와 서비스, 기술을 연결시켜 주는 네트웍이

다. 킹카운티 주민의 90%이상이 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용

하고 있으며 지난 10년동안 도서관 이용은 40%이상 증가 해왔다. KCLS는

미국에서 가장 대출률이 높은 도서관중 하나로 2005년에는 약120만명의 이

용자들에 대해 1,840만점의 자료들이 이용되었다.6)

☞ 워싱톤주는?

∙수 도 : Olympia (올림피아)

∙유 래 : 초대대통령 George Washington 이름으로부터 유래

∙별 명 : The Evergreen State

∙주요도시 : Seattle, Spokane, Tacoma, Bellevue, Everett

∙주요대학 :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niversity,

University of Puget Sound

∙시 간 차 : 한국보다 17시간 늦다.

∙날 씨 : 겨울은 평균 섭씨 3도 여름은 섭씨 19도

4) 카운티(County0는 미국 각 주(일부 주 제외)의 정치, 행정의 최대하위 구역으로 우리나라의 군보다

는 지역이 넓으며 특별시나 직할시의 구(區) 정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구 아래에 작은 소도시(우리나라 

구 밑의 동)들이 모여 카운티를 이룬다. 

5) http://www.metrokc.gov

6) http://www.kcls.org



나. 설립목적

○ 봉사원칙으로 모든 지역 구성원들에게 인종, 시민권, 나이, 교육수준,

경제적 지위, 종교나 어떤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편견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 도서관자료를 검열로부터 보호하고 미국헌법 수정조항과 도서관 권

리장전(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원하며,

○ 임무(Misson Statement)는 지역의 요구와 흥미를 충족시키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KCLS 및 도서관 자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과 인식의 활성화 유도

○ 다른 도서관들과 문화, 교육, 사회, 정보기관들과의 유대관계 개발

및 유지등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가진 직원을 유치하고 개발하며,

높은 수준의 능력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환경 제공

○ 인적, 재정, 물적자원 이용에 대한 신중한 실행 및 적절한 시설의 유지와

제공,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절한 기술이용

다. 연혁

○ 1942년 :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농촌(rural)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the King County Rural Library District로 설립(시스템에 가입한

최초의 도서관들: Richmond Beach 도서관, Boulevard Park 도서관)

○ 1966년 : 시애틀의 A Former United Parcel Services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Service Center가 됨

○ 1991년 : 공공재정 이상의 지원을 위해 KCLS 재단 설립

○ 2000년 : 본부(Service Center)가 Issaquah에 있는 새로운 시설로 이전,

도서관 회원증 캠페인으로 가입자 수가 주민의 90% 증가

○ 2001년 : Library Connection@Crossroads 개관

○ 2003년 : 일부 도서관에서 무인자동대출반납기 도입

○ 2004년 : ABC Express (킹카운티 전역의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 서

비스하는 이동도서관) 시작

라. 주요 기능

○ Service Center : 예산배분, 도서구입, 종합목록작성, 직원채용, 배치, 홍보,

각종 유인물 제작, 도서보수 등에 이르는 KCLS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 수행



○ Crossroads (The Library Connection at Crossroads) : 크로스로드 쇼핑

센터내에 위치, 주로 42개 도서관에 있는 이용 가능한 정보와 기술들

의 샘플들을 제공하고 연결. 방문자들은 편안한 독서공간과 인기도

서,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공간들을 즐길 수 있다. 모든 연

령대를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도서관의 특징은 어린이, 청소년, 그룹,

성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학습, 쓰기, 인터넷 접속을

위한 가장 최신도서, 잡지, 음악, 컴퓨터를 제공하며 교육CD-ROM이

탑재된 어린이만을 위한 컴퓨터가 있고 다국어 컴퓨터 강좌, Story

Times, Read Alouds와 같은 가족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다.

마. 소장자료

○ 현재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비도서(오디오, 비디오, 필름, DVD, CD,

E-book, 온라인자료), 정부기관 문서 등을 포함한 360만권이상의 장서제공

○ 2004년 장서통계7)

- 도서, 연속간행물 : 3,108,941

- 정기구독(Subscriptions) : 11,477

- 비디오, 오디오 자료 : 457,363

바. 직원 및 예산규모

○ 직원(2007년 현재)

- 43개 분관 전체 직원수 : 1,200명(Full Time : 800명)

- Service Center 직원수 : 100여명

※ 통계자료 : 2004년도 714명(사서직: 198명, 기타: 516명)

○ 2006년도 예산

- 수입 : $94,483,050

- 지출 : $82,104,300

․ 장서구입 : $11,380,996(2007년도 8.8%증액 예정)

․인건비 : $47,394,933

○ 2005년도 예산

- 수입 : $90,427,800 (세금재정: 95%, 기타수입: 5%)

- 지출 : $81,181,941

7) Public Libraries Survey, Fiscal Year 2004



․장서구입 : $10,593,200(14%)

․인건비 : $45,570,777(57%)

․건물관련: 12%, 기타운영비용: 17%

○ 2004년도 예산

- 수입 : $75,062,845

- 지출 : $71,421,111

․장서구입 : $9,236,722

- 인건비 : $42,332,371

사. 이용현황

○ 2005년 이용통계 : 총18,370,679건

- KCLS 전체 도서관 대출건수 : 15,004,668건

(※ 1관당 평균 : 348,946건, Crossroads : 397,780건)

- 기타 서비스 이용건수 : 총3,366,011건

(TLC: 185,260건, ABC Express: 18,550건, 상호대차: 19,413건,

웹/전화 응답: 51,586건, 전화상담: 2,641,060건, e-books: 56,283건 등)

○ 2004년 이용통계 : 총17,142,223건

- KCLS 전체 도서관 대출건수 : 15,947,117건

(※ 1관당 평균 : 370,863건, Crossroads : 471,206건)

- 기타 서비스 이용건수 : 총1,195,106건

(TLC: 146,006건, ABC Express: 19,486건, 상호대차: 18,433건,

웹/전화 응답: 47,608건, 전화상담: 538,263건, e-books: 22,452건 등)

아. 주요 서비스

○ 대출 서비스

- 회원가입은 킹카운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가입과 홈페이지 가입

- 대출기한 : 도서, 레코드, 카세트, CD, CD-ROMs : 28일, 2일 연장,

잡지, 비디오, DVD : 7일, 2일 연장

․대부분의 미디어 장비 : 1일(일부는 도서관 내에서만 가능)

- 연체료 : 자료- 1일 10센트, 장비- 1일 5달러

※ 28일 이상 연체시 청구서발송, 미지불 연체료 10달러 초과시 자료대출 

불가, 25달러 이상이면 미수금처리 대행업체로 회부 

〈 크로스로드 도서관(Crossroads)〉



○ 컴퓨터 서비스

- PC 이용시간은 도서관마다 다르나 대부분 하루에 약60분～120분정

도 사용가능하며 킹카운티 전체 도서관에서 개인 노트북 사용자를 위해

무료로 무선랜 사용 서비스를 제공

- 프린트는 1주일에 75페이지까지 무료이용 가능

○ Traveling Library Center(TLC)

- 자동차로 양로 및 은퇴 노인 보호시설에 있거나 외출 및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월1회 자료배달 서비스 실시

- ‘Words on Wheels’는 여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교도소, 청소년 서비

스센터, 지역사법센터 등에도 실시

○ Mobile TechLab

- 자동차에 8대의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보유한 풀사이즈 이동교실

로 학교, 지역단체, 노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 지도

 ※ Netmasters : 각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 ABC Express

- <서비스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지역보육시설 어린이와 보육교사를 방

문하여 연령에 적합한 책과 자료 전달

○ Literacy, ESL

- 비영어권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강좌, 회회그룹 수업 및 개인지도

프로그램 및 강좌 등

○ Live Homework Help(실시간 숙제도우미)

- 4~12학년 학생들을 위해 전문 지도교사가 최대 20분간 수학, 과학,

영어, 사회공부를 도와줌

〈어린이와 교사들에게 전달할 자료〉〈  자 료 배 달  버 스  〉



Center 목록작업 부서 Servic Center 홍보물인쇄부서

Crossroads 도서관 내부 Crossroads 무인대출반납코너

Crossroads 쇼핑센터 Crossroads 어린이인터넷 코너

○ Study Zones

- 자원봉사 지도교사가 도서관에서 K-12학생의 숙제를 도와줌

○ Answer Line

- 5분 이내 답변이 가능한 즉답형 참고서비스, 매일 전화상담 가능,

월10,000통화 정도를 다룸

○ Ask a Librarian

- 실시간 채팅, 이메일에 의한 정보 제공

- 20분 이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참고자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도서관 회원에 한해서만 서비스 제공

자. 주요시설 사진



차. 주요 프로그램

○ Story Times

아이들에게 세계 각국의 책을 소개하고 조기읽기/쓰기 능력개발, 날짜와

시간 도서관별로 다양하며 다국어 이야기 시간은 일부 도서관에서만 가능

○ Summer Reading Program

여름동안 어린이들이 계속적으로 책을 읽어 독서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기타 행사

컴퓨터 강좌, 작가초청, 독서클럽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에 따른 특별한

행사와 활동이 있음

○ Live Homework Help(실시간 숙제도우미) : 4~12학년생들을 위해 전문

지도교사가 최대 20분간 수학, 과학, 영어, 사회 공부를 도와줌

○ Branch Book Sales

도서관에 필요 없는 책이나 기증도서 등 판매, Friends of the Library에

의해 운영, 도서관기금 등으로 운용

카. 자원봉사

○ 1942년 KCLS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우수성을 유지하고 이루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과 KCLS의 핵심 파트너

○ 전 시스템 지역도서관의 특별한 프로젝트나 이벤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서비스는 KCLS로 부터 전문 담당자와 지원을 받아서 수행

○ 활동 분야

- ESL/Literacy/Talk Time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nd Literacy

Volunteer Tutor Program - 영어지도

- TLC, Words on Wheels : 자료 배달

- Netmaster : 컴퓨터 교육(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중)

- Study Zone : 숙제도우미

- 도서관의 친구들(Friends of the Library) :

현재 특별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36개의 프렌즈 그룹이

있으며, 2005년에는 도서관 시스템 전체 지역 도서관 지원금액을

$250,000로 증액시켰다.



2. 연수결과

미국 공공도서관의 역사는 1848년 메사추세츠 주의회가 보스턴시에서 설립

한 공공도서관의 운영재정을 세금에 의해 유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서 시

작되었으며, 이것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

이렇듯 미국 공공도서관의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

다 좋은 연수사례가 될 것임을 예상한 만큼 이번 연수는 많은 부분에서 그 기

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특히 공공도서관 수, 자료, 시설, 인력, 예산 등이 열악하여 도서관간의 자원

공유 및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우리나라 도서관 현실에서 킹카운티도서관

시스템(KCLS)은 도시지역에서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성방식의 좋은 사례로

그들의 운영방식을 직접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경험이었다.

‘대도시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 자료에 의하여, 날로 증가

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하나의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수용

하여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현대의 도서관은 도서관간의 협력과 전체의 유기적인 연계라는 방법으

로 서비스 범위의 확대를 모색, 이와 같은 관계를 일정한 지역 내의 범위에서

조직화한 공공도서관 네크워크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시스템들은

지역중앙관, 지역분관, 이동도서관으로 구성되며 중앙관에서는 자료수집, 정리,

서비스 기획․입안․실시․조정, 종합목록작성, 이동도서관 운영, 조사․연구, 직원연

수, 대출서비스, 전문분야의 참고 도서관 기능, 지역자료제공 등 분관이나 이동

도서관을 총괄 지원하고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분관은 주민의

가까이에 있으면서 대출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매우 소수의 인구

가 분산해 있어 분관등 상설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이동문고를 설

치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에 의한 순회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8)

일반적으로 미국내 대도시 지역인 시애틀이나 LA에 있는 도서관 시스템 구

성은 앞에서 언급한 시스템 구조9)로 보여지며, 킹카운티시스템은 중앙관이 별

8) 이상호, 공순구. “대도시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호(2000)

9) 평면적연휴협력형시스템 : 이용자의 요구에 대해 중앙관이 분관을 서로 연결해 주는 방식에서 분관

의 서비스수준이 높아지고 분관간의 상호협력이 가능해지면 분관간의 정보를 중앙관의 연결없이 직접 

주고 받게 되어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요구에 대해 전 도서관이 동시적으로 대응하게 됨 



도로 없지만 분관 지원서비스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부문(헤드

쿼터)만을 분리시킨 시스템10) 방식으로 보여 진다.

그밖에 킹카운티 서비스센터 견학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분관들의 훼손 도서

보수를 위한 전문장비를 갖춘 제본실과 그래픽디자이너에 의한 인쇄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어 분관에서 요청하는 각종 홍보 포스터 제작까지도 지원하는 점

이다.

그리고, 크로스로드 쇼핑센터 내에 있는 크로스로드 도서관은 쇼핑상가를 지

을 때부터 일부를 도서관 시설로 만들도록 계획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용자들

은 쇼핑을 하면서 자유롭게 도서관과 쇼핑센터의 코너들을 드나들며 책을 읽

고 대출하며 음악을 듣고 인터넷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쇼핑센

터에 들렀다가 예약해 놓은 도서를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이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 이름에서 보여 주듯이 상호대차를 통해 42개 분관 도

서관들의 커넥션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한 분관 나름의 고유

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 연수과제 담당 : 황정숙 , 박순복 ]

10) 사무관리부문(헤드쿼터)분리형 : 중앙관으로부터 네트워크전체를 총괄하는 사문관리부문의 기능을 

분리하여 중앙관 본래의 계획실행이 가능해짐

〈예약도서 찾아가는 이용자(Crossroads)〉〈Crossroads도서관벽에 세계언어〉



■ LA 공공도서관 (Los Angeles Public Library)

Ⅰ. 도서관개요

❍ 방 문 일 : 2007. 4 . 20 (금)

❍ 구 성 : Angeles Mesa, Benjamin Franklin, Little Tokyo 등 71개 분관

❍ 주 소 : Los Angeles Public Library 630 W.Fifth Street Los

Angeles, CA 90071

❍ 전 화 : (213) 228-7477

❍ 홈페이지 : www.lapl.org

❍ 면 담 자 : JANINE GOODALE(E-Mail : jgoodale@lapl.org)

❍ 주요면담내용

- 도서관 일반현황

․1926년 7월 뉴욕건축가 B.G. 굿휴가 디자인, 71개의 분관 운영

․1986년 화재로 전소되어 리모델링, 지상 4층/지하 4층

․운영시간 : 월~목 10:00~20:00, 금~토 10:00~18:00, 일 13:00~17:00

․장서현황 : 220여만권의 도서, 1만여종의 잡지, 2만여점의 역사적인

사진자료, 5만여개의 특허자료 및 비도서(DVD & VIDEO,

CD, E-Book 자료 등)

〈LA 도서관 내부 전경〉



구   분 층   별   안   내 비  고
 지하1층  비즈니스, 경제학 
 지하2층  과학, 기술, 특허 
 지하3층  사회과학, 철학, 종교
 지하4층  역사, 지리

 지상1층  언어(52개국 어학코너)
 무인대출 반납기, 기념품 숍, 까페 등

 지상2층  아동 문학, 예술, 음악, 오락 
 지상3층  문학, 소설
 지상4층  회의실(워크숍, 교육 등)

․직원현황 : 400여명 (사서 포함)

- 이용자 봉사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스토리텔링, 언어봉사, 도서정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함

- 시설 및 운영실태

․프로그램 운영 :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성인 3개 분야로 운영

․도서관 시설안내도

〈 어린이 자료실 전경 〉〈자료실 및 열람 탁자〉



Ⅱ. 연수내용

1. 일반현황

   가. The Art, Music, Recreation Departments

     ○ 1984년 이후의 260여 개국의 국제 예술분야의 간행물의 Index가 담긴

Art Full Text

     ○ 1981~1993년의 350여종 음악관련 정기간행물 Index

     ○ 현대 예술가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마이크로피시(마이크로필름)

     ○ 뉴욕 교향 악단 프로그램 기록

     ○ 뉴욕공공도서관의 파일

     ○ 주제별 사진자료 파일

     ○ 세계 각국의 필름 Index

     ○ 비디오

     ○ 20,000여곡의 음악(노래) Index

     ○ 25,000여권의 음악(노래) 관련 도서, 오케스트라 악보 등

나. The Business & Economics Departments

     ○ 182000여권의 도서, 600여종 정기간행물, 수백개의 무역·협회 주소록 자료 비치

다. The Children's Literature Department

     ○ 250000여권 도서 소장 (카세트테이프, CD, 비디오, DVD 등 포함)

라. The History & Genealogy Department

     ○ 200000여권의 미국에 관련된 전기, 여행, 전쟁의 역사 관련 도서 소장

     ○ "California File(Database)"은 인물, 사건, 건물, 이슈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찾을 수 있도록 자세한 Index 제공

     ○ Genealogy 관련 자료는 40000여권이 소장

     ○ 80000여점의 지도, 2000여권의 지도책, 1000여종의 지도 간행물, 1000여권의

지명 가이드북, 지도관련 연구에 지원이 될 수 있는 1000여권의 도서소장

마. The International Languages Department

     ○ 170000여권의 목록작업이 된 도서, 250여종의 잡지 및 신문(인쇄물, 마이크로

필름화), 2500여점의 어학 오디오·비디오카세트·마이크로컴퓨터 프로그램,

1000여개의 여행 포스터, 28개국의 문학·시·연극·역사·전기· 소설 등의 자료 소장



바. The Literature & Fiction Department

     ○ 일반 및 청소년 문학 도서 소장

     ○ 다양한 종류의 검색 파일 서비스 제공(연극 서평, 소설 서평 등)

사. The Popular Library

     ○ LA공공도서관에서 가장 관심사가 높은 열람 자료 Collection

     ○ 모든 형태의 가장 최신 자료 소장

아. Rare Book Department

     ○ 15세기 이후의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된 16000여권이 넘는 도서 소장(대부분이

18C~19C 자료임)

     ○ 예약을 해야만 열람이 가능, 대출불가

자. The Science, Technology, & Patents Department

      ○ 수학, 요리, 컴퓨터,UFO, 대중 음식점 관리, 건축, 기술설계, 미용술,

약, 동물학, 식물학, 농업, 애완동물, 화학, 영양, 호텔 관리, 및 소비자

정보자료 소장 등의 관련 세미나 개최

차. The Social Science, Philosophy & Religion Department

     ○ 사회적인 문제, 가족 및 결혼 관련 문제, 범죄, 약물남용, 빈곤, 정치 및

정부 관련, 이주 및 인종 문제, 국제 관계, 법률, 교육 등의 자료 소장

카. The Teen'Scape Department

     ○ 10대 이용자를 위한 공간

     ○ 비소설류, 코믹, 베스트 셀러, 학업에 도움이 되는 책, 대학 및 취업가이드,

고전 문학, 150여종의 신간 잡지, 수백가지의 비도서 자료 소장

〈 LA 도서관 인기코너 〉 〈 청소년 자료실 1 〉 〈 청소년 자료실 2 〉



2. 서비스 운영현황

 가. Computer Center

     ○ Catalog & Database 용 컴퓨터 : 2대

     ○ 1 hour Internet & word processing

- PC 55대, 도서관 회원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 예약제, 하루 최대 2시간

이용, 이틀 연속 예약 가능

     ○ 15 minute internet : 8대

     ○ 시각 장애인용 소프트웨어가 있는 컴퓨터 : 1대

     ○ 무선 인터넷 이용가능

나. 정부간행물 자료 보관

다. 실시간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

     ○ InfoNow : 실시간 질의답변(전화, 팩스, 이메일, AskNow를 통해서 서비스)

     ○ AskNow : 24시간 매일 실시간 온라인 참고 서비스, LA공공도서관과

연계․맺은 많은 도서관들이 참여

라. The Language Learning Center

     ○ 어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제공

마. Low-Vision Service Center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기, 대형 책, 오디오북 비치

바. 행사 및 전시회

     ○ 여러 분야의 강의 개최

     ○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성인 3개 분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 직원교육 운영현황

가. 사서 및 도서관 근무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외부강사 초빙하는 워크숍 항상 있음

- 소프트웨어/테크놀러지 교육 : MS워드, 파워포인트 등

- 안전교육 : 보안, 안전, 고객응대 등

- 참고봉사교육 :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4. 연수결과

   가. 우수사례

○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용극장 시설에서 6개 클래스로 아동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 71개의 분관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 1층 로비에 까페, 기념품샵 등 편의시설 운영

-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 최대 활용

․ 도서관 안내인

․ Friend Group : 71개 분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그룹 운영

․ Homebound Friends and Neighbors : 의료시설에 있는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 등에게 도서관 자료 배달

․ Literacy : 기본적인 읽기, 쓰기 지도

․ Grandparents and Books : 노인 자원봉사들이 어린이들에게 스토리텔링

봉사

․ 행사 지원

- 회원자격 : 거주지 제한 없음

- 자료 반납은 71개의 분관 및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반납함에도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의 자료들은 각 언어별 담당자들이 분류 및 목록작업을 하고 있음

- Library Foundation에서 도서관 운영 지원기금을 항상 모금하고 있음

- 1년 이내의 새책이라도 순환(이용)이 적은 책은 끊임없이 폐기하고 있음

〈  어 린 이 실  코 너  〉 〈 어린이실 열람코너 〉 〈 LA 도서관 안내데스크 〉



- 사서 및 일반직원 재교육을 위한 워크숍 등의 기회 많음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음

․다른 기관의 강사를 초빙하거나 직접 각 기관에서 교육을 받음

나. 연수소감

다운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LA공공도서관은 "LIGHT OF LEARN"이라는

건축주제로 지어졌으며, 웅장하면서도 코너별 특성을 잘 살린 건물이 아

트홀을 연상시켰다. 메인 도서관(HEAD LEADER)으로서 8대의 차량으

로 6개 지역의 71개 분관과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하며, 분관 직원들

이 언제든지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워

크숍을 수시로 시행한다. 시설면이나 직원현황면도 그 규모가 크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도서정리, 스토리텔링, 이민자를 위한 언어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였다.

그만큼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이 크고 사회적 인식이 좋으므로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1926년 설립이래 1986년 대형화재로 리모델링하면서 각국어로 로비를

디자인하였으며 지상 1층 어학자료실은 52개국별 자료가 소장되어 있고

각국 언어별 담당자가 있을 만큼 이민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다.

1층 로비에는 안내담당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까페, 기념품점, 다수의

무인대출반납기등 이용자를 위한 배려가 뛰어났다. 또한 자료의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1층에 분야별 인기

코너를 마련하였다.

미주지역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을 느꼈던 부분은 5000

여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였다. 봉사자들은 각자의 재능으로 맡은 분야

(스토리텔링, 이민자를 위한 언어봉사, 도서정리 등)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고 한다. 건축주제가 있는 하나의 아트홀을 연상시키는 도서관 시설,

자동화목록으로 사라진 카드목록함에 일정액수(약 5,000불) 기증시 이름을

기재해 주는 등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과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미주지역의 공공도서관 발전의 원동력이라 여겨진다. 　

[ 연수과제 담당 : 김숙연 , 강현희 ]



Ⅳ. 주제별 연수과제

1. 1기 유럽지역

□ 도서관 진흥을 위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협조 사항

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

1) 프랑스

가) 도서관 건축비 등(가구, 집기, 도난방지 장치 등)지원

나) 도서관 운영비 지원

다) 각 시별로 시청 등에 도서관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관련

정책 수행

2) 이탈리아

가) 도서관 건축비 지원(EU 주정부에서 공모에 의해 채택되는 경

우 지원)

나) 집기, 도서구입 등 운영비 지원

나. 국립도서관과 광역대표도서관, 지역도서관의 대표적 주요 업무

※ 우리나라 도서관 계층구조와는 달리 광역대표도서관 개념은 없으며, 크

게 국립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으로 대별할 수 있음

1) 프랑스

가) 국립도서관(미테랑 국립도서관)의 주요 업무

․ 고문서 등 자료의 수집 보존

․ 자료의 관내(館內) 열람등 공중이용제공(대출불가)

나) 지역 공공도서관(쌩끌루드)의 주요 업무

․ 정보제공센터로서의 역할(자료수집․보존, 대출 등)

․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작가와의 만남, 시낭송회, 이야기교실,

견학프로그램, 독서동기유발프로그램 등)

다) 지역 공공도서관(란도우스키)의 주요 업무

․ 정보제공센터로서의 역할(자료의 수집․보존, 대출․반납,



E-book을 PDA를 통해 대출)

․ 문화센터로서의 역할(문화행사, 독서회 등 운영)

2) 이탈리아

가) 국립도서관(로마)의 주요 업무

․ 국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개발

․ 자국문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서적, 기록물 수

집

․ 자료의 관외(館外) 대출 등 공중 이용 제공

나) 지역 공공도서관(포메찌아)의 주요 업무

․ 정보제공센터로서의 역할(자료수집․보존, 대출 등)

․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작가와의 만남, 종이접기, 공부방 운영

등)

다. 유럽의 방문 도서관 현황 및 정책 비교

1) 현황 비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프랑스와 이

탈리아 모두 보조 비율의 차이는 있었으나, 도서관 건립비, 비품구

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음

․ 국립도서관(프랑스 미테랑 국립도서관, 이탈리아 로마 국립도서관)

들은 각 국가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큰 건축규모와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등 국립도서관으로

서의 역할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였으나, 로마 국립도서관의 경우 자

료를 館外로 대출하고 있었음

․ 국립도서관의 경우, 연령 및 전문성 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자

료의 범위가 다르며, 시립도서관 등에 비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다소 제약이 있음

․ 공공도서관의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는 소규모의 많은 도서관을 운

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우리나라처럼 보다 다양한 사업

을 진행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였음

․ 행정구역상의 규모가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어, 시설과 규모면에



서는 기대했던 만큼 만족할 수 없었으나, 지역 사회에서의 도서관

에 대한 기대와 역할, 사서들의 자부심,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한

사서들의 인적구성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2) 정책 비교

․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시설, 자료,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다른 지방

과 국가에도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만큼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

전을 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지식․정보․교육․문화의 중심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예산(시설 건립, 자료구입,

자동화기기 등) 및 도서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공공

도서관 관리부서의 일원화, 도 중앙도서관 건립,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인력 충원 방안 및 모델 제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어야 할 것임

□ 작은 도서관 운영 실 태 및 공공도서관 협력 사항

가.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공립공공도서과 외에 작은 규모의 사립공공도서관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나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그에 따른 협력 및

지원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고급의 사립공공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라

명명하면서 지역 문화의 중심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나. 유럽지역 현황

유럽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칭하는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

는 작은규모의 공립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이는 국가 나 지역정부에서 거리와 인구에 비래한 필요 도서관 수를

구비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지역 및 문화 특색에 따라 “어린이도서관”

이나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가 시별 관할 부서에



의해서 정책이 일관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다. 비교 분석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 개념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도

서관과 큰 규모의 도서관에서의 역할 분담 및 시청 등 정부와 개별 도서

관간의 정책 및 집행 분담 등을 통해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협

력사항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큰 규모의 도서관(공공도서관)에서는 자료의 수집·보존·제공에 중

점을 두는 한면, 작은도서관에서는 지역민의 문화센터로서 공간을 공유하

고, 지역민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을 사회환원 및 기부 등의 제도와도 연계

하여 개념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작은 도서관 사업 및 개념, 공립공공도

서관과의 역할 분담, 연계·협력 등을 수범 사례화 할 필요가 있다.

□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집 및 집행실태, 기부제도

한 나라의 역사를 알려면 박물관을 봐야 하고,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많은 나라가 박물관을 만들어 역사를 알리고, 도

서관을 설치해 미래를 준비한다.

귀족과 수도원 중심의 극소수만을 위한 도서관으로서 자료보존의 역할

이 중점이 되던 유럽의 도서관역사와 비교해보면 짧은 우리의 도서관 역

사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온 유럽도서관의 장점을 우리도서관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이라는 연수주제로 현금 혹은 도

서의 기부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 프랑스

현금기부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도서관에 기부

보다는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지자체 혹은 광역시․도에 기부하는 형태

라고 한다. 프랑스 방문도서관이었던 란도브스키 도서관, 생클루드 도서관

이 그러했으며 생모르 시청에는 재산가이면서 가족에게 물려주지 않고 시



에 기부한 사람들의 현판이 걸려있었다. 그러한 재정들이 모여 시민의 문

화복지 향상(도서관 확장, 노인복지서비스)에 쓰여 진다고 한다. 기부를 독

려하지도 않으며 기부 했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혜택을 주지도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이는 문화적 공감을 통한 개인이나 가족·가문의 명예로 여겨

지는 비형태적 혜택을 무시할 수는 없을 듯 하다. 또한, 기부나 사회 환원

에 대한 마땅한(?) 책임감을 공감하고 있는 만연한 사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도서 기증의 경우 오래된 도서를 양서로 혹은 역사적 자료로 생각하

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소속의 공공도서관에 기증 의뢰하는 경우, 각 자료

의 특성 등을 사서들이 판단하여 국립도서관이나 자관에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서적 등 중요도서의 경우 자료보존의 개념으로 습도

및 온도 조절의 시설이 구비된 국립도서관으로의 기증을 권유하는 편이라

한다. 그러나, 기증자가 꼭 해당 도서관에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

면, 최대한 기증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란도브스키도서관의 경우 지

역 주민이 기증한 것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비치되기를 희

망하여 보관을 하고 있으나 오래된 자료의 보존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어

떤 형태로 보존하여 공개 열람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

였다.

또한 기증 하는 대로 모든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규정에 적

합한 자료만을 기증받아 일정기간 전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규모 도시인

생클루드의 경우에는 기증의사가 많지 않다고 한다.

나. 이탈리아

로마국립도서관의 경우 필사본 등 고서자료실을 설치하여 온도 및 습

도 등을 조절하고 고가구 책상 등을 비치하는 등 옛 로마문화의 분위기속

에서 자료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전 세계 필사본을 수집하

여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이를 MP Reader기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pc

를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도록 db화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고



있었다.

기증보다는 재정확보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구입하고 시스템을 계발

하여 계층, 학력, 피부색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서

의 모습에서 일에 지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

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시 소속으로 기부나 기증보다는 공모를 통하거나

소속시의 재정지원으로 자료구입 등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대동소이 하였다. 기증도서에 대한 공공과 국립의 역할이 구분

되어 귀중본 혹은 고서에 대한 보존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장도서 중 정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도서

관에 기증 한다기보다는 거의 버리기 일보직전의 자료를 기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서관에서도 기증도서에서 보존할 만한 도서를 고르고 보존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담당주제에 대하여 우리 도서관 현실과 접목시킬만한 부분은 찾지 못

하였으나 일반시민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매일매일 변해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 ‘도서관친구들’ 등의 조직 구성 및 운영현황

우리나라 도서관은 양적 성장의 단계를 지나 질적 성장의 단계에 도

달했음. 따라서 앞으로는 직원과 이용자만이 아닌 도서관을 지지․후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요구됨.

가. 도서관 친구

도서관 친구는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로 영국, 미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활동은 아직 저조함. 이들 나라의 도서관 친구는

도서관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지․후원은 물론 도서관 법 개정 및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이번 방문 도서관에는 도서관 친구와 같은 모임은 없었으며,

도서관 친구가 지속적으로 양적․물적인 후원을 하기보다는 각 개인이 자

신의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자신의 고장 도서관에 기증하는 형식이었음.

특히 프랑스의 경우 각종 위원회나 다른 도서관과 관련된 모임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운영에 간섭하는 경우가 있어 꺼리는 경향이

있었음.

우리나라 도서관 친구 모임은 아직까지 여러 도서관에 활성화되지

는 않았지만, 부천시립도서관 등은 외국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도서

관 친구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조언은 하되 운영에 간섭하지 않으며, 도서관과 평등한 관계를 형성

하는 도서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목표를 세우고 접근해야

하며, 도서관 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왜 필요한지를 인지시켜야 함.

도서관 친구 모임을 구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조시키고, 도서관 역시 시민들로 하여금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

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면 도서

관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나. 자원봉사 모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정규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비정규인력으로

부족한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모집이 필요한 실정임.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리라

는 기대와 달리, 정규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의 필

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았음. 프랑스 란도브스키 도서관의 경우에는

적정능력을 취득한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활동을 희망했으나, 그러한 자원

봉사자는 모집하기 힘들다고 했음.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원봉사자도 어느

정도의 학식(자격요건)을 갖춰야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프랑스의 경우 도서관의 직원이 될 수 있는 국가고시를 보기 전에



6개월간의 assistant 과정이 있었음. 우리나라도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실습

제도가 있긴 하나 한 달도 채 못 되는 과정으로는 도서관 측에서나 학생

측에서나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앞으로 도서관에서의 실습과정을 교과

목의 하나로 정착시키거나 자원봉사 실적을 성적이나 취업에 적용한다면

도서관과 학생 양 측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자는 주로 도서정리, 도서 대출․반납

보조, 문화행사보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운영에

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보조원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도서관 프

로그램 기획이나 운영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서관 전반에 도

움이 될 것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정규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 부족한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보충하려면,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자

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여야 함.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을 단순한 시

간 때우기 장소가 아니고 내가 몸담고 내가 일으켜야 할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 도서관의 미래가 밝아질 것임.

□ 사서 및 도서관 근무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 사서 및 도서관 근무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1) 우리나라 사서교육 체계

사서교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지방분

권이 명확하지 않아 중앙정부와 종속적인 관계로 국가 및 광역자치 단체

에서 이루어지는 사서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며, 사서전문교육

이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능력발전과에서 기획, 주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의 사서증가로 인해 사서 재교육에 있어 한계에 이르러 광역지방자치

단체에서의 사서 재교육이 필요하나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

도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없음.

※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도 2006년부터 문헌정보관리과정 개설하여

운영 중), 일반교육은 지방자치단체(광역)에서 운영되고 있음.(경기

도의 경우 도서관 행정과정 개설되어 운영 예정)



2) 프랑스 및 이탈리아 교육 체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도서관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하고, 모든

도서관이 가입하는 전국규모의 협회에서 전국도서관협회 담당자들이 교육

프로그램과 주제에 따라서 1년에 한번 모임(우리나라의 전국도서관 대회에

해당)을 갖고 새로운 프로그램 ,신축도서관,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국가에

건의한다.

사서에 대한 교육이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중앙정부 및 상위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교

육에 참여 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와 같이 필수 이수교육은 없음.

재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시간은 다르나 강제사항 없으며 스스로

판단하여 교육에 참여한다고 하며, 부서별 책임자가 조언하여 연수를 독려

하여 참여 한다고 함.

연수기간은 2주내지 6개월 정도의 연수. 필수 이수 교육은 없음.

프랑스 란도브스키 도서관은 도서관과 박물관, 전시관이 있는데 전체

직원 60명중 도서관 직원이 45명임. 그중 도서관의 직원구성을 보면 전문

사서인 관장이외에 계층별 담당파트가 있고 이용자 나이별, 자료별로 세분

한 부서책임자(전문사서 12명)가 있고 보조사서와 일반직원이 있다. 일반직

원은 도서정리 등 단순 업무와 시설관리를 담당.

사서이외의 일반 직원 중 원하는 사람은 사서교육센터에서 연수 후

국가자격시험 통과하여(사서자격인정-CAFB) 사서로 근무할 수 있다 함.

3) 평가 및 제언

도서관의 사서 재교육은 선진국인 유럽보다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신

규사서 연수, 중견사서 연수, 도서관 관리자과정 등 경력에 따라 연수가

세분화 되어 있는 점과 각각의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연수를 진행하는 점

에 있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잘되어 있다고 봄.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도서관의 수적 증가와 그에 따른 사서의 증가

가 예상 되는바 도서관 자체에서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청 소속의

사서와 자치단체소속의 사서들이 협력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서관 사

서 중에서 해당교육의 전문가를 선발 육성하여 실무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정책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라 봄. 이제는 우리 도서관인 스스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어 깊이 고민하고 행동할 때가 왔

다고 생각한다.



2. 2기 북미 (서부 )지역

□ 주제별 연수 과제

○ 도서관 일반현황 및 운영현황

○ 국가․자치단체․국가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의 지원 협조사항

○ 서비스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본관․분관과의 협력사항

○ ‘도서관의 친구들’등과 같은 자원봉사 현황

○ 도서관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 연수과제 분석(우수사례 중심) 및 연계성 여부

○ 이번 연수의 성격은 짧은 기간동안 많은 도서관을 살펴보려고 하다보니

어떤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는 깊이를 추구하기 보다는 시설견학 위주의

성격이 더 짙었다. 따라서 연수과제에 대한 분석보다는 각 도서관별 우수사례 및

연수소감 등을 통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미국 공공도서관의 역사는 1848년 메사추세츠 주 의회가 보스턴시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운영재정을 세금에 의해 유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

서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최초의 공공도서관이

다. 이러한 미국 공공도서관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미국의 공공도서관들은 시

설, 행정, 조직, 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었는데 이번 연

수는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운영을 직접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

이 되었다.

○ 버나비공공도서관은 버나비시에 있는 McGill이라는 작은 분관중 하나다.

한 개의 층으로 된 건물이지만(주차장 제외) 연면적을 넓게 해 어린이실 부터

일반자료실, 비도서코너, 인터넷코너, 갤러리 등이 한층에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 편의 위주의 공간임을 엿볼 수 있었으며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가

잘 보이도록 전면을 모두 유리로 했다며 자부심에 찬 안내사서의 말에서 자연

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친환경적인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 워싱턴주도서관은 행정문서나 자료 등을 수집 보관하는 행정기록물 도서

관이지만 주 전체 도서관에 대한 기술, 예산, 교육, 인력 등 에 대한 지원을 병

행하고 있다. 워싱턴주도서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지면관계상 너무 많



아 본문에서도 주요 부분만 수록하고 생략하였는데 이러한 많은 지원들이 미

국을 공공도서관 선진국으로 만들게 한 힘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된다.

○ 시애틀공공도서관은 2004년 빌게이츠가 2,000만 달러의 건축자금을 기부

해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목표를 두고 건립되었다고 한다. 빌게이

츠가 살고 있는 지역답게 도서관의 규모는 과히 대단했다(빌게이츠의 재정지

원은 빌게이츠 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워싱턴주도서관, 시애틀, 킹카운

티도서관 등과 같은 워싱턴주의 많은 공공도서관 재정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

다고 한다). 거대한 자동반납시스템은 대형 공장이나 마트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이용자들이 많으며 그에 따른 도서 회전

율도 높아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 같다.

○ 킹카운티도서관시스템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킹카운티 지역주민에게

정보, 서비스, 기술을 연결시켜주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이다. 공공도서관 수, 자

료, 시설, 인력, 예산 등이 열악하여 도서관간의 자원 공유 및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우리나라 도서관 현실에서 킹카운티 도서관 시스템(KCLS)은 도시 지역

에서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성 방식의 좋은 사례로서 이론에서만 들어오던

운영방식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

○ 즉 ‘대도시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날

로 증가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하나의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

를 수용하여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현대의 도서관은 도서관간의 협력과 전체의 유기적인 연계라는

방법으로 서비스 범위의 확대를 모색, 이와 같은 관계를 일정한 지역 내의 범

위에서 조직화한 공공도서관 네크워크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시스템들은 지역중앙관, 지역분관, 이동도서관으로 구성되며 중

앙관에서는 자료수집, 정리, 서비스 기획․입안․실시․조정, 종합목록작성, 이동도

서관 운영, 조사․연구, 직원연수, 대출서비스, 전문분야의 참고 도서관 기능, 지

역자료제공 등 분관이나 이동도서관을 총괄 지원하고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분관은 주민의 가까이에 있으면서 대출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매우 소수의 인구가 분산해 있어 분관등 상설시설의 설치가 불가능

한 지역에는 이동문고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에 의한 순회를 통해 대



출 서비스를 실시한다.11)

일반적으로 미국내 대도시 지역인 시애틀이나 LA 공공도서관 시스템 구성

은 중앙관이 분관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앞에서 언급한 시스템 구조12)로 보여

지며, 킹카운티시스템은 중앙관이 별도로 없지만 분관 지원 서비스를 보다 충

실히 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부문(헤드쿼터)만을 분리시킨 시스템13) 방식으로

보여진다.

○ 그밖에, KCLS의 인상적인 부분은 서비스센터 내에 분관들의 훼손도서

보수를 위해 전문 장비를 갖춘 제본실과 전문 그래픽디자이너를 배치하여 운

영되는 인쇄부서가 있어 각 분관에서 요청하는 각종 홍보물 및 포스터 제작까

지도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크로스로드 쇼핑센터 내에 있는 크로스로드분관

은 쇼핑상가 설계 당시부터 일부를 도서관 시설로 만들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고 한다. 이용자들은 쇼핑을 하면서 자유롭게 도서관을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으며 도서관 이름(Library Connection)에서 잘 보여주듯이 상호대차

를 통해 42개분관의 커넥션 역할을 함으로서 중심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하여 분관 나름의 고유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부분들도 인상적이었다.

○ LA지역은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LA

공공도서관 1층에는 52개국 언어로 된 자료실과 각국 언어별 담당자가 있을

만큼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와 시설배치가 인상적이며,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인기도서 자료실을 1층에 배치한 점, 특히 아동문학자료실의 많은

그림책들과 인형극 전용극장은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 전반적으로 연수지역의 도서관들은 도서를 재산으로 취급하여 정보가 오

래된 도서에 대한 폐기가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과는 달리 훼손되거나 오래된

11) 이상호, 공순구. “대도시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호

(2000)

12) 평면적연휴협력형시스템 : 이용자의 요구에 대해 중앙관이 분관을 서로 연결해 주는 방식에서 분관

의 서비스수준이 높아지고 분관간의 상호협력이 가능해지면 분관간의 정보를 중앙관의 연결 없이 직접 

주고받게 되어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요구에 대해 전 도서관이 동시적으로 대응하게 됨 

13) 사무관리부문(헤드쿼터)분리형 : 중앙관으로부터 네트워크전체를 총괄하는 사문관리부문의 기능을 

분리하여 중앙관 본래의 계획실행이 가능해짐



도서는 판매등을 통해 도서관 재정으로 사용하고 신간도서를 계속적으로 구입

해 준다고 한다(자료 보존의 개념은 대학도서관이나 주정부도서관에 있음).

○ 공공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자 수나 활동분야는 매우 많고 다양했다. 서가

정리부터 행사 및 도서관기념품샵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

동하고 있었으며 중앙관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교육, 배치 등을 체

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신청 및 활동은 인근 지역 분관에서). 하지만 캐나

다의 버나비도서관에서는 정규직 인력이 충분해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고 한점은 상당히 의외였다.

○ 참고봉사(정보봉사)데스크와 대출반납데스크를 분리, 이용자의 정보관련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점은 인력

이 부족하여 하나의 데스크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우리나라 현

실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 이렇듯 미국과 캐나다 대도시 공공도서관의 중앙관과 작은 규모의 분관

들은 각기 나름의 시설규모와 예산, 인력 등에 맞게 그들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이용자 서비스와 운영을 하고 있었다.

○ 미국, 캐나다의 정부 및 자치단체 등에 의한 예산, 기술, 인력, 직원교

육 등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특히

도서관 기부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대단해 기업 및 개인에 의한 도서관 기

부금도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도서관으로 보는

미국 국민들간의 공감대로부터 오는 게 아닐까 한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 및

체계적인 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과 이용자 편의의 도서관 운영, 국민들의 도

서관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미국, 캐나다 공공도서관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

○ 짧은 기간의 연수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도서관들을 돌아 보기위해 노력

했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로 연계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선진 지역 공공도서관들의 많은 것들을 현실에 적용시키기

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나아진 도서관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지원

과 관심, 도서관들의 서비스 및 운영방식, 국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수요와 관

심들은 지금이 예전보다는 낫고 미래는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

게 한다.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문화관광부가 2002년 8월에 내놓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03-2011)>에

따르면,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고 이를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정보수집, 관리 중심에서 정보서비스중심으로 2) 도서관 전산화에서 도서관

정보화로 3) 인쇄매체 중심에서 멀티미디어/웹 환경 중심으로 4) 공급자(관리

자) 중심에서 수요자(이용자) 중심으로 5) 소장개념의 자료구입에서 접근개념

의 장서개발로 6) 자립형도서관에서 네트워크형 도서관으로....... 이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방향에 맞추어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들인 것이다.

○ 특히 도서관 조직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는 네트워크형 도서관으로의

도서관 기능 변화는 현재 많은 도서관들이 중앙관과 분관으로 명목상으로만

구분되어있고 그 역할 및 기능들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며, 국가대표도서관, 지

역대표도서관, 단위도서관들과의 지원 및 협조체제가 미약한데다가, 도서관법

개정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 및 자

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전제된다면 킹카운티시스템(KCLS)이나 시애

틀 및 LA공공도서관과 지역 분관들과의 네트워크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Ⅴ. 연수를 마치면서

1. 1기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지역

구리교문도서관 서영석

3월27일 09:50분, 봄을 재촉하는 보슬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가운데 경기도

청 문화정책과 오 후석 과장님을 인솔단장 으로 한 경기도 공공도서관정책연수

(유럽)팀 20명은, 4월5일까지 10일간 프랑스와 이태리의 공공도서관을 벤치마킹

하는 연수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리 행 에어 프랑스기에 몸을 실었다,

장장 14시간의 길고 지루한 비행 끝에 현지시간 15:50분에 파리의 관문인 샤-를

드골공항 에 착륙하였는데,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8시간의 시차가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은 지금 자정 쯤 이겠지 생각하니 평소 일찍 잠자는 습관에 물들어있는

필자는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 짐을 느꼈다,

생각보다는 간단한 입국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고 공항청사를 빠져 나오면서 느

낀 소감은 프랑스 하면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초라

한(?)공항청사, 곳곳에 널려있는 각종 오물, 제 멋대로 휘갈긴 낙서가 난무하는

거리를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맞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통

하여 이 말의 의미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던 필자는 출국 전에 이미 여러 권의

프랑스와 이태리 관련서적을 탐독하여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다,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개선문을 실제로 보니 우선 그 규모의 웅장함이 놀라왔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샹-제리제 거리는 나폴레옹 시대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시가지로 건물의 높이를 6-7층으로 제한한 바로크와 로마네스크 양식이 혼합된

화려하고 웅장한 석조건축으로 되어있어 말 그대로 고색이 창연한 거리며, 이름

만 들었던 온갖 세계의 명품상가가 즐비한 세계유행의 중심지임을 실감 할 수



있었다,

현지 한국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세-느 강변에서 멀지 않은 노보텔 호텔에 여장

을 풀었는데, 모두들 이국에서의 첫날밤이 아쉬운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여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인솔단장의 주선으로 파리의 신시가지인 라-데 팡스 지

역에서 맥주와 와인을 마시면서 친교의 시간을 갖고 파리의 야경을 감상하며 낮

선 나라에서의 첫날밤을 맞이하였다,

우리가 프랑스에 머무른 기간은 4일간 이었는데, 3일 동안 날씨가 흐리거나 비

가 왔다, 그동안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인 미테랑 도서관을 비롯한 퐁피두대통령

기념 도서관, 파리교외의 14구 어린이도서관, 역시 파리 외곽에 자리한 란도브스

키 도서관과 생 모-르시 도서관을 방문하였는데 이들 방문도서관에 대한 자세

한 언급은 추후 발간예정인 종합보고서의 개인별 담당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필

자가 느낀 점만 간략하게 기술해 본다,

우선 프랑스에서는 도서관 이용 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특이했다,

입장료는 1일이용자와 년 간 이용자로 구분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프랑스사회의 전통이 그 바탕 이라고 한다,

필자도 입장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도서관 내부를 비교적 상세히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전반적인 운영방법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는 생각이었다, 도서관은 건물규모도 크고 보유 장서도 많지만, 서가나 책상 등

집기류는 우리나라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각 실의 내부는

물론 입구마다 제복을 입은 직원이 안내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근무 직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를 현지 가이드를 통하여 물어

보니 유럽사회는 기계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며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

여 가급적 기계화를 삼가고 있다는 답변이다,

프랑스의 미테랑 도서관 정기간행물 실에 들렀을 때는 우리나라의 조선일보와



북한의 노동신문이 나란히 진열되어있어 가슴이 섬뜩하기도 하였고, 우리의 디

지털 실에 해당하는 방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한물간 데스크 탑 모델의 컴

퓨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인터넷 외부망 사용이 제한되어있어 적

어도 IT분야에서 만큼은 한국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이한점은 도서관내에 서점을 비롯한 고급 카-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자편익을 위하여 현금자동인출기도 운영하고 있음이 눈에 띄었다,

보통 서양인하면 체구가 큰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사람들은 어딘가 동

양적인 모습이 연상되고 체구도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신기했다, 또한 가

는 곳마다 한국인, 일본인,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넘쳐나는데 조상들을 잘

둔 덕분에 후손들이 관광사업만 으로도 비교적 힘 안들이고 잘사는 나라라는 인

상과 함께, 적어도 금세기만을 놓고 평가해볼 때 한국이 무섭게 성장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프랑스에서의 아쉬운 일정을 마감하고, 3월31일 이태리의 밀라노 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프랑스와 이태리를 가로지르는 알프스 산맥을 넘자 비행기 아래로 보

이는 산야가 한결 푸르러 보였다, 지중해의 영향을 받는 이태리의 기후가 프랑

스 보다는 한결 따뜻하기 때문이다,

이태리에서는 4일 동안 밀라노, 피렌체, 로마 등 3개 도시를 순회하는데, 첫 방

문지인 밀라노공항은 그리 크지 않은 공항이었다, 그러나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과연 이 도시가 세계적인 패션과 섬유산업의 중심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선 짙은 베이지색풍의 도시색채 분위기가 좀 우중충해 보이는 파리보

다는 한결 세련되어 보였고, 행인들의 옷차림도 프랑스 보다는 온화한 날씨 탓

인지 한결 가볍고 밝은 느낌이었다, 평소 꼭 가보고 싶었던 두오모 성당과, 르네

상스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메데치 가문의 우피치 미술관을 보면서 이곳이 르네

상스의 출발지임을 새삼 되새겨 보았다,

다음날은 화창한 날씨 속에, 밀라노에서 꽃의 도시 피렌체까지 약300여Km를 버

스로 이동하는 일정이다, 버스 속에서 바라보는 이태리의 전원풍경은 우리나라



의 5월 초순에 해당하는 것 같았다 지평선이 보이는 드넓은 평야에는 노란유채

꽃이 만발하고 산야에는 막 새순이 움트고, 하얀 양떼가 유유히 풀을 뜯고 있는

목가적인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피렌체는 밀라노에 비하여 작은 도시지만 밀라노와 서로 르네상스의 발생지가

우리라고 다투고 있다고 한다, 그 만큼 시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며 특히 기후

가 온화해서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의 부호들의 별장이 즐비한 이름 그대로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도시였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 이미 기원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테베

강변에 자리한 이 도시는 전체가 인류사의 박물관 같았다, 콜로세움, 판테온, 트

레비분수, 스페인광장, 성 베드로광장, 바티칸시티 등 이루 열거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세계적인 유물이 산재해있는 도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의하면 늑대의 젖을 먹고 성장한 로물로스 형제에 의하여 건국되었다는 로마,,,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안은 채 조용히 누워있는 이 도시를 누비면서, 새삼 인간

의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느껴본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콜로세움과 같

은 그 거대한 석조조형물이 필요했는가? 그 의미 없는 건조물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로마시내 곳곳에 남

아있는 거대한 규모의 궁전과 성곽유물이 그리 아름답게만 보여 지지 않는다,

이태리에서는 로마의 국립도서관과 로마근교에 위치한 포메찌아 시립도서관을

견학하였다,

로마국립도서관은 주로 기원전부터 전해오는 고문서를 중심으로 약600만권의 장

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같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역시 서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포메찌아시는 인구 5만의 작은 로마근교의 위성도시인

데 도서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담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시선을 끌었다,

우리속담에 집을 떠나면 고생 이다, 라는 말이 있다, 10일 동안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습관도 생소한 나라를 다녀오면서 느낀 소감이다, 그러나 소득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같이 밖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여 선진국인

유럽의 도서관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직접 각국의 도서관을 비교 견학하면서 한국의 도

서관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특히 전산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정책과장님이 연수에 동행하

시어 향후 경기도 도서관행정발전에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난

10일 동안 함께 연수에 참가했던 경기도내 20명의 연수단원 모두의 건강과 행운

을 기원하면서 글을 마친다.



2. 2기 북미 (서부 )지역

21세기 문화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민 행정서비스의 얼굴인 공공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우리 방식에 의한 도서대출, 문화교실, 참고봉사 등 사서

로서의 도서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선진국의 도서관 문화

와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국내 발표되는 도서관 관련 서적과 잡지

에 의해 대략 운영상황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금번 경기도청에서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도서관 선

진국인 북미(미국, 캐나다)의 공공도서관 연수계획이 발표되어 신청하게 되었

고 북미의 도서관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공공도서관과의 관계등을 비

교 하면서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 매우 의미있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번 해외연수과정에서 우리 연수단이 미국 및 캐나다의 공공도서관에서 중

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사항은 공공도서관의 주요기능 및 특징, 이용봉사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실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운영지원 실태 등 공공도

서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공공도서관 5개관을 돌아

보면서 우리나라 도서관 운영에 참고할 만한 많은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방문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등은 분임별로 조사한 내용에서도 자세하게 설명

하였듯이 이번 방문한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는 짧은 나라이지만 도서관들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문화가 발달된 나라답게 도서관의 시설(규모)

면, 운영면, 이용봉사면, 특히 직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이 크게 돋보여 문화의

높은 장벽을 실감하게 했다.

연수기간 중 가장 먼저 방문한 벤쿠버시의 branch인『버나비도서관(Burnaby

Public Library)』은 Civic Center와 같은 구역에 건립되어 이용자를 극대화 하

고, 도서관 전체를 단층으로 구성하여 이용자 편의의 이동 동선을 구축한 것이

인력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나라 도서관 건립에 참고 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시애틀 및 LA시립도서관은 교통이 편리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시민들

이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

히 시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주제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소호창업코너를 마련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자

기 책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공부방 역할의 자유열람실이 도서관 정책

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자유 열람실이

없어 공공도서관 본연의 역할인 지역 정보센터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한다는 점

과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물어보면 도서관 콜센터에서 사서들이 관

련서적을 비치하고 답변하여 즉석에서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운영과

학교에서 내준 학교 숙제를 도서관 사서들의 도움을 받아 과제물을 작성하는

학생들을 볼 때 문화프로그램과 장서관리에 얽매인 우리나라의 사서들을 비교

할 때 사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미국과 캐나다의 공

공도서관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실정과는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도서관인의 한 사람으로 부러움을 느꼈다.

특히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교환교수로 계신 곽철완교수님께서 주관하신

『미국의 주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워싱턴주립대학

교에서 개최하여 견학을 통한 미국과 캐나다 도서관의 운영상황을 조금 더 생

생하게 체험하고 외국의 도서관 운영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

다.

연수과정에서 20명의 단원 모두가 일사분란한 팀워크로 한 가지라도 더 배

우려는 자세는 우리가 당초 계획하였던 목적이상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고 생각 되나 다만 아쉬운 점은 연수단원들의 의욕이 높은 만큼 기술적 질문

이 많았음에도 통역가이드의 도서관 전문지식이 없어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

어 다음 연수계획 수립시 도서관 전문인을 섭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

분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의 값진 경험을 공공도서관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기여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해외

연수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여 주신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해외 선진 도

서관을 체험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연수기간

동안 배움을 같이한 동료 사서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