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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가까운 도서관, 그건 나의 오랜 꿈이었다. 엎어지면 코

가까운 도서관을

닿을 곳에 있는 도서관. 오고 가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집 문을 나서 산

꿈꾸며

책하듯이 걷다가 도달하는 곳, 나무라도 몇 그루 주위에 있으면 더욱 좋을
아담한 건물. 그런 곳을 상상했다. 개가식 서가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둘
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넓은 통유리 옆에 놓인 푹신한 소파에 등
을 기대고 앉아, 열린 페이지 위로 쏟아져 내리는 빛더미에 따뜻하게 데워
진 글자들을 천천히 맛볼 수 있는 공간. 그게 내 상상 속의 도서관이었다.

상상은 가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현실이 되기도 한다.

아주 오래 전,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시립 도
서관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을 때의 낯선 설렘을 잊을 수가 없다. 북카페
같이 산뜻하게 꾸며놓은 정기간행물실에는 머리 희끗한 어르신들이 소파에
앉아 신문과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 옆으로 듀이 분류법에 따라 정돈된 서
가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고, 사이사이 자투리 공간에는 일인용 소파나 의
자가 놓여 있었다. 고른 책을 즉석에서 앉아 읽으라는 주문이었을 것이다.
서가 너머로 한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된 창이 보였다. 흐리고 우중충한 날
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는 가볍고 밝은 공기들이 떠다니는 것 같았다.
창 옆 테이블에는 시험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하는 젊은 이들이 앉아 있었
다. 서가 옆으로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끝에는 일층과는 전
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천장 높이가 5m쯤 됐고, 아래층 통유리가 이층
까지 이어져서 공간은 하얀 빛으로 가득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낮
은 서가들 옆에 있는 널찍한 진열대에는 만화책이 가득했고, 그 주위에 아
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만화책을 고르고 있었다. 아기들을 위한 공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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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소재로 된 카펫과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나무상자에 담긴 책들이 알파
벳 순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엄마 혹은 아빠가 두세살쯤 돼보이는 아기들과
함께 앉거나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다.

도서관이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깊숙하게 자리 잡을 수도
있구나, 도서관이 집과 직장이나 학교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구나 생각했다. 그걸 도서관 전문 용어로 ‘제 3의 장소’라고 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다만 프랑스에서 도서관이란 시 중심에 있어서 누구에
게나 접근성이 좋고 아무때나 눈치보지 않고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인
가 보다 여겼다. 장바구니를 잠시 내려놓고 쉬러 가거나, 약속시간이 많이
남아 시간을 때우려고 가거나, 게임만 하려는 아이를 데리고 만화책을 보
러 가거나, 학교 숙제를 하러 가거나, 겨우 걸음을 떼는 아기에게 책을 읽
어 주려고 가거나, 삼십년지기 이웃도 만나고 신문도 읽으러 겸사겸사 가거
나, 과학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추리소설 독서클럽에 가거나, 그도 아니면
그냥 책을 읽거나 빌리거나 반납하러 가거나… 도서관에 가는 이유는 인구
수만큼 다양하고 다양한 만큼 도서관에는 온갖 세대의 사람들로 붐볐다.

프랑스에는 이런 도서관이 16,500여개가 있는데1, 시립
도서관(bibliothèque municipale), 지역도서관(bibliothèque intercommunale), 도

1 16,5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대강 헤아려 보려면, 6,700만 명 전체 인구를 이 숫자로 나누면 된다. 대략 인구 4
천명 당 도서관 한 개인 셈이다. 크기와는 상관없다. 4,500㎡의 대형 도서관부터 100㎡의 소형 도서관까지 그 규
모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경 근처 인구 4천 명의 ‘폴리니’ 시에도, 인구 220만 명으로 프랑스에서 제일
큰 도시인 파리에도, 중심가에 있는 것은 시청과 도서관이다. 물론 시의 역사와 재정 수준에 따라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건물 외관이 다르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중심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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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도서관(Bibliothèque de départementale de prêt, BDP)이 7,700여개 있고, 도
립도서관이 관리하는 분관(point d’accès au livre)2이 8,700여개 있다. 2016
년 문화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인 89%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도서관
을 이용한 적이 있고, 이용자의 91%는 도서관까지 가는데 채 20분이 걸리
지 않는다고 한다.3 그리고 프랑스인76%가 도서관은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15세 이상 프랑스인 40%가 도서관을 이용한다. 15세에서 24
세까지의 청년층 중72%는 지난 1년 동안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프랑스 인구의 4분의 1이 정기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빌린다.4

과장해서 말하면, 삶의 중심에 도서관이 있다.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인 에릭 오세나(Erik Orsenna)는 2018년 문화부 장관에게 보
내는 보고서5에서 도서관은 책들의 공간이자 삶의 공간이라고 말한다. 그
리고 이 공간은 21세기 프랑스 문화 정책의 실험실이 돼야 한다고 야심차
게 주장한다. 도서관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 지
식, 정보를 전달하면서 문화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에
게 열린 도서관은 물론 꿈이다. 그렇지만 어두운 밤 별빛을 따라 걷듯, 꿈
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프랑스 도서관들은 별을 향

2 불어를 직역하면 ‘책을 접할 수 있는 곳’(point d’accès au livre)인데, 규모만 작을 뿐 대출 업무가 이루어지고
소규모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공 도서관이다. 도립 도서관이 관리하므로 여기서는 ‘분관’으로 번역한다.
3 조사에는 운송 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보로 20분이 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 2016년 시립 도서관의 이용자와 사용 보고서, 문화부 (Publics et usages des bibliothèques municipales
en 2016, Ministère de la Culture.)
5 에릭 오세나, 도서관 세계로의 여행, 문화부 (Erik Orsenna, Voyage aux pays des bibliothèques,
Ministère de la cultu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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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시립, 도립 도서관들은 문턱이 아주 낮아 모든
세대가 이용하고, 공공도서관이라 불리는 도서관들은 설립 이유 자체가 대
중에게 문화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프랑스 도서관 전체 지도를 그린다면, 그건 지도라기 보
다는 어지러운 미로처럼 보일 것이다. 특히 행정적으로 깨끗하고 반듯하게
분류하기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도서관 지도는 프랑스의 다른 복잡한
공공 기관들과 많이 닮아 있다. 그렇지만 도서관이 프랑스인들의 일상 가까
이에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도서
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문화, 지식, 정보 전달의 창구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단, 대상 지역을 파리로 한정했다. 이유는 인구 220만의 ‘작은’
도시 파리에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도서관들을 모두 가깝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를 알면 프랑스가 보일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도 선택에 한
몫했다.

9,228㎞. 이것은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놓여 있는 거리
다. 이 숫자만큼이나 한국에게 프랑스는, 프랑스에게 한국은 심리적으로
멀다. 그렇지만 지난 삼십 년에 비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길 위에서 프랑스 도서관들을 주목하면서
한국 도서관 미래의 싹을 틔워낼 씨앗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면, 그래서
이제 두 세계가 서로 만날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새로운 꿈을 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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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랑스 공공도서관 가는 길

1. 공공도서관, 존재 이유
좀 거창하지만 1994년 IFLA/UNESCO의 《공공도서관
선언》6을 언급해야겠다. 국가라는 지역적, 문화적, 인종적 틀을 넘어서, 다
시 말해 어떤 지역이든 어떤 문화 속에 있든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든 상관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서관’과 관련된 선언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선언에 따르면, 공공도
서관이란 <교육, 문화, 정
보를 제공하는 생생한 힘
이고, 평화를 지키려는 정
신을 고양하고, 더불어 인
류의 정신적 성장에 기여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선언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이란 《교육, 문화, 정보를 제공하는 생생한
힘이고, 평화를 지키려는 정신을 고양하고, 더불어 인류의 정신적 성장에 기
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어마어마한 목표를 조금이라도 실현시키기 위
해 해야 할 임무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것들도 현장에서 실
천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지만 말이다. 임무는 12개나 된다. 여기서
읽지 않으면 번거롭게 찾아서 읽어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찾아 읽겠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좀 길지만 다 나열해 보겠다.7

6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 (Public Library Manifesto), 1994.
7 《공공도서관 선언》의 영어판과 불어판의 차이가 흥미롭다. 첫번째 임무와 관련해서, 영어판은 그저 ‘어린 시절’
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어판은 직역을 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라고 되어 있다. ‘읽어야 한다’는 프랑스인들의
강박이 드러난 것인지, 번역자의 선택인지는 알 수 없다. https://www.ifla.org/publications/ifla-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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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
1.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읽기 습관을 키워주고 향상시킬 것
2.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을 지원할 것
3. 개인의 창작 욕구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것
4.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상상력과 창작력을 고취시킬 것
5. 문화 유산을 알리고, 예술, 과학의 성취와 발견을 존중하도록 할 것
6. 모든 공연 예술의 문화적 표현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것
7. 문화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혜택을 줄 것
8. 구술 전통을 지원할 것
9. 시민들이 모든 종류의 공동체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
10. 지역 기반의 기업들, 조합들, 단체들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
11. 정보와 컴퓨터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
12.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읽고 쓰기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여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주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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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관련된 아주 오
래된 고정 관념들이 있다.
도서관은 그저 세상에 존
재하는 수많은 책들을 어
떻게든 보관하려고 애쓰
는 공간이거나 학교가 문
을 닫는 바람에 갈 곳을 잃
은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러 가는 장소일 뿐이라
는 것이다.

열 두가지나 되는 거창한 임무들을 읽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도대체 공공도서관에서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냐?’ 또는 ‘그럼 공공도서관은
학교의 부속 기관이거나 보조 기관이 아닌 거야?’
도서관과 관련된 아주 오래된 고정 관념들이 있다. 도서관은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들을 어떻게든 보관하려고 애쓰는 공간이거나 학교가 문
을 닫는 바람에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러 가는 장소일 뿐이라
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공공도서관 선언’은 우리의 상식에, ‘과연, 정말, 그
렇기만 할까요?’라고 묻는다.
프랑스에서 공교육의 목표가 6세부터 16세까지의 아이들8에게, 무료로
종교와 관련없이 의무적으로 공화국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 문화, 역사,
과학을 가르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할
때, 공공도서관의 포부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빼면 그
에 못지 않게 원대하고 야심차다.

공공도서관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세대,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문화와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해
야 한다.
바로 그것이 도서관의 ‘공
공성’이자 존재 이유인 것
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인간의 생애 주기를 대상으로, 각 세대의 특성
에 맞게 ‘맞춤형’ 문화,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과 예술 취미를 고양시키
며 문화 유산을 알리고 공동체 정보를 보존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하니 말이다. 공공도서관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세대,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문화와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도서관의 ‘공공성’이자 존재 이유인 것이다.

public-library-manifesto-1994
8 6세에서 16세까지 의무 교육이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3세부터 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3세-5세 :
에꼴 마테르넬 (유치원) ; 6세- 10세 : 에꼴 프리메르 (초등학교) ; 11세-14세 : 꼴레쥬 (중학교) ; 15세-17
세 : 리세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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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공공도서관

선언은 프랑스 도서관 현
장에서 피와 살이 되어 살
아나는 ‘공공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도서관은 특히 시립도서관은 모든 세대를 포용한다. 생후 1
년 된 아기는 부모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보며 옹알이를 하고, 유치원, 초등
학교 아이들은 서로 다투어 시장 가방 가득 만화책을 넣어 빌려가며, 중, 고
등학교 학생들은 도서관 독서 클럽에 참여하고, 성인이 된 이후로 한동안 발
길을 끊었던 도서관에 고사리 같은 아이들 손을 잡고 돌아오며, 실직을 하고
구직 활동을 위해 도서관에서 컴퓨터나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고, 정년퇴직
전후로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강연회나 독서 토론회에 참여하며, 몸이 불편
한 아흔살 할머니는 책 배달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정보를 이용한다.9 유네
스코의 공공도서관 선언은 프랑스 도서관 현장에서 피와 살이 되어 살아나는
‘공공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도서관, 복잡한 행정 지도
프랑스에서 행정적으로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되는 도서
관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시가 관리하는 시립도서관(bibliothèque municipale)과

여러 코뮌(commune)들이 함께 관리하는 지역도서관(bibliothèque

intercommunale)이고,

두번째는 도(département)에서 감독하는 도립도서관

(bibliothèque de départementale de prêt)과

분관(point d’accès au livre)이며, 세번

째는 문화부의 지휘를 받는 퐁피두센터같은 공공정보도서관 (Bibliothèque

9 문화부에서 펴낸 ‘2016년 시립 도서관의 이용자와 사용’ 보고서(Publics et usages des bibliothèques
municipales en 2016, Ministère de la Culture, p. 8.)에서 다룬 내용으로, 전 생애를 주기로 도서관과 이용
자가 어떻게 만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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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서관들은 감독 기관
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지
만, 모든 사람에게 문화
와 지식을 제공하는 임무
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모
두 공공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분관은 엄연한 공공도서
관이며 개관을 하기 위해
서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적어도 4시간 문
을 열어야 하고, 사서 또는
도서 정보교육을 받은 자
원봉사자가 있어야 하며,
장소는 적어도 25㎡가 넘
어야 한다.

Publique d’Information)이다.

이 도서관들은 감독 기관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문
화와 지식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모두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도서관들이 바로 이들 시립도서관, 지역
도서관, 도립도서관과 분관들이다. 2018년 상원의 한 보고서10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도서관의 수는 7,737개이고, 이외에 책을 빌릴 수 있는 분관
(point d’accès au livre)이

8,761개로, 책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장소가 16,498개 있다. 분관은 엄연한 공공도서관이며 개관을 하기 위
해서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적어도 4시간 문을 열어야 하고, 사서
또는 도서 정보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하며, 장소는 25㎡가 넘어
야 한다. 아래의 표는 16,498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 공공도서관 분포도
인구 (명)

시립, 지역, 도립 도서관

분관

전체

2000 이하

3,914

7,862

11,776

2,000-5,000

1,909

652

2,561

5,000-20,000

1,399

213

1,612

20,000-40,000

283

22

305

40,000-50,000

61

3

64

50,000-70,000

66

0

66

70,000-100,000

43

0

43

100,000 이상

71

0

71

10 프랑수와즈 라보르드, 미디어, 책, 문화 산업 (2019년 재정법 계획) [Françoise Laborde, 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9)], pp. 74-80. http://www.senat.fr/
rap/a18-151-43/a18-15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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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명)

시립, 지역, 도립 도서관
전체

7,737

분관

전체
8,761

16,498

출처:문화부

이 분포도는, 적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가 작
은 도서관들이 아래 부분
에 넓게 퍼져 있고, 그 위
로 대상 인구수가 늘어나
면서 도서관이 점점 커지
고 수는 줄어드는 피라미
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표는 16,498개의 도서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인
구2천 명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11,776개로 전체 도서관의 3분의
2정도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은 71개에 불과하다.
도서관 숫자와 대상 인구 수가 반비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분포도는, 적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이 아래 부분에 넓게 퍼져 있고,
그 위로 대상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도서관이 점점 커지고 수는 줄어드는 피
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서관 행정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행
정 지역 단위를 알 필요가 있다. 기본 행정 단위를 코뮌(commune)이라고 하
는데, 최소 7명으로 구성된 의회와 의장(시장)이 포함된 행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프랑스 전체에 36,700개의 코뮌이 있다. 인구가 2천 명
이 넘는 코뮌을 시(ville)라고 부른다. 파리는 인구가 약 220만 명으로 프랑스
에서 가장 큰 코뮌이고, 알프스 산맥 근처에 있는 로슈푸샤 (Rochefourchat)
는 2014년 현재 인구 1명으로 가장 작은 코뮌이다. 파리, 리용, 마르세이
유는 특별 취급을 받는 코뮌들로, 여러 개의 구(arrondissement)로 나뉘어 운
영된다.11
코뮌의 상급 행정 단위로는, 도(département)와 지방(région)이 있는데, 도

11 신문 《라 가제트 드 코뮌》, 2009년 10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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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101개로 도의 환경문제, 도로 건설, 도시 계획, 중학교 관리, 사
회보장시스템 운영과 같은 일을 한다. 이 행정 단위는 선거구로 이용된다.
파리는 행정상 ‘도’로 분류된다. 즉, 파리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코뮌이자 시
이고, 수도이며 도이기도 하다. 지방은 최상위 행정 단위로 18개가 있으며,
지방 경제 개발, 지역 교통과 고등학교 관리가 주요 업무이다. 일-드-프랑
스(Ile-de-France)는 파리가 속해 있는 지방의 이름이다.

일-드-프랑스 (Ile-de-France) 지방의 코뮌 지도

위의 지도는 파리를 포함하는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방의 코뮌 지
도이다.12 광대 물고기 ‘네모’를 닮은 파리가 어지럽게 널린 코뮌들 사이로 헤
엄쳐 가는 것 같다. 지도에는 코뮌들이 매우 잘게 쪼개져 있는데 일-드-프
랑스 지방의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코뮌은 인구 2천 명 이상이어

12 지리, 산림 정보 국가 연구소 (Institut national de l’information géographique et forestière)의 포털 :
https://www.geoportail.gouv.fr/donnees/communes (조회 : 2019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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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라고 불린다.
앞서 설명한 도서관들을 이 행정 단위들과 연결시켜 보면, 시립도서관은
시(ville)라고 불리는 코뮌(commune)이 지휘하고, 지역도서관은 여러개의 코
뮌(혹은 시)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도립도서관은 도(département)에서 감독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16,498개의
도서관이 포괄하는 인구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89%
가량 된다고 한다.
인구 2천 명 이하를 대상
으로 하는 도서관이 전체
도서관의 약 71%이고, 범
위를 조금 더 넓혀 인구 2
만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꼽아보면, 전체
도서관의 96%나 되는 것
이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앞의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 있는
36,700개의 코뮌 가운데 13,400개의 코뮌에 시립, 지역, 도립도서관이 있
다. 다시 말하면, 코뮌 전체의 36%에 도서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코뮌 전체
의 27%에 달하는 10,000여 개의 코뮌에는 도립 도서관의 분관이 있다. 따
라서 이들 16,498개의 도서관이 포괄하는 인구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89%
가량 된다고 한다.13
‘프랑스인 89%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상원 의
원의 보고는 분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2천 명 이하를 대상으로 하
는 도서관이 전체 도서관의 약 71%이고,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인구 2만 이
하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꼽아보면, 전체 도서관의 96%나 되는 것이다.
통계 전문가도 사회학자도 아니지만, 내 눈에 이 숫자들은 도서관의 접근성
에 대한 지표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도서관이란 사람들 사이에 가깝고도 깊
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특별한 장소인 것이다.

13 프랑수와즈 라보르드, 미디어, 책, 문화 산업 (2019년 재정법 계획),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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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리에서 만나는 공공도서관들
‘서울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프랑스인들은
‘파리에 올라간다(Je monte à Paris)’고 말한다. 파리가 프랑스 북쪽에 위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서울 간다’는 의미로 ‘서울에 올라간다’고 말할 때 드러
나는 무의식이 ‘서울 중심주의’인 것처럼, ‘파리에 올라간다’는 말은 ‘파리 중
심주의’의 무의식적 표현이다. 서울이나 파리나 다 한 국가의 수도이므로 당
연한 말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당연한’ 표현에는 나름의 역사적 근거가 있다. 백작이면서
정치가였고 동시에 정치 철학자였던 토크빌(Tocqueville)은 그의 책 《구체제
와 혁명》14에서 프랑스 혁명을 ‘단절’이 아니라 ‘완수’로 해석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지난 수세기에 걸쳐 진행돼 왔던 국가의 중앙집권 체제를 프랑스 혁
명을 통해 완성했다는 것이다. 혁명은 구체제 시스템을 일부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구체제의 중앙집권시스템을 유지하고 더욱 굳건하게 만든 것이다.
1789년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제 1공화국과 제 1제정이 들어서고, 1815
년, 루이 18세, 샤를 10세의 왕정으로 바뀌었다가, 1830년 루이 필립의 군
주정이 시작되고, 1848년 혁명 뒤 짧게 끝난 루이 나폴레옹의 제2 공화국을
거쳐, 1851년 쿠데타를 일으킨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로 등극하며
제 2제정으로 이어지고, 1870년 프랑스-프러시아 전쟁 패배 후 세워진 제 3
공화국, 그 와중에 일어난 1871년 파리 코뮌. 사납게 몰아치는 격랑 속에서
도 중앙집권체제라는 조각배는 침몰하지 않고 살아 남아 전통이 된 것이다.

14 알렉시 드 토크빌, 구체제와 혁명 (Alexis de Tocqueville,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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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집중된 파리에 권
력의 동반자인 문화, 지식,
정보가 넘쳐나는 것은 불
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런 의미에서 파리는 프랑
스인들에게 애증이 교차
하는 공간이다.

권력이 집중된 파리에 권력의 동반자인 문화, 지식, 정보가 넘쳐나는 것
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리는 프랑스인들에게 애증이 교
차하는 공간이다. 넓고 풍요로운 들, 울창하고 시원한 숲,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시냇물, 그 너머 보이는 아름다운 고성 혹은 빨간 기와를 얹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들을 지워 버리고, 게다가 4시간씩 앉아서 온갖 세
상 일을 논하며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포기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숨
막히는 공간이 ‘파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파리는 지방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다), 파리
에는 ‘자연’과 ‘여유’를 잠시 잊어도 좋은 것으로 만드는 ‘문화’ 와 ‘교양’이 있
다 (그런 의미에서 파리는 동경의 대상이다).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파리가 속한 일-드-프랑스 지방에는
문화와 교양을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공공도서관이 몇 개나 있을
까? 엔십(ENSSIB)이라고 부르는 문헌정보과학 고등국립학교15에서 발행하는
《프랑스 도서관 소식지》(Bulletin des Bibliothèques de France, BBF)에 따르면, 모
두 830개로, 상하이 477개, 런던 383개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다.16 인구
정보를 추가하자면, 일-드-프랑스 지방은 1,200만 명 (프랑스 인구의 약 19%),
상하이는 2,400만 명, 런던은 8백만 명쯤 된다.
일-드-프랑스 지방의 도서관들은 다양한 행정 경로로 분류될 수 있다.

15 ‘엔십’은 문헌정보과학 고등국립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Sciences de l’Information et des
Bibliothèques)의 약자로, 그랑 에꼴(grand école)이다. 그랑 에꼴은 우리말로 ‘큰 학교’라는 뜻인데, 일반적
으로 바깔로레아(학력고사) 이후 준비 학교 2년을 마치고 입학 시험을 치루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많은 것이 그렇듯 경우에 따라 다르다. ‘엔십’은 도서관 관련 국가 시험에 붙은 사서와 학예사
를 교육하는 고등국립학교인데, 그랑 에꼴로 분류된다.
16 이 정보는 2013년 것으로, 6년이 지난 지금 변동 사항이 있겠지만, 대략적인 숫자를 제공하기 위해 인용한
다. http://bbf.enssib.fr/le-fil-du-bbf/paris-premiere-ville-mondiale-en-nombre-de-bibliotheques04-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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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서 설명한 시(ville)에 속하는 시립도서관, 여러 코뮌(commune)이 함께
감독하는 지역도서관, 도(département)의 지원을 받는 도립도서관과 분관이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과 연구부 산하에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있으며, 문
이들 도서관들의 지휘계
통은 어지러울 정도로 복
잡하지만, 모두 ‘사립’ 도
서관이 아니라는 의미에
서, 다시 말해 국민의 세
금으로 운영된다는 의미
에서 공공도서관들이다.

화부가 관리하는 공공정보도서관(BPI)과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이 있다. 이
들 도서관들의 지휘계통은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지만, 모두 ‘사립’ 도서관
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다시 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의미에서 공
공도서관이다.
이제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면적 105㎢, 인구 220만 명인 파리17에만
집중해 보자. 파리가 작은 만큼 파리 도서관들의 밀집도는 매우 높다. 주민
들 가까이에 있는 시립도서관, 센느강 왼편, 라틴가에 퍼져 있는 대학도서
관, 관광 코스에 등장하는 공공정보도서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이 있는
데, 이 도서관들은 파리와 일-드-프랑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
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파리와 주변 지역은 그물
같은 지하철과 전철(RER)
로 연결되어 있어서 도서
관으로 가는 길은 편리하
고, 도서관의 유형에 상관
없이 모두 문턱이 낮다.

파리와 주변 지역은 그물같은 지하철과 전철(RER)로 연결되어 있어서 도서
관으로 가는 길은 편리하고, 도서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문턱이 낮다.
시립 도서관과 공공정보도서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립도서
관은 만 16세 이상부터 저렴한 유료 카드를 구입해 출입할 수 있으며,18 일
부 대학도서관들은 만 18세가 넘는 성인에게 무료 이용을 허가한다. 파리 3
대학의 경우, 《도서관 등록 규정》에 “바칼로레아(학력고사) 증서가 있는 사람

17 서울은 면적 605k㎡, 인구 약 천 만 명이다. 서울에 비해 파리는 6배 작고, 인구밀도는 더 높다.
18 카드는 일반 카드와 연구 카드, 두 종류가 있다. 각각 연간 15유로, 50유로이며, 도서, 열람실, 강연, 전시회 등
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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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만 18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19 고
되어 있다. 파리 1대학의 경우, 중앙 도서관을 비롯한 몇몇 도서관들이 18
세 이상 성인에게 열려 있다.20
이상에서 언급한 도서관들 중에서 우리가 다룰 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인
시립도서관과 공공정보도서관, 그리고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 BSG)이다.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은 파리에서 약자로 불

리는 몇 안되는 도서관21 중 하나로 대학도서관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행정적
으로 공공도서관이다.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문을 여는 도서관’
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나 이것은 기본값에 해
당하는 정의이며 도서관의 이상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다. 우리가 선택한 이 도서관들이 사람들 가까이에서
어떻게 공공도서관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9 https://www.dbu.univ-paris3.fr/services-dbu/conditions-de-pret-pour-toutes-lesbibliotheques)
20 https://www.pantheonsorbonne.fr/bibliotheques/trouver/une-bibliotheque/ 다른 대학들, 예컨대
파리 2대학, 5대학, 6대학은, 대학 관계자가 아닌 경우18세 이상 성인에게 유료로 도서관 이용을 허용한다.
21 프랑스 국립도서관(BNF), 공공정보도서관(BPI),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BSG), 그리고 시립 도서관 중에 파
리 시청 도서관(BHdV), 파리 역사 도서관(BHVP)을 약자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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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청도서관 ©Bibliothèques ville de Paris

Bibliothèque publique parisienne,
espace ouvert de 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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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시립도서관
문화와 지식의 바다에 넌 촘촘한 그물망

1. 파리의 시립도서관 조직망
2. 공간을 알면 도서관이 보인다
3. 함께 사는 세상을 읽는 도서관

Ⅱ. 파리의 시립도서관:
문화와 지식의 바다에 넌 촘촘한 그물망

(1) 시립도서관, 역사
‘파리에는

‘파리에는 중앙도서관이 없다.’22 파리를 상징하거나 대표

중앙도서관이

없다.’ 파리를 상징하거나
대표하는 중심 도서관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여러
도서관들을 지휘하는 중
앙 도서관 하나를 세우는
대신, 파리는 19세기 중엽
부터 여기저기 생겨난 도
서관들의 역사와 개성을
보존하면서 각자에게 자
율성을 주었다.

하는 중심 도서관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여러 도서관들을 지휘하는 중앙도
서관 하나를 세우는 대신, 파리는 19세기 중엽부터 여기저기 생겨난 도서관
들의 역사와 개성을 보존하면서 각자에게 자율성을 주었다.
파리에 중앙도서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801년, 파리
시청 건물 안에 도서관이 들어섰고, 그때는 도서관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
으므로 이 도서관이 파리의 대표적인 도서관이었다. 그렇지만 1871년 5월
24일 파리 시민들과 베르사이유군의 접전 와중에 시청이 불타면서 도서관
도 함께 파괴 되었다. 당시 도서관에는 12만여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한다.23
1872년에 새로운 도서관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는데, 백과사전식으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장서를 갖춘 중앙도서관이 아니라 파리의 역사만을 취급하
는 도서관을 계획했다. 파리 역사도서관(BHVP)은 1870년 파리 시청도서관의
책임자였던 쥘 쿠장(Jules Cousin)의 개인 소장품들인 파리 역사와 관련된 책

22 알린 지라르-비용, 시의 조직망, 어제, 오늘, 내일(Aline Girard-Billon, Le réseau municipal, hier,
aujourd’hui, demain), 1995, p.1
23 피에르 카세르, 파리 시청 도서관 (Pierre Casselle, La bibliothèque de l’Hôtel de Ville de Paris,
Histoire@politique, Politique, culture, société), n° 15, 201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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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여 권과 판화 10,000여 점을 기증받아 문을 열었다.

파리 역사도서관 ©Bibliothèques ville de Paris

한편, 오늘날의 ‘파리 시청도서관’(BHdV)은 행정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1890년 새롭게 보수공사를 한 시청 안에 문을 열었다.

파리 시청 도서관 ©Bibliothèques ville d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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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역사도서관(BHVP)과
파리 시청도서관(BHdV)이
각각 파리의 역사와 행정
자료라는 전문 분야를 취
급하면서 문화유산 도서
관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대
중 도서관(bibliothèque
populaire)이라고 불리는
도서관들이 생겨났다.

파리 역사도서관(BHVP)과 파리 시청도서관(BHdV)이 각각 파리의 역사와
행정 자료라는 전문 분야를 취급하면서 문화유산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도서관(bibliothèque populaire)이라고 불리는
도서관들이 생겨났다. 1865년 11구(arrondissement)24 의 구청에 주민들을 위
한 도서관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파리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
1878년에는 ‘도서관 중앙 서비스’가 조직되어 파리에 있는 도서관 10개관
을 관리했다. 1894년에 이르면, 소장 도서가 약 30만권으로 늘어나고, 이
공공도서관들은 매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9시에서 11
시까지 문을 열었다. 제 3공화국(1870-1940) 시절 도서관은 80여 개관으로 늘
어나지만, 파리시는 세기 초에 했던 역할, 즉 도서관들을 관리하고 조율하
는 임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 결과 도서관들은 점점 낡고 초라하고
퇴락한 곳으로 변해갔다.

1966년 파리 도서관 마스
터플랜이 처음으로 마련되
었다. 장기 목표는 1,800
㎡정도되는 도서관을 15개
쯤 건립하고, 반경 《600 m
- 800 m 거리》에 사는 주
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600
㎡크기의 도서관들을 상당

이런 상황에서 1966년 파리 도서관 마스터플랜이 처음으로 마련되
었다.25 장기 목표는 1,800㎡정도되는 도서관을 15개쯤 건립하고, 반
경 600m~800m 거리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600㎡ 크기의 도서
관들을 상당수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 도서관들은 대출 공간과 놀이 공간이
포함된 어린이/청소년 부문(section jeunesse)과 연주 공간(auditorium)이 있는

수 설립하는 것이었다.

24 현재 파리는 20개 구(arrondissement)로 나뉘어 있다. 이 행정 구역 분리는 1860년에 결정된 것으로 그 이
전에는 12개 구가 있었다.
25 파리 도서관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시의 조직망, 어제, 오늘, 내일 (Le réseau municipal, hier, aujourd’hui,
demain), 1995》과 《마스터플랜 (Schéma directeur), 2001》, 《마스터플랜 (Schéma directeur), 2019 》
을 참조했다. 이 자료들은 모두 내부 자료들로, 도서관과 독서 본부 (Bureau des Bibliothèques et de
la Lecture, BBL)의 부대표인 로망 가이야(Romain Gaillard)씨와 통계 담당자인 마티아스 라베(Mathias
Labbé)씨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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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부문(section musique)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파리 전체로 놓고 볼 때 지
역적 불균형이 일어났는데,
도서관들이 몰려 있는 지역
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
에는 아예 도서관이 없었
다. 1975년의 도서관 마스
터플랜은, 주거지와 도서관
의 평균 거리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이 획기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1975년의 평가는 도서관
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파리 전체로 놓고 볼 때 지역적 불균형이
일어났는데, 도서관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는 아
예 도서관이 없었다. 1975년의 도서관 마스터플랜은, 주거지와 도서관의
평균 거리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파리 시민 누구나 주거지로부
터 600~800m안에 도서관으로 접근할 수 있고, 연간 도서관 자료 대출수
가 550만 건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래 지도는 1975년 마스터플
랜 준비 자료의 일부인데, 도서관을 중심으로 가입자들의 분포도를 조사한
것이다.26

파리 3구

파리 6구

26 파리시의 도서관들, 분석과 전망 (Les bibliothèques de la ville de Paris, analyses et prosepective),
1973-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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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을 위해 몇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도서관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면적 1,500㎡ 이상의 대형 도서관,
600㎡ 이상의 중형 도서관, 300~350㎡ 정도되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이 세 종류의 도서관이 공존해야 한다.

도서관 미래 계획

•역세권(zone d’influence)과 관련된 것으로, 주거지와 도서관의 거리가 600m
를 넘지 말아야 하며, 분관(points-prêts)의 경우 그보다 더 가까워야 한다.
이 거리를 고려했을 때, 파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도서관의 수는 56개
1994년 새로운 마스터플
랜이 수립되었고,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다. 첫째
로 대형 도서관 6개를 건
립하고, 소형 도서관 13개
를 폐관하며 둘째로 분관
(points-prêts), 비블리오
버스(bibliobus)와 같은 가
까운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
하는 것이었다.

로, 대형 도서관 13개, 중형 30개, 어린이 도서관 13개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22개 도서관의 문을 닫을 것을 제안한다.

20년 후, 파리 조직망에 속하는 시립도서관은 모두 64개로 늘었다. 일
반도서관은 57개, 전문도서관은 7개였다. 1975년의 목표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지만, 관계자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1975년 마스터플랜에서 규
모, 위치, 상태로 판단해서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던 도서관들 일부가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 그래서 1994년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다. 첫째로 대형 도서관 6개를 건립하고, 소형 도서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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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폐관하며 둘째로 분관(points-prêts), 이동도서관(bibliobus)과 같은 가까
운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계획은 시로
부터 승인받지 못했다.
19세기 중엽 ‘대중도서관(bibliothèque populaire)’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도서관이 21세기의 문턱을 넘었다. 파리 도서관 조직망은 1995년에 비해 크
게 늘지는 않았지만 시설을 개선하고 규모를 늘리는 재정비를 시작했다. 자
료 대출 수는 1,100만을 넘었고 도서관 가입자는 32만명을 넘었다. 2001
년, 시립도서관들을 규모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파리 시립도서관
규모

도서관 수

대형도서관(2,000㎡ 이상)

3

대형도서관(1,000~2,000㎡)

9

중형도서관(400~1,000㎡)

21

소형도서관(100~400㎡)

12

어린이 전용 도서관(100~800㎡)

13

합계

58

파리 지도를 펼쳐 놓고,
‘600m~800m 원칙’을 지
키기라도 하듯이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집어내는 작
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이다.

도서관이 늘고 가입자가 줄을 잇고 자료 대출 수는 폭발했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은 여전했다. 2001년 마스터플랜에서 지적하고 있는, 도서관이 부족
한 지역은 파리 중심, 11구 북쪽, 12구 남쪽, 13구 북동쪽, 14구 남쪽, 15
구 남쪽, 16구, 17구 남쪽, 17, 18, 19 구의 경계 지역, 19구, 20구 등이
다. 파리 지도를 펼쳐 놓고, ‘600m~800m 원칙’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도서
관이 없는 지역을 집어내는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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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20년이 지나고 있다. 현재 파리 도서관 조직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2) 시립도서관, 현재
1) 대출도서관과 전문도서관
현재 파리에는 시립도서관이 73개 있다. 이 도서관들은 57
개의 대출도서관(bibliothèque de prêt)과 16개의 문화유산/전문 도서관(bibliothèque patrimoniale ou spécialisée)의
대출도서관은 다양한 분야
의 일반 장서, 특히 최근 자
료들을 소장하며, 개가식으
로 되어 있다. 이 도서관은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유통되는 공간으로 제 3의
장소(troisième lieu)에 걸
맞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화유산/전문 도서관은
희귀하거나 전문적인 컬
렉션을 소장한 도서관으
로 일부 소장 도서들은
대출이 불가능하고 도서
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
하다.

두 종류로 나뉜다.

대출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의 일반 장서, 특히 최근 자료들을 소장하며,
개가식으로 되어 있다. 이 도서관은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유통되는 공
간으로 제3의 장소(troisième lieu)에 걸맞는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신문
이나 잡지를 읽으러 잠깐 들릴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 활동들, 예컨대 멀
티 미디어 강좌, 강연회, 연주회, 독서 클럽, 영화 상영, 작가와의 만남 같
은 것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유산/전문 도서관은 희귀하거나 전문적인 컬렉션을 소장한 도서관으
로 일부 소장 도서들은 대출이 불가능하고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
다. 장서의 주제는 영화, 음악, 여행, 파리의 역사 혹은 탐정소설과 같은 것
들이며, 관련 전시회가 열리기도 한다. 학생, 전문가, 아마추어 연구자들이
주요 이용자들이고,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기도 한다.
파리 도서관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 도서관 지도(부분)를 보면, 이
런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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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립 도서관 지도 부분

이 많은 도서관들은 각자
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시립도서관이라

는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하
고 관리하고 계획하는 행
정 기구가 있는데, ‘도서관
과 독서 본부’(Bureau des
Bibliothèques et de la
Lecture, 이하BBL) 라는
조직이다.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대출도서관이고, 붉은색은 문화유산/전문도서관이
다. 이 목록은 1구의 레알(les Halles)에 있는 프랑수와 트뤼포 영화 전문도서
관으로 시작해서, 20구에 있는 아시아 제바(Assia Djebar) 대출도서관으로 끝
난다. 이 많은 도서관들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시립도서관
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하고 관리하고 계획하
는 행정 기구가 있는데, ‘도서관과 독서 본부’(Bureau des Bibliothèques et de la
Lecture, 이하 BBL)

라는 조직이다. BBL은 시립 도서관들의 상위 감독 기구가

아니라 함께 정책 결정을 하는 동반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도서관 지도를 파리의 구
지도27 와 교차시켜 보면, ‘600m~
800m 원칙’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
지 대략 알 수 있다.

구지도 (출처 : http://www.paris-en-photos.fr/arrondissements-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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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서관 이용 규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관 요일
-(일반)화요일-토요일
-(예외)일요일에문을여는도서관:7권,주로대형도서관
-(예외)월요일에문을여는도서관:2권,문화유산도서관
•대출 조건 : 신분증필요
•대출 방법
-3주간,자료유형에상관없이20권대출
-1주간,자료유형에상관없이3권대출(신간의 경우)
•자료 유형에 따른 대출
-도서,잡지:무료
-+CD:30,50유로(36,000원)/연간
-+DVD:61유로(78,000원)/연간
- 단미성년자,사회복지금수령자,장애인,파리시근무자,정년퇴직자,
일부대학교학생의경우모든자료를무료로대출할수있다.
•연체료
- 성인:15상팀(195원)/1일
- 18세미만:7상팀(90원)/1일

27 2017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Populations légales en vigueur à compter du 1er janvier 2017, Paris,
INSEE, décembre 2016), 15구가237,636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1구가16,865명으로 제일 적다. 면적
은 16구가 791헥타로 제일 크고, 2구는 99구 헥타로 제일 작다. 인구 밀도는 1구가 제일 낮고, 11구가 제일
높다. ( https://opendata.paris.fr – Les données – arrondis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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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규정 중에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부
분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에
서 CD와 DVD를 유료로 대
출해 준다는 것이다.

이용 규정 중에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도서
관에서 CD와 DVD를 유료로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그것도 음악이나 영화
를 소비하는 습관과 문화가 완전히 바뀐 2019년도에 말이다. 그렇지만 낡은
규정에도 다 이유가 있고 역사가 있는 법이다.
1966년 파리 시립도서관 마스터플랜은 도서관에 음악 부문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청소년 부문의 설치 규정과 함께, 당
시 프랑스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도서관 정책이었다. 이 음악 부문을
디스코텍(discothèque)이라고 하는데, 7~80년대 대중 문화의 상징이었던 ‘디
스코텍’과는 별 상관이 없고 그저 음반들을 모아놓은 장소라는 의미이다. 어
원과 관련해서 조금 샛길로 빠져보면, 불어로 도서관을 비블리오텍(bibliothèque)이라고

하는데 책(biblio)이 있는 곳(thêkê)을 뜻한다. 시립도서관은 메

디아텍(médiathèque)인데 뭔가 첨단 장비를 갖춘 곳일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여러 매체들, 즉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음악 CD를 듣거나 빌릴
수 있는 디스코텍은 1960
년대부터 시립도서관에 설
치되기 시작했다. 덕분에
음반 판매 수요가 급격하
게 늘어나서 음반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고 한다.

음악 CD를 듣거나 빌릴 수 있는 디스코텍은 1960년대부터 시립도서관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덕분에 음반 판매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음반 시장
이 활기를 띠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도서관 음악부문은 이제 쇠퇴의 길로 접
어들고 있다. BBL의 관계자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음악 소
비 형태가 급격하게 변해서 이제 CD 는 대출과 상관없이 자료 보관 차원에
서 소장할 뿐이다. 반면에 DVD의 경우는 아직 수요가 있어서 예산 책정이
줄지 않았다. 그렇지만, 음악/멀티미디어 부문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것
같지 않다. 도서관은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나온 파리시의 최근 도서관 계획은 다음과 같다.

Part2. 파리의 시립도서관

35

2) <파리에서 읽기> 계획
파리에 있는 시립 도서관
들은 생애 주기에 맞추어
문화, 탐색, 교육과 관련
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
고,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
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어
야 한다.

2018년 5월 파리시 의회에 《파리에서 읽기 (Lire à Paris)》라
는 새로운 도서관 3개년 계획이 상정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파리에 있
는 시립도서관들은 생애 주기에 맞추어 문화, 탐색, 교육과 관련된 공공 서
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현재 도서관 73개관의 면적은 약 70,000㎡ 이고 자료는 총 990
만여 점인데 이중 대출도서관이 350만여 점, 전문도서관이 650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대출도서관의 경우 자료 보존이 주요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제적(weeding) 과정을 거쳐 자료들을 폐기한다. 이 폐기 대상 자
료들은 파리 10구 ‘생-모르’가에 있는 중앙 보관소(Réserve centrale)에 전달되
고, 이 곳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들은 다른 사립 도서관들에 기증된다. 중
앙 보관소에는 현재 도서가 15만여 권, CD가 7만여 점, 악보가 5천여 점
이 소장되어 있다.
≪파리에서 읽기≫에서 도서관 부흥 시대를 열기 위해 세운 계획들은
2019년 현재, 실행 중이다.

ⅰ.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 실천의 보루 역할을 하는 도서관
•대출도서관은 소설, 에세이, 만화, 예술 서적, CD, DVD, 신문, 잡지 등
자료 350만 점을 소장하고 있고, 대출 가능하다. 매년 30만여 점의 자료
를 새로 구입하는데, 예산은 450만 유로(약 58억원) 정도된다. 2016년의 경
우 389,000점을 구입했다.
•문화유산/전문도서관은 고서, 고미술품, 사진 등과 같은 문화재들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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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이달의 오리지널≫ 코너에서 전시한다. 문화유산 도서관
중 하나인 포르네 도서관은 2018년에 포스터 도안가였던 샤를 루포(Charles
Loupot, 1892-1962)의 전시회를 열었고 2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포르네 디자인 전문도서관 © CMS

도서관은 문화와 지식에

•도서관은 문화와 지식에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 되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 사

어야 한다. 그래서 문화 행사는 도서관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문화행

람들의 생활 공간이 되어
야 한다. 그래서 문화 행사
는 도서관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들은 다양한 경로로 조직되고 연간 3,500건 정도 열리며 13만 명 가량
참여했다.
- 매년 한 주제를 중심으로 행사들이 기획된다. 2012년은 알제리, 2013
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4년은 100주년이 된 1차 세계 대전, 2015
년은 가족의 초상화, 2016년은 도시 문화, 2017년은 수학, 2018년은
이스라엘 문학을 중심으로, 전시회, 강연, 연주회 등이 열렸다.
- 도서관들은 일년 내내 작가들, 화가들, 음악가들을 초대하고, 과학 주제
나 사회 이슈, 문화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마련한다. 모든 행사들은
무료이고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2017년에 134,100명이 참여했다.  
- 문화 행사들을 다양화하고 시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에 있는
문화, 사회, 교육 단체들과 협력한다. 음악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문
화 클럽, 사회 단체 등과 공동으로 작업한다.
•도서관은 디지털 문화를 보급하고 이용자들의 자립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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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파리시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찾기 계획(Plan Parisien de l’Insertion par l’Emploi)과 각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수용 계획의 연장 선

상에서 수행된다. 2017년에 3D 프린터, 오피스 관련 강좌가 1,030여 번
조직되었고 2,637명이 교육을 받았다.   

바클라브 아벨 도서관은
‘비디오 게임’이 도서관의

ⅱ. 현대적이고 열려 있으며 접속가능한 도서관

중심 분야이며, 카노페 도

•2
 010년 이후 도서관 7개관이 새로 문을 열었다. 면적은 약 12,500㎡로

서관은 도시 문화, 디지

전체 18% 가량 된다.  이들 도서관 중에서 바클라브 아벨 도서관은 ‘비디

털 문화가 전문분야이고
더불어 청각 장애 지정소
이다.

오 게임’이 도서관의 중심 분야이며, 카노페 도서관은 도시 문화, 디지털
문화가 전문분야이고 더불어 청각 장애 지정소이다.   
• 일요일 문을 여는 도서관은 현재 7개관으로, 2020년까지 10 개관으로 늘
릴 계획이다. 2017년부터 일요일에 문을 연 엘렌 베르 도서관은 가입자
가 16%나 늘었다. 이 수치는 파리 시립 도서관의 평균 가입자 증가율 2%
와 비교해 보면 매우 고무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시립도서관의 일요
일 개방과 관련해서는 파리의 대학도서관, BPI, BNF간의 개관 시간 연
장 조율이 필요하다.28
• 대출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각각 공용 포털이 있다. 2016년 4월부터 대
출도서관 포털이 문을 열었는데, 자료목록 외에도 문화 행사 소식란, 전자
도서관 등이 있다. 전문도서관 포털에는 약 2백만 점의 전자 자료가 있다.

ⅲ.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나가는 도서관
• 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곁에서 독서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28 파리에서 읽기(Lire à Paris),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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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2,750회29에 걸쳐 61,5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맞았다.
73개의 도서관은 대부분
장애인 수용 규정에 따라
시설, 입구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자동문과 같
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매년 도서관은 도서관 밖
에서 행사를 마련해서 도

•7
 3개의 도서관은 대부분 장애인 수용 규정에 따라 시설, 입구 경사로, 장
애인 전용 화장실, 자동문과 같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 5개관에
는 시각 장애인 시설이 있고 도서관 2개관은 청각 장애인을 맞을 수 있다.
• 도서관은 칼리파리(QualiPARIS)라는 레벨을 사용해서 도서관 안내 서비스
의 질을 높인다. 많은 도서관들이 포르타쥬(Port’âge), 작은 도움(Coup 2

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

pouce) , 내미는 손(Main tendue)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포르타쥬’는

민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거주지까지 자료를 배달하는 서비스이고, ‘작은
도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제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내미는 손’은 이
민자들과 불어로 대화하는 아틀리에30를 말한다. 이 서비스들은 뒷장 시민
연대서비스에서 설명한다.
•도
 서관은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파리시의 조직
들인 파리 사회 활동 센터(CASVP), 파리 시민 민주주의 부서(DDCT), 사회
활동, 아동, 건강 부서(DASES), 긴급 주거 제공 센터들(CHRS Rosa Luxembourg, Poterne des peupliers)과 협력이 필요하다. 매년 도서관은 도서관 밖

에서 행사를 마련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과의 만남을 갖는
다. 어른 2,700여명, 어린이 5,500여명이 참여한다.  

이 계획은 아주 먼 미래의 기획이라기 보다는 현재를 점검, 평가하면서
달성해야 하는 일일 숙제같은 것이므로 이미 시립도서관 대부분이 실천하
고 있다.31

29 유치원 1,230회, 초등학교 1,250회, 중학교160회, 고등학교 49회
30 불어로 아틀리에(Atelier)는 노동자나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관계자
와 이용자가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 예컨대, 언어 대화, 글짓기, 미술 작업 같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이 명
칭을 붙인다.
31 파리시 도서관2018년 활동 보고서 (Synthèse d’activité 2018 des bibliothèques de la Ville d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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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을 알면 도서관이 보인다
들어가기 전에
시립 도서관의 공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프랑스 도서관 세
계를 점검하고 수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지적 성찰과 실천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인 베르트랑 칼랑쥬(Bertrand Calenge)를 소개하고 싶다. 문화부
산하 ‘도서와 독서 부서’를 거쳐서, 리옹 시립도서관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프
랑스 도서관 소식지》 편집자, 그랑 에꼴인 ‘엔십’의 디렉터까지 맡았던 사서
경력 41년인 그는 2015년 12월 1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자신의 블로그
에 도서관에 대한 글을 썼다.32
•도서관은 ‘책 공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도서관은 그 자체로 독
특하고 아주 오래된 시스템이다. 그 임무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자료들을 수집하고 나누는 것이다. 도서관은 가장 오래되고 제일 큰 성공
을 거둔 미디어이다. (OCLC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도서관이 100만개관이
있고, 수집된 자료가 16조 건이며,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도서관에 등록했다고 한다.)

•수집, 보존, 공유를 말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선택을 말한다. 이 많은 정
보의 홍수 속에서 구체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잊지 않는 ‘푸네
스’33에 대해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가 정말로 생각할 능력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생각한다는 것은 차이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
것은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것이다. 푸네스의 과도한 세계에는 지엽적인
것들, 그것도 아주 반사적인 것들만 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마비
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출판인들이, 때로는 전쟁과 재난이, 점점 쌓여

32 https://bccn.wordpress.com/2015/12/11/permanence-bibliothecaire/
33 푸네스는 보르헤스의 《푸네스 또는 기억》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그는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다친
뒤 잊어버리는 능력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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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장서들을 선별하고 여과해 왔다. 그렇지만 디지털 시대를 맞아 도서관
창고를 채우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선택해야 한다.
•도서관은 자기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곳이다. 우리는 쌓여있는 기억
들을 동시대인들의 관심, 생각, 질문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그래서 사회
적 이슈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04년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몰아닥
친 후, 리옹 시립도서관에서는 ‘천재지변’을 주제로 한 옛날 판화 전시회를
열었다. 아주 많은 관람객이 왔다. 사람들은 과거 기억이 현재적 의미를 갖
는 것을 실감했다.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의 역사성을 고려하면서 그
것의 현재성과 사회, 문화적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도서관’ 일반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자. 도서관의 현실은 사서들의 매개 능
력에 달려 있다. 도서관의 첨단화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미를 만드
는데 요구되는 지식을 판단하고 매개하는 ‘인간들의 능력’이다. 사서들이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것은 이 세계의 새로운 세대들이 해야할
위대한 도전이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에게 도서관이란 《무엇
보다도 기억을 보존하고,
기억을 구성하는 개개인
들 전체에게 그 기억을 되
돌려 주기 위한, 공동체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을 기억들을 나누
고 공유하는 장소로 여긴
다면, ‘기억에 대한 인간적
인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
서 도서관은 상상력이 넘
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
이다.

40년 외길 인생에서 얻은 도서관 ‘노하우’를 전하면서 그는 젊은 세대들에
게 거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외친다. “이제 당신들이 만들어
낼 차례다!!” 이 문장이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한 노병의 유언이었기 때문이
다. 3주 후 그는 세상을 떠났다.
1993년에 초판을 발행했던 베르트랑 칼랑쥬의 《작은 공공도서관들》은
2006년에 3판을 찍으며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등불같은 역할을 한다.34 이
책은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들을 탐색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일반에 대한 성찰도 잊지 않았다. 그에게 도서관

34 베르트랑 칼랑쥬, 작은 공공도서관들, 서적상조합 출판사 (Bertrand Calenge, Les petites bibliothèques
publiques, Éd. du Cercle de la librairi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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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무엇보다도 기억을 보존하고, 기억을 구성하는 개개인들 전체에게 그
기억을 되돌려 주기 위한, 공동체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이 지녀
야할 근본적인 두 가지는 바로 기억과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 생각은 25년이
지나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졌던 신념이었던 것 같다. 2015년에 출판
된 그의 마지막 저작이 《도서관과 지식의 매개》35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도서관은 자신이 소유한 기억들(지식들)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전
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옳다.
기억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라면, 도서관은 창조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그렇지만 도서관을 기억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장
소로 여긴다면, ‘기억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서관은 상
상력이 넘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르헤스의 ‘기억의 천재, 푸네스’
가 아니라 상상하는 인간들로 가득한 장소 말이다.
공공도서관의 공간도 기
억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
만큼이나 창조적인 상상
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공공도서관의 공간도 기억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만큼이나 창조적인 상상
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파리의 여러 도서관들을 돌아보면서 《작은 공공도서
관들》에서 칼랑쥬가 꼼꼼하게 정리한 도서관의 공간들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다. 물론 프랑스의 공공도서관들이 모두 그의 책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말로 풀어 설명한 도
서관의 공간들이 눈 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신기한 경험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칼랑쥬의 시선으로 본 도서관의 모습이다. 나는
그를 읽고 도서관을 보았을 뿐이다.

35 베르트랑 칼랑쥬, 도서관들과 지식의 매개, 서적상조합 출판사, (Bertrand Calenge, Les bibliothèques et
la médiation des connaissances, Éd. du Cercle de la librairi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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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임무가 자료들
과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
용자들의 관심과 이해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장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이 문화와 지식의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공간은
장서의 수, 서비스의 질만
큼이나 중요하다.

도서관의 임무가 자료들과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자들의 관심과 이해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장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읽든 컴퓨터를 사용하든 강의를 듣든 자연스럽고 여유롭고 아늑
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이 그렇지 않은 공간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감성
혹은 지성을 자극할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회색빛 낡은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라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면 공간이야 크게 신경쓰지
않겠지만, 도서관이 문화와 지식의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자
면 공간은 장서의 수, 서비스의 질만큼이나 중요하다.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러 감성 충만한 도서관에 가는 상상을 해 본다. 더구나 아
름다운 공간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1) 북카페가 부럽지 않은 카노페 도서관 (1구)
카노페는 울창한 밀림의
윗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하늘에서 본 모습이 밀림
의 풍경 같아서 붙여진 이
름인데, 선이 부드러운 3
층 건물이 구조물을 양쪽
으로 받치고 있다. 2층에
카노페 도서관이 있다.

파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곳은 두
말할 나위없이 레알(les Halles) 지구이다. 1, 4, 7, 11, 14호선 지하철이 지
나가고 파리와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전철(RER) A, B, D선이 교차하는 곳,
쇼핑몰, 영화관, 수영장 그리고 영화 전문도서관, 파리 음악도서관, 카노페
도서관과 같은 시립도서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 매일 80만명이 오가
고 연간 4,100만 명이 이동하는 거대한 플랫폼.
지하철 역에서 구비구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면 황금빛
가벼운 잠자리 날개 같은 거대한 구조물, 카노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카노
페는 울창한 밀림의 윗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하늘에서 본 모습이 밀림의 풍
경 같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선이 부드러운 3층 건물이 구조물을 양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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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치고 있다. 2층에 카노페 도서관이 있다.

카노페 도서관 © CMS

2007년에 시작한 레알 건축 프로젝트의 일부분인 카노페 도서관은 2016
년 4월에 문을 열었다. 위 사진에서 중앙의 휘어지는 부분부터 왼쪽 끝까
지가 도서관이며 주중에는 하루에 500여 명, 주말에는 1,000여 명이 출입
한다. 일주일에 42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까지 문을 연다. 면적은 1,000㎡가량으로
중형 도서관답게 공간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서는 21명이고 대학생
들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은 10명이다.
도서관의 내부 공간은 입구를 포함한 다용도 공간, 일반 도서 공간, 어린
이 공간, 직원 공간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서는 앞의 두 공간을
살펴 볼 것이다.

44

파리공공도서관, 삶을 나누는 열린 공간

•입구, 대출 공간, 다목적 공간  
칼랑쥬에 따르면 도서관

칼랑쥬(Bertrand Calenge)에 따르면 도서관 입구는 다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입구는 다용도로 사용해

작은 전시 공간이나 공연 프로그램, 도서관 소식을 게시하는 공간을 마련

야 한다. 작은 전시 공간이
나, 공연 프로그램, 도서

해서 이용자들에게 문화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 데스크는 눈에 잘 띄게 입

관 소식을 게시하는 공간

구 근처에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목록 데

을 마련해서 이용자들에

스크도 옆에 있어야 한다. 작은 공공도서관을 위한 조언은 카노페 도서관

게 문화 정보를 제공한다.

입구에 그대로 적용된 것 같다.36

입구-도서 진열대 © CMS

대출-반납 공간© CMS

도서 진열대 © CMS

도서관 입구에서 보자면 바로 앞쪽에 안내 데스크가 있고 왼쪽 구석에는 대
출/반납 공간이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도서 진열대들이 있는데 마치 서점에

36 베르트랑 칼랑쥬, 대출-입구-정보제공(Prêt-Accueil-Renseignemen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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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 것 같은 분위기이다. 각 분야별로 신간 서적이나 사서 또는 이용자
가 선택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
직사각형의 공간은 마치

이 진열대들 옆쪽으로는 작은 휴게공간과 다용도 공간이 있다. 줄지어 늘

이케아의 전시실을 보는

어서 있는 서가들에는 모두 바퀴가 달려 있다. 행사가 있을 때는 이동형 서

것 같다. 크지 않은 공간
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

가들을 모두 벽으로 밀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이다. 직사각

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형의 공간은 마치 이케아의 전시실을 보는 것 같다. 크지 않은 공간을 아기

있다.

자기하게 꾸며놓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휴게 공간 © CMS

다목적 공간(서가+행사공간) ©CMS

•일반 도서 공간
책과 인테리어가 한쌍이

생-으슈타슈성당을 창밖 풍경으로 두고 있는 이 공간은 일반 도서와 정기

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

간행물이 진열되어 있다. 이 곳에는 4만여 권의 책이 있는데 도시 문화가

려는 듯, 서가 사이로 책
을 빛내는 소품들이 가득
하다.

전문 분야이다. 넓은 창과 하얀 서가들 덕분에 흐린 날인데도 실내가 밝
다. 책과 인테리어가 한쌍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서가 사이로
책을 빛내는 소품들이 가득하다.
창가에는 스탠드 바에나 있을 법한 동그란 탁자와 높은 의자, 조명, 화분,
심지어 해먹까지 있다. 여기 누워 재미있는 추리 소설을 읽는 상상을 해
본다. 사람들이 드나들어 조금 수선스럽지만, 해먹에 몸을 싣고 흔들거리
며 책 속에 빠져 번거로운 일상을 잠시 잊어도 좋지 않을까? 내가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은 소녀들은 책 대신 수다를 택했다.(해먹사진) 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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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친구와 함께 누워 소근소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카노페 도서관뿐만 아니라 내가 방문했던 도서관의 모든 사서들은, 도서
카노페 도서관뿐만 아니

관은 이제 ‘제3의 장소’라고 말했다. 그들은 도서관이 집과 직장 다음 세번

라 내가 방문했던 도서관

째로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의 모든 사서들은, 도서관
은 이제 ‘제 3의 장소’라고
말했다. 그들은 도서관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중의 하나가 공간을 아늑하고
친밀하고 편안하게 꾸미는 것이다. 21세기 도서관 건축의 기본!

집과 직장 다음 세번째로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
라고 장담했다.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울
이는 노력 중의 하나가 공
간을 아늑하고 친밀하고
편안하게 꾸미는 것이다.

도서 열람실 ©CMS

(2) 어린이를 위한 뢰르 주아이유즈 도서관 (5구)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긴밀해진
가운데 1922년 뉴욕에 있는 도서위원회(Book Committee)는 파리시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건립을 제안한다. 이들은 아동용 도서 2천권, 책장, 사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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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1년간 운영비를 책임지고, 파리시는 장소와 추후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장소를 물색했다. 서민들이 살고 학교가 많으
며 옛파리의 모습을 간직한 라틴가가 선정되었다.37

뢰르 주아이유즈 도서관 © CMS

“학교보다는 집처럼”, 어
린이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환경을 표현한 슬로건이
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
라고 강요하는 대신 책이
읽고 싶어지는 편안한 분
위기를 꾸며 주는 것이다.

“학교보다는 집처럼”, 어린이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환경을 표현한 슬로건
이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대신 책이 읽고 싶어지는 편안한
분위기를 꾸며 주는 것이다. 집과 똑같으면 책을 읽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집
같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에만 요구되었던 ‘집 같
은 분위기’는 100년이 지난 지금 공공도서관 전체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진
다. 어른들도 도서관에서 편안함을 느낄 권리가 있다!

37 지금은 파리 5구의 라틴가에 이 ‘서민’ 종족을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100년 전 이곳에는 가내 수공
업자들, 노동자들, 가난한 학생들이 뒤엉켜 살았다. 발자크가 묘사한 19세기 초 라틴가는 가난한 학생들로 넘
쳐나는 고상한 취미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48

파리공공도서관, 삶을 나누는 열린 공간

무엇이든 ‘처음’은 의심스
러운 법이다. 직원들은 도
서관이 탁아소가 되지 않
을까 걱정했고, 학교 선
생님들은 남녀 아이들이
한데 섞이지 않을까 염려
했다.

품이 넉넉한 관장님은 자랑스러움이 가득 묻어나는 우렁찬 목소리로 도
서관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다. ‘뢰르 주아이유즈’, 한국말로는 ‘즐거운 시간’
도서관은 1924년 11월 문을 열었다. 만 5세에서 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
는 프랑스 최초의 어린이 도서관이 탄생한 것이다. 그렇지만 도서관 이름처
럼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다. 무엇이든 ‘처음’은 의심스러운 법이다. 직
원들은 도서관이 탁아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남녀 아
이들이 한데 섞이지 않을까 염려했다.38 당시는 여자 초등학교와 남자 초등
학교가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였다.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우
려가 낯설지만, 우리도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청춘 남녀 학생들을 분
리 교육한 경험이 있다.
이 도서관에는 16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청소년을 주제로
한 장서가 약 10만권 있었는데, 2015년 10구에 있는 프랑수와즈 사강 도서
관으로 옮겼다. 뢰르 주아이유즈 도서관이 센느강과 너무 가까워서 고서를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평소에는 얌전한 센느강이 한 번
씩 범람을 해서 주변을 모두 물바다로 만드니 고서들을 안전 지대로 피난시
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개관 50주년을 기념해서 ‘즐거운 시간’ 도서관은 현재 장소로 이사했고 2
년 간 보수 공사를 한 뒤 2018년 새로 문을 열었다. 이층으로 된 도서관의
면적은 815㎡ 이고 좌석은 50개, 멀티미디어석은 8개가 있다. 아동,청소년
도서가 2만 여권, CD/DVD는 300여 점이 있다.

38 비비안 에즈라티,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의 초기 모습, 서적상조합 출판사 (Viviane Ezratty, 《Les premières
heures des bibliothèques pour enfants》, in Histoire des bibliothèques françaises, , Éd. du Cercle
de la librairie), 1992, pp. 2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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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2층 열람실 © CMS

학교 선생님들 각자의 선
택에 따라, 원하는 학급들
은 예약을 하고 주중 오전
에 도서관을 방문한다. 선
생님과 사서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사서에게 프로그램
의 진행을 맡길 수도 있다.

수요일과 토요일을 빼고 도서관은 주로 오후에 개관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학기 중 오전에는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가끔 중학교 학생들을 맞기 때문
이다.39 학년 초가 되면 사서들이 각 학교를 돌며 도서관을 홍보한다. 이렇
게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들 각자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학급들
은 예약을 하고 주중 오전에 도서관을 방문한다. 선생님과 사서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사서에게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와 도서관이 함께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고, 그들을 책

39 프랑스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섯 번 방학을 한다. 학년은 9월에 시작된다. 11월 초 ‘모든 성인의 날’,
우리식으로 하면 ‘성묘하는 날’ 즈음에 2주간 방학을 하고, 크리스마스 2주 방학, 2월 중순 2주 겨울 방학, 4월
중순 2주 부활절 방학, 그리고 7월, 8월 여름방학을 한다. 이 기간 동안 도서관의 개관 시간이 축소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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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라로 이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린이/청소년 부문이 있는 도서관이
라면 어느 도서관이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앞 페이지의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
여 있다. 도서관을 안내해 준 관장님과 함께 발견한 모습인데, 동그란 머리
들이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방향은 컴퓨터 화면. 너무 귀여워서 미소
가 저절로 나왔다. 그렇지만 텅빈 나머지 공간과 비교되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한 세기 전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 문화를 확산시킬 의도로 세워
진 도서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의 의미를 아직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정보를 문자가 아니라 이미지로 찾는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우리
는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것은 두려움을 낳고 의심을 낳지만 도전 정신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공공도서관의 임무를 상기해 보면,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도서관의 위
기로 받아들이는 대신 변화를 위한 기회로 여겨야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에서 소개할 바클라브 아벨 도서관의 선택은 의미심장하다.

(3) 사서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뷔퐁 도서관 (5구)
고풍스러운 자연사 박물관과 풍성한 나무들이 가득한 식
물원을 마주 보고 있는 뷔퐁 도서관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익
숙한 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 사람들》 장에서 설명할 것이지만, 프랑스의
사서 임용 시험 체계는 좀 복잡하다. 이곳은 시험 준비를 하는 사서나 예비
사서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들리는 도서관이다. 각종 시험 정보가 서가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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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퐁 도서관 © CMS

담당자의 말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직을 꿈꾸는 선생님들도 정보를 얻
으러 온다고 한다. 나도 사서가 되려고 하는 중학교 선생님을 본 적이 있다.
어려운 국가 임용 고시를 거쳐 선생님이 되지만, 초보 선생님은 경력자들이
회피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 그래서 자기 고향 근처에
자리가 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몇 년을 버티다가 포기하고 결국 이직을 선
택하는 것이다. 어쨌든 뷔퐁 도서관은 사람보다 책이 더 많은 세계로 들어
가려는 파리 지역의 구직자들에게 안내소 역할을 한다.

일반 도서 공간 ©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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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간행물 공간 © CMS

도서관은 1972년에 개관했으며 면적은 1,990㎡ 이고 5층으로 된 건물에
는 도서관, 초등학교, 유치원이 함께 있다. 약 11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도서관 등록자는 5천여명, 연간 30만 건의 대출이 이루어진다. 직
원은 모두 25명으로 장서 보관과 이용자 관리 말고도 동화 읽기, 강연회, 연
주회, 전시회 같은 문화 행사들을 준비한다.
뷔퐁 도서관에서 인상적이었던 장소는 어린이/청소년 부문이었다. 칼랑
쥬가 그의 책에서 도서관은 사람들을 맞는 곳이니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 부문은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공간으
로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석에 계단을 만들어
동화 읽기할 때 사용하거나(아동 공간) 자료검색이나 인터넷을 접속할 장소가
있어야 하며(청소년 공간)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 아틀리에가 열릴 공간을 마련
해야(청소년 공간)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한 색상을 사용해야 하
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00㎡ 남짓한 이 공간은,
칼랑쥬 말대로, 성인 부
문, 멀티 미디어 부문 등
다른 공간과는 완전히 분
리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는 조용히 해야 하고 다른
이용자들을 절대로 방해해

200㎡ 남짓한 이 공간은, 칼랑쥬의 말대로, 성인 부문, 멀티미디어 부
문 등 다른 공간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
고 다른 이용자들을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되지만 예외적인 공간이 있는데 바
로 어린이/청소년 부문이다. 우리 모두 아이였던 적이 있고 그래서 아는 사
실이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음을 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서는 안되는 것이 기본이
지만, 예외적인 공간이 있
는데, 바로 어린이/청소년
부문이다.

벽에 ‘정숙’이라고 써붙여 놓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독서’를 엄숙하고 강압
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책의 맛
을 알기도 전에 그 세계를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자
로 이루어진 책이 이미지로 된 정보에 밀리는 상황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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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공간 © CMS

도서관의 다른 영역을 침

청소년 공간 © CMS

범하지 않는 그들만의 공
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
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
한 선택일 것이다.

아이들의 행동 양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도서관의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화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은 완벽하다.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떠들며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말이다. 아
이들의 학교 수업이 없는 수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고통받는 단 한 사람이 있
기는 하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관장님의 사무실이 바로 어린이/청소년 공
간 바로 옆에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요?”라고 반
문하는 그는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지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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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옥에서 도서관으로, 프랑수와즈 사강 도서관 (10구)
프랑수와즈 사강 도서관은 동역 근처에 있다. 역 앞에서

‘서민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동네는 백인은 물론,
흑인, 아랍인, 인도인, 아
시아인들이 함께 모여 사
는 다문화지역이다. 프랑
수와즈 사강 도서관은 자
신이 어떤 지역 주민들을
상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마장타 대로를 건너 골목을 끼고 돌면 거대한 외적 방어용 성곽 같은 도서관
외벽이 나타난다. 이 지역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이라면 ‘여기가 프랑
스야?’라며 놀랄 수도 있다. ‘서민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동네는 백인은 물
론, 흑인, 아랍인, 인도인, 아시아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다문화지역이다.
프랑수와즈 사강 도서관은 자신이 어떤 지역 주민들을 상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프랑수와즈 사강 도서관 © CMS

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불어 대화 아틀리에를 열거나 그들에게 어렵
고 복잡한 행정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이민자들의) 아이들이 숙제하는 것
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이 서비스들은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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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것은 아니고, 파리 시립도서관 조직망에서 기획하는 전체 서비스들 중
의 일부이다. 이 지역에 수요가 특별히 많아서 도서관은 주민들의 필요에 맞
추어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야자수로 둘러싸여 있어 이국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도서관에는 건물과
관련된 특별한 프랑스 역사가 있다.40 1632년 나병 환자 수용소로 출발한 이
곳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환자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건물을 여러 채로
늘렸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1792년에 나병 환
자 수용소 대신 혁명 정부가 관리하는 감옥이 설치되었다. 1811년 이 건물
은 여성들을 수감하는 ‘병원-감옥’으로 바뀌었는데, 1823년 근처 생-라자
르 교회를 허물면서 감옥을 재정비했다. 이 여성 감옥에는 파리 코뮌의 전사
인 루이즈 미셸이나 스파이로 유명한 마타 하리가 갇혀 있었다고 한다. 1928
년 감옥은 여성들을 치료하는 생-라자르 보건소가 되었고, 1955년 생-라자
르 병원으로 전환되었다가 1998년에 문을 닫았다.
1990년대 말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건물들을 수리, 개조할 계
획이 수립되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곳에는 유치원, 탁아소, 사회
복지 센터, 시립 스포츠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도서관은 2012년부터
이 문화 유산의 가치를 지
역 주민, 이용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도서관의 또
다른 의무이며, 이를 위해
서 전시회, 강연회, 아틀리
에를 정기적으로 연다.

3년간 공사를 해서 2015년 5월 개관했다.
프랑수와즈 사강 도서관은 도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10만 여점 소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앞서 소개한 뢰르 주아이유즈 도서관으로부터 이관한 16세
기부터 시작하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자료 8만여 점도 보관하고 있다. 이 문
화 유산의 가치를 지역 주민, 이용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도서관의 또 다

40 https://mediathequeducarresaintlazare.wordpress.com/saint-laz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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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의무이며, 이를 위해서 전시회, 강연회, 아틀리에를 정기적으로 연다.
도서관의 면적은 4,300㎡. 건물에 가득한 촘촘한 창문들로 빛이 쏟아져
들어와 모든 공간이 밝고 환했다. 개가식 서가들은 책을 꺼내 보기 편하게
낮고, 서가들 중앙에는 집에서나 사용할 것 같은 탁자와 편안한 의자들이 놓
여 있다. 창가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도서관용’이라기 보다는 ‘가정용’처
럼 보였다. 의도는 분명해 보였다. 도서관은 더이상 서가, 책상, 의자가 사
열하는 병사들처럼 반듯하게 줄맞춰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 부담없
이 들어와 편안하게 서가를 둘러보고 책 한 권을 꺼내 안락한 의자에 앉아 읽
을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일반 도서 공간 © CMS

멀티 미디어 공간 © CMS

동화 읽기 아틀리에©Bibliothèques ville de Paris

Part2. 파리의 시립도서관

57

당연히 공공도서관으로서
의 시립 도서관은 누구에
게도 출입을 금할 수 없다.
다만 학생들 포함 모든 세
대가 이용자가 되어야 한
다는 기본 정신을 지키며,
그에 맞게 공간을 배치해
야 하는 것이다.

“시립도서관은 이제 학생들을 내쫓고 가족들을 불러 들이는 군요. 그게
시립 도서관의 일반 정책이예요?” 내 물음에 책임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
다. “대학도서관들도 이제 노력해야죠!”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완전히 점령당
할 곳은 시립도서관이 아니라 대학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프
랑스 대학도서관들 가운데 일요일에 문을 여는 도서관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
서, 파리 시립도서관들 중 일요일에 문을 여는 7개 도서관에는 항상 학생들
로 넘쳐난다. 나를 맞았던 책임자는 그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당연히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시립도서관은 누구에게도 출입을 금할 수 없다. 다만 학생
들 포함 모든 세대가 이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지키며 그에 맞게
공간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이 추세는 계속 될 것이다. 사실 도서관 유행
어인 ‘제3의 장소’를 완성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5) 마을 깊숙이 자리 잡은 마그리트 유스나 도서관 (15구)
마그리트 유스나 도서관을 찾는데 애를 먹었다. 파리가

도서관을 코 앞에 두고도
알아 보지 못했다. 도서관
은 좁은 도로 양편에 있는
주택가 건물들 사이에, 과
장하면, 파묻혀 있었다.

아무리 작아도 생활권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은 제대로 알기 어려운데, 내 경
우는 파리 14, 15, 16구가 그렇다. 15구에 있는 마그리트 유스나 도서관을
찾아가면서 구글맵을 돌리고 지하철 역도 꼼꼼하게 챙겼지만 결국 길을 잃
고 말았다. 카페에 들어가 ‘갸르송’41에게 물어 보니, 그는 뭘 그런 걸 물어
보냐는 듯 길 건너 건물들 쪽을 가리켰다. 도서관을 코 앞에 두고도 알아 보
지 못했다. 도서관은 좁은 도로 양편에 있는 주택가 건물들 사이에, 약간 과
장하면 파묻혀 있었다.

41 갸르송(garçon)은 ‘소년’을 뜻하지만, 직업을 표현하기도 한다. 카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남자를 ‘갸르송’이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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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리트 유스나 도서관 ©Bibliothèques ville de Paris

칼랑쥬에 따르면, 도서관은 학교, 공공 기관, 상업 시설이 있는 중심가
에 있어야 한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어도 도서관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 주
변 지역에 있다면 이용자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42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살면서 가끔 ‘멋지고 텅빈’ 도서관을 만나기도 하는 걸 보면 도서관 건축에서
지켜지는 기본 전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파리의 도서관들은 칼랑
쥬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주는데 마그리트 유스나 도서관은 특히 더 그렇다.
도서관이 이용자들과 벽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으니 말이다.

42 베르트랑 칼랑쥬, 도서관의 공간들 (Les locaux de la bibliothèqu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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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간행물 공간 ©CMS

어린이 공간 ©CMS

위의 사진들은 ‘멋지고 텅비어’ 있지만 이용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서
관의 문을 열기 전에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이다. 도서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용자는 5시 퇴근 후 정기 간행물 부문에 들러 그 날 나온 신문 《르 몽드》를
읽을 수도 있고,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는
4시 반에 맞은편 도서관으로 달려와 프랑스 공식 만화책들인 《아스테릭스》
나 《티터프》를 읽을지도 모르겠다
음악 부문이 도서관의 전
문 분야여서 그렇다. 여러
종류의 기타, 전자 피아노,
타악기 등을 빌려 주는데,
아마추어 음악가, 초보 예
술가, 호기심 많은 이용자
들이 주요 고객이다.

마그리트 유스나 도서관의 면적은 2,950㎡이고, CD와 DVD를 포함한
자료는 15만여 점이 있으며 이 중에서 특이한 자료는 LP 음반 560여 점과
악기 25개이다. 음악 부문이 도서관의 전문 분야여서 그렇다. 여러 종류의
기타, 전자 피아노, 타악기 등을 빌려 주는데 아마추어 음악가, 초보 예술
가, 호기심 많은 이용자들이 주요 고객이다. 성인 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악
기들을 평소에는 3주간 7, 8월 여름에는 6주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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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공간 ©Bibliothèques ville de Paris

원한다면 책상 앞에서 공
부를 할 수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알록달록한 의자
에 앉아 편안하게 책장을
넘기는 것이다.

대여 악기들 ©CMS

파리에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그렇듯 이곳도 오픈 스페이스이다. 넓은
공간 여기저기 놓여 있는 디자인이 다양한 의자는 165개나 되는데, 전통적
인 의미의 ‘책상 앞에 놓는 도서관 의자’는 69개 밖에 없다. 원하면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알록달록한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책장
을 넘기는 것이다. 이 도서관에 벽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기는 했다. 지
하에 있는 공연장을 제외하면 유일한 공간인데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열
람실이었다. 도서관의 또다른 전문 분야로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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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민자들 곁에 머무는 바클라브 아벨 도서관 (18구)
파리 북쪽에는 ‘북역’과 ‘동역’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역 두
개가 있다. ‘북’과 ‘동’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이상하지만, 북역에는 프랑스
북쪽으로 가는 기차가, 동역에는 프랑스 동쪽으로 가는 기차가 있어서 붙여
진 이름이다. 동역 앞쪽 근처에 프랑수와즈 사강 도서관이 있다면, 바클라브
아벨 도서관은 동역 위쪽으로 넓게 퍼진 철로변에 자리 잡고 있다.

바클라브 아벨 도서관 (맨 앞쪽) ©CMS

1926년 동역을 확장하면서 세관 업무와 화물 수송을 위해서 창고 건물
을 지었는데, 세월이 흘러 방치된 이 장소를 파리시가 사들여서 도서관, 중
학교, 전문학교, 유스호스텔, 시립 스포츠 센터로 개조했다. 지붕에는 태
양열 집열판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 안쪽으로는 작은 공원도 조성되어 있다.
공사는 2011년에 시작됐고 바클라브 아벨 도서관(건물 왼쪽 끝 부분)은 2013년
에 문을 열었다. 3층으로 된 도서관의 면적은 1,000㎡ 이고 도서가 4,5000

62

파리공공도서관, 삶을 나누는 열린 공간

권, DVD가 3,000여 점 있다. 도서관에는 특이하게도 엑스 박스, 플레이
스테이션4,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닌텐도와 같은 게임기와 300여 종의 비
디오 게임이 있다.
도서관에 비디오 게임방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젊은 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프랑스인 10명 중에 7명이 게임을 즐기고, 나이의 폭도 점
점 넓어지고 있다. 게임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문화에서 소외되는 계층에게 도서관이 무료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의
미가 있는 일이다. 게임 토너먼트를 하거나 게임과 관련된 강연회 혹은 만남
등을 마련해서 ‘게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 게임기를
독점할 수 없고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규칙을 준수하는 습관도 길
러 줄 수 있다.” 소외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 지역에서 도서관이 ‘게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인 것 같다.

비디오 게임 공간 ©CMS

안내-경고문 ©CMS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다. 철로가 보이는 창문에는 《핸드폰을 아
무 곳에나 두면 분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아랍어를 포함한 여
러 언어로 적혀 있다. 안타깝게도 도서관에서 분실 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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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은 이용자를 성
별, 인종, 계층 혹은 외모
로 판단해 선택할 수 없으
며, 차별하는 대신 그들 사
이로 들어가 적응해야 하
는 운명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어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도둑이 도서관 이용자
행세를 한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관장님
은 아직은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포함한 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카메라의 설치를 사생활의 침해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를 성별, 인종,
계층 혹은 외모로 판단해 선택할 수 없으며, 차별하는 대신 그들 사이로 들
어가 적응해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도서 공간 ©CMS

파리의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 조금 특별한 환경에 놓여 있는 바클라브 아
벨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에
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들이다.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고, ‘공공 작가’라는 이름이 붙은 서비스도 있는
데 복잡한 프랑스 행정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외
에도 ‘파를로트’라고 불리는 불어로 대화하는 아틀리에가 있다. 이용자들의
불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서비스들에 대
해서는 아래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64

파리공공도서관, 삶을 나누는 열린 공간

(7) 복합 문화 공간, 마그리트 뒤라스 도서관 (20구)
파리 동쪽에 있는 20구에는 도시 안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44만㎡, 백만 명이 거주하는 곳, 아니 묻혀 있는
곳. 페르 라쉐즈 공동 묘지이다. 쇼팽, 짐 모리슨, 오스카 와일드, 몰리에
르, 발자크 같은 유명인들의 무덤뿐 아니라 1871년 파리 코뮌 당시 몰살된
저항자들을 추모하는 벽이 있다. 여름이면 묘비석, 묘지 건축물, 조각상 주
변에 온갖 나무들이 짙고 푸르게 그늘을 만들어 산책을 하는 관광객들로 붐
비는 곳이다. 해가 지고 묘지의 거대한 초록빛 청동문이 닫히면 죽음의 세계
가 펼쳐지지만, 문이 열린 낮 동안은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 살아있는 자들
은 죽은 자들의 집, 묘지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과거를 마주하고 다가올 미래
를 상상한다. 이 공간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동안 페를 라 쉐즈 묘지의
높은 담장 너머로는 일상 생활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버스와
자동차는 왱왱거리며 지나간다. 과일가게, 레스토랑, 빵가게가 닥지닥지 붙
어 있는 한 쪽으로 하얗게 빛나는 건물이 작은 섬처럼 떠 있다.

마그리트 뒤라스 도서관 @Bibliothèques ville d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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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얀 건물이 마그리트 뒤라스 도서관이다. 우리에게 《연인》이라는 작
품으로 알려진 소설가의 이름이다. BBL의 관계자는 새로 지은 도서관에 붙
이는 이름에도 유행이 있어서, 2010년 전후로는 ‘마그리트’가 유행이었다고
농담을 했다. 3구에 있는 마그리트 오두 도서관, 15구에 있는 마그리트 유
스나 도서관, 20구에 있는 마그리트 뒤라스 도서관이 각각 2008년, 2010년
에 문을 열었다. 1932년에 세워진 여성사, 여성 운동사 전문도서관인 마그
리트 뒤랑 도서관까지 포함하면, 프랑스 문화사에서 ‘마그리트’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마그리트 뒤라스 도서관에서 나를 맞은 사서도 아주 특별한 여자였다. 그
녀가 왜 특별한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자. 여기에서는 도서관의 공
간을 돌아봐야 하니까. 2010년에 문을 연 이 도서관은 4층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4,200㎡로 파리 시립도서관들 중 대형 도서관에 속한다.

나를 안내한 사서 헬렌은,

도서관 안내 데스크 ©CMS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
면서 소음이 점점 줄어들
도록 서가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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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록 서가를 배치했다고 설명해 주었다. 위층으로 갈 수록 방음벽이 두터
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1층에는 안내데스크, 휴게실, 정기 간행물 공간, 멀
티미디어 공간 등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큰 소리로 떠들지만 않는다면 얼마든
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2층에는 어린이/청소년 공간이 있어서 소음이 있
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3층, 4층에는 듀이 분류법에 따른 일반 도서 서가
들이 있어서 소음이 잦아들면서 조용해 진다는 것이다.

어린이 공간 ©CMS

도서관의 모든 공간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대신, 이
용자의 유형과 자료의 종
류, 공간의 위치에 따라 소
리와 침묵 사이에서 선택
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
을까? 적어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
면 말이다.

청소년 공간 ©CMS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4층 창가 구석에는 탁자 하나, 의
자 두 개가 놓여 있다. 여기서 수다
를 떨기 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턱
을 괴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글 한 줄 쓰고 싶지 않을까? 《뷔퐁

4층 창가 ©CMS

도서관》 장에서 말했지만, 도서관의 모든 공간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대신 이
용자의 유형과 자료의 종류, 공간의 위치에 따라 소리와 침묵 사이에서 선
택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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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방문한 시간은 대부분 개관 시간 이전이었다. 그래서 사진 속의
도서관들은 실제 현장과는 다르게 텅 비어 있다. 사서들은 인터뷰 약속을 한
결같이 개관 시간 이전으로 제안했는데,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바쁘기도
하지만 사진 촬영을 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암시도 있
었던 것이다. 도서관에 이용자는 없었지만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제 집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 눈망울이 착한 래브라도는 헬렌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
고 바짝 붙어 다녔다.

전시 공간 ©CMS

공간만 허락한다면, 모든
문화 활동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다.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고, 시험 공부를 하
는 학생들에게 자리만 내
어주는 곳이라는 말은 프
랑스 시립도서관에는 어울
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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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대형 도서관답게 1층에는 방음벽이 설치된 공연장이 있고 그
위 층에는 전시 공간이 있다. 도서관이 일종의 문화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간만 허락한다면 모든 문화 활동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다.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고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자리만 내어주는 곳이라는 말은 프랑
스 시립도서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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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Bibliothèques ville de Paris

3. 함께 사는 세상을 읽는 도서관
BBL은 도서관들의 상위
조직이라기 보다는 73개

파리에 중앙 도서관은 없지만 파리 시립도서관들을 관리

나 되는 도서관들의 개성

하는 중앙 조직은 있다. ‘도서관과 독서 본부(BBL)’라 불리는 이 기구는 도서

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

관들의 상위 조직이라기 보다는 73개나 되는 도서관들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룰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하고, 기술 환경을 향상시
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일
종의 연구소이자 관리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여러가지 개발된 서비스들
중에서 도서관의 상황, 주
민의 유형에 따라 선택해
서 진행하고, 수정해서 적
용하고, 이용자들에게 알
맞게 제공한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기술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을 하는 일종의 연구소이자 관리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렇지만 이 조직이
파리시의 도서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조직망에 속한 도서관들
이 직접 참여를 하든 설문에 응하든 함께 결정해 나간다. 효율성보다는 절
차를 중요시하는 문화유산의 후예들답게 《계획은 천천히, 결정은 나중에》를
실천하지만 일단 정해진 것들은 별로 손 볼 일 없이 유지된다.
파리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이 다 똑같은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여러가지 개발된 서비스들 중에서 도서관의 상황, 주민의 유형에 따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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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해서 진행하고, 수정해서 적용하고, 이용자들에게 알맞게 제공한다.

(1)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서비스

파리 도서관들 중에서 접

파리 도서관들 중에서 접근 가능성(Accessibilité) 인증표가

근 가능성(Accessibilité)

붙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

인증표가 붙은 도서관들
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도
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도서관을 의
미한다.

춘 도서관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시립 도서관은 법으로 규정하는 장애인
전용 시설을 갖추고 있고, 특별히 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시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따로 있다.

1) 청각 장애인 지정소 Pôle Sourds
청각 장애인 지정소가 있는 도서관은 카노페(1구), 앙드레
말로(6구), 샵탈(9구), 생-엘루와(12구), 페사르(19구)이다. 토요일 아침 카노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랑스 수화 소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도서관에 들
어서자마자 유튜브 비디오에서 본 그를 단번에 알아봤다. 프로그램 진행자
인 뤼도빅은 청각 장애인 사서로 그의 턱수염만큼이나 표정이 풍부한 사람
이었다.
수업공간은 도서관 안 자판기 바로 옆 카펫이 깔려 있는 곳이었는데, 칠판
하나, 의자 열 개가 동그랗게 놓여 있었다. 유치원 아이들 줄긋기 공부를 하
는 것처럼 칠판에는 직선, 곡선, 점선 등 여러 모양의 줄이 가득했다. 수업
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듯 손을 흔들어 풀었다. 목과 입과 귀가 아닌 손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곁에 있지만 존재하는 줄 몰랐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었다. 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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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을 안내자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그가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것
이다. 수화는 외국어와 다를 바 없다. 불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존재하지만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
찬가지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다.
수업이 시작되고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 언어는 입과 귀를 사용해야만 습득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편견이 깨졌다.

카노페 도서관-수화 기초 강좌 ©CMS

점과 선이 손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익히고 난 뒤, 상대의 행동을 그
림으로 표현하는 ‘놀이’가 시작됐다. 30분 동안 배운 지식으로 한 사람은 손
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은 이해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내 옆에
있던 미소가 예쁜 여성과 짝이 됐다. 그녀가 표현하고 내가 그렸다. 먹구름
이 낀 하늘, 그 아래 있는 크고 작은 빌딩들, 그 사이로 비가 내리는 그림은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다. 각 팀이 그림을 어설프게 그리고 나면, 뤼도빅이
수화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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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에서는 손의 섬세한 움직임이 결정적이지만 얼굴의 표정, 몸의 율동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그렇게 다양한 표
정을 짓지 않지만, 수화는
모든 동작을 몸과 함께 표
현하는 것이다.

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 같았다. 처음 만난 뤼도빅의 표정이 풍부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그렇게 다양한 표정을
짓지 않지만 수화는 모든 동작을 몸과 함께 표현하는 것이다. 수화를 보여주
는 그는 마치 연극 배우 같았다. 의사소통을 위해 신체 기관 한 두 곳이 아니
라 온 몸을 사용하고 있었다. 1시간 30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동안 들었
던 수많은 외국어 초급 시간에서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두려움이
인종 혐오라고 할 수 있
는데, 프랑스의 상황을 보
면,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알프스 지방과 알자
스 지방에서 인종차별주
의를 노골적으로 내세우
는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높다. 겪어보지도 않고 거
부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
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뤼도빅은 ‘독서 카페’를 진행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무심결에 들으면 뭔지 모르게 거북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수화
로 대화를 나누며 터트리는 웃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슨 대화를 나누기에
저렇게 재미있을까 몹시 궁금해진다. 사람에게 생기는 두려움이란 대부분 상
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두려움이 인종 혐오
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알프스
지방과 알자스 지방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극우 정당의 지
지율이 높다. 겪어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다.

카노페 도서관에는 청각
장애를 주제로 하거나, 청
각 장애인이 등장하는 다
양한 책들이 있고, 거기에
는 두 손 로고가 붙어 있다.

카노페 도서관-두손 로고 ©CMS

카노페 도서관-읽기 쉬운 책 서가 ©CMS

카노페 도서관에는 청각장애를 주제로 하거나 청각장애인이 등장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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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책들이 있고, 거기에는 ‘두 손 로고’가 붙어 있다. 그 외에 청각장애인
들을 위한 읽기 쉬운 책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큰
글자 도서’가 있는 것처럼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쉬운 단어를 사용한 책들이
필요한 것이다.

2) 《다르게 읽기》 지정소 Pôle ‘Lire autrement’
마그리트 유스나 도서관(15구)과 마그리트 뒤라스 도서관
(20구)은

《다르게 읽기 Lire autrement》라는 슬로건으로 표시되는 시각 장

애인 지정소이다.
마그리트 뒤라스 도서관을 방문했던 이유들 중의 하나는 시각 장애인
사서 헬렌을 만나기 위해서 였다. 도서관을 제 집처럼 돌아다닌 래브라도는
헬렌의 안내견이었다. 헬렌이 도서관을 안내하는 동안 그는 헬렌의 뒤를 따
라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마치 길을 열어주듯 앞서 갔다. 잠시 멈춰
있으면 바로 곁에서 맴돌며 몸을 부벼댔다. 둘 사이에 넘치는 교감을 보면서
여러 감정이 스쳤다. 세상의 어떤 존재들이 이처럼 말이 필요없는 완벽한 관
계를 맺을 수 있을까?

헬렌과 안내견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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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
인 전용 도서관이 아니고
일반도서관에서 사서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
니지만 드문 일임에는 틀
림없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이 아니고 일반도서관에서 사서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드문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녀가 의자에 앉
아 있는 내게 다가와 인사를 하느라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그녀의 시각 장
애를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플라스틱 접이식 지팡
이가 장애의 유일한 표지였다.

사서 헬렌

일반 도서관에서 일을 하
는데 어려움이 없냐는 상
투적인 질문에 ‘전혀’라고
대답했다. 일을 하면서 겪
는 어려움은 다른 동료들
과 다르지 않고 그들이 겪
는 만큼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본인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는 많은 사
람들에게 여러 번 질문을 받아 봤다는 듯이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이력을 소
개했다. 중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다가 시각장애인 협회 도서관에서 일을 했
고 지금은 마그리트 뒤라스 도서관의 사서라고. 일반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냐는 상투적인 질문에 ‘전혀’라고 대답했다.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다른 동료들과 다르지 않고 그들이 겪는 만큼이라고 덧붙였다. 그
녀는 《다르게 읽기》 지정소의 책임자로 많은 시각 장애인들을 도서관으로 안
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어둠 속에서 읽기》 문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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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이기도 하다. 장애가 삶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믿음이 근거 없
다는 것을 그녀라는 존재가 증명한다. 하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점자 단
말기(braille terminal)와 주변 사람들의 공감만 있다면 그녀가 겪는 세상이 우
리가 부딪히는 세상과 다를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러
설비들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 앞에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기둥이 있는데, 알
람을 가지고 있는 시각 장애인이 도서
관 근처에 오면 센서가 작동해서 문의
위치를 알려주는 음향 지원 시스템이

음향 지원 시스템 © CMS

다. 도서관 입구 안쪽에는 점자로 된
도서관 안내판이 있는데, 헬렌은 그게 너무 약식이어서 있으나마나 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듯 그녀도 한 번쯤 그냥 넘어가
는 법이 없는 ‘불평꾼’43인 것 같았다. 그녀가 내려가고 올라갔던 계단과 내게
보여줬던 화장실은 모두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악기를 빌려주는 마그리트 유스나 도서관도 《다르게 읽기》 지정소이다.
이곳 책임자도 시각 장애인인데 내가 헬렌을 만났다고 하자 크게 미소를 지
으며 자신도 헬렌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각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
성 문제와 관련해서 헬렌은 파리, 아니 프랑스에서 소중한 존재인 듯 보였

43 6천만 명이 넘는 인구의 성향을 단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거리낌없이 스스로를 ‘불평꾼’(râleur)이라고 부른다. 이 단어에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는 부
정적인 이미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교
묘하게 겹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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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두 도서관에는 화면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해 들려주는 스크린 리
더 보조 지원 장치를 갖춘 컴퓨터가 있고, 데이지 재생 단말기를 대여한다.

스크린 리더 보조 지원 장치 (마그리트 뒤라스 + 마그리트 유스나) © CMS

두 도서관 담당자들이 한
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시
각 장애 지정소는 시각장
애인들을 도서관으로 이
끌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
보다는 ‘시각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안내
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두 도서관 담당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것은 시각장애 지정소는 시각장애
인들을 도서관으로 이끌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력을 잃고 있는 사
람들’에게 일종의 안내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조직망 안에서 이미 ‘브라이 점자’를 익혀 지식과 문화 정보에 어떻게 접근하
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도서들
에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세상과의 단절에 공포를 느
끼며 막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도
서관은 소통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
다. 노화나 병으로 시력이 약해진 사
람들(저시력 장애자)이 도서관에 문의를
하러 오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브라이 점자로 된 책들이 아니라 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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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 도서 서가 (마그리트 뒤라스) © CMS

가 큰 책일 것이다.
‘큰 글자 도서’가 진열된 서가는 시각 장애 지정소가 아닌 일반 도서관에
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저시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흔
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시각 장애 지정소 설치와 관련한 파리시의 계획은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인다. 73개나 되는 시립도서관 조직망에서 지정소는 겨우 두 곳
밖에 되지 않으니 말이다. 트랙 볼(track ball) 마우스나 눈동자 움직임을 이용
한 지시 장치(pointing)와 같은 첨단 기기들을 설치한 도서관도 없다.

오디오 자료 서가 (마그리트 유스나) © CMS

그렇지만 프랑스 도서관들은 도달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첫걸음을
뗏다. 그것은 바로 ‘함께 사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우리와 달라서 낯설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타인들과 공존하는 세상이다. 바로 여기서 공공
도서관의 임무가 생겨난다. 도서관은 ‘우리’와 같은 ‘타인들’, 장애인일 수도
있고 홈리스일 수도 있는 타인들과 함께 살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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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우리’와 같은
‘타인들’, 장애인일 수도
있고, 홈리스일 수도 있는
타인들과 함께 살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적어
도 공공도서관이라면 말
이다. 작은 것, 결핍이 있
는 것, 모자란 것에 관심
을 기울여 보듬는 것이 공
공 정신일 것이기 때문이
다.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에
서 벗어나 포용하려는 노
력이야말로, 공공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어도 공공도서관이라면 말이다. 작은 것, 결핍이 있는 것, 모자란 것에 관심
을 기울여 보듬는 것이 공공 정신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인 소수자
를 비정상의 카테고리에 집어 넣고 외면 하는 대신 많은 철학자들이 수도 없
이 반복해서 말한대로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포용하려는 노력
이야말로 공공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그
런 의미에서 프랑스 도서관들의 시도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도서관에 있는 전단지들을 집으로 가져 와서 나중에 읽어 보았다. 그 중에
는 내가 한번도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었던 세계를 설명하는 《마술같은 점
6개》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안내서도 있었다. 사소한 종이 한 장에 적혀 있
는 글이지만 우연히 읽으면서 곁에 있지만 전혀 몰랐던 타인들을 발견했다.
바로 이런 것이 도서관이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함께 사는 법’ 서비스
가 아닐까? 이 안내서를 요약을 해 본다.

브라이 점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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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한 프랑스인들이 4명 있다. 발랑탕 아위(Valentin Haüy), 샤를 바르비에
드 라 세르(Charles Barbier de La Serre), 루이 브라이(Louis Braille), 모리스 드 라 시
제란(Maurice de La Sizeranne). 18세기에 아위는 처음으로 손가락으로 읽는 법을
생각해 냈다. 1785년에 그가 세운 학교 (오늘날, 청년 시각 장애인 국립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jeunesse aveugle, INJA)가 되었다)에서 어린 시각 장애인들이 손가락으로

읽는 법을 배웠다. 그렇지만 읽기는 느리고 쓰기는 어려웠다.
19세기 초, 전역 군인이었던 드 라 세르가 전혀 다른 방법을 개발했는데, 양각
된 점들로 이루어진 코드였다. 발성에 따라서 점들을 세는 방식이라서, 철자나 문
법을 고려할 수 없었다.
1821년, INJA에서 공부를 하던 12살 난 시각 장애인 루이 브라이의 머리속
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알파벳을 각기 다른 모양의 점에 대입을 하면
손끝으로 빠르게 읽고,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미친듯이 연구를 한 끝에
겨우 16살의 나이로, 브라이는 단 6개의 점이 필요한 쓰기 시스템(브라이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2진법(point saillant/point non saillant)에 기초해서, 63개의 서로 다른
조합을 만들었고, 이것은 알파벳, 점, 상징을 표현하기에 무리가 없었다.
역시 시각 장애인었던 ‘드 라 시제란’은 발랑탕 아위 협회를 만들었고, 브라이
코드를 더 완벽하게 만들고, 이것을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데 애를 썼다.
문학, 수학, 음악 모든 영역에서 쓰기와 읽기가 시각 장애인들에게 가능해졌다. 프
랑스 시각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각 장애인들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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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연대 서비스
프랑스 사회복무요원은 2017년 현재 135,000여 명이고,
시민연대 업무(Service Civique)를 담당한다.44 만 16세에서 25세까지, 학력과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30세까지 신
청이 가능하다. 9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문화, NGO, 교육, 환경,
긴급 재난 구조, 시민의식, 건강, 연대, 스포츠 부문이다. 급여는 한달 580
유로45이고,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이며, 주당 최소한 24시간 프랑스 또
는 외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시민연대 업무는 파트 타임 일자리가 아니며
학업과 병행할 수 없다.
파리 도서관에서는 매년 50명 가량의 사회복무요원을 모집한다.46 이들은
도서관 서비스들 중에서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한다.

1) 작은 도움 Coup 2 pouce
프랑스어 ‘쿠 드 푸스’(coup de pouce)는 어떤 과제를 완수

이 서비스는 사회복무요
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
는 프로그램이다. 숙제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도서관을 탐색하기도 하

할 수 있게 주는 도움을 의미한다. 가운데에 있는 전치사 ‘de’를 숫자 2로 바
꾸어 이름을 붙인 이 서비스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의 숙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숙제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도서관을

면서 아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 리듬과 방법을
찾아간다.

44 2018년 공공부문 연간 보고서 :시민연대업무 (Le rapport public annuel 2018 : le service civique)
45 580유로(세금제외 금액)는 원화로 약 70만원 정도인데 많은 급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숫자의 의미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일정 조건 하에서 주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
들이 의료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무상 의료’라는 표현 대신 ‘치료를 받
을 권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46 https://www.service-civique.gouv.fr/page/qu-est-ce-que-le-service-civ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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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 리듬과 방법을 찾아간다.
13개 도서관47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민자들이 낯설지 않은 17,
18, 19, 20구의 도서관들이다. 프랑수와즈 사강(10구), 바클라브 아벨 (18
구),

마그리트 뒤라스 (20구)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들을 만

날 수 있다. 프랑수와즈 사강 도서관의 경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예약없이 참여할 수 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4:30 – 18:30

14 – 16:30

15 – 18:30

14 – 18:30

10 – 13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간식을 맛있게 먹은 뒤 게임을 하려는 아이에
게 책가방을 들려 다시 도서관으로 보낸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은가! 도서
관 옆에 살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아니 도서관이 주민들 사이에 깊숙이
자리잡고 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무궁무진한 것이다.

2) 내미는 손 Main tendue
‘내미는 손’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이 서비스는 불어
로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랑수와즈 사강 도서관, 바클라브 아벨 도서
관 말고도 이민자들이 널리 퍼져 사는 19구, 20구의 도서관들에서 이 서비
스를 만날 수 있다. 바클라브 아벨의 프로그램 시간표에는 《도서관에서 불어
를 배웁시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초급은 화요일과 금요일, 중급은 목요
일과 토요일, 각각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열린다. 여기서 사서들이 누누이

47 https://bibliotheques.paris.fr/aides-aux-devoir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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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점은 도서관은 학교나 어학 연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서비
스는 어학 강좌가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강좌 프로그램이나 어학 관
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서관이 문화, 정보, 교육 등 사방팔방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는 해도, 가끔은 이용자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선에서 그치기도 한다. 대신에 언어 자율 학습에서 부족한 것은 대화 아틀리
에를 열어 보충한다. 바클라브 아벨 도서관에도 매우 화요일 오후 5시 30분
에서 6시 30분까지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불어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
다. 사서가 참여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3) 포르타쥬 Port’âge
‘포르타쥬’는 ‘가져다 주기’(portage)와 ‘나이’(âge)를 합성한

사회복무요원은 단지 책
을 배달하고 회수하는 일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자들과 잠깐이라도 책
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기
도 한다. 일종의 동행 프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이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책을 배달하거나 도서관
으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아무래도 노
년층에서 많이 이용하지만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면 누구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단지 책을 배달하고 회수하는 일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이용자들과 잠깐이라도 책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일
종의 동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서비스들과는 달리 파리의 특
정 지역이 아니라 1구부터 20구까지 고르게 퍼져 도서관 25개관이 포르타
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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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눔 서비스
앞서 설명한 서비스들 외에도 시립도서관은 이용자들에
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만큼 여러 프로그램들을 한데 묶는 것
이 무의미한 일이지만 편의상 나눔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서비스들
은 물건을 나누든 시간을 나누든 지식을 나누든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다.

1) 공공 작가 Ecrivain public
‘공공 작가’는 단어
는 신조어가 아니라 19세기 프랑스어
사전에도 등록된 공식 직업이다. 사전
정의로는 ‘쓸 줄 모르거나 제대로 쓰
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나 행정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한

19세기 공공 작가

다. 1829년 한 판화 작품에 공공 작가
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공공 작가가 중년 여성의 부탁으로 서류를 작성
하고 있다.48
세기가 바뀌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으며 읽고 쓰기를 자유롭
게 하면서 이 직업이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21세기 프랑스 도서관에서 ‘공공

48 앙리 모니에, 부인들-공공 작가, 판화 (Henry Monnier, Les commères-L’écrivain public : [estampe]),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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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쓰거나, 공공 기관에 편지
를 보내야 할 때, 언어와
행정 절차를 잘 모르는 사
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다.

작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다. 행정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력서
와 자기 소개서를 쓰거나 공공 기관에 편지를 보내야 할 때 언어와 행정 절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프랑수와즈 사강, 바클라브
아벨을 포함한 도서관 4개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랑수와즈 사강 도
서관의 경우 수요일과 토요일 각각 3시간 동안 이 서비스를 진행한다. 예약
은 필요하지 않고, 행정 서류나 완성하지 못한 자기 소개서를 들고 가서 도
움을 청하면 된다.49

2) 씨앗 교환소 Grainothèque
도시에서 씨를 뿌리고 가꿔서 꽃을 보고, 직접 재배한 과

‘씨앗’과 ‘장소’를 합친 단
어인 그레노텍은 꽃, 과
일, 채소의 씨앗을 교환하
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이나 채소를 따먹는 사람들이 있다. 코딱지만한 베란다에 화분들을 들여
놓고 꽃을 심거나 방울 토마토나 상추를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은
씨앗들을 다른 사람들의 씨앗들과 교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진 것이 씨앗 교환소, 그레노텍이다. ‘씨앗’과 ‘장소’를 합친 단어인 그레노텍
은 꽃, 과일, 채소의 씨앗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레노텍은 도서관, 학교, 공원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환
되는 씨앗들은 반드시 개인이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상점에서 파는 씨앗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환이 직접적일 필요는 없다. 아직 씨앗 봉투를 마련하
지 못했어도 도서관에 들러 원하는 씨앗 봉투를 가져가고 나중에 자기 씨앗
봉투를 가져다 놓으면 된다.50

49 https://bibliotheques.paris.fr/ecrivain-public.aspx
50 https://bibliotheques.paris.fr/des-grainotheques-dans-les-bibliothequ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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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씨앗을 교환하
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
니라, 각종 식물의 씨앗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조언
을 해주기도 한다.
작은 씨앗들을 교환하면
서, 전통 식물을 보존, 전
파하고 더불어 파리를 푸
르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는다.
그레노텍 (카노페 도서관) ©CMS

도서관은 씨앗을 교환하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식물의 씨앗
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예컨대 토마토나 상추, 호박
은 채취가 간단하지만 당근, 배추, 사탕무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와 관련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알려 주는 것이다. 작은 씨앗들을 교환하면서 전통 식물
을 보존, 전파하고 더불어 파리를 푸르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는
다. 카노페(1구), 마그리트 유스나(15구), 바클라브 아벨(18구)을 포함한 도서관
5개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책 교환 서비스
도서관에서 마련한 작은
서가에 책을 놓아두면, 다
른 책을 가져온 필요한 사
람이 가져가는 것으로 교
환이 이루어진다.

도서관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씨앗 말고도 또 있다. 바로
책! 도서관이 소장한 책들을 나눌 수는 없지만 개인들이 자기 소유의 책들을
도서관으로 가져와 교환하는 것이다. 씨앗 교환소와 마찬가지로 교환이 직
접적일 필요는 없다. 도서관에서 마련한 작은 서가에 책을 놓아두면, 다른
책을 가져온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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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테옹에서 본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
©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Nina Gombert

Bibliothèque publique parisienne,
espace ouvert de 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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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공공도서관들,
창조적 진화
1.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
2. 퐁피두센터 공공정보도서관
3. 공공도서관 사람들

Ⅲ. 파리 공공도서관들, 창조적 진화

팡테옹에서 본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 (노트르담 성당 뒤로 퐁피두 센터가 조금 보인다)
©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Nina Gombert

이 장에서는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과 공공정보도서관을
소개할 것이다. 두 도서관은 인종, 성별, 국가, 직업에 상관없이 18세 이상
아니면 나이 제한 조차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도서관이다. 현재는 젊
고 팔팔한 학생들이 이용자들의 6,70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
다. 도서관 앞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문을 밀고 들
어갈 정도의 체력이 돼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정보도서
관 이용자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이들을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이상과 현실은 차이나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도서관 기본 원칙
을 포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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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너무나 흔한 것이
공공도서관이라지만, 도
서관의 이름 앞에 ‘공공’이
라는 공적 성격을 나타내
는 단어가 붙기까지는 많
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
고 싸워야 했다.

클릭 한 번으로 단숨에 정보의 바다에 빠질 수 있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
은 지식이 독점당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잊어 버렸거나 아예 알지 못한다.
지금은 너무나 흔한 것이 공공도서관이라지만 도서관의 이름 앞에 ‘공공’이
라는 공적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붙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
고 싸워야 했다. 처음은 언제나 낯설어서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
겨지고, 그래서 거부되거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두 도서관은 프랑스 공공도서관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 BSG)은 도서관이 왕
궁, 수도원, 학교의 부속 기관의 역할을 하며 극소수 계층에게만 문을 열
어주던 19세기에 설립된 공공도서관이다. 공공정보도서관(Bibliothèque Publique d’Information, BPI)51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도서관’이라는 당시 프랑스

도서관 세계에서는 아주 낯선 생각을 관철시키며 70년대 말에 설립되었다.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은 곁에 서 있는 팡테옹의 우람한 기세에 조금도
눌리지 않고 생트-쥬느비에브 언덕 위에서 함께 풍경을 이루고 있다. 도서
관을 끼고 발레트 거리 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면 노트르담 성당이 나오는데,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려 공사중인 까닭에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
며 돌아가야 파리 시청을 만날 수 있다. 1871년 파리 코뮌 끝무렵 화재로 거
의 붕괴되어 앞면만 남았던 시청은 150년이 지난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 많은 조각상으로 치장하고 서 있다. 앞 쪽 좁은 사거리에서 계속 걸어
나가면 공공정보도서관이 있는 퐁피두센터가 나온다. 파리 공공도서관을 대

51 공공정보도서관의 창립자인 장-피에르 스갱씨는 자신의 아내가 사망하기 3주 전에 생각해 낸 명칭이라고 증언
한다. 장-피에르 스갱과의 대담(Entretien avec Jean-Pierre Seguin), BPI, 200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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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두 도서관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겠지만, 과거와 현
재가 서로 나란히 이어져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1.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
프랑스 행정시스템의 어지러움에 대해서는 앞서 공공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
은 세가지 의무를 수행해
야 하는데, 문화유산 도서
관으로서 역사유산을 보
존하고, 대학도서관으로
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현대화를 추진하
며, 공공도서관으로서 대
중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

도서관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는데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의 행정 지위도
꽤나 복잡하다. 이 도서관은 행정적으로 파리 3대학에 속한 대학 연합 도서
관으로 고등교육과 연구부 산하에 있지만, 도서관이 문을 열었던 당시 그대
로 공공도서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고
려해서 문화유산 도서관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은
세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문화유산 도서관으로서 역사유산을 보존하
고, 대학도서관으로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공
공도서관으로서 대중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도서관 조직은 경영진, 부서 5개, 부속 도서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
서는 문헌 정책 부서, 문헌 보존 및 디지털 부서, 정보처리시스템 부서, 문
화재 부서,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부서이고, 부속 도서관은 고문서 도서관
(La Réserv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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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도서관(Bibliothèque nordique)이다.

(1) 역사 유산 위에서
1)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공간
보르헤스는 《바벨의 도서관》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나이와 두려움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인류-유일한 종족는 점차 소멸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반면에 도서관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불 밝히고, 고독하고, 무한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고귀하고 무익하며 썩
지 않는 비밀스러운 책들로 무장하고서 말이다.”52

건축가의 이름을 붙인 라브루스트 열람실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Nina Gombert

초가을 저녁 7시가 되면, 2,000㎡나 되는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의 라
브루스트 열람실에는 연두색 빛이 넘실거린다. 책상 위에 줄맞춰 놓여 있는
램프에 동시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램프는 겨우 노트북 하나, 책 한 권

52 보르헤스, 바벨의 도서관 (Jorge Luis Borges, La bibliothèque de Babel),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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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을 자리 밖에 없는 책상을 부드럽게 밝혀준다. 옅은 베이지색 열람실 천장
은 중앙에 늘어선 가는 주철 기둥에서 나무 가지처럼 좌우 양쪽으로 뻗어 갈
라진 주철 아치가 받치고 있다. 15미터나 되는 천장 바로 아래 촘촘하게 늘
어선 타원형 창문 너머로 하늘은 검푸르게 물들고 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서가는 사방벽을 따라 이어져 있다. 일층은 듀이 분류법에 따라 이층은 도서
관 분류법에 따라 사열하는 병사들처럼 책들이 반듯하고 꼿꼿하게 정리되어
있다. 단순하고 소박해서 아름다운 이 공간에 앉아 있으면, ‘불 밝히고, 고독
하고, 무한하고, 고귀한 책들로 무장한’ 신비한 세계에 들어 온 것 같다. 열
람석이 600여 개나 되기 때문에 각자에게 허용된 공간은 작고 좁지만, 옅은
연두빛 램프 아래서 모두는 주변을 잊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든다.
문을 열었던 당시에 도서
관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
두 사라지고 없지만, 그들
이 썼던 책상과 의자는 닳
고 닳아 반들반들해 진 채
로150년 후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오픈 스페이스인 이 거대한 열람실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세월을 견뎌 내고 있다. 문을 열었던 당시에 도서관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사라지고 없지만, 그들이 썼던 책상과 의자는 닳고
닳아 반들반들해 진 채로 150년 후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1987년에서 1995년까지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의 관장이었던 쥬느비
에브 부와사르는 작은 논문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였던 1848년, 생
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이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
여주는 글을 소개한다. 팡테옹 뒤편에 있는 앙리 4세 고등학교 교장이 썼으
리라고 짐작되는 글이다.53 요약을 해보면 이렇다. ‘이 새로운 계획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 더구나 신기술을 이용해서 난방이나 조명을 설치

53 쥬느비에브 부와사르,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과 이용자들》 (Geneviève Boisard, 《La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 et ses utilisateurs》 dans Des palais pour les livres, Maisonneuve et L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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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도서관을 저녁에도 개방해서, 지방에서 파리로 자식을 법대나 의대에
보내는 아버지들을 안심시킨다. 라틴가에 있는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매일
문을 열어서 그들이 담배에 쩔어 살거나 카페에서 노닥거리거나 접객 업소를
드나드는 생활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7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걱정과 기대가 우리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
다. 변한 것이 있다면 놀이의 기술과 방법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게임방에
서 노닥거리거나 인터넷 채팅에 미치는 다 큰 자식들을 걱정하는 21세기 부
모들은 19세기 부모들의 복제물이다. 인류 전체로 보면 세대를 거치며 지성
이 확장되지만 개별적으로는 지성의 확대는커녕 패턴의 무한 반복이 일어나
는 것 같다. 예컨대 전체 차원에서 누군가의 실수는 다른 이에게 실수를 회
피하거나 극복할 기회가 되지만, 개별 차원에서 실수는 끊임없이 되풀이된
다. 부모의 실수는 자식에게 반면교사가 되지 않고, 패턴처럼 반복되는 것이
다. 19세기 아버지들이 아들들을 파리로 유학보내 놓고, 자신들이 젊은 시
절 저질렀던 어리석은 짓들을 자식들
이 본뜰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이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라틴가에 최신식 공공도서
관이 설립된다는 것이다. 이 설립 계
획의 책임자는 앙리 라브루스트(Henri
Labroust)라는

앙리 라브루스트 © CMS

건축가였다.

18세기 중엽, 수플로가(현재 파리 5구 시청이 있는 곳)는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
했다. 시원하게 뚫린 넓은 광장 한 가운데 코린트식 기둥과 삼각형 박공을 지
닌 아테네의 판테온을 모방한 팡테옹이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그 맞은 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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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류층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파리 법대가 광장의 반원형 선에 맞추어 완만
한 ㄴ자형으로 세워졌다. 그렇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좁은 골목들이 어지럽
게 퍼져 있었고, 허름한 건물들은 어둠침침한 그늘 속에 묻혀 있었으며, 하
수구가 막혀서 늘 썩은 물이 고여 있었다.54 팡테옹 뒷편에 있는 생트-쥬느
비에브 수도원의 바실리카 건물은 클로비스 거리에 자리를 내주면서 일부가
헐려 나갔고, 팡테옹 앞에 있던 학교들인 몽테규, 에라스무스, 욜라의 이그
나스, 칼뱅이나 라블레 등은 병원으로 변하거나 군 감옥이 되었다. 그것도
잠시, 동네는 점차 방치되어 폐허로 변해 갔다.

토머스가 그린 라브루스트 열람실 : Thomas in Edward Edwards, Memoirs of libraries:
including a handbook of library economy, London : Trübner & Co., 1859

라브루스트는 이 곳에 길이 85m, 너비 21m의 새로운 도서관을 건축할

54 아를레트 파르쥬, 18세기 파리의 거리에서 살다, 갈리마르 출판사 (Arlette Farge, Vivre dans la rue à Paris
au XVIIIe siècle, Gallimard),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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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전에 프랑스에서
누구도 하지 않은 생각을 하

계획을 세운다. 그는 이전에 프랑스에서 누구도 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 ‘

는데, ‘문화 접근 기회의 민

문화 접근 기회의 민주화’(démocratisation de l’accès à la culture)라는 것이었다.

주화’ (démocratisation

그에게 도서관은 대중들에게 문화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었

de l’accès à la culture)
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도
서관은 대중들에게 문화
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었다.

다. 이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발상이었는데 당시에 도서관이란 지성과 교양
을 갖춘 왕족, 귀족, 사제, 지식인과 같은 특권 계층에게만 허용된 공간이었
기 때문이다.55
그의 계획은 1843년 7월 하원에
서 승인을 받고, 7월 19일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에 관한 법령이 포
고된다. 로마에서 공부를 했던 그는
도서관 건물에 이탈리아의 영향을 깊
게 새기는데 41개나 되는 반원형 창

로마의 막센티우스 바실리카 교회 © CMS

문은 막센티우스 바실리카 교회의 창
문과 닮았고, 외벽에 있는 화환 장식이나 입구의 문은 로마에 있는 파르테논
을 본떴다. 모방과 창조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는 로마 양식
을 따르면서 동시에 주철을 이용해서 아주 새로운 건축물을 완성한다.
그의 건축 양식은 매우 철학적인

그의 건축 양식은 매우 철
학적인데 빛과 어둠의 대

데 빛과 어둠의 대비, 안과 밖의 교

비, 안과 밖의 교차, 홀수와

차, 홀수와 짝수의 교환, 과학과 예

짝수의 교환, 과학과 예술
의 조화와 같은 주제가 도

술의 조화와 같은 주제가 도서관 건

서관 건물에 스며들어 있
다.

물에 스며들어 있다. 건물 크기에 비
계단에서 본 도서관 입구
©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Nina Gombert

해 지나치게 좁은 무덤 입구 같은 육
중한 청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리석

Part3. 파리 공공도서관들, 창조적 진화

95

바닥에서 천장까지 치솟은 사각형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 중앙홀이 나타난
다. 천장에는 길쭉한 아치형 모양의 철골 구조물들이 붙어 있다. 이것들은
나무 기둥과 나뭇잎을 상징하는 것이다.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벽에
는 알렉상드르 데고프(Alexandre Desgoffe)가 그린 프레스코화가 있는데 자세
히 들여다 보면, 연두빛 나뭇잎이 풍성한 나무들을 볼 수 있다. 라브루스트
는 입구 근처에 열람실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대신 정원을
만들었다. 위쪽에 있는 빛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두운 가상의 숲을
그는 안과 밖의 경계를 허
물려고 했다. 실내에 정원
을 만들고, 이층 열람실 입
구에 아치형 유리 창문을
설치하면서 밖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도서관 건물
외벽에 목록을 만들어서
안을 밖으로 끌어냈다.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려고 했다. 실내에 정원
을 만들고, 이층 열람실 입구에 아치형 유리 창문을 설치하면서 밖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도서관 건물 외벽에 목록을 만들어서 안을 밖으로 끌어냈다. 외
벽에 새겨진 이름은 구약의 선지자인 모세부터 스웨덴 화학자인 베르젤리우
스(Berzelius)까지 모두 810명이다.

도서관 벽에 새겨진 목록 ©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Nina Gombert

55 이브 페레, 여러 세기를 거친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 갈리마르 출판사 (Yves Peyré, La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 à travers les siècles, Gallimard), 2011, pp. 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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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건물이 철학적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이층으로 올라가
는 계단참 벽에는 라파엘의 작품인 ‘아테네 학당’의 모사품이 걸려 있다. 로
마 바티칸성당에 있는 이 작품을 파리예술학교에 걸기 위해 1847년에 모사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설치한 것이다. 라브루스트는 공사 시작 7년
만인 1850년에 도서관을 완성했다.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이 대중들에게
문을 연 것은 1년 뒤인 1851년 2월 4일 화요일이었다.

2) 아주 오래된 책들
생트-쥬느비에브 도
서관의 장서들은 1148년에 세워진 수
도원 도서관의 장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따
르는 생트-쥬느비에브 수도회에서 맡
아서 관리했다. 장서들의 목록을 만들
고, 체계적인 분류법에 따라 서가에 정
리하고, 대출 장부에 기록을 하고 보증
금을 받고 책을 빌려 주었다. 수사들이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양피지로 된 수
사본을 닦고, 텍스트를 옮겨 적고 제본
을 하는 것이었다. 13세기에는 도서관
장서가 200여 권에 이르게 된다.

고서 보관소 1

©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Nina Gombert

1619년, 루이 13세는 수도원을 라 로슈푸코 추기경에게 맡긴다. 그는 즉
시 수도원을 개혁하기 시작했고 아우구스티누스 학파의 중심지가 된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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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은 600여 권을 소장하게 되고 1640년에는 추기경의 유언에 따라 책들
을 기증받는다. 그로부터 약 40년 동안 장서는 20,000여권으로 늘어난다.
생트-쥬느비에브 수도회의 도서관은 당시 프랑스에서 일곱번째로 큰 도서
관이 되었다. 1710년은 도서관에 중요한 해로 샤를 모리스 르 텔리에 대주
교의 컬렉션 16,000권이 왕립 도서관에 기증되었다가 생트-쥬느비에브 도
서관으로 옮겨왔다

고서 보관소 2 ©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Nina Gombert

혁명이 일어난 1789년, 팽
그레 주교는 수도원 도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장서는 9권의 목록집으로 정리, 분류되었다. 그렇

관을 공공도서관처럼 개방

지만 수도원의 장서는 알렉상드르 팽그레(Alexandre-Guy Pingré) 주교가 아니

했고, 이것을 근거로 도서

었다면, 혁명의 열기에 휩싸여 사라졌을 것이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팽

관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혁명 정부에 건의했다.

그레 주교는 수도원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처럼 개방했고, 이것을 근거로 도
서관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혁명정부에 건의했다. 1790년 4월, 감사위원들
이 도서관을 방문했다. 팽그레는 이들에게 도서관에는 종교서적들뿐만 아니
라 상당수의 과학서적들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도서관에는 고서가 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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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수사본 2,000여 권으로 모두 60,000권 정도였고, 제본을 하지 않은 수
사본 24박스가 있다고 보고를 했다.
혁명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도서관은 정상적으로 운영
되었다. 서적이나 정기 간
행물을 구입해서 컬렉션을
보충하고, 지속적으로 기
부를 받았다.
혁명기와 제정 시기를 거
치는 동안, 도서관은 국가
가 여러 경로로 몰수한 다
양한 장서들을 수집할 수

감사위원들은 도서관을 공립화하는 조건으로 원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동
의했다. 직원들은 그대로 일을 하고, 운영 비용은 일단 파리시에서 지원하
기로 결정했다. 혁명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도서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
다. 서적이나 정기 간행물을 구입해서 컬렉션을 보충하고, 지속적으로 기부
를 받았다. 생트-쥬느비에브 수도원은 사라졌지만, 도서관은 그 폐허에서
팽그레 주교 덕분에 고스란히 살아 남았다. 팽그레의 후임이었던 클로드-

있었기 때문에 고서의 규

프랑수와 도누(Claude-François Daunou)는 도서관 장서를 다양화하는데 힘썼

모를 점점 늘려 갔다.

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금속공예 조판과 같은 고급 자료뿐만 아니라 볼테
르, 콩디약의 전집들도 구입하였다. 식물학자 쟝-바티스트 라마르크나 경
제학자 쟝-바티스트 세이 등 많은 학자들도 도서관에 자신들의 책을 기증했
다. 혁명기와 제정 시기를 거치는 동안, 도서관은 국가가 여러 경로로 몰수
한 다양한 장서들을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서의 규모를 점점 늘려 갔다.
19세기 초 도서관은 고서를 85,000여 권 소장하게 된다. 앙리 4세 고등
학교와 함께 장소를 나누어 쓰던 도서관은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장서 보관
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라브루스트가 1843년부터 7년에 걸쳐 팡테옹
광장에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세운데에는 장서 보관 공간의 부족이라는 이유
도 있었던 것이다. 1850년 1월, 새 도서관이 문을 열기 직전에 장서는 10
만여 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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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도서관 열람실 ©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Nina Gombert

도서관이 문을 연지 168년
이 지난, 2019년 현재, 고
문서 도서관(la Réserve)
에는 8세기 이후의 수사본
6,600여 점, 초기 인쇄본
(incunabula) 1,500여 점,
고문서 16만여 권, 판화 5
만여 점 등을 소장하고 있
다.

1907년에는 전체 장서가 약 37만 권이 됐지만, 도서관은 교수들과 학생
들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난방이 잘 되어 있는 공간이나 또는 위치 좋
은 약속 장소로 이용될 뿐이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킨 것은 납본 제도(Dépôt
Légal)였다.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들을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제

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지
만, 소장 도서의 질을 높일 방안으로 이 제도가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에
도 적용된 것이다. 도서관이 문을 연지 168년이 지난 2019년 현재, 고문서
도서관(la Réserve)은 8세기 이후의 수사본 6,600여 점, 초기 인쇄본(incunabula)

1,500여 점, 고문서 16만여 권, 판화 5만여 점 등을 소장하고 있다.56

56 프랑수와즈 제나케르, 니콜라 프티,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의 고서 역사》 (Françoise Zehnacker, Nicolas
Petit, 《Histoire des fonds anciens de la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 dans Mélanges de la
bibliothèque de la Sorbonne, n° 11, Klincksieck, 1991.) 쥬느비에브 부와사르, 《생트-쥬느비에브 도
서관과 이용자들》 Geneviève Boisard, 《La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 et ses utilisateurs》 dans
Des palais pour les livr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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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1898년 11월 30일 처음
으로 여성이 도서관에 등
록을 했고, 1899년 문화
부에서 ‘일정 조건 하에 저
녁시간에 여성들의 출입을
허락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서른 다섯 개의
신문이 일제히 이 발표를
보도했다. 당시에는 여성
이 저녁에 도서관에서 책
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상
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개관 당시 주로 남성들만 도서관을 이용했다고 한다.
1856년 규칙에 따르면, ‘여성들은 저녁시간에 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1898년 11월 30일 처음으로 여성이 도서관에 등록을 했고, 1899년 문화
부에서 ‘일정 조건 하에 저녁시간에 여성들의 출입을 허락한다’는 새로운 규
칙을 발표했다. 서른 다섯 개의 신문이 일제히 이 발표를 보도했다. 57 당시
에는 여성이 저녁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세월 따라 관습이 변하지만 저절로 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
가 당연시하는 많은 것들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시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도서관에는 개관 이후부터 책을 빌렸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대출장부
가 있는데, 거기에는 도서관 주변에 퍼져 있는 학교들인 파리 고등 사범 학
교, 샤르트 문헌학 국립 학교, 동양 언어 학교, 루이 르 그랑 고등학교의 학
생들, 교수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대출장부에서 유명인들을 찾아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인데, 내가 아는 이름은 앙리 베르그송과 시몬느 드 보부와
르였다. 둘 다 철학자인데, 베르그송은 19세기 말 도서관 앞쪽 골목에 있는
고등사범 학교에서 철학과 수학을 공부하고 도서관 뒤쪽에 있는 ‘콜레쥬 드
프랑스’라는 연구대학의 철학 교수가 되었다. 그가 동네 도서관인 생트-쥬
느비에브 도서관을 이용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 보인다. 시몬느 드 보부와
르의 경우는 도서관에 저녁 시간 여성 허용 규칙이 마련된 이후인 1920년대

57 쥬느비에브 부와사르, 위의 책,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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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서관을 드나들었다. 그녀는 동반자인 장-폴 사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을 이끌었고, 《제2의 성》이라는 여성주의의 대표적인 고전을 집필했다.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
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프
로필을 보면, 도서관에 어
떤 장서들을 소장하고 있
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철학, 문학, 역사, 종교, 언
어가 도서관의 전문 분야
이다.

이들 말고도 도서관의 유명인이 또
있다. 1912년 《계단을 내려오는 누
드》 라는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였던 젊
은 마르셀 뒤샹은 ‘충분히 그렸으니,
일자리를 찾자’는 생각으로 사서 연수
를 받는다. 이듬해인 1913년 5월 생
트-쥬느비에브 도서관장에게 사서 시
험을 준비하는 동안 도서관에서 일주
일에 3일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편
지를 보내고 허락을 받는다. 5개월 후
그는 병가를 낸 동료의 자리를 물려 받

마르셀 뒤샹 (조세프 스텔라, 1922) in The Little Review :
Quarterly Journal of Art and Letters, Vol. 9, N. 1, 1922.

아 급료를 받는 계약직 사서가 된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인 1915년 5월까
지 그는 2년 동안 목록 작업을 하고, 도서관의 장서들을 섭렵한다. 그는 특
히 《새들의 비행에 관한 메모》(Codice sul volo degli uccelli)와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첩에 관심이 많았고, 이것은 후일 그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
고 한다.58
이처럼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면,
도서관에 어떤 장서들을 소장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철학, 문학,

58 폴 B프랭킨, 《충분히 그렸으니 일자리를 찾자》 (Paul B. Franckin, 《Assez peint, trouve-toi un boulot》
in Cahiers du Mnam), n°148, 2019, pp.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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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종교, 언어가 도서관의 전문 분야이다. 도서관이 수도원의 장서들을
기반으로 출발한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19세기에 문을 열었을 당
시에는 법대생들과 의대생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의학, 법학 서적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본래의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59
도서관에는 약 2백만 권의 장서가 있으며 앞서 말한대로 주로 인문 사회
과학, 종교 분야가 주를 이룬다. 1830년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장서는 일반
도서로 분류되고, 부속 도서관인 고문서 도서관에는 8세기 이후의 고문서,
수사본, 판화, 초기 인쇄본 등의 장서가, 북유럽 도서관에는 핀란드, 스칸
디나비아 지역과 관련된 장서가 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2018년 전체
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BSG의 장서
일반 도서

1, 664,702

고문서

201,069

북유럽 도서

190,000

합계

2,055,771

도서관 장서가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대출 통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약 84,000건, 하루 평균 300여 건의 대출 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루 평균 약 300여 건 대출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생트-쥬느비에브 도
서관 장서의 규모와 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인문학 분
야의 박사 과정 학생이나 연구원, 교수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다.

59 장서 개발 계획 (Plan de développement des collections, Fonds général) 20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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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
은 샤르트 문헌학 국립학
교, 파리 고등사범 학교를
비롯해 15개의 대학과 긴
밀한 관계를 맺고, 매년 학
술 행사를 함께 조직한다.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은 샤르트 문헌학 국립학교, 파리고등사범학교
를 비롯해 15개의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매년 학술 행사를 함께 조직
한다. 2017년에는 《섬과 상상의 세계, 15-18세기》라는 심포지엄이, 2018
년에는 《폴 클로델 : 도서 공간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한 전시회와 《편지로
본 지드》 심포지엄이, 2019년에는 《책과 죽음》이라는 전시회 겸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외에도 《이 달의 보물》이라는 작은 상설 전시가 있는데, 도서관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도서관에서 찾은 보물들 (고서, 박물 자료, 친필 서
류 등)을

매 달 주제를 바꿔가며 전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하멜 표류기》의 불어 번역판(1670년)을 소개해서 한국에 대
한 작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심
포지엄 외에도 2018년 한 해 강연회 12회, 전시회 15회가 열렸다.

'아테네 학당' 앞에 전시된 '이 달의 보물' ©CMS

일종의 연구 활동인 이러한 학술행사들을 조직하면서 도서관은 단지 책과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활동한다. 그 이유
는 사서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큐레이터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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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기 때문이다.
연구진과 도서관이 직접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곳
이 있는데 바로 북유럽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해당 국가들을 제외하고, 유
럽에서 제일 큰 북유럽 관련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1868년 덴마크와 노르
웨이의 프랑스 영사였던 알렉상드르 드조스 (Alexandre Dezos de La Roquette)
가 자신의 컬렉션을 기증하면서,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은 북유럽 관련 장
서를 소장하게 되었다. 19세기 말부터 북유럽 국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장서
의 양이 늘어 났고, 1961년 도서관 뒤쪽 발레트 거리에 지은 새 건물에 자
리를 잡았다.

북유럽 도서관 열람실 1 ©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

1896년부터 지금까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지의 도서관
39개와 교류를 하고 있다. 현재 이 도서관에는 약 19만 권의 장서가 있다.
책임자인 플로랑스는 입센이나 스트린드베리(Strindberg) 같은 작가들의 작품
이 있다고 알려 주었다. 《인형의 집》의 작가인 입센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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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나 그림 같은 예술
작품이 사람들을 한데 묶
어 놓는 것처럼, 다양한 언
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도
번역을 통해 접근만 가능
하다면 온 세상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

작가라고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크게 지어 보였다. 음악이나 그림 같은 예술
작품이 사람들을 한데 묶어 놓는 것처럼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도
번역을 통해 접근만 가능하다면 온 세상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 입센을 알고 있는 한국 여자와 프랑스 여자가 북유럽 도서관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

북유럽 도서관 열람실 2 ©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Nina Gombert

이 도서관의 컬렉션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게르만 계열, 아이슬랜드와 페로에(Féroé) 섬 중심의 중세 스칸디나비아 계
열,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핀란드-우고르 계열의 세 분야이다.
북유럽도서관은 연구자와
도서관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
주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도서관은 연구자와 도서관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소르본대학을 포함 프랑스 전역에 북유
럽 연구자들이 약 1,500명 가량 있는데, 북유럽도서관은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파트너이다. 도서관은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학문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도서관에서 석·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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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정 학생들이 세미나를 하고, 연구원들은 강연회를 열며, 작업 결과물들
을 모아 책으로 출판한다. 이 외에도 시의적절한 주제를 정해 전시회를 개최
한다. 소르본 대학의 스칸디나비아 문학 역사 분야 교수인, 실뱅 브리엔스는
왜 프랑스 젊은이들이 북유럽 문화에 관심을 갖는지 설명한다. “북유럽 국가
에 대한 열정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늘 있어왔던 것이고, 북유럽 도서관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북유럽 국가들에 관심을 갖는 것
은 늘 앞서 가는 스칸디나비아의 역동적인 힘이 소위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논하는 정치 영역에 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 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그
들은 디자인이나 건축, 음악에 관심을 보이고 밀레니엄 시리즈를 읽고 보며
추리소설이나 텔레비젼 시리즈을 통해 알려지는 북유럽 추리 문학(Nordique
Noir)을

즐긴다. … 중략 … 관심이 급증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

다. 만약 유행이라면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된 유행이다.”60
이런 그의 평가는 외국에서 한국학 연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케이팝, 영화, 드라마, 휴대폰으로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지만 그것이 지속가능한 유행이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위로 올
라가야 하는 것이다. 브리엔스는 정치에서 문화로의 확장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문화에서 정치로의 확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사람들을 맞는다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은 대학 연합 도서관이기 때문에

60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 2018년 연간 보고서(Bibliothèque Sainte-Genviève, Rapport annuel 2018),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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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1, 2, 3, 7대학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도서관 출입 조건과 관
련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기도 해서 18세 이상
의 모든 성인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무료로 출입증을 제공한다. 2018년, 약
45,000명이 등록했고, 32만명이 도서관을 이용했다. 개관 시간은 오전 10
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인데, 프랑스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에 속한다. 대학
도서관들 몇 개를 빼면,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도서관은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과 공공정보도서관이 전부다. 2018년 이용자 통계를 도표로 그려보
면 다음과 같다.
2018년 BSG의 이용자
구분

수 (명)

도서관 이용자

322,461

직업 구분

학생
(고교~박사과정)
도서관 가입자

도서관 방문객

45,132

35,601(78. 89%)

초, 중등 교사

1,015(2. 25 %)

연구원, 교수

2,159(4. 94%)

일반인

6,357(13. 92 %)

나이

25세 이하 30,099(66. 69%)
26 – 29세
30 – 39세

5,119(11. 34%)
4,787(10. 61 %)

18,982

표에서 보다시피, 공공도서관에는 ‘프레파’라고 불리는 그랑 제꼴(grands
écoles)

준비학교 학생들, 본격적인 의대 입학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2학년

진학 시험을 준비하는 의대 1학년 학생들, 도서관 옆쪽에 있는 파리 법대
학생들로 가득하다. 보송보송한 얼굴로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지만 도서관
에 있는 2백만 권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아니다. 중간 중간 도서
관에서 빌린 책들을 옆에 쌓아 놓고 자기 컴퓨터에 코를 박고 글을 쓰는 이
용자들이나 다양한 연구에 맛을 들인 정년 퇴직자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
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도서관 단골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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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이용자들 ©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Nina Gombert

이 곳이 어린 학생들만 드
나드는 대학도서관이 아니
라 18세 이상 모든 사람들
에게 문을 여는 공공도서
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
는 사람들이다.

언제나 도서관 입구 오른편 두번째 테이블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미동
도 하지 않고 책을 읽는 은발 할머니, 아침 10시에 문을 열자마자 거의 첫번
째 그룹으로 들어와 마치 자기 책상 위의 컴퓨터를 켜듯 버튼을 누르고 모니
터에 빠져 드는 허름한 손님들, 하얗고 긴 머리를 마치 영화 ‘링’에 나오는 귀
신처럼 늘어뜨리고 다니는 허리 꺾인 ‘레이디 가가’(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할머니),
이 곳이 어린 학생들만 드나드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18세 이상 모든 사람
들에게 문을 여는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다.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이 1851년 공공도서관을 표방하며 문을 연 뒤,
프랑스 국립도서관도 1868년에 대중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콜베르 열람실을
설치했다. B열람실(Salle B)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간에는 장서가 4만여 권,
좌석은 110석이 있었고, 일요일을 포함해서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문
을 열었다. 1877년 한 책임 사서의 증언에 따르면 주변 학교 학생들, 노동자
들, 점원들이 이 열람실을 이용했다고 한다. 20세기 초에 이용자는 연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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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 열람실은 1935
년에 별다른 이유없이 문을 닫는다. 정책적 결정이었겠지만 이 열람실을 이
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한 몫 했다. 열람실을 지키는 책임 사서들은
그들을 ‘거지’, ‘게으름보 학생’으로 여겼다고 한다.61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시험공부를 하
는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삶의 피난처로
여기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직자일 수도
있고 홈리스일 수도 있으
며 독거 노인일 수도 있다.
그들은 분명 현장에서 상
대하기 쉬운 이용자들은
아니지만 그들까지 포용
해야 할 의무가 공공도서
관에는 있는 것이다.

이런 정서를 감안하면,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이 문을 열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공공도서관의 기본 정신을 다시 떠올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도서관’
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 말이 쉽지,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제각각이어서 대응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
나 연구하거나 시험공부를 하는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삶의 피난
처로 여기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직자일 수도 있고 홈리스일 수
도 있으며 독거 노인일 수도 있다. 도서관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장
소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침에 일어나 습
관처럼 직장에 가듯이 도서관에 들어와, 컴퓨터 화면 앞에서 무료한 삶을 잠
시 잊거나, 비바람과 추위를 피해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고단한 삶을 잠시
떨쳐 버린다. 비율로 보면 소수이지만 차림새나 그외 외적인 모습 때문에 다
른 이용자들에 비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분명 현장에서 상대
하기 쉬운 이용자들은 아니지만 그들까지 포용해야 할 의무가 공공도서관에
는 있는 것이다.

61 드니 부뤽만,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이용자들》, BBF [Denis Bruckmann,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et grand public》, Bulletin des bibliothèques de France (BBF)], 2018, n° 16. ; 장 로세루와, 유
토피아 보브르, 20년 후 (Jean Lauxerois, L’Utopie Beaubourg, vingt ans après),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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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퐁피두 센터 공공정보도서관
(1) 새로운 시작, 공공정보도서관 설립의 역사
1) 장-피에르 스갱의 회고
공공정보도서관(BPI) 건립계획의 책임자이자 초대 관장이
었던 쟝-피에르 스갱(Jean-Pierre Segain)은 한 인터뷰에서, 공공정보도서관의
공공정보도서관의 기본
철학이 ‘모든 사람에게 열
려있다’, ‘일정 규모 이상
의 장서를 보관하지 않는
다’, ‘도서를 대출하지 않는
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관행에 비추어 너무
나 포스트 모던한 주장이
어서, 행정 관료들과 국립
도서관 관계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건립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1960년대 도서관 세계가 얼마나 엄숙하고 보
수적이었는지 증언한다. 공공정보도서관의 기본 철학이 ‘모든 사람에게 열
려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서를 보관하지 않는다’, ‘도서를 대출하지 않
는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관행에 비추어 너무나 포스트 모던한 주장
이어서, 행정 관료들과 국립도서관 관계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그중 일부
는 프로젝트를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에게 공공도서관이란 공화국 엘
리트들을 교육하는데만 사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책을 빌려주지 않는 도서
관은 자기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아
무런 조건 없이 문을 열어주며, 도서관을 장서 보관소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고, 책을 빌려주는 대신 도서관에서 직접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정보도서관의 철학은, 당시 국립도서관에 반기를 드
는 것이 아니었다고 장-피에르 스갱은 생각했다. 그는 이 새로운 도서관이
국립도서관의 경쟁 상대라기 보다는 보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62
우여곡절 끝에, 1977년 2월 2일 오후 3시, 공공정보도서관은 첫 이용자를
맞았다. 스갱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회고한다.

62 장-피에르 스갱과의 대담,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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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피에르 스갱과 시 애독자 ©Photographe I. Giannattasio

“우리는 한 시간 전부터 2층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주 세부적
인 사항까지 이미 다 점검을 마친 상태였고,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곳들을
다 확인했다. 밖에는 센터 입구에서 근처 생 마르탱 거리까지 사람들 수천명
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이 곧 입장할
것이라고 예정된 시간에 안전 요원들이 무전기로 알려왔다. 잠시 몇분간 침
묵이 흘렀고, 곧 문가가 소란스러워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용자
들이 들어 오고 있었다. 문이 열렸고, 그들은 우리, 특히 나와 맞닥뜨렸는
데, 나는 그때 환영 인사를 하려고 첫번째 입장객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그
에게 인사를 하고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같이 찍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는 관심이 없었다. 수줍어 보이는 50대 남자는 자기는 ‘시’
를 좋아한다고 짧게 말하고는 도서관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63
쟝-피에르 스갱의 벅찬 감동이 증언에 그대로 묻어난다. 그는 20년에 걸

63 장-피에르 스갱, BPI는 어떻게 태어났나, BPI퐁피두 센터 출판사 (Jean-Pierre Seguin, Comment est
née la BPI, invention de la médiathèque, BPI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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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투쟁으로 얻은 이 특별한 순간을 첫 이용자와 함께 나누려고 단단히 준비
하고 있었는데, 사정을 알리 없는 남자는 무심하게 자신은 시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도서관 안쪽으로 사라졌다. 어쩌면 스갱 자신이 바라던 장
면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긴장한 사람들 틈에서 조심스럽게 시를 찾
는 도서관 첫 이용자.
사실 대중에게 문을 열기 전날 저녁에 공식적인 개관 행사가 있었다. 스
갱은 이 날에 대해서는 세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썼다. 외국 국왕들, 정부
수반들, 장관들이 초대되었고, 잘 차려 입은 사람들이 서로 격식을 차려 인
사하고,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행사에서 그의 인상에 남는 장면은 없었던 것
이다. 대신 그는 시를 찾는 50대 이름모를 이용자를 표정까지 기억하고 있
었다. 기억이란 선택적으로 보관되는 것이며, 선택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스갱이 공공정보도서관 계획에 보인 열정과 집념을 살펴 보면
그가 왜 시 찾는 남자를 기억하는지 알 수 있다.

2) 새로운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
들에게 대중 교육, 교양 교
육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엘리트 계층은 지
식의 접근성과 관련해서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앙리 라브루스트가 1868년 국립도서관의 화려한 열람실
을 완공했을 때, 이 장소는 그가 앞서 완성했던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의
라브루스트 열람실과는 달리 소수 계층에게만 문을 열었다. 산업화가 진행
되면서 사람들에게 대중 교육, 교양 교육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트 계층은 지식의 접근성과 관련해서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19세
기 후반에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다양한 책들을 대출하는 도서관
을 광범위하게 건축하기 시작한 영국이나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프랑스에서도 개별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전반적이고 일관된 정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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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대로, 같은 해인 1868년에 국립도서관의 B열람실도 문을 열
었다. 연간 6만 명이나 이용하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1차대전 후 열람실의
서가는 점차 방치되었고 이용자도 줄었다. 급기야는 사서들조차 B 열람실의
이용자들을 피난처를 찾는 부랑자들로 여겼고 결국 1935년에 문을 닫았다.64
19세기 중반에 공공도서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중에게 문을
열고 그들을 교육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만났던 공공정보도서관의 사회학자
크리스토프 에반스는 프랑스의 ‘귀족 문화(aristocratie)’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나라든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게 마련이지만, 프랑스가 다른 나라 사
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문화, 예술의 나라’ 그리고 ‘혁명의 나라’라는 것
이다. 휘몰아치는 혁명 뒤에 왕을 단두대로 보냈던 역사는 그것에 공감하든
공감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역사는
역사일 뿐이다.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지나간 인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
랜 관습이나 굳어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왕을 처형했다고 해서 그 주변
세력이 몰락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사라진 적이 없으며 여전히 프랑스의 문
화와 의식, 나아가 정치, 경제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다.
68혁명의 주장들이 권위
의 붕괴, 여성의 자유 같은
것들이었다는 사실은 의미
심장한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당시 프랑스 사회가
권위적이고 반여성적이었
다는 말이 된다.

예컨대 68혁명의 주장들이 권위의 붕괴나 여성의 자유 같은 것들이었다
는 사실은 의미심장한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당시 프랑스 사회가 권위적이
고 반여성적이었다는 말이 된다. 어쨌든 이 시기를 거치면서 프랑스의 대학
들, 특히 파리의 대학들은 원래 이름 대신 1대학, 2대학, 3대학 등으로 명
칭을 바꾸면서 교육 평등을 내걸었다. 그렇지만 21세기인 지금까지도 프랑

64 장-피에르 스갱, 위의 책,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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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엘리트들이 교육을 받는 곳은 대학(university)이 아니라 ‘그랑 제꼴(grands
écoles)’이다.

이 학교들은 여전히 역사와 전통 운운하면서 몇 백년 동안 제자

리를 지키며 전국의 수재들을 끌어 모은다. 위에서 소개한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에는 ‘그랑 제꼴’에 가기 위해 밤낮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퐁피두센터 공공정보도서관 ( 3, 4층) © CMS

1959년, 파리의 중심에 있
는 레알 지역의 개발 계획
이 수립되었고, 더불어 새
로운 도서관의 건축도 논
의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식 계획 수립의 시
작에 불과했다. 수많은 공
무원의 손을 거치고, 수많
은 회의를 하고 도서관이
완성되기까지는 18년을
더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
다.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다. 1959년 파리의
중심에 있는 레알 지역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더불어 새로운 도서관의
건축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식 계획 수립의 시작에 불과했다.
수 많은 공무원의 손을 거치고 수많은 회의를 하고 도서관이 완성되기까지는
18년을 더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19세기말 파리 지하철이 개통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
었다. 19세기 프랑스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뒤처지는 것
이 많았다. 그것은 역사, 전통, 기술력, 지식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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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정책 결정에 들이는 시간이 과도하게 많아서 생긴
결과였다. 영국에서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 파리에도 지하철을 건설해야 한
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계획을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완공하기 까
지 무려 30년이나 걸렸다. 그동안 정책 결정자들이 수없이 바뀌고 계획 서류
는 서랍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무한 반복했다. 30년이 지나는 동안 초기
지하철이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서 완공했다는 것으로
그나마 체면을 살리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65
공공정보도서관(BPI)의 건축과 관련한 논의들도 이에 못지 않다. 처음으로
계획이 논의된 것은 1959년이지만, 1965년에 이르러서야 장서, 개관 시간,
내부 구조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하면서 1차 계획 보고서를 마
련한다. 1966년에 상급기관인 문화부가 보고서를 검토했고, ‘도서 대출’ 문
제가 결정되지 않아 다시 논의에 들어갔다. 1967년에 파리시에서 ‘레알’ 지
역66 개발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내놨는데, 문제는 문화부의 결정뿐만 아니
라 파리시의 개발 계획에도 도서관 건축이 포함되어야만 했고, 파리시와 문
화부의 조율이 시작되었다. 더불어 도서관 면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69년에는 건축가들과
도서관 내부에 대해 상의
하면서, 계획의 책임자였
던 장-피에르 스갱이 미국
과 캐나다로 북아메리카
공공도서관 견학을 떠났

1969년에는 건축가들과 도서관 내부에 대해 상의하면서, 계획의 책임자였
던 장-피에르 스갱이 미국과 캐나다로 북아메리카 공공도서관 견학을 떠났
다. 그가 도서관들을 돌면서 집중적으로 관찰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 (1) 공
간의 유연성 : 사이벽이나 서가가 고정되지 않아 공간에 자유롭게 변화를 줄

다.

65 알랑 코테로, 《지하철 탄생을 위한 전투들》 (Alain Cottereau, 《Les batailles pour la création du Métro
: un choix de mode de vie, un succès pour la démocratie locale》, in Revue d’histoire du XIXe
siècle), n° 29, 2004, pp. 89-151.
66 현재, 카노페 도서관이 있는 지역. 퐁피두 센터와는 직선 거리로 약 500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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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2) 이용자들의 순환 : 도서관 이용자들의 순환이 서가들 사이로 원
활하게 이루어지는지 (3) 조명 : 도서관에 들어오는 빛이 자연광인지 (4) 가구
들 : 비싼 것들 보다는 이용자와 직원들에게 편리한 것들인지 였다. 1969년
말 대통령의 지시로 도서관도 레알 개발 계획에 포함되었다.
1970년 퐁피두센터의 건
축을 위해서 전 세계 건
축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
모전이 열렸고, 1971
년 렌조 피아노(Renzo
Piano), 리처드 로저
스(Richard Rogers),
진프랑코 프란키니
(Gianfranco Franchini)
의 계획이 선정되었다.

다음해인 1970년 퐁피두 센터의 건축을 위해서 전 세계 건축가들을 대상
으로 한 공모전이 열렸고, 1971년 렌조 피아노(Renzo Piano), 리처드 로저스
(Richard Rogers),

진프랑코 프란키니(Gianfranco Franchini)의 계획이 선정되었

다. 도서관 건축 계획에 따르면 도서관의 면적은 15,000㎡이어야 하는데,
이태리 건축가들의 계획으로는 한 층에 5,000㎡가 최대 면적이었다. 다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더불어 미래 도서관을 위한 도서 구입과 정보
처리 자동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72년에는 책임자를 선정하고 본
격적으로 프랑스 도서와 외국 도서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시청각 자료 운
영 방안을 모색했다.

BPI의 컬렉션 © Voyez-vous

1973년에 퐁피두센터 내의 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 즉 현대 미술
관, 음악 학교와 관련된 계획들의 검토, 조율이 끝나고 건축 마스터플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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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명, 도서 전달, 장애인 시설 문제와 센터 내 각
기관의 출입구 같은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더불어 공공정보도서관의 정보
처리 자동화 마스터플랜이 상급기관인 도서관 자동화 본부 (Bureau pour l’automatisation des bibliothèques, BAB)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지루한 회의가 다

시 시작되었다. 1974년 15,000㎡ 면적과 관련해서 도서관 측은 3층 사용을
주장했지만, 이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도서관은 센터 내에서 2층만 사용하
고 13,200㎡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더불어 내부 설비, 도서
구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그해 말 정보 처리 자동화와 관련한 상급기
관이 바뀌고 이용자 관심 도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67
1975년에는 여러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도서 구입과 서지 작업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정기 간행물실, 아동 부문, 멀티미디어 부문 등 공간 배
분이 결정되었고 직원 수가 정해졌다. 유급 휴가, 병가와 관련한 부재 상황
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직원수가 200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퐁피두 센터의 완공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서관의 행정 지위에
관한 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시 센터의 계획은 정부 비서실 소관
이었기 때문이다. 1976년 1월 BPI 공공 기관 설립을 포함하는 시행령이 제
정되었고, 그 해 도서 구입과 이사를 포함한 모든 내부 설비의 준비를 마쳤
다. 그리고 1977년 2월 2일 오후 3시. 이 계획을 처음부터 주도하며 한 길
인생을 걸었던 장-피에르 스갱은 도서관 문 앞에서 첫 이용자를 기다렸다.

67 장-피에르 스갱, 위의 책,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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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람에게 열린 도서관
1) 공공정보도서관의 존재 의미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도서관의 아주 오래
된 꿈이자 숙제인 것 같다. 파리는 19세기 중반에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
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꿈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말, 공공정보
도서관 계획의 책임자였던 장-피에르 스갱이 북유럽과 미국으로 ‘공공도서
관 탐색 여행’을 떠나야 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 뒤처져 있었다. 시작이 절반
이라는 속담은 프랑스 공공도서관의 역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북유
럽이나 미국, 캐다나에 공공도서관들이 설립되어 대중들의 교양 교육에 관
심을 갖는 동안, 프랑스는 여전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엘리트 교육에 집중
하고 있었고, 국립도서관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며 자기 역할을 제한하고
있었다. 책임자들은 도서관은 장서를 보관하는 곳이며 국가 엘리트들의 지
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보수적인 생각에 젖어 있었다.
68혁명이 지나고 권위적
인 전통 문화에 반기를 드
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
면서 대중 교육, 특히 대중
독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렇지만 아무리 견고한 상식이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변하는 법이다. 68
혁명이 지나고 권위적인 전통 문화에 반기를 드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대중 교육, 특히 대중 독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국가 엘리트들을 위
한 도서관에서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으로의 이행은 시대적 요청이
되었고, 그 결실이 바로 공공정보도서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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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피두 센터 © Cnac-gp

이 새로운 도서관이 입주한 퐁피두 센터는 40년 전에 문을 연 것처럼 보
이지 않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낯설고 현대적이다. 공기 순환 통로는
파란색, 전기 배관은 노란색, 수도관은 초록색,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와 같이 사람들의 순환을 관리하는 통로는 빨간색 등으로, 안에 숨어 있어야
할 배관들이 갖가지 색깔로 치장을 하고 밖으로 나와 았다. ‘안과 밖의 교환’
은 백여년 전 앙리 라브루스트가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을 지을 때도 염두
프랑스 전역에 7,000여 개
나 있는 시립 도서관들은
점점 커지고 시설을 제대
로 갖춘데다가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공
공정보도서관의 짐을 나누
어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에 두었던 주제라, 조금 억지스럽지만, 이 두 공공도서관이 뭔가 서로 우연
히 엮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공공정보도서관은 1977년에 ‘대중 독서 문화’라는 사명을 띠고 모든 이에
게 문을 연 아주 현대적인 도서관이었다. 이제 40년이 지났다. 앞서 살펴 보
았지만, 프랑스 전역에 7,000여 개나 있는 시립 도서관들은 점점 커지고 시
설을 제대로 갖춘데다가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공공정보도서관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도서관은 공공정보도서관의
경쟁 상대라기 보다는 ‘대중 독서 문화’를 이끄는 당사자들이자 파트너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시립 도서관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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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넓은 의미에서 겹친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시험 준비나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 준비를 도와주며, 도서관 단체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
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들이 있고, 구직 정보나 외국어, 운전
면허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율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
에도 전시회, 강연회 등이 열린다. 공공정보도서관이 시립 도서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문화부의 지휘를 받는 도서관이라는 행정 지위 덕분에 국제 협
력 관계를 넓게 맺을 수 있다는 것 정도이다.68

2) 도서관 통계 읽기 69
공공정보도서관의 임무는
장서의 보관이 아니라, ‘대
중 독서 문화’ 정책의 일환
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다.

공공정보도서관의 임무는 장서의 보관이 아니라, ‘대중
독서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 따라서 장서의 수는 다른 공공, 국립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
이지만, 낡은 자료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확보하는 ‘자료 순환 속도’
는 매우 빠른 편이다.

68 도미니크 아로, 크리스 바, 크리스토프 에반스, BPI, 25년 (Dominique Arot, Chris Batt, Christophe
Evans et al., Les 25 ans de la Bpi, Encyclopédisme, actualité, libre accès), BPI, 2003.
69 https://www.bpi.fr/en/sites/SiteInstitutionnel/home/la-bibliotheque/les-publics-de-la-bpi.
html : https://www.bpi.fr/en/sites/SiteInstitutionnel/home/la-bibliotheque/la-bpi-en-chiffr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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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BPI의 장서
종류

장서 수(2018)

인쇄 도서

394,432

정기 간행물

1,733

음향 자료

24,990

비디오 게임

354

합계

421,509

부서 3개가 소장 자료 약 40만 건을 관리하는데, 이해하기 부서(Département Comprendre)는

순수과학, 인문과학, 영화 자료를 맡고, 살며 상상하기

부서(Département Vivire et Imaginer)는 의학, 법학, 기술, 음악, 예술 자료를
담당하며, 세계를 읽기 부서(Département Lire le monde)는 정기 간행물과 미디
어 자료를 취급한다. 도서관 면적은 계획 입안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것보다
적은 10,400㎡이고 직원수는 조금 더 많은 230명이다.
2018년 BPI의 이용자
이용자 통계(2018)

수(명)

이용자의 35%가 프랑스
가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도서관 이용자

가진 사람들로 공공정보도

1 ,394, 796

이용자 분류
열람실 이용 횟수

1 ,350, 978

문화 행사 참여자

48, 818

만 25세 이하
국적 분류

서관의 이용자가 프랑스인

58 %
프랑스  

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65 %

외국

23 %

이중 국적

12 %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는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2018년 140만 명 정도였다. 대
부분 열람실을 이용하지만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들도 5만여 명에 이른다. 국적의 분포도를 보면 이용자의 35%가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공공정보도서관의 이용자가 프랑스인
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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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I 열람실 ©Voyez-vous

이 도서관에서 2018년 4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70에는 이런 문항이 있다.
“당신은 오늘 BPI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790명이 평균 3가지 활동을
대답으로 내놓았다.
2018년 BPI의 설문 조사
공부, 연구, 숙제

80 %

글쓰기

59%

인터넷 검색

50%

독서 (만화 제외)

43%

음악 감상

21%

그외/아무것도 하지 않음

5%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할 만한 일들을 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무것

70 BPI의 이용자들 (Les publiques de la Bpi, indicateurs de notoriété, Enquêtes barométriques
quantitatives et qualitative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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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특이하다. 도대체 누가 도서관에 와서 아무것도 하
지 않았다고 대답을 한 것 일까?

3) ‘모든 사람들’의 의미
앞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식적인 통계로는 한 범
주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
이 있다. ‘어려운 처지에 놓
인 이용자’라고 불리는 사
람들이다. 실업자일 수도
있고, 홈리스일 수도 있으
며, 불어에 서툰 이민자일
수도 있고, 기본 소득 수령
자(RSA)일 수도 있다.

도서관’에서 ‘모든 사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 보아야 한다. 도서관의 대
표적인 이용자들인 고등학생, 대학생, 선생님 아니면 가족, 노인…. 직업분
류, 나이분류, 국적분류 등 여러 방향에서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도서관 이
용자들을 파악하고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통계로는 한
범주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실업자일 수도 있고 홈리스일 수도 있으며 불어에 서툰 이민자
일 수도 있고 기본 소득 수령자(RSA)일 수도 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이 특별한 이용자들에 대한 연구서들이 있는데, 《단골
들 : 대형 도서관의 작은 세계》71와 《도서관의 가난한 사람들》72이 그것이다.
이 책들은 앞서 언급한 사회학자 크리스토프 에반스가 이끄는 공공정보도서
관의 학술 연구팀에서 펴냈다. 도서관에 상주하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

한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
회의 구성원인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관

들을 가까이서 들여다 본 사회학 탐구서들이다.
한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의 구성원인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련이 있다.
71 크리스토프 에반스, 아녜스 카뮈, 장-미셸 크레탕, 단골들 : 대형 도서관의 작은 세계 (Christophe Evans,
Agnès Camus, Jean-Michel Cretin, Les habitués : le microcosme d'une grande bibliothèque),
BPI, 2000.
72 세르쥬 포감, 지오게티 카밀라, 도서관의 가난한 사람들 (Serge Paugam, Giorgetti Camila, Des pauvres
à la bibliothèque), BP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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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 새로운 얘기는 전혀 아니다. 200여 년 전에 ‘샤를 푸리에’라는
남성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의 진보는 여성의 자유가 진보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여성의 자유가 퇴보하기 때문
에 일어나는 것이다.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 발전의 일반적인 원
칙이다.》73 푸리에의 주장에서 ‘여성’이라는 단어 대신 ‘약자’ 또는 ‘소수자’를
넣으면 그것이 BPI 학술 연구팀의 출판 의도가 된다.
2013년 출판된 《도서관의 가난한 사람들》은 2000년에 펴낸 《단골들》의
주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2000년의 선언은 2013년의 책 앞부분에서
반복된다. ‘이 공공 장소에서는 계층이나 범주 구별 없이, 어떠한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식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책들은 공공정보도서관으
로 출근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인터뷰하고, 그들에게 도
서관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 그들과 도서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
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공정보도서관은 사회복지 단체가 아니
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도서관이라는 창립 취지를 말 그대로 적
용한다면, 공식적인 임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도서관이 가
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74 그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파리의 (시립 도서관들이 아닌) 공공도서관들 간에 편차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공공정보도서관(BPI)에 비해 국립도서관(BNF)이나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
(BSG)은

문화와 연구가 더 강조되고, 이용자들 중 학생들의 비율이 높으며,

73 샤를 푸리에, 네가지 운동 이론 (Charles Fourier, Théorie des quatres mouvements), 1808, pp. 132133.
74 세르쥬 포감, 지오게티 카밀라, 위의 책,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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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은 지식과 문화 보
다 근본적인 ‘기본 욕구’를
채워주는 공간일 수 있다.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젖은
옷을 말릴 수 있으며, 편안
한 의자에 앉아 언 몸을 녹
일 수 있고, 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다.

출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접근성이 상대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어떤 출입 조건도 없다는 것이 공공정보도서관의 특징이자 사명이
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는 ‘도서관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다는
대답을 하는 이용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로 도서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대
답은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용자들이 도서관
에 가면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식이나 문화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
러나 어떤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은 지식과 문화 보다 근본적인 ‘기본 욕구’를
채워주는 공간일 수 있다.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젖은 옷을 말릴 수 있으며,
편안한 의자에 앉아 언 몸을 녹일 수 있고, 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런 공간 말이다.75

안락한 혹은 안전한 공간
에서 이용자가 정보를 받
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도서관은 광대한 지식을
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필요 충족의 공
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인
정하는 것이야말로 ‘모두
에게 열린 공공도서관’이
라는 이름에 걸맞는 태도
일 것이다.

지식이 인간의 정신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은 인간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
안락한 혹은 안전한 공간에서 이용자가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도서관은 광대한 지식을 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인 홈
리스는 멀티미디어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본격적인 도서관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필요 충족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인정하는 것
이야말로 ‘모두에게 열린 공공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태도일 것이다.
파리의 여러 도서관들을 방문하면서 사서들에게 질문을 해 보았다. “만
약 홈리스가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도서관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어떻

75 세르쥬 포감, 위의 책,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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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처 하겠느냐?”, “《모두에게 열린 도서관》, 말은 근사한데, 실제 현장
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홈리스를 만나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대
답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에게는 그들을 막을 권리가 없다. 우리
는 이용자의 외모를 근거로 출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곳은 모두에게
열린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심지어 “이용자의 차
림 때문에 불편한 사서가 있다면 이용자가 아니라 그가 도서관을 떠나야 한
다. 그는 공공도서관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BPI의 자율 학습 공간 ©Voyez-vous

《도서관의 가난한 사람들》에는 다양한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소개해 보
면 이렇다. “남자는 66세이고, 제빵사, 군인 등 여러 직업을 거쳐 퇴직을 했
고 지금은 홈리스이다. 자식이 둘이지만 거의 만나지 않는다. 그가 매일 도
서관에 오는 이유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이다. 인터넷
을 하면서 가상 세계의 친구들을 만나고, 도서관에서 그와 같은 처지에 있
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그는 인간 관계를 맺는다. 공공정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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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면 그는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한다.”76 “여자는 55세로
미혼인데 그녀가 프랑스에 도착한 이래 18년째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그
녀는 주로 언어 자율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초기에는 불어를 익혔고
지금은 CNN이나 BBC를 시청하며 영어를 학습하는 중이다. 이 덕분에 그
녀는 재단사에서 비서로 직업 상승을 이루었다고 말하며, 현재는 구직 중이
다. 그녀에게 도서관에 출입하는 것은 프랑스 사회에 적응하는 일과 같다.”77
이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도서관에 매일 출근하면서
무료함이나 고립, 외로움
을 떨쳐내고 지식과 문화
정보를 얻으며 덤으로 소
속감까지 갖게 되는 것이
다.

이 이용자들에게 파리 중심에 있는 공공정보도서관으로 매일 출근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나름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BPI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농담처럼 보부리스트(Beaubouriste), 보부리언(Beaubourien),

베뻬이스트(Bépéiste)78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지칭 행위를 통해 도

서관 이용자들은 소속감을 얻는다. 이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도서관에 매일
출근하면서 무료함이나 고립, 외로움을 떨쳐내고 지식과 문화 정보를 얻으
며 덤으로 소속감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간혹 이들 중에는 도서관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들도 있다. 거리 폭력의 피
해자로 치료가 필요한 홈리스가 열람실을 활보하기도 하고, 그들 간에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며, 피곤에 절은 어떤 이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기
도 한다. 이들을 보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사회 복지기관에서 저 사람
들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도서관은 저 사람들이 있을 만한 장

76 세르쥬 포감, 위의 책, pp. 73.
77 세르쥬 포감, 위의 책, pp. 44-45.
78 공공정보도서관의 학생 이용자들(Les publics étudiants de la Bibliothèque publique d’information),
BPI, 2010, p. 4. 공공정보도서관을 보부르 (Beaubourg)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부르는 도서관의 주소지이
다. 보부리스트, 보부리언은 ‘보부르주의자’를 의미한다. BPI는 공공정보도서관의 약자이고, Bépéiste는 ‘공
공정보도서관 주의자’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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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가?” 이 질문들과 결을 같이 하는 주장이 《What library is not》라고
하는 논문에 실렸다. 요약을 해 보면, ‘도서관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접
대 장소가 아니며, 홈리스를 위한 피난처도 아니다. 도서관은 사회 복지기
관이 아니며, 사서들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교육을 받지 않았다.’79 논
리적인 주장처럼 보이지만, 이런 생각을 도서관의 기본 철학으로 삼는다면
현장에서 벌어질 일은 자명하다. 사회 복지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명목하
에 도서관 이용자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축출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주변인들과 그 나머지 ‘정상적
인’ 이용자들이 어떻게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느냐?”는 나의 질문에 크리
‘공존’이란 어쩌면 이룰 수
없는 ‘조화로운 섞임’을 의

스토프 에반스는 “자율 통제(auto-gestion)”라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공공정보

미한다기 보다는, 서로의

도서관 내에서 소위 주변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 ‘일반’ 이용자들 간에는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경계를 존중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
다.
공공정보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도서관이
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
만 모든 사람이란 말 그
대로 모든 사람인 것이다.
여기에 조건을 달면서 제
한하기 시작하면 도서관
에서 취약 계층은 사라지
겠지만, 더불어 ‘모든 사람
에게 열린 도서관’이라는
공공도서관의 근본 정신
도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
다.

일종의 경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대개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주변인들은 주로 정기간행물, 멀티미디어, 자율 학습 공간에 퍼져 있
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열람석으로는 오지 않으며, 와이파이
가 나름 잘 작동하는 열람실에서 일반인들은 굳이 멀티미디어 공간을 이용하
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에반스의 설명을 들으며 ‘공존’이란 어쩌면 이룰 수
없는 ‘조화로운 섞임’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서로의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경계를 존중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공공정보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도서관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
만 모든 사람이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인 것이다. 여기에 조건을 달면서 제한
하기 시작하면 도서관에서 취약 계층은 사라지겠지만, 더불어 ‘모든 사람에

79 Blaise Cronin, « What library is not » in Library Journal, Vol. 127, N. 19, November 15 2002, p. 46
/ 세르쥬 포감, 위의 책 pp. 171-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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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열린 도서관’이라는 공공도서관의 근본 정신도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다.
공공정보도서관은 제한하는 대신 협력한다. 이민자, 구직자, 홈리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서들은 사회 단체, 복지 단체와 함께 일을 한다. 사
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므로 이 취약 계층을 도서관 이용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신,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배워서 관련 대상자
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지식과 문화의 접근 기회
를 제공하고 그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은 공공정
보도서관의 창립 정신이자 여전히 실행 중인 과제이며 꿈이다.

3. 공공도서관 사람들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도서관의 역사, 행

질서의 세계가 가능한 이
유는 낮동안 도서관에서
‘개미들’처럼 일하는 우리
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 지위, 건축, 책과 정보, 서비스, 이용자 등. 단 하나 빠진 것이 있다면 도
서관에서 일하는 ‘우리들’이다. 장서가이자 도서관에 무한 사랑을 품고 있는
알베르토 망구엘은 그의 책 《밤의 도서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낮동안에 도
서관은 질서의 세계다.”80 질서의 세계가 가능한 이유는 낮동안 도서관에서
‘개미들’처럼 일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괄 주문’으로 받은 신착 자료나 기증된 자료를 분류해서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새로 발행되어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는 종정보를 생

80 알베르토 망구엘, 밤의 도서관, 악트 쉬드 출판사 (Alberto Manguel, La bibliothèque, la nuit, Actes
Sud), 2008.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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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파본을 확인하고 서적 도매상에 교환 요청을 하고, 도서관 분류법
을 확인해서 자료에 청구기호를 붙여 서가에 ‘배가’하고, 편목 작업을 하며,
목록이 제대로 생성됐는지 검토하고, 도서관 장서와 서가 목록을 대조하는
장서 점검을 하며, 장서 개발을 위해 회의를 한다. 전 세계 모든 도서관에
서 하는 일이다. 우리는 종이 자료든 전자 자료든 수집해서 정리하고 보존
하여 제공한다. 이 일은 매우 규칙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질서를 만들어나가
는 과정이다.
책이라는 지식이 존재하
는 한 우리 일은 멈추지 않
을 것이고, 이 일의 궁극적
인 목표는 무한대의 지식
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거
의) 완벽한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나는 가끔 거대한 개미굴 환상을 본다. 일개미인 우리
들은 여왕 개미가 끊임없이 생산하는 알같은 책들을 받아서 각자 자리에서
끝도없이 처리하고 처리하고 또 처리한다. 책이라는 지식이 존재하는 한 우
리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한대의 지식을 분
류하고 정리해서 (거의) 완벽한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망구엘식으로 말하면,
낮 동안 도서관의 질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질서의 신전이다.
신전으로 들어가는 문턱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신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게는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말이다.
시립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대학도서관이든 모두 공립이므로 도서관
직원들은 공무원이다. 공무원 일반 분류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공무원은 3개
의 등급, 즉 A, B, C로 나뉜다. C 급은 책 정리, 보관 업무를 맡고, B급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관리와 같은 기술 분야를 담당하며, A급은 주로 도서
관 관리, 정책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A, B, C 급 사이에는 ‘국가 시험’이라
고 하는 거대한 강이 흘러서 등급 전환이 쉽지 않다. ‘거대한 강’이라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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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는 아래의 2019년 사서(도서관 직급 전체를 지칭) 국가 시험 통계표를 보
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81
2019년 사서 국가 시험
등급

A

B

C

시험 종류

정원

등록

응시

예비 합격

합격

대기

합격율 %
합격/응시

학예사(외부)

10

810

316

32

10

3

3.16

학예사(내부)

3

275

100

9

3

0

3.00

사서(외부)

10

1785

650

40

10

11

1.53

사서(내부)

4

516

281

16

4

4

1.42

일반 부사서(외부)

11

2302

900

39

11

5

1.22

일반 부사서(내부)

9

604

344

39

9

9

2.61

전문 부사서(외부)

3

258

67

11

3

2

4.47

전문 부사서(내부)

2

146

76

9

2

5

2.63

장서 책임자(외부)

18

2095

599

57

18

16

3.00

장서 책임자(내부)

9

282

142

27

9

7

6.33

2019년 한 해 프랑스 전체에서 79명을 선발했다. 이 사람들은 프랑스 전
역에 있는 약 1,500여개의 국립, 공공,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파
리시나, 시립, 도립도서관의 경우는 별도의 시험으로 인원을 선발한다. 어
쨌든 도서관 수에 비해 79명은 상당히 적은 숫자이고, 등급별 합격률을 보면
시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든다. 물론 이것은 도
서관 세계의 결정이라기 보다는 공무원 수를 줄이려는 국가 정책 때문에 벌
어지는 일이다. 문제는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정해
져 있고 매년 100명도 안되는 숫자를 충원해서는 어림도 없다는데 있다. 이
에 대한 아주 손쉬운 해결 방안은 있다. 비정규직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81 2019년10월 22일자, 정부 고등 교육, 연구부의 2019년 사서 국가 시험 결과 통계 https://www.
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119987/statistiques-des-concours-desbibliotheques-session-2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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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도서관 동료들은 정
규직인 경우 등급을 높이
기 위해, 비정 규직인 경
우 정규직이 되기 위해, 작
문 실력이 매우 중요한 사
서 국가 시험에 등록을 하
고 작문을 하고 결과를 기
다리지만, 합격률은 보다
시피1-6 %에 불과하다.

그 결과, 도서관 입문과 관련한 이야기는 직원들 수만큼 다양하다. 국가
시험을 통과해 발령받은 사람도 있고, 경력직 면접을 통해 선발된 사람도 있
으며, 계약직 채용 면접을 보고 들어온 사람도 있다. 이건 생트-쥬느비에브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프랑스 국립, 공공, 대학도서관들의 일상적인 채용 방
식이다. 매년 도서관 동료들은 정규직인 경우 등급을 높이기 위해, 비정 규
직인 경우 정규직이 되기 위해, 작문 실력이 매우 중요한 사서 국가 시험에
등록을 하고 작문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지만, 합격률은 보다시피1~6 %에
불과하다.
정부 부처인 ‘고등 교육과 연구부’ 사이트에는 해마다 제일 높은 점수를 받
은 답안지를 공개하고 있는데82, 부사서, 사서, 학예사83의 답안지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고등 교육과 연구부 © CMS

82 시험 답안지는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s://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55666/
sujets-des-concours-de-bibliotheques.html#Sujets_des_concours_de_la_session_2019
83 ‘학예사’라고 번역했지만, 불어로는 ‘콩세르바퇴르(conservateur)’라고 한다. 직역하면 ‘보존사’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어서 학예사로 지칭한다. 이들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정책 결정을 하며, 때로
는 큐레이터의 역할도 한다. 프랑스의 일부 공공도서관들은 박물관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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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서

사서

학예사

문제와 작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세 답안지는 거의 같아 보이지
만, 시험 과목을 살펴 보면 조금 차이가 드러난다. 부사서의 경우, ‘작문’과 ‘
질문과 실전’, 사서는 ‘도서관 임무, 문헌 정보와 관련된 작문’과 ‘자료 지문
들이 제시된 작문’, 학예사의 경우, ‘일반 상식 작문’과 ‘자료 지문들이 제시
된 작문’이 시험 과목이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글쓰기 실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문이 공무원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에게 프랑스
시험 제도가 특이하게 보
이는 것은 사실이다.

작문 주제들을 보면 과연 ‘프랑스식이
맞구나’ 싶다. 2019년 부사서의 작문 주제는
《도서관 이용자를 알기 위한 당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기술하라》로
3시간이 주어졌다. 사서 시험의 문제는 《문화
와 지역》이었는데, 이 두 단어를 가지고 4시간
동안 작문을 해야 했다. 학예사의 일반 상식
문제는 《공화국, 그것은 어떤 종교적 신념

쟝 조레스 : 공화주의자, 사회당 창시자
(1889, 펠릭스 나다의 사진)

을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그들은 주권의 자기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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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을 해설하라는 것이었다. 주어진 시간은 5시
간. 이 문장은 1902년 《사회주의 역사》라는 잡지에 실린 장 조레스의 글
에서 발췌한 것이다. 작문하는 동안 책, 사전, 전자 자료, 심지어 계산기
도 허용되지 않는다. 달랑 종이와 펜과 머리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점수를 받은 답안지들은 각 주제로 8장 정도를 채웠다. 작문이 공무
원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에게 프랑스 시험 제도가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글짓기에 목을 매는 이유
는 프랑스 일반 교육 과정과 관련이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이 주로 뭔
가를 서술하는 것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아이들은 많은 과목에서 작
문 훈련을 받는다. 관찰자인 내가 보기에 이런 교육 방식의 장점이라고 거론
되는 ‘자기 힘으로 사고한다’ 혹은 ‘비판력을 기른다’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으
창조적이거나 비판적인 사
람들이 학교에서 글짓기를
잘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없으며 창조적이지만 글짓
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이런 작문 시험의
점수는 그야말로 주관적
이라는 것이 내 경험이다.
글이라는 것이 음식과 비
슷해서 글을 읽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좋은 글로도
덜 좋은 글로도 평가될 수
있다.

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다. 창조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이 학교에서 글
짓기를 잘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없으며 창조적이지만 글짓기를 싫어하는 아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이런 작문 시험의 점수는 그야말로 주관적이라는 것이 내 경험이
다. 글이라는 것이 음식과 비슷해서 글을 읽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좋은 글
로도 덜 좋은 글로도 평가될 수 있다. 선생들은 자신들 나름의 객관적인 평
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준다고 한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규격화된 어떤 것’을 의미할 뿐이다. 아이들은 시험 주제에 관해 정성스럽게
4, 5장씩 써도 이런 저런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한다. 사실 주관식 문
제의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
한 일이기도 하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2019년 사서 시험 응시자들 중에는 ‘뭘 썼는지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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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다’고 너스레를 떠는 내 동료들도 있었다. 이 시험에서 20점 만점
에 15점을 받으면 매우 훌륭한 작문 솜씨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동료들
은 대부분 15점 이상이었는데, 두 명을 빼고는 모두 예비 합격자 명단에 들
지 못했다. 예비 합격 점수가 18점이었기 때문이다. 그 중 최종적으로 합
격한 동료는 단 한 명이었는데, 그녀는 1.22 % 안에 포함된 신의 손을 가
진 사서였다.
매년 이 시험을 치르는 동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낭비’라는 것이다.
이들은 도서관 세계에 들어와 많은 경험을 쌓고 실무를 익힌 전문가들이지
매년 이 시험을 치르는 동
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
은 ‘낭비’라는 것이다. 이들
은 도서관 세계에 들어와
많은 경험을 쌓고 실무를
익힌 전문가들이지만, 국
가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정
규직이 될 수도 등급을 올
릴 수도 없다.

만, 국가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정규직이 될 수도 등급을 올릴 수도 없다. 위
의 표에서 등록자와 응시자의 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일단 시험에 등록해 놓
고 모집 자리수에 비해 등록자가 너무 많으면(당연히, 매년 너무 많지만) 시험 응
시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어쩌면 그것은 국가가 원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질좋은
고학력자들을 싼 값에 쓰다가 버릴 수도 있으니, 국가로서는 손해볼 일이 전
혀 아니다. 이런 정책 방향 속에서 직업 안정성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지속적
으로 늘어나겠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제일 큰 고민거리는 아닐 것이다. 지식
과 문화라는 가장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사람들은 ‘인간’이기
이전에 언제든 대체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이다.84
물론 감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의 상위 기구인 ‘고등교육과 연구부’

84 2017년에 발간된 ‘공공 업무 현황에 관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공공 기관 전체의 계약직 비율은, 부
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5년 현재, 20-25% 가량이라고 한다. (《Les contractuels dans la fonction
publique : une grande diversité de parcours》 in Rapport annuel sur l’état de la fonction publique,
2017, pp.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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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노동총연맹(CGT) 산하 ‘교육, 연구, 문화 지부(FERC Sup), ‘대학 행정과
도서관 국립 노동조합’(SNASUP fsu), 프랑스 노동 민주 연맹 (CFDT) 산하 ‘교육
노동조합’(Sgen)과 같은 조합들이 있고, 이들은 관련 공무원들, 즉, 행정, 기
술직 공무원, 사서, 교수, 연구원의 근무 조건을 살피고 행정의 투명성을 요
구한다. 조합원들은 일상 노동 환경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문제들을 주의깊
게 살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들에 가깝다.
어쨋든 프랑스 공무원 세계에서 C급에서 A급으로 자동으로 사다리를 타
고 오를 수는 없지만, 제도는 제도고 삶은 삶이다. 30년을 한결같이 도서관
에서 일을 하는 가브리엘(가명)은 C급 직책을 맡고 있지만, 그의 삶이 C급인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징병제를 실시하던 시절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한 그
는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도서
관의 시간을 기억한다. 많은 동료, 상사들이 바뀌었지만 도서관 열람실이
170여 년 간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는 30년 동안 같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자기 삶을 일궈나가고 있다.
가브리엘(가명)과 달리 젊은 동료들은 여러 우물을 파기도 하는데 스포츠
역사를 주제로 한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단편 영화를 제작하
는 아마추어 영화인도 있으며, 피아노, 아코디언 연주자도 있고, 작가도 있
이들이 다중 능력자들처럼
구는 것은, 그들 각자의 성
실성 덕분이겠지만, 실제
로 법정 근무 시간도 영향
을 미쳤을 것이다. 일주일
35시간, 하루 7시간 일을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되
기 때문이다.

다. 어쩌면 이들은 21세기판 마르셀 뒤샹들 일지도 모르겠다. 이들이 다중
능력자들처럼 구는 것은 그들 각자의 성실성 덕분이겠지만, 실제로 법정 근
무 시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주일 35시간, 하루 7시간 일을 하고 나
면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근무 시
간을 초과해서 골머리를 썩이며 준비해야 할 프로젝트도, 빠른 시일 내에 해
결해야 할 미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야근도 없다. 대신 남은 시간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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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보면서 받는 느낌
은 위만 바라보며 살지 않
아도 삶은 얼마든지 풍성
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
는 것이다. 직급의 향상이
인격의 성숙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 만큼 어느 지위
에서든 자기 삶을 살뜰하
게 가꾸는 사람들은 빛이
나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
들을 주변 가까이에 두고
물들어가는 것도 다양한
삶의 방식 중의 하나일 것
이다.

오르는 열정으로 자기 삶에 투자하는 것이다. 일년에 50일인 휴가도 여기
에 한 몫 더 한다.
이들은 기꺼이 이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다. 프랑스에 살면 꼭 도서관이 아
니더라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직급과 책임은
비례하지만, 직급과 자유는 반비례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신념이다. 물
론 이 생각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을 보면
서 받는 느낌은 위만 바라보며 살지 않아도 삶은 얼마든지 풍성하고 만족스
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직급의 향상이 인격의 성숙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
만큼 어느 지위에서든 자기 삶을 살뜰하게 가꾸는 사람들은 빛이 나게 마련
이다. 그런 사람들을 주변 가까이에 두고 물들어가는 것도 다양한 삶의 방
식 중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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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공공도서관 삶
, 을 나누는 열린 공간

에필로그
감사의 말

에필로그
왜 도서관인가 ?

20여년 전에 발을 들여 놓았던 시립도서관이 출발점이었
다.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도 너무나 낯설어서 피곤해질 때마다 내가 찾았
던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시립도서관이었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 대부분 쉽
게 읽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도서관 창가에 마음을 풀고 앉아 있으면 머리가
맑아졌다. 도서관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았다. 그렇게 시작
한 도서관 순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많은 도시, 마을을 돌아다
니면서 시간이 나면 도서관을 찾았다. 알프스 산맥에 있는 작은 마을 ‘그랑
보르낭’에 있는 20평 남짓한 도서관부터 ‘투르’라는 도시의 루아르 강변에 있
는 도서관까지, 책들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서들은 대부분
내가 만난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절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러 사찰
이나 성당에 가듯 나는 도서관에 갔다.

그 후 파리의 여러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용자
가 아닌 관리자로서 보는 도서관은 또 다른 세계였다. 도서관의 질서는 수
많은 작은 손들이 섬세한 규칙에 따라 쉴 새없이 작업한 결과물이라는 것.
질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돈 혹은 보관 그 자체라기 보다는 소통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칼랑쥬가 말한대로 도서관은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는 장
소지만, 동시에 그 기억을 공동체에 되돌려 주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한 것
이다. 지식을 얻으러 가든 사람들을 만나러 가든 아니면 나처럼 마음을 녹
이러 가든, 도서관은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의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
을 아낌없이 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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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서관의 낮은 문턱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
없이 드나드는 것이다. 만 3살부터 유치원을 다니며 동네 시립도서관을 알
게 되고,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주일에 서너번 도서관
에서 놀다가, 18세 성인이 될 무렵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데리면 다시 시립도서관으로 돌아왔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 발길을 끊었다가 정년 퇴직 무렵 다시 시립도서관이나 공
공도서관을 찾는다. 도서관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애 주기에서 여러번 만나
게 되는 삶의 공간인 것이다.

도서관 이용 양상을 들여다 보면서, 도서관은 사람들이 어
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
각을 했다. 책, 문화 행사, 다양한 정보를 쉽게 더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폭풍같이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없다
면, 도서관에서의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 아이들은 수요일
에 일을 하지 않는 엄마의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토요일 아
침 아빠와 함께 다 읽은 만화책을 도서관에 반납하고 다음 일주일 동안 읽을
책들을 빌린다. 아이들이 어린이/청소년 공간에서 재잘대며 만화책을 읽는
동안, 부모는 정기간행물실이나 일반 서가에서 조용하게 독서를 즐긴다. 이
풍경이 가능한 이유는 수요일이나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일상 생활
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특별한 의지 없이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가는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삶의 일부이다.

에필로그. 왜 도서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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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 차원에서 보자면, 도서관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 보다 더 나은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각자의 취
향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분명 실현
해야 할 공적인 목표가 있다. 사람들의 생애 주기에 맞추어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 기회를 주며, 교양을 넓히는 일종의 ‘계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도서관의 공공성이자, 도서관의 존재 이유인 것
이다. 이 공공성에 기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그것이 곧
가까운 도서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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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하고 격려해주고 한국 도서관들이 어떤지 알고싶어 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 베르트랑 칼랑쥬(Bertrand Calenge)이다. 그를 만난 적
도 본 적도 심지어 이 책을 쓰기 전까지 이름도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직원
용 서가에 꽂혀 있던 《작은 공공 도서관들》을 우연히 펼쳐들고 처음부터 끝
까지 찬찬히 읽고 메모하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알게 되
었다. 그에게 진 빚이 크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고맙다
는 말을 전한다.

그리고 훌륭한 파트너 신정아선생님, 선생님의 날카로운
매의 눈 덕분에 제 글이 단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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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

도서관, 문화로 온기를 나누다

학습 기회를 주며, 교양을 넓히는 일종의 ‘계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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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도서관의 공공성이자, 도서관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제17권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활동

제18권

도서관, 기억하다 기록하다

제19권

도서관에서 보드게임을!

제20권

도서관 담론

제21권

북큐레이션,책으로 말을 걸다

제22권

도서관,건축에 길을 묻다

제23권

브랜딩으로 성장하는 유기체, 도서관

제24권

파리 공공 도서관, 삶을 나누는 열린 공간

경기도도서관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다양한 발
전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가정을 꾸리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시립도서관으로 돌아왔다가,

이 공공성에 기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그것이 곧 가까운 도서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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