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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m 유럽 한국학사서 워크숍 참석 및 주제발표

 m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개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사례조사

2. 출장자 및 출장기간

 m 출장기간 : ’19. 5. 6.(월) ~ 5. 12.(일) / 5박 7일

 m 출 장 자 : 박성의(디지털정보이용과 사서주사)

3. 출장국가 및 방문기관

 m 출장국가 : 영국

 m 방문기관 : (셰필드) The University of Sheffield Library

              (런  던) Imperial College London Central Library, University 

                Library of College London, Peckham Library, Clapham Library

4. 주요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5. 6.
(월) 인천 런던 OZ521 14:30~18:50  인천 출발, 런던 도착

5. 7.
(화)

09:00~13:00
Imperial College London 

Central Library
 정보광장 공간개편 및 밀레니엄
 세대 이용자 개발을 위한 유럽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서비스 
 트렌드 조사

13:00~18:00
University Library of 

College London

5. 8.
(수)

09:00~13:00 Peckham Library
 정보광장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고령자서비스 개발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생활밀착형 서비스 조사

13:00~18:00 Clapham Library

5. 9.
(목)

런던 셰필드 열차 09:00~13:00  런던 출발, 셰필드대학 도착

13:00~21:00 University of
Sheffield Library

 유럽 한국학사서 워크숍 참석 및 
 주제발표5. 10.

(금)

08:30~16:00

셰필드 런던 열차 16:00~19:00  셰필드대학 출발, 런던 도착

5. 11.
(토) 런던

OZ522
  20:50~  런던 출발

5. 12.
(일) 인천      ~15:50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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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내용

가. 유럽 한국학사서 워크숍 참가 및 주제발표

□ 주제발표 주요내용

 m 우리 관 한국관련 자료 디지털화사업 소개 및 구축 원문 활용방법 등

  -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소유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현황, 수집방법, 

구축 원문 및 해제 이용방법 등

  - (우리 관 미소장 한국관련 자료 디지털화) 해외 도서관 및 국내 민간 

소장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현황, 사업 추진과정 및 참여방법, 구축 

원문 이용방법 등

  - (우리 관 소장 한국관련 자료 디지털화) 우리 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현황, 

저작권 협약도서관 가입방법, 지원내용, 구축 원문 이용방법 등

□ 유럽 한국학사서 대상 의견수렴 결과

 m 한국학사서 지원 관련

  - (컨텍 포인트 단일화) 해외 한국학 사서들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용이

하게 업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대표 이메일 및 전화번호 개설

  

※ 현행 컨텍 포인트

- 한국학 사서 워크숍 등 : 국제교류홍보팀
- 도서관 부호 발급 : 국가서지과

- 고문헌 디지털화 사업 참여, 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이용 : 고문헌과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이용, 협약도서관 등록 : 디지털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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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지원 콘텐츠 개발·제공) 한국학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정보서비스 제공 등 업무 수행 제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에 공개

 m 우리 관 미소장 한국관련 자료 디지털화 사업 관련

  - (원문 열람 오류) 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원문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발생(British Library) ☞ BL 내부 시스템의 문제인 것으로 예상되나 점검할 필요 있음

  - (원문 해상도) 고문헌 디지털화 사업에 참여하여 고해상도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였으나 실제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는 

낮은 해상도로 서비스 되고 있음(Harvard-Yenching Library)

 m NLK 소장 고문헌 디지털화 자료 이용 관련

  - (원문 이미지 공유)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 한 한국학 관련 자료를 

해외 도서관이 중복으로 디지털화할 필요가 없도록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원문 이미지는 필요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었으면 함

[유럽 한국학사서 워크숍 : 참석자] [유럽 한국학사서 워크숍 :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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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보광장’개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사례조사

□ Imperial College London Central Library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중앙도서관)

 m 일반현황

  - (주요서비스) 개별/그룹 활동 공간 제공, 온라인 DB/저널/인쇄자료 등 

지원, 리에종서비스 제공, 교과연계 읽기자료 목록지원, 연구지원,

리터러시 교육 등

  - (조직구성) : 관장, 6개 부서(행정, 자료수집, 일반 주제 리에종서비스, 약학 

및 국민건강보험 분야 리에종서비스, 이용자서비스, 학술커뮤니케이션)

  - (개관시간)

  ·학기중 : (월~금) 08:30~21:00 / (토) 10:00~18:00 / (일) 11:00~19:00

  ·방학중 : (월~금) 09:00~18:00 / (토) 10:00~18:00 / (일) 휴관

  - (소 재 지) : South Kensington Campus London, SW7 2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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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공간구성 및 관리

  - (그룹/개별 활동 공간 구분) 그룹/개별 활동이 각각 가능하도록 공간 구분 운영

  ·그룹 활동 공간(1~4층) : 그룹스터디 룸, 그룹 활동 공간, 미팅룸 등

    ☞ 독립된 룸 구비, 협업이 가능한 가구(라운드 테이블, 칸막이 기능이 

있는 소파, 이동식 칸막이 등) 배치 등으로 그룹 활동 지원

  ·개별 활동 공간(2~5층) : 열람석, 컴퓨터 이용석 등

    ☞ 칸막이를 설치하여 방해받지 않고 개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1층 그룹 스터디 룸(소음허용)] [1층 그룹 활동 공간(소음허용)]

[1층 그룹 활동 공간(소음허용)] [1층 그룹 활동 공간(소음허용)]

[2층 개별 활동 공간(무소음)] [2층 높낮이조절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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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개별 PC 이용 공간(약간의 소음허용)] [5층 개별 활동 공간(약간의 소음허용)]

   ※ 그룹스터디 룸 현황

▲총 8개실 ▲사전예약 필수 ▲하루 최장 2시간, 주당 2회까지 예약 가능 ▲예약

시간 15분 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예약 취소 ▲대학소속 학생만 이용 가능

  

구분 최대수용인원
구비 장비

PC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스마트보드

1층
1A, 1B, 1C 6 ㅇ ㅇ ㅇ

1D 6 ㅇ

2층
2A 16 ㅇ ㅇ ㅇ
2B 10 ㅇ ㅇ
2C 6 ㅇ ㅇ

3층 3A 16 ㅇ ㅇ

   ※ 미팅룸 현황

▲소속 학생만 이용 가능한 타 공간과는 달리 외부인에게도 출입 허용 ▲외부인

출입을 위해서는 모임명, 날짜 및 시간, 참석자 명단, 대표자 연락처 등을 담당자

에게 사전 제출 필수 ▲ 케이터링 이용 가능하나 미팅룸 내부에서만 섭취해야 함

 

구비 장비 개수 비고

사각테이블 9

catering
이용
가능

의자 35

PC 1

프로젝터 1

화이트보드 3

[4층 미팅룸] [4층 미팅룸 구비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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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별 소음관리) 용도별로 다른 소음정책(소음허용, 약간허용, 무소음) 적용

    ‧ 배너 등을 설치하여 공간별 소음정책 적극 홍보

    ‧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모든 층을 순찰하면서 소음정책에 따른 학습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

    ‧ 별도 지정된 전화통화 가능지역(카페, 그룹 스터디 룸, 주출입구 전화 후드 

내부 등) 이외 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화통화 금지

   

구분 주요 공간 기타 구비시설 소음정책

1층 그룹 활동 공간 - 소음허용

2~3층
개별 활동 공간 높낮이 조절 책상 무소음

(silent study)

그룹 활동 공간 소음허용

4~5층 개별 활동 공간 - 약간의 소음허용
(quiet study)

  - (음식물 섭취 공간 제공) 1층 주출입구 바로 옆에 카페를 두어 음식물 

섭취 편의 제공. 단, 게이트 안쪽 공간으로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와 차가운 음식만 반입 허용

  - (좌석 독점이용 방지)  2018년 12월부터 ‘Study Break Card’를 시범

적용하고 있음. 도서관 공간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의 좌석 독점화로 인해 민원이 종종 발생하여 

마련된 방책임

 

√ 이용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
   자리를 비우기 시작한 시간을 적게 함
 

√ 만약, 30분 이내로 돌아오지 않을 시
   자신의 소지품을 한쪽으로 치운 다음
   해당 좌석을 편하게 이용하라는
   메시지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

[Study Break Card] [Study Break Card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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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서비스 트렌드

  - (전자자원 서비스 주력) 비즈니스 및 금융 분야의 고가 소프트웨어

(Bloomberg, DataStream, Moodys) 및 250,000여 종의 전자저널, 학술 

DB, e-book 제공

[비즈니스/금융 소프트웨어 이용석] [전자자원 이용석]

  -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대학 교수 및 연구과정에 있는 석박사 학생

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이용자가 신청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교육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3주 전에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여 교육을 제공해 주고 있음

   ※ 현재 이용 및 교육 가능한 소프트웨어

   

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프로그램명

A

Accessibility Suite for W3C/WCAG for 
Adobe Dreamweaver

M

Maple

Adobe Acrobat Mathematica
Adobe Creative Cloud Mathtype
Autodesk MATLAB

C

ChemDoodle Mestre Nova

ChemDraw Professional Microsoft Azure Dev tools for 
students and educators

Chest Site Licence
(ArcGIS, Exceed, SAS, SPSS) Microsoft Campus Agreement

ClaroRead Microsoft Office 365
Corel Licensing Scheme
(CorelDraw, Paintshop Pro) Microsoft Select

Creo Parametric MindView
CSDS R Referenc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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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프로그램명
E EndNote

S

Sigmaplot
G GraphPad Silverfrost Fortran 95 - Academic Edition
I Intel compilers Silverfrost Fortran 95 - Personal Edition
L LabVIEW SOLIDWORKS

N
NAG SPSS Statistics
NVivo STATA

O
Oracle Campus

V VMware
OriginPro

.

  - (전자기기 대여) Laptop, iPad를 대여해 주고 있음. 이용자는 기기 

대여 시마다 이용 규정에 동의해야 함. 대여 기기가 종종 미반납 

또는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높은 부담금 때문인지 대체적

으로 이용자들이 규정을 잘 따라 주고 있다고 함

   ※ 전자기기 대여 현황

   

대여품목 보유수량 대여기간 미반납 시 부담금 파손 시 부담금

Laptop 36 최장 4시간
구입비 £650.00
행정비 £30.00

파손 내역에 따라 다름

iPad 32 최장 14일
구입비 £370.00
행정비 £30.00

파손 내역에 따라 다름
· 케이블 : £15.00+£30.00(행정비) 
· 플러그 : £20.00+£30.00(행정비) 
· 케이스 : £20.00+£30.00(행정비) 

 

√ (Laptops 대여 시) 반납 시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되므로 작업문서 저장 강조

√ (iPads 대여 시) 대여기간 동안 이용자가 
   구입한 콘텐츠(음악, 책,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구입한 모든 콘텐츠는 기기 반납 후 완전히  
   삭제됨을 강조

[1층 Laptop 대여 공간] [기기 대여 시 중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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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Library of College London (런던대학 메인도서관)

 m 일반현황

  - (주요서비스) 개별/그룹 활동 공간 제공, 온라인 DB/저널/인쇄자료 등 

지원, 특별 컬렉션 구축 및 테마 전시, 리에종서비스 제공, 교과

연계 읽기자료 목록지원, 연구지원, 리터러시 교육, 오픈엑세스 장려 등

  - (장서구성) : 미술, 경제, 영어, 역사, 인문학, 법학, 현대 언어, 철학, 

               공공정책

  - (개관시간)

  · Reading Room : (월) 08:45~(토) 21:00 / (일) 11:00~21:00

  · Help Point : (월~목) 09:30~20:45 / (금) 10:00~20:45 / (토) 11:00~17:45 / (일)휴관

  - (소 재 지) : Wilkins Building, Gower Street, WC1E 6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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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공간구성 및 관리

  - (개별 학습 위주 운영) UCL 메인도서관은 640 여개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의 좌석(510 여개)이 개별 열람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역사자료실 열람석] [법학자료실 열람석]

[북유럽어자료실 열람석] [경제자료실 열람석]

  - (일부 공간 그룹 활동 가능) 도서관 출입구 앞 로비, 1층 Flaxman Gallery, 

2층 Research Grid는 그룹 스터디, 협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출입구 앞 로비 : 그룹 활동 가능] [Flaxman Gallery : 그룹 활동, 휴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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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Grid : 대학원생만 출입 가능] [도서관 로비외부 : 휴식 및그룹활동가능]

  - (공간별 소음관리) 도서관 내 일부 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열람실은 

정숙을 유지해야 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공간 구분 Quiet Study Social Study

모든 자료실
(예술, 경제, 법학, 어문학실, 북유럽어실 등)

ㅇ -

Research Grid - ㅇ

Flaxman Gallery - ㅇ

출입구 앞 로비 - ㅇ

  - (열람실 이용가능 좌석 실시간 알림)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이용가능 좌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여분의 좌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메인도서관 이용가능 좌석정보 안내 화면]

  - (좌석 공유 장려) 시험 기간 등 도서관 이용 요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열람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7년 4월부터‘ShareTheSpace’알림 

카드를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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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직원은 30분 이상 비워진 좌석을 
   수시로 체크하여 ShareTheSpace 알림카드를
   해당 좌석 책상 위에 올려 둠
 

√ 다른 이용자는 이전 이용자의 소지품을
   한쪽으로 치우고 자리를 이용할 수 있음

[ShareTheSpace] [ShareTheSpace 주요내용]

 m 서비스 트렌드

  - (전자자원 서비스 주력) 학생 및 교직원의 학습, 연구, 강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전자자원을 제공하고 있음. 구독자원의 경우 교육, 의학, 

경제 분야의 비중이 높음. 그 밖에 자체 구축한 디지털 컬렉션, 오픈 엑세스 

문서(UCL Discovery), 시험 관련 문서, 교과 연계 읽기 자료 목록, 디지털 

형식으로 구축된 교육 관련 아카이브 자료, 카탈로그 등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구분 Database e-journal e-book

수량 687 약 50,000종 약 1,000종

[참고자료실 내 컴퓨터 이용 공간] [도서관 홈페이지 Advanced Search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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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컬렉션] [전시 코너]

  - (리터러시 교육 추진) 도서관 이용 및 자료검색 방법 등을 집합교육, 

1:1 면담,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참고문헌관리 및 표절방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전자기기 대여) 셀프 캐비닛에서 Laptop을 대여하여 24시간 사용

할 수 있음. 대여시간 연장은 불가하나 반납 후 다른 기기 대여는 

가능. 금요일에 대여할 경우 일괄적으로 월요일 10시까지 반납해야 함

   ※ 전자기기 대여 현황

  

대여품목 보유수량 대여기간 미반납 시 부담금 연체 부담금

Laptops 36 기본 24시간 £700.00 1대당 £5.00

 

√ Laptops 대여 시 안내사항
 ‧ 반납 시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되므로
  작업문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
 ‧ UCL은 배터리 문제, 기기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
 ‧ 타인을 위해 대신 대여할 수 없음
 ‧ 기기 손상 시 안내데스크에 알림 필수 등

[1층 Laptops 대여공간] [기기 대여 시 중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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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ckham Library (페캄도서관)

 m 일반현황

  - (개관) 2000년 5월

  - (주요서비스) 온/오프라인 자료 열람·대출, 아동 및 성인 대상 각종 

프로그램 개발·제공, 지역주민 모임공간 대여 등

  - (공간구성)

  · (4층) 서가(인쇄자료, CDs, Videos, 신문, 잡지 등), 컴퓨터 이용석, 열람석, 

안내데스크 등

  · (Pods) 미팅룸, 어린이 액티비티 공간

  - (개관시간) (월~금) 09:00~20:00 / (토) 10:00~17:00 / (일) 12:00~16:00

  - (소 재 지) : 122 Peckham Hill Street, London, SE15 5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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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 (상업/여가시설과 인접) 

[도서관 1층 출입구]

자전거를 끌고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아동

도서관 내부에는 열람공간, PC 

이용공간, 모임공간(유료 대여) 

이외 다른 시설은 없지만, 도서관 

자체가 체육관, 슈퍼마켓, 공원,

레스토랑,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과 인접해 있어 시민들의 일상

생활 동선과 맞닿아 있음

  - (다차원적 기능 수행) 페캄도서관은 런던 동남부 빈민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식정보 향유 및 문화 활동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

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지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인쇄자료, 전자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모임 

공간 대여하고 있음. 아울러 흑인 밀집 지역인 특성을 감안하여 흑인 

작가가 쓴 도서, 아프리카 음악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음

  ※ 구비 시설 및 기능

▲인쇄도서, 토킹북, CDs, DVDs, Blu-ray films 대여

▲ eBooks, eAudiobooks, eNewspapers, eMagazines 무료 열람

▲열람좌석 70개

▲무료 인터넷 이용 가능 컴퓨터 좌석 28개

▲무료 Wi-Fi

▲복사 및 스캔 장비 이용지원

▲지역주민 모임공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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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서가+컴퓨터 이용석]

[열람석] [열람석]

[커뮤니티 공간 Pod1] [커뮤니티 공간 Pod2]

 · 수용인원 : 50명
 · 기 자 재 : 접이식 테이블, 의자
 · 시간 당 대여비용 : (표준) £50 (커뮤니티) £26

 · 수용인원 : 30명
 · 기 자 재 : 무대, 어린이용 접이식 테이블, 의자
 · 시간 당 대여비용 : (표준) £50 (커뮤니티) £26

 m 주요 서비스

  - (지역주민 체감형 오프라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 즉 건강, 여가, 직업생활,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

- 20 -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히 유아/아동과 성인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유아/아동을 위해서는 독서 습관 함양, 학교 숙제지도, 코딩 

교육 등 IT기술 교육, 음악 리듬을 활용한 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성인을 위해서는 건강관련 교육, 문예창작 교육을 비롯하여 운전

면허 이론시험 및 영국 시민권 취득시험 대비 교육, 창업정보 등을 제공

하고 있음

  ※ 대상별 주요 프로그램 현황

  

대상 프로그램

영유아/아동

(독서습관) 북스타트(0-4세), 키즈 북클럽(7-10세)
(학습지원) 학교 숙제 지도(5-16세)
(IT교 육 ) 코딩 교육(7-11세)
(놀    이) 음악리듬을 활용한 놀이, 게임 등

성인

(건강교육) 정신건강, 웃음치료        
(창작교육) 문예창작
(시험대비) 운전면허 이론시험 교육, 영국 시민권 취득 시험 교육
(직업정보) 창업정보 지원
(아웃리치) 노약자 대상 가정방문 무료 도서대여

가족 (관계증진) 컬러 시트지를 활용한 각종 활동

[성인 : 정신건강 강좌] [성인 : 웃음치료 강좌] [성인 : 작문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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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창업 지원] [성인 : 시민권 취득 지원] [성인 : 운전면허 취득 지원]

 

[아동 : 숙제 지원] [아동 : 코딩 교육] [아동 : 북클럽]

 

  - (e-Resources 제공)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자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단,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자원은 e-Book 및 e-Audiobook, 고전영화

/세계영화(무료 스트리밍), 비즈니스 분야의 각종 법률 및 지원 정보(COBRA, 

Complete Reference Business Advisor), The times 신문 아카이브(1785~2011) 및 

전 세계 유명 신문(Press Reader, 100개국 4000여개 신문, 60이상 언어), 과학/

정치/경제 분야 각종 매거진, 운전면허 이론시험 온라인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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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e-Resources

  

대상 프로그램

BorrowBox 무료로 e-Book 및 e-Audiobook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

Movie Streaming 고전 영화, 세계 영화, 인디 영화, 다큐멘터리 등 감상

COBRA
(Complete Reference Business Advisor) 비즈니스 분야의 법률 및 지원 정보, 각종 이벤트 등 검색

Times Digital Archive 1785년부터 2011년까지의 The Times 신문 무료 이용

Press Reader 영국 및 해외에서 인기 있는 신문 및 잡지 무료 이용

eMagazines New Scientist, Diva, Gardeners 'World, Marie Claire, 
The Economist 등 각종 매거진 무료 이용

Theory Test Pro 영국 운전면허 이론시험 온라인 시뮬레이션 가능

Go Citizen 영국 시민권 시험(모의시험 포함) 준비 가능

  - (10대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0대를 위한 서가(그래픽 소설, 매거진, 

DVD 영상자료 등 배가)를 별도로 구비하고 있으며, 학교가 끝나는 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3시 30분 이후에는 10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별도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10대들을 위한 열람석] [10대들을 위한 서가 및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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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ham Library (클래팜도서관)

 m 일반현황

  - (개관) 2012년

  - (주요서비스) 도서 열람/대출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커뮤니티 공간 대여 등

  - (공간구성) 열람실, 미팅룸, 카페, 행사 무대 등

  - (개관시간) (월) 13:00~17:00 / (화, 금) 10:00~18:00 /

               (수, 목) 10:00~20:00 / (토) 09:00~17:00 / (일) 13:00~17:00

  - (소 재 지) : 91 Clapham High Street, London SW4 7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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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 (건강센터와 건물 공유, 상업/여가시설과 인접) Lambeth의 중심가인 

Mary Seacole Centre(건강시설)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영화관, 

레스토랑, 슈퍼마켓 등이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권에 속해 있음
  

  -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높은 친밀도)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을 

수시로 들를 수 있는 친숙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음. 도서관 로비 테이블

에서 도시락만 먹고 퇴관하는 이용자, 시장바구니를 들고 도서관 로비를 

통과하는 이용자, 손자의 숙제를 지도하는 할머니, 미팅 장소로 이용하는 

청소년 등 도서관을 독서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음

  - (지역사회 문화예술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도서관이 도서관 건물 

전체, 공연 장소, 미팅 룸을 대여함에 따라 각종 이벤트 및 문화공연, 

간담회 등이 도서관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행사 장소] [행사 장소 대여]

[행사 장소 대여] [행사 장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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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룸 1] [미팅룸 2]

[미팅룸 3] [미팅룸 4]

  ※ 외부인 대관 시 비용

  

대상 수용인원 개관시간 중 사용 개관시간 이외 사용

도서관 전체 300 사용 불가 £1500 + 부가세

행사 장소 100 사용 불가 £750 + 부가세

미팅룸 1 25
· £125 + 부가세 (4시간 기준)
· £200 + 부가세 (8시간 기준)
· £900 + 부가세 (1주일 기준)

추가 25%
(4시간 당)

미팅룸 2 25
· £130 + 부가세 (4시간 기준)
· £220 + 부가세 (8시간 기준)
· £990 + 부가세 (1주일 기준)

미팅룸 3 8
· £45  + 부가세 (4시간 기준)
· £75  + 부가세 (8시간 기준)
· £330 + 부가세 (1주일 기준)

미팅룸 4 35
· £145 + 부가세 (4시간 기준)
· £250 + 부가세 (8시간 기준)
· £1125 + 부가세 (1주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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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기능) 도서관 예산 삭감으로 기능을 활발히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도서 열람 및 컴퓨터 이용지원, 아동 및 성인을 위한 소수의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도서관 외부 기관

(클래팜체육센터)과 협력하고 있음. 도서관 전체 공간, 미팅룸, 행사 공간 등을 

적극 대여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구비 시설 및 기능

▲인쇄도서, DVD 열람 및 대여

▲무료 인터넷 이용 가능 컴퓨터 구비

▲무료 Wi-Fi

▲복사 및 스캔 장비 이용지원

▲지역주민 미팅 및 공연 공간 대여

  <예산 삭감에 따른 서비스 유지 노력>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Lambeth 지역의 예산이 56% 삭감되었고, 의회에서

재정절감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소속 지역의 10개 도서관이 부득이하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일부 도서관은 임시 휴관을 하거나 다른 도서관으로 흡수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Clapham 도서관은 현재까지 서비스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함

▲ 재정 감축에 따라 지방예산은 거리 청소 및 주택/공원 관리, 폭력 여성

지원 등 복지 분야에 우선 사용되므로 도서관은 운영 유지를 위해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

▲ 기존 도서를 폐기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사용언어를 고려하여 필요 시

다른 도서관과 서로 교환하거나 기존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축소, 미팅룸

대여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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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도서 서가] [난독인을 위한 장서]

[DVD 서가] [아동을 위한 서가]

[컴퓨터 이용실] [복사실, 컴퓨터 이용실]

[로비 카페] [아동 놀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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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주요 서비스

  -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구성원 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개발·운영) 

클래팜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외로움, 고립감을 줄이고 세대 간 및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 지원 프로그램, 각 분야 청년 

전문가들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그 외 아동을 위한 

독서, 학습지원, IT 교육, 체육 강습 및 성인을 위한 독서모임, 여가, 체육 

강습 등은 여타 도서관과 유사함

  ※ 대상별 주요 프로그램 현황

  

대상 프로그램

영유아/아동

(독서습관) 스토리타임(5세 이하), 독서모임(7-12세)
(학습지원) 학교 숙제 지도
(IT 교 육 ) 코딩 교육(7-11세)
(체    육) 배구 강습(7~13학년 여학생), 배드민턴 강습(4-12세)

성인

(갈등해소) 20-30대 전문가들 사회적 그룹 모임, 학습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조언 모임
(독서습관) 자폐증장애인 독서모임, 비장애인 독서모임(일반주제, 범죄) 
(언어강좌) English Conversation
(IT 교 육 ) 이메일 사용/온라인 검색 및 쇼핑 등 교육      
(일상생활)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스킬 강습, 뜨개질 강습, 체스클럽
(체    육) 지체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수영 강습, 넷볼

  - (e-Resources 제공) 도서관 회원의 경우 e-Book 및 e-Audiobook, 비즈

니스 분야의 각종 법률 및 지원 정보(COBRA, Complete Reference Business 

Advisor), The times 신문 아카이브(1785~1985) 및 전 세계 유명 신문(Press 

Reader, 100개국 4000여개 신문, 60여개 언어), 과학/정치/경제 분야 각종 

매거진, 운전면허 이론시험 온라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이

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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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e-Resources

  

구분 내용

e-Book 무료 e-book 이용

e-Audio book 무료 e-Audio book 이용

e-Magazine 정치, 경제, 사회, 여가 등 각종 분야 매거진 무료 이용

Cobra 비즈니스 분야의 법률 및 지원 정보 검색

Times Digital Archive 1785년부터 1985년까지의 The Times 신문 무료 이용

Newsbank 영국 내 신문 무료 이용

Press Reader 영국 및 해외에서 인기 있는 신문 및 잡지 무료 이용

옥스퍼드 사전 영어를 타 언어로 번역 가능

옥스퍼드 인물사전 영국의 과거, 현재의 핵심 인물 정보

옥스퍼드 레퍼런스 온라인 언어 및 주제별로 참고정보 이용

Theory Test Pro 영국 운전면허 이론시험 온라인 시뮬레이션 가능

Go Citizen 영국 시민권 시험(모의시험 포함) 준비

※ 전자자원 이용 웹사이트 : http://lambeth.rbdigital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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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후기 및 시사점 

□ 유럽 한국학사서 워크숍 관련

 m 유럽 지역 한국학사서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아니었고, 업무범위도 

한국자료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자료 즉,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자료를 아우르고 있었음. 한국학 관련 업무 수행 시 언어적 한계, 참고

정보 부족, 협력 가능한 사서 부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개별맞춤식 지원) 각 나라마다 사용언어, 장서관리 지침, 시스템 

사양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공통적이지 

않음. 한국학사서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도서관을 개별 접촉

하여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맞춤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정보광장’개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사례조사 관련

 m (공간구성)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문화가 도서관  

내에서도 활발히 실현되고 있었음.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용자 공간의 

상당 부분을 그룹 활동 공간으로 할애하고 있었으며(건축된 지 오래

되어 공간변화가 용이하지 않은 도서관(UCL)의 경우 외부 강의실 등을 활용),  

독립된 룸 형태, 이동식 파티션이나 칸막이 기능을 하는 의자 등을 

활용하여 구획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음. 또한 공간별로 다른 

소음정책(소음허용, 소음 약간 허용, 무소음)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공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무소음 공간의 경우 직원들이 이용자들의 

소음 유발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었음

 ☞ (그룹 활동 공간 확대, 공간별 소음관리로 공간 선택권 보장) 그간 개별 

PC 이용 중심의 소비형 공간으로 치우쳐 운영되어 오던 정보광장을

집단지성 기반의 생산적,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규모의 그룹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각종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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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을 유치·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이용자가 협업 활동

만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한 공간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소음 공간을 병행 운영하여 공간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짐

 m (서비스 트렌드) 젊은 이용자층의 매체 선호도, 출판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전자자료 확충 및 전자자료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경제/경영 분야의 고급 정보를 담고 있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Bloomberg, DataStream 등), 분야별 DB, 전자저널, e-book, 60여개 언어로 

된 100여 개국의 뉴스뿐만 아니라 필요 시 자관의 연구데이터 등을 

아카이브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들은 이용자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글로벌한 안목으로 국제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있음. 대학 내에서는 Laptop, iPad 등 전자기기를 대여하여 

자료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고, IT 및 정보리터러시 교육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었음. 특히 연구자 1인의 요청에도 원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정보매체 트렌드 반영, 이용편의성 증진) 밀레니엄 세대의 이용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생동적인 공간을 구축함과 아울러 이들이 

세계적 수준의 지식소양을 갖추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지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매체형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또한 필요 시 디지털

정보의 이용 편의를 위해 Laptop, iPad 등의 대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서비스를 지양하고 고품질의 개별 맞춤서비스를 

확대하여 도서관이 개개인에게 인생의 동반자이자 화수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m (도서관 기능) 방문한 공공도서관들은 지역사회 문화/여가시설들과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거나, 건강센터 등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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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에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음.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을 친근한 이웃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따라서 배움, 

휴식, 다양한 문화생활, 커뮤니티 모임 등을 위해 수시로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다고 함

 ☞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개발 필요) 관공서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리 도서관의 특성 상 이용자들의 일상생활 동선에서 벗어나 있음. 

따라서 도서관 이용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고정 이용자들을 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실정임. 개편을 앞둔 정보광장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광장 자체를 다채로운 문화활동(영화관, 

음악감상실, 각종 이벤트 공간, 신기술 체험공간, 창작공간, 놀이공간 등)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m (서비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시설 개선이 어렵고, 기존 서비스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식정보소외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

들의 일생생활 지원서비스(언어교육, 건강관리, 자동차면허시험, 시민권 취득

시험, 창업정보 등), 커뮤니티 모임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 간 

갈등해소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고 함.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지역

이므로 각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를 배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포용적,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제공) 기존 정보광장은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정보를 찾고 독자적으로 소비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음. 향후 공간개편과 아울러 신규서비스 개발 시에는 

이용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생애 주기별 당면 과제들을 적극 발굴

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이용자 참여형 커뮤니티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포용적이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