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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수 개요



Ⅰ 연수 개요

□ 연수 목적

 ○ 국외 도서관의 특화된 운영시스템 현장 연수

 ○ 도서관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간계획·구성조사

    * 도서  직원의 역량강화를 한 장 교육과정: 「도서  공간구성의 이해: 북유럽편」

□ 연수 기간 및 인원

 ○ 기 간 : 2018. 9. 9.(일) ~ 9. 17.(월) / 7박 9일

 ○ 국 가 :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 헬싱키 대학도서관, 투르크 시립도서관, 세이나요키 공공도서관,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 라트비아 국립도서관

 ○ 인 원 : 전국 도서관 직원 24명(교육생 22명 / 단장 1명, 담당 1명)

□ 연수 방법

 ○ 주요 도서관 특화서비스 및 공간구성의 이해, 운영시스템 체험 등

 ○ 연수단 5개 분임조로 편성, 자료조사 및 수집

□ 출장효과 및 활용계획

 ○ 국외 주요 도서관 정보서비스 및 운영시스템 현장연수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서관 서비스 제고에 기여

 ○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도서관 공간구성 업무에  

적용하여 도서관 환경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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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수대상 국가 및 도서관



Ⅱ 연수 대상 국가 및 도서관

국가 방문 도서 주요특징

핀란드

ㅇ 헬싱키 학도서

 (Helsinki University Library)

ㅇ Anttinen Oiva 건축가에 의해 2012년 10월 개

ㅇ 핀란드 내 가장 큰 규모의 도서 으로 학 내 

   교육, 문화, 소셜의 문화  환경 지원 

   공용 공간으로 활용

ㅇ 세이나요키 공공도서

 (Seinajoki Public Library)

ㅇ 18개 지역 도서 의 심 도서  역할 수행

ㅇ 1965년 알바 알토의 구 과 함께 2012년

   완공된 아필라 신 을 앙도서 으로 운

하고 있음

ㅇ 투르크 시립도서

 (Turku City Main Library)

ㅇ 1903년 기증 건물에 도서 을 개 , 2007년

   신 을 증축하여 개 한 연면  8,630㎡

   형도서 임

ㅇ 음악 련 자료실로 CD, DVD, 잡지, 문

서  등 16만 건으로 열람 출이 가능하며, 

피아노등 악기 사용, 녹음, 음악공연 등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에스

토니아

ㅇ 에스토니아 국립도서

 (National Library of Estonia)

ㅇ 1985년 공사를 시작, 1993년에 완공함

ㅇ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이루어진 발트해

   연안 국가 사이에서 가장 큰 도서 임

ㅇ ISBN, ISSN, ISMN  에스토니아 납본도서  

역할 수행  모든 서고의 자료 보존 기능이 

갖추어져 있음

라트

비아

ㅇ 라트비아 국립도서

 (National Library of Latvia)

ㅇ 2008년 공사를 시작, 2013년 완성하여

   2014년 개 함

ㅇ 21세기 북유럽 지역에 건설된 문화 시설  

최  규모의 도서 으로 1,000여명을 동시에 

수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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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수 주요일정



Ⅲ 연수 주요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
기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비고

9. 9.(일)
서울

(인천)
헬싱키 AY 042

전용차량

10:20

13:55

ㆍ인천 출발(07:30분 집결)

  / 날짜선 변경선 통과

ㆍ헬싱키 공항 도착(현지 도착)

9. 10.(월)  핀란드  

투르크

전용차량 

11:00 투르크
시립도서관 ㆍ투르크 시립도서관 도서관 관계자

세이나요키 14:00  이동 ㆍ세이나요키 이동

9. 11.(화)  

세이나요키

전용차량 

09:00 세이나요키
공공도서관 ㆍ세이나요키 공공도서관 도서관 관계자

탐페레 16:00 탐페레
시립도서관 ㆍ탐페레 시립도서관(견학)

헬싱키 이동 ㆍ헬싱키 이동

9. 12.(수)

 헬싱키 전용차량

10:00 헬싱키
대학도서관 ㆍ헬싱키 대학도서관 도서관 관계자

13:00 ㆍ문화시설 시찰

에스토니아 탈린 페리 16:30~
18:30   ㆍ헬싱키->탈린 도착

9. 13.(목) 

  탈린

전용차량

10:00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 ㆍ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 도서관 관계자

라트비아 리가 13:00 이동 ㆍ리가 이동 

9. 14.(금)  리가 전용차량

10:00 ㆍ문화시설 시찰

14:00 라트비아
국립도서관 ㆍ라트비아 국립도서관 도서관 관계자

9. 15.(토)
 리가

전용차량
10:00 ㆍ문화시설  시찰

에스토니아 탈린  17:00 이동 ㆍ탈린 도착

9. 16.(일)

 탈린
전용차량 10:00 ㆍ공항 이동

AY1014 12:10
12:40 ㆍ탈린->헬싱키 도착(약 30분)

핀란드 헬싱키

AY041

17:30 ㆍ헬싱키 공항 ->서울 출발

9. 17.(월)
서울

(인천)
08:20 ㆍ인천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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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수단 명단



Ⅳ 연수단 명단

 ○ 전국 도서관 직원 24명(교육생 22명 / 단장 1명, 총무 1명)

번호 성명 성별 소속기 근무처

단장 김욱환 남 국립 앙도서 사서교육문화과

총무 조지 여 국립 앙도서 사서교육문화과

1분임

김정숙 여 라북도 김제시립도서

서정섭 남 충청남도 계룡도서

이래원 남 제주특별자치도 우당도서

한희경 여 경상북도 포항시립도서

2분임

박주 남 충청남도 충남도서

송지은 여 라북도 주시립도서

양미 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서

홍승민 남 강원도교육청 강릉교육문화회

3분임

김윤미 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김 숙 여 경상북도 문화산업과

백종민 남 경상북도 문화산업과

변효화 남 국립 앙도서 총무과

이세 남 강원도 철원김화도서

4분임

김민지 여 외교부 개발정책과

김숙희 여 문화체육 부 한국 술종합학교 술정보

유 순 여 문화체육 부 한국 술종합학교 술정보

최부림 여 외교부 정책기획담당 실

5분임

김근희 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  남 한국학 앙연구원 문헌정보

이경미 여 앙선거 리 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최연희 여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지식정보실

홍명화 여 앙선거 리 원회 선거기록보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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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임별 결과보고서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Estonia)

                                 

전라북도 김제시립도서관 김정숙

충청남도 계룡도서관 서정섭

제주특별자치도 우당도서관 이래원

경상북도 포항시립도서관 한희경

Ⅴ 분임별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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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 정식명칭 :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Estonia)

 ○ 웹사이트 : www.nlib.ee

 ○ 주     소 : Tõnismägi 2 Tallinn, Harju Maakond, 10119 Tallinn, 에스토니아

 ○ 방문일시 : 2018.09.13.(목) 13:00

 ○ 접촉인물 : Mari Kannusaar (외부수석전문가)

☐ 개     요

 ○ 소    속 : 국립

 ○ 개관시간 : 월요일~금요일(10:00~20:00), 토요일(12:00~19:00)

 ○ 휴 관 일 : 매주 일요일

 ○ 소장자료 : 340만권 장서

 ○ 주요시설 : 전시관, 희귀본 및 아카이브 자료실, 법 및 국제조직 자료실 등

☐ 주요특징

 ○ 발트해 연안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서고는 무려 500만점의 자료  

    보관할 수 있음

 ○ 자료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선반과 공기 조절시설까지 갖춤

 ○ 국립 및 국회도서관 역할 수행, 사회과학 도서 소장 비율 높음

 ○ 예산의 3%를 도서관 전시 작품에 투자

    - 전시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전담팀 구성(3명), 예술, 광고 등 분야별 담당  

    - 2개 전시관, 연중 상시 전시

    - 성을 연상하고 건물 디자인. 에스토니아 국보 및 장서를 보관하는 의미

 ○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간 없음 – 구시가지에 어린이 도서관 별도 운영

 ○ 에스토니아의 저명한 여성 암악 선구자인 빅토리아야고매기는 1991년 5월 21일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들로 구성된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

     여성합창단 창단

 ○ 에스토니아 합창단 공동체를 대표하여 독립기념일이나 크리스마스 등을 축하하는

    도서관의 축제 무대에 섰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 15개의 콘서트와 공연을 준비하며

    런던, 파리 . 빈 다른 유럽의 도시로도 진출할 만큼 훌륭한 공연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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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공간 구성

 ○ 1층: 주 전시관, 로비 갤러리, 대회의장

    2층: 대회의장

    3층: 희귀본 및 아카이브 자료실, 희귀본 전시실

    4층: 사회과학 자료실, 사무실

    5층: 보육실, 라운지, 참고문헌 자료실, 복사실, 유럽연합정보센터

    6층: 법 및 국제조직 자료실, 열람실, 갤러리, 전시관, 강당

    7층: 일반 열람실, 인문학 자료실, 오스트리아 자료실, 독일 자료실, 스위스    

  자료실

    8층: 지도학 및 지리학 자료실, 순수미술 자료실, 연극 및 영화 참고 자료실

☐ 서비스 내용

 ○ 에스토니아 고유의 자료와 국내 서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국제표준악보번호(ISMN)를 다루는

    국내 대표도서관 역할 수행 

 ○ 정부와 리기코구(Riigikogu, 에스토니아 의회)에 대한 출판물을 

    입수·관리·보급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의 납본도서관 역할까지 

    하는 의회도서관 역할 수행

 ○ 인문학과 사회학 자료들을 모으고 보존하는 인문·사회학 도서관

    역할 수행

 ○ 여러 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함께 자료 보존 기술을 발전

    시키고, 대중에게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정보 기술

    연구․개발 

 ○ 20개의 열람실과 600개의 독서 좌석, 넓은 회의장과 공연장뿐만 아니라 많은

    전시장까지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도서 및 미술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회의, 콘서트, 공연, 영화상영 같은 다양한 문화 이벤트 개최하여 문화센터 

    역할 수행

 ○ 일반 이용자에게 자료 대출 서비스 실시 

 ○ 저작권 소멸된 모든 자료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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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조사 내용

 ○ "당신과 나누기 위해 지식을 쌓는다"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진취성, 관심, 책임을 증가시키고,

    유럽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 문화, 민주주의, 국가의식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계속해서 혁신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발전하며,       

    문화적 유산과 신뢰를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임

 ○ 건축설계를 내부 입구 디자인에 투여하여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도서관 내부 복도 구현. 서점, 커피숍 등을 도서관 내부에 들임

 ○ 구시가지 전경이 한눈에 보이도록 도서관 건물을 지어 도서관

    어디서나 에스토니아의 뛰어난 전경 볼 수 있음 

 ○ 전체 도서관 직원 290명, 전국 도서관 통계, 사서연수 및 교육진행

 ○ 550명 이용자 수용 가능, 90개의 이용자 컴퓨터, 내부 와이파이 설치

 ○ 자료실 출입문을 색깔별로 구분하여 이용자 분위기 유도 

    - 붉은색은 침묵, 노랑은 주의, 녹색은 자유로운 분위기 등

 ○ 어린이를 위한 별도 자료실은 없으나, 어린이 동반 부모님 휴식공간은 제공  

 ○ 1992년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이 유럽연합의 납본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설립된 '유럽연합정보센터'(EUIC)에서는 에스토니아와 리기코쿠(의회), 다른   

    헌법기관 및 유럽연합 관련 정보 제공

     - 9,000권이 넘는 책과 100점의 연속 간행물 소장. 유럽의회(EP)와 같은      

       단체의 문서나, 판례법, 통계자료 등 유럽연합의 공식 출판물과 유럽연합  

       문제와 관련된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편람 등 보유 

 ○ 3층에 있는 '희귀본 및 기록보관소 자료실'은 도서관에 다른 복사본이 없을   

    경우, 기록보관소에서 소장한 자료나 희귀본 이용 가능한 곳.

    - 회원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사전 전화나 이메일 예약 필수 

 ○ 참고자료 컬렉션에는 문학작품, 문화 및 문학 역사에 대한 출판물, 

    사전, 서지 등 소장  

 ○ 7층 인문과학자료실 에스토니아 자료 집중 수집

 ○ 8층 음악 컬렉션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출판물, 악보, 음반, 외국어로 쓰인 

    음악 잡지, 콘서트 공연 프로그램, 전자 잡지 전문 열람 가능 

    또한, 에스토니아 작곡가와 음악가들의 사적인 기록 자료 보관, 컬렉션은 

    주로 에스토니아의 음악 집중 비치 

    - 그랜드 피아노 대여 및 방음시설 완비된 연습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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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층 중앙 반납 데스크 근처 세미나실과 휴게실 설치

    - 사전 등록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 반입 가능, 무선 인터넷 

      사용 가능

 ○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 디지털 자료

    - ESTER :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 온라인 목록

    - DIGAR :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 에스토니아 디지털 신문 DEA

      : 1821~1944년까지 발행된 신문과 그 이후의 신문을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삽화 컬렉션(Raamatuillustratsioonide) : 에스토니아 예술가의 책 삽화를 

      소개하고 고유의 삽화 제공

☐ 시사점 및 소감

 ○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역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납본 도서관 수행

    - 에스토니아 인근 국가 자료도 집중 수집 

    - 역사적․문학사적으로 영향을 반영한 자료 별도 비치 및 전시  

 ○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  

    - 도서관 건물 및 내부 곳곳에 예술작품 전시․비치 

    - 상시 전시회 운영 등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도 가치를 높임  

 ○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디지털 자료화 작업으로 기록보관소 역할 충실

    - 모든 분야를 망라한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간이 없는 점이 아쉬움

 ○ 전시, 합창 등 도서관이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

 ○ 이용자를 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또한 직원의 가치를 드높이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깊은 감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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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외

1층 로비  복도 1층 회의장

복도 8층 순수미술, 지도학  지리학 자료실

8층 지도학  지리학 자료실 잡지 

- 15 -



8층 연극  화 참고자료실 7층 열람실

7층 인문학 자료실 7층 독일, 스 스 자료실

6층 갤러리 시 5층 참고문헌 자료실

5층 복사실 6층 건강 한 ZONE

- 16 -



1층 로비에 있는 서  자료실에서 바라본 풍경

창문 스코(빛과 한계) 이용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열람석

조각상을 이용한 안내 조각

시실 도서 에서 발간한 달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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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나요키 공공도서관

(Seinajoki Public Main Library)

충청남도 충남도서관 박주영

전라북도 전주시립도서관 송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서관 양미영

강원도교육청 강릉교육문화회관 홍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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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 정식명칭 : 세이나요키 공공도서관(Seinajoki Public Main Library)

 ○ 웹사이트 : http://kirjasto.seinajoki.fi

 ○ 주    소 : Alvar Aallon Katu 14 PL 217,60101 Seinajoki.Finland

 ○ 방문일시 : 2018.09.11.(화) 09:10 ~ 10:40

 ○ 접촉인물 : Mervi Heikkila(세이나요키 공공도서관 사서팀장) 

☐ 개     요

 ○ 소    속: 세이나요키시

 ○ 개관시간 

  - 월요일     : 09:00 ~ 20:00

  - 화 ~ 금요일: 09:00 ~ 19:00

  - 토 ~ 일요일: 09:00 ~ 15:00

 ○ 소장자료: 250,000 여권

 ○ 도서대출 

  - 자료대출․반납: RFID시스템

  - 대출기간: 4주간

  - 대출권수: 제한없음

  - 연체료: 10센트(1일), 어린이는 연체료 없음

  - 연간대출권수: 850,000권

 ○ 이용자수: 1일 평균 1,000 ~ 1,200명 이용

 ○ 주요시설 

  - 연면적: 3,500㎡(아필라관), 1,600㎡(알토관)

  - 알 토 관(구관): 자료실, 알토디자인 기념관 등

  - 아필라관(신관): 성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음악자료실, 뉴스실, 카페 등

 ○ 직원수: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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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특징

 ○ 세이나요키 공공도서관: 6개관 운영

  - 본관 도서관, 분관 3개관(병원, 요양소, 학교도서관), 

    이동도서관 2개관(150개 정거장)

  - 봉사대상인구 : 6만명

 ○ 핀란드의 건축 거장 알바 알토(Alvar Aalto)가 설계한 도서관(구관)

  - 2차 세계대전 후 세이나요키 시의 재건을 위해 1960년부터 진행한 

건축가 알바 알토의 도시 계획을 통해 건축(교회, 시청,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경찰서, 극장 등) 

  - 1965년 건축한 도서관은 행정, 문화의 중심지 역할 수행

☐ 서비스 공간 구성

 ○ ALTO(구관)

  - 1965년 핀란드 출신 거장 알바 알토(Alvar Aalto)가 설계

  - 예술, 건축, 역사, 민속학 관련 자료 소장

  - 알바 알토 디자인 기념관

 ○ APILA(신관) 

  - 2012년 ‘클로버’라는 뜻의 아필라 신관 개관(JKMM 설계)

  - 성인자료실: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

  - 어린이실: 그림책 ‘꼬마 당나귀 필로만’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

  - 청소년 및 음악자료실: 오락실과 청소년 상담실 마련 운영

  - 뉴스실: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디지털자료 열람, 컴퓨터 이용

  - 야크시홀(Jaaksi Hall): 120명 수용 가능, 공연, 세미나, 전시 등 

복합적으로 사용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서비스 내용

 ○ 자료 대출 서비스: 대출기간 4주, 대출권수 제한은 없음

 ○ 열람 서비스: 성인자료, 어린이자료, 청소년 자료를 분리하여 운영

 ○ 교육 서비스: 어린이를 위한 언어 및 읽기 교육, 다문화 가정 언어교육 등

 ○ 지역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콘서트, 아마추어 예술가를 위한 공연 및 전시 공간으로 활용
 ○ 강연, 공연, 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멀티기능을 담고 

있는 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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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조사 내용

 [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중점 목표 : 어린이 독서진흥 ]

 ○ 어린이를 위한 독서운동: 읽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한 언어 교육에 중점

 ○ 독서 캠프 운영

  - 미취학 어린이 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fun reading), 읽기능력 향상 

프로그램

  - 어린이 작가 초청 강연

 ○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 핀란드어 읽기, 쓰기, 말하기를 가르치는 ‘함께 읽어요’ 프로그램 운영

 ○ 랭기지 카페 운영 : 일상 생활 회화

 ○ 영어원서 읽기 : English Book Club 운영

 [ 신관 설계 시 위원회 구성 및 의견수렴 과정  ]

  ○ 고질적인 공간 부족과 시설 낙후로 인한 신관 건립을 30전부터 

계획하여 탄생

  ○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주변 건물들과 어울리면서 구관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통로를 지상이 아닌 지하로 연결

  ○ 시의회 의원, 직원, 건축가 등 10명이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관 

설계 시 의견 수렴

  ○ 신관 설계 전 도서관 직원들과의 면담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 수렴

  ○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 반영 

  ○ 도서관을 찾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반영, 청소년들만의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 이용자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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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소감

 ○ 도서관 건축에 철학을 담은 도서관

  - 도시 개발의 주요 건축물로 포함되어 진행된 도서관의 설계와 신관 

건축 시 구관의 요소를 해치지 않는 디자인과 공간 구성

  - 핀란드의 대표적 국민 건축가 알바 알토(Alvar Aalto)의 디자인 업

적을 보존하기 위해 구관은 구조변경, 가구교체를 하지 않고 그

대로 유지

 ○ 책을 모티브로 한 자료실 공간 구성

  - 자료실 컨셉을 소설책과 그림책으로 구성하여 친근하게 책에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의 구성

  -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미래지향적 아이디어가 집중된 공간 조성

으로 책과 함께 경험을 주는 공간으로 구성

 ○ 이용자 중심의 열람 공간 마련

  - 핀란드 대표 디자인 가구(아르텍) 브랜드의 의자와 책상 등을 이

용자 공간에 비치, 서가 조명 설치, 자료실벽 및 서가벽에 흡음판 

부착, 이용자 열람석에 큰 창을 설치하여 풍부한 채광을 확보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열람 공간 마련 

  - 다양한 형태의 열람의자와 빨강과 초록의 포인트 칼라 사용으로 

도서관 공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인공 조명이 아닌 자연

채광과 조망을 최대한 활용 

 ○ 트윈세대를 위한 도서관 공간 마련

  - 청소년들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자료뿐만 아니라 상담실을 

함께 운영하여 트윈세대를 위한 특별한 공간 제공

 ○ 커뮤니티 공간 중심의 도서관

  - 강연, 공연, 전시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을 도서관 중심에 배치하여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의 역할 강조

  - 상업공간인 카페를 자료실내 마련하여 열람과 휴식을 동시 즐길

수 있도록 공간 구성

  - 신관 개관 후 도서관을 독서만 하는 공간이 아닌 다양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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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APILA(신 ) ALTO(구 )

자료실내 카페 뉴스실

뉴스실내 열람 공간 자연 조망을 최 한 활용한 열람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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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음 공간 성인자료실 

성인자료실내 노트북이용 공간 자료검색 코

어린이자료실 입구
어린이자료실 설계에 감이 된 그림책 

주인공 꼬마 당나귀 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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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정보검색 코 와 이동이 가능한 서가 박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앉아 책을 볼 수 있도록 

높낮이를 달리한 열람 쇼

어린이들의 동화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 

비치, 책 읽기가 가능한 다목  서가

화려한 조명과 지연 친화  칼라를 사용한 

어린이 열람 공간

강연, 열람, 이벤트 등 다목 으로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연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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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실 정보검색 코

음악자료실 우주선을 연상하게 하는 열람 공간

청소년 자료실 청소년 열람 공간

- 26 -



○ ALTO관

알바 알토가 ALTO  자료실 내부 ALTO  열람 공간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열람 책상  의자 알바 알토 디자인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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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시립도서관

(Turku City Main Library)

충청남도교육청 김윤미

경상북도 문화산업과 김현숙

경상북도 문화산업과    백종민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변효화

강원도 철원김화도서관 이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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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 정식명칭 : 투르크시립도서관(Turku City Main Library)

 ○ 웹사이트 : http://www.turku.fi/en/turku-city-library

 ○ 주    소 : Linnankatu 2, 20100 Turku

 ○ 방문일시 : 2018. 9. 10.(월) 11:15

 ○ 접촉인물 : Juha Manninen, Gunnar Ho ̈gnäs

☐ 개     요

 ○ 소    속 : 투르크시립도서관

 ○ 운영시간 : 월~금 10:00~20:00, 토 10:00~14:00, 일 12:00~18:00

 ○ 휴 관 일 : 공휴일, 노동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

 ○ 소장자료 : 100만권

 ○ 도서대출 : 300만(연간)

 ○ 직 원 수 : 152명(본관 82명, 분관 70명)

 ○ 주요시설 : 연면적이 약 8,630㎡으로, 신관(어린이청소년자료실, 비예술부 

자료실,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 구관(예술의 집, 뮤직

라이브러리 등), 회의실, 공연장 등 운영

☐ 주요특징

 ○ 투르크시립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1개의 본관과 

12개의 분관, 2개의 전자도서관으로 구성

 ○ 투르크 시에 인접해 있는 19개의 도시간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및 자료 공유(Vaski 서비스)

 ○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노인, 치매병동 입소자 및 교도소 

수감자 등에게 도서를 배달하거나 도서관 이용 안내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이동도서관 운영

 ○ 어린이ㆍ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대상 베이비 Poetry, 동화 구연 프로그램 운영

    - SNS를 활용한 코스툼 대회(해리포터 등), 유명 작가강연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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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공간 구성 및 주요서비스 내용

 ○ 2007년 완공된 신축 건물, 1903년에 지어진 옛 도서관 건물(2008년 

리모델링), 1818년에 지어진 주지사의 사무실이었던 건물 등으로 구성

 ○ 신관에는 연회장과 뉴스 구역, 어린이ㆍ청소년 자료실, 일반자료실이 

있고, 2008년 새롭게 단장한 구관에는 예술의 집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 주지사의 사무실이었던 건물은 회의실과 카페로 사용

 ○ 개별 건물에 흩어져 있는 10,000여개의 서가는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기능 전체를 구현

 ○ 1층은 어린이ㆍ청소년자료실이 있고, 2층은 일반자료실, 개방형 

열람실이 계단을 통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구성

 ○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자료실은 코너별 전문지식을 갖춘 사서 직원이 

배치되어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동화 숲 커튼 배치로 어린이실과 유아실을 분리하는 느낌을 연출

하여 아이들이 편안하게 독서 및 놀이를 할 수 분위기 제공

    - 읽고 쓰는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도서에 고유의 스티커 부착

    -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와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한 소파와 

장난감, 놀이 공간 등 배치

☐ 세부 조사 내용

 ○ 투르크 시립도서관은 주제에 따라 부서가 나뉘어져 있으며, 출판

유형, 자료 대출 유무에 상관없이 주제가 같은 모든 자료(도서, 

잡지, CD, DVD)는 같은 부서에 위치해 있고, 각 부서의 직원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소장

 ○ 정기간행물(디지털) 자료실

    - 여러 나라에서 발행한 신문을 인쇄 또는 전자 매체로 읽을 수 있고, 

이용자는 도서관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무선네트워크, SparkNet, 

인터넷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키릴 키보드가 필요한 

사람은 예약한 컴퓨터에서 1시간 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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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자료의 대출 관리를 위해 회원, 자료 등 분야에서 바코드 방식 

이외에 RFID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동화된 기계에 의해 보관

하고 색인할 수 있는 수장고 체계를 갖추고 있어 반납된 자료가 

어느 자료실로 가야 할 것인지 어느 서가로 가야 할 것인지를 자동 

분류 기계로 처리한 후 사서가 최종 이송 정리하는 시스템 구축

 ○ 카페 Sirius에서는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며, 하절기에는 정원 

테라스 개방

 ○ 어린이ㆍ청소년 자료실(신관 1층)

    - 어린이자료실(Saga) : 동화 숲 커튼의 뒤에서 어린이들은 독서를 

하거나 숙제를 할 수 있음. 도서와 장난감(어린이용 미니 로봇 

등) 등 대여

    - 청소년 자료실(Story) :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사전 예약으로 인터넷 

검색을 위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 게임 

클럽에서는 보드게임을 할 수도 있음. 청소년을 위한 만화, 잡지, 

영화, 게임 등의 자료를 수시 업데이트

 ○ 비소설부 자료실(신관 2층)

    - 1,000종 이상의 잡지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 사서와 

직원들이 정보 접근을 도와주고 있음. 핀란드 남서쪽에 대한 

유럽 정보와 변화하는 주제를 소개하는 Info market도 함께 운영

<비소설부의 섹션과 주제>

사 회 민족과 문화 자연과 취미

ㆍ일반상식 및 커뮤니케이션

ㆍ사회과학 및 행정

ㆍ경제 및 경영

ㆍ양육 및 교육

ㆍ철학 및 심리학

ㆍ종교 

ㆍ지리학 및 민족학

ㆍ언어

ㆍ역사

ㆍ전기

ㆍ건강

ㆍ과학

ㆍ기술

ㆍ취미

 ○ 예술의 집(구관)

    - 도서관 구관에 위치한 예술의 집에는 Fredric von Rettig씨가  

기부한 문고와 소설, 미술, 음악에 관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poetry room에는 시와 드라마를, reading salone에는 잡지, 신간

도서 등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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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층 음악실에는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고, 데모 녹음으로 최신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합창 및 음악 이벤트는 음악 애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예술부는 4만 개의 뮤지컬 음반과 16만 권의 도서 및 기타 자료 

등 소장

<예술부의 섹션과 주제>

문  학 예  술 음  악

ㆍ시, 드라마

ㆍ핀란드 소설 및 단편

ㆍ스웨덴 소설 및 단편

ㆍ외국 소설

ㆍ다국어 자료실

ㆍ문학 연구

ㆍ만화

ㆍ시각예술

ㆍ건축

ㆍ디자인

ㆍ연극, 무용

ㆍ사진 및 영화

ㆍ일반작품

ㆍ대중음악

ㆍ예술(고전) 음악

ㆍ세계음악, 종교음악

ㆍ신성한 음악

ㆍ이론 및 악기교육

ㆍ악기 기술 및 음향공학

ㆍ악보 및 음악 작품

 

☐ 시사점 및 소감

 ○ 도서관 신축 및 구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구관과 신관 공간의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하였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 도서관 입지는 시민 접근성이 좋은 시내 중심지에 있어 전철이나 

버스로 쉽게 갈 수 있는 곳, 주거 밀집지역 중심지역에 있어 도보로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

 ○ 구관은 건축한지 100년이 지났어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2007년 신축한 신관과 조화로움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집기들을 비치하고 서가는 성인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높이임. 도서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서가 위쪽에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열람석 가까이 있는 의자와 쿠션, 카펫, 은은한 조명은 

가정의 거실과 소파 같은 편안한 느낌을 주었음

 ○ 어린이 자료실은 책 종류에 따른 공간의 카펫 색을 다르게 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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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음시설 및 바닥에 깔린 카펫 등으로 소음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나, 

어린이들의 장난감, 놀이 공간 등으로 인해 약간의 소음이 발생

     *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소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제 삼지 않음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게임 공간을 별도로 배치, 일정시간을 정해서 

컴퓨터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

    - 청소년기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이 아지트가 되어 건전한 

문화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도서관내에 게임 공간을 만드는 것

에도 긍정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

 ○ 현대 도서관의 개념이 공부하는 조용한 독서실이라는 인식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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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안내데스크 도서분류기

어린이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sofa n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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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거 여실(하 기) 디지털자료실

회의실 구  술부 자료실

구  계단이용 술작품 구  뮤직라이 러리

구  도서  입구 신  도서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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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Latvia)

외교부 개발정책과   김민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정보관   김숙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정보관   유현순

외교부 정책기획담당관실   최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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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 정식명칭 : 라트비아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Latvia)

 ○ 웹사이트 : https://www.lnb.lv/lv

 ○ 주    소 : Mūkusalas iela 3, Riga, LV-1423, Latvia
 ○ 방문일시 : 2018.09.14.(금) 13:30

 ○ 접촉인물 : 

  - Liva Pormale(Information＆Public Relations)

  - Ekaterina Pavolva(East Asian Studies)

  - Silvija Tretjakova(Childrens Literature Centre)

☐ 개     요

 ○ 소    속 : 라트비아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Latvia)

 ○ 개관시간 : 

  - 월-금요일: 9:00-20:00, 토·일요일: 10:00-17:00

  - 여름(7/1-8/1) : 월요일(10:00-17:00, 1층 열람실만 개방),

                  화·목요일(9:00-17:00), 수·금요일(12:00-20:00), 

                  토요일(10:00-17:00, 대출은 제한), 일요일 휴관
 ○ 휴 관 일 : 

  - 공휴일(Public holidays)

  - 매달 둘째 주 월요일(Maintenance day)

  - 외교적 행사 있을 때(홈페이지에 공지)

 ○ 소장자료 : 

  - 국가의 문헌을 수집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며, 오랜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450만 건 이상의 

장서를 보유

  - 장서 : ▲도서(1,987,471), ▲정기간행물(317,938), ▲신문(19,756), ▲

잡지(134,497), ▲속편(163,685), ▲지도(26,818), ▲악보(122,526), ▲

포스터 및 엽서(188,769), ▲필사본 및 아카이브 자료(8,403), ▲소책

자(514,509), ▲시청각 자료(56,854), ▲녹음 자료(52,121), ▲영상 자

료(4,733), ▲CD-ROM(2,349), ▲디스크(156), ▲마이크로폼(27,826), 

▲마이크로 카드(22,168), ▲마이크로 필름(5,658), ▲전자 자료

(158,319), ▲전자책(77,251), ▲그래픽 아트(7,701) 등

  - 주요 소장품 : 라트비아어로 인쇄된 최초의 서적과 요한 엔스트 그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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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 Ernst Glück)의 라트비아어 성경 번역서(1694),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초판본 등

  - 1999년부터 장서를 디지털라이징하여 웹상에서 제공

  - 국가서지와 고지도, 신문, 음향 자료 등을 디지털 도서관에서 다루고 

있음 

 ○ 도서대출 : 대출은 하지 않고 모든 자료는 열람만 가능

  - 2014년 현재의 건물로 재개관 이후,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관외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관내 열람만 가능

․ 열람 절차 : 열람실,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열람신청서 제출

․ 도서관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쇄

자료의 관외 유료 대출 실시(의회, 정부 관료, 과학자, 대학 및 

교육기관 종사자, 박사학위 준비 중인 자 등)

 ○ 주요시설 : 주제별 열람실, 종류별 열람실, 회의실, 전시실

  - ▲주제별 열람실(인문·사회과학, 기술·과학, 음악 열람실), ▲종류

별 열람실(지도, 민요, 희귀 서적 및 원고 자료실 등), ▲기타(시청각 

자료실, 인터넷 열람실, 시각장애인 열람실, 1인 열람실 등) 각 층별 

열람실이 있어 방문자들의 도서관 이용을 돕고 있음

  - 전시실 : 다양한 전시실 공간을 가지고 있고, 특히 1층에서는‘라트

비아의 도서(Grāmata Latvijā)’라는 제목으로 라트비아 책의 역사를 

살펴보는 상설 전시관을 운영

☐ 주요특징

 ○ 1919년 40여명의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1개의 열람실로 도서관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장서 수 증가로 리가 시내 여러 곳에서 

장서를 나누어 보관하는 등 어려움이 반복되어 2014년 재개관

  - 라트비아 리가(Riga) 안에 7개의 분관을 가지고 있음(라트비아에는 

800여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음)

 ○ 1989년부터빛의 궁전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라트비아에서 태어난 미국 건축가인 ‘Gun rs Birkerts’에 의하여 설계

  - 최대 높이 68m의 피라미드 구조가 돋보이는 건물로, 다우가파

(Daugava) 강 언덕에 자리하고 있으며, 라트비아 국가 건국 이래 

문화 시설로서는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완성

  - 리가(Riga) 중심지에 건립된 라트비아 국립도서관(NLL)은 최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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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갖춘 상징적인 건축물이자 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

 ○ 1,000여명의 이용자를 동시에 수용가능하며 18개 열람실, 380여명의 

직원 근무 중

  - 자료보존 및 열람을 위한 공간은 총 9층으로 되어 있음

  - 최대 8백만 권의 장서를 수용할 수 있으며 350,000권의 책을 무료로 

열람 가능

  - 450석 규모의 컨퍼런스 및 콘서트홀, 미팅룸 마련

 ○ 빌 & 멜린다 게이츠(Bill & Melinda Gates) 재단의 지원으로 라트

비아 국립도서관과 라트비아 국내의 800여 개의 도서관을 단일 네

트워크로 통합해주는 첨단기술인 라이트(Light) 네트워크를 구성

    ※ 디지털화된 자료들은 라트비아 전역에서 공유 가능

 ○ 다양한 기관과 개인들의 협력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인 라트비아 국립 

도서관은 1999년 유네스코 공식 후원 프로젝트로 선정

☐ 서비스 공간 구성

 ○ 라트비아가 EU가입 전 사용했던 지폐 색깔을 모티브로 층별 색깔을 부여 

   ※ 고액권 일수록 높은 층에 색깔 배정

[사진 1] 라트비아 지폐 및 층별배치도

 ○ 층별 주요시설

층별 주요시설
지하1층 - 회의실

1층

- 상점

- 상설전시 "Book in Latvia"

- 전시실 I,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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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

- 강의실(Virtaka lecture room)

- Ziedonis Hall 
  * Imants Ziedonis(라트비아 시인)

M층

- 동아시아연구발틱센터(ASIARES) 열람실

- 인터넷 열람실

- 참고봉사 및 정보센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업공간

- 이용자 교육실

- 상호대차실

- 라트비아 국립도서관 재단

2층

- 경제학, 법학 자료실

- 인문, 사회과학 자료실

- 그룹 강의실, 어학실

3층

- 열람실(John Fitzgerald Kennedy Reading Room)

- 정기간행물 열람실

- 기술, 과학 자료실

- 1인 열람실

4층

- 그룹 강의실

- 예술자료실(Konrāds Ubāns Art Reading Room)

- 음악자료실(Alfrēds Kalniņš Music Reading Room)

- 전시실

- 시청각 자료실 

5층

- 전시실

- 라트비아 및 발트 3국 관련 자료 열람실

- 그룹 강의실

-‘Cimelia’전시실

- 희귀도서(Aleksejs Apīnis) 및 필사본 열람실

- 라트비아인의 전통문화 보존소

6층

- 지도 자료실

- 열람실(수명이 짧은 출판물)

- 덴마크 문화 협회
7층 - 아동자료실

8층

- 열람실(도서관학)

- 그룹 강의실

- 역량개발센터(Competence Development Centre)

- 도서관 발전 센터(Library Development Centre)
11층&12층 - 전망대 및  행사공간(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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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주요기능

  - 라트비아어 및 번역서, 라트비아 작가의 작품 등 라트비아와 관련

하여 출판된 모든 도서를 수집·보존

  -  인문학 및 사회과학계열의 도서를 중점적으로 수집

   ※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수집과 보존을 위한 역할 수행

  - 라트비아의 중앙도서관으로서 컨설팅 기능을 수행함

  - 외국어 및 인문과학계열의 도서는 대학도서관을 통해 수집

  -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들도 도서관 이용가능

하며 어린이용 홈페이지 운영 중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과 같은 국제적인 도서관협회들과 협력

  - 역량개발센터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서들의 교육훈련 기능

  - 라트비아에서 출판되는 도서에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

  - 고서의 복원센터로서의 기능 

  -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전시공간 운영 등으로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서의 기능 수행(Travelling exhibitions)

 ○ 각 층의 전시공간에서‘책의 역사’를 주제로 한 도서 전시

  - 제2차 대전 이후 소련군에 의한 점령으로 라트비아의 역사를 담고 있거나 

정치적 사상이 담긴 책들은 금서로 지정(1918년 라트비아 건국 이후 출판

된 도서 전시).

  - 당시 금서로 지정되어 비밀보존실에서 보관되었던 도서들을 전시

  - 속표지에 찍었던 도장도 함께 전시

   ※ 희귀도서를 관장하는 부서 및 발틱 열람실에서 전시 도서를 선정(전시업무 

전담부서는 별무)

 
[사진 2] 금서로 지정된 도서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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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페인‘특별한 책장을 위한 특별한 책(Special Book for Special Bookshelf)’ 

  - 도서관 중앙에 5층 높이의 거울을 이용한 설계로 이용자들의 기증

도서로 구성된 특별한 서가를 영구 전시 중

  - 개개인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전시하여 이용자들에게 라트비아의 

문화와 역사를 상기시켜 특별한 장소로서 인식되고자 기획

  - 발트3국 관련 자료로 시민 개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도서들을 기증

받아 전시

    ․ 고가이거나 희귀본일 필요 없고, 언어 제한이 없으며 본인의 사연이 담긴 

이야기면 기증 가능(1인당 1권 기증가능, 가장 오래된 책은 15세기 책)

    ․ 표지 또는 다음 페이지에 책에 관한 개인의 사연 혹은 메시지를 적어 기증

  - 현재 5,000여권의 책으로 서가가 구성되어 있지만 2019년 라트비아 

국립도서관 창설 100주년을 맞이하여 15,000여권의 책을 더 기증받아 

전시 예정 

  - 모든 목록은 디지털 라이징하여 인터넷 상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조사 내용

 ○ 동아시아 연구센터(M층 위치)

   - 2010년부터 라트비아내 동아시아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으

며, 2015년 열람실을 개관하여 보존·열람의 장소로 활용 중

  - 2명이 근무 중(1명은 중국 관련 자료, 1명은 일본 관련 자료를 관장함)

   ※ 한국학과 관련된 직원은 아직 미배치

  - 중국관련 도서가 가장 많으며 2년 전부터 한국, 일본 관련 도서도 수집하기 

시작하여 현재 소장 중

  - 주 이용자는 주로 라트비아 대학의 아시아 관련 학과 학생들로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등 약60여명의 학생들이 주로 열람 

[사진 3] 도서관 중앙에 전시중인 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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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이용자가 많지 않으나 동아시아 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도서들은 각 국가의 여러 기관과의 프로젝트를 통한 기증 자료로 구성되며 

기증 목록을 먼저 보고, 필요한 도서들을 선택하여 기증받고 있음. 

  - 한국 자료 관련, 국제교류재단(KF), 국회도서관 및 한국의 도서관들과도 

교류를 시작하는 단계

  - 동아시아 관련 강의, 세미나를 주관하고, 장소를 대여 중 

   ※ 작년 라트비아 대학에서 주관하여 한국학에 대한 회의를 개최

  - 동아시아 관련 열람실 자체적인 예산은 별무 

   ※ 현재 대만과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음

  - 현재 동아시아 문학을 알리기 위한 노력 중

○ 아동자료실(7층 위치)

  - 5세부터 무료로 도서관 카드 발급 받아 자유롭게 이용가능

  - 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수유실과 같은 별도의 편의시설은 같은 층

이 아닌 1층에 마련되어 있으며, 아동들이 내는 약간의 소음은 허용

  - 올해 초 라트비아와 한국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공동으로 

라트비아 동화를 주제로동화의 숲 속으로라는 전시회를 개최

(2018.02.06.-2018.04.25.)

    ․ 라트비아의 그림책 작가 마가리타 스타레스테 작품 전시

  -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장려 캠페인 진행 중

   ① Children and Young Adult Jury

    ․ 해마다 아동도서를 선정하여 1,000여명의 어린이 및 국내·외 

700개의 도서관에서 참여

    ․ 온라인으로 가장 좋은 책 투표를 진행하고, 독서장려 대회 개최

[사진 4] 동아시아 연구센터 서가 및 열람실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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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개의 라트비아 센터가 해외에 있어 매년 3월 유럽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라트비아 문학을 다루는 모든 기관들이 참여

   ② Reading Encourages Competition

    ․ 11-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제아동도서평의회(IBBY)와 협력하여 진행

    ․ 2022년은 한국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를 주최할 예정

   ③ 주말마다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주최

 ○ 보존서고

  - 모든 열람실(2-6층)에는 보존서고 운영

  - 자료분류에는 UDC를 사용하나 서고 배열은 도서가 들어온 순서 및 

크기에 따라 정리하여 보존(내부 공간의 경제적 활용을 위함)

  - 재개관 이전부터 사용해 온 방법으로 도서, 음악자료 등 4.5만권 이상의 

자료들을 보존 가능

  - 영구보존은 9층, 주기적으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은 2-6층, 17-19세기 

고서들은 리가 외곽에 위치한 보관소에서 별도 보관 중

  - 2주에 한번 열람자가 자료를 신청하면 자료를 라트비아국립도서관 

내에서 열람가능

[사진 5] 아동자료실 전경 및 서가

․ 주제(W:외국서적, L:라트비아서적 등)․ 입고년도 및 크기를 나타냄
[사진 6] 보존서고 전경 및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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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소감

 ○빛의 궁전’이라는 별칭처럼 라트비아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

김했지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보다는 보존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트비아인으로서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소련 연방 때 해외로 반출되었던 자료들을 다시 소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돋보였다. 

 ○ 라트비아인의 문화적 깊이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사서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역사와 전통 위에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수용하여 또 다른 

라트비아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점과 도서관 사서가 단순히 

전문직이기 때문에 갖는 자부심이 아니라, 내가 근무하는 도서관의 가치와 

역사를 연구하고 탐구한 밑바탕이 있을 때 사서란 직업에 대해 진정 

깊이 있는 자부심이 생기고 도서관의 실질적인 미래 구상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힌다.

 ○ 라트비아 전설상의‘빛의 궁전’의 이미지를 건축디자인에 활용한 점

이나, 라트비아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과 전시 등 여러 면에서 

라트비아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도서관의 노력이 

돋보인다.

  - 다만, 도서관 중앙 공간을 비운 설계는 공간 활용의 효율이 다소 떨어져 

보이며, 수유실 등 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같은 층이 아닌 1층에 

따로 떨어져 있는 점, 유아 자료실의 공간 구성 및 자료 배치는 이용자 

편의 면에서 아쉬움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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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사진 7] 도서관 외관

[사진 8] 도서관 내부

[사진 9] 전망대 및 행사공간(11층 & 12층)

․ 민속학자인Krišjānis Barons가 수집

․ 19세기까지 수집된 선조들의 4구로 된 
 시 문구들로 268,000개가 수집됨
․ 라트비아 사람들의 삶과 죽음 등이 기록

[사진 10] 2001년 유네스코에 등재된시 문구 보관함(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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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대학도서관

(Helsinki University Library)

Communications Manager, Veera Ristikartano, 5조 분임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김근희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헌정보팀 김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이경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식정보실 최연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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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 정식명칭 : 헬싱키대학 중앙도서관(Helsinki University Main Library, Kaisa House)

 ○ 웹사이트 : http://www.helsinki.fi/kirjasto/en/home/

 ○ 주    소 : Fabianinkatu 30(P.O. Box 53) 00014 University of Helsinki 

 ○ 방문일시 : 2018. 09. 12.(수) 09:30

 ○ 접촉인물 : Communications Manager, Veera Ristikartano

☐ 개     요

 ○ 소    속 : 헬싱키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

 ○ 개관시간 : 평일 08:00 - 20:00, 토요일 11:00 - 17:00 

 ○ 휴 관 일 : 일요일 ※ 학기 중에는 11:00 - 17:00 개관 

 ○ 소장자료 : 인쇄자료 1,400,000권, 전자저널 27,500권, 전자책 770,000권 

 ○ 도서대출 : 14일 또는 28일  

 ○ 주요시설 : 열람실 및 회의실, ARC(American Resource Center), 휴게공간, 상업시설 

    ※ 층별 주요시설 

7

- 최신학술저널 

- 대회의실(Conference room)

- 열람실(Reading and study area) 및 회의실(Group work room)

- 연구자 공간 및 졸업생 코너

6
- 신학, 철학, 고전학, 아시아‧아프리카학

- 열람실 및 회의실, 장애인을 위한 열람공간(Accessible work room)

5
- 언어학, 예술, 소설 

- 감상실(listening room), 열람실 및 회의실

4
- 행동과학, 법학, 사회학

- 마이크로필름실, 열람실 및 회의실

3

- 출입구, 안내데스크

- 예약도서 및 대출‧반납데스크, 무인 도서반납함(out-of-hours drop box)

- 전시공간, 휴게공간 및 카페테리아 

- 신간도서, 신문, 사전류, 교재류 

2

- 역사‧문화학, 북미학, 교재류

- 열람실(Quiet reading room, Reading and study area)

- 작업실(Special work room)

- American Resource Center 

1 - 상업시설

K1 - 상업시설

K3 - 서고 및 열람실

K4 - 서고 및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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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특징

 ○ 핀란드에서 가장 큰 대학도서관 

  - 도시에 흩어져 있던 각 단과대학 도서관을 2010년 헬싱키대학도서관

(Helsinki University Library)으로 통합

 ○ 핀란드에서 가장 큰 개인 또는 그룹 업무공간(Workspace) 제공 

  - 열람실 수용인원 : 2,373명 

 ○ 헬싱키대학도서관은 4개 도서관과 2개 학습지원센터(Learning center)로 구성 

 ○ Main Library(Kaisa House)는 2012년「세계디자인수도 헬싱키

(WDC, World Design Capital Helsinki)」의 주요 프로젝트

  - 안티넨 오이바(Anttinen Oiva Architects)의 건축 공모 당선작

  - 2008~2010년 설계, 2010~2012년 건축하여 2012년 9월 3일 개관 

  - 총 면적 31,700㎡, 지상 7층 및 지하 3층으로 건축

 ○ 도시 중심부 위치 및 편리한 접근성 

  - 도서관 로비에서 공공 지하철 노선(까이사니에미역)까지 연결

 ○ 국제기구와 파트너십 구축 및 유럽의 개발 프로젝트 참여 

  - LERU(유럽연구대학연맹), IFLA(국제도서관연맹), LIBER(유럽연구도서관협회), 

OpenAIRE 2020 프로젝트 

Main Library 
Kaisa House

Campus Library 
in Kumpula

Campus Library 
in Viikki

Campus Library 
in Meilahti

인문학‧사회과학 분야 수학‧자연과학 분야 생물학‧환경과학 분야 의학‧보건학 분야 

Learning Center Aleksandria Learning Center Minerva

조사‧연구 및 업무공간 조사‧연구 및 업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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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공간 구성

구분 사진 내용 

위치 

○ 도시의 중심부 도로변에 위치하여 공공장소 (Urban
   public space)로써 편리한 접근성

○ 도시와 대학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이며 실질적인 공용공간
   으로 활용

외부 

○ 붉은 벽돌과 커다란 유선형 창이 인상적임
 

○ 정면부와 후면부의 유선형 창이 대칭구조를 이루어 미학적
   요소로써 작용 

내부

○ 자연채광 
- 상부의 타원형 창, 벽부의 다양한 창 배치
- 채광과 미학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

○ 각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타원형 구조를 중심으로 오픈
   스페이스 조성 

- 각 층의 평면은 ‘벽’을 해체하여 이용자에게 최대한 
  자유로운 동선 제공 
- 자연채광 및 층간 공기를 효율적으로 이동시켜 쾌적한 내부
  환경 조성 
- 시각적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실은 유리문 설치

○ 나선형 계단 배치 
- 각 층을 단절시키지 않고 이용자의 연속적인 층간 이동 유도 

○ 타원형 구조 및 창의 배치, 나선형 계단 등 요소는 개방적
   이고 유연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며 공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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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 3층 로비의 편리한 동선 설계 
- 안내/IT서비스, 대출‧반납, 예약도서 수령, 무인반납 등  
  주요 서비스 제공  
- 출입구 위치
- Aleksandria(Learning Center)와 연결

○ 대중교통과 긴밀한 연결
- 도서관 로비와 지하철(까이사니에미역) 연결 

공간

○ 그룹활동 및 회의 공간 제공 

- 그룹활동 및 회의 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group work room, conference room 제공 

- 이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커뮤니티 조성

○ 기능별․대상별 세분화된 공간 제공 

- reading & study area

- quiet reading room

- special work room

- listening room

- phone room 

- accessible work room

○ 이용자를 세심하게 배려한 열람 공간 
- 열람공간을 개방적인 공간과 칸막이를 이용한

  집중도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절한 공간을 선택 

- 창가에는 열람석을 배치하여 자연채광 효과를 높임

○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도서관 

- 전시 공간 조성 

- 휴게실 및 카페, 1~K1 상업시설 조성

- 51 -



가구

○ 각층의 대형 타원형 테이블은 도서관 내부 타원형 구조와
   일관된 디자인적 요소 

 

○ 스탠딩 테이블을 두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용자를 배려함

○ 다양한 형태의 의자가 있으며, 쿠션감 있는 의자는 편안하고
   안락한 열람을 도움

색채

○ 기본색 : 화이트톤   
- 천장‧벽면 화이트톤 마감  
- 서가‧책상 등 가구 또한 화이트톤 통일
- 개방적이며 공간을 넓어보이게 함

 

○ 다양한 색을 포인트 색으로 활용
- 의자, 칸막이 등에 다양한 색상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공간 연출 
- 장시간 열람 또는 학습하는 이용자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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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헬싱키대학도서관은 자료구입 예산의 95%가 전자자료이며, 교수‧
학습 및 연구‧조사를 위한 다양한 전자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상

에서 5번째 캠퍼스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제분야별 Research Guides 제공 

  - 다양한 주제분야에 대한 정보원 목록 제공(10개 주제분야, 84개 가이드) 

  

사인

시스템

○ 일관된 안내표지 : 하얀색 바탕, 검은색 글씨

○ 색채를 활용한 공간 이용안내 
- Green zone(social space) : 회의실, 휴게실 등 활발한
   대화가 가능한 공간 
- Orange zone(working space) : 약간의 대화 및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공간  
- Red zone(silent space) : 조용하게 열람‧ 학습하는
  공간으로 예약하여 사용 가능 

① 일반 ⑥ 행동과학

② 신학 ⑦ 자연과학

③ 인문학 ⑧ 농업 ‧ 식품 및 임업학

④ 법학 ⑨ 생명과학 ‧ 환경과학

⑤ 사회과학 ⑩ 의학 ‧ 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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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중세 필사본 및 고서」Research Guide

 

○ BookNavigator

  - 500,000권 이상의 전자책 서비스 제공 

  - 태블릿, 스마트폰과 호환 가능하며 이용자ID를 통해 이용 가능 

Manuscript Catalogues
- 필사본에 관한 정보, 판본, 소장처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목록 제공 

Digitized Manuscript
- 유럽‧북미 및 호주의 필사본 DB, 포털 목록 제공

- Europeana, Internet Archive, Hathi Trust 등

Digitized Old Books
- 유럽‧북미 및 호주의 고서 DB, 포털 목록 제공

- EEBO, ECCO 등 

Librarian - 해당 주제분야 담당사서 소개 및 연락처 제공

Library - 해당 주제분야 자료 소장 도서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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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ka-database

  - 헬싱키대학도서관 소장자료 및 6개 기관의 통합 목록 제공

(National Library,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The 

Finnish Heritage Agency Library, Finnish Literature Society, 

Library of the Labour Movement, Baltia-kirjasto) 

  - 인쇄 또는 전자자료에 대한 320만 건 레퍼런스 제공  

○ Self Service Library 

  - 도서관 개관시간 이외에도 주요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평일 8:00-10:00, 19:00-20:00(main library 기준)

  - 자료 대출‧반납, 예약도서 수령, 도서관 내 공간 및 장비 이용

☐ 시사점 및 소감

 ○ 디지털시대 도서관의 공간적 의미는 무엇인가?

  - 헬싱키대학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의 95%는 전자자료이며, 연간 자

료이용 통계는 대출 375,000건, 전자저널 3,100,000건, 전자책 

3,000,000건이다. 도서관의 장서는 인쇄자료에서 디지털자료로 

변화해가고 있고 도서관 이용자 계정만 있으면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다. 이제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오늘날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변화해 나아가야 하는가? 

  - 우리를 안내한 Veera Ristikartano(Communications Manager)는 

중앙도서관 공간 조성에 있어서 그룹활동‧회의 등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또한 

헬싱키대학도서관은 4개의 도서관과 더불어 2개의 학습지원센터

(Learn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서관은 서가 중심의 자료를 보존‧열람하는 공간에서 확

장되어 공동체의 학습공간이자 러닝 코먼스(Learning Commons, 

학습공유공간)로써 새로운 공간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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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싱키대학도서관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했는가? 

  - 첫 번째 시사점은 도서관의 ‘위치’이다. 중앙도서관은 헬싱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노선과 연계되어 있다. 도서관의 

인프라 또는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 또는 기관의 

중심부에 위치해야 하며 쉽고 편리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개방성’과 ‘공유’라는 가치를 실현한다. 

도서관은 타원형 구조물을 중심으로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했다. 

경계를 만들어내는 건축적 요소인 ‘벽’을 해체하여 이용자에게 

최대한 자유로운 동선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복도와 실로 

구분된 평면이 아닌 개방형 평면을 도입하고 시각적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실은 유리문을 활용했다. 또한 내부 나선형 계단은 

각층을 단절시키지 않고 이용자의 연속적인 층간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 구성은 인간의 평등한 관계 및 소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러닝코먼스(Learning Commons, 학습공유공간)’로서 공간을 보

여준다. LC란 IC(Information Commomns, 정보공유공간)의 자원

을 활용하여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조직의 협력관계를 통

한 지식 창조와 자기 주도적 학습 등 학습기능 중심으로 진화한 

공간 개념이다. 도서관은 인쇄매체와 디지털매체의 적절한 통합, 

학습공간과 휴게공간의 합리적 배치, 그룹활동 및 협동연구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을 통해 정보와 사람, 사람과 사

람 간 소통을 위한 공간을 지향한다. 

  - 도서관의 내부 디자인은 시각적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

하여 설계했다. 내부 공간의 주 컬러는 흰색이며 바닥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원목 또는 카펫으로 마감했다. 의자, 칸막이 등에는  

다양한 원색을 사용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 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의 사인시스템은 일관된 디자인 계획을 보여준다. 

또한 타원형, 유선형, 곡선형 디자인의 구조와 창, 가구는 심리적

으로 편안함을 주고 있다. 도서관의 공간 디자인은 구조, 가구의 

설계와 배치, 색채계획을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며 동시에 

편안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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