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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m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를 통해 국외 도서관의 동향 파악 및 

도서관 관계자들과 인적 교류 확대

 m 도서관 견학을 통한 향후 지역도서관 운영 및 발전방향 모색

2. 출장자 및 출장기간

 m 출장기간 : ‘18. 8. 23.(목) ~ 9. 1.(토) / 8박 10일

 m 출 장 자 : 소순천(기획총괄과장)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소속 도서관 직원 총 15명 참가

3. 출장국가 및 방문기관

 m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m 싱가포르 

  - 싱가포르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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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

편 시간 방문기관 주요내용

8.23.(목) 인천
쿠알라
룸푸르

KE671 16:35~
21:55

 ㅇ 인천 출발 
 ㅇ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도착

8.24.(금) 10:00
17:00

2018
쿠알라룸푸르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WLIC) 

 ㅇ WLIC 참가 등록
 ㅇ WLIC 한국어 참가자 모임

8.25.(토) 09:00  ㅇ WLIC 참가–개회식, 전시회

8.26.(일) 09:00  ㅇ WLIC 참가

8.27.(월) 09:00  ㅇ 공공도서관 관련 세션 참석
 ㅇ 문화의 밤

8.28.(화) 09:00  ㅇ 포스터세션 관람 

8.29.(수) 0900  ㅇ 공공도서관 관련 세션 참석

8.30.(목)

말라카

전용차
10:00
14:00

-  ㅇ 말라카로 이동(약 3시간 소요) 
 ㅇ 싱가포르 이동(약 4시간 소요)

말라카 싱가포르

8.31.(금) 싱가포르
09:00
22:35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ㅇ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방문
 ㅇ 싱가포르 국제공항 출발 

9.1.(토) 인천 05:55  ㅇ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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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요

1.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m 1927년 설립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및 이용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약 150개국 1,700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도서관·정보전문가의 의견을 대변함

 m IFLA 사무국은 네델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며, 회장은 회원국의 투표권 

보유기관의 투표로 결정

  

2. 세계도서관정보대회 (WLIC: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m 2002년까지는 IFLA 총회로 불렀으나 2003년부터 WLIC로 명칭 변경

 m 국제도서관연맹(IFLA) 사무국과 주최국 대회 개최 준비위원회에서 준비

하며 세계 각국의 우수 현장 경험 및 주제발표, 현안 사항을 논의

 m 매년 8월 개최국을 달리하는 대륙별 순회 형식으로 열리며, 200개 이상의 

발표회에서 300편 이상의 도서관 업무 관련 논문들을 발표

3. 2018 WLIC 쿠알라룸푸르 대회 참가 개요

 m 기간 : ‘18. 8. 23.(목) ~ 9. 1.(일) / 8박 10일

 m 개최지 :  KL컨벤션 센터(쿠알라룸푸르) 

 m 주제 : 변화하는 도서관, 변화하는 사회(Transform Libraries, Transform Societies) 

 m 프로그램 세션 : 249개

 m 참가등록방법

  - 각 국가별로 IFLA 회원기관에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신청

  - 현지 대회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통해 사전등록용지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참가등록증 발급

  - 등록대에 참가등록증 제시 후 참가증 및 대회프로그램 자료집, 명찰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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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레이시아 개황1)

국    명 -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of Malaysia)

지    리
- 말레이반도의 남부를 차지하는 서말레이시아(약 13㎢)와 보르네오섬 북서부의 

사라왁 및 사바로 이루어지는 동말레이시아(약 20만㎢)로 구성

면    적 - 330,290㎢(한국의 3.3배/ 한반도의 1.5배)

기    후
- 전형적인 열대우림형으로 고온다습하며, 연평균기온은 27℃, 연평균 강우량 2,410㎜임 

- 말레이반도의 동해안에서는 북동 몬순기(10월~2월)에 상당한 집중 강우를 볼 수 있음

수    도 - 쿠알라룸푸르 (Kuala Lumpur)

인    구 - 32,042,458명 (2018 추계)

주요도시 - 쿠알라룸푸르, 조호바루, 페낭, 이뽀, 말라카 

민    족 - 말레이계(60%), 중국계(25%), 인도계(7%), 기타(8%) 

종    교 - 이슬람교(62%, 국교), 불교(21%), 기독교(9%), 힌두교(6%), 기타(2%) 

언    어 
- 말레이어(Bahasa Malaysia, 공용어), 영어(상용어), 중국어

- 약 140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말레이시아 반도 40개, 사바 54개, 사라왁 46개) 

통    화 
- 링깃(Ringgit Malaysia)(RM 혹은 MYR로 표시) 

- 1링깃=약 270.51원, 1US$= 약 4.14링깃 (2018년 9월)

건국일

(독립일)
- 1957년 8월 3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국가형태

- 연방 입헌군주제(Federated constitutional monarchy)

 · 3개 연방직할지, 서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 11개주 및 동말레이시아 2개주 등 

13개주로 구성 

  ⁕ 연방직할지 : 쿠알라룸푸르(‘74년 설정), 라부안(’84년 설정), 푸트라자야(‘01년 설정)

  ⁕ 지방정부가 국방, 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상당한 실권 행사

 · 말레이계 9개 주 술탄이 5년마다 순환하며 국왕 역할 수행

  ⁕ 4개주(페낭, 말라카, 사바, 사라왁)에는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 존재

국가원수 
- Sultan Muhammad V(15대 국왕, ‘16.12.13. 취임)

 · 말레이계 9개주 술탄이 5년마다 순환하며 국왕 역할 수행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우리나라

와의 

관계

- 외교관계수립 : 1960년 2월 23일 수교

- 주요협정체결 : 무역협정(‘62), 문화협정(’65), 항공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약

(’83), 사증면제협정(‘83), 과학기술협력협정(’86), 해운협정(‘88),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89), 형사사법공조조약(‘13), 범죄인인도조약(’15)

1) 출처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Naver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46309&mobile&cid=43752&categoryId=43753, 
2018.9.15.검색), kotra(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 2018.9.1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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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 주요 세션 발표내용

1. Session 114

  : 도시의 보호시설 :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 메트로폴리탄도서관

  (Sanctuaries in the city : the public library as a safe space – Metropolitan Libraries)
 m 도서관은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호주 

맬버른 도서관) 
 m 공공도서관과 개인 공간 : 노숙자와 성소수자 등도 차별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캐

나다 토론토 도서관) 
 m 안전하고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의 역할(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도서관)  
 m 안전한 장소로서의 공공 도서관 :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공원 도서관의 원칙과 경험

 m 이민자와 난민들의 통합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도서관(프랑스 국경없는 도

서관)
 m 노숙자들을 위한 도서관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보호소와 홈리스 학교 사례 연구

2. Session 128

  : 디지털 세상에서 너의 능력을 확장시켜라 : 항상 1000곳에 있는 방법 - 경영과 마케팅

   (Expand Your Reach in a digital World : How to be in A 1000 Places All the 
Time - Management and marketing)

 m 소셜 미디어를 넘어서 : 도서관 디지털 마케팅 최근 동향(미국 신시내

티 대학도서관)
 m 디지털 세상의 기회 활용 : 도서관 서비스 변화, 자원 재분배와 작업 구조 개발

(스웨덴 헬싱보리 시 도서관)
 m 당신의 미디어는 얼마나 사회적인가? 학술도서관에서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 관리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도서관)
 m 인도네시아 도서관의 인스타그램을 통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

 m IFLA BibLibre 국제 마케팅 18년도 1위 수상작 : “2017 청소년 벌금 사면”-청
소년을 위한 금연 캠페인 실시(미국 뉴욕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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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FLA BibLibre 국제 마케팅 18년도 2위 수상작 : “사서와 함께하기”-재미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서서들이 직접 찍어서 올리기(뉴질랜드 

Invercargill Libraries and Archives)
 m IFLA BibLibre 국제 마케팅 18년도 3위 수상자 : “자그레브로부터의 인사”-예

전에 사용한 엽서를 디지털화해서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크로아티아 자그

레브 국립도서관)

3. Session 184

  : 올해의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 수도권 도서관 건축과 정비 

   (Public Library of the Year Awards – Public Libraries, Metropolitan Libraries and 
Library Buildings and Equipment)

 m 네덜란드 덴 헬더(Den Helder)에 위치하며 KopGroep 도서관기관 소속의 
스쿨7 도서관(Bibliotheek School 7)이 2018 올해의 도서관(the Public 
Library of the Year 2018)으로 선정됨

  - '도서관 목적으로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부지 내에 도서관이 설립되거나 

새롭게 설치된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35개국의 19개 도서관과 경쟁 끝에 
1위 수상

□ 포스터세션

1. 스웨덴 공공도서관

 m 독서 즐기기 : 새로 시작하는 부모를 위한 독서 동아리

  - 스웨덴 Hassleholm 공공도서관으로 난민을 대상으로 한 랭귀지 카페를 

서비스 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유명한 삽화가 있는 그림책을 모으고 있으며, 어린이 문학을 

사용하여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스웨덴어를 쉽게 배우도록 배려함

  - 사서들은 SFI(Swedish For Immigrants)학교에 아랍계학생과 함께 독서 

동아리를 만들었으며,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책을 읽고 다음 

모임에서 책을 다시 토론함

  - 동화책을 통하여 독서력과 언어(스웨덴어, 아랍어)를 향상시키는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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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맹인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북클럽 운영

  - SRF(Synskadades riksforbund)라고 불리는 맹인 및 시각장애인협회와 

협약하여 한 달에 한 번 6~7명씩 그룹을 만들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클럽을 운영

  - 모든 도서관은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대출자는 특별한 증명서가 필요하

지 않으며 항상 무료임

  - 책은 CD, USB 또는 메모리 카드로 제공되고, 핸드폰으로 어플을 다운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 스마트 폰, 태블릿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음

 m Tech-telling : Vaggeryd공공도서관

  - 독서진흥을 위해 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사용하는데, 이를 

‘테크텔링(Tech-telling)이라고도 함

  - ‘Bluots’이라는 작고 간단한 로봇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래밍을 탐구

  - 프로그래밍, 디자인, CAD, 레이저 커팅 및 3D 인쇄지식에 대한 기본 

사항을 다양한 자료로 학습 할 수 있으며, 촬영, 공동작업,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스토리텔링을 만듦

 m The Mouse Library
  - 실제 살아있는 쥐가 전시되어 있고, 미니어처에서 쥐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유도함

  - ‘쥐 도서관’을 위한 instagram 계정을 만들었으며 책도 만들고 쥐를 위한 

많은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 계획임

2. 일본 공공도서관

 m 일본의 경우, 고령층 증가율이 높아서 도서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 다수가 의학과 관련된 서적을 희망하였음

 
 m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의학관련 서적 확충, 자궁암, 간검사 등 건강관련 

정보를 만화로 제작하여 홍보, 의과대학과 연계한 의학관련 참고도서 

목록 제공, 메디칼 에세이(간병기)코너 등을 추진함



`

- 10 -

3. 에스토니아 도서관

스웨덴 공공도서관 일본 공공도서관

 1. 에스토니아는?
 - 인구 : 130만
 - 인터넷 사용자 : 88%
 - 27세미만 : 29%
 - 도서관 이용자 : 30%
 - 도서관 이용자 중 16세 미만 : 25%
 - 도서관 : 947개 

(공공도서관 540개, 과학도서관 

44개, 학교도서관 363개)        

 
2. 2017 에스토니아 청소년 및

  청소년문화의 해

 - 후원 : 에스토니아 문화부

 - 주최 : 에스토니아 아동문학센터

 - 목표 : 
   ·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 집중

   · 연륜있는 저자, 청중이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가치, 다양성, 책임  
 등에 대해 토론

   · 함께 만들고 행동하기

 - 키워드 : 독립성과 협력을 통해

   성인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작자와 
   잠재고객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게 됨

 - 내용 : ‘나는 머무를 것’, 
‘어린이공화국 체험 여행’, 
‘50가지 아이디어‘ 등 행사, 공연, 
대회, 콘서트,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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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대학도서관

3. 아동 문화 전략의 주요 원칙과 가치

 - 유용성 : 아이들은 초기부터 예술과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 

 - 접근성 :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문화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다

 - 창의력과 교육 : 스킬 개발은 미술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 참여 : 창의적인 활동과 취미 써클 활동

 - 문학 : 우리 문화의 주요 기둥 중 

하나, 다른 문화 분야를 지원한다

<포스터 119>

1. 게임명?
 Biblio Game KOKORO Saver2
(http://www.slis.doshisha.ac.jp/KOKORO/)

 
2. 게임개발자?
  - 오카베 유키노리

    (아이치 슈쿠 도쿠 대학)
  - 하라다 다카시(도시샤 대학)
  - 쇼 사토(도디샤 대학)
  - DUALIS(도시샤 대학 도서관 정보 학회)

 
3. 게임 개요

 - 독후감은 일본에서 인기 있는 여름

   방학 기본 과제임

 -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독후감   

   작성법을 배우지 않고 독후감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음

 - 따라서 독후감을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임 개발

 4. 게임 내용

 - ‘책 선택’ 게임 

  :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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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이페이 시립도서관

 m 타이페이 시립 도서관 베이터우 지점은 2006년 11월, 그린빌딩 인증에 

필요한 9가지 지표를 획득한 대만 최초의 다이아몬드 레벨 녹색 건축 

도서관으로, 목재와 철재만으로 지어진 모든 건축 자재가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임

 m 태양광 에너지 발전, 빗물 회수  시스템 등 에너지 절약 설계로 유명

 m 타이페이 공공도서관은 지구생태의 중요성과 환경교육을 위해 녹색 

건물을 사용하고, 지속적인 친환경 건물 유지를 위해 5가지 전략에 

의거하여 계획하고 운영함

 m 도서관의 외관은 숲과 개울로 둘러싸인 큰 나무집과 비슷하며, 처마와 야외 
독서 장소가 있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인프라를 제공함

 m 주변 생태환경은 지속적으로 개방시키고, 보존과 친환경 건축을 위한 

서가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주기적으로 도서 박람회와 영화제를 개최함

    스토리북 방식을 채택, 책은 

    진행 과정에 따라 선택됨

 - ‘책 이야기 이해하기’ 게임 

  : 캐릭터, 장면 및 항목에 대한 퀴즈와

    스토리에 대한 퀴즈가 제공됨. 설문지

    결과에 따라 독후감 주제가 표시됨

 - ‘책에 에세이 쓰기’ 지원

   : 게임이 끝나면 플레이어가 택한 

    답변에 따라 5개의 제목이 표시

    되고 플레이어는 독후감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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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세계 환경의 날과 함께, 도서관은 지역 생태환경과 관련된 책 읽기 행사를 
개최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음

 

6. 일본 800개 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m CRD는 국립국회도서관(NDL)2)에서 구축한 참고 질의답변 데이터베이스로 
참고 질문과 일본 전역의 여러 도서관에서 수집한 답변내용들을 담고 있음

 m CRD은 축적된 참고 질의답변서비스는 고객과 사서들의 연구 활동에 

사용되고, 색인도 작성되며,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 

    ⇒ 20만장 기록 중 절반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용가능

 m 회원도서관

  :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기록보관소 일본국립

도서관 및 분관

    (2005년에 390개도서관 ⇒ 2017년 760개관으로 증가)
  - 회원도서관은 CRD안에서 참고질의내용을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음

  - 회원도서관은 CRD를 통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음

  - 이용자들은 다른 정보뿐만 아니라 타 이용자의 질의답변도 찾을 수 있음

 m 참고질의에 포함되는 사항 : 도서관명, 질의 및 답변, 질문에 대한 답

변프로세스, 참고문헌 등

2) 국립국회도서관国立国会図書館(NDL) : 1948년 설립된 일본의 입법부인 국회에 속하는 국가 기
관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회 도서관이다.

- 주소 : 台北市北投區光明路251號 

  / 연락처 : 02 2897 7682

- 개방시간 : 오전 8:30~밤 9:00 

  / 매월 첫번째 목요일, 공휴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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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접근은 레벨을 지정하여 통제할 수 
있으며, 회원도서관은 해당 데이터 접근 수준을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음

 m CRD 개선을 위한 NDL의 계획

□ 주요 활동

1. 한국어 참가자 모임(8월 24일<금> 19:00, Room 302)

 m 환영사: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장

 m 발표1: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사례 발표

          (국립중앙도서관 윤영아 사서)
 m 발표2: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CCL(CJ CREATOR LIBRARY) 사례 발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디지털부 박효진 주임) 

접근 수준  이용 대상

일반 접근 모든 도서관 이용자

회원도서관 회원도서관 이용자

일반도서관 데이터를 등록한 도서관 이용자

회원도서관 비회원도서관과 일반인

• 데이터 레코드 등록 지침 작성

• 조직적인 세미나, 포럼, 워크숍

• 전자메일 잡지 게재

• 대용량 데이터를 등록한 도서관 인증

• CRD를 홍보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 트위터를 통한 CRD 홍보

• 참고서비스의 이용과 참가 홍보를 위해 

  마스코트와 상품을 제작

<신기남 위원장 환영사> <이상복 협회장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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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의 밤(8월 24일<금> 20:00, Impiana hotel 1층)

 m Impiana hotel에서 한국도서관협회의 주관 하에 60여명 참석

 m 도서관의 현안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시간

 m 참가자들의 친목과 화합의 시간  

3. 대회 개회식 참가(8월 25일<토> 10:30, Plenary Hall)

 m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내에 Plenary Hall에서 개회식 개최

 m 환영사 : DATO NAFISAH AHMAD 쿠알라룸푸르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 Mhd Amin Nordin Abdul Aziz 쿠알라룸푸르 시장  
 m 개회사 : 글로리아 페레스 살레론(Gloria Pérez Salmerón) 국제도서관협회

연맹 회장

 m 인사말 : 제럴드 레이트너(Gerald Leitner)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사무총장 

 

<한국인의 밤 행사장 모습> <참가단 : 인사 및 소개>

<국제도서관협회연맹 회장>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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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마하티르 빈 모하맛(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의 축하메

세지 및 주요내빈‧공연자들의 기념촬영으로 개회식 마무리 

4. 전시회 참관(대회기간 중, exhibition hall 1&2)

 m SENSERBOT :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기업과 싱가포르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개발

  

 m AUTOMATIC BOOK SCANNER : 원문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스캐너 

<말레이시아 총리의 축하영상> <공연 후 기념촬영>

<스캔 화면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자율장서점검 로봇> 

<TREVENTUS의 SCANROBOT> <4DigitalBooks SCAN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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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심플한 디자인의 도서 자동반납기 및 얼굴인식시스템을 장착한 게이트 

5. 문화의 밤(8월 27일<월> 19:00, malaysia tourism centre)

 m ‘말레이시아 투어리즘 센터’에서 ‘문화의 밤’이 진행

<도서 자동반납기>  <얼굴인식 게이트>

<투어리즘 센터의 안내도>  <투어리즘 센터의 메인 건물>  

<말레이시아 전통 춤 공연> <공연자들과 기념사진>



`

- 18 -

Ⅳ  도서관 견학

1.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m 개요                       

- 개관년도 : 1956년도

- 국가/도시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주소 : 232, Jalan Tun Razak, 50572 Kuala Lumpur, MALAYSIA
- 시설현황 : Anjung Bestari(본관), PNM Tower(별관)
- 회원등록 : 무료가입 (유효기간 3년)
- 대출권수 : NLM회원 6권, u-Pustaka 회원 3권 (총 9권, 4주이내)
- 자료현황 : 총 5,327,281권(2017년 기준)
- 이용시간 : 화요일∼토요일(10:00~19:00), 일요일(10:00~18:00), 공휴일 휴관

 m 특징

  -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은 원래 1956년 결정된 '말레이안도서관그룹

(Malayan Library Group)'이 국가적 수준의 공공도서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도서관 설립을 검토할 실무그룹으로 제안한 국립도서관

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에 의해 설립이 시작됨 

  - 1992년 이전한 현재의 도서관 건물과 지붕은 말레이시아의 정체성을 

반영하고자 말레이시아 전통모자, 옷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완성된 

독특한 외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강당, 회의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구내식당, 기도실,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m 주요 자료실 소개

  - 삼성 스마트 도서관

   ‧ 본관 1층에 위치,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과 삼성전자 간의 협력 사업

으로 말레이시아의 IT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됨. 
   ‧ 특별히 설계된 응용프로그램이 있는 삼성기기를 사용하여 말레이시아인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 디지털 액세스 

경험을 제공

   ‧ 전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스마트 도서관은 아동(Kids),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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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독서(Reading), 작업(Work)라는 4개의 컨셉에 따라 마련

되어 있으며, 방문자들은 다양한 모델의 태블릿 PC와 대형 모니터를 

포함하여 60여개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음

  - 희귀서 자료실

   ‧ 별관 10층에 위치, 가장 오래된 1631년도 출판물을 포함하여 1900년 

이전의 출판물과 말레이시아 또는 해외에서 절판된 희귀한 출판물들로 
구성되어 있음 

   ‧ 보존, 연구 및 참고를 목적으로 선정된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음

  - 고서 자료실

   ‧ 별관 11층에 위치해 있으며 1983년 말레이 정부로 부터 고대 필사본 

권한을 부여 받음 

   ‧ 초기 34개의 필사본에서 현재는 5천개의 필사본 자료가 보관되어 있음

   ‧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두 책이 보관되어 있으며 평상시

에는 밀실공간에 보존하고 있으나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기간 중에 전시가 
되어 볼 수 있었음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전경 도서관 안내

삼성스마트 도서관 내부 삼성스마트 도서관 어린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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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m 개요

  - 싱가포르 중심부의 부기스 지역 빅토리아 거리에 위치

  - 면적 59,000㎡, 지상16층, 지하 3층으로 2005년 7월 22일 신축, 개관

  - 국립도서관, 센트럴 공공도서관(지역도서관) 등 2개의 도서관과 대학, 
극장, 국립도서관위원회, 정부기관 등이 같이 위치해 있음

 m 특징

  - 문화, 예술, 엔터테이먼트 분야 지식의 아이콘이자 랜드마크로 독특한 

건물 설계로 말레이시아 출신의 세계적 생태건축가 켄 양(60)의 작품임

  - 햇빛과 빗물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친환경 설계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도서관인 만큼 규모가 

크고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조용함

  - 싱가포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높다란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도서관 
건물의 지상은 두 블록으로 구성되어 층마다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음

 m 시설 현황

  - 지하 3층, 지상 16층으로 설계, 지하 1층은 센트럴 공공도서관으로 비즈

니스, 문학작품 등을 비치하여 문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음

  - 도서 외에도 영상물이나 음악 등 시청각 자료도 개방된 공간에서 열람

할 수 있음

고서 자료실 희귀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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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민족 다국어 나라인 만큼 도서관 자료들은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로 구성되어 있고, 자료 분류는 DDC에 의해 정리되어 있음

  - 자료실에는 한국대사관에서 기증받은 한국도서와 프랑스와 MOU 체결로 
기증받은 프랑스 도서도 비치되어 있음

  -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국립예술위원회가 관리하는 드라마 센터가 있음. 
  - 지상 7층부터 13층까지는 이공찬 참고정보관(Lee Kong Chian Reference 

Library)으로, NLB가 개관되면서 참고정보관의 명칭을 Reference Services 
Division(RSD)에서 Lee Kong Chian Reference Library로 변경하였음

  - 7층은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순수과학 및 기술과학 자료실, 8층은 예술 

및 비즈니스 자료실, 9층은 중국, 말레이시아, 타밀 자료실, 10층은 기부자 
코너, 아시아 어린이 자료실과 다양한 전시공간, 11층~12층은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실, 13층은 희귀본 자료실, 14층은 NLB 사무실, 16층은 

전망대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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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싱가포르 센트럴 공공도서관 시설이용 가이드

  - 중앙대출실에는 Library e-Kiosk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방법, 대출 및 기타 설문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RFID System운영으로 도서와 비도서에는 전자칩이 부착되어 있어 열람

과 대출을 이용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모두 기계 시스템화 되어 있음

  - 도서관간의 상호대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어느 도서관에서 빌린 자료

이든 이용자가 편한 도서관에 반납처리가 가능하며 자료를 연체할 경우 
돈으로 과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납부함

  - 무인대출반납 코너는 PC와 작은 단말기를 놓아 공간 활용과 동시에 

이용측면에서도 효과적이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중국 무협지 등 시리즈 

도서는 한꺼번에 대출할 수 있도록 시리즈 전체를 고무줄로 묶어서 

서가에 정리하여 이용자가 대출할 경우 대출 권수도 한권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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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도서관 속의 도서관으로 'My Tree House' 
  - 세계 최초 어린이들을 위한 그린 라이브러리

  - 생태에 관한 책, 환경관련 책이 전체 아동도서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동화 속 나라처럼 자연친화적인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맘껏 돌아다니며 

책을 읽을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책과 친구가 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공간임

 

 m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의 일꾼 ‘사서’
  - 사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 등 

운율이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함

  - ‘My Tree House’ 에서는 스토텔링은 일주일에 2회, 기타 프로그램은 

한 달에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음

  - 도서구입은 사서들이 책을 선정하면 도서 셀렉팀에서 모든 공공도서관

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를 최종 결정하여 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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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후기 및 시사점  

□ 2018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변화하는 도서관, 변화하는 사회 

(Transform Libraries, Transform Societies)’ 라는 주제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음. 자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행사가 포함

되어 있어 흥미로웠으며, 함께 참여한 공공도서관 직원들에게 유익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관련 발표와 자료가 많았음

□ 공공도서관 관련 세션 발표를 통해 도서관 기능의 다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고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과거 단순히 책을 이용하는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을 서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장소이자 도시 피난처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특히 노숙자와 성소수자 등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각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 교육과 공간설

계를 고민하는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음

□ 포스터세션은 도서관의 실제 업무 경험이나 사업 등을 포스터로 제작

하여 전 세계 사서에게 홍보‧공유하는 형식이었으며, 세계 각국의 포스

터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다채로웠음. 특히 스웨덴 공공도서관이 

독서와 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에 이용자를 모으는 방법으로 제시한 테크

텔링은 향후 우리도서관에서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음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견학은 국외 도서관의 최근 발전 

동향 파악과 우리나라의 도서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자리였음. 특히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 마련된 ‘My Tree House'
라는 어린이 자료실은 동화 속 나라처럼 인테리어가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가 
책과 도서관에 대해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이어서 인상적이었음. 향후 국립

어린청소년도서관이나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이용환경 조성에 참고할 만

한 도서관으로 여겨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