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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수 개요

□ 연수목적
ㅇ 해외 선진도서관의 운영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도
서관 발전 방안 모색
ㅇ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

□ 연수인원
ㅇ 25명

□ 연수내용
ㅇ 방문 도서관 시설 견학, 운영시스템 연구 및 직원과 직접적인 질의응답

□ 연수국가 및 방문기관
ㅇ (독일)
- Münchner Stadtbibliothek Am Gasteig (뮌헨 시립 도서관)
- Stadtbibliothek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
- Universitätsbibliothek Mainz (마인츠 대학 도서관)
- Deutsche Nationalbibliothek / German Music Archive
(독일국립도서관 및 음악 아카이브)
- Staatsbibliothek zu Berlin (베를린 주립 도서관)

□ 연수기간
ㅇ 2018. 5. 27.(일) ~ 6.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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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수 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주요 일정

09:00 ◦인천 국제공항 집합
5.27.(일)

5.28.(월)

5.29.(화)

5.30.(수)

5.31.(목)

인천

뮌헨

슈투트
가르트

마인츠

라이프
치히

뮌헨

LH719

12:15

◦인천 국제공항 출발(약 11시간 30분 소요)

16:45

◦뮌헨 국제공항 도착

10:00

◦ Münchner Stadtbibliothek Am Gasteig
(뮌헨 시립 도서관) 방문

14:00

◦슈투트가르트 이동(약 3시간 30분 소요)

10:00

◦◦Stadtbibliothek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 방문

14:00

◦마인츠로 이동(약 2시간소요)

10:00

◦Universitatsbibliothek Mainz
(마인츠 대학 도서관) 방문

14:00

◦라이프치히 이동(약 4시간 30분 소요)

슈투트
가르트

마인츠

라이프
치히

전용차
◦Deutsche Nationalbibliothek
09:00
/ German Music Archive
(독일국립도서관 및 음악 아카이브) 방문

라이프
치히

14:00

◦라이프치히 문화탐방

09:00 ◦베를린 이동(약 3시간 소요)
6.1.(금)

라이프
치히

베를린

베를린

프랑크
푸르트

6.2.(토)
프랑크
푸르트
6.3.(일)

LH191

14:00

◦Staatsbibliothek zu Berlin
(베를린 주립 도서관) 방문

14:45

◦베를린 공항 출발

15:55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17:40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약 10시간 20분 소요)

11:20

◦인천 국제공항 도착 해산

LH712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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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수단 명단

지 부

도서관명

이 름

직 급

비 고

국중

국립중앙도서관

조혜린

사서5급

단장

국중

국립중앙도서관

신영숙

사서6급

총무

국중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수현

사서7급

서기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

김진승

사서6급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노원평생학습관

허정원

사서7급

부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박봉수

사서6급

부산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박혜영

사서7급

대구

대구광역시북구구수산도서관

김재수

사서6급

인천

부개도서관

김현

사서6급

광주

금호평생교육관

정호창

사서6급

대전

대전 대덕구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김상숙

사서7급

울산

울주선바위도서관

이도경

사서7급

경기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이봉화

사서7급

경기

경기평택교육도서관

한상숙

사서6급

경기

고양시도서관센터 대화도서관

전미란

사서6급

강원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박제훈

사서6급

충북

음성도서관

이상근

사서6급

충남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민지영

사서7급

전북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이지혜

사서7급

전북

마한교육문화회관

송수정

사서6급

전남

벌교공공도서관

이향현

사서7급

경북

경상북도교육청성주도서관

이은희

사서6급

경남

창녕도서관

이은숙

사서6급

경남

장유도서관

김지현

사서7급

경남

경남대표도서관

박정혜

시설6급

계

25명 참가(남 5명 / 여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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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수나라 정보

□ 독일
< 독일 개관>
□ 수

도 : 베를린

□ 인

구 : 약 8220만명

□ 언

어 : 독일어

□ 인

종 : 게르만족(92%), 터키인(2%), 기타(6%)

□ 면

적 : 357,022㎢

□ 위

치 : 서유럽

□ G D P : 4조 2,116억$(세계4위)
□ 종

교 : 신교 31%, 구교 32%, 기타 37%

□ 건국일 : 1949. 05. 23.(1990. 10. 3. 동서독 통일)

ㅇ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로, 여러 개의 독립국이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을 거쳐
독일제국으로 성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
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나뉘었다가 1990년 통일되었다.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고, 영어로는 Germany이다. 북쪽으로 북해·발트
해(海)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국경선 안쪽으
로 알프스산맥·라인강·다뉴브강·슈바르츠발트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6개주(Land:구동독지역 5개주)로 되어 있다.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창설
국이며 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독일 국기

독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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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ㅇ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와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 지역별로 차
이가 있으나 연중 기온이 한국보다 낮고, 긴 겨울과 짧은 여름의 사계절을 보
낸다. 가장 추운 1월 기온은 북동부의 베를린은 평균 –0.9도, 남부의 뮌헨은 평
균 –2.2도이고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내려간다. 가장 기온이 높은 7월은
베를린이 평균 18.6도, 뮌헨은 평균 24도다. 사계절 내내 비가 자주 오고 흐린
날이 많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 이상 기온 현상으로 예상치 못한 한파나
뜻밖의 온화한 날씨를 보이기도 한다.

 역사
ㅇ 고대
기원전 2000년 청동기 문화권이 형성되고 이들이 게르만족의 선조가 된다. 375
년 훈족의 침략으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이 고대 게르만족 중에서
프랑크족이 서유럽 최초의 통일 국가인 프랑크 왕국을 세운다. 메로빙거 왕조
와 카롤링거 왕조를 거쳐 카를 대제 때 서로마 제국 황제의 지위를 받지만, 카
를 대제의 사후 왕권이 약화되면서 프랑크 왕국은 동프랑크(독일), 서프랑크(프
랑스), 중프랑크(이탈리아)로 분열하게 된다.
ㅇ 중·근세
동프랑크의 왕인 오토 대제가 중부 유럽의 패권을 잡자 교황은 신성 로마 황제
의 왕관을 수여하고, 이로 인해 신성 로마 제국이 성립된다. 신성 로마 제국의
왕위는 여러 왕조를 거쳐 오스트리아가(家)로 넘어간다.
오스트리아가는 계속되는 종교 전쟁과 왕위 싸움으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으
로 나누어졌고, 신성 로마 제국은 분쟁을 계속하다 1806년, 나폴레옹 1세에 의
해 해체된다.
ㅇ 현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뀐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거듭난다. 그러
나 1929년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으로 혼란이 시작되고, 이때 나치스 세력인 히
틀러가 정권을 잡게 된다.
이후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합하고 폴란드를 침입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다. 1945년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히틀러가 자살함으로써
오랜 기간 계속된 전쟁이 막을 내린다.
ㅇ 분단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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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포츠담 협정에 의해 미국·영국·프랑스가
관리하는 서독 지역과 소련이 관리하는 동독 지역으로 나뉜다. 서독은 마셜 플
랜(유럽 부흥 계획)에 의해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 이것을 바탕으로 통화 개
혁을 실시하고 경제를 부흥시킨다.
그 과정에서 동독의 경제에 혼란이 오자 소련은 동서로 나뉜 베를린에서 동측
지역을 봉쇄하여 냉전 체제를 강화한다. 1972년에는 '동서독 기본 조약'을 맺어
평화롭게 공존하기로 하나, 동독 측이 1민족 2국가를 주장해 통일이 계속 미뤄
진다.
그러나 소련에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동구권에 개혁의 바람이 불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통일을 이룬다. 통일
이후 독일은 통일 전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동독 경제의 회복과 동서독 주민
간의 경제적 차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빚어졌던 재산권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ㅇ 독일 역사의 과오, 히틀러와 나치스
독일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히틀러와 나치스는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이다.
나치스는 19세기 말엽, 당시 유럽에 펴져 있던 반(反)유대주의, 백색 인종 지상
주의, 제국주의 및 독일 민족 지상주의를 바탕으로 생겨났다.
1933년 수상의 자리에 오른 히틀러는 권력을 잡자마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뉘른베르크 법을 통해 유대인 박해를 합법화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후, 2년 동안은 독일이 승승장구하여 유럽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고, 유대인과
슬라브족, 포로와 반나치 운동가들을 수용소로 보내 생체 실험과 대량 학살을
감행한다.
나치스는 게르만족은 가장 우수한 인종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지배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가장 열등하고 해로운 인종인 유대인들은 교육을
받더라도 개선되지 않으므로 우수한 민족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을 격리시키거나 없애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나치스에 의해 죽어 간 유대인은 600만 명이 넘었고, 가장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만 4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독일인들은 대를 이어 자신들의 과거를 사죄하고
나치스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 독일
총리들은 사죄하며 무릎을 꿇었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한편, 나치스 대학살
추모관을 건립하고 나치스 전쟁 범죄인을 찾아내 처단하며 속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같은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으로, 전쟁 범죄인의 위패가 있는 사당에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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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배를 하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태도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
ㅇ 통일 후 동독은 1:1 이라는 화폐교환비율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기업이 파산
하고 실업자들이 늘었다. 통일 이후 줄 곧 동독의 실업률이 서독보다 높아왔고
국내총생산은 1997년 이래로 서독의 성장률이 높았다. 물론 동독의 총수입은
증가했지만 통일이 된 지 20년이 지난 후 동독의 소득 수준은 서독의 75~85%
에 미치고 또 실업률이 서독의 2배에 달하는 등 동서독 간 큰 경제적 격차가
존재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동독보다 훨씬 양호한 서독이 통일비용을 대거
분담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정부는 통일 이후 15년간 1조 4천억 유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동독에 지원
해 왔다. 지원금의 제원으로는 연방정부, 서독인들이 내는 각종 보험료, 서독의
부유한 주로부터 갹출한 돈, 통일기금, 연대세 등이 있다. 통일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세금이 인상되었으며 공공재정 지출을 축소하였다. 특히 세금보다는
빚을 더 많이 끌어 모아 통일비용을 충당하였다. 이 때문에 동독의 빚 규모는
통일직후 서독이 모든 빚을 떠맡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서독을 능가하
게 되었다. 그러나 빚이 동독의 경제기반을 재건하는 데 쓰이지 않고 오용되었
기 때문에 재정부채는 점점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호네커와 빌리브란트가 시행
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정부지출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독의 가
난한 주도 그 수가 늘었고 서독역시 부자 주가 내는 지원금을 동독이 아닌 서
독의 가난한 주에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한편 통일 이후 정부의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늘어났다. 실업자와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빈
곤층 비율도 통일 전에 비해 5.1%가 증가했다. 물론 가계총수입은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과 각종 분담금으로 인해 실질수입은 하락했고 따라서 살림은 더욱
힘들어 졌다.
이렇게 동독연방정부는 서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적 양상을 보인다. 앞으로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상황이 균등해지기 위해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 할레경제연구소는 2030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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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수결과보고서

뮌헨 시립도서관
(Münchner Stadtbibliothek Am Gasteig)

뮌헨시립도서관

연수단원

김 재 수 (대구광역시북구구수산도서관)
이 은 희 (경상북도교육청성주도서관)
이 도 경 (울산광역시울주선바위도서관)
박 봉 수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박 혜 영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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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정보

□ 뮌헨(Munich) 도시
< 뮌헨 개관>
□
□
□
□
□
□
□
□
□

원어명 : München(독)
위 치 : 독일 바이에른 주
경위도 : 동경 11°34′, 북위 48°8′
면 적 : 310.43㎢
시간대 : UTC+1, Summer: UTC+2
행정구분 : 25구(Stadtbezirke)
행정관청 소재지 : Fraunhoferstraße 6,
홈페이지 : http://www.muenchen.de
인구(명) : 1,378,176

80469 München

ㅇ 뮌헨 도시명은 옛 고산지대 독일어로 “수도승들의 공간” 이란 뜻을 가진 무
니헨(Munichen)에서 유래하였다. 베네딕트 칙령 당시의 수도승들이 건립함에
따라 휘장에는 수도승이 새겨져 있다. 뮌헨시 고유색은 신성 로마제국을 상징
하는 흑색과 금색으로, 루트비히 4세(1314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ㅇ 연혁
바이에른 알프스 산지 가까이 이자르강(江)에 면하여 있다. 베네딕투스회(會)를
기원으로 하는 도시이다. 1157년 바이에른 공작이던 하인리히 사자공이 수도사
들에게 잘츠부르크로부터 이자르강에 이르는 곳에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였다. 이듬해 이자르강을 건너는 다리가 건설되었고 시장 주위로는
성이 구축되었다.
1180년 바이에른 공국을 계승한 비텔스바흐 가문에서는 1255년 뮌헨을 도읍으
로 삼았다. 14세기 초 이 가문 출신으로는 최초로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된 루
트비히 4세(LudwigIV)에 의해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고, 14세기 말~15세기 초 선
제후 막시밀리안 1세(Maximilian I) 치하에서 경제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30년전
쟁(1618∼1648) 중 한때 구스타브 2세 휘하의 스웨덴군에게 점령당하기도 하였
고(1632), 1634년에는 전염병 페스트가 창궐하여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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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1848년 재위에 있던 바이에른 국왕 루트비히 1세는 오늘날의 뮌헨을 기획
하고 탄생시켰으며, 그가 선임한 건축가들로 하여금 공공 건축물을 통하여 뮌
헨의 특징적인 모습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19세기에 도시는 크게 성장하고 발
전하였다. 신교도들도 로마가톨릭의 도시였던 이곳에서 처음으로 시민권을 획
득하였다. 1854년 10만 명에 불과하였던 인구는 1900년에 이르러 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어 루트비히 2세는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Wagner)를
후원함으로써 음악과 무대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다.
비텔스바흐 왕조의 지배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8년 루트비히 3세가 퇴위함
으로써 막을 내렸다. 그 후 뮌헨은 우익 정당들의 온상이 되었으며, 아돌프 히
틀러(AdolfHitler)가 나치스당에 가담하여 그 지도자가 되었던 곳도 바로 이곳이
었다. 1923년 바이에른 당국에 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려고 모의하던 장소인
맥주 창고는 아직 남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절반
가까운 건축물이 파괴되었다.
구시가는 점차 기업 활동의 중심지가 되면서 과거의 특징을 많이 상실하였다.
아직도 남아 있는 건축물 가운데는 7개의 성문 중 카를스, 젠들링거, 이자어 등
3개가 있는데 모두 14세기에 세워진 것이다. 다른 중세의 건축물로는 뮌헨대성
당, 1468∼1488년 건립된 프라우엔키르헤(Frauenkirche), 1470∼1480년 건립된
구시청사 등이 있다.
부근에는 1169년 건립된 장크트페터성당이 있는데, 뮌헨에서 가장 오래 된 성
당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을 복원한 것이다. 옛날 무기
고였던 곳은 2000년 현재 시립박물관이 되어 있다. 이들 중세 건물 이외에도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의 건축물도 많다.
ㅇ 예술과 문학
뮌헨은 유럽의 문화적 거점 도시들 중 하나로 오를란도 디 라소, 볼프강 아마
데우스 모차르트, 카를 마리아 폰 베버, 리하르트 바그너, 구스타프 말러, 리하
르트 슈트라우스, 막스 레거, 카를 오르프 등의 유명 작곡가들이 공연을 벌이기
도 하였다. 바이에른 주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의 본고장인 국립극장은 리하르
트 바그너의 오페라가 처음으로 열린 곳이며, 발레와 뮤지컬을 위한 게어너플
라츠 극장, 오페라를 위한 레지덴츠 극장, 프린츠레겐텐 극장, 대형 행사와 뮤
지컬을 진행하는 도이체 극장, 뮌헨 카머슈필레 등이 있다. 또한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로 뮌헨 필하모니 관현악단의 상주홀인 가슈타이크 필하모니홀과 고전
적 콘서트홀로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본거지인 헤어쿨레스 잘이 있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책을 출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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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LAX마그, 프린츠 등을 비롯한 국내 및 국제 출판사들이 있다. 뮌헨에
는 바이에른 왕국 시절부터 파울 요한 루트비히 폰 하이제, 막스 할베, 라이너
마리아 릴케, 프랑크 베데킨트 등의 문학 거물들을 다수 배출하였다. 제1차 세
계 대전 직전, 도시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정점을 찍고 있었다. 뮌헨과 그 인근
의 슈바빙 지역은 토마스 만을 비롯한 다수의 예술가와 문인들이 거주하였다.
바이마르 시대에도 리온 포이트방거, 베르톨트 브레히트, 오스카르 마리아 그라
프와 같은 저

자들이 거주하였다.

ㅇ 산업
바이에른 최대의 도시이자 독일에서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금융·상업·공업·교통·통신·문화의 중심지이다. 식품가공, 정밀
광학기기, 전기제품, 화장품, 의류, 맥주 등의 제조업이 활발하다. 또 영화 제작
과 도서 출판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유럽 최대의 도산매 시장도 자리 잡고 있
다. 각종 행사와 회의가 자주 개최되고 있다.
ㅇ 관광과 문화
독일 국제 공항 중 두 번째로 큰 국제공항인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 공항
(FlughafenMünchen-FranzJosefStrauß) 이 시가지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
치한다. 독일 내의 주요 도시와는 ICE(InterCityExpress)라 불리는 고속철도를 통
해 잘 연결되어 있으며 EC(EuroCityExpress)를 통해 유럽의 주요 도시들과의 교
통편이 잘 발달되어있다.
시가지에는

마리엔

광장을

중심으로 관광명소가

몰려있다.

신시청사

(NeuesRathaus)는 네오고딕 양식으로 건립되었고 총 85m의 탑과 종루의 특수
장치 인형 시계가 유명하다. 옛 바이에른 왕가의 궁전이었다가 지금은 박물관
으로 사용 중인 레지덴츠 궁(MünchenResidenzPalace)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
코 등 다양한 양식으로 장식된 100여 개의 방에 미술품과 보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 다른 유명 미술관으로는 알테 피나코테크(AltePinakothek)가 있으며,
이외 관광

명소로

독일

자동차

브랜드

BMW의

박물관,

영국정원

(EnglischerGarten) 등이 있다.
뮌헨에서는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가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걸쳐 열린다. 옥토버페스트는 10월을 뜻하는 '옥토버(Oktober)'와 축제를 뜻하는
'페스트(fest)'의 조합으로, 1810년 경 바이에른 왕국의 빌헬름 1세의 결혼을 축
하하기 위한 파티를 연 것이 이 축제의 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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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포츠 및 레저
뮌헨은 스포츠 레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각종 스포츠 대회가 여러번 개
최되었다. 대표적인 경기로 1972년 제 20회 하계 올림픽 대회가 있으며, 2006년
FIFA 독일 월드컵 당시 주요 거점 도시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72년 올림픽 당
시 대대적으로 건립되었던 올림피아 파크(GermanyMunichOlympicPark)는 하계
스포츠 용도로 설계되었지만, 현재 빙상경기장을 신축해 동계스포츠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 월드컵 당시 지어진 알리안츠 아레나 스타
디움(AlianzArena)이 있다.

2

도서관의 연혁 및 개관 등

□ 뮌헨 시립도서관
ㅇ 개

관 : 1984년

ㅇ 주

소 : Rosenheimer Str. 5,81667 Munchen

ㅇ 전화번호 : (089) 480 98 33 13
ㅇ e - m a i l : stb.interkulturell.kult@muenchen.de
ㅇ 홈페이지 : http://www.muenchner-stadtbibliothek.de

3

운영현황

□ 이용시간
ㅇ 월 – 금 : 10:00 ~ 19:00
ㅇ 토 : 11:00 ~ 16:00
▶ 휴관일 : 일요일, 공휴일

□ 직원수 : 109명
□ 소장자료 : 300만권 도서, 신문, 게임, CD, DVD, CD-ROM, e-BOOK
□ 이용 : 출입 및 열람은 개방, 대출은 도서관 이용카드 필요
ㅇ 도서관 카드 : 뮌헨지역의 거주자, 직장인, 학생이면 이용가능
- 신분증 혹은 여권을 가지고 안내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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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은 신분증 이외에, 부모님의 신분증 혹은 법적효력이 있는 서명된
등록서류 필요
- 신청서를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온라인으로 카드 중지 신청

□ 대출권수 : 20권
□ 대출기간
ㅇ 도서, 게임, CD-ROM / DVD-ROMs : 4주(2×2주간 연장가능)
ㅇ CDs, 잡지 : 2주(2주 연장가능)
ㅇ DVDs : 2주

□ 회원권 이용료
ㅇ 12개월 : 20유로
ㅇ 3개월 : 7유로
ㅇ 18살 이하 및 망명자 : 무료

□ 부가 요금
ㅇ 인터넷
- PC 인터넷 이용료 : 30분당 0,50유로
- WLAN : 무료
ㅇ 예약자료
- 성

인 : 건당 1,25유로

- 미성년자 : 건당 0,65유로
ㅇ 연체료
- 성

인 : 1일 0,40유로

- 미성년자 : 1일 0,20유로
ㅇ 기한경과 연체료
- 첫 번째 연체 상기문 / 독촉장, 7일 경과 2유로
- 두 번째 연체 상기문 / 경고장, 17일 경과 5유로
- 세 번째 연체 상기문 / 법적 공지, 50일 경과 10유로

- 13 -

□ 음악자료실
ㅇ 25만개의 음악자료 소장
ㅇ 자료 배열 방법 : 도서·악보player, 음반을 작곡가별로 비치
ㅇ 음악감상실(1석) : 다양한 음반을 재생하는 기기가 비치되어 혼자 이용 가능
(CD player, LP player, cassette player 이용)
ㅇ Film Stuido(50석) : 영화 관람(DVD), 강의실 기능 겸함(독일어 교육)
ㅇ 영화감상실(140석) : 오리지널 영화 감상

□ 청소년자료실
ㅇ 청소년을 위한 게임, 도서, 잡지 등을 분류 없이 비치함
ㅇ 이용 방법 : 열람 및 대출 가능(18세 이하 무료)
ㅇ 만 16세~26세 방문자수가 적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ㅇ 다양한 자료를 비치하여 청소년 자료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

□ 유아·어린이자료실
ㅇ 도서, DVD, 음반, 잡지, 만화, 게임기(Wii), 보드 게임 등
ㅇ 학교생활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를 비치함
ㅇ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사인시스템 제공(주요 주제 코너로 분류)
ㅇ 자료실 내에 강의실 또는 토론실로 이용 가능한 별도 공간 제공

□ 정기간행물실
ㅇ 소장 자료 : 잡지 500종, 신문 250종
ㅇ 독일 관련 신문 코너 : 일간지 및 주요 신문 보관
ㅇ 이용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열람 가능

□ 우표자료실
ㅇ 소장 자료 : 유럽 최대 규모의 우표 보관 자료실
ㅇ 1931년부터 시작된 뮌헨 시청 우표 보관소가 1985년 뮌헨도서관으로 통합됨
ㅇ 온라인 카탈로그 검색 가능하며 상호 대차를 통한 이용 가능

□ 유럽 자료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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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장 자료 : 유럽 관련 정보 제공

□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ㅇ 독일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ㅇ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소통 공간으로 메모 보드 제공
ㅇ 도서관 홈페이지 28개국 언어로 이용에 관한 리플렛 제공

【사진자료】

뮌헨시립도서관 리플렛

음악자료실

청소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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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어린이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자료실 한 곳에 유럽과 뮌헨도시에
관련한 도서들만 모아 둔 유럽자료 코너

독일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싶은 이들의 정보교환 쪽지

주요 제공 서비스

□ 소속 도서관 및 제공서비스
ㅇ 22개의 분관도서관
ㅇ 5대 이동도서관
ㅇ 노약자를 위한 7개의 병원도서관
ㅇ 택배서비스
ㅇ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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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호대차서비스

【사진자료】

22개 분관과 함께 이루어지는 상호대차 서가

5

상호대차 신청 도서를 분류하여 배가한 모습

도서관 특화 서비스

□ 음악관련 자료의 방대한 양 소장 및 열람과 접근의 유용성
ㅇ 뮌헨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으로 1일 방문자 3천명, 1년 100만명 이용
ㅇ 25만개의 음악관련 자료 소장
ㅇ 회원증 소지자에 한해 음악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기 보유와 공간의 마련으
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하게 관련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

□ ‘가스타익’이라는 복합문화공간에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혜택
을 누림
ㅇ 각종 전쟁을 치르면서 뮌헨시에 있는 대규모 공연장이 붕괴됐고, 예술인들이
제대로 공연을 선보일만한 장소가 없어지면서 1969년부터 뮌헨지역에 필하모닉
음악당을 건립해야한다는 여론을 일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계획에 들어가 시
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985년 ‘가스타익’이라는 복합문화공간
이 탄생
ㅇ 현재 가스타익은 총2,400석 독일 최대 규모의 필하모닉 공연장, 평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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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도서관, 예술전문대학 및 음악원 등으로 구성돼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
리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생활 전반의 질과
다양성을 높여 나감

□ 시립도서관으로서 시관련 정책회의 개최
ㅇ 시문화에 관한 회의를 1년에 2번씩 오픈해서 함

【사진자료】

각종 음악 CD, 다양한 음악자료를 수집하여
작곡가별로 분류하여 서가에 비치

음악 감상실 : 쇼파에서 음악감상

CD전시서가

개인 음악 감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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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한편에 비치한 피아노:
헤드셋으로 이용 가능

필름 스튜디오: 영화 등을 상영

어린이,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각종 게임 기구 비치

‘가스타익’복합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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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의 응답

□ 뮌헨시립도서관만의 특화된 독서프로그램
ㅇ 시문화에 관해 토론회 개최
- 연 2회 진행되며, open 회의로 많은 사람들이 참가
- 시문화에 관한 회의 및 논의
ㅇ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방학특강 운영
-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 글 읽기 등과 관련된 독서진흥행사
- 학교 선생님과 토론하고 협의 후 사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 보존서고 공간 확보 및 대형도서관의 북트레인(보존서고의 책을 대
출데스크까지 자동으로 운반되어, 빠른 시간내에 이용자에게 전달되
는) 서비스 제공 유무
ㅇ 별도의 보존서고는 없음

□ 보존자료 및 폐기자료의 기준과 장서점검과 폐기 횟수
ㅇ 향토자료는 시로 보내고,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는 자체적으로 폐기함

□ 분관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 및 사립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
내용
ㅇ 분관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뮌헨시립도서관이 속한 바이에른 주의 타도서관과 협력한 분담수서
시행 유무와 수서방식
ㅇ 분담수서는 시행하지 않음

□ 대규모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등의 인력 활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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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가가 없는 자원봉사는 없으며, 공공근로형태, 학생 아르바이트, 스탠딩오더,
등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음
ㅇ 분류와 목록은 사서가 직접 수행함

□ 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 제공유무와 내용
ㅇ 장애인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이며, 노인 및 환
자는 이동서비스 제공

□ 음악자료는 이용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공되는지, 도서관 자료회
원에 등록되면 음악당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ㅇ 25만개 음악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음악관련 디지털문화에 관해 많이 홍보하
고 있음

□ 도서관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존재유무와 역할
ㅇ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등을 조언, 후원
해주고 있으며, 시 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문위원이 있음

□ 외국인을 위한 특별서비스 실시 유무와 내용
ㅇ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는 없으며, 터키 이민자가 많아 터키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

□ 타도서관보다 특별한 주제에 대한 서비스 제공 유무 및 주제사서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내용
ㅇ 독일에서 최고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한 서비스는 없으나,
하나뿐인 뮌헨의 오픈도서관이므로 뮌헨 시민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에 집중함

□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무료서비스가 많은 편인데, 뮌헨시립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유료서비스(카드발급, 특별자료 대출 등)에 대
한 이용자의 불만 유무
- 21 -

ㅇ 노인은 1년에 10유로, 18세 이상은 20유로, 그 이하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독
일의 문화이므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없음. 또한 자료 대출만 유로이고
도서관 이용은 무료임

□ 한국은 보호자가 자녀 대출증으로 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의
경우의 어떠한지
ㅇ 한국처럼 자녀 대출카드로 보호자가 대출할 수도 있고, 영화 등의 경우는 관람
등급이 있으므로 등급을 고려하여 부모가 대신 대출하기도 함. 그러나 어린이
들도 본인이 볼 책은 자기가 직접 빌리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서명이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자료 대출이 가능함

□ 독일의 문화교육시설 중에서도 도서관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자랑한
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음. 고전적인 책 말고도 다양하고 자극적인
즐길 거리가 많은 요즘, 독일 국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사
랑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의 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
는 이용자 요구와 성향에 대철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어떤 노력을 하
고 있는지
ㅇ 18세 미만은 무료로 운영하여 어린이 청소년 회원의 이용을 유도하고, 도서관
은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많이 이용함. 학교 선생님과도 협력하여 도서
관 이용을 유도하고, 학교 과제나 시험 등도 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학교 앞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학생 대상으로 자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 도서관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음. 현재 독일은 터키 이민자들도 많
아 도서관에서 터키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어린 시절 도서관을 이용한 어린이가 부모가 되면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계속 이용하게 됨

□ 노숙자 및 숙취자의 도서관 이용 시 불편사항 해소법
ㅇ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상관없음

□ 주단위의 도서관 평가
ㅇ 도서관 평가는 없고 도서관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는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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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한 프로그램 기획단계시 이용자 수요조사 실
시여부
ㅇ 방문자에게 따로 의견을 조사하지는 않으나, 담당자가 분석하여 취약점을 보안
하여 기획함. 현재 이루어지는 하우스페스티벌 등 뮌헨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전시하기도 함

□ 직원직무교육 실시 유무
ㅇ 신입 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매년 5개 정도의 직원교육프로그램이
있음. 직원평가는 따로 없으나, 특별한 성과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

□ 도서관에서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인데, 부정적인
측면 여부
ㅇ 게임 등으로 시끄러우면 직원이 제지하기는 하나 도서관이 정한 운영방향이므
로 어쩔 수 없음. 어린이, 청소년 이용자가 도서관을 많이 찾게 하고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도서관의 정책이므로 이용자가 양해를 해야 함

□ 사용하고 있는 분류법
ㅇ 전문서적의 주제는 알파벳 대문자로 구분. 예를 들어, 여행관련서적은 대문자C,
유럽은Cm,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분류하여 기호화하고 어린이 자료는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코믹, 잡지, CD 등 직관적으로 표기

□ CD자료 복사가능 유무
ㅇ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복사 가능함. 악보 등은 저작권 보호 때문에 복사
가 불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비치하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복제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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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도서관 내부에서 본 정면,
10시 오픈을 기다리며 이용자들이
대기하는 모습

도서관 입구의 층별 안내

도서관 내부의 층별 안내(엘리베이터)

베스트셀러 코너 : 베스트셀러는
복본으로 비치하여 유로로 바로 볼 수
있는 도서와 무료 도서로 이용자의
도서선택 폭을 넓힘

도서검색 테이블

도서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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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se: 카운터(계산하는 곳)

RFID방식의 자가대출반납기와 책바구니

연체료 등을 계산하는 카운터

자동으로 도서를 분류하는 컨베이어벨트

컨베이어벨트에서 분류된 도서가 지정된
바구니로 이동하는 모습. RFID로 인식

자료는 알파벳을 이용하여 최대한

부록자료는 케이스에 담아 책과 함께

단순하고 간략하게 분류(R: 예술)

대출
- 25 -

부록자료와 책이 함께 담긴 케이스 비치
모습

잡지서가

신문게시대

어린이 자료실 입구의 각종 보드게임

어린이 자료실 입구의 만화코너

어린이 전용 CD자료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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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료실의 신간 자료 비치

투명한 형태의 이용자 사물함

자료실 입구의 가방, 외투 보관 걸이,

도서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있는

대출바구니, 사물함 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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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수후기 및 시사점 등

□ 뮌헨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점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었다. 무엇이 필요할 것인
가(needs)를 분석하여,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열하고 있었다. 특히, 음악
도시 뮌헨의 특성을 담아 작곡가의 음악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마음껏 누
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공간, 어린이가 필요로 하
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도서관은 더 이상 정적인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으로
이용자와 소통을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도서관 서가 및 책상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된 천장 조명, 자료형태별 서가와
책상 조명이 설치된 열람테이블 등은 자료 열람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고 있
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TV시청 및 게임 등 미디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으며, 어린이자료실 내 보드
교구, Wii게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책만 읽는 딱
딱한 공간이 아닌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도
서관 내에 있던 오픈된 어린이 참여공간 활용시 소음발생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
만제기가 있지는 않냐는 질문에 도서관 측의 “우리가 하는 것은 시끄러워도 괜
찮다”라는 답변에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한없이 몸을 낮추는 한국의 도서관과는
확연한 차이를 느꼈으며, 이것은 바로 시민의식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졌
다.

□ 뮌헨시립도서관의 경우 음악도시인 것을 자랑하듯 음악관련 도서, CD, DVD 등의
방대한 자료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의 복잡한 분류기호에 대비되는 알파벳을
이용한 단순한 분류체계, 1984년에 지어진 3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이지만 쾌적
하고 넓직한 자료실, 내부마감재와 비품들의 견고함과 고급스러움, 이용자들을 배
려한 안락한 편의 공간, 자동으로 도서를 분류하여 각 자료실 바구니로 담겨지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등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30년 이상된 공공도서관과는 대조
적이다. 또한 더운 날씨라 우리나라 도서관은 에어컨을 중간중간에 가동할 정도
인데도 아직 가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밖을 보니
고층이 없어 뻥뚫린 시야, 곳곳에 심어진 오래된 나무들, 중세시대의 건축양식들
이 현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풍경을 보면서 독일 사람
들의 근검절약 정신과 시민의식이 높음을 체감하였다.

□ 우리나라와는 다른 도서관과 직원의 규모 뿐 아니라, 도서관 역할에 따라 자료
- 28 -

보존과 제공이 목적인 도서관의 서비스 구분이 확실하여 그에 맞는 이용자 서비
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5개 도시의 다양한 도서관을 돌아보면서, 전
통과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있는 고풍스러운 유럽 도서관과 현대적인 느낌의 세련
되고 우아한 도서관의 다양한 모습을 견학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디
어와 디지털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 수행 뿐 아니라 변화
하는 세대를 흡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게임, 만화, 음악 등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도서관의 모습에서 유럽이 세
계강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견학한 도서관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자료를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들을 하였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 속에서도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쓴 그들이 진정한 사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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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Stadtbibliothek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연수단원

이 은 숙 (창녕도서관)
박 정 혜 (경남대표도서관)
김 지 현 (김해시립장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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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도시정보

□ 슈투트가르트(Stuttgart)
< 주 요 정 보 >

·
·
·
·
·
·

(1)

원어명

:

Stuttgart

위

치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위도

:

동경

면

:

적

°
207.36㎢

행정구분
인구(명)

:
:

23

약

′ 북위

9 11

°

48 47

구(stadtbezirke)
61

′

149

동(Stadtteile)

만명

개요

○ 독일 남부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로 독일 내에서는
-

번째로 큰

6

도시

○ 자동차 관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함

· 자동차 · 기계 · 기성복
· 정밀기계 · 광학기계 · 신발 · 제지 · 제과공업과 출판업이 활발함. 중세에는 공업 ·
.

자동차 외에도 전기

포도 재배의 도시였음

○ 독일 대도시 중 흔치 않은 산지를 끼고 있는 분지 도시

슈투트가르트 위치

슈투트가르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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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경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슈투트가르트 광장

슈투트가르트 도서관

교통

○ 남부의

2

대 대도시인 만큼 교통 여건은 훌륭하며, 뮌헨,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

일 주요 대도시로 철도가 직행하고 스위스 취리히나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열차도 운행함

○ 독일에서 흔하지 않게 전자식 교통카드를 도입함
○ 자동차의 도시인만큼 차량도 많고 교통정체로도 유명함

.

(3)

관광과 문화

○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과 포르쉐 박물관

벤츠박물관

○

쾨니히슈트라세

:

포르쉐박물관

도시의 중심으로 오페라 하우스, 국립극장, 쿤스트뮤지엄 등의

문화시설과 수많은 상점 등이 몰려있고, 도심을 감싸며 조성된 공원은 수목이 울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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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4)

○ 슈투트가르트 남서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본거지임
○ 슈투트가르트 국립 발레단은 발레리나 강수진이 수석무용수로 오랜 기간 활약하였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발레단임

○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는 유럽에서 가장 큰 음대이고 특히 파이프오르간 전공과
교회음악 전공이 유럽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함

2

도서관 연혁

□ 연혁
○
○

1901

년 개관함

1965

년 빌헬름 궁정으로 본관을 옮김

-

뷔트렘베르크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빌헬름

-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은 뮌헨 시립도서관과 함부르크 도서관에 이어 독일 내

○
-

2

세가 한때 거주했던 건물임

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도서관이 됨
2011

년 밀라노 광장에 신축된 건물로 이전함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공간과 독서 장소를 제공해주기 위해

1987

년부터 공공도

서관 협회의 주도로 새로운 도서관 건물 설립을 계획함

빌헬름 궁정

현 슈투트가르트 도서관

※ 현 슈투트가르트 도서관 건축설계 및 건축가
○ 슈투트가르트 시립중앙도서관이 슈투트가르트 도시의 새로운 정신적·문화적 중심을
형성하게 하는 데 기본 의도가 있음
-

부지는 ‘슈투트가르트

21’

이라 불리는 신 도심개발지역의 중심을 형성할 마일랜

더 광장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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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놀리스(monolith)적인 단순한 매스로 새로운 사회의 구심점을 상징하게 될 콘
크리트와 젖빛 유리 블록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하나의 돌로 이뤄지지는 않았
지만 마치 하나의 돌덩어리 같은 모습임

-

모든 면으로 똑같이
입면에는

-

4

4.85

×4m 의 기본 요소가 9×9의 격자로 가지런히 배열된

방위로 정중앙에 하나의 입구가 있음

개의 문은 국제적으로 열려있다는 의미이고

4

있는 여러 자료실의 지식이 한데 모여
-

1

층에 있는 지식의 분수는 지하에

0

층 지식 분수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음

동서남북 네 개 파사드 상부에 콘크리트 음각으로 독일어, 영어, 아랍어, 한국어로
‘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새겨넣음

○ 건축가 이은영

년생으로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1956

-

독일연방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1994

년부터 지금까지 독일 쾰른에서 이 아키

텍츠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작품으로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바이마르 시민회관 개축 계획안, 남경
도서관 계획안, 쾰른 이슬람중앙사원 계획안, 튀빙엔 대학교, 하노버 주의회 의
사당,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중앙수광장, 헤이리 소담갤러리, 함양 수해이주민
단지 등이 있음

도서관 입구

건축가 이은영

□ 역할

○ 슈투트가르트 시 공공도서관 지역
(

,

이동, 병원, 시청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역

할을 함
-

지역도서관은 총

-

이동도서관은

17

곳이 있음

군데 정류장을 운영하고 주로 주간 정기간행물을 제공함. 오전에는

23

어린이를 위해서, 오후에는 성인들을 위해서 운영함
-

병원 도서관은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4

곳의 병원 내에 마련되어, 환자들을 위한

열람실과 함께 참고문헌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수 도서관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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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도서관은 약

16

세기를 기원으로 시작된 도서관으로 법과 행정에 관련된 자

료들을 보유하고 있음

3

운영현황

□ 운영현황

○위 치
ä
○ 홈페이지
○ 운영시간 월 토
○ 조직 및 장서현황
:

Mail

:

http://www1.stuttgart.de/stadtbibliothek/

:

nder

~

Platz

09:00

-

구

성

:

중앙도서관

-

직

원

:

200

-

장서수

:

500,000

1

개,

1,

70173 Stuttgart

~ 21:00,

17

매주 일요일 휴무

개 분관도서관, 2개 이동도서관

여명
권

※ 시 전체 장서수
※ 개국 도서 소장

권

:

1,300,000

4

유로, 연 회비

26

○이용료
○ 대출기간
○ 시설현황

:

월 회비

:

도서

지하3

-

0

층

:

디지털자료실, 연속간행물실

-

1

층

:

음악자료실

-

2

층

:

어린이자료실

-

3

층

:

일반열람실

-

4

층

~

-

8

층

:

1

층

7

:

:

유로(단,

일, 미술품 2달, 전자책

-

~

층

28

20

18

세 미만은 무료)

일

21

대강당, 희의실, 강의실 등 부대시설

일반자료실

카페테리아, 갤러리

지식의 분수(0층)

디지털도서관(0층)

- 35 -

연속간행물자료실(0층)

메인 안내데스크(0층)

오디오가이드(0층)

디지털안내도(0층)

음악자료실(1층)

음악자료실(1층)

- 36 -

어린이자료실(2층)

어린이자료실(2층)

일반자료실(3~7층)

일반자료실(3~7층)

카페테리아(8층)

갤러리(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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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주요 제공 서비스
도서분류 자동화 시스템

○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서 분류가 효율적이고 시간도 절약함
○ 모든 책은 자동으로 대출 반납이 가능하며 무인 반납기는 시간 동안 운영함
○ 반납된 도서는 자동으로 분류되어 각 자료실로 보냄
RFID

,

(2)

24

신규회원을 위한 도서관 이용 서비스 제공

○ 도서관 이용안내 오디오 가이드 영어 독어 를 제공함
○ 단체 방문시에는 자체 앱을 개발하여 가이드를 제공함
(

(3)

,

)

음악자료실

○ 서적 악보 등 다양한 자료를 소장함
○ 작곡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관객들 앞에서 연주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음
○ 슈투트가르트 오페라하우스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정보를 따로 제공
,

, CD

하고 있음

음악자료실 서가

1

음악자료실 서가

3

음악자료실 서가

2

연주용피아노 및 음악감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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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노트북 대여 서비스 제공
총

대의 노트북을 각층에 비치하고 있어 이용자가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120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또한 자동화기기를 통해 운영함

노트북 대여 자동화 기기

(5)

어린이 자료실

○ 건물에서 유일하게 색채를 다양하게 쓴 공간임
○ 여러 테마를 구성하였고 침대 카펫 등을 사용하여 집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함
○ 총 개국 어린이용 도서를 소장하고 있음
○ 아이들이 직접 작가가 되어 책을 만드는 사업을 운영함
,

26

-

도서는 서가에 따로 비치되어 있고 아이들이 직접 낭독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음

○ 부모 동반 어린이 독서진흥 프로그램

보다는 어린이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려 노력함

○ 보드게임 등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대여가 가능함

어린이자료실 서가

어린이자료실 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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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자료검색대

보드게임 등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도서 코너

국외 도서 코너

일반자료실

○ 슈투트가르트 거주 시민의

가 외국인이며, 이를 반영하여 언어 관련 책들을 많

40%

이 소장하고 있음

○ 냉방은 바닥을 차갑게 하여 공급하고 난방은 창 위쪽에서 제공함
○ 작가의 방 손님작가들의 도서관 이 마련되어 있음
○ 갤러리의 사진과 그림은 유명작가 또는 국회의원 등의 작품이고
(

)

능하며, 그림 보험에 대한 비용인

2.5

주간 대여가 가

8

유로만 지급하면 대여가 가능함

○ 장애인과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쉬운 단어로 만들어진 책을 소장하고 있음
○ 이민 주부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일반자료실 서가

일반자료실 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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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가의 방 코너

5

도서관 특화 서비스

(1)

잠 못드는 사람들을 위한

건축 도서 코너

“24

시 도서관 서비스”

○ 도서관 개방시간 외에도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대출하는 서비
스를 제공함

○ 도서관 운영시간에도 운영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

24

(2)

시 도서관

1

24

책, 어린이, 슈투트가르트

시 도서관

2

○ 어린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동화책을 만드는 사업을 운영함
○ 어린이가 직접 만든 동화책 코너를 만들어 비치함
○ 어린이 작가가 손님을 초대해 직접 쓴 동화책을 낭독하는 행사도 진행함
- 41 -

책, 어린이, 슈투트가르트

(3)

책, 어린이, 슈투트가르트

1

각 국의 동화책 제공

○ 이민자 등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개 언어의 동화책을 소장함
○ 각국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의도임
26

.

.

한국 동화책

(4)

○

각국 동화책

미술품 대여
여점의 그림을 소장하여 전시회를 열거나 대여함

2,000

수장 미술품

대여를 위한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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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1)

질의 응답
(Q)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의

1

층에는 악보와 음악미디어를 대출할 수 있는 음

악자료실이 배치되어 있는데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만의 특화된 제공 서비
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음악작업을 위한 스튜디오가 있어 작곡을 하거나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2)

(Q)

LP

판을

파일로 변환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MP3

장애인,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자료
등이 있습니까?

(A)

사회적 약자를 위해 쉬운 언어로 번역된 책을 소장하고 있고,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많은 책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A)

이민자 여성과 독일 여성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
니다.

(3)

(Q)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에서 시민을 위해 시행하는 문화프로그램은 어떤 것
이 있나요?

(A)

타 도서관과 차별화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은 없으나 디지털에 관련된 다양
한 문화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Q)

도서관내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는지, 한다면 대상과 사
용료 유무는?

(A)

공공자원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본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행사가 거의 매일
매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

(Q)

세계 아름다운

대 도서관으로 선정된 만큼 지역 주민은 물론 세계 각국의 많

5

은 관광객들이 도서관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문객에게 제공되
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까?
(A)

오늘과 같이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예약신청을 하면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Q)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서가를 배치할 때 자연채광으로 인한 책의 훼손을 고려하
여 배치하는데,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은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설
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장서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특별
한 유지관리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중정형으로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 하였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천창에 루버를
설치하여 실내는 밝지만 빛을 분산시켜 책 훼손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7)

(Q)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는 실시여부 및 불편사항, 건의사항은 어떤식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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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정책반영하고 있습니까?
(A)

피드백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명 배정되어 있어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

1

등을 접수받아 시행하거나 개선하고 있습니다.
(8)

(Q)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에서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유럽지역 자료외에 아시아 자료는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 특히 한국
자료는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견학 시 보셨던 바와 같이 어린이 관련 자료와 언어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
습니다.

(9)

(Q)

잠 못드는 사람을 위한 도서관과 온라인 에니매이션 도서관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견학 시 보신 바와 같이
대출서비스이고,

“

“

잠 못드는 사람을 위한 도서관”은

24

시간 운영하는

온라인 애니매이션 도서관”은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검색

하여 시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Q)

17

(A)

1

개의 지역도서관의 업무협력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년에 한번 씩 다음연도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할지 회의를

개최하고 의논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예산은 시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11)

(Q)

독일에서 문화행정은 주와 지자체 연방 사무이기 때문에 연방차원에서 도서
관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문화격차가
있을 텐데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나 서비스가 지역 내 도서관에 없을 때는 어
떻게 해결합니까?

(A)

17

개 지역도서관내에 관련 자료가 없다면 신규로 구입을 진행합니다. 타시의

자료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12)

(13)

(Q)

전자책의 이용률은 높습니까?

(A)

전자책 이용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Q)

슈투트가르트는 책 읽기 문화가 성공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운영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A)

간행물을 포함하여 책 읽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고 생각되며,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하는 독서가 중요해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도 참여 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운영하여 책 읽는 습
관을 길러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Q)

전체 이용자중 청소년 이하 이용률은 어느 정도 입니까?

(A)

약

4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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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Q)

하루 이용자는 어느 정도 입니까?

(A)

약

(Q)

장서량이

6,000

~ 9,000

50

명입니다.

만권이라고 했는데 모두 서가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존서가는

없습니까?
(A)

간행물 등을 포함에

50

만권이 맞고 별도의 보존서고는 없으며, 소장가치가

있는 도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도서관에 보관되어 집니다.
(17)

7

층 갤러리에 있는 소장 미술품은 기증을 받은 것인가 구입한 것입니까?

(Q)

8

(A)

모두 구입한 것입니다.

년전부터 전통적으로 구입해온 것입니다.

60

연수후기 및 시사점 등

□ 연수후기

○ 건축물을 하나의 도화지보고 서가의 책을 디자인 요소로 공간을 구성한 것이 매
력적이고 자연채광과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적 건축물의 관리 운영이 인

○

상적임
서가와 열람공간을 구분하여 이용자들에게 독립적 공간을 제공하였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건축물은 폐쇄적이나 내부 이용객들은 개방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한국인 건축가 이은영씨의 한국적 정서가 반영한 평면계획으로 보여 자
부심이 느껴짐

○ 멋진 건축과 세련된 환경 디지털 시스템이 결합한 편리한 서비스들이 훌륭함
○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독서진흥에 대한 직원들의 열의를 느낄 수
,

있음

○ 도서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 방향과 추진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 보다 전문적
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임. 슈투트가르트 도서관 역시 공공도서관으
로서 지역민의 지적욕구와 문화적 갈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
영함. 모든 사업은 대부분 오랜 기간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기획,
운영하다보니 만족도가 높음

○ 도서관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함

○ 상대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적은 청소년층의 관심사인 음악과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층의 이용률을 높인 부분은 상당히 독창적임

○ 책으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이 탄성을 자아냈지만 미적 요소에만 치중하여 이용자
들에 대한 열람공간이 상당히 적어 아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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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사항
○

도서관리 자동화시스템을 비롯해 시설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인력배치와
자동제어로 효율적 도서관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도 충분

○

한 인력배치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우리나라와 달리 국립, 주립, 시립 도서관이 독립적으로 각 기관의 목표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도서관 이용객들의 높은 수준이 독일 도서관의 발전
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됨

○ 사서의 역할이 세분화 되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구조화 되어 사서들
은 업무의 효율성 및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음. 그리고 도서관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를 위한 사업보다는 ‘시민’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모든 사업에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되어 이는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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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츠 대학 도서관
(Universitätsbibliothek Mainz)

마인츠 도서관내 미켈란젤로 동상

단체사진

정 호 창 (금호평생교육관)
이 지 혜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송 수 정 (마한교육문화회관)
이 향 현 (벌교공공도서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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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개도서관)

1

도시정보

□ 마인츠 (Mainz)
ㅇ 면적 : 97.74km²
ㅇ 인구 : 214,057명(2017.06.30. 기준)
ㅇ 행정구역 : 독일 라인란트-팔츠(Rhineland-Palatinate)주
ㅇ 홈페이지 : http://www.mainz.de
ㅇ 도시문장 : 마인츠 도시의 문장은 6개의 바퀴살을 가진 2 개의 수레바퀴가 빨
간 방패안에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 문장의 기원은 10세기 마인츠의 대주교인
Saint Willigis 때부터 사용된 것이 가장 유명한 기원으로 서민 출신인 그를 조
롱하는 귀족에 맞서기 위해 수레바퀴를 사용하였다. 현재의 로고는 2008년 현
대화한 이래 사용되고 있다.

[마인츠시 문장]

ㅇ 도시역사 : 라인란트-팔츠주의 주도인 마인츠는 라인 강의 지류인 마인 강 입
구에 있는 항구도시이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다. BC14~9세기경 켈트
족의 거주지에서 시작한 마인츠는 BC 13년경 로마 장군 드루수스에 의해 군사
야영지가 세워지면서 발전하였다. 이 때 군사야영지의 이름은 켈트족이 숭배하
는 신의 이름을 따 모군티아쿰이라고 하였다. 이 도시는 독일에서 트리어 다음
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로 AD 80년경 기독교가 전파됨에 따라 모군티아쿰 주교
구가 설치되었고 451년경 로마인이 떠나기 전까지 게르마니아 수도원의 중심지
로 기능하였다. 이후 프랑크 왕국의 세력권에 편입되면서 745년 도시명이 마인
츠로 개칭되었고 마인츠 대주교 관구가 개설되면서 마인츠 대주교는 알프스 이
북에서 교황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신성로마제국의 성립이후 마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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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교가 성직제후화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였고 1244년 자유도시로 되었으며
1251년 대주교 게르하르트 1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선
제후(選帝侯)가 되면서 마인츠의 대주교는 신성로마제국의 재상과 대법관직을
겸하게 되었다. 1477년 유럽의 주요 대학도시중 하나로 발돋움 하였다. 18~19세
기까지 활발한 상업 및 문화중심지로 성장하였으나 독일제국때는 요새도시로
기능하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의 80%가 파괴되었고 1946년 새롭게 라인
할트-팔츠주가 성립되면서 주도로 선정되었다.
ㅇ 관광명소 : 마인츠는 독일 3대 성당이라고 불리우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마인
츠 대성당(Dom St. Martin), 샤갈이 만든 스테인글라스로 유명한 스테판 성당
(St. Stephan), 1400년경 마인츠(Mainz)에서 태어났고 유럽 최초로 인쇄술을 발
명한 구텐베르크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1901년에 건립된 구텐베르크 박물
관(Johannes Gutenberg Museum)이 유명하다.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뉴욕 경매
를 통해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인쇄한 성경들 중 1부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에
두 번씩 박물관을 찾아온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하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보이는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행사 진행자가 예전에 구
텐베르크가 발명했던 기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실제로 중세시대에 양피
지를 이용해 글을 인쇄하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다.
ㅇ 특산물 : 로마시대이래로 마인츠는 와인 생산 지역이었으며 마인츠가 속해있는
라인란트-팔츠주는 독일 연방내에 유일하게 와인과 관련한 부서가 있는 독일
와인 무역의 중심지이다. 2008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문화도시협회인
Great Wine Capitals Global Network (GWC)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매년 8월
에 열리는 마인츠 와인 시장(Mainz Weinmarkt)은 독일 최고의 와인전시회로 손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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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츠 시가]

[마인츠 대성당]

[스테판 성당]

[구텐베르크 박물관]

[마인츠 와인 마켓]

※사진 출처 : 마인츠 시 공식 홈페이지(http://www.mainz.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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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의 연혁 및 개관 등

□ 마인츠 대학교 도서관 (Universitätsbibliothek Mainz)
ㅇ 도서관 소재지
- 주소 : Jakob-Welder-Weg 6 D-55128 Mainz
- 전화번호 : (06131) 39-22633
- 홈페이지 : https://www.ub.uni-mainz.de/
- 전자우편 : info@ub.uni-mainz.de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rk.com/ub.mainz/

[도서관 QR코드]

ㅇ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마인츠 대학교(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 1477년 7명의 교수와 100여명의 학생으로 대학이 시작하였다. 18세기 계몽기에
번창하였으나 18세기후반 프랑스 혁명 전쟁이 시작되고 프랑스가 라인강의 좌
안(左岸)을 점령함에 따라 마인츠 대주교가 거처를 옮기면서 1816년 대학교는
폐교되었다. 1946년 마인츠에서 태어나고 금속활자를 발명한 요하네스 구텐베
르크의 이름을 붙이고 재개교하였다. 마인츠대학교는 캠퍼스가 분산된 독일 내
다른 대학과 달리 몇 개 안되는 캠퍼스 중심의 대학교이다. 신학(가톨릭), 법학,
경제학, 의학, 인문과학, 교육학, 사회과학, 수학, 물리학, 자연과학, 생물학, 역
사학, 철학, 언어학, 음악, 체육학 등 26개 학부로 구성되며 학위과정은 디플롬
(Diplom), 마기스터(Magister), 국가시험(Staatsexamen) 및 박사학위가 있다. 재학
생수는 120개국 약 31,500명이며 150개 이상의 연구소에서 560명의 교수를 포
함하여 4,400여명의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있다.

ㅇ 도서관 역사
- 1477~1798년까지의 마인츠 대주교 시대의 도서관 소장품은 마인츠시로 인도되
었고 대학 도서관의 설립은 1946년 마인츠 대학교 재개교로 대학도서관의 시작
으로 본다.
- 전후의 마인츠 대학 도서관은 분관(부속도서관) 설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
1964년 대학 중앙도서관을 설립하였다. 이때 대학 중앙도서관의 자료는 주로
20세기 이전의 자료로 구성되었다.
- 개교이래 90개까지 이르렀던 부속도서관은 21세기 들어서 학제간 부속도서관으
로 통합되어 현재 9개의 부속도서관과 20개의 학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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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앙도서관 건물은 1964년 건축되었고 2013년 증축되었다. 2024년 새롭
게 신축 이전할 계획이며 경제학과 법학도서관을 포함하여 2개 도서관을 더 건
립할 예정이다.
- 대학도서관 구성
∘ 중앙도서관 (Zentralbibliothek)
∘ 생물학도서관(Bereichsbibliothek Biologie)
∘ 민족학 및 아프라카 도서관 (Bereichsbibliothek Ethnologie und Afrikastudien)
∘ 게오르그 포스터 빌딩 도서관(Bereichsbibliothek Georg Forster-Gebäude)
∘ 철학도서관(Bereichsbibliothek Philosophicum)
∘ 물리,수학,화학 도서관(Bereichsbibliothek Physik, Mathematik, Chemie)
∘ 법학 및 경제학 도서관 (Bereichsbibliothek Rechts- und Wirtschaftswissenschaften)
∘ 번역, 언어학 및 문화연구 도서관 (Bereichsbibliothek Translations-, Sprachund Kulturwissenschaft)
∘ 의학 도서관 (Bereichsbibliothek Universitätsmedi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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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현황

□ 도서관 이용시간
ㅇ 중앙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

월 ~ 목

금

토 ~ 일

운영시간

8~24

8~24

10~24

대출반납

9~18

9~18

-

참고봉사

9~18

9~18

-

논문접수

8~12

8~12

-

※ 공휴일 휴관, 대출반납은 중앙도서관만 가능
ㅇ 자료현황
- 인쇄자료 : 3,524,021권
- 전자저널 : 40,910종
- 전자도서 : 69,301권
- 논문인쇄본 : 32,100권
ㅇ 자원연황
- 예산 : 15,162,667€
- 정규직 직원 : 183.66명
- 인턴 :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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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제공 서비스

□ 상호대차 서비스
ㅇ 전자저널
- Internen Leihverkehr(ILV)를 활용하여 의학저널의 무료기사 대출가능
- 독일내 18개 의학도서관 ILV 참여
- University Medical Center 회원만 이용가능
- 소요기간 : 1~2주 (종이사본으로 제공)
ㅇ 책, 논문, 저널 기사
- HeBIS-Portal을 활용하여 제공되며, 도서관 상호대차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자
료만 가능
※ HeBIS-Portal : 독일 내에 지역 도서관 네트워크, 6개 지역시스템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마인츠지역은 라인헤센 로컬시스템(Lokalsystem Rheinhessen: Bibliot
heken in Mainz und Germersheim)에 속해 있음
- 대출비용
∘ 도서 : 1.50€
∘ 복사물 : 1.50€ (최대 40p), 40p 이상 1p당 0.1~0.3€
- 소요기간 : 1~2주

□ 컬렉션
ㅇ 독일 시인 클레멘스 브렌타노의 사인 및 문서 원고 소장
ㅇ Forum Intercultural France Research (FIFF) : 프랑스 문화 및 사회과학자료 수집
ㅇ USA-Bibliothek : 미국의 사회 과학, 문화 및 역사 관련 문헌 및 정보 수집
ㅇ Archiv für die Musik Afrikas : 1991년부터 존재. 독일내의 다양한 형태의 아프
리카 음악 컬렉션 포함. 현재 10,000점의 자료 보유. 에티오피아, 가나, 카메룬,
케냐, 콩고, 나이지리아 및 탄자니아 중점으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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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특화 서비스

□ E-Science Services
ㅇ 과학 연구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이 서비스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됨
- 연구자료 및 도구의 디지털화 (서비스 센터의 디지털화 및 사진문서화)
- 리파지토리에서 재사용 가능한 1 차 연구 데이터 제공 (Gutenberg Capture)
※ 구텐베르크 캡쳐(Gutenberg Capture): 마인츠 대학교의 온라인 포털로서
연구 자료의 제공 및 디지털 색인 생성에 사용된다. 서로 다른 레퍼런스
시스템의 메타 데이터를 태그로 지정하여 색인이 생성되며 연구목적으로
디지털화 된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가능
- 공개 자료(프리젠테이션등)의 디지털 출판 및 출판 목록 관리 솔루션

□ Open Access
ㅇ 오픈 엑세스 활용에 중점
ㅇ 2012년 Open Access Policy 출판 (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
ㅇ 2013년 과학지식에 대한 공개 접근에 관한 베를린 선언 서명
ㅇ 2016년 과학 저널의 구독 기반 모델에서 개방형 액세스 모델로 점진적으로 변
화를 요구하는 OA 2020 Mission에 참여한 최초의 독일 대학중 하나

□ 항의? 하지마 우리가 도와줘(VERPEILT? MACHT NIX - WIR HELFEN!)
ㅇ 워크숍 또는 강의, 개별상담으로 진행
ㅇ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논문 작성법, 워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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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의 응답

□ Q1 : 독일 내 대학도서관 운영평가를 하고 있다면 평가항목은 크게
몇 가지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 마인츠 대학도서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A : 현재 독일의 대학도서관 운영평가는 없어졌음.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었으며 참여가 적어짐에 따라 평가 사라졌고
평가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함

□ Q2 : 도서관에 책이 아닌 각종 장비들이 가득한 메이커 스페이스,
미디어 스페이스 등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엎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인츠대학
도서관에서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A : 메이커 스페이스와 같은 공간은 없으며 조용한 공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신경쓰고 있음

□ Q3 : 대학도서관내 자료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지, 이용조건이
(보증금 등)있는지 여부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는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A : 1년에 15€를 내면 지역주민들도 이용가능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서비스는
현재 없음

□ Q4 :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연계해서 상호대차 대출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주요 제공 서비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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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 한국의 대학도서관 관장은 대학교수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도서관장은 교수가 하는 지 아니면 일반 전문사서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도서관의 관장은 도서관 사서 또는 전공자만 가능함

□ Q6 : 학생들이 도서를 연체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지 궁금합니다.

A : 연체료 부가 및 보상비를 받으며 연체료 및 보상비 미납해도 졸업은 가능하
나 빚이 남아있다면 경찰에게 신고를 함

□ Q7 : 대학도서관의 사서직 체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전문사서/일반
사서/주제전문사서)와 사서로서 어느정도 학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 : 대출반납 직원(전공무관) - 목록작성(도서관 관련전공) - 도서관관리(석사,박
사학위 필요)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Q8 : 유학생, 교환학생들만을 위해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도서관 이용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Q9 : 마인츠대학도서관이 자랑할 만한 특화서비스가 있으면 소개해주
시고, 대학생을 위한 인문학 강연 등을 개최하지는 궁금합니다.

A : 대학생을 위한 논문 및 레포트 작성법 (도서관 특화서비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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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도서관 안내도]

[무인대출반납기]

[상호대차서가]

[안내데스크]

[구관 서가 1]

[구관 서가2]

[구관 열람실]

[질의응답시간]

- 58 -

[신관 안내도]

[신관 열람실]

[신관 서가1]

[신관 서가2]

[구관 도서(자체 분류법 사용)]

[신관 미국기증도서(DDC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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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수후기 및 시사점 등

□ 연수후기 및 시사점
ㅇ 마인츠 대성당과 구텐베르크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마인츠는 한국인들에게 익
숙한 도시가 아니어서 연수 전 사전 자료를 수집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ㅇ 탐방한 마인츠 대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대출반납이 오로지 중앙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한국에선 대출반납 활성화에 대한 조직차
원에서 요구가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데 비해 그
것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문화의 상대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
다.
ㅇ 오픈 엑세스 활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것 역시 신선했다. 한국에서도 전
공과정에서 오픈 엑세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오픈 엑세스가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문헌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기에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를 지향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
ㅇ 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이었었다. 지역사회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이고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대
해서도 대학도서관도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곳은 대학도서
관이기에 학교 직원에 대한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
다.
ㅇ 미국에서 중요시 되는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탐방한 지역에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오히려 조
용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도 새롭게 다가왔다.
ㅇ 전반적으로 마인츠대학도서관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판단된다. 이른바 기본기가 좋은 도서관이다. 오늘날 한국의
공공도서관들은 평생학습기관으로의 역할에 더 많이 치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시기에 마인츠 도서관을 비롯한 독일 내 도서관들의 모습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평생학습기관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을 이용자의 요구로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용자가 도서관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생각하고 방문하진
않는다. 그 요구는 학습된 요구이다.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계기는 도서 이용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이끌려면 먼저 도
서관이 가지는 자료의 내실화 및 홍보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번 연수를 통해 다시 한 번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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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독일음악아카이브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라이프치히국립도서관

연수단원

김 진 승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
이 봉 화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전 미 란 (고양시도서관센터 대화도서관)
한 상 숙 (경기평택교육도서관)
허 정 원 (서울특별시교육청노원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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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정보

□ 라이프치히
- 원어명 : Leipzig
- 위치 : 독일 작센주(州) 남서부
- 경위도 : 동경 12° 23' , 북위 51° 20'
- 면적(㎢) : 297.60
- 시간대 : UTC+1/+2
- 행정구분 : 10구(stadtbezirke)
- 행정관청 소재지 : Neues Rathaus, Martin-Luther-Ring 4-6, 04109 Leipzig
- 홈페이지 : http://www.leipzig.de/
- 인구(명) : 502,467(2006년)
베를린에서 남쪽 아우토반으로 165킬로미터를 가면 라이프치히이다. 이곳의 웅장한
중앙역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되었는데, 전후 말끔히 제모습을 되찾고, 과거
이 도시의 영광을 이어갈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1965년에 800주년을 맞은 이 고도는
상업 도시로서 번영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문학과 음악에서도 찬란한 전통이 숨쉬고
있다. 출판 분야도 크게 발달했는데, 특히 악보 출판은 독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

옛 시청사 남쪽에서 동서로 뻗은 그리마이셰 거리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광장 모서
리에 성 토마스 교회가 있다. 이 교회 안쪽 기둥에는 루터에 관한 명비도 있지만, 무엇
보다 바흐가 만년 27년 간을 봉직한 곳으로 유명하다. 바흐는 요한 크나우스(Johann
Knaus, 1660~1722)의 뒤를 이어 합창장으로 취임했는데, 대학과 토마스 학교에서 가르
치면서 성 토마스 교회와 니콜라이 교회에서 일했다. 그는 1722년부터 1750년까지 이
곳에 있으면서 〈마태 수난곡〉을 위시하여 265곡에 달하는 칸타타를 작곡했다.

성 토마스 교회는 1496년 창건되어 1885~1989년에 개축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두 차
례 더 보수했다. 당시 바흐가 살았던 집은 없어졌으나, 성 토마스 교회의 모테트 미사
는 지금도 계속되는데, 교회 제단 반대편 2층에서 부르는 성가대의 노래는 마치 하늘
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합창과도 같아 그 벅찬 감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성 토마스 교회 옆길 토마스키르히호프 16번지는 국립 바흐 연구소 및 기념관이 되었
다. 이 기관은 1979년 국제적으로 승인된 대표적인 바흐 연구소로, 바흐의 유산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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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1950년 설립된 바흐 문서실도 이 연구소에 합병되어 학
술적 문서 박물관으로 충실하다. 약 3천 권의 책, 5천 600개의 악보, 수천 장의 레코드,
수백 개의 마이크로필름과 복사한 사진 등이 있다.

이 연구소와 함께 있는 바흐 박물관은 원래 바흐가와 가까이 지내던 게오르크 하인리
히 보제가 살았던 집으로, 1985년 크게 보수하여 바흐의 라이프치히 생활과, 자녀와 제
자들에 관한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다. 성 토마스 교회 옆에는 1908년에 세워진 높이
2.45미터의 바흐 동상이 있다. 이 동상은 전형적인 바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바흐의 유해는 서거 200주년이 되어서야 성 토마스 교회로 옮겨져 제단 아래에 묻혔
고, 그 위 제단 앞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라고 기록한 비문을 새겼다. 바그너도
성 토마스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다. 교회에서 밖으로 나와 오른쪽 전차 길로 가면
바흐의 흉상이 있는 기념탑이 있다. 멘델스존이 주장하여 1843년 벤더만이 제작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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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라이프치히 도서 박람회
ㅇ“Umarmen Sie Buecher!, 책을 가슴에 안자!”

2018년 라이프치히 도서 박람회가 위의 타이틀로 3월 14일 저녁 Gwandhaus 오프닝 콘
서트를 시작으로 18일 까지 4일 간 역사적인 레코드를 기록하면서 문을 닫았다. 긴긴
겨울밤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기다리듯 이 도서 박람회를 시작으로 라이프치히
시는 봄을 맞는다. 해마다 더 열기를 품어대는 이 도서전은 그야말로 장대하다고까지
표현 할 수 있는 도서전으로 라이프치히의 축제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프치히는 작센주에 속한 도시로 음악의 거장들이 활동을 했던 도시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Johann Sebastian Mahler, 리차드 바그너(Richard Wagner), 구스
타프 말러(Gustav Mahler), 후리드리히 실러(Friedlich Schiller), 휠릭스 멘델스존(Felix
Mendelsssohn),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 등이 왕성한 활동을 했던 도시로 이를 기
념하기 위한 콘서트 및 박물관 등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거장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라이프치히다.
2017년에 마틴 루터 (Martin Luther) 500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친 것처럼 루터가
활동했던 도시요, 바흐의 무덤과 토마스 교회가 있다. 또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
국제여성의 날”을 제정하게 끔 여성의 권위와 평등을 위해 큰 역할을 했던 클라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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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킨(Clara Zetkin) 여성운동가 기념공원이 있는 도시로 라이프치히는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독일 도시 중 하나다.
그 외 출판업 인쇄업 및 책방 등의 성행이 현 도서전의 뿌리가 되었으며 지금은 프랑
크프르트 다음으로 큰 도서 박람회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다른 점은 “읽기 패스
티발”이라고 불리듯이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는 “라이프치히 읽다!”라는 타이틀에
맞게 “책”이 중심이 되어 이 기간 동안 “읽기, 낭독회”가 수많은 장소에서 개최되
고 있는 특별한 박람회다.
2018년은 46개국에서 참석하였으며 2,635개의 전시관과 3,600 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
되었다. 책! 책! 책!, 그리고 읽기! 읽기! 또 읽기! 파티, 강연회 등으로 5개의 부스 및 중
앙부의 거대한 유리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이와 함께“망가 파티”는 카니발을 연상
케끔 도서전을 빛냈으며 늦은 겨울 눈 사태로 길이 막히는 대도 불구하고 약208.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도서전을 방문하였다.
Sahra Wagenkneckt(Linke), Peer Steinbrueck(SPD), Gregor Gysi 등의 강연회 그리고 여성
잡지로 유명한 Alis Schwarz 등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고 요즈음 테마인 “정착과 난
민정책”등 독일 및 유럽 정치, 그리고 세계 정치에 대한 열띤 대화가 첫째 관심 테마
였다.
2018년 초정국은 루마니아로 귀빈들과 작가들이 광범위하게 루마니아 문화를 알렸으며
2019년 초청국은 체코다.
ㅇ 2018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 한국관 운영
- 기간: 2018년 3월 15일-18일(4일간)
- 장소: 독일 라이프치히 박람회장 4관(C401/Halle 4)
- 주관 및 주최: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독일 한국문화원
- 협력 후원: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국립국악원, 학선재, 고양신문,
예술경영지원센터, 파주출판도시, 열화당책박물관
2013년부터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가 매년 3월 치러 온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 한국관
전시가 여섯 번째를 맞았다. 올해의 한국관 전시 특집은 ‘한국의 춤’으로, 그동안은
한글(2013), 한식(韓食, 2014), 한복(韓服, 2015), 한국 전통건축(2016), 한국 음악(2017)이
주제였다. 이로써 한국문화의 근간이 되는 언어와 의식주를 거쳤고, 음악에 이어 춤을
주제로 두 번째 개별 장르 전시를 치르게 되었다. 가장 큰 의의는 매년 특집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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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전시를 통해 한국문화 관계
문헌이 분야별로 점진적으로 집대성됨을 꼽을 수 있다.
주요 영인본 40여 종 포함 엄선된 한국춤 관계 도서 200종 전시
이번 한국관 도서전에서는 ‘한국춤’과 관계된 주요 영인본 40여 종이 전시되었다.
대표적인 무용 관계 책으로는 궁중무용의 실체를 기록한『정재무도홀기(呈才舞圖笏記)』와
실제로 춤이 행해진 모습을 그림으로 엿볼 수 있는『화성원행도(華城園幸圖)』『평안감
사향연도(平安監司饗宴圖)』『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등을 꼽을 수 있다.
더불어 한국춤과 관계된 이론서, 작품집, 무보, 전시도록, 자료집, 그리고 영문 발행도서 등
한국 춤 관계 책 150여 종이 전시되었다. 특히 작년 가을 지령 500호를 넘긴 한국의
월간 무용잡지『춤』을 창간호, 300호, 400호, 500호 등과 함께 전시함으로써, 한국 춤 문화
저변 및 담론 확대에 큰 역할을 한『춤』의 존재를 세계인들에게 알렸다.
올해의 주제도서『시용무보(時用舞譜)』독일어판, 영어판, 한국어판으로 출간
올해의 한국관 주제도서로 18세기 후반 무렵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시용무보(時用
舞譜)』(국립국악원 소장)를, 해제를 곁들여 한국어, 독일어, 영어 3개국어판으로 출간
하였다. 이 책은 조선의 종묘제례 일무(佾舞)인‘보태평지무’와‘정대업지무’의 순서
와 동작, 술어를 그림과 문자로 기록한 무보로, 한국무용사상 유일하게 무용의 실체를
도보(圖譜)로 설명한, 그 의의나 가치가 비할 데 없이 큰 문헌이다. 책머리에 중요무형
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지휘 보유자였던 성경린의 「『시용무보』해제」, 그리고 전
국립국악원장 한명희의 「신명의 춤, 우미(優美)의 춤: 종묘제례 일무와 한국 전통춤의
개관」, 이렇게 두 편의 글을 수록하여, 『시용무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한국 춤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최승희 관계 희귀자료 2건을 담은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저널』
이번 전시부터는 그동안 16-28쪽의 타블로이드판 신문 형태로 발간했던‘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저널’을 그동안의 성과를 묶어 발간하였다. 맨 앞에 서문을 포함하여
올해의 한국관 전시 특집인‘한국의 춤’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 7편을 싣고, 후
반부에 2013-2017년 전시 특집 관련 글을 묶고, 말미에‘한국 춤’관계 문헌을 포함하
여 그동안의 문헌목록을 총 정리하여 실었다.
특기할 것은 세계의 무희로 알려진 최승희 관계 자료 두 건이다.「무용통신」은 193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머물던 최승희가 일본 아사히신문사에 보낸 편지로, 일본어로 씌어
있던 편지 전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최승희 관련 또 하나의 자료는 1940년대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승희 홍보
리플렛으로, 앞서의 편지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최승희의 세계적 위상을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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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930-40년대에 유럽,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
에서 공연하면서 명성을 떨친 최승희는, 특히 뉴욕 공연 후 ‘세계 10대 무용가의 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저널』 한국어판, 독일어판, 영어판
그 밖에 이 자료집에는 한국 춤이 지니고 있는 미학적 특징을‘정중동’이라는 키워드
를 중심으로 풀어낸 무용비평가 정병호의「한국춤, 정중동의 미학」, 전통춤의 가치를
오늘날 어떻게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담겨 있는 장광열 숙명
여대 겸임교수의「한국의 춤과 글로벌 경쟁력」, 지령 500호를 넘긴 월간『춤』이 한
국 춤 계에서 해 온 역할을 중심으로 초대 발행인 조동화 선생을 조명한 정재숙『중앙
일보』문화전문기자의「『춤』지와 한국 춤의 오늘」, 케이팝(K-Pop)의 열풍이 있기까
지 한국대중음악의 역사와 의의 그리고 미래까지 개관하고 있는 김익두 전북대 교수의
「케이팝, 21세기 세계 젊은이들의 새로운 대중음악 아이콘」까지 한국 춤의 다양한
면모를 담고 있다.
「한국무용의 다양성」 등 한국춤 관계 영상물 10종 상영
도서 전시 외에 다양한 한국 춤 관계 영상물도 전시되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
작한「한국무용의 다양성」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유명한 춤의 거장에서부터 신진
무용가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양한 한국의 무용 안무가를 소개하였다.
이 밖에 한국 춤 명품 공연 영상도 소개되는데, 웅장한 북소리와 선율미를 보여 주는
‘무고(舞鼓)’, 모란의 아름다움과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한‘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천도복숭아를 바치며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기원하는‘헌선도(獻仙桃)’를 하나의 작품
으로 재구성한「태평성대」를 비롯하여, 국립국악원에서 최근에 진행된「한량무(이매방류)」,
「처용무」,「살풀이춤(한영숙류)」,「경기 검무」,「승무(이매방류)」,「산조춤」,「향발무」,
「진도 북춤」등이 한국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상영되었다.
내년에 전시될 한국의 테마는 “한국의 민예”다. 한국인의 심성이 빚어낸 민중예술의
보고로 민중이 삶 속에서 만들어 낸 생활품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예술품이다. 이들은
흙, 풀, 나무, 쇠, 천, 가죽 등 생활주변의 소박한 소재들로 만들어진 가구, 그릇, 도구,
장신구, 의례용 기물 등 그 영역이 실로 다양하고 넓다.
“꾸밈없는 아름다움”으로 대변되는 한국 민예의 세계를 다양한 책을 통해 그리고 시
연과 특별전을 곁들여 라이프치히에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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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연혁 및 개관 등

□ 독일 국립도서관 연혁
ㅇ 구텐베르그에 의해 발명된 인쇄기술의 영향으로 15세기 도서관발달에 영향
ㅇ 16세기 지방영주들이 화려한 도서관 건립 시작
- 1,530년 프러시아 알브레이트공 쾨니히스베르크에 공공도서관과 사립도서관
설립
- 아우구스트대제 드레스덴 도서관 설립
- 비엔나 왕실도서관 설립
ㅇ 1848년 독일 출판사협회가 처음으로 국립도서관 건립 언급
ㅇ 1884년 독일 의회에서 처음 독일 국립도서관 설립이 논의
ㅇ 1912년 BORSENVEREIN DER DEUTSCHEN BUCHHANDLER(독일 서적상, 출판
사협회)가 DEUTSCHE BUCHEREI(라이프치히관 : 구동독도서관)을 설립 독일 전
역의 자료수집 시작
ㅇ 1946년 2차 세계대전이후 국토가 동서로 분단되면서 서독인들이 라이프치이관
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DEUTSCHE BIBLIOTHEK(프랑크푸르트관 : 구서독도서
관)을 설립, 2개의 국립도서관 존재
ㅇ 1970년 동독에서 베를린 음악도서관(DEUSCHE MUSIKARCHIV BERLIN)설립, 3관
체제 운영
ㅇ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되면서 라이프치히관, 프랑크푸르트관과 베를린 음악
도서관(DEUSCHE MUSIKARCHIV BERLIN)을 합하여 DIE DEUTSCHE BIBLIOTHE
(독일 국립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
ㅇ 2010년 베를린 음악도서관(DEUSCHE MUSIKARCHIV BERLIN)을 베를린에서 라
이프치히로 이관, 현재 2관 체제로 운영

□ 소재지
ㅇ 주소 : Deutscher Platz 1 / 04103 Leipzig
ㅇ Telefon : +49 341 22 71-0, Information : +49 341 22 71-453, Telefax : +49 341 22 71-470
ㅇ 웹사이트 : www.dn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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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 도서관이용
ㅇ 이용시간
- 열람실, 미디어 대여 및 등록 : 월~금요일(오전9시~오후10시)/토요일(오전10시~오후6시)
- 정보(Information) : 월~금요일(오전9시~오후7시)/토요일(오전10시~오후6시)
- 음악 열람실(Musiklesesaal) : 월~토요일(오전10시~오후6시)
- 박물관 열람실(Museumslesesaal) : 월~토요일(오전10시~오후6시)
- 독일 도서 및 문예박물관 영구 전시 : 화~일요일(오전10시~오후6시)
공휴일(오전10시~오후6시)/목요일(오전10시~오후8시)

ㅇ 시설안내
- 1층 : 중앙 안내 데스크, 등록 및 대여 데스크, 복사실, 서지 서적, Anne
Frank Shoah Library, Exile Collection으로 인문학 열람실, 과학 열람실, 기술
도서 열람실, Anne Frank Shoah 도서관 열람실, 문학 및 특별 콜렉션
Socialistica
- 2층 : 약1,800개의 무료 잡지가 있는 멀티미디어 / 잡지 열람실, 기능이 다른
30개의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독일 음악 아카이브, 박물관 열람실, 음악 열람실

ㅇ 이용방법
-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회원카드(유로 충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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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권구매 : 하루이용권(6유로), 한달이용권(18유로), 연간이용권(42유로)
- 입장 시 책, 노트북, 필기구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투명한 플라스틱백을 이용
하여 휴대가 가능하나, 음식, 음료, 가방, 외투는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함

투명 플라스틱백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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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공 서비스

□ 주요기능
ㅇ 도서 보존 센터(Centre for book Conservation)로서의 역할 수행
ㅇ 국내․외 모든 독일어 출판물 수집 및 납본
￭ 독일에서 출판 된 미디어 작품
￭ 해외에서 출판 된 독일어 미디어
￭ 다른 언어로 번역된 독일어 미디어 작품
￭ 해외 언론 매체가 독일에 관해 해외에서 출판 한 작품(Germanica)
￭ 독일어 이민자들이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쓰거나 출판 한 인쇄물

ㅇ 독일 음악 보관소
ㅇ 추방 문학 컬렉션 1933-1945
ㅇ Anne Frank Shoah 도서관

□ 자료열람
ㅇ 참고자료는 개가제, 서고 내 주제별 자료는 폐가제(보존서고 자료)
ㅇ 모든 도서 대출 불가, 10권의 도서를 2주 동안 우선 열람 가능하며 대기자가
없으면 최대 2주 연장 가능
ㅇ 프랑크푸르트 암마 인 도서는 1~2주전 신청하면 라이프치히에서 열람 가능하다

□ 시설사용
ㅇ 세미나실은 인문학 열람실과 Anne Frank Library 열람실에 위치하며 예약 후
사용 가능. 세미나실은 PC와 무선인터넷이 사용 가능
ㅇ 도서관에는 시각 장애인 전용 워크스테이션과 시각 장애인용 작업장이 있으며,
돋보기 소프트웨어, 음성 출력, 점자 키보드 및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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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특화 서비스

□ 독일 음악 아카이브
전화 : +49 341 2271-150 (열람실, 사용)
전화 : +49 341 2271-170 (안내)
팩스 : +49 341 2271-140
E-메일 : info-dma@dnb.de
음악 열람실 개관 시간
월요일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음악 아카이브 외관

음악 아카이브 내부

- 음악 열람실에서는 헤드폰을 제공하며, 개인 헤드폰 사용 가능
- 음악 열람실에는 피아노 키보드가 있는 네 대의 워크스테이션이 있음
- 강당의 오디오 부스는 최상의 음질과 5 채널 사운드 스피커를 갖춘 방음실로
사전 예약 시 사용 가능
ㅇ 주요기능
- 독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음반과 악보자료를 수집하여 소장
- 음악자료의 목록정보를 제공하는 독일의 음악자료 서지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ㅇ 역사
- 독일 음악 보관소는 197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의 베를린 기반 부서로
설립. 라이프치히(Leipzig) 도서관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Frankfurt am Main) 도서관은
1990년 독일 통일 후 독일 국립 중앙 도서관(German National Library)을 구성.
2010년 독일 음악 아카이브는 베를린에서 독일 국립 중앙 도서관의 라이프치히로
옮겼다. 독일 음악 아카이브 베를린 컬렉션의 중요성은 1973년 이후의 악보다.
라이프치히로 옮겨 가면서 이 홀딩스는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라이프치히
음악 컬렉션을 구축하였다.

ㅇ 서비스
- 원하는 자료에 대한 액세스는 다음 카탈로그를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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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음악 보관소의 카탈로그
Phonothek 카탈로그 1961 - 1969
음반 카탈로그 1972 - 1975
GDR 의 작곡가 및 음악 학자 협회의 전 음악 정보 센터 보관
- 독일 음악 보관소는 음악 열람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자료실 : 약 4,500점의 작품과 30개 저널 소장
- 열람실 컴퓨터 사용 가능하며, 헤드폰을 사용하여 디지털 음악 청취가능
- 이용자료 : 15,000권의 온라인저널과 210개의 잡지 이용
-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는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플레이어 사용 가능
- 상설전시 : Historic Players and Sound Carriers(뜨거운 공기 축음기에서 셸락
레코드부터 디지털 저장 매체에 이르기까지) 전시회는 음악 녹음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아크를 연결하여 음악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

[사진자료]

전시실

전시물1

전시물2

전시물3

전시물4

레코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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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네 프랑크 쇼아 도서관(Anne-Frank-Shoah-Bibliothek)
ㅇ 세계도서관으로부터 홀로코스트(Holocaust: 1930~1940년대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수집하여 이루어진 컬렉션으로, 독일의 사회주의
정권아래 박해받았던 유대인에 관해 관심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전 세계의 문
학작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ㅇ 이외에도 민족, 정치, 종교, 의료에 관련된 박해에 관한 문서들과 소수집단에
의한 박해를 소재로 한 출판물도 있다. 도서, 정기간행물, 시청각미디어 자료,
지도 및 특별열람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자료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ㅇ 안네 프랑크 쇼아 도서관은 18세 미만의 학생과 청소년에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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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 국립도서관의 납본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ㅇ 각 출판지역에 따라 납본처를 분류하고 있다. 독일의 모든 출판사는 발간자료
2부를 제출해야 하며, 구 동독지역에서 발간된 자료는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
에, 구 서독지역에서 발간된 자료는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ㅇ 자료 중 해외자료는 자국의 것만을 수집하는데, 독일 출판물의 외국어 번역물
1부를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에 제출하고 독일 관련 자료가 아닌 것은 수집대
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ㅇ 납본처는 나뉘어 있지만, 자료의 복본과 서지는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ㅇ 음악 관련 자료는 출판사의 위치에 상관없이 라이프치히의 독일 음악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ㅇ 독일 국립도서관은 두 지역에 자료를 분산하여 보관함으로써 손실 등의 위험성
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프랑크프루트관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특화서비스
ㅇ‘Map Collection Reading Room’은 1913년부터 라이프치히 도서관에서 비밀 군
사지도를 제외환 지도, 해도, 지도첩을 수집하여 만든 컬렉션이다.
ㅇ 약 4,000개의 벽지도와 5,000여 개의 도감 등 총 2십여만 개의 지도로 구성
ㅇ 디지털화된 지도는 독일 국립도서관의 고지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용 가능

지도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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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의 장서 관리

ㅇ 1916년 오스카 Pusch의 디자인에 의해 칼 슈미트, 칼 줄리어스 베어의 감독으로 개관

1. 살구색 : 본관
2, 초록색 : 1차 확장
3. 주황색 : 2차 확장
4. 파란색 : 3차 확장
5. 하늘색 : 4차 확장

확장 구축도

ㅇ 1934~1936년 남동쪽으로 첫 번째 확장 구축됨
ㅇ 1959~1964년 북서쪽으로 두 번째 확장 구축됨(서고, 열람실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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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76~1982년 탑동건축으로 세 번째 확장 구축됨
- 보존서고 전용(자동 모빌렉 시스템)

- 3차 확장 :
사각 탑동(보존서고전용)
- 4차 확장 :
독일 도서 및 작문
박물관과 전시장 구축

라이프치히 도서관 확장동

ㅇ 2009~2011년 독일 서적․필사본박물관(German Museum of Books and Writing)을
입주시켜 서고와 열람실, 전시 공간을 위한 네 번째 확장 구축됨
ㅇ 현재 다섯 번째 확장 계획 중

□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의 국립도서관 프로그램
ㅇ 라이프치히 도서 박람회에서 자체 홍보부스 운영
ㅇ 독일 국립도서관 가이드 투어, 저자 강연회, 낭독회, 특별전시회 등을 운영

□ 과거,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역사를 가졌기에 국립도서관으로서 특별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요?
ㅇ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일계 이민과 유배에 대한 망명 소장 자료를 수집

□ 독일국립도서관의 통합 과정에서의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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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의 도서관 중 한 곳을 정할지 두 곳을 모두 국립도서관으로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ㅇ 통합과정에서의 구조조정이 힘들었지만, 2곳이 모두 동반성장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ㅇ 2곳의 위치가 다를뿐 하나의 도서관으로 생각한다.
ㅇ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 라이프치히국립도서관의 역사 유물 건축 관리
ㅇ 1916년 건축된 라이프치히국립도서관의 본관은 유물로 등록이 되어 리모델링,
증축 등 모두 불가
ㅇ 물품의 파손 시 원본과 동일한 모양으로 복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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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후기 및 시사점 등

□ 학문의 나라 독일! 세계 최고의 독서율을 자랑하는 독일!
이번 도서관 연수를 통해 독일의 독서문화가 높은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유서 깊은 도서관의 역사와 웅장한 건축물, 그리고 최첨단 시스템과 시설, 체
계적인 전문 인력 그리고 공공 의식수준이 높은 이용자 이 모두가 어우러져서 운영
되는 모습을 보니 그저 부러웠다. 현실로 돌아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사서로서 더욱 노력하고자 하며,

내가 근무하는 고양시에도 정말 모든

것이 어우러진 멋진 도서관이 생기길 기대해본다.

□ 독일 도서관 연수는 해외 선진도서관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독일은 세계에서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독일 도서관 방
문은 미래의 우리나라 도서관을 대비한다는 생각이 더해졌다.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 관련 도서가 전월보다 20배 가까이 팔
리고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분위기다. 이런 역사적인
시기에 통일독일의 도서관 견학은 흥분을 갖기에 충분했다.
현재 독일국립도서관은 프랑크푸르트(서독)와 라이프치히(구동독)로 나누어져 운영하고
있으나 두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이번 연수일정에는
프랑크푸르트국립도서관은 방문하지 못하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라이프치히국립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라이프치히국립도서관은 서적수집 및 출판부문에 중점을 두고
베를린에서 운영하던 음악아카이브를 옮겨와서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서비스 등도 알고 싶었지만 통일 당시 두 곳의 국립
도서관을 어떻게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더 궁금했다.
독일통일 당시 도서관계에서 국가서지 통합, 구동독 사서들의 자격인정, 동독주민들의
새로운 자료와 정보 서비스의 요구, 동독 도서관에 부족한 학술자료의 확충에 따른
예산문제 등이 산적했다고 한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은 체계적이고 선진
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독일도서관 현장에서 두 나라의 통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기 어려웠다. 실용성과 합리성을 겸비한 독일답게 도서관 본연의 자료
및 정보수집 및 서비스에 충실하며 사서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라이프치히국립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서도 자료 무료열람은 가능하나 자료를
대출 받으려면 연회비를 내야하고 미납하면 주정부(시)에서 대출자에게 독촉할 만큼
행정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다. 또한 자동화된 반납도서 분류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서의 단순 업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통일이 된 후 한 세대가 흘러가서 당시 근무했던 사서로부터 통일독일이 겪었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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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현재 라이프치히국립도서관 담당사서에게 당시 이
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제일 큰 어려움은 도서관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한다.
방문 내내 우리에게 곧 현실이 될 수 있는 남북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 도서관 통합
이라는 화두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남한의 민주
사회, 자본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정치, 경제, 법률, 영어, 여행서적 등에 필요한 정보
자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남북한의 도서관을 어떻게 균형 있게 운영할
것인지 등 도서관계의 큰 과제가 될 것 같다. 독일 라이프치히국립도서관을 방문하
면서 엉뚱하게 북한도서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아있다.

□ 독일어로 ‘국민의 국가’라는 뜻의 도이치란트(Deutschland)를 다녀온 후 지금껏 마음만은
독일의 거리를, 햇살을, 고대건물 속을 거니는 듯하다. 아마도 독일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 때문 같다. 무엇보다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른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기반을 잘 갖추고 있음과 중세시대의 구시가지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여 그
곳을 생활터전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그러했다. 그 중에서도 일행과 길이 엇갈려 혼자
헤매다가 보게 된 공병환급제도인 ‘판트(Pfant)’ 기기 앞에 줄 선 시민들의 모습을
본 순간, 아! 이래서 독일이 선진국이구나 싶었다. 부러웠고 또 나름 반성도 되었다.
독일의 여러 도서관 견학을 통해 알게 된 독일의 도서관 경영철학은 감동이었다.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평가나 통계작성이 없는 대신에 실질적인 도서관 고유 서비스 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나 ‘실용’의 나라답게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의 국가, 독일 ! 매우 아름다웠다 !!
□ 도서관이 위치한 각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적 자료를 소중히 다루고 있으며, 자료
수집‧보존 및 대출‧반납서비스 자동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수, 장서량, 이용자수, 평생교육강좌 등 각종
성과와 통계에 집중할 때, 이곳의 도서관은 지역의 커뮤니케이션 중심센터로서 이용자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주의적 국민성이지만 이용자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철저한 질서의식
속에서 개인의 자유로움이 느껴진다는 면에서 선진 도서관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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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중앙 현관문

자료 신청(예약)대

메인열람실1

메인열람실2

도서관 벽화 속 글귀

안네프랑크 열람실

음악 아카이브 열람실

수집도서와 출판사 사장

- 81 -

독일 도서 및 작문 박물관 열람실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가이드

전시회

전시회

연수사진

연수사진

단체사진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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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주립 도서관
(Staatsbibliothek zu Berlin)

베를린 주립도서관 전경(2관)

연수 4조 단체사진

이 상 근 (충북 음성도서관)
박 제 훈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김 상 숙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민 지 영 (충남남부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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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정보

□ 베를린 (Berlin)
ㅇ 독일의 수도로서, 독일 동북부의 슈프렐 강과 하펠 강의 사이에 위치
ㅇ 면적 891.86 , 인구 8천 2백 8십만명(2017년 9월 국제뉴스 기준), 유로화 사용
ㅇ 지명의 유래 : 두 가지 설이 있다. 곰을 쫓던 사냥꾼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
나, 어미 곰 주변에 새끼 곰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는 총구를 거두었다. 그가 이
지역을 새끼 곰(독일어 발음으로 베얼라인)이라고 불렀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는 설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오래 전 베를린 지역에 살던 슬라브족의 고어로
습지를 뜻하는 베를berl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베를린은 실제로 도시 전체가
습지 지형이며, 도시의 상징으로 곰을 사용한다.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
아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른다.
ㅇ 위치 : 독일의 동북부에 위치한 만큼 폴란드, 체코와 교통편이 편리하게 연결되
어 있다. 반대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서유럽과는 지리적으로 멀다.
ㅇ 기후 : 동유럽의 일반적인 기후와 비슷하다.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여름에 크게
덥지 않은 대신 겨울에 몹시 춥다. 연중 비가 많이 내리는데 소나기보다는 부
슬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한다. 연수 기간 중 유일하게 이동 중 비가 온 곳
이기도 하다. 위도가 높아 여름에는 백야 현상처럼 밤 12시까지 밖이 훤하다
(공식 일몰은 저녘 8~9시). 반면, 겨울에는 오후 2~3시만 되어도 어둑해지기 시
작한다.(공식 일몰은 오후 4시).
ㅇ 베를린의 행정구역 :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구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 총 12개.
그리고 다시 동에 해당하는 세부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구획이 복잡하고 21세
기 들어 통합된 행정구역은 이름이 길고 어렵다. 베를린은 독일의 통일 전 각
각 서독과 동독에 속하던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구역의 분위기가 다르고 역사적 흔적이 남은 장소가 많다.

ㅇ 베를린의 역사 : 13세기까지 베를린은 슈프레 강을 터전으로 삼은 상인과 어부
들의 촌락 정도에 불과했다. 13세기에 방어를 위해 이웃한 쾰른과 연합한 것이
실질적인 베를린의 시작이다. 베를린이 크게 발전한 것은 17세기부터이다. 당시
베를린을 수도로 삼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공국이 크게 융성하면서 도시
도 발전하였다. 1701년 브란덴부르크는 프로이센과 합쳐져 더 거대한 왕국이
되었으며, 프로이센은 강력한 군사력과 중상주의 정책으로 순식간에 유럽의 맹
주가 되었다. 이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독일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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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자가 되었고 영토를 넓혔다. 프랑스와의 전쟁마저 승리한 뒤 파리를 함락
하고,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을 갖고 독
일제국(1871~1918)을 선포하였다. 이로서 베를린은 독일제국의 수도가 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독일제국이

해체되고

바이마르

공화국

(1919~1933)이 들어섰을 때에도, 나치 집권기(1933~1945)에도 베를린은 계속 수
도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나치의 수도였기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공습
과 약탈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설상가상으로 전쟁이 끝난 뒤 독일이 분단되면
서 베를린도 분단되기에 이른다.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이 분할
통치했고 동베를린은 소련군이 진주해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첨예하게 맞붙을 때 동독에 의해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으며, 냉전의
최전선으로 언제 핵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어졌
지만 다행이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 결국 독일의 통일(1990)과 함께 베를린도
하나가 되었으며, 21세기 들어 독일의 경제 부흥에 발맞추어 유럽을 호령하는
대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개선문
베를린의 빌헬름교회

- 85 -

2

도서관의 연혁 및 개관 등

□ 베를린 주립도서관 (Staatsbibilothak zu Berlin)
ㅇ 설립 : 1661년에 프로이센 공 프리드리히 빌헬름에 의해 설립
ㅇ 주요연혁
- 1661 왕궁 도서관으로 설립
- 1701 베를린 왕립 도서관 개칭
- 1806 프러시아 개혁 계기로 학자와 귀족에게 도서관 개방
- 1870~1914 기증을 통한 자료 수집 절정기
- 1886 고서부서 별도 설립 (유명학자나 문필가의 유품 수집-헤겔, 쇼펜하우어
등)
- 1918 프로이센 국립 도서관 개칭
- 1913 운터덴린덴 1호관 준공
- 1945 동서독 분단
- 1978 새로 서베를린 포츠담대로에 2호관 설립
(기존 1호관 : 동독의 독일국립도서관(SBB))
(신규 2호관 : 서독의 국립도서관(PK))
- 1992 동서독 도서관 통합 (1관장 2관 체계 수립)
- 1997 동서독의 고서 부서 통합
(1호관이 18세기 이전 자료 보관, 2호관은 1900년도 이후 자료 보관)
ㅇ 프러시아 문화유산재단이 운영을 맡은 주립 도서관(주정부의 예산 지원됨)이며,
독일어권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 도서관으로 평가받고 있음

운터덴린덴 거리에 있는 구관

포츠담 거리에 있는 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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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현황

□ 베를린 주립 도서관 운영 현황
ㅇ 인쇄물 1,100만권 이상 축적
- 220만 부의 첨부물과 특수 컬렉션의 특수자료 포함
- 동서양 필사본, 음악 사인(music autographs), 재산권과 예금 자료, 개인 컬렉
션, 지도 및 역사적 신문 제공
- 1천만개 이상의 마이크로 폼 포함
- 1,200만 개 이상의 모티브를 담은 그림 도서관 운영
ㅇ 모든 국가, 모든 언어, 모든 형태의 문헌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문
헌을 색인화하고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도서관의 중심 업무로 규정함
ㅇ 1 도서관 2관 체계
- Historical Research Library Unter den Linden : 구 동독 위치
∙ 1945 년 이전에 발간 된 항목에 중점을 둔 독특한 역사적 소장자료 제공
∙ 현재 건물개조중이며, 이후 manuscripts, 음악, 지도, 아동 및 청소년 도서,
신문 등의 자료 관련 특수 부서가 배치될 예정 (일부 이전하고 있음)
- Modern Research Library Potsdamer Straße : 구 서독 위치
∙ 1946 년 이후에 출판 된 항목을 가진 현대연구용 소장자료 제공
∙ 주제별로, 일반적인 독서실(the general reading room)은 하우스 운터 덴 린
덴 (Haus Unter den Linden)을 반영함 (동일성 유지)
∙ 동유럽, 동아시아 및 동양의 문학 및 기타 자료를 위한 지역 관련 특수학
과(한국어과 등 다양) 배치
- 그 외 : 연구와 문화를 위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구관 중심 리모델링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별도로 Friedrichshagen에 보존 관련 시설을 만듦

중앙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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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제공 서비스

□ 학술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서비스
ㅇ 소장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StaBiKat”을 운영.
StaBiKat은 1501년 이후 출판된 도서, 잡지, 전자자료 등의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1,100만 점이 넘는 자료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음
ㅇ ‘세분화된 온라인 검색’서비스는 Datenbanken(데이터베이스), Handschriften
(필사본),

Historische

Drucke(독일에서

출판된

고문서),

Karten(지도),

Musikschriften(음악자료), Orient(동양), Ostasien(동아시아), Zeitscheriften(잡지),
Zeitungen(신문) 등으로 세분화되어 검색할 수 있음
ㅇ ‘Digitalisierte Sammlungen der SBB'는 베를린 주립도서관의 소장 자료 중 디
지털로 전환된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자료의 형태(역사적 인쇄자료, 지도, 동양 필사본, 초기 간행본, 필사본 등)나
주제(정치, 철학, 예술, 음악, 군사, 건축, 기술 등)로 구분하여 모두 4만 6천 점
이 넘는 작품을 찾아볼 수 있음
ㅇ

‘Das Bildportal der Kunstmuseen(BPK)'은 BPK가 소장한 사진 자료의 디지털
이미지를 모아 놓은 곳이며 BPK는 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의 사진 아카이브 기
관으로 1966년 설립. 원본 사진은 은판, 종이에 인쇄한 사진, 인화된 사진, 판
화, 석판화 등 다양한 형태로 모두 1,200만 점이나 되며 유럽권에서 가장 중요
한 사진 컬렉션으로 인정받으며 사이트를 통해 출판이나 사업용으로 필요한 사
진을 찾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음

ㅇ ‘Museums Collection'은 BPK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의 작품을 실제 소
장하고 있는 박물관과 문화재단별1)로 소개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위치한 지명
과 함께 작품의 제목, 크기, 작가의 이름 등 기본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임
ㅇ ‘Themen(Topics)'은 BPK에서도 볼 수 있는 1,200만 이미지를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서비스. 3개의 대주제 아래 소주제가 포함
대주제

소주제

Society-Population

일상, 레저, 패션, 정치, 역사, 경제, 광고, 과학, 기술

Art-Culture-Entertainment

문학, 연극, 뮤지컬, 미술, 음악, 춤, 종교, 신화

Countries-People

베를린, 사진, 호기심, 여행, 교통

1) 베를린 주립도서관은 프러시아 문화유산재단 소속으로서, 재단이 지원하는 수많은 학술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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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관 특화 서비스

□ CrossAsia
ㅇ 설명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관련 연구를 모아놓은 가상 도서관

ㅇ 동아시아 관련 연구는 베를린 주립도서관이 주력하는 전문 주제로 이 도서관은
독일에서 가장 풍부하고 광범위한 동아시아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주립도서관
이 소장한 동아시아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검색 도구와 크로스아시아 가상 도
서관에 로그인한 뒤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동아시아 주제에 관심이 있
는 사람들이 찾아볼 만한 온라인 링크 가이드(OGEA), 디지털 컬렉션 등을 서
비스한다. 홈페이지에 영어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나 자료의 내용은 독
일어로만 서비스된다.
ㅇ 즉, 독일어권에서 동아시아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를 위한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 독일국가협동수서정책(SSG)에 따른 수서
ㅇ

법학,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자료, 슬라브족 자료 중심

□ 연구자용 서비스
ㅇ 자료검색 교육, 논문 작성법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음
ㅇ 전자 출판을 통한 학술지 투고에서 출판까지 지원하며, 연구데이터를 보관하여
향후 사용을 용이하게 돕는 등 다방면의 학술 서비스 지원 중

□ 장애인용 서비스
ㅇ 도서관내 전역에 고비율의 스크린 리더 설치 (최대 35배 확대)
ㅇ 시각 장애인용 작업장 제공, 동반자의 음독 가능, 동반자는 도서관 카드 없이
통제구역 접근 가능,

1956년 이전 자료라도 시각장애인의 거주지에서 일부 대

출 가능함
ㅇ 건물 내 휠체어 운영이 어려우나 직원 도움으로 가능함. (휠체어 접근 가능한
작업장, 화장실은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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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의 응답

□ 운영시간 등 관내 이용규정
ㅇ 9시-9시로 하루 12시간 운영 체제. 월~토 운영 중. 다만 이용시간을 늘리기 위
해 노력 중이며, 라커 등은 한달까지 이용이 가능함 (도서관 카드는 한달부터
1년까지 다양한 기간으로 구입 가능)
ㅇ 기본적으로 학술 도서관으로서 연구를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상의 불만이 많지는 않음. 자료는 모두(96%) 우편으로 대출하고 받으며, 대출
기간도 6개월까지 가능함
ㅇ 18세 이상(독일 나이로 16세) 이용이 가능하며 학술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
방과 외투를 입구에서 맡기고 출입해야 함. 이 점에 대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귀중한 문화유산을 다루는 도서관의 입장을 시민들도 이해하고 있
음

□ 도서관 운영 중 어려운 점
ㅇ 도서관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보존 건물로 지정된 탓에 법규정
에 막힌 부분이 많음.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어 규정 내에서 대응하고 있음
ㅇ 자료의 대부분을 전자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실물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존
서고에서 자료를 찾는 데만도 5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지나치게 더운 것이 문
제임. 해결책을 위해 노력 중

□ 직원 채용에 관하여
ㅇ 자유롭고 다양한 직군의 사서를 상시로 보충하고 채용하고 있음. 공개 채용으
로 이루어지며, 도서관 채용 시에는 주로 주제나 프로젝트 별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를 주의깊게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싶으면 언제든 응시하
시길 바람
ㅇ 전체 직원수는 약 800명으로 예상되나, 프로젝트 인원은 시기마다 달라짐
ㅇ 특히 동아시아 관련 디비전은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그 외 나머지로 나뉘
고 있으나 이는 언제든지 도서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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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경험
ㅇ 2관 2개 시스템 체제에서 2관 1시스템으로 통합하면서 직원이 다수 감축(약
20%) 되는 등 부침을 겪은 것은 사실임. 그러나 통일 직후부터 두 개의 도서관
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원래 하나인
도서관이라는 인식이 있어 통합은 완전히 잘 이루어졌다고 봄
ㅇ 홈페이지 내 소개 : 베를린 동부의 “운터 덴 린덴” (Unter den Linden)의 초
기 건물과 1978 년 서부 지역에 오픈한 “하우스 포츠머 슈트라 세” (Haus
Potsdamer Straße)는 40 년 이상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1992 년 1 월 그들은 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의 후원하에 합병되었습
니다.
처음에는 두 지점의 직원과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2000 년대 중반 이래 집중적인 현대화와 건물 확장, 각 지역의 도서관 유지를
위한 명확한 프로파일 설정, 이에 대한 서비스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대피 한 소장품 중 일부는 여전히 동유럽의 도서관에 있습니다. 예
시로 베토벤의 8 번 교향곡의 원곡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및 네 번째 악장은 베를린에 있지만 세 번째 악곡은 크라코프에 있습니다.
동시에 Staatsbibliothek은 국가 사회주의 시대에 소장품으로 들어간 NS-약탈 도
서를 찾아내고 가능한 한 빨리 정당한 소유주에게 반환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서의 설명으로, 폴란드 지역에서 발견되는 베를리카(베
를린도서관에서 보내온 자료라는 뜻) 들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실물
은 폴란드에 있으나 그 전자자료를 베를린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협동
하고 있다고 알게 됨)

□ 세계대전과 관련되어 베를린 도서관의 자료 보존 노력
ㅇ 현금 및 비현금 기여(기증과 기술 제공 등)를 통해 도서관 자료를 유지하고 확
장하는 데 노력중
ㅇ 세계대전 당시 많은 자료를 당시의 독일 전역(현재의 폴란드, 스위스, 체코 등
다양) 으로 피난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피난과 관련된 서류가 분실되는 등 자
료를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ㅇ 전후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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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후기 및 시사점 등
ㅇ 다양한 맥주와 게르만 민족의 나라, 더불어 동․서독간 통합과정을 통해 우리에
게 평화통일 과정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나라가 독일임
-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5개 도서관이 모두 나름대로 차이가 있었고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다양한 이용자 계층과 그들의 각각
다른 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이 적극적인 것으로 보였음
ㅇ 뮌헨시립도서관, 슈투트가르트시립도서관, 마인츠대학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및 음악아카이브, 베를린주립도서관들의 개략적인 특징을 보면 도서관들의 규
모가 대단히 크며, 자료의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그리고 방문도서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용자에 대한 보안검색이 공항수준
에 이르고 있었는데,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방지에 대비한 조치 및 시설물 보
안과 도서분실 우려에 대비한 것으로 이러한 불편에 대해 이용자 누구도 불
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한국의 이용자와 비교했을 때 역시 선진
국 시민의 문화수준이 높다는 생각에 놀라움
-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이용료를 내며, 연체 등에 대한 과
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상습연체는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엄격히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는 많이 다른 점을 알 수 있었음
- 법을 잘 지키고 적용하는 독일은 우리와는 다른 제도가 한 가지 있었는데,
대출하고 3주 동안 반납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이 출동한다고 함. 이 제도
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생각됨
ㅇ 지역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가치가 상실된 도서들은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그 비
용은 다시 도서구입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의 폐기도서에 대한 규정보다 훨씬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었음
ㅇ 특히 베를린주립도서관은 학술도서 중심의 자료 수집ㆍ보존ㆍ연구 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공공도서관이나 참고도서관은 이용
자가 보다 편리하고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
정한 이용(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도서관운영은 우리보다 훨씬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음
ㅇ 베를린주립도서관 견학을 통해 느낀 점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
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이 부러웠고, 특히 동아시아부 한국담당관 둥켈박사의 유
창한 한국어실력이 대단하였으며,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동아시아 한국학부에
서 근무하시는 정재림 사서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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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 대학, 전문, 학술 도서관까지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둘러보면서 새삼
사서의 영역이 얼마나 전문적인가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
ㅇ 베를린주립도서관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었음에도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학술 도서관으로서 여전히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감명을 받았음
ㅇ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데에만 급급한 우리 도서관과 학계의 모습과는 다르
게, 새로이 학계로 진입하는 어린 학생들이 자력으로 출판을 할 수 있도록 돕
고 연구데이터를 보존하게 해 준다는 점이 신선했음

동아시아부 한국담당관 둥켈 사서와 함께 동아시아 한국학부 정재림 사서와 함께

관내 설명중인 Mr. Armin Tal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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