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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외도서관의 서비스 전략과 정책 현황

1)

윤유라*·이은주**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이를 가속화시킨 코로나19 상황의 거시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와 더불어 여타의 국외 도서관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외도서관계의 서비스 
전략과 함께 실제 적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국제도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 등과 같은 전문기
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권고사항과 미국의회도서관(LC)등이 수립한 서비스 전략을 
검토해 보았다. 공공도서관은 미국의 뉴욕공공도서관, 시카고공공도서관, 보스턴공공
도서관의 관련 정책과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우선 국외 도서관계의 정책을 조사
한 결과,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디지털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디지털기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이용자 중심적 사업 설계의 필요성과 사서의 전문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있었다. 즉,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 수용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도서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공공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서비스를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기술의 수용이 필요함에 언급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병행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서비스와 결합한 점진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들이 진보적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서비스정책, 도서관서비스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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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1년 현재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의 중심축에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맞이하여 세계의 여러 학자들은 종전의 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된 

기술은 우리 사회를 연결과 공유 중심의 수평적인(horizontal)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가치를 구체적으

로 실현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2019년 

12월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일상 곳곳에

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서비스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대면서비스를 

주된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운영하던 공공기관들에게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서

비스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용 가능한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동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공공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도서관계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가령, 우편대출과 무인 스마트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북 드라이브 스

루),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2020년 조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제한적인 범위의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비대면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성원 2020, 258).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 공공도서관들은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

과 서비스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다양한 선진 사례와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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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거시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와 더불어 여타의 

국외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외도서관계 변화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관 관련 기관과 

국외 대표도서관의 서비스 전략을 살펴보고, 실제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살펴보며 그 특징을 정리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공공도서관

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체 분야에 정보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하였다. 3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와 자동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Hyper-Connectivity) 기반의 지능화(Intelligence)를 통한 자율화

(Autonomisation)가 중심키워드라 할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7, 17-18). 

그러나 ‘연결되고 지능화된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요소이긴 하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존재한다. 그들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개별 

기술의 진보와 적용이 아니라 가상과 현실이 융합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O2O 

혁명’(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융합)으로 설명하며, 단순한 기술의 진보보

다는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분야들이 융합하

여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부산도서관 2021, 11). 

일상생활에서 O2O 혁명의 사례로 기술되는 사례는 다음 <표 1>과 같다.

영역 사례 기업 서비스 내용

물류에서의 
변화

아마존
주문과 물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주문이행센터
(Fulfillment center)를 고안하고, 빅데이터와 인공

<표 1> 일상생활에서 O2O 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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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표 1>에서와 같이 O2O 혁명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

고,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맞춰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예측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기술을 

활용한 일상의 건강한 발전은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핵심개념으로, 

지능을 활용한 예상배송 서비스를 제공
- 아마존의 예상배송 시스템은 고객의 구매 데이터

를 바탕으로 구매 패턴을 분석함. 이후 고객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들을 사전에 고객 
주변의 물류창고에 배치하고 포장해두고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즉각 배송이 가능

금융에서의 
변화

핀테크

알리바바는 온라인 쇼핑에서 알리페이로 지급결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
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함. 고객들의 신용을 측정
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의 추천하는 서비스
를 시행
-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진

행해 신용 부도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
품이나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빠르
게 성장함

헬스케어에서
의 변화

핏빗
(Fitbit)

핏빗(Fitbit)은 핏빗포스에 내장된 첨단 가속도계와 
고도계를 활용해 걸음 수,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 
등 총 9가지 부분의 데이터를 수집함. 수집한 개인
의 고유 데이터는 바로 블루투스나 NFC를 통해 
PC나 스마트 디바이스로 동기화됨
- 핏빗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습

관 개선이 가능해지고, 개인에게 적합한 수면시
간 및 운동시간 등을 제시하며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함

가정에서의 
변화

네스트
(Nest)

네스트는 센싱을 이용해 데이터를 축적한 후 사용자
의 생활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자동 스
케줄링으로, 약 20%의 에너지 절약

셰프 
Waston

전 세계 모든 음식의 조리방법을 학습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재료에 가장 적합한 요리 방법을 제
공함
- 단순히 식자재에 적합한 요리방법 만이 아니라 

개인별 맞춤 식단 제안

* 이민화. 2017. 『제4차 산업혁명의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대응전략』, 선진화 정책
시리즈, 14-107. 중 일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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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Gartner)는 [그림 1]과 같이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근거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중 많은 기술이 10년 이내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류 

기술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림 1]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국립중앙도서관 2017, 35 재인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과의 전환 및 공생 작업은 코로나19 촉발 이후로 

가속화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시도된 거리두기는 국가 내에서

도 가능한 물리적 비접촉을 지향하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또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일상 곳곳에 비대면서비

스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O2O 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강조는 도서관계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실제 248명

의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박태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서관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71%였으며1), 도서관 발전에 도움

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을 한 사서가 약 84%를 차지하는 등, 사서의 인식조사

1)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따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음. 먼저, 인공지
능(AI)가 필요하다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서는 전체의 67%를 차지하였으
며, 사물인터넷(IoT)은 78%, 클라우드 컴퓨팅은 64%, 빅데이터는 88%, 모바일은 
90%, 로봇은 41%의 응답자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음. 이처럼 정보기술에 따라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분명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술에 대한 적용 필
요성에 대해서는 체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박태연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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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진보적인 정보기술의 적용에 대한 강한 필요성과 높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박태연 외 2018, 211-215). 이러한 긍정적 예측과 더불어 강조되는 점은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과정의 필요성이다. 가령,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의 역

할』에 따르면 도서관 역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이용자와 지역사

회에서 계속 필요한 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해 재정비할 수 있는 전략 및 실행방안이 도출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심원식 2017).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사전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급작스럽게 서비스 변화를 겪게 된 도서관을 둘러싼 

상황을 떠올려본다면 체계적인 전략수립의 중요성을 능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따

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도서관서비스의 다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개별 도서관계에서 수행되어 온 다양한 노력을 확인해 보고 그 안에서 체계적

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Ⅲ. 도서관의 서비스 전략과 정책 현황

1. 도서관 관련 전문 기관의 전략계획 

먼저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적합한 서비스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제 

전문기관과 국외 국가도서관 등에서는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살펴보

았다. 이러한 전략이나 계획들은 변화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의 방향성을 

거시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 시의성 있고 일관

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국제도

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권

고사항과 미국의 대표도서관인 미국의회도서관(LC)이 수립한 서비스 전략을 검토

해 보았다. 본 기관들은 도서관계의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

들을 수립‧제안하는 대표성을 띈 기관으로, 이들의 사례를 통해 현 시대 도서관서비

스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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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FLA의 전략계획 

IFLA에서는 2015년 12월, 변화하는 정보환경의 특징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IFLA가 이루어낼 전략계획｣(｢Strategic Directions for 

2016-2021｣)을 발표하였다. IFLA의 핵심 전략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되는데, 

① 사회에서의 도서관(Libraries in Society), ② 정보와 지식(Information and 

Knowledge), ③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④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이다. 

주요 방향 의미

사회에서의 도서관
(Libraries in Society)

도서관이 정보, 교육, 연구, 문화, 사회적 참여를 위한 
서비스 핵심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전략과 도구를 개발
하여 제공해야 한다.

정보와 지식
(Information and 

Knowledge)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의 콘텐츠 제작과 재사용을 촉진
하는 혁신의 촉매제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관련한 
활동을 잘 조율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정보서비스를 지
원해야 한다.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
도록 사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표 2>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전략계획 2017-2021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방향성인 ‘사회

에서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 정보, 교육, 연구, 문화, 사회적 참여를 위한 서비스 

핵심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전략과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수동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써의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사회에서의 도서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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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도구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변화

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을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방향성인 ‘정보와 지식’은 도서관

이 지역사회에서의 콘텐츠 제작과 재사용을 촉진하는 혁신의 촉매제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도서관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수집했던 자료를 새롭게 조직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정보수집 수집과 보존에 대한 역할은 세 번째 

방향성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세 번째 방향성인 ‘문화유산’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관련한 활동을 잘 조율하기 위하

여 도서관이 정보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도서관이 문화유산

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절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량구축’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도

록 사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IFLA의 전략을 살펴보면 CPOD(수집, 보존, 조직, 배포)라는 도서관

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맞춘 면밀한 전략개발 및 기술의 

활용, 이를 위한 역량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ALA의 전략계획

ALA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2015년 처음으로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발표한 이후로 지속적인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 2017년 최신업데이트를 

완료하였다. ALA에서 제안한 전략계획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① 옹호

(Advocacy), ② 정보정책(Information Policy), ③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Professional & Leadership Development), ④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

(Equity, Diversity & Inclu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이용자 서비스와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략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Ⅱ-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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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의미

옹호(Advocacy)

ALA와 그 회원들은 도서관과 도서관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 및 일반인과 협력하여 도서관의 가
치를 옹호하고, 지역, 주, 지역의 모든 유형의 도서관
에 대한 공공 지원을 옹호한다.
옹호 활동은 ALA의 핵심 가치를 지원하고, 혁신의 비
전을 제공하고, 도서관과 사서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
고, 도서관의 미래를 활성화하고,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참여시키고, 평생 정보발견 및 학습의 중심 기관으로 
홍보한다.

정보정책
(Information Policy)

ALA의 정보정책과 관련한 노력은 사람들이 도서관과 
자원을 사용하여 삶과 지역사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정책은 정보 생산, 저장, 접근, 보존, 커뮤
니케이션, 관련 법률, 규정, 법원 결정, 기타 의사 결
정 및 관행으로 구성됩니다. ALA는 지적 자유, 프라
이버시, 시민의 자유, 통신,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예
산, 도서관 예산, 저작권 및 라이센스, 오픈 액세스, 
정부 정보, 문해력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지원받는
다. 이러한 정책분야의 발전을 통해 도서관은 고용, 
교육, 기업가 정신, 형평성, 개인의 권리확보, 지역사
회 참여, 새로운 지식 창출, 정보활용능력과 같은 중
요한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Professional & 

Leadership 
Development)

도서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서들의 전문성과 리더십 개
발이 고품질의 전문적 업무능력과 도서관 및 정보서비
스의 미래에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
(Equity, Diversity & 

Inclusion: EDI)

ALA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EDI)이 사서 업무의 모든 측면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다. ALA는 그 업무적 활동
과 사서들의 활동을 통해 보다 공평하고 다양하며 포
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3>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전략계획 v.2017 

ALA의 전략계획을 살펴보면, IFLA의 전략계획과 유사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과 사서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

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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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서들의 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ALA의 전략은 ALA가 사서들의 커뮤니티로써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이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③ 미국의회도서관(LC)의 전략계획

미국의회도서관(LC)에서는 IFLA와 ALA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

과 관련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LC는 ｢도서관 경험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 2019-2023｣(Enriching the Library Experience: The 

FY2019-2023 Strategic Plan of the Library of Congress)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미국의회도서관의 통합된 3대 역할을 “기억”(memory), “지

식”(Knowledge), “상상”(Imagination)으로 두고, 이를 위한 전략을 “이용자 중

심”(User Centered), “디지털 지원”(Digitally Enabled), “데이터 기반”(Data 

Driven)으로 삼고 있다. 3대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주요 역할 의미

이용자 중심
(User Centered)

우리는 이용자가 미국의회도서관에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용자 경험향상은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다. 오히
려 새로운 운영방식을 나타낸다. 

디지털 지원
(Digitally 
Enabled)

모든 국민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것이 우리가 서비스를 디지털방식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
하고 이용자 기대치도 진화한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
고 당면해 있는 문제를 설명(해결)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
이다.

데이터 기반
(Data Driven)

우리는 방대한 컬렉션과 관련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
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다.

<표 4> 미국의회도서관(LC)의 서비스 전략계획 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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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도서관이 제안하는 3대전략은 데이터를 적용하고 자원을 최적화함으로

써 이용자의 접근을 확장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현재 및 미래의 도서관이용

자와 평생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의회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주요 동기 요인분석을 통한 광범위한 

관리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데, 2016-2020년에 걸쳐 시행하고자 한 「거대 주요 

전략」(Library of Congress Strategic Plan: FY2016 through FY2020 

Serving the Congress and the Nation)이 바로 그것으로 총 7개의 전략 중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전략만을 언급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전략 의미

전략 2
방대한 자료 및 미국 창조활동의 기록을 획득 및 안전하게 보
존하여 접근을 제공한다.

전략 4
직접적 대외활동 및 국내외 협력, 아웃리치서비스를 통해 연
구, 혁신 및 평생교육을 장려, 지원한다.

전략 5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학습문
화를 조성한다.

전략 6
선진사례와 표준을 따르는 역동적 첨단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다. 

전략 7
변화를 촉진하고 도서관의 미션이행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채택하도록 도서관을 조직, 운영한다.

<표 5> 미국의회도서관(LC)의 전략계획 2016-2020 

특히 전략 5,6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기술 혁신에 대한 도서관의 태도를 

적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공도서관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국제적 권고와 국가적 전략 

등을 참조하여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 구현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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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도서관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브렌치 도서관

(branch library)을 설치하여 이용자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도서관

인 뉴욕공공도서관, 시카고공공도서관, 보스톤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①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

1859년에 설립된 뉴욕공공도서관은 총 92개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의 가장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 시스템 중 하나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에 

대한 영감(inspire lifelong learning), 지식의 발전(advance knowledge)과 지

역사회의 강화(strengthen our communities)라는 3개의 사명을 바탕으로 

2017-2021년까지 서비스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다.

목표 내용

평생학습에 대한 
영감(inspire lifelong 

learning)

Ÿ 보다 유능한 학습자와 연구자를 양성하여 평생학습에 
영감을 준다.

Ÿ 학습 및 정보 탐색 기술을 가르침.
Ÿ 도구, 리소스 및 작업하기 좋은 장소 제공
Ÿ 훌륭한 탐색적 대화에 참여
Ÿ 고객이 자신의 가정에 도전하도록 격려하는 질문을 

하고 답변.
Ÿ 창의성, 연구 및 문제 해결 지원
Ÿ 사람들을 모아 창의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고 서로에게

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

지식의 발전(advance 
knowledge)

Ÿ 뉴욕의 글로벌 관점을 반영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한 
무료 오픈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을 발전시킨다. 

Ÿ 전문 분야를 향상시키는 항목을 식별, 획득 하고 보존.
Ÿ 우리를 자료와 조직을 보완해줄 수 있는 다른 조직과 

연결
Ÿ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풍부하게 

하도록 지원.
Ÿ 전문분야에서도 지식의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도구

의 구축

<표 6> 뉴욕공공도서관의 서비스전략을 위한 사명(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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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공공도서관이 향후 지향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뉴욕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탐색 기술의 보급을 바탕으로 자료와 정보의 무료 오픈 액세스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체 지향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욕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목표 아래 온라인 컨텐츠의 제공과 개발, 정보활용기

술의 보급, 커뮤니티 자료의 수집과 제공, SNS를 통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강화 

등을 통해 뉴욕시민들이 물리적으로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하고, 교육과 기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전자책, 전자자료 

▪ SimplyE : 300,000개의 전자책과 오디오 북, 
▪ PressReader :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7,000개 이상의 신문과 잡지. 
▪ Flipster: 최고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50개 이상의 인

기 잡지 최신호를 보유
▪ OverDrive：eBook, 오디오북, 잡지, 선택한 음악 및 

비디오

SNS & 온라인 
서비스 채널 

▪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뉴스레터(이용
자별),이메일 , 팟캐스터

정보기술 
교육프로그램

▪ TechConnect : Microsoft Office skills, Google 
Series 등의 컴퓨터 기술 교육 

<표 7> 뉴욕공공도서관의 온라인컨텐츠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의 
강화(strengthen our 

communities)

Ÿ 완전한 시민의식과 사회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사
회를 강화한다.

Ÿ 핵심 기술 및 능력 개발 촉진
Ÿ 고객이 사회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리소스를 제공.
Ÿ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 즐기고, 존중하고, 축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소 만들
기.

Ÿ 역사적으로 중요한 독특하고 권위 있는 자료 제공
Ÿ 다양한 공동체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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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은 현재 도서관에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워진 코로나 19상황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뉴욕공공도서관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였는데 도서관의 전자책 접근의 방법의 보급

과 홍보에서부터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 원격 연구 서비스, 온라인 프로그

램, 가상 일대일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핵심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최근의 

전자책 앱 가입자 통계자료와 온라인 프로그램의 출석률 등을 통해 코로나 19상황 

속에서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이 급속도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

다2). 

특히 뉴욕공공도서관의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뉴욕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사

명과 전략의 방향성을 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로 시민과 함께 하는 협동형 오리지널 

디지털자료 개발하고 보급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인 “The New York Public 

Library Community Oral History”가 있다. 이는 뉴욕시 고유 커뮤니티의 역사

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문서화, 보존 및 기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술자의 인터뷰 내용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텍스트화하고 이

를 업로드하면 일반 시민들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컴퓨터가 만든 문장의 오류

를 수정하고 완성해가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도서관과 시민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완성한 ‘협동형 디지털자료’는 뉴욕공공도서관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

다. 유사한 프로젝트로는 2020년부터 코로나 19와 관련된 역사를 디지털자료로 

구축하는 작업인 “History Now The Pandemic Diaries Project”가 있다. 코로

나 19의 대유행이 도시, 국가 및 전 세계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뉴욕공공도서관은 

팬데믹의 순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Pandemic Diaries 

프로젝트는 온라인 양식을 통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삶에 

2) 2020년 3월 도서관이 일시적으로 폐관하면서 2020년 Time Out New York에 
도서관의 무료 전자책 앱을 소개하였는데 SimplyE에 대한 등록이 하루 227% 증가
하였으며 3월 말까지 SimplyE의 일일 등록은 400% 증가하였다. Grab-and-Go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으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
램을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는데 온라인 프로그램 출석률이 240% 
증가하였다. (2020년 5월 기준) <https://www.timeout.com/newyork/news/the
-best-free-new-york-public-library-books-to-check-out-right-now-032520 
“The best free New York Public Library books to check out right now”> 
2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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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디오 녹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협동 작업을 통해 뉴욕의 역사를 발굴하고 디지털화 하는 사업은 현재의 뉴욕지

도 위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지도를 시민들이 매칭하는 프로젝트인

“NYPL Map Warper”와 역사적인 사진들이 뉴욕의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

고 있는지를 지도 위에 매칭하는 프로젝트인 “NYC SPACE/TIME DIRECTORY”

등이 있다.

뉴욕공공도
서관

History Now 
The Pandemic 
Diaries Project

일반시민들이 겪은 팬데믹 상황에 대해 녹음파
일을 수집함

The New York 
Public Library 

Community 
Oral History

뉴욕시 고유 커뮤니티와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문서화, 보존 및 
기념하는 것을 목표로 함. 

NYPL Map 
Warper 

 시민들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과거의 지
도를 현재의 지도 위에 매칭해가는 프로그램

NYC 
SPACE/TIME 

Warper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사진의 위치를 식별해
가는 프로그램

<표 8> 뉴욕공공도서관의 시민 협동형 디지털자료 개발 사례

② 시카고공공도서관(Chicago Public Library)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공공도서관은 1873년에 설립된 이래 

81개의 브렌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카고 시민들이 가정과 직장을 넘어 

삶을 개선하고 지성을 키우거나 오락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특별한 제3의 장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카고공공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발맞추어 2020-2024년 전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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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였다. 전략계획을 통해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정보와 경험에 대한 

무료 오픈 액세스 제공’,‘탐구의 정려와 학습 육성’,‘안전하고 환영받는 공간 조

성’,‘도서관의 자부심과 목적 공유’,‘창의성과 기지(resourcefulness)의 중요성 인

지’,‘도서관에 대한 인식확장’이라는 6가지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목표 내용

정보와 경험에 대한 
무료 오픈 액세스 제공

도서관 자료, 프로그램, 기술 및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모두에게 환영받는지 확인.
고객이 도서관 리소스에 더 잘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리소스를 만들고 유지.
더 큰 자신감과 기술로 기술 및 기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자와 직원의 역량을 강화.
봉사하는 고유한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직원의 고용과 지원.

탐구를 장려하고 학습을 
육성

공간의 개선 및 확장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컬렉션의 개
발
모든 연령의 이용자를 위한 균형 잡힌 교육 장려와 학습 
지원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서관 직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습 및 개발

안전하고 환영받고 
존중받는 공간 구성

완전한 시민의식과 사회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
를 강화.
모든 이웃이 이용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의 유지 관리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지원 제공.
파트너에 대한 일관된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을 구현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
여 후원자 중심의 고객 서비스 접근 방식을 우선시하고 
실행.

자부심과 목적 공유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곳에서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지역사회의 고유한 요구를 반영하는 긍정
적인 후원자 경험을 홍보하고 제공.
조직적 우수성과 후원자 서비스의 문화를 육성하고 우리 
업무의 영향에서 공유된 만족을 배양.
대중과 파트너로부터 얻은 높은 수준의 신뢰와 존중을 
확대.

<표 9>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전략(20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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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공공도서관의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목표를 모두에게 무료

로 제공될 수 있는 오픈액세스의 개발과 제공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정보기술과 디지털리소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서비스를 중시해야 함을 나타내

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나머지 5개의 목표에서도 정보기술 강화의 당위성과 중요

성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맞춘 도서관의 변화를 시

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LA, LC, 뉴욕공공도서관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도서관에 대한 인식 확장,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뉴욕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시카고공공도서관에서도 Facebook, 유튜브, 인

스타그램, 트위터,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며, 

OverDrive, Hoopla, Flipster등과 같은 전자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활용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창의성과 
기지(resourcefulness)

의 중요성 인지

핵심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접근 방식을 적
용하고, 도서관 우선순위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신중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
사려 깊고 창의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도서관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도시 전역의 파트너와 
함께 리더십을 보여 줄 것.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향상
시키기 위해 파트너십의 설계, 육성, 설계, 강화할 것.

도서관에 대한 인식 
확장 

도서관 내부와 외부 모두에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고 안
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 후원자의 기대를 뛰어 
넘을 것.
도서관 공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정의를 확장하는 새
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투자하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작업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 할 것. 
직원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후원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개선하면서 더 
넓은 도서관 분야를 만들 것. 



｜ 246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가을 제6권 제3호

전자책, 전자자료

OverDrive : eBook, 오디오북, 잡지, 선택한 음악 및 비디
오 
Hoopla : 오디오북, 음악, 영화, 텔레비전, 전자책 및 만화
Flipster : Atlantic, Better Homes & Gardens, 
Bloomberg Businessweek, Entertainment Weekly, 부
모님, Real Simple, Scientific American, Shape, 
Sports Illustrated 및 Time을 포함한 25개 이상의 가장 
인기 있는 잡지의 현재 및 과거 호 .

SNS & 온라인 
서비스 채널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메일 

정보기술 
교육프로그램

Cybernavigator: digital readiness, 디지털기술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Maker Lab: 디지털 디자인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레이
저 절단기 및 전자 절단기를 사용하여 고객이 자신의 프로
젝트를 디자인, 프로토타입 및 만들 수 있는 소그룹 워크샵
과 "오픈 샵“
YOUmedia:청소년을 위한 미디어공간제공과 교육프로그램

<표 10>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온라인컨텐츠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시카고공공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8-2019의 One Book One Chicago3)의 

주제를 “Imagine The Future”로 하였으며, 이벤트 사업으로 도시의 미래를 상상

하고 이를 탐구할 수 있는 동네 도보 여행, 미래를 위한 디자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Maker Lab 수업, 미래에 필요한 디자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동아

리의 구성 등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현재 시카고공공도서관을 대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 및 학습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서비스는 사서

3) 시카고 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독서지원프로그램으로는 2001년부터 시작된 “One 
Book, One Chicago”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2권의 책을 선정하여 봄과 가
을에 시민들이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권의 책 뿐 만 아니라 시카고 사람들을 위해 한해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학습
과 문화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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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전(대면)

→

코로나19 전(비대면)

ScienceConnetions
Make It Mondays: STEAM 

Activities

Teacher in Library
Homework Help: Virtual 
Teacher in the Library

Summer Learning Challenge
가족 참여형Summer 
Learning Challenge

Storytelling Live from the Library

<표 11>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코로나전후 서비스변화 사례 

기존에 시카고 어린이들에게 과학과 자연에 관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ScienceConnetions”4)은 코로나 19상황에서 “Make It Mondays: 

STEAM Activities”라는 이름으로 매주 월요일 라이브방송을 통해 6-12세 학생들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STEAM활동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변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여름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Grab and Go Kits”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학동안 책을 읽고 요리, 만들기, 과학, 기술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카고에 위치한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학교 숙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Teacher in Library”서비스5)는 “Homework Help: Virtual Teacher in the 

Library”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어 Zoom을 학교 숙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Brainfuse”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일대일로 학습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여름방학의 8주 동안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4) ScienceConnetions은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자연 및 STEA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시카고공공도서관의 대표적
인 어린이참여프로그램이다.

5) 학생들이 학업을 도움 뿐 아니라 가장 적합한 학습 전략을 찾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학습도우미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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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던 “Summer Learning Challenge”는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가족

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가족모두가 여름동안 500분 

이상 읽고(Read), 하나 이상의 실습 학습활동을 완료하고(Discover), 쓰기, 만들

기, 그리기 등을 통해 창작물을 만든다(Create)라는 3가지 활동을 완성하면 상품

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Live from the Library”는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읽어주는 온라인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가, 배우, 음악가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등의 

유명인들이 책을 읽어줌으로써 화제가 되었다.

③ 보스턴공공도서관(Boston Public library)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

1848년에 설립된 보스턴 공립 도서관은 25개의 브렌치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미국최초의 공립도서관으로 역사와 규모에 걸맞게 연간 4백만 명의 이용자들이 

보스턴공공도서관을 방문하고 있다. 

보스턴공공도서관은 뉴욕공공도서관과 시카고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다소 이

른 시기인 2012년 전략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최근(2021.8.현재)까지 갱신되지

는 않았다.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전략적 정책은 총 8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있다.

원칙 의미

사용자 중심기관
(User-Centered 

Institution)

BPL은 이웃의 관심과 시와 영연방의 변화하는 인구 통
계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 
기관이다. 

커뮤니티 모임
(Community 
Gathering)

BPL은 매력적인 온라인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하며 환영받는 시설을 구축하고 발견, 읽기, 사고, 
대화, 교육 및 학습을 촉진하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유
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표 12>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전략적 계획(20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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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공공도서관의 정책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직접적으로 디지털기술

을 언급한 원칙은 ‘지식센터’로써의 도서관의 역할과 ‘액세스 및 혁신’, ‘재미’의 

영역으로 디지털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제작, 디지털리소스와 네트워크의 강화, 

이를 시민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과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전략아래 보스턴공공도서관은 E-book과 같은 전자자료는 OverDrive

와 Hoopla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으며, 잡지류는 Flipster 영상자료를 위해 

Kanopy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앞선 두 개의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

었다. 정보활용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본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을 위한 수업에서

부터 도서관전자자원의 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고 있었다. 특히, 

특별 컬렉션
(Special Collections)

BPL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공통 문화유산에 대한 접
근을 제공하기 위해 고유의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고 보존한다.

지식 센터
(Center of 
Knowledge)

BPL은 비교할 수 없는 컬렉션, 디지털 리소스 및 다른 
학술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연구자, 평생 학습
자 및 지적 호기심을 제공하는 지식 센터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
(Children and Teens)

BPL은 학문적 지원과 지적 성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읽기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어린이와 청소
년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초기 문해력에서 성
숙한 독자층에) 이르기까지 촉진한다. 

액세스 및 혁신
(Access and 
Innovation)

BPL은 더 넓은 지식의 세계에서 보유자원과 전략적 위
치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전자 자원 및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액세스 및 교육을 제공한다. 

지속 가능한 조직
(Sustainable 

Organization)

BPL은 서비스를 풍부하게 하고, 봉사 활동을 확장하고
(존엄성과 존중의 환경에서 적극적인 직원 참여 및 전문
성 개발), 민간 지원과 공공 투자를 활용하는 재정 및 파
트너십의 신중한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재미
(Fun)

BPL은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환경에서 즐거움을 위한 독
서와 미디어, 활기찬 프로그램, 사용자 제작 콘텐츠, 발
견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연령대
의 사람들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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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Tech Lab”을 통해 사서와 일대일로 30분간 정보활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자책, 전자자료

OverDrive : eBook, 오디오북, 잡지, 선택한 음악 및 비디
오 
Hoopla : 오디오북, 음악, 영화, 텔레비전, 전자책 및 만화
Flipster : 25개 이상의 가장 인기 있는 잡지의 현재 및 과
거호.

SNS & 온라인 
서비스 채널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메일 

정보기술 
교육프로그램

Open Tech Lab: 예약제로 운영되는 일대일 정보활용 교
육프로그램, digital readiness, 디지털기술 구축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
Computer & Technology Classes: (iOS El 
Capitan(Mac) 및 Windows 10 플랫폼의 초급 수준), 전자
책이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방법, 도서관전자자원의 
이용법, Microsoft Office 프로그램 소개

<표 13>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온라인컨텐츠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보스턴공공도서관은 총 6가지의 프로그램을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시그니처 프로

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다. 6가지의 프로그램은 작가토크시리즈(Author Talk 

Series). 안뜰에서 진행되는 여름과 겨울 콘서트(Concerts in the Courtyard 

& Winter Concert Series ), 전시회(Exhibitions), 지역 및 가족 역사시리즈

(Local and Family History Series), 로웰 강의시리즈(Lowell Lecture Series), 

노인 커뮤니티 지원 사업(Never Too Late Group)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상황 전부터 SNS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거

나 자료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되거나 내용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서비스는 특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그룹인 Never Too late Group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은 60년 가까이 지속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활동으로 고전 영화와 

현대 영화, 라이브 음악 공연, 특히 보스턴이나 매사추세츠 역사에 관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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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작가나 강연으로 구성해 왔던 것이 특징으로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일반적으로 가을부터 봄까지 목요일 오후 2시에 대면프로그램으

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웰빙 특히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Zoom강의를 개설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

고 서비스를 하는 모습은 모든 연령에게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보스턴공공도서

관의 이용자중심 서비스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수 있겠다. 

Ⅳ. 결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거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외

의 도서관 관련 전문기관과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단위 도서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먼저 도서관 관련 전문기관인 국제도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의 

권고사항과 미국의 대표도서관인 미국의회도서관(LC)이 수립한 서비스 전략을 검

토해 보았다. 이들 기관이 수립한 도서관 서비스 발전의 방향성을 정리해보면 일정

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디지털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기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이용자 중심적 사업 설계의 필요성과 

사서의 전문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지역사회에서 도서관

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 수용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자원을 수집‧구축‧제공‧보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 교육, 연구, 문

화, 사회적 참여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의 콘텐츠 제작과 

재사용 촉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 지역 내 환경, 가령, 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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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개발‧조율‧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기여도 향상

을 추구하고 있다. 넷째, 이용자의 체험활동(문화, 기술) 향상을 통해 이용자 경험의 

창출, 다섯째, 개인의 학습과 연구활동,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수용을 추구하고 있다. 여섯째, 사서들의 새로운 기술 습득 및 리더십 

개발 등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를 중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6가지의 기본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현명하게 도입하여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수행해 

나가야 함을 천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단위 공공도서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고에서 사

례를 조사한 뉴욕공공도서관, 시카고공공도서관, 보스턴공공도서관은 기존의 서비

스를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기술을 수용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병행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즉, 혁신적인 서비스를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와 

결합한 점진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이 진보적 기술

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이용자들이 서

비스를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이용자들이 디지털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지역

사회의 고유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도

록 유도하고 있었다. 셋째, 사서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현장의 사서들 주도

의 디지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외 도서관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고 있는 전략

과 정책을 중심으로 조사ㆍ연구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적용 사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기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실제로 

각각의 도서관에서는 어떠한 디지털기술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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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Strategies and Policies of Libraries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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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acro-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and to examine 
how overseas libraries are responding to these changes. To this end, after 
examining service strategies of overseas libraries, this study propose the 
countermeasures of Korean public libraries in the future.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ed the recommendations proposed by IFLA and ALA and the 
service strategy of LC.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licies and services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Chicago Public Library, and Boston Public 
Library in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the cases saw the importance 
of actively accepting and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which is the cente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common. In addition, this study was 
emphasized that the necessity of community-centered and user-centered 
design of serv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librarians expertise. These 
characteristics were also found in public library cases, which mentioned 
the need to accept digital technology as a way to supplement and expand 
existing services. To this end, it was found that systematic changes were 
being pursued, such as developing gradual services combined with 
existing services and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so that users could 
use progressive technologies smoo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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