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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최근 문헌정보학에 대두되고 있는 정보코먼스 및 러닝코먼스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일본 
공공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러닝
코먼스화 분석을 위해 러닝코먼스의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정리해보고,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분석의 틀을 설계하고 
일본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분석의 결과, 도서관이 정보의 도구에 의해 주도된 정보 코먼스
를 넘어 본연의 학습기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러닝코먼스를 지향하는 공공도서관이 해야 할 
미래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키워드: 러닝코먼스, 정보코먼스, 공공도서관, 일본도서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information commons and learning commons 
that has emerged in recent years, and point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cepts, as well as 
its implications for public libraries, which get lessons learned from learning commons at Japanese public 
libraries. To track its evolution to learning commons, the theoretical component of learning commons 
was analyzed. Based on the reference, a research framework for the case study of learning commons 
was developed. With IT technology diffusion, libraries have become information commons. However, 
the main mission of libraries should basically remain as learning. Because of this, libraries which function 
as information commons should go back to being learning commons, which are primarily places of learning.

This research shows that libraries should stress its original basic mission which is learning, beyond 
being information commons in the Japanese library. 

Keywords: Learning commons, Information commons, Public library, Japan library

*

**

***

이 논문은 2014년도 경일대학교 연구지원에 의한 것임.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경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hylim@kiu.kr)

∙논문접수: 2014년 8월 22일 ∙최초심사: 2014년 8월 25일 ∙게재확정: 2014년 9월 24일

- 441 -



2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45권 제3호)

Ⅰ. 서 론

오늘날 도서관의 개념은 정보코먼스(Information Commons)를 넘어 러닝코먼스(Learning

Commons)로 진화하고 있다(Heitsch, Holley 2011). 전통적 도서관에 IT적 네트워크 접점들의

클러스터개념이도입되면서정보코먼스로발전하였다면, 이제학습활동을위한공간으로서러닝

코먼스가강조되고있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대학도서관에서발전된정보코먼스와러닝코먼스

의개념을 Heitsch, Holley (2011)의 주장을기초로공공도서관에적용해보고자하는것이다. 공

공도서관은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정보보존, 제공, 교육, 주민합의형성의기능(임형연 2010)

을 하고있다. 특히현대사회가학습사회로진전되면서이용자에대한학습기능이중시되고있는

상황에서공공도서관의러닝코먼스는자연스러운진화의과정이라할수있다. 정보코먼스가 IT

와정보관리의혁명에의해이루어진변화라면, 러닝코먼스는 IT적지원을바탕으로하면서도서

관의 본질적 사명인 학습에초점을 두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러닝코먼스는 정보코먼스의자원이

다른교육기관들의학습활동과협력적으로상호작용이이루어질때나타나는결과이다(Bennett

2008). 이를위해서는정보의단순한전달이상으로사서들과의상호작용을통해자기주도적학습

(self-directed learning)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처럼도서관은기술의변화와사회적요구변화에맞추어진화발전해가고있다. 이에본연

구는정보코먼스에서러닝코먼스로의진화과정을일본공공도서관의사례를중심으로그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첫째, 현대정보화사회에서전통적도서관의역할을벗어나새로운도서관역할을제시하고자

하는연구결과들을정리해보고자한다. 도서관에서검색엔진이장착된네트워크로연결된워크스

테이션환경과이를위한물리적시설(Beagle 1999)에서시작된정보코먼스개념은, 물리적코먼

스(physical commons), 가상적 코먼스(virtual commons), 문화적 코먼스(cultural commons)

(Beagle 2006)로 확장 발전하여 도서관의 구성요소로 해석하고자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Beagle

의정보코먼스는다시베네트(Bennett 2008) 등의러닝코먼스개념으로확장되어지고있다. 정보

코먼스가 도서관의 정보시설, 가상정보로 환경을 갖추는 개념이라면, 러닝코먼스는 도서관의 사

명인학습활동을지원하기위한활동에초점을두는개념이다. 사실 IT시대가도래하면서도서관

은 IT 집적물로서학습이라는사명보다는 IT도구의도입에초점을두어온것이사실이다. 이러

한 IT도구들이도서관의정보코먼스화에많은영향을주었다. 이에본연구는학습활동이라는사

명에 충실한 러닝코먼스화로의 변화를 위한 구성요소들을 찾아보고 일본 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둘째, 러닝코먼스는초기미국대학도서관을중심으로개념이발전하였다. 전자정보시대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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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코먼스화된대학도서관이대학도서관이용자에게필요한도서관이되기위한노력이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과정에서대학도서관의기능과역할에변화를불러일으켰다. 이에따라대학도

서관에서의정보코먼스개념은러닝코먼스로확장되고있다. 이러한러닝코먼스개념은대학도서

관뿐만아니라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에서도필요한개념이다(Heitsch, Holley 2011). 많은공

공도서관에서사회와이용자로부터정보제공자이상의역할을위해변화의요구를 받고있다. 이

에공공도서관의역할을재정립하기위해공공도서관의러닝코먼스개념도입과과제를살펴보고

자한다. 최근일본의공공도서관은도서관의역할을재조명하고자노력하고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도서관이되기위해다양한변화를모색하고있다. 여기에러닝코먼스의개념이도입활용

되고 있다.

셋째, 그렇다면 러닝코먼스의 어떤 구성요소가 공공도서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요소가더필요한지체계적으로정리해보고자한다. 공공도서관은정보제공기능을넘어지역주

민의공동체형성기능이필요하다(임형연 2013). 지역주민의공동체형성의장(場)에는적극적으

로학습과교육기능을강화해가야한다. 도서관이정보기술을활용하는것도교육적역할을수행

하기 위한 수단이며 궁극적으로 문화적 역할에 그 사명이 있다.

이러한연구목적을가지고본연구에서는러닝코먼스개념이공공도서관에도입되기위해서는

어떤구성요소를중심으로어떻게변화해야하는지그구성요소를제시할예정이다. 지금까지도

서관에서 러닝코먼스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이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관한연구가부족하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정보코먼스와러닝

코먼스의개념을구분하고, 공공도서관에서필요한러닝코먼스의구성요소를제시해내는것이주

요 과제이다.

Ⅱ. 정보코먼스 및 러닝코먼스 개념

1. 정보코먼스개념과 러닝코먼스의 등장

전자저널에 대표되는 전자적 학술정보 자원의 보급으로 인해 도서관 방문 이용자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도서관무용론이등장하고도서관이위기를맞이하고있다. 이에학습사회에서 도서

관의기본사명인학습을강조하면서러닝코먼스의개념이등장하고있다. 도서관의정보코먼스

란정보의디지털화가진전되고 IT혁명을맞이하면서도서관의역할과활동이 IT에급격한변화

를맞이하면서디지털사회에맞는정보이용에초점을둔공유공간(commons)으로서의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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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는개념이다. 이에비해 러닝코먼스의개념은 IT혁명에도불구하고 IT는학습의수단이며,

도서관의사명인학습에초점으로둔공유공간으로서의역할을강조한것이다. 이에 러닝코먼스

는 ‘학습과지식창조의공간’(松本, 井上 2013)으로서도서관이나 ‘학습의장(茂出木 2008)’으로

정의할수있다. 하지만 Beagle(2006)이 발표한정보코먼스의개념에는정보코먼스속에서학습

을강조하고있어소극적러닝코먼스개념이라할수있다. Beagle(2006)에서의정보코먼스란학

습활동을지원하기위해도서관내조직화된물리적, 디지털, 인간및사회적자원의영역에서제

공되는 IT적네트워크접점들의클러스터라고보았다. 즉물리적공간(physical commons), 가상

적공간(virtual commons), 문화적공간(cultural commons)으로구성되는정보코먼스의목적은

러닝(learning)을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코먼스와 러닝코먼스가

자주혼용되고있기도한다. 하지만 Heitsch 와 Holley(2011)는 두가지개념의차이를구분하는

것이중요하다고보았다. 즉러닝코먼스는초기의정보기술의활용과적용에초점을두는정보코

먼스에비해지식창조(creation of knowledge)와자기주도적학습(self-directed learning)등학습

기능 중심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러닝코먼스화를 위해서는 정보코먼스의 자원이

다른 학술지원 조직들과 연계하는 협력 관계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활동 지원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러닝코먼스의성공을위해서는도서관이학술적컴퓨팅과같은지원및서비스를넘어관

련조직과의협력적관여가필요하다. 결국러닝코먼스는정보코먼스의자원이다른학습조직들

의 학습활동과 협력적으로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정보코먼스와 러닝코먼스의 특성을 차별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코먼스는 IT중심의 네트워크 도서관 환경조성이 핵심으로 '정보코먼스에서 일어나는 타

교육기관과의협력을통한학습지원활동' (Beagle 2006)으로보는소극적개념이라할수있다.

반면러닝코먼스는도서관의타교육기관과의협력을통한학습지원활동을넘어도서관의목표

로서학습사명(Bennett 2008)을 강조하여학습목표달성을위한도서관의적극적인참여와주도

적역할을강조하여러닝코먼스를적극적으로정의하고있다. 즉정보코먼스와러닝코먼스의차

이는정보코먼스는도서관과전자정보시설의제공이라는환경조성에초점을두는반면러닝코먼

스는 이러한 환경을 통해도서관이 인적, 문화적 활동을 통한 도서관 본연의 사명을달성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또한Beagle(2006)이주장한 ‘IT를활용한네트워크접점의클러스터’로서도서관은학습을지

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 러닝코먼스에는 도서관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학습기관으로

정의하지않는다면도서관사서혼자만으로러닝코먼스를만들어낼수없다는개념을가지고있

다. 따라서정보코먼스와 러닝코먼스의가장근본적인차이는정보코먼스는도서관의학습미션

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러닝코먼스는 도서관의 학습미션을 실천하는 것이다(Bennett 2008)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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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정보코먼스는 도서관이 도서관의 지원에 초점을 둔다면 러닝코먼스는 도서관의

실천에 초점을 둔다고 하겠다.

2.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

이제정보코먼스로서의도서관이다시학생이일상적으로이용하는학습공간으로서의도서관

으로변모해가고있다(정미경, 남태우 2007; 김지선, 박지홍 2011). 도서관은디지털화의추세에

도불구하고정보코먼스를넘어도서관본래의기능이학습공간으로다시돌아와야한다. 茂出木　

理子(2008)은 러닝코먼스를정보화사회에서나타난도서관존재의위기에대한해결책이라제

언하고 있다.

도서관은 정보화 혁명시기를 거치면서 정보코먼스화에 급급하여 IT기술도입과 디지털정보관

리의 인프라구축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도서관은 본래의 학습역할에 대한 혼란과도서관

무용론을경험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러닝코먼스는대학도서관의변화방향과미래가능성을

제시하는모델로평가받고있다. 그러므로러닝코먼스는정보코먼스에서전개되어학생의주체적

학습활동을중시한것으로보아도좋다(永田 2009.). 즉학생의학습, 연구활동을향상시켜충분

한성과를획득하기위해학생이필요로하는인적지원을통해학습지원기능을수행하는것이다.

한때 도서관내부에서 러닝코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습지원 시설이 보급되기도 하였다(山内

2011). 그러므로 러닝코먼스로서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학습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서비스, 자료를제공하며(米澤 2008), 학생들이자주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인적지원을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이러한 모델은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역시

성공적으로적용될수있다. 공공도서관이용자는지역주민의평생교육과취업, 지역정보등의학

습제공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Beagle(2004)은 정보코먼스에서러닝코먼스로진화하는과정에대해다음의 4단계모델을제

시하고있다(Beagle 2004; 山內 2011). Beagle은 1,2단계와 3,4단계사이에서정보코먼스와러닝

코먼스의 경계가 설정된다고 하였다.

1단계: 도서관이정보기술에적응하여정보코먼스화하는단계: 지금까지전통적인인쇄매체

를취급해온도서관이정보통신기술에적응하고변화하기시작하는단계이다. 정보코먼스의최초

의 단계로서 도서관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전자적 매체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진다.

2단계: 도서관 내부 중심의 정보코먼스로 성숙단계: 다음 단계는 도서관에 미디어 주문 툴이

인스톨되어도서관의스탭이자료를발견하고데이터를처리하고, 프레젠테이션과출판의단계까

지지원한다. 그러나아직이단계는도서관이학교내다른학습활동과연동되어있지않는독립

적 정보코먼스의 단계이다.

- 445 -



6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45권 제3호)

3단계: 정보코먼스에서러닝코먼스로확장되는단계: 이단계에서는도서관이학교차원의학습

활동을지원하기위해종래도서관중심주의를벗어나학교내학습지원센터와연계를강화하는

협동적 활동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도서관이 교수개발 지원센터, 교수학습센터 등과 연계하여

도서관의전자리소스가통합되어학교전체의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의체계에서움직이게된다.

4단계: 학습변화의주도자로서러닝코먼스화단계: 도서관이학교의학습조직과연계하여움

직일 뿐만 아니라 핵심 커리큘럼의 재검토, 커리큘럼 간 횡단적인 각종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교원의이노베이션을동반하는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학교내학습조직간학습서비스의수평

적 통합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는 단계이다.

<그림 1>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 도서관이 가지는 정보 보존,

정보 제공의 기능에서 IT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도서관의 역할이 곧 도서관의 정보코먼스화를

의미한다. 그리고이용자의요구에응하는자기주도적학습을지원하여교육적문화적실천을만

들어낼때러닝코먼스화가되는것을의미하고도서관본연의사명을달성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림 1> 정보코먼스에서 러닝코먼스로의 진화
(출처: 임형연(2013) 한국도서관정보학회발표)

3. 러닝코먼스의 구성요소

IT혁명기에 도서관의정보코먼스화가도서관의디지털정보화에 초점을두었다면, 러닝코먼스

는너무 IT중심의도구에초점을둔정보코먼스를도서관의원래사명인학습기능중심으로재편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은 좀 더 이용자 학습기능을 중심으로 역할이 재편되어야

하며, 도서관은학습센터로이용자친화적인도서관서비스모델로변화되어야한다. 이러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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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위해河西由美子(2010)는다음 3가지측면에서러닝코먼스화준비가필요한것으로정리하

고 있다.

1) 도서관미디어를활용한자율적학습지원: 도서관을비롯한학습자원을검색하고도서관이

용자인학습자들이자신에게필요한지식을입수가능토록하고이것을논문이나발표물로정리

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2) 정보리터러시교육과학술적기술의육성: 자율적학습에필요한정보검색과글쓰기, 학습

의 진행 방향 등에 관한 기술을 육성한다.

3) 협동적학습의촉진: 그룹학습등다른사람과의협동적활동의장소를제공함으로서자율

적 학습과 학술적 기술의 육성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러닝코먼스는 도서관을 거점으로 학습 자료에 접근하고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결과

물을 창출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검색, 리포트작성, 논문쓰기,

학습추진방법에관한기술을육성하는것, 협동적활동을지원제공하여학습과학술적기술을

습득하게되는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러닝코먼스란도서관미디어를활용하여자율적학습의

지원, 정보리터러시교육과학술적기술육성, 협동적학습촉진을러닝코먼스의특징으로보았다.

즉학습, 교육에서방법과활동까지인식하여도서관이이용자에게결과적으로어떠한창출물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McMullen(2008)은러닝코먼스를도서관의학습활동지원적역할에초점을두면서 ‘도서

관 기능, 정보기술, 학술적 지원활동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McMullen(2008)이

주장하는 러닝코먼스로서의구성요소는 도서관안에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의집합시설이 되어있

는가, 이용자들이이용할수있는서비스데스크가설치되어있는가, 협동학습공간이마련되어있

는가, 프레젠테이션등이가능한지원센터의역할을하는가, 연구자FD(Faculty Development)를

위한교육공학센터로서의역할을하는가, 전자장비가갖춰진교실이있는가, 글쓰기지원센터등

기타 학술적 지원 구성단위가 갖추어져 있는가, 미팅, 세미나, 연회,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있는가, 카페및휴게실구역이있는가등이다. 이는주로도서관의물리적공간에초점

을둔것으로도서관에서지원하는공간, 정보기술적시설및설비의지원을제시하고있다. 이러

한 요소는 과거 도서관이 서적으로만 구성되었던 시대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비약적이고 발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장비의 설비 및

시설은더이상새로울것이없는필수조건이되었음을생각해볼때어쩌면기술적변화에따른

자연스러운 이동이라 할 수 있겠다.

米澤 誠(2008)는 도서관 러닝코먼스를 ‘네트워크 세대를 위한 학습지원을 하는 도서관 시설

또는서비스기능'이라고하였다. 러닝코먼스는주체적그룹활동을지원하는학습공간즉학습

기술의 습득을 지원하는 인적 지원,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말한다고 보았다. 이는 학습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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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자료 등을 통합한 효과적 도서관 서비스를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설계된학습의장(공간)이어야함을강조하는것이다. 도서관의역할에학습, 교육의역

할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도서관이 어떻게 학습과 교육을 담당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러닝코먼스는 도서관이본래의 기능인 학습사명(Bennett 2008)을 중심으로역할할

수 있도록 미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러닝코먼스의 구성요소는 정보코먼스의

구성요소를바탕으로하되, IT기술자체나디지털정보관리와같은공급자관점이아니라도서관

이용자인학습자관점에서각요소들이기능할수있도록러닝코먼스의구성요소들을정리하였다.

첫째, 정보코먼스는물리적코먼스(physical commons), 가상적 코먼스(virtual commons), 문

화적코먼스(cultural commons)으로구성되어있다(Beagle, 2006). 따라서정보코먼스에서러닝

코먼스로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본 연구에서 이들 3요소가 학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펴보고자하였다. 다만가상적코먼스의경우물리적정보를포함한학습기능강화라는측면에

서 정보적 코먼스라 표현하고자 한다.

둘째, 도서관의 정보코먼스는 정보화 혁명기를 거치면서 IT기술의 도입과 디지털정보 관리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도서관이 디지털공간이 되면서 도서관 본래의 학습역할을 소홀히한

나머지도서관무용론을경험하고있다. 그러므로정보코먼스에서의도서관의각역할과기능이

도서관의본래기능인학습사명(Bennett 2008)을중심으로분석될필요가있다. 특히정보코먼스

로의진전과정에서확산된디지털도구가러닝(learning)을지원하도록기능과역할이강화되어야

한다. 자기주도적학습(self-directed learning)에유용해야하며도서관의각기능과활동이지식

창조(creation of knowledge)와 학습기능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셋째, 러닝코먼스로서의도서관에서는디지털화된정도를나타내는정보코먼스이상으로도서

관이이용자의측면에서는자율적학습과학술적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하는지원활동이강화

되어야 한다. 그 결과 이용자들이 도서관을통해서 학습활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도서관의

본래의기능인학습사명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정보코먼스의틀과러닝코먼스화로의학습기능

을중심으로러닝코먼스의핵심요소를정리해보면 <표 1>과같다. 러닝코먼스화에서는이들의각

요소를묶어내는방향은 ‘학습’이다. 디지털정보의단순한전달이상으로사서들과의상호작용을통

해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활동이 강화되어야 한

다. 이처럼 이들의 각 요소가 도서관이용자들의 자율적 학습과 학술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원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도서관의 러닝코먼스로의 진화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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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코먼스의 
핵심요소

관리 대상 하위요소 주요 관련 문헌

1) 물리적
코먼스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러닝역할 

강화

인터넷 컴퓨터실
McMullen, S.(2008), 河西由美子(2010),
Beagle(2004)

서비스데스크 및 열람실
McMullen, S.(2008), 河西由美子(2010),
Beagle(2004)

전시실 McMullen, S.(2008), 河西由美子(2010)
글쓰기 지원센터 등 기타 학술적 지원
조직

McMullen, S.(2008), 河西由美子(2010), 
Beagle(2004)

FD(Faculty Development)를 위
한 교육공학 센터 

McMullen,S.(2008), 河西由美子(2010), 
Beagle(2004)

강의, 토론실, 프리젠테이션 지원센터
McMullen,S.(2008), 河西由美子(2010), 
Beagle(2004)

전자장비가 갖춰진 교실 McMullen, S.(2008), 河西由美子(2010)

협동학습공간:협동적 학습의 촉진
McMullen,S.(2008), 河西由美子(2010), 
Beagle(2004)

미팅, 세미나, 연회, 문화적 활동을 위
한 공간,

McMullen, S.(2008), 河西由美子(2010)

까페 및 라운지(휴게실) 구역 McMullen, S.(2008), 河西由美子(2010)

2) 정보적
코먼스

도서관의 
정보와 자료에 
있어서 러닝
역할 강화

디지털정보, 전자적 매체 Beagle(2004)
물리적 미디어를 활용한 자율적 학습
지원: 전시물, 도서, 팜플렛

河西由美子(2010), 米澤誠(2008), Beagle(2004)

대면, 모임을 통한 정보(강연회, 토론
회 등)

米澤 誠(2008), Beagle(2004)

3) 문화적
코먼스

도서관의 
이용자 지원
활동에 있어서 

러닝역할 
강화

학습을 위한 인적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米澤 誠(2008), Beagle(2004)

학습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 프로
그램 실시 기획

米澤 誠(2008), Beagle(2004)

정보리터러시교육과 학술적 기술적 지
원: 정보의 가공 재분류 작업

河西由美子(2010), Beagle(2004)

관련기관과의 협력적 연계 Beagle(2004)

<표 1> 러닝코먼스의 핵심요소

Ⅲ. 공공도서관의 러닝코먼스 분석의 틀 설계

도서관의정보코먼스는도서관이디지털화되고, IT환경의개선에크게기여하였다. 그러나 IT

라고하는수단이너무강조되기도하였다. 러닝코먼스의개념은 IT혁명에도불구하고어디까지

나 IT는도서관에있어서이용자학습의수단이되어야한다는변화의방향을제시하고있다. 일

본의경우대학도서관이이미정보코먼스를넘어러닝코먼스의개념으로확장발전되면서오차노

미즈대학 도서관, 국제기독교대학도서관 등 대학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 성공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1)(小圷 2009; 茂出木 2008; 米澤 2008). 이러한추세는점차공공도서관으로그도입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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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고있다. 그러나상대적으로지역주민의학습지원기관으로서공공도서관에있어서러닝코먼

스화에 대한 사례와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과 지식창조의 공간’(松本,

井上 2013), ‘학습의장(茂出木 2008)’으로도서관의역할을위한공공도서관의러닝코먼스모델

을 설계해보고자 하였다.

공공도서관도 IT정보기술의활용과적용에초점을두는정보코먼스를넘어지식창조(creation

of knowledge)와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등 학습기능 중심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러닝코먼스화의 진전 상황과

특성을분석해보고자하였다. 사례분석을위해 <표 2>와같이공공도서관에있어서러닝코먼스화

의 분석의 틀을 설계하였다.

첫째, 정보코먼스에서 러닝코먼스로 진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표 1>에서 제시한

물리적 코먼스(physical commons), 가상적 코먼스(virtual commons), 문화적 코먼스(cultural

commons)을 바탕으로 하였다(Beagle 2006).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코먼스의 경우물리적 정보

를포함한학습기능강화라는측면에서정보적코먼스라하였다. 여기에 Bennett(2008)가러닝코

먼스가되기위해주요요소로고려되어야한다고강조한외부관련조직과의협력적네트워크의

정도와관여수준을고려하였다. 그러므로공공도서관의러닝코먼스의핵심요소는 <표 2>에서보

는 바와같이 물리적코먼스, 정보적코먼스, 문화적 코먼스, 외부기관과의러닝지원 협력네트워

크의 4요소로구성된다. <표 2>에핵심요소들에대한조작적정의는다음과같다. 물리적코먼스

는이용자를위한학습기능을제공하기위해활용되어지는도서관의시설과장비에관한요소이

다(Beagle 2006; 정재영 2007). 정보적코먼스는 학습기능을제공하기위해활용되어지는가상

적정보와물리적정보에관한요소이다. 문화적코먼스는공공도서관이용자의참여를통해학습

기능을활성화할수있도록제공되어지는프로그램요소를말한다. 외부기관과의러닝지원협력

네트워크는 학습기능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요소를 말한다.

둘째, 러닝코먼스는러닝(learning)이라는단어와코먼스(commons: 공유공간)의단어가함께

조합되어 도서관의 지역주민 학습지원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도서관이 학습의

공간으로 역할할 때도서관사명이 달성되어진다. 도서관은 건물, 서적, 사서라고하는 요소투입

관점보다러닝코먼스를통하여만들어지는결과물에관심을가져야한다. 특히공공도서관이정

보코먼스를 넘어 러닝 코먼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투입보다 자원의 학습지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표 2>에서는 <표 1>에서제시한대학의러닝코먼스의하위요소들가운

데교수와관련하여일어나는 FD(Faculty Development)를 위한교육공학센터등과같은요소

를 배제하여 반영하였다.

1) 대학도서관에서 러닝코먼스 도입에 대해 쓴 연구문헌으로는 小圷 守 2009; 茂出木 理子 2008; 米澤 誠. 2008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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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도서관의러닝코먼스요소인 <표 1>과공공도서관의러닝코먼스요소인 <표 2>에서

가장큰차이는 ‘외부기관과의러닝지원협력네트워크’이다. 이는공공도서관에있어서학습지원

은러닝코먼스에있어서외부네트워크의중요성에관한 Bennett(2008)의 주장을반영한것이다.

즉러닝코먼스화를위해서는정보코먼스의자원이다른학술지원조직들과연계하는협력관계를

통해학습자의학습활동지원이일어나야한다. 그래서러닝코먼스의성공을위해서는도서관이

학술적컴퓨팅과같은지원및서비스를넘어관련조직과의협력적관여가필요하다. 이처럼공

공도서관의자원이다른학습조직들의학습활동과협력적으로일어날때도서관의러닝지원역할

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핵심요소 하위구성요소

1. 물리적코먼스
-물리적 공간에 있어서 러닝역할

1. 서비스데스크 및 열람실 

2. 독서토론실, 프리젠테이션 지원센터

3. 강연, 전시실

4. 컴퓨터인터넷실

5. 미팅, 라운지, 휴게,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

2. 정보적 코먼스
-정보와 자료에 있어서 러닝역할

1. 비즈니스정보
2. 지역관련정보
3. 생활정보(건강정보, 법률정보)
4. 문화정보
5. 교육정보

3. 문화적 코먼스
-이용자 지원활동에 있어서 러닝역할

1. 독서프로그램, 
2. 비지니스프로그램 
3. 생활(건강, 법률) 프로그램 
4. 문화프로그램 
5. 아동프로그램

4. 외부기관과의 러닝지원 협력네트워크

1. 학교도서관과 협력네트워크
2. 자원봉사조직과 협력네트워크
3. 산업체와 협력네트워크
4. 인근 공공도서관과 협력네트워크
5. 사회적 약자 기관과 협력네트워크

<표 2> 공공도서관의 러닝코먼스 분석의 틀; 러닝 코먼스 주요 구성요소 

Ⅳ. 일본 공공도서관의 러닝코먼스 사례

일본공공도서관의러닝코먼스사례를분석하기위해동경도립도서관(東京都立図書館)과쿠

라요시시립도서관(倉吉市立図書館)을 대상으로분석하였다. 특히일본의사례를연구한배경은

일본공공도서관의지역공동체형성기능이발전되어있고일본도서관에서보다적극적으로 ‘러

닝코먼스’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기때문이다(小西 和夫 2011; 山田 政寛 외 2011)본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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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2014년 5월에서 8월에 걸쳐 조사하였으

며, 동경도립도서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동경도립도서관(東京都立図書館)2)

동경도립도서관은동경도(東京都)의미래를위해필요한서비스를제공한다는지역공동체형

성의사명을강조하고있다. 도민(都民)과도정(都政)이당면한문제해결을위한, 정보적측면에

서 지원하면서 정보코먼스를 넘어 러닝코먼스를 지향하고 있다. 동경도립도서관은 2005년 ‘도립

도서관개혁의기본방향’에대한보고서를공표하였고이듬해 ‘도립도서관개혁의구체적방법’을

발표하였다. 2014년 8월동경도립도서관의방문조사결과, 동경도립도서관을들어가는입구에게

시판을통해학습관련이벤트들의계획과도서관내공간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었다. 2014

년 8월의예를들어보면, 도서관입구에서부터각층별열람실앞, 열람실내에도서관에서실시

하고있는강연회(예를들면, 법률정보서비스강연회에대한광고전단지및포스터), 전시회(도

서관기획전시실에서열리는발명기술에관한책과도구들을소개하는전시회), 영화회(16미리

필름영화회, ‘보고듣고느끼는일본의식문화’), 특정주제를위한도서관소장도서안내에대한

정보(도립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있는책과 도서관외부의비즈니스 관련정보를모아서 ‘비즈

니스정보코너’을설치해서운영)를전단지와포스터를통해제공하고있었다. 이는도서관이단

순히디지털정보를제공하는정보코먼스를넘어러닝코먼스화하려는움직임으로이해할수있었

다. 이렇게 도민과도정에필요한러닝코먼스기관으로서의역할을본연구에서제시한물리적코

먼스, 정보적코먼스, 문화적코먼스, 외부기관과의러닝지원협력네트워크 4가지요소를통해분

석해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물리적 코먼스 요소 측면에서 러닝코먼스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서고와열람실을비롯하여동경도에대한정보코너를설치하여동경도와시의정책, 역사, 문화

에 대한 자료를소장하고있다. 또한특별문고실에는에도(江戸)시대에서메이지(明治)시대 중

기까지의위탁도서, 기증도서, 2차세계대전자료등 귀중본을소장하고있다. 도서관 4층에는 그

룹열람실을제공하여독서토론등이가능하며, 전시실, 다목적홀을마련하여이용자들이학습을

위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1층에서 각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있는공간이마련되어있으며여기서학술, 통계, 잡지기사, 법률, 의료등대부분의정보에접

속할 수 있으며 도내 시정촌(市町村) 도서관 소장 장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이

가상정보에접근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있다. 5층에위치한카페테리아에서는도시락, 음료,

2) http://www.library.metro.tok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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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하위구성요소 동경도립도서관 사례

1. 물리적코먼스
-물리적 공간에 
있어서 러닝역할

1. 서비스데스크, 열람실 도시 동경정보 코너 특별문고실
2. 독서토론실, 프리젠테이션 지원센터 그룹열람실, 독서토론실
3. 강연, 전시실 전시실, 다목적 홀
4. 컴퓨터인터넷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공간
5. 미팅, 라운지, 휴게,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
카페테리아

2. 정보적 코먼스
-정보와 자료에 
있어서 러닝역할

1. 비즈니스정보
비지니스 기업(起業) 및 창업에 대한 정보,
취업 정보, 회사, 업계정보, 업계별 신문 리스트, 
도서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DB

2. 지역관련정보
동경도와 동경시에 대한 정보, 시정촌(市町村) 도서관 소장 장
서정보, 에도(江戸)시대에서 메이지(明治)시대 특별문고, 지
역 통계정보 

3. 생활정보(건강정보, 법률정보)
건강정보, 법률정보 등 학술, 통계, 잡지기사, 
동경 도내 도서관 장서정보.

4. 문화정보
‘발명, 기술 꿈을 이루는 힘’, ‘전통 유리공예품-시원함을 찾아서’, 
‘여름 건강관리-열사병’ 주제별 자료전시

5. 교육정보
자유연구 111장 아이디어 카드제공, 
중학생이 추천하는 책 코너, 도서관 이용자 교육

3. 문화적 코먼스
-이용자 

지원활동에 있어서 
러닝역할

1. 독서프로그램, 자유연구 111장 아이디어 카드 사용한 독서프로그램 

2. 비지니스프로그램 
‘비지니스 기업(起業) 및 창업상담회’, 
‘자신에게 꼭맞는 기업을 찾자’ 개최

3. 생활(건강, 법률) 프로그램 
신문기사, 법률정보, 백과사전, 
의료정보 검색을 위한 교육, 세미나

4. 문화프로그램 도서관견학투어 
5. 아동프로그램 청소년페이지운영

4. 외부기관과의 
러닝지원 

협력네트워크

1. 학교도서관과 협력네트워크 학교지원서비스
2. 자원봉사조직과 협력네트워크  
3. 산업체와 협력네트워크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취업세미나 강좌 개최
4. 인근 공공도서관과 협력네트워크 도립도서관과 도내 공립도서관과 협력
5. 사회적 약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장애인서비스

<표 3> 러닝코먼스 구성요소에서 본 동경도립도서관 사례

식사등이가능한장소제공하여이용자들이도서관을모이는장소, 생각하고쉬는장소로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정보적코먼스요소측면에서러닝코먼스의역할은다음과같다. 동경도관내주민을대상

으로중소기업진단사에의한 ‘기업(起業) 및창업상담회’를개최하여주민에게필요한비즈니스

정보를제공하고있다. 도서관다목적홀에서는 ‘자신에게꼭맞는기업을찾자’는주제로강연회

를개최하여청년층과전직(轉職)을 고려하는주민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때취업활동

에도움이되는도서관의자료를같이전시하여이용자에게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책, 팸플릿,

기사자료등을같이제공하고있다. 지역중소기업에대한정보도제공하고있는데, 취업활동세

미나관련자료리스트를 PDF파일로제공하고있으며회사, 업계정보리스트및업계별신문리

스트도제공하고있으며이는도서관의홈페이지에서도볼수있다. 도서관내에서이용할수있는

DB로는 TRS기업정보 파일, eol(1984년 이후 유가증권보고서), 일경텔레콘21(신문기사, 일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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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4개, 기업정보, 인사정보)을 비롯하여 TKC경영지표(경영분석표), Mpac(마케팅정보, 시장

조사데이터, 편의점pos데이터, 관공서통계)도 제공하고 있다. 통계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검색해야할 DB 소개와접근방법에대해강의하고그자료도공개하고있다. 도서관의기획전시

실, 실내전시실을비롯하여복도, 승강기앞등에서기획전시와미니전시를실시하고있으며 2014

년 8월기획전시에는 ‘발명, 기술꿈을이루는힘’이라는주제를가지고자료를전시하고있다. 또

한 미니전시로는 ‘전통 유리공예품-시원함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미니전시에는 ‘여름 건강관리-

열사병 대하여’라는 주제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 ‘학습 응원 미니 북’코너를 만들어 학생들이 교과목에

흥미를가질수있도록 ‘재미있는교과별추천도서’, ‘싫어하는과목도조금흥미를가질수있도록

우리들가까이있는것을조사해보자’, ‘수학자들은어떤사람?’, ‘세계여러나라에대해조사하기’,

‘영어로읽어보자’, ‘우주를알자’ 등의주제로이와관련된도서관소장자료와정보를 PDF파일

형식으로제공하고있다. 지역의아동및청소년을위해중학생이직접추천하는책코너를마련

하고도서관에서직장체험학습을한중학생들이추천하는책을소개하는코너를설치하여인터

넷으로도볼수있게하여이용자가참여해서정보를제공하는것도있다. 아동독서에관계하는

사람들을위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데 ‘이거라면할수있어자유연구 111장아이디어카드’라는

제목으로 111장의카드를만들어독서지도를하는교사및일반인들에게도서관의어떤책을어

떻게 활용하는지 알려주고 있으며 동시에 도서관 이용 학생들에게도 카드를 나누어주어 집에서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내주민, 직장인을대상으로전자메일형태로질문을받아답해주는전자메일레퍼런스서비

스를제공하고있다. 이는비즈니스정보, 법률정보, 동경도와관련된정보, 건강, 치료정보, 경영

지표, 업계동향, 시장규모, 도내사업자실태등에주민생활전반에관련된정보를도서관에오지

않고 도서관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적코먼스요소측면에서러닝코먼스의역할은다음과같다. 도서관에서제공하고있

는프로그램으로는 2014년도취업활동세미나 ‘자신에게딱맞는기업을찾자’라는강연회를개최

하였고, 도서관이용교육의일환으로검색강연회개최하고있다. 도립중앙도서관의내관이용자

의 주된 목적은 ‘일과 관계된 조사 연구’가 20%정도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30-40대에서는 ‘일과관계된조사연구’가 30%를차지하고있다. 그다음으로 ‘일과관련한자기공

부’가차지하고있어도서관이용목적이일과관련한것이 50%정도가된다. 이를위해도서관이

구입하고있는 DB에대해포스터작성및홍보를하고있다. DB, CD-ROM을활용한검색강습회

에서는 신문기사, 잡지기사, 비즈니스정보, 건강정보, 법률정보, 도시(都市)·동경(東京)에 대한

정보, 미술정보, 인물정보등 8종류로나누어온라인 DB소개, DB검색방법, 기기조작등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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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회를실시한다. 2010년의경우 71회실시하였으며 1회평균참가자가 4-5명정도로실시되었

다. 기업정보, 법령정보, 통계정보, 백서, 인물정보, 잡지기사조사신문기사조사, 사례로읽는비즈

니스정보검색가이드등도서관에서자료를찾는방법을설명해주는프로그램을개설하여운영

하고있다. 또한신문기사검색, 법률정보검색, 백과사전검색, 의료정보검색을위한교육, 세미

나가 매월 개최되고 있다.

도서관견학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에서는도서관지하에있는전동서가를알

아보고조작해보는일, 도서관소장자료인에도시대풍속화견학, 벌레먹은책을수리하는현장

등을 견학 한다.

넷째, 외부협력네트워크측면에서의러닝코먼스의역할은다음과같다. 중앙도서관에서는지역학

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직장체험, 봉사활동을 신청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독서활동에대한상담을교사, 사서교사들을대상으로제공하고있다. 여기서통합학습과

조사학습등의수업, 학교도서관활동등에이용되는책, 교재연구등에필요한책과자료에대해상담

해주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창업, 비즈니스를 위하여 공익재단법인동경일자리재단과 공동으로

취직활동세미나를개최하고있다. 년 2회 39세이하이용자를대상으로취직활동세미나 ‘자신에게

딱 알맞은 기업 찾기!’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기업 및 업계정보 리스트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있으며각각의기업에대한정보, 채용조건, 업무내용등을상세히제공하고있다. 또한타

마(多摩)도서관과 협력하여강좌 개최, 전시회정보 홍보 등도내공립도서관의협력도하고있다.

2. 쿠라요시시립도서관(倉吉市立図書館)3)

돗토리현(鳥取県) 쿠라요시(倉吉市)에 있는쿠라요시도서관은 2001년 4월에쿠라요시시교

류의 거점시설 ‘쿠라요시 파크스퀘어’의 한 부분으로 개관하였다. 1997년 ‘쿠라요시 교류프라자

기본계획’이 세워지고모든 시민에게폭넓은 정보제공, 자주적 활동, 학습활동에필요한 서비스

지원을통해시민들이잠시왔다가는공간이아니라상주할수있는편안한공간이되기위해도

서관의러닝코먼스화를실천하였다. 시민과시정에필요한러닝코먼스기관으로서의역할을본연

구에서제시한물리적코먼스, 정보적코먼스, 문화적코먼스, 외부기관과의러닝지원협력네트워

크 4가지 요소를 통해 분석해보면 <표 4>와 같다.

첫째, 물리적요소측면에서러닝코먼스의역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서고와열람실을비롯

하여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제공하고 있다. 시원한 바람과 햇볕을 즐기면서 독서가 가능한데크

(deck)가마련되어있으며, 청소년층을위한자료를모아놓은자료실, 정기적으로이야기회를개

최하는이야기방이마련되어있다. 그림책코너옆에소파등을갖추어편하게책을읽어줄수있

3) http://www.lib.city.kurayoshi.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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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이 있고 검색코너에서 도서관내, 관계기관의 장서검색이 가능하고, AV코너에서는 비디

오, CD 등 시청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가지고온 컴퓨터를 사용하여 도서관자료를

활용한 조사 연구가 가능한 연구실을 마련하고, 도서관 2층 ‘교류프라자’에서는 세미나, 발표회,

강연등을개최하고있다. 또한간식을먹을수있는공간으로테이블과의자가놓여있는공간으

로 ‘리프레시코너’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요소 하위구성요소 쿠라요시시립도서관

1. 물리적코먼스
-물리적 공간에 
있어서 러닝역할

1. 서비스데스크, 열람실 청소년자료실, 아동코너
2. 독서토론실, 프리젠테이션 지원센터 독서토론실, 강연실, 교류프라자
3. 강연, 전시실 교류프라자, 강연실, 전시실
4. 컴퓨터인터넷실 검색코너, 연구실, AV코너
5. 미팅, 라운지, 휴게,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
독서테라스, 리프레쉬코너 

2. 정보적 코먼스
-정보와 자료에 
있어서 러닝역할

1. 비즈니스정보
레퍼런스서비스 
비즈니스지원 코너에서 취업, 사업, 비즈니스 관련 홍보물,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지역관련정보
‘축제를 즐기자’ 향토자료제공
‘난소사토미학켄덴(南総里見八犬伝)’ 전시

3. 생활정보(건강정보, 법률정보) 자녀양육응원코너, 투병기문고

4. 문화정보
쿠라요시 지역에서 운영되는 음악회, 창업설명회, 사업공모, 
시가운영하는 온수풀장 등에 대한 정보

5. 교육정보 잡지기사, 연구논문의 복사서비스, ‘여름방학에 유용한 책’

3. 문화적 코먼스
-이용자 

지원활동에 
있어서 러닝역할

1. 독서프로그램, 이야기회, ‘발달에 맞는 책읽어주기’ 강좌
2. 비지니스프로그램 특허정보 상담회, 기업경영 상담회
3. 생활(건강, 법률) 프로그램 ‘팀워크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강좌
4. 문화프로그램 음독교실
5. 아동프로그램 도전 1일 도서관인

4. 외부기관과의 
러닝지원 

협력네트워크

1. 학교도서관과 협력네트워크
2. 자원봉사조직과 협력네트워크 음역봉사활동 그룹운영, 대면즉독 서비스를 하고 있음.
3. 산업체와 협력네트워크 돗토리현 특허상담센터와 협력
4. 인근 공공도서관과 협력네트워크 세키가네 분관도서관과 협력  
5. 사회적 약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대면즉독실운영

<표 4> 러닝코먼스 구성요소에서 본 쿠라요시시립도서관 사례

둘째, 정보적요소측면에서러닝코먼스의역할은다음과같다. 여름방학숙제에사용할수있

는 ‘자유연구’, ‘과제도서’, ‘전쟁과평화에대한책’ 등을모은 ‘여름방학에유용한책’을전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필요에 맞는자료를 주제별로정리하여 제공하고있다. ‘축제를 즐기자’라는 제

목으로여름마을축제를위해불꽃놀이, 유카타(여름에입는일본전통의상)에관한책을전시

하여 소개하고 있다. 비즈니스지원 코너에서는 취업, 사업, 비즈니스 관련 홍보물,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있으며향토자료도제공하고있다. 자녀양육응원코너를설치하여자녀양육에관한책

을 임신, 출산, 작명, 육아, 아동식사, 아동병, 책읽어주기, 자장이야기 등으로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병을 이겨낸 기록을 담은 투병기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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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화적 요소측면에서 러닝코먼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연령에 맞게(아기들을 위한 이

야기회, 3세에서초등학생대상의이야기회, 옛날이야기회) 이야기회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다.

책읽어주기자원봉사자,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교육관계자, 보육관계자, 복지관계자, 책읽어주기

에흥미가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돗토리현(鳥取県) ‘어린이독서어드바이져’를강사로초청하

여책읽어주기연속강좌인 ‘발달에맞는책읽어주기’를개최하고있다. 이외에도도서관은다양한

강좌를통하여주민들의생활에친숙하게다가가는것을목표로노력을하고있는데, 지적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을 얻기 위해 제도, 비용, 처리과정 등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전문상담원이

무료로 설명, 조언, 지도해주는 특허정보상담회를 개최하고있다. 또한 경영상담전문가가 무료

로판로확대, 신상품개발, 인재육성, 자금조달등경영에관한상담을해주는 ‘기업경영상담회’를

개최하고있다. 노동자, 노무담당초임자, 신입사원관리자를대상으로도서관2층교류프라자에서

‘팀워크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옛날이야기, 시등을소리내서읽는프로그램인 ‘음독교실’을운영하여지역주민의뇌의활성화,

치매예방을도모하고있으며, ‘도전 1일도서관인’이라는프로그램에서오전, 오후 2시간씩초등학

생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사서가 되어 일을 해보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협력네트워크측면에서의러닝코먼스의역할은다음과같다.돗토리현특허상담센터와협력하

여강좌, 상담회등을개최하고있다.또한음역봉사활동그룹인 ‘아린코(ありんこ)’를운영하여시각장

애인을위한녹음도서작성하고, 생활정보, 신문기사, 도서관뉴스등을수록한 ‘아린코소식’을작성하

고있다. 또한활자에의한독서가곤란한이용자를위하여대면즉독서비스를하고있다. 돗토리현

특허상담센터와협력하고, 지역내단체(특허상담, 기업상담, 독서어드바이져등)들과협력하고있다.

Ⅴ. 사례연구의 시사점

일본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례를 통한 조사연구에서 공공도서관에서 러닝 코먼스의 도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물리적공간적측면에서는과거의열람실위주의공간활용에서이용자의학습요구의필

요에맞게다양하게공간을제공하고있었다. 즉정보코먼스를넘어토론과자기주도적학습공간

으로진전되고있었다. 이를위해 5가지공간기능즉, 1) 서비스데스크및열람실, 2) 독서토론실,

프리젠테이션지원센터, 3) 강연, 전시실, 4) 컴퓨터인터넷실, 5) 미팅, 라운지, 휴게, 문화적활동

을위한공간을적절하게활용하고있었다. 이제열람실과서고의크기에대한관심은얼마나다

양하고흥미로운용도의공간이제공되는가?로옮겨지고있음을시사한다. 도서관에서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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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다양하다. 지적학습은물론, 다양한세대의사람과사람이모여서일어나는사회적학습

도 공공도서관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공간임을 의미한다.

둘째, 자료, 정보등정보적코먼스요소측면에서는공공도서관의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주민들

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정보의내용은 5대영역, 즉 1) 비즈니스정보, 2) 지역관련정보,

3) 생활정보(건강정보, 법률정보), 4) 문화정보, 5) 교육정보에서 활발하게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정보의제공형태도개인이컴퓨터를통해입수하는정보, 개인이물리적자료를통해입수하는정보,

개인이강연회, 교육프로그램등집단을통해입수하는정보등다양한입수형태를지원하고있었다.

특히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자료를테마정보와연결시켜서제공하는것은전통적인도서관자료의

분류를넘어이용자의요구와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정보와도서를사서가적극적으로분류, 가공

하여 제공하는 활동으로 도서관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서의 중요한 활동임을 시사한다.

셋째, 프로그램을중심으로한문화적코먼스요소측면에서는도서관소장정보를재분류, 가

공하여이용자에게제공하고네트워크를통해지역이용자들을연계하고, 다양한프로그램을직

접기획실천함으로서도서관의역할이완성되도록하는실천을하고있었다. 정보코먼스와러닝

코먼스의근본적차이는정보코먼스는학습활동을지원하는것인데비해, 러닝코먼스는학습활동

이일어나도록하는것이라는점(Beagle 2004)에서조사대상의공공도서관은러닝코먼스화가진

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 지역주민의 취업, 사업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프로그램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며, 2) 독서프로그램, 3) 생활(건강, 법률) 프로

그램, 4) 문화프로그램, 5) 아동프로그램 등이었다.

넷째, 외부 지원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측면은 Beagle(2004)이 주장한 것처럼 가장 적극적인

단계의러닝코먼스기능이다. 적극적러닝코먼스단계에서는다양한이용자의요구에맞게학습

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지원하기위해관련다른기관들과협력적네트워크를통해협동적으

로활동이필요하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 1) 학교도서관과협력네트워크, 2) 자원봉사조직과

협력네트워크, 3) 산업체와협력네트워크, 4) 인근공공도서관과협력네트워크, 5) 사회적약자기

관과 협력네트워크의 5가지 영역에서 살펴본바 인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네트워크 이외의 부분

에서는 아직 협동적 네트워크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 론

본연구는최근문헌정보학에대두되고있는정보코먼스및러닝코먼스에대한개념과차이점

을분석하고일본공공도서관의러닝코먼스(learning commons)화 사례연구를통하여공공도서

관에서이루어지는러닝코먼스의요소를분석하여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본 연구는러닝코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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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화분석을위해러닝코먼스의구성요소를이론적으로정리해보고, 공공도서관에적합한분석의

틀을 설계하고 일본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정보코먼스화는정보화혁명기를거치면서 IT기술의도입과디지털정보관리화

에큰기여를하였다. 그러나도서관이디지털공간이되면서도서관본래의학습역할을소홀히한

나머지도서관무용론을경험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러닝코먼스는도서관의목표로서학습사

명(Bennett 2008)을중심으로도서관의미래변화방향을제시하는모델이라할수있다. 본연구에

서는디지털도구가러닝(learning)을 지원하는기능과역할중심으로러닝코먼스의분석요소들을

찾아보고자하였다. 그래서도서관의각기능과활동을지식창조(creation of knowledge)와자기주

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등 학습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러닝코먼스는도서관이정보의도구에의해주도된정보코먼스를넘어본연의학습기능

으로돌아가야한다는요구의산물이다. 이를위해도서관은학생이나지역주민들이학습을위해

모이는공유의장소가되어야한다. 정보코먼스에서는학습을위한소극적지원에한정되어있는

것에반해러닝코먼스는도서관이학습지원의주체자로서학교전체에걸쳐다양한학습활동을지

원하게된다. 이러한사회적요구에가장먼저움직이고있는것이대학도서관이지만, 공공도서관

도이러한방향으로의진화없이는 IT의공간이상의의미를가지기어렵다. 이것이공공도서관의

위기요소이다. 이제주민의세금을낭비하는주체라는편견에서벗어나기위해서라도지역주민의

학습요구에 대응해가는 러닝코먼스로의 역할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도서관도지역주민의도서관이용자요구와이에부응하지않으면살아남기어렵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은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학습지원기능을 바탕으로 한 공공도서관에서의 러닝코먼스화이다.

넷째, 물리적코먼스요소측면에서는과거의열람실위주의공간활용에서이용자의학습요구

에맞게 1) 서비스데스크및열람실, 2) 독서토론실, 프레젠테이션지원센터, 3) 강연, 전시실, 4)

컴퓨터인터넷실, 5) 미팅, 라운지, 휴게, 문화적활동을위한공간으로적절하게활용하고있었다.

다섯째, 정보적 코먼스요소 측면에서는 주민들에게필요한 정보를 5대 영역, 즉 1)비즈니스정

보 2)지역관련정보 3)생활정보 4)문화정보 5)교육정보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여섯째, 문화적 코먼스 요소측면에서는 도서관이 공간과 정보를 갖추어놓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아니라적극적으로 1) 독서프로그램, 2) 비즈니스프로그램, 3) 생활프로그램, 4) 문화프로

그램, 5) 아동프로그램을 기획 실천하고 있었다.

일곱째, 가장적극적인단계의러닝코먼스기능인협력네트워크측면에서는인근공공도서관과

의협력네트워크이외의부분에서는아직협동적네트워크가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 앞으로더

개선의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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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같은연구결과는 IT기술과전자적학술정보자원의보급으로인해도서관무용론이등

장하고 도서관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진화 방향에도 커다란

시사점을던져준다. 이는우선학습사회에서도서관의기본사명인학습을강조하면서러닝코먼

스로의진전이필요하다. 이러한과정에서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러닝코먼스의구성요소와

일본의사례는좋은참고자료가될것으로생각한다. 한국의공공도서관도정보코먼스를넘어학

습과 지식창조의 공간인 러닝코먼스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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