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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1. 출장 목적

 ㅇ 모텐슨센터 사서 연수 프로그램 및 미국도서관대회 참가를 통해 

차세대 도서관 인재 육성

 ㅇ 해외 연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 및 역량 강화

 ㅇ 미국 도서관계 동향 파악 및 한·미 도서관간 교류 활성화

2. 출장자 

 ㅇ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박수현 주무관

3. 출장 기간 : 2019. 5. 21.(화) ~ 6. 27.(목) (36박 38일)

 ㅇ 모텐슨센터(Mortenson Center) 사서 연수 참가

   - 기간: 2019. 5. 22.(수) ~ 6. 19.(수)

   - 장소: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일리노이주)

 ㅇ 미국도서관대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참가

   - 기간: 2019. 6. 20.(목) ~ 6. 25.(화)

   - 장소: Walter E. Washington Convention Center(워싱턴 D.C.)

※ 출국: 2019. 5. 21.(화) / 입국: 2019. 6. 27.(목)

4. 출장 일정

날짜 내용 비고

5.21.(화)
- 인천 공항 → 오헤어 공항(시카고) → 윌라드
공항(샴페인)

출국

5.22.(수)
- 2019 프로그램 주제 및 일정 소개
- 참가자 발표(소속기관 및 참자가 소개)
- 일리노이대학교 캠퍼스 및 대학원도서관 견학

오리엔테이션
및 견학

5.23.(목) - CITL(Center For Innovation In Teaching & 강의 및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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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소개 및 관련 강의
- Innovation 스튜디오 & VR 연구소 견학

5.24.(금)
- 리더십 강의
- 일리노이 Online 및 ePortfolio 강의
- Tech Hub 견학

강의 및 견학

5.28.(화)
- 일리노이대학 중앙 도서관 및 Oak Street 도서관
견학

- 연구자 공간(Scholarly Commons) 강의 및 견학
강의 및 견학

5.29.(수)
- 일리노이주립도서관 소개 및 견학
- 링컨대통령도서관 소개 및 견학

강의 및 견학

5.30.(목)
- 도서관평가 강의
- 보존(도서, 미디어, 디지털자료) 강의 및 토론
- 보존센터 견학

강의 및 토론

5.31.(금) - 디지털 컬렉션 강의 및 토론 강의 및 토론
6.3.(월) - Disc Workplace 강의 및 토론 강의 및 토론
6.4.(화) - 변화 관리 강의 및 토론 강의 및 토론

6.5.(수)
- 시카고대학교 도서관 소개 및 견학
- 보존강의 및 토론
- MADD(Media Arts, Data and Design)센터 견학

강의 및 견학

6.6.(목)
- 리틀이태리도서관 견학
- 시카고공공도서관 견학

견학

6.7.(금)
- Upshot Marketing 소개 및 견학
- ALA 소개 및 견학

강의 및 견학

6.10.(월) - OCLC 소개 및 견학 강의 및 견학

6.11.(화)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톰슨도서관 소개 및 견학
- 연구자공간(Research Commons) 소개 및 견학
- 웨스터빌공공도서관 소개, 토론 및 견학

강의 및 견학

6.12.(수)
- CARLI & Big Ten 강의 및 토론
- 일리노이대학교 iSchool 소개 및 견학
- 일리노이대학교 Grainger 도서관 견학

강의 및 견학

6.13.(목)
- 자료수집·정리 및 전자 자료 강의
- Chai Wai 발표 및 평가

강의 및 발표

6.14.(금)
- 아서공공도서관(Arthur Public Library) 견학
- 아미쉬 마을(Amish Country Home) 방문

견학

6.17.(월)
- 도서관가이드(Libguides) 및 정보 리터러시 강의
- 데이터 관리 강의 및 토론

강의 및 토론

6.18.(화) - 프로그램 평가 평가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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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성과

ㅇ 7개 국가(나이지리아, 바레인, 브라질, 스페인, 쿠웨이트, 파키스탄,

한국) 7명의 사서가 참가하는 4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간 

정보 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ㅇ 미국 일리노이주 및 인근 지역 도서관 방문 및 도서관계 주요 

인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서 전문능력 강화

ㅇ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도서관대회에 참가하여 도서관계 동향파악 

및 각국 사서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Ⅱ 모텐슨센터 사서연수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요

 ㅇ 주제: 스마트하고, 전략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서관

         (Smarter, Strategic and Sustainable Libraries)

 ㅇ 기간: 2019. 5. 22.(수) ~ 6. 19.(수), (총 29일) 

 ㅇ 장소: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일리노이주)

 ㅇ 주요내용

   - 변화 관리 및 의사소통 등 리더십 관련 강의

   - 도서관 관련 전문 강의 및 워크숍

   - 관종별 도서관 및 유관기관 방문

   - 일리노이대학교 도서관 실무진 면담 및 부서 방문

- 수료식

6.19.(수)
- 윌라드 공항(샴페인) → 오헤어 공항(시카고)
→덜레스 공항(워싱턴 D.C.)

이동

6.20.(목)
∼25.(화)

- 미국도서관대회(ALA Annual Conference) 참가
세션 및 전시
회 참가

6.26.(수)
∼27.(목)

- 덜레스 공항(워싱턴 D.C.) → 인천공항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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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도서관대회 참가(선택사항)

 ㅇ 프로그램 교육과정(49개 과정)

   - 도서관 트렌드: 3개 과정

   -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6개 과정

   - 장서 수집 및 정리: 2개 과정

   - 보존 및 디지털화: 3개 과정

   - 이용자서비스: 2개 과정

   - 정보관리 및 정보원: 6개 과정

   - 예산 및 사업계획: 2개 과정

   - 문화체험: 3개 과정

   - 기관견학(교내): 10개 과정

   - 기관견학(교외): 12개 과정

 ㅇ 참가자: 7명(국립도서관 2명, 대학도서관 4명, 정부기관 1명)

국적 이름 소속 직위

Bahrain MUNA MANSOOR Isa Cultural Center Librarian

Brazil MONICA PERES University of Brasilia Librarian-Advisor

Kuwait SEHAM ALOSTATH Libraries Administration MoE Head of Technical
Processing,

Nigeria HELEN EMASEALU University of Port Harcourt Principal Librarian

Pakistan AHMAD SHAH University of Central Asia Associate
University Librarian

Spain AMADA MARCOS Instituto de Empresa Fundacion Head Librarian

South
Korea SOOHYUN PARK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Libr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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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강의 및 워크숍

 □ 스마트하고, 전략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서관(Smarter, Strategic and 

Sustainable Libraries)

  ㅇ 강사: Clara M. Chu(모텐슨센터 디렉터)

  ㅇ 주요내용

    - 현재의 기술은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스마트도서관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디자인하여야 함

    - 또한 스마트한 기기들만으로는 스마트한 도서관을 만들 수 없고, 

스마트한 공간(효율적인 공간), 스마트한 자료, 스마트한 사서가 

필요함

    - 사서들은 이용자의 요구를 스마트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변화를 

적응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CITL(Center for Innovation in Teaching and Learning)

  ㅇ 강사: Michel Belini(일리노이대학교 CITL 디렉터)

           Robert Baird(일리노이대학교 CITL 부 디렉터)

   - CITL은 가르침과 배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도구, 

방식, 자료들을 연구하고 제공하는 센터임

   - 온라인 강의가 많아짐에 따라 강의 제작에 필요한 장소, 기기, 촬영 방법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강의에 사용하기 

위해 또한 교수가 제작한 온라인 강의의 저작권을 보호 받기 위한 

방법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온라인 강좌의 기술적인 문제(속도, 캡쳐 등)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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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학기 마다 생산되는 많은 양(테라바이트 이상)의 자료들을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과거의 교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교실 즉, 교실배치가 유연하고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쌍방향 의사소통 혹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교실 구조를 소개하고 제공하고 있음

   - 과거의 자료만 보던 도서관도 앞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여야 함

 □ 도서관 평가(Library Assessment)

  ㅇ 강사: Jen-chien Yu(일리노이대학교 도서관 평가 코디네이터)

  ㅇ 주요내용

    - 도서관 평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 특히,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함

    - 장서(전자자료 포함) 서비스(사서 포함), 공간 등 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평가 대상임

    - 평가도구로는 LibQUAL+®, Ithaka S+R, 각 도서관 만족도(설문) 

조사 등이 있음 

    - 평가 결과를 분석해 장서 구입(전자자료 포함), 서비스 방향, 공간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도서관으로 발전 가능함

   

 □ DiSC &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

  ㅇ 강사: Shirley N. Stelbrink(러닝 얼라이언스 컨설턴트)

  ㅇ 주요내용

    - DiSC란 D(Dominance, 지배력), I(Influencing, 영향력),  S(Steadiness,

안정성), C(Caution 신중함) 등 4가지 기본 영역을 조사하여 개인의 

성격유형(스타일)을 판단하는 도구임

    - DiSC를 통해 나의 장점, 단점, 동기부여 요인 등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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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

    - 상대방의 선호하는 환경, 목표, 동기부여 요인 등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함

    - 상대방의 행동은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7가지는 변화는 손실(Loss), 분리(Separation), 이동

(Relocation), 관계(Relocation), 방향(Direction), 건강(Health),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임

    -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화관리는 굉장히 중요함

    - 변화관리의 중요한 점은 변화의 혼란을 예상하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핵심단계를 파악하는 것임

 □ 디지털 프로젝트 계획 및 관리(Digital Project Planning & Management)

  ㅇ 강사: Alyce L. Scott(산호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ㅇ 주요내용

    - 디지털 이미지는 Resolution, Bit depth, Dynamic range가 중요함

    - 디지털화 장점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며 시·공간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음

    - 디지털화의 단점은 많은 노동력 및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계속적으로 변화는 기술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포맷 변경)등 있음

    - 기술이 디지털 프로젝트를 주도해서는 안되고, 먼저 목표를 결정

하고 적절한 기술을 선택해야 함

    - 디지털 프로젝트의 성공은 값 비싼 기술이 아니고 합리적인 

프로젝트 계획에 달려 있음

    - 디지털 프로젝트를 시작 전 체크리스트 확인

      (장서 선택 및 분석, 디지털화 접근 방법, 디지털 컬렉션 구조 등)

    - 디지털화 원본 파일 포맷은 TIFF, 제공(서비스)파일은 압축파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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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가 적합함

    - 디지털 프로젝트 계획시 도서관의 자원(인력, 예산)을 확인하고 

내부에서 진행할지 업체를 통해(아웃소싱) 진행할지 결정함

    - 디지털화 대상자료 선택시 접근 가능성, 제한된 예산 및 비용, 

법적인 문제, 관련자(이용자, 예산 확정자 등)의 관심사 등을 

고려해야 함

 □ 저작권과 권리 관리(Copyright & rights Management)

  ㅇ 강사: Alyce L. Scott(산호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ㅇ 주요내용

    - 현재 디지털화 및 인터넷 이용 보편화로 저작권법이 중요시 되고 

있음

    - 1790년 학습 장려법 - “지도, 차트 및 서적의 저자는 저작물을 

인쇄, 출판 및 판매 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 받는다”가 미국 

최초의 저작권법임

    -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만든 작품, 원저작자가 없는 정보로 구성된 

저작물, 제목, 이름, 짧은구절, 구호, 기호, 성분, 내용의 목록, 

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개념 원리, 장치등은 저작권 권리의 

예외 대상임

    - 미국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에서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자료의 

복사가 가능함

    - 현재 국제 저작권 조약인 베른 협약,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관련 협정(TRIPS)만 있고 국제 

저작권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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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도서관 및 유관기관 방문

□ 시카고공공도서관(Chicago Public Library)

  ㅇ 1873년 개관하였으며 도서관 이전 문제가 거론되었던 1980년대 

시카고가 변화하려면 보다 많은 시민이 도서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시내 중심가에 도서관이 꼭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 현재의 해롤드 워싱턴 도서관 센터(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로 1991년에 이전하였음

  ㅇ 시카고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학자, 

부모,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로 세분화하여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ㅇ 자료실 내에 퍼즐 및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ㅇ 청소년을 위한 공간 YOUMEDIA

     - 각 영역별 멘토, 사서, 이용자인 청소년들이 의사소통하며 각

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악기 연주, 페인팅, 조형물 만들기, 옷 만들기 등 아날로그와 

3D 프린팅, 게임, 팟케스트 녹음 등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ㅇ 창작 공간 Make Lab은 주로 강의 및 워크숍이 진행되며 자율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됨

YOUMEDIA(악기 연주) YOUMEDIA(페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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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DIA(재봉틀) YOUMEDIA(조형물 만들기)

어린이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서가

자료실(퍼즐) 자료실(보드게임)

Make Lab DVD, CD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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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립도서관(Illinois State Library)

  ㅇ 1893년 설립하였으며 현재 일리노이주 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1,801개의 도서관을 총괄하고 있음

  ㅇ 일리노이주 내 도서관들의 시스템이 각각 달라 관리가 힘들었으나 

현재는 3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일리넷(ILLINET)을 통해 일리노이 내 도서관들의 자료를 공유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현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성인 기초 교육 프로그램, 참전용사 

관련 프로그램, 일리노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점적으로 운영중임

  ㅇ 일리노이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자료, 원고, 일기, 저널, 지도, 

포스터, 그림, 비디오 테이프, 구술 기록의 소리 녹음 등 일리노이 

지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화하고 있음

  ㅇ 일리노이 전역을 거쳐 월 17,000명의 이용자에게 53,000개의 

토킹북(Talking Book)과 점자자료를 서비스 하고 있음

지역신문 서가 의회자료 서가

이슈북 코너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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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터빌 공공도서관(Westerville Public Library)

  ㅇ 1930년 설립하였으며 현재 콜럼버스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

  ㅇ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관으로 발전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

  ㅇ 도서관 내 게임룸(Gaming Room) 설치 및 서비스 제공

  ㅇ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숙제 도움 센터

참고봉사 데스크 토킹북 배달센터

전시실 도서관 소개 및 토론

도서관 견학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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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Work Help Center)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음

  ㅇ 소규모 찾아가는 이동 도서관(Book Bike) 서비스 제공

  ㅇ 가든 자랑하기, 병아리의 부화를 관찰하는 Chick Hatching 

프로그램 등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ㅇ 도움요청 전화(Help Call), 드라이브 업 윈도우(Drive Up Window) 

및 픽업 윈도우(Pick Up Window) 서비스, 그림 대출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게임룸 안내 게임룸(3명의 청소년이 축구게임을 즐기고 있음)

숙제 도움 센터 안내 병아리 부화 관찰 프로그램 안내

토킹북 그림 자료실(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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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자료 자동 분류기 여름 독서 캠프 관련 활동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 자료실

드라이브업 윈도우(Drive-Up Window) 픽업 윈도우(Pick-Up Window)

일반 자료실 도서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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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대학교 오크 스트리트 도서관(Oak Street Library)

  ㅇ 일리노이대학교 내 보존 서고 도서관으로 공간적인 문제로 자료실에 

배가 할 수 없는 자료를 모아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도서관

  ㅇ 반입되는 책들을 분류번호 순서가 아닌 크기별로 분류하여 

하드보드지로 만든 보관 상자에 넣어 압축 배가 보관

  ㅇ 일리노이대학교 내 중앙 도서관과 학과 도서관으로 배달 서비스 

제공 및 오크 스트리트 도서관 내부에서 열람 가능 

  ㅇ 모든 자료 및 자료 보관 상자는 바코드 부착

압축서가 비도서 서가

크기별 도서 정리 기념촬영

보존처리 절차 소개 보존처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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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대학교 도서관(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ies)

  ㅇ 시카고대학교에서는 중앙도서관, 만수에토도서관(Manssueto), 각 

학과도서관, CSIL(Computer Science Instructional Lab)등에서 각 

도서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중앙도서관 기술지원센터(TECH B@R)에서는 노트북, 네트워크 

모바일 등 기술적인 서비스 제공

  ㅇ 만수에토도서관은 압축 서고인 지하층과 열람실인 지상층으로 구성

  ㅇ MADD는 창작공간, 강의실, 휴게실 등 복합적인 공간으로 구성

만수에토도서관 내부 압축서고 자동관리시스템

기술지원센터(TECH B@R) MADD 창작공간(레이저커팅기 등)

MADD 창작공간(3D 프린터 등) MADD 휴게공간(보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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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서관(The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ㅇ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서관은 톰슨도서관, 각 학과별 도서관, 

연구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톰슨도서관은 메인도서관으로 그랜드열람실(Grand Reading Room), 

벅아이열람실(Buckeye Reading Room), 지도자료실, 톰슨갤러리, 

스터디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연구도서관(Research Commons)은 공간, 기기(시스템), 관련자료, 

전문가 연결 등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함

톰슨도서관 톰슨갤러리

그랜드 리딩룸 벅아이 리딩룸

연구도서관 세미나실 연구도서관 프로젝트실 예약자 현황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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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서관협회 본부(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eadquarters)

  ㅇ 미국도서관협회는 1876년 설립되어 58,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역사를 가진 도서관협회임

  ㅇ 협회 전략방향은 옹호(Advocacy), 정책정보(Information Policy), 

전문 리더십 개발(Professional & Leadership Development)임

  ㅇ 본부 아래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 (YALSA)등 

11개의 세부협회로 구성, 세부협회 소속회원끼리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도서, 잡지, 뉴스레터 등을 출판함

세부협회(ACRL) 발표 및 질의 응답 세부협회(ACRL) 발표 및 질의 응답

미국도서관협회 본부 소개 및 토론 한국어로 번역된 미국도서관협회 출판도서

미국도서관협회 본부 견학 미국도서관협회 본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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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ㅇ OCLC는 세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정보 생성 및 접근 

비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1967년 설립되어 현재 120개국 이상의 

18,000명 회원 보유하고 있음

  ㅇ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품, 서비스, 연구 등을 지원

  ㅇ WorldCat(종합목록) 레코드는 전세계 회원들로부터 약 2초마다 

하나씩 생성되며 2019년 6월 현재 약 28억 레코드를 제공하고 있음

OCLC 내부 WorldCat 현황 안내 스크린

OCLC 역사 전시실 OCLC 역사 전시실

OCLC 소개 및 질의응답 데이터센터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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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 사진

도서관 및 참가자 소개 프로그램 주제 발표 및 토론

메타데이터 정리 실습 장서 보존 관련 토론

장서 수집 강의 CITL 토론 수업

CITL 실습(비디오 녹화) CITL 실습(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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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 리더쉽 강의 CITL 실습(AR)

Chai Wai 발표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일리노이대학교 도서관 사서친구(문화체험) 환영 만찬(문화체험)

추수감사 만찬(문화체험) 아미쉬 마을(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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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도서관대회(ALA Annual Conference)  

1. 개  요
 ㅇ 기간: 2019. 6. 20.(목) ∼ 25.(화), 6일간
 ㅇ 장소: Walter E. Washington Convention Center(워싱턴 D.C.)

 ㅇ 내용:
   -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 매년 개최하는 도서관대회로 약 

21,400명의 사서, 도서관 관계자, 작가, 출판 관계자 등 참가

   - 도서관의 최근 이슈 및 다양한 주제의 세션, 워크숍, 세미나 개최

   - 약 900개의 벤더와  6,000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도서관 관련 

최신기술·제품 전시 및 새로 나온 도서 등을 소개 

  
2. 주요 내용
 ㅇ 지역 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위해 노력하는 사서들이란 주제로 

「LOOK BOTH WAYS」 저자 인 제이슨 레이놀즈 (Jason Reynolds)가 

개막 연설 진행

 ㅇ ALA 분과별 회의, IFLA 관련 회의, 도서관 관련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워크숍 진행

 ㅇ 국제 사서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주제 발표 및 세미나, 리셉션 진행 

 ㅇ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특별 

견학 프로그램 운영 

 ㅇ 국제 사서 리셉션을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서 

진행하여 국제 사서들뿐만 아니라 미국의회도서관 직원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ALA 분과별 대표 임명, 언론인 모 로카(Mo Rocca) 특별 인터뷰, 

ALA 회장의 폐막사 등으로 폐막식 진행

 ㅇ 전시회는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 디지털화 장비, 

어린도서관 관련 제품, 보드게임, 키오스크, 자동분류기 등 

다수의 도서관 관련 제품과 서비스 전시 홍보



- 23 -

 ㅇ 주요 프로그램 소개

일자 주요 프로그램

6.20.(목)
- 등록

- ALA 분과별 사전회의

6.21.(금)

- 개막 세션

- 국제 사서 오리엔테이션

- 전시회 개막 리셉션

- ALA 새로운 리더 워크숍

- 미의회도서관 특별 견학

6.22.(토)

- 디지털컬렉션의 보존의 접근

- 2019년 학교도서관 교수법&학습법을 위한 베스트 앱(Apps)

- 커뮤니티 확대를 위한 도서관과 가드닝

- 사서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기술

- 공공도서관 기술서비스 관심 그룹 세션

-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이용자 분석

6.23.(일)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파트너쉽 프로그램 개발

- 도서관 서비스 문화의 변화

- 도서관에서의 세계변화 준비

- 도서관 가구와 장비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

- 도서관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개술

- 대학도서관의 미래 포럼

6.24.(월)

- 국제 사서 리셥션(미의회도서관)

-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전진하는 도서관

- 참고자료의 새로운 발견

- 국제 리더 포럼(글로벌 사서 커뮤니티를 위한 비전)

6.25.(화)
- 폐막 세션

- ALA 집행 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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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사진

등록 부스 개막 세션(제이슨 레이놀즈 (Jason Reynolds))

다문화 관련 워크숍 국제 사서 리셉션

미의회도서관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 소개 국제 사서들과 기념촬영

미의회도서관 특별 견학(아시아관) 폐막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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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개막식(입구) 전시회장

미의회도서관 홍보 부스 구글 서비스 홍보 부스

VR 제품 홍보 부스 자동 분류기 홍보 부스

보드게임 홍보 부스 저자 사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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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의견  

1. 모텐슨센터 사서 연수

  ㅇ 미국을 대표하는 도서관과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미국 도서관의 

현황 및 미래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ㅇ 각 토론 수업 및 Chai Wai ‘강한도서관, 강한사회’(Strong 

Libraries, Strong Societies)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과 참가국가의 

도서관 상황을 공유하고 도서관 발전 방안을 모색함

  ㅇ 장서관리, 디지털화, 정보서비스, 도서관평가, 도서관 협력, 리더십 

관련 내용 등을 학습하고 토론함으로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였음

  ㅇ 참가자들의 위치에서 실현가능한 Action Plan 과정에서 기획 시 

중요한 점들(기간, 명확성, 실현 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음

  ㅇ 시카고공공도서관의 YOUMEDIA처럼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어린이-청소년-성인으로 

이어지는 평생 이용자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ㅇ 보드게임은 규칙 및 게임에 노출된 정보를 놀이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우리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 검토가 필요

함

  ㅇ 최신 기술(시스템)을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해당 도서관의 

적합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ㅇ 보존관 건립 시 서고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일리노이대학교 

도서관 및 시카고대학교 도서관의 압축배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됨

  ㅇ 모텐슨센터 사서 연수 프로그램과 같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추가 

확보하여 많은 직원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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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도서관대회

  ㅇ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공공(어린이)·학술·전문 도서관 및 관련 기관들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음

  ㅇ 전시회 참가를 통해 각종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디지털화장비, 

VR 관련 제품 등 도서관 관련 최근 기술을 경험하고, 전문가의 

안내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음

  ㅇ 국제 사서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관련 프로그램, 리셉션 등을 

통해 세계 도서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국의 사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음

  ㅇ 워싱턴 D.C.에서 진행했던 이번 대회는 미의회도서관 지원으로 

미의회도서관 특별 견학, 미의회도서관 소셜미디어 프로그램, 

국제사서 대상 리셉션 장소 및 오픈 하우스(자유 견학) 등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

  ㅇ 각 호텔, 행사장, 미의회도서관 간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참가자들

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