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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1. 목 적 

ㅇ 제85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  

ㅇ 제46차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참석 

ㅇ 국립도서관 분과 등 관련 상임위원회 참석 

ㅇ 포스터 세션 운영 발표 및 주요 인사 면담 

ㅇ「가상국제전거파일(VIAF) 운영위원회」참석

2. 출장지 : 아테네(그리스)

3. 출장자 : 총 11명 

ㅇ 조영주 어청 관장(단장), 박주옥 과장(자료수집과), 조설희 사무관(디지털기획과), 

김정은 사무관(자료운영과), 윤희정(자료수집과), 이혜용, 남향(국제교류홍보팀), 

이한림(기획협력과), 김다빈(자료개발과), 박철훈(국가서지과), 신영재(총무과) 

4. 출장기간 : 2019. 8. 23.(금) ~ 9. 1.(일) / 8박 10일

    * 조영주 관장 (8.23~8.30), 박주옥 과장 (8.23~8.29), 박철훈 (8.22~9.1)

5. 주요성과

 ㅇ 도서관계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및 국립도서관장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도서관계에서의 한국 위상 제고

ㅇ IFLA PAC, VIAF 등 주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 및 내부 역량 제고

ㅇ 업무 관련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및 정보 교류

 ㅇ 국립도서관 분과, 도서관이론연구 분과 등 상임위원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각국 운영사례 참고 및 최신 동향 파악

ㅇ 포스터세션을 통해‘온라인 납본 제도’등 우리관 5개 사업을 세계 도서관 

사서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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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활동

소속(명) 성명(직급) 수행 역할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단장)

조영주

(관장)

 ․ 국제도서관연맹(IFLA) 총회 및 세계도서관정보회의(WLIC) 참석

 ․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참석

 ․ 주요 인사 면담 등

자료수집과
박주옥

(서기관)

 ․ 국립도서관 분과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 WLIC 전문 분과회의 참석 등

디지털기획과
조설희

(사서사무관)

 ․ 포스터세션 운영 (도서관 빅데이터 관련)

 ․ WLIC 전문 분과회의 참석 등

자료운영과
김정은

(사서사무관)

 ․ 도서관이론연구분과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 포스터세션 운영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자료수집과
윤희정

(사서주사)

 ․ 포스터세션 운영 (온라인자료 납본제도 관련)

 ․ WLIC 전문 분과회의 참석 등

국제교류홍보팀
이혜용

(사서주사)

 ․ IFLA 연차총회, WLIC, CDNL 참석 총괄 및 수행

 ․ 주요 인사 면담 추진 및 총괄 등

국제교류홍보팀
남향

(통번역)

 ․ IFLA 연차총회, WLIC, CDNL 참석

 ․ 주요 인사 면담 통역 

기획협력과

(어청)

이한림

(사서주사보)

 ․ 포스터세션 운영 (이야기가 있는 코딩 관련)

 ․ WLIC 전문 분과회의 참석 등

자료개발과

(장애인)

김다빈

(사서서기)

 ․ 포스터세션 운영 (전자책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관련)

 ․ WLIC 전문 분과회의 참석 등

국가서지과
박철훈

(사서서기)

 ․ 가상국제전거파일위원회(VIAF-C) 참석

 ․ WLIC 전문 분과회의 참석 등

총무과
신영재

(행정서기)

 ․ IFLA 연차총회, WLIC 주요 세션 참석

 ․ WLIC 전문 분과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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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9 아테네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요  
       ※ WLIC: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 개요

ㅇ 기  간 : 2019. 8.24.(토) ~ 8.30.(금) / 7일간

ㅇ 장  소 : 메가론 컨퍼런스센터 (아테네)

ㅇ 주  제 : 도서관, 변화를 위한 대화 (Libraries, dialogue for change)

ㅇ 대회 규모 : 113개국 3,500여명 참석

ㅇ 주요일정

일   자 주요 일정

8. 24.(토)
․ 국립도서관 상임위원회 등 분과 상임위원회 

․ 한국어 모임(Korean Caucus) 등

8. 25.(일)
․ 2019 WLIC 개회식 및 전시회 개막식

․ 분과 상임위원회 참석, 전문 분과 참석 등

8. 26.(월)
․ 포스터 세션 운영

․ 주제별 전문 분과 참석 등

8. 27.(화)
․ 제46차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 포스터 세션 운영, 주제별 전문 분과 참석, 문화의 밤 행사 등

8. 28.(수) ․ IFLA 연차총회, 전문 분과 참석 등

8. 29.(목) ․ IFLA 회장 회의, 분과 상임위원회 참석, 폐막식 등

8. 30.(금) ․ WLIC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참가

ㅇ 2019 IFLA 베스트 포스터 선정 : 리투아니아(최우수), 스웨덴, 말레이시아

ㅇ 2020 WLIC 개최지 소개 : 더블린(아일랜드) 

ㅇ 2021 WLIC 개최지 발표 : 로테르담(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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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9 제46차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참석  

       ※ CDNL: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 개요

 ㅇ 일시/장소 : 2019. 8. 27.(화), 10:00~18:00 / SNFCC (아테네)

 ㅇ 주  제 : 차세대(The Next Generation) 

 ㅇ 참  석 : 릴리 니벨러 관장(CDNL 의장) 등 60개국 64개기관 100여명

 ㅇ 내  용 : 의장보고, 상호교류, IFLA 활동 보고, 주제토의 등

 ㅇ 상세일정

시 간 일정 비고

10:00-10:30 ·등록 (커피, 차 포함)

10:30-10:55
·CDNL 의장 환영 인사
·2018 CDNL 회의록 채택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백서

Mrs. Lily Knibbeler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장

10:45-10:55 ·주최 도서관 환영 인사 Mr. Filippos Tsimpoglou

10:55-11:15 ·디지털 통합 설문 조사
Mr. Guy Berthiaume 
Mrs.Isable Nyffenegger

11:15-11:30 ·휴식 (커피, 차)

11:30-12:15
·2019 CDNL 주제 소개 :
  차세대 (1/3)

* 도서관에서 일하며 얻은 교훈 중 
공유하고 싶은 교훈은? 

12:15-12:35 ·IFLA 발표 Mrs. Gloria Perez-Salmeron 등

12:35-12:45
·세계국립도서관의 역할과 활동
  시각화 (런치 포스터)

Mrs. Lily Knibbeler
Mrs. Isable Nyffenegger

12:45-13:00 ·단체 사진

13:00-14:00 ·점심

14:00-15:00 ·차세대 (2/3) :   * 영감을 주는 젊은세대 관련 활동사례

15:00-15:15 ·다음 세션 설명/준비

15:15-15:30 ·휴식 (커피, 차)

15:30-16:30
·차세대 (3/3) : 
  현재와 미래 국립도서관의 중요성

* 소그룹 논의 및 영상 제작

16:30-16:50 ·휴식 (음료, 다과)

16:50-17:00 ·2019 CDNL 마무리 Mrs. Lily Knibbeler

17:00-17:10 ·2020 CDNL 주최 도서관 환영인사
Mrs. Sandra Collins
아일랜드 국립도서관 장

17:10-18:00 ·그리스국립도서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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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2018 CDNL 회의록 채택,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백서 채택 

ㅇ 디지털 통합 실무 그룹 성과 보고 / 이자벨 니페네거 (Isabelle Nyffenegger)  

   - 디지털 통합 실무 그룹은 국립도서관과 협력해 디지털 통합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것이 목표임을 소개함

ㅇ 영감을 주는 젊은 세대 관련 활동 소개 (캐나다 국립도서관아카이브)

   - 캐나다 국립도서관아카이브 청소년자문위원회 (Youth Advisory Council) 소개

   - 2018년 9월부터 1년 동안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함

   - 브레인스토밍, 자문, 피드백을 통해 캐나다 국립도서관아카이브에 가이드라인 제공

   - 위원회는 캐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명의 19-25세 회원으로 구성됨.

     2018년 여름 소셜미디어로 회원모집, 학생과 다양한 분야의 (역사, 문헌정보, 

통신, 정치, 법, 경제, 언어 등) 젊은 전문가로 이루어짐

   - 다수의 회원이 캐나다 다른 지역에서 거주, 공부 또는 근무한 경험이 있음 

(회의가 오타와 지역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감안)

   - 회의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논의와 교류 활동에 집중함. 청소년자문위원회 회원의 관심사와 

캐나다 국립도서관아카이브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함.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함

   - 고위 관리자가 모든 회의에 참여하고 매 회의 후 ‘우리가 들은 이야기’라는 보고서를 

(What We Heard Report) 작성하고 국립도서관아카이브 내, 청소년 자문 위원회 회원 

사이에서 공유

   - (효과)제3회 GLAM 회의 프로그램을 위한 훌륭한 아이디어 도출 (비디오 게임 산업 분야),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게시물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됨)

   - (향후 계획) 시범 프로젝트가 아닌 캐나다 국립도서관아카이브 고정 자문 위원회 중 

하나로 만들 것(2019-2020). 2019-2020 밴쿠버에서 청소년자문위원회를 시범 프로젝트로 

실시할 예정임

ㅇ 영감을 주는 젊은 세대 관련 활동 소개 (그리스 국립도서관)

   - 그리스국립도서관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을 주제로 그리스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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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공간, 도서관 활동을 소개

   - 그리스국립도서관은 무료 열람실(06:00-22:00), 녹음 스튜디오 (음향․영상․라디오), 

정보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대학․중등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그리스국립도서관과 그리스 도서관 네트워크 (Greek Libraries Network)는 공공

도서관을 통해 외부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면 독서와 창의성을 위한 여름 

캠페인과 그리스의 전자책 대출 플랫폼인 그리스국립도서관 전자열람실(electronic 

reading room) 이 있음

ㅇ 상호 교류 프로그램

   <교류주제> 도서관에서 일하며 얻은 교훈 중 공유하고 싶은 교훈은?

   이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각 국 국립도서관들과 의견 교환 및 그들과의 

교류협력 의지를 전달함. 

   - 일대일 토의 : ‘젊은 세대를 위한 영감을 주는 활동사례’에 대해 프랑스, 

북마케도니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표 등과 토의

   - 소그룹 논의 및 영상 제작 : 북마케도니아, 러시아, 일본, 중국 대표와 소그룹 논의 

후 영상 제작

ㅇ 러시아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Russia, Saint Petersburg) 한국자료실 

개실 행사시 양 도서관의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함. 

ㅇ 2020 CDNL 주관 도서관 환영인사 : Mrs. Sandra Collins (아일랜드 국립도서관장)

 

※ 참가 국립 도서관 60개국 64개 기관 (알파벳 순)

 한국 및 아르헨티나,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캐나다 (캐나다, 퀘벡), 칠레, 중국, 크로아티아,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모로코 왕국, 코소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의장),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나마, 폴란드, 카타르, 벨라루스, 북마케도니아, 러시아 (3개 기관), 

스코틀랜드, 세르비아, 싱가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2개기관), 스페인,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 미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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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9 WLIC 우리 관 포스터 발표

□ 포스터 세션 발표 (자료수집과)

 ㅇ 일시 : 2019. 8. 26.(월) ~ 8. 27.(화), 12:00 ~ 14:00

 ㅇ 장소 : 메가론 행사장 내 전시장 

 ㅇ 발표자 : 윤희정(자료수집과)

 ㅇ 포스터 제목 : 납본, 어디까지 해봤니? 도서관 변화의 시작,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납본제도

 ㅇ 발표내용 : 개정된 온라인자료 납본법 및 주요내용을 웹툰 형식으로 소개

   - 국가 디지털자원 보존을 위한 온라인자료 납본제도 시행

   - 납본시스템(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전자저널 아카이브 서비스 소개

   - 납본 방법 및 서비스 범위, 납본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질의응답

 ㅇ 주요성과 

   -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납본제도를 전 세계 사서들에게 홍보  

   -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및 영구 보존을 위한 온라인자료의 체계적 수집

     활동 홍보를 통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포스터 세션 발표 (자료운영과)

 ㅇ 일시 : 2019. 8. 26.(월) ~ 8. 27.(화), 12:00 ~ 14:00

 ㅇ 장소 : 메가론 행사장 내 전시장 

 ㅇ 발표자 : 김정은(자료운영과 사무관)

 ㅇ 포스터 제목 : 사서에게물어보세요

 ㅇ 발표내용 : 협력형 온라인참고봉사 서비스‘사서에게물어보세요’소개

   - 2009년 시작된 ‘사서에게물어보세요’는 현재 620여개 공공도서관이 참여

하고 있는 협력형 온라인참고봉사 서비스임. 

   - 국립중앙도서관은 웹사이트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참가기관 확대와 사서 교육 그리고 우수참여기관 포상 등 서비스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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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또한 3차 응답기관으로서 많은 수의 참고질문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해결하고 있음. 

 ㅇ 주요성과 

   - 참가자들은 국가 단위 협력형 참고정보서비스 시스템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임. 

   - 특히 세계적으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높은 품질의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서에게물어보세요’가 해외 

이용자들의 질문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됨. 이를 위해서는 다국어 지원

과 시스템 개선이 고려될 수 있음. 

    

□ 포스터 세션 발표 (디지털기획과)

 ㅇ 일시 : 2019. 8. 26.(월) ~ 8. 27.(화), 12:00 ~ 14:00

 ㅇ 장소 : 메가론 행사장 내 전시장 

 ㅇ 발표자 : 조설희(디지털기획과 사무관)

 ㅇ 포스터 제목 : 도서관 빅데이터 – 변화를 위한 대화의 시작 

 ㅇ 발표내용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사업 및 활용사례 등 소개

   - 전국 공공도서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도서관의 과학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독서진흥 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추진

   - 전국 845개 도서관의 소장자료, 회원정보, 대출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19년 

6월 기준 약 13억건의 도서관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 하고 있음

   -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솔로몬) 소개 : 도서관 내부와 외부(서점, 지리정보) 

데이터를 수집‧분석‧연계하여 도서관 운영 및 사서업무 지원

     ‧  통계 분석 시각화 서비스 등 제공 

   - 도서관정보나루(data4library.kr) 소개 : 수집한 도서관 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위한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 기간별, 연령, 지역, 성별 인기대출도서, 인기급상승도서, 테마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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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성과 

   -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사업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신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운영 과학화 노력을 알리는 계기 마련

   - 전국의 도서관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 및 도서관 참여 독려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포스터 세션 발표 (기획협력과)

 ㅇ 일시 : 2019. 8. 26.(월) ~ 8. 27.(화), 12:00 ~ 14:00

 ㅇ 장소 : 메가론 행사장 내 전시장 

 ㅇ 발표자 : 이한림(기획협력과)

 ㅇ 포스터 제목 : 그림책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개발한 코딩교육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코딩’

 ㅇ 발표내용 : ‘이야기가 있는 코딩’ 추진배경 및 교육 커리큘럼, 기대효과 등 소개

   -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연간 17시간 코딩교육 의무화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그림책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코딩 교육 프로

그램 개발·전국 공공도서관 배포

   - 올해는 20개 공공도서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시범운영 및 지원(콘텐츠 제공,

전문 강사 지원, 공작재료 및 코딩용 키트 제공 등)

   - 운영기간은 4~10월이며,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 300명이 총 76회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교육 커리큘럼은 그림책 읽기(20분), 메이킹(50분), 스크래치 코딩(60분), 발표

(20분)로 구성

   -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자세한 활동 설명과 어린이들의 독서의 즐거움 및 

컴퓨팅 사고력 신장 등 기대효과 홍보

 ㅇ 주요성과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신규 사업, ‘이야기가 있는 코딩’ 사업 관련 해외 

사서들의 반응 및 해외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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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홍보영상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식 유튜브(YouTube)에 탑재하여 

공유 예정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한국 교육 트렌드에 맞추어 개발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어린이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포스터 세션 발표 (자료개발과)

 ㅇ 일시 : 2019. 8. 26.(월) ~ 8.27.(화), 12:00 ~ 14:00

 ㅇ 장소 : 메가론 행사장 내 전시장

 ㅇ 발표자 : 김다빈(자료개발과)

 ㅇ 포스터제목 : 국가도서관, 전자책 접근에 '평등'을 더하다

   -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품질 인증 제도

 ㅇ 발표내용 : 전자책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소개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 및 노인이 전자책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자책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전자책에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전자책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준비 중

   - 절차는 품질인증 단계와 인증심사 단계로 이루어짐 

   - 품질인증 단계는 출판사가 제작한 전자책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품질 수준을 확인하는 절차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시각장애인의 사용자 

기술심사 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로 인증마크 부여 

   - 질의응답 : 인증제도 서비스 절차, 소요 인력 및 예산, 사업홍보 방법 등 

 ㅇ 주요성과 

   -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준비 중인 장애인 전자책 접근성 인증 제도를 전 세계 

사서들에게 홍보함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알리고,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인식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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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가상국제전거파일(VIAF) 운영위원회 참석 

 

□ 회의개요

  

※ 가상국제전거파일(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이하 VIAF)

가상국제전거파일(VIAF)은 주요 국가도서관의 전거데이터 및 저자정보를 통합·공유하고자 

만든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http://viaf.org)으로 도서관 서비스 기관인 OCLC가 관리·

운영하며 2019년 기준 43개국 6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은 2015년에 

OCL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 2회 자관의 전거/서지데이터를 전송함

 ㅇ 일시 : 2019. 8. 23.(금), 14:00 ~ 17:00

 ㅇ 장소 : National Library of Greece SNFC Center Multifunctional Room 2

 ㅇ 주최 : VIAF Council

 ㅇ 참석 : 국립중앙도서관, 일본국회도서관, 그리스/스페인/스웨덴/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이스라엘/이탈리아/프랑스/캐나다 국립도서관, OCLC 등 

12개 기관 16명 참석

□ 주요내용

 ㅇ VIAF 현황보고(OCLC 업데이트) / Mary Sauer Games(OCLC)

   - 2019년 기준 7천 6백만 전거 데이터, 1억 6천만 서지 데이터 관리·제공

   - 한 달 평균 66,000명 이상의 사용자 증가

   - 슬로바키아 국립도서관과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 신규 참여

 ㅇ 프라이버시 워킹 그룹 보고 / Ricardo Santos Muñoz(스페인 국립도서관)

   -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문 결과 보고 및 토론

    · 국립도서관과 기관들은 개인정보 이슈 및 관련 이용자 민원에 대해 이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도서관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 민원 처리방법으로 데이터를 숨기거나 

삭제하고 있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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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요구 처리와 OCLC 및 참여기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토론

 ㅇ ISNI / VIAF 상호운영 워킹그룹 보고에 대한 토론

   - 2019년 1월에 개정된 보고서는 더 나은 검토를 위해 상임위원회에 재분배될 예정

 ㅇ 2020 IFLA 목록 분과와 합동 위성회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 주제: 전거와 식별관리의 트렌드

 ㅇ 2차 ISNI 정상회의(프랑스, 파리) 결과보고- Vincent Boulet(프랑스 국립도서관)

   - 도서관 중심 자료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ISNI를 확장하려는 시도

   - ISNI데이터의 품질 확보 및 ISNI활용을 위한 도서관의 협력방안

   - 음악 분야 ISNI 컨소시엄에 대해 ISNI 국제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필요

 ㅇ VIAF 와 위키데이터 – 공개토론

   - VIAF 위원회는 Wikidata의 VIAF 데이터 수정을 OCLC에 요청할 수 있음 

   - 가입된 도서관들은 위키 시스템에서 오랜 기간 국제적으로 검증된 시스템

의 강점을 얻을 수 있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광범위

한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있음

   - VIAF에서는 1년에 1번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이 

Wikidata에 100만 개가 넘는 전거파일을 업로드할 예정임

Ⅶ  IFLA PAC 센터 및 PAC 전략프로그램

□ PAC 센터 – 수집과 과학  

 ㅇ 일시/장소 : 2019. 8. 26.(월), 08:30 ~ 10:30 / Mitropoulos

 ㅇ 참석자 : 박주옥(자료수집과장), 윤희정(자료수집과)

 ㅇ 진행 : Jeanne Drewes(미국 의회도서관, 북미 PAC 센터)

 ㅇ 주요내용 

   - 적외선/자외선/가시광선(잉크 식별) USB 현미경 그리고 반사율 변환 이미지 

(RTI) / Stéphane Ipert(카타르 국립 도서관, 아랍 중동 PAC 센터) 

    · 다중 77 조명 옵션(Multiple77 lighting options)으로 가시자외선 및 적외선 



- 15 -

조명 같은 일반적인 외부 조명하에서도 간단한 옵션 변경만으로 확대된 

사물을 볼 수 있음. 이러한 특별 장치들을 이용해, 잉크 유형과 밑그림, 

글씨 같은 필사본의 주요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음

    · RTI는 컴퓨터 이미징 기술로 사물 표면의 특정 특징들을 포착해 가시화

하는데 사용됨. RTI는 사방에서 표면에 빛을 비춤으로써 맨눈이나 다른 

이미징 방법으로 보거나 포착해낼 수 없는 질감의 화질을 높일 수 있음

   - 광섬유 반사율 분광계(FORS) 장치 (색소 식별, 분광 차트 작성 및 해석) 

      / Maxim Nasra(카타르 국립 도서관, 아랍 중동 PAC 센터) 

    · FORS는 강력한 휴대용 기술로 필사본과 그림의 오래된 색소들을 확인하

는데 사용됨. 또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시험하에 있는 물질의 화학적 

구성과 빛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색소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기술적 사진 기술(자외선 ~ 근적외선) / Antonino Cosentino(문화유산과학오

픈소스(CHSOS))

    · 여러 가지 조명원들과 필터가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술적 

이미지들을 획득하고 이렇게 얻어낸 각각의 이미지마다 조사 대상 사물

에 관하여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함. 이러한 기술들 가운데 raking light 

사진술, 반사자외선 사진술, 그리고 적외선 사진술을 소개함

    

□ PAC 전략프로그램 – 보존복원분과 회의 

 ㅇ 일시 : (1차) 2019. 8. 28. (수), 08:00 ~ 10:30  / (2차) 2019. 8. 29.(목), 08:00 ~ 10:30

 ㅇ 장소 : Business Meeting Room 5  / Business Meeting Room 4

 ㅇ 참석자 : 박주옥(자료수집과장), 윤희정(자료수집과), 일본, 중국, 호주 등 15명

 ㅇ 진행 : Claire Mcguire(IFLA), Stephen Wyber(네덜란드)

 ㅇ 주요내용

   - 기후 문화유산 네트워크(Climate Heritage Network)를 의제에 추가, EGATT 

이니셔티브에 대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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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LA 본부에서‘새로운 IFLA 전략에 있어서의 문화 유산(Cultural Heritage 

in the new IFLA Strategy)’논문 공유

   - PAC(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전략 프로그램 보고

    · 16개의 PAC 센터에서 2019년 WLIC의 여러 세션에 참여하였고, 특히 수집과 

과학(Collections and Science)에 대한 오픈세션에 참여하였음에 주목함

    · 카타르 국립 도서관의 PAC은 매월 회의를 통해 보존의 핵심 영역에 대한 

FAQ 문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전체에 걸쳐서 일하고 있음. 

   - 보존복원분과 보고 

    · Jeanne Drewes(신임 의장), Russell Lynch(신임 Secretary) 선출

    · 스토리지(storage)에 관한 IFLA 저널 특별판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으로 

논문 모집 및 링크 공유 예정, 기고자들은 단순한 성공 사례보다는 도서관의 

전략적 기능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주기 바람.  

    · 2019년 WLIC의 여러 세션(재해, 데이터 과제, 개방성, 비전통적자료 등) 참가

    · 2020년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한 ENSULIB 전문 연구 그룹과의 위성 회의  

와 희귀 도서 및 특별 수집, 토착 문제, 미술 도서관 관련 전시회에 대해 

더블린 Chester Beatty 도서관에서 행사 예정

   - 보존프로젝트

    ·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에 관한 UNESCO 2015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각 

기관 및 개별 도서관의 다양한 정책과 관행을 알아보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UNESCO 권고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 단계에 대한 지침 필요

    · 기존 IFLA 보존 표준, 지침 및 우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더 많은 기관의 

표준 충족을 위해 IFLA가 PAC 센터에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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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주요 인사 면담

 

□ IFLA 리터러시독서분과장 면담 

 ㅇ 일시/장소 : 2019. 8. 26.(월), 15:00 ~ 15:40 / Business Meeting Room 3 로비

 ㅇ 면담자 : 안드리안 란겐돈크(Adriaan Langendonk, IFLA 리터러시독서분과장)

 ㅇ 참석자 : 조영주(어청 관장), 이한림(기획협력과), 이혜용(국제교류홍보팀),

             남향(통역)

 ㅇ 주요내용

   - 동 분과와의 지속적 업무교류의 일환으로 추후 우리관에서 주관하는 국제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된 분과 위원을 연사로 추천받고 초청·협조 요청

※ 2017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 애니 에버럴 前의장이 기조연설

   - 리터러시독서분과장은 국제심포지엄 연사 추천 관련 등에 적극 협조, 날짜 

및 주제가 확정 되는대로 10~11월 중 협조 요청 예정

   - “책 읽어 주세요” 글로컬 워크숍 개최 계획 및 아세안 10개국 초청 아세안 

전역 “책 읽어 주세요” 캠페인 제안 예정(11월) 등 소개

   - 리터러시독서분과장이 담당하는 네덜란드 국가독서진흥프로그램 “북 스타트” 

및 “Art of Reading”을 소개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진흥프로

그램과 연결하여 협조 방안 모색

   - 리터러시독서분과 前의장 애니 에버럴도 참석하여 우리 도서관 주관 국제 

심포지엄 관련 적극 협조를 약속함

□ IFLA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장 면담 

 ㅇ 일시/장소 : 2019. 8. 29.(목), 12:30 ~ 13:00 / Banqueting Hall 로비

 ㅇ 면담자 : 요룬 시스타드(Jorun Systad, IFLA 어린이청소년분과장)

 ㅇ 참석자 : 조영주(어청 관장), 이한림(기획협력과), 이혜용(국제교류홍보팀),

             남향(통역)

 ㅇ 주요내용



- 18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체험형동화구연 프로그램 3D 콘텐츠 및 아세안 10개국 

초청 아세안 전역 “책 읽어 주세요” 캠페인 등 소개

   - 요룬 시스타드 의장이 발표하는 어린이청소년분과 세션 발표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책 읽어 주세요” 독서 캠페인 홍보

   - 내년 3월 27~29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개최 예정인 어린이청소년분과 회의에 

박수현 상임위원 참석 요청. 또한 워킹그룹 참여 및 그림책 디지타이징 분야, 

유튜브 프로젝트 등 해당 분과에서 추진하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상임위원 활동 요청

   - CDNL(세계도서관장회의)에서 ‘차세대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라는 주제로 국가적 

차원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가 논의 되었으며, 어린이청소년분과에서 해당 부분을 

숙지하여 논의 바람

□ 독일 드레스덴 시립도서관 직원 면담 

 ㅇ 일시/장소 : 2019. 8. 29.(목), 10:30 ~ 11:30 / Banqueting Hall 로비

 ㅇ 면담자 : 레베카 푸츠케(Rebekka Putzke, 독일 드레스덴 시립도서관 직원)

 ㅇ 참석자 : 조영주(어청 관장), 이한림(기획협력과), 이혜용(국제교류홍보팀),

             남향(통역)

 ㅇ 주요내용

   - 2014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독 업무교류가 2020년 9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시립도서관과 국립도서관 간의 교류는 서로 간 역할은 다르지만 새로운 형태의 

협력 및 한국과 독일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2020년 교류 일정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10.14-10.18.)과 연계하여 도서전 

개최 전 4일간(10.10.-10.13.) 드레스덴시립도서관 방문하는 방안 논의

※ 프랑크푸르트↔드레스덴(기차 4시간 30분), 구체적인 일정 추후 협의

   - 기 방문한 유럽 도서관 목록 공유를 통해 새로운 도서관을 섭외하여 방문 

프로그램 구성 예정

   - 교류 인원은 2~3명 수준으로 숙박비, 통역 제공, 식비는 포함이나 전 일정 



- 19 -

포함 여부는 추후 결정

   - 드레스덴시립도서관은 한국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및 디지털 

도구 등을 활용한 독서프로그램 사례 공유를 희망함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2019년 9월 개관 예정)에서 진행 예정인

프로그램 시연 등 내년 업무교류 시 해당 내용 직접 공유

   - 드레스덴시립도서관의 어린이 대상 북 트레일러 만들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며 향후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길 희망함

   - 앞으로 상호 협력 및 지속적인 교류로 성공적인 업무교류를 기대함

□ 러시아 국립도서관 관계자 면담

 ㅇ 일시/장소 : 2019. 8. 26.(월) / Exhibition Hall B102

 ㅇ 면담자 : 에카테리나 페도로바(Ekaterina Fedorova, 러시아 국립도서관 Senior Specialist) 

 ㅇ 참석자 : 박주옥(자료수집과장), 윤희정(자료수집과)

 ㅇ 주요 내용

   - 러시아 소재 한국 관련 자료 디지털화 수집 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 자관 소장 한국 관련 자료 목록 제공 

    ·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 등 제공 

    · 우리관 직원 방문 시 자료조사에 협조 

※ 디지털화 수집을 위한 기관 방문(2019.10. 예정)

    · 디지털화 복제 등 자관 자료 영인에 협조 요청 및 상세 방안 논의

    · 수집관련 MOU 체결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 조성 

  

※ 러시아 소재 한국 관련 수집 대상 자료

  · 언어 : 한국 관련 외국어자료(러시아어 등), 한국어자료(북한서, 고려인자료 포함)

  · 주제 : 한국 및 북한 관련 내용, 한국인이 집필한 자료, 해외동포 및 이민사 관련 자료 등 

  · 시대 : 1910년대∼1980년대 발간자료

  · 형태 : 단행본,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비도서자료, 온라인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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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

 ㅇ 일시/장소 : 2019. 8. 28.(수), 14:00 ~ 15:00 /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

 ㅇ 면담자 : 임수석(대사), 윤다솔(부영사)

 ㅇ 참석자 : 조영주(어청 관장), 이혜용(국제교류홍보팀), 이한림(기획협력과)

 ㅇ 주요 내용

   - 그리스 내 한국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라 그리스 국립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 필요성에 대한 대사관 측의 의사 전달. 향후 업무추진시 대사관 측과 

협의 및 협조키로 함. 

Ⅸ  상임위원회 및 대회세션 참석 

 

[분과별 상임위원회 참석]

□ 국립도서관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9. 8. 24. (토), 13:30 – 15:30 / (2차) 2019. 8. 28. (수), 10:45 – 13:15
 ㅇ 장소 : Athens College 226 / Business Meeting Room 3

 ㅇ 참석자 : 박주옥(자료수집과장, 상임위원) 등 40여명

 ㅇ 진행 : 가이 벨시움 (국립도서관분과 의장,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 관장)

 ㅇ 주요내용

   - 신입위원을 위한 상임위원회 소개 (https://www.ifla.org/officers-corner/sc-members).

     상임위원 소개를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희망하면 퇴직해도 상임위원이 

될 수 있음

   - 새로운 상임위원회 간부 선거 결과 발표

  · 의장으로 이사벨 니페네거 (Isabelle Nyffenegger) 당선됨.

  · 서기는 프란체스코 만가니엘로 (Francesco Manganiello) 와 리사 사볼라이넨 

(Liisa Savolainen)을 후보로 비밀 투표 후,  리사 사볼라이넨이 당선됨.

  · 공보관 (Information Officer)은 스튜어트 해밀턴 (Stuart Hamilton)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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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2020 국립도서관 상임위원회 액션 플랜(안) 집중분야

   · 표준,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타 실무 자료 개발

     : 디지털 통합 프로젝트 사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플라 웹사이트에 

이를 게재함. 도서관 미션 관련 설문 결과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립도서관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문 결과를 문서로 시각화할 것이며 설문 

업데이트 필요함.

   · 가상 네트워킹 및 커넥션 지원

     : 국립도서관 뉴스레터(NAT-LIB)를 통해 CDNL과 계속해 소통 및 협력 예정임 

   · 국가·지역적으로 도서관 분야에 권한부여

     : 도서관 미션에 대한 설문 조사, CDNL 2019 워크샵 결과, 크리스텔 바이만

(Kristel Vaimann)이 작성한 목록을 활용해 공통 관심사와 도전과제를 바탕으로 

국립도서관 핵심 분야를 도출하고 국립도서관 간 협력 촉진 예정임

   - 커뮤니케이션 방법

   · Basecamp로 문서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컨퍼런스 콜은 Zoom으로 할 것임

   - NILP SIG 보고

   · 이플라에 도서관정보정책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임원선 전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의 

제안으로 2012년 NILP SIG가 설립되었고 임원선 전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이 그룹을 

이끌어옴. 작년 쿠알라룸푸르 NILP SIG 세션은 성공적으로 열렸고 도서관정보정책 

분야에 이렇게 규모가 큰 관심 그룹이 없었음. 그러나 그동안 문화 기관, 정부 기관 

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 추진이 미흡했기 때문에 특별관심그룹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도서관정보정책을 추진하자고 합의함. NILP SIG는 해체될 것이나 도서관

정보정책 관련 일은 다른 세션들이 나누어서 진행할 것임.

   - 저작권, 납본 관련

   · 미 의회도서관은 납본 제도에 대해 문화 보존이라는 목적은 좋으나 개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 납본의 근거, 납본 철학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이야기함. 많은 국립도서관들이 디지털 글로벌 세계에서 납본 제도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음. 국립도서관은 

이용자와 이해 관계자 사이에서 제3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고 국립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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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역설함. 또 자가 출판 납본과 관련해 국가 유산의 

정의는 무엇이며 유튜브가 사라지면 그 컨텐츠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가 필요함.

  - 2020 WLIC :

   · 2020 WLIC 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릴 것임.

   · 위성회의 개최지 전략이 수정되어 2020 WLIC 위성회의는 아일랜드와 영국에서만 

개최될 것임.

   · 2021 WLIC 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릴 예정임.

□ 아시아오세아니아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9. 8. 25.(일), 13:45 ~ 15:45 / (2차) 2019. 8. 28.(수), 13:30 ~ 16:00

 ㅇ 장소 : Business Meeting Room3 / Business Meeting Room 1

 ㅇ 참석자 : 박주옥(자료수집과장) 상임위원 등 25여명

 ㅇ 주요내용

   - Sanjay 분과 의장이 환영 인사를 하고 모든 참석자가 자신을 소개한 후 의장이 

불참자들의 사과 말씀을 대신 전함

   - 2019년 3월 6-9일 개최된 마닐라 미드텀 회의 회의록을 승인함

   - 도서관 사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분과 뉴스레터에 도서관 

행사 정보를 수록하고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가 도서관협회들과 협력할 것임.

   - IFLA 전략과 액션플랜 관련하여, 현재의 액션플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RSCAO 위원 지명과 선거 2019-2023

   ·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마가렛(Margaret)의 상임위원 자리에 새로운 위원을 선출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이와 관련해 마가렛이 지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특수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태평양 지역 섬들을 

대표하는 도서관에 상임위원이 마가렛뿐이므로, 상임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돕자는 의견이 있었음. 

   - RSCAO 2019-2023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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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6개국 22명의 상임위원 (보통 20명)

   ·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2019-2021 RSCAO 의장 및 사무총장 선거 결과는 

의장으로 홍콩의 Ms. Tina (Tao) Yang을, 사무총장으로 Ms. Nor Edzan Che Nasir 확정

   - 2019-2021 정보코디네이터

   · 선출된 위원 중 Dr. Dilara Begum을 정보코디네이터로 지명

   · 커뮤니케이션 역할 수행(페이스북, 웹사이트 등 소셜 미디어와 뉴스레터). 

   - 2019-2021 corresponding 위원 지명

   · 현재 상임위원이 없는 나라에서 수행하길 권장함

   - 이플라 멤버십

   · 이플라 글로벌 비전 담화를 위한 지역 회의에 회원을 늘리기 위해 도서관

과 협회들을 초대함. 도서관 협회와 국립도서관 관련 리서치를 페이스북

을 통해 진행중임

   - 2020 미드텀 회의

   · 2020년 3월 15-17일 레바논에서 개최할 예정. 상임위원들의 역할 관련 메일을 

발송했으니 확인 바람

    · 2021년 미드텀 회의 개최 후보국은 호주. 방글라데시, 타이완

□ 수서·장서개발 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9. 8. 24. (토), 11:15 – 13:15 / (2차) 2019. 8. 28. (화), 08:00 – 10:30
 ㅇ 장소 : Athens College 103 / Business Meeting Room 2

 ㅇ 진행 : Jérôme Fronty(프랑스 국립도서관)

 ㅇ 참석자 : 박주옥(자료수집과장), 윤희정(자료수집과) 등 15여명

 ㅇ 주요내용

   - 상임위원 및 참관인 소개 

   - 2018년 WLIC 상임위원회 결과 및 논의사항 승인

 - 2018년 분과활동 등 연차 보고

 - 2019년 WLIC 참여 세션 소개



- 24 -

 - 2020년 WLIC에서의 분과 활동 계획 공유

 - 오픈 액세스, 디지털 스칼라쉽 등 주제별 그룹 토의

    · 각국 도서관 사례 및 개선 과제 등 공유

□ 도서관 이론 연구 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9. 8. 24. (토), 13:30 ~ 15:30 / (2차) 2019. 8. 26. (월), 10:45 ~ 13:15

 ㅇ 장소 : Athens College 126 / Business Meeting Room 4

 ㅇ 참석자 : 김정은(자료운영과 사무관, 상임위원) 등 20여명

 ㅇ 주요내용

   - 2019-21 회기 임원선출

    ·chair, secretary, information coordinator

   - 신규 상임위원 소개 

   - 2019 WLIC LTR 분과 주최 세션 준비상황 점검

   - Post-conference satellite meeting 준비상황 점검(8.30-31, 로마)

   - 2019-22 Action Plan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 ⌜도서관전문가 교육 개선⌟과 ⌜이민자와 난민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에 

대해 상임위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 조사 계획 

   - 2020 WLIC 세션과 satellite meeting 준비 

    · 다양한 LIS분야의 국제비교 연구를 위해 2020 WLIC를 전후로 1일-1일 반 

정도의 off-site 워크숍이나 pre-conference 추진 예정. Prof. Peter Lor를 

중심으로 전문가 초청강의와 학생을 위한 연구 클리닉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2019-24 IFLA Global Vision에 따라 각 분과별 action plan 작성 및 이행계획 수립

    · 연구방법론과 이민자 정보이용행태 등 두 개의 working group으로 나누어 

연구 수행 예정

    · 김정은 상임위원은 이민자 정보이용행태 연구 그룹에 참여하여 첫 번째 단계로 

각 국가별 선행연구 조사 후 공유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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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9. 8. 24. (토), 11:15 ~ 13:15 / (2차) 2019. 8. 26. (월), 13:30 ~ 16:00

 ㅇ 장소 : Athens College 109 / Business Meeting Room 3

 ㅇ 참석자 : 박철훈(국가서지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등 30여명

 ㅇ 주요내용

   - 2018년 분과활동 연차보고 / Miriam Björkhem (의장, 스웨덴국립도서관)

   - 목록 분과 활동 상황 및 재정회계 현황 등 보고

   - CATS 2018 IFLA WLIC 회의결과 공유

   - CATS 2019 스톡홀름 중간회의 결과 공유

    · 각국 목록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보고

    · 진행 중인 IFLA 표준개발 및 유지관리에 상황에 대한 보고

   - CATS 행동계획 2018-2019 활동 보고

    · IFLA UBC 표준에 대한 추가작업, IFLA 표준의 개발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 다른 IFLA UBC 분과, 특히 서지 분과와 주제 분과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 각 워킹 그룹별 활동 상황 및 결과 보고

    · ISBD 리뷰 그룹 : ISBD 개정 2018-2022에서 제안된 작업에 대한 계획

    · BCM 리뷰 그룹 : 전략적 방향은 전문성의 강화와 장려

   - 주제 및 서지 분과 합동 위성회의 결과 보고 :‘Metadata specialists in the 

machine age’(8/22, 아테네)

    · 메타데이터 제작 및 처리를 위한 원자화 프로세스 및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으로 메타데이터 전문가의 역할이 변화

    · 패러다임 전환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토론

□ 서지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9. 8. 24.(토), 11:15 ~ 13:15 / (2차) 2019. 8. 27.(화), 16:15 ~ 18:45

 ㅇ 장소 : Athens College 108 / Business Meeting Room 2

 ㅇ 참석자 : 박철훈(국가서지과), 독일, 미국, 스웨덴 등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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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내용

   - 2018년 분과활동 연차 보고 / Miriam Nauri (의장, 스웨덴 경제학교도서관)

   - 서지 분과 상임위원 관련 사항

    · 신규 상임위원 소개(미국, 호주, 핀란드 등 7개국)

    · 신규 회원유치 방향(팀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분석, 지역대표가 빠진 곳 등)

   - 2018 WLIC 목록․서지․주제분석 분과 합동 세미나에 대한 평가

   - 8월 28일 수요일의 메타데이터 소셜 이벤트에 대한 안내

   - 진행 중인 워킹그룹과 다른 일반적인 업무 관련 업데이트

    · 국가서지 기관들의 공통적인 관행 / Rebecca Lubas 

    · 국가서지 등록 사례 / Pat Riva

    · 서지 분과 연례보고서 수정 및 업데이트 / Miriam Nauri, Mathilde Koskas

    ·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메일링리스트, 웹 페이지 등) 정보 코디네이터 보고

    · 뉴스레터 편집자 보고 / Jay Weitz

    · 서지 분과 출판물 소개

   - 헤이그에서 보고된 IFLA 전략 및 행동계획 워크숍 결과 보고와 제안된 향후 

행동계획에 대한 초기 논의

    · 헤이그 행동계획 워크숍 결과 보고 / Rebecca Lubas

    · 새로운 IFLA 전략에 대한 서지 분과의 기여 방안 발표와 토론

   - 회원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 새로운 거버넌스 로드맵에 대한 내년의 WLIC 승인이 목표임

    · 분과에서 제기한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

   - WLIC 2020 (아일랜드 더블린, 8.15.-8.21.) 관련 오픈세션 논의

    · 국립도서관 분과와 법적 기탁 프로그램에 대한 파트너쉽 체결

    · 서지를 더 "스마트" 하게 만드는 방법

□ 주제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9. 8. 24. (토), 15:45 ~ 17:45 / (2차) 2019. 8. 29. (목), 08:00 ~ 10:30

 ㅇ 장소 : Athens College 210 / Business Meeting Roo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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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참석자 : 박철훈(국가서지과),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 등 20여명

 ㅇ 주요내용

   - 2019년 분과활동 연차 보고 / John C. DeSantis(의장, 미국 다트머스 대학)

   - 메타데이터 소셜 이벤트 안내(8/28, 아테네)

   - 워킹그룹 활동 결과 보고

    · Genre/Form WG : 존재하는 어휘 목록과 장르/형태와 관련된 서지 기록을 수집

    · Subject Access WG : 사례연구 및 문헌연구가 포함된 보고서를 게시할 예정

   - 분과 뉴스레터 및 커뮤니케이션 보고 / Harriet Aagaard

    · 메타데이터 뉴스레터 2019년 6월 (33p.) 발행, RDA News: Stabilization of 

the english Text 소개, BIBFRAME 보고, 각국 뉴스 등 수록

    · 뉴스레터 및 분과 블로그에 구성원들의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요청

    · 분과 웹사이트가 새로 생성, 분과 블로그의 존폐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

   - IFLA 전략에 대한 논의 2019-2024

   - 분과 행동계획 (2019-2020)

    · 상임위원회의 전략적 방향 활성화에 대한 토론

    · 행동계획의 평가, 영향, 측정, 융통성 및 설문 담당자 결정에 대한 논의

    · 각 기관에서 주제용어 및 RDF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더블린 2020 회의 계획 (2020. 8.15.-8.21.)

    · 오픈세션 관련 지식관리 분과와 협업에 대한 논의 

    · 세션에 수락되지 않은 논문은 보고서에 포함시키거나 사례연구로 조사할 예정

□ 리터러시독서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9. 8. 24.(토), 13:30 ~ 15:30 / (2차) 2019. 8. 26.(월), 16:15 ~ 18:45

 ㅇ 장소 : Athens College 213 / Business Meeting Room 3

 ㅇ 참석자 : 이한림(기획협력과) 등 20여명

 ㅇ 주요내용

   - 상임위원 및 참관인 소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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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 현황 보고: 신임위원(10명) 및 기존위원(8명, 2명 공석)

   - 임원선출 : 분과의장(안드리안 란겐돈크 재선출), 총장(아틀란타 마이어 재선출)

   - 커뮤니케이션 및 소셜 미디어 활동 계획(2019~2020) 논의 

    · 블로그, Literacy Matters! 웹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등 바바라 콤브가 주로 관리

     · 상임위원 간 정보공유·소통을 위해 프랭크 허린빌(상임위원)이 자원하여 해당 역할 담당

   - IFLA 툴킷 및 세계 도서관 지도, SDG* 스토리텔링 관련 내용 공유

    · IFLA 툴킷 : 국가 문해력 및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 IFLA 워킹그룹에서 개발

    · IFLA 세계 도서관 지도 : 2017년 WLIC에서 출범. 전 세계 도서관의 기초 통계

를 수집하여 시각화 및 도서관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정보 제공

    · SDG 스토리텔링 : 도서관의 활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SDG 스토리에 제출. 도서관이 SDG 달성

에 있어 어떻게 기여했는지 세계 도서관 지도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 시작됨.

   - 2019~2020년 실행 계획 논의

    · IFLA 툴킷 관련 지원 계획 : 관련 정보 공유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

    · IFLA 세계 도서관 지도를 통해 각 도서관이 SDG 스토리 공유를 활성화하

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계획 등 논의

   - 2020년 더블린 WLIC 계획 수립 : 프로그램 주제, 다른 분과와 연계 방안 등   

□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9. 8. 24.(토), 15:45 ~ 17:45 / (2차) 2019. 8. 26.(월), 16:15 ~ 18:45

 ㅇ 장소 : Athens College 109 / Business Meeting Room 4

 ㅇ 참석자 : 이한림(기획협력과) 등 20여명

 ㅇ 주요내용

   - 신입 회원들을 위한 상임위원회 소개·인사 

   - 상임위원 현황 보고 및 임원(의장·총장) 선출

   - 상임위원 공석에 대한 방안 검토 및 사임이 필요한 불활성회원에 대해 논의

   - 회원들의 재임과 사임 논의 및 발언권 회원(4명) 지명

   - 2018년 쿠알라룸프르 상임위원회, 2019 도쿄 중간회의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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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2020년 실행 계획 논의

    · 어린이·청소년 관련 진행 중인 프로젝트, 워킹 그룹 등 공유 업데이트

    · 그림책 총서 출판 프로젝트 : 5개 언어로 번역 및 기타 번역 진행

    · IFLA 연례 보고서 수정 관련 논의

    · 상임위원 커뮤니케이션 관련 논의(메일, 웹사이트 등)

   - 각국 및 지역 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젝트 등 정보 수집을 위해 

각 도서관 사서와 해당 분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논의

   - 2020년 더블린 WLIC 세션 주제 및 상임위원회 회의 관련 논의

   - 2020년 덴마크(오덴세) 중간 회의 참석 독려 및 일정 확정

□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장소 : (1차) 2019. 8. 24.(토), 11:15 ~ 13:15 / Athens College 108

 ㅇ 참석자 : 김다빈(자료개발과) 등 20여명

 ㅇ 주요내용

   - 상임위원 및 참관인 소개・인사

   - 상임위원회 현황 공유

    · 신규 회원 소개 및 상임위원회 임무 개정안에 대한 공유 

   -  WLIC 2019 IFLA LPD / LSN 위성 회의 결과 공유

    · 일시/장소 : 2019.8.20.~8.21. / Bibliotheca Alexandrina, Conference Center

    · 주제 : 독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도서관 서비스

                 (Equitable Library Services for Everybody Including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 국립장애인도서관 송지혜 사무관 참가 및 주제발표(Korean Library Service for

Persons with Print Disablility)

   - IFLA(2019-2024) 발전 로드맵 공유

   - 2020년 WLIC 계획 수립

   - 2020년 위성회의(satellite meeting) 계획 수립



- 30 -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9. 8. 24.(토), 13:30 ~ 15:30 / (2차) 2019. 8. 28.(수), 08:00 ~ 10:30

 ㅇ 장소 : Athens College 128 / Business Meeting Room 3

 ㅇ 참석자 : 김다빈(자료개발과) 등 20여명 

 ㅇ 주요내용

   - 상임위원 및 참관인 소개・인사

   - 분과 운영 보고

   - 2019 아테네 WLIC 세션 공지

    · 주제 :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The Uniqueness 

of Dialogue in Silence: Library Service to the Deaf, Hard of Hearing and 

Deaf Blind Community –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 2019 상임위위원회 진행 프로젝트 소개

    ·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지침 개발

    · 난민, 이주자 및 이민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 개발

    ·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성 체크리스트

    · 노숙자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체크리스트

    ·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 2020-2021 WLIC 계획수립

    · (2020) 난민, 이주자 및 이민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주제로 세션 개최

    · (2021) 교도소 수감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주제로 세션 개최

□ 정부도서관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장소 :  (1차) 2019. 8. 24.(토), 15:45 ~ 17:45 / Athens College 214

 ㅇ 참석자 : 신영재(총무과), 영국, 네덜란드 등 20여명

 ㅇ 주요내용

   - 2018년 WLIC 상임위원회 결과 및 논의사항 승인

   - 2019년 상임위원 및 참관인 소개 및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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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참자에 대한 불참이유 및 양해

    · 안건채택

    · 쿠알라룸프에서 개최되었던 결과 공유

    · 정보 코디네이터(Guillermo garcia)로부터 보고  

   - GLS SC 미팅을 위한 안건 선정

   - IFLA 전략 계획 워크숍(헤이그)에 대한 피드백 

    · 2019-2021년까지의 GLS의 활동 계획

   - 각 국가별 정부 도서관의 정책

    · 유럽 연합의 사법 재판소 도서관 : 이탈리아 유럽 연합(ECJ) 사법 재판소 

도서관인 Fabio Pappalardo의 EU 법률문헌의 지식을 전 세계에 전파.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에 따라 인도 시민 역량 강화

       : 라이브러리가 SDG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우간다에서 UN SDG를 홍보하는 정부도서관의 역할 : 정부도서관

        WInny Nekesa Akullo 사례, 우간다의 공공자산관리기관의 공공조달 및 처분

    ·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이탈리아 교육부 도서관

    · 네덜란드 주거도시개발여구소(IHS) 도서관(Nigel Browne) 을 통한 SDG 11 추진  

   - 정부도서관분과 관련 논의

    · 최종 가이드라인 보고/ Jonatha ginn & Anoja Fernanado

    · 로마에서 개최될 화상회의 준비 / Neil Murray & Cinzia

□ 교육훈련 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장소 : 2019. 8. 24.(토), 11:15 ~ 13:15 / Athens College 107

 ㅇ 참석자 : 조설희(디지털기획과 사무관) 등 30여명

 ㅇ 진행: Saif AI-Jabri 의장(술탄대학, 오만), Kendra Albringt 공동의장(켄트대, US)

 ㅇ 주요내용

   - 2018년 2차 상임위원회 회의보고서 검토 및 승인

 - 2018년 분과활동 보고(의장) 및 SET Bulletin 발행 보고(총무)

 - 위성회의 개최 안내 : 글로벌 정보세계 전문가를 위한 문헌정보학 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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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1. 로마 바티칸도서관)

 - BSLISE* 워킹그룹 활동 상황 및 결과 보고

 · 백서 ‘강력한 문헌정보학 교육 구축-글로벌 및 지역활동에 대한 요구’ 

발표(‘18.8.29) : IFLA BSLISE 페이지에 게재    

* BSLISE(Building Stro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문헌정보학 교육을

인정하는 국제적 품질 평가 프레임 워크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 IFLA 교육훈련분과 사이트 개편 보고

 - 각국의 교육훈련 현황 조사 방법 논의 

 - 2019-2020 Action Plan 검토 및 논의

 - IFLA/WLIC 2020 세션 및 사전ㆍ사후회의 운영 논의

□ 정보기술 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장소 : 2019. 8. 24.(토), 13:30 ~ 15:30 / Athens College 101  

 ㅇ 참석자: 조설희(디지털기획과 사무관) 등 20여명

 ㅇ 진행: May Chang 의장(신시내티대학, 미국)

 ㅇ 주요내용

   - 상임위원 및 참관인 소개 및 인사

 - 상임위원 현황 보고 

  · 임기만료예정 위원 소개, 웹페이지 관리자 선출

  · 상임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

 - 2018년 분과활동 및 연차보고서 공유

 - 2019년 WLIC에서의 분과 활동 계획 공유

 - IFLA 정보기술분과 사이트 개편 보고

 - 특별관심그룹 활동 보고

 · Big Data SIG : 사전회의 ‘도서관에서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8.22~23, 독일

국립도서관) 개최, 지식경영분과와 공동 세션 운영, 보존분과와 공동 세션 운영 

 - 정보기술분과의 2019-2020 Action Plan 공유(2차 회의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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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도서관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장소 : (1차) 2019. 8. 24.(토), 13:30 ~ 15:30 / Athens College 109

 ㅇ 참석자 : 신영재(총무과) 등 20여명

 ㅇ 주요내용

   - 2018년 WLIC 상임위원회 결과 및 논의사항 승인

   - 2019년 상임위원 및 참관인 소개 및 인사

   - 상임위원 현황 보고

    · 위원 소개 및 관리자 선출

    · 기존 상임위원 명단 정비 계획 및 신규 상임위원 모집 계획 안내 

    · 상임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

   - 2018년 분과활동 및 전년도 회의결과, 연차보고서 공유

   - 2019년 WLIC에서의 분과 활동 계획 공유

   - 예술도서관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사서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IFLA의 세대교체 필요성 설명 

   - IFLA 2020-2022 계획과 관련하여, IFLA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분과 활

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필요함

   - 각 워킹그룹별 활동 결과 보고

[대회 세션 참석]

□  Newcomers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5.(일), 8:30 ~ 10:00 / Trianti

 ㅇ 참석자 : 윤희정(자료수집과), 이한림(기획협력과), 김다빈(자료개발과),

박철훈(국가서지과), 신영재(총무과)

 ㅇ 주제 : IFLA에 처음 참가하는 신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ㅇ 주요내용

   - 도서관 종류, 도서관 소장자료, 지역, 추구하는 방식과 가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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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분야별 전문가가 IFLA에 대하여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의응답

   - IFLA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소개 및 회원등록 안내

   - 2019 WLIC에 대한 자료 및 관련된 분과에 대한 자료를 얻는 방법 안내

   - Andres Reinoso의 발표 

    · 포스터세션에 대한 소개 및 우수 포스터 세션 선정관련 내용 공지 

    · 포스터 세션 일정 안내

    · IFLA는 세대교체가 필요함을 강조 

    · 2020 WLIC 개최지(아일랜드 더블린) 설명

   - 지속적인 관심과 참가에 대한 감사인사 등으로 마무리 

□ IFLA 하이라이트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6.(월), 08:30~09:30 / Lambrakis

ㅇ 참석자 : 조영주(어청 관장), 이혜용(국제교류홍보팀), 남향(통역) 등

ㅇ 주요내용

   - IFLA의 주요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소개

   - IFLA 회장, 사무국장 및 IFLA 본부 팀 소개

   - LMW(Library Map Working Group)의 활동 소개 

    · 도서관 지형도의 모든 것인 국가 프로필 (도서관 환경 개요, 조직, 정책과 

입법, 교육과 행사)

    - 정보발전 및 접근성 보고서 2019 (Development and Access to Information 

Report 2019) 를 소개함

   - 글로벌 비전은 30,000명의 회원, 190개 유엔회원국, 모든 세대와 도서관 종 그

리고 8,500 가지 이상의 행동을 위한 아이디어가 Global Vision 논의에 기여함

   - IFLA Global Vision 아이디어 스토어 설립에 참여할 것을 촉구

□ IFLA 회장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6.(월), 09:30~11:30 / Lambra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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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석자 : 조영주(어청 관장), 이혜용(국제교류홍보팀), 남향(통역) 등

ㅇ 주요내용

   - IFLA 회장단이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플라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의

   - 변화의 원동력에 영감을 불어넣고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그들을 연결하는 

프레임워크 제시 및 참여자 논의

    · 변화의 원동력으로서의 도서관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업무 방식을 바꾸어야 함. IFLA 전략은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참여자들은 이 전략이 제시하는 미션의 다양한 요소들과 한 조직이 그 조직

의 구성원에게 영감을 주고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구성원과 그 조직이 

속한 분야를 연결하는 것이 그 조직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에 대해 논의함

   - 변화를 위한 담화

    · 로린 패이(Lorin Pai) 피지 도서관협회 서기관은 변화를 위한 담화에서 태평양

지역 도서관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지원 내용을 이야기함. 16개 태평양 지역 

국가가 모여 IFLA 국제 지원 프로그램 (IFLA International Advocacy Programme, 

IAP) 과 태평양 지역 도서관 네트워크 (Pacific Libraries Network, PLN)를 설립

했고 태평양 지역 도서관네트워크는 8개 전략 목표를 세움

    · 만들라 톰벨라(Mandla Ntombela) AfLIA 회장 및 남아프리카 Msunduzi 도서관

서비스 장은 아프리카 지역 도서관과 정보 커뮤니티의 연결을 위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조함

□ IFLA 전략 프로그램 – 비전에서 실행으로

 ㅇ 일시/장소 : 2019. 8. 26. (월), 11:45~12:45 / Lambrakis

ㅇ 참석자 : 조영주(어청 관장), 이혜용(국제교류홍보팀), 남향(통역) 등

 ㅇ 사회 : 제럴드 라이트너(Gerald Leitner, IFLA 사무총장) 

 ㅇ 주요내용

   - 우리 분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인 IFLA Global Vision 논의 후 

완성된 2019-2024 IFLA 전략을 소개. 이는 수만 가지 글로벌 비전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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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기여와 아이디어스토어에 제출한 수천 가지 아

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략임

   - IFLA 전략은 우리 조직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참고모델로서 협력을 촉진하며 서로 다른 분야, 도서관 종류, 다른 수준의 업무 

간 조율을 지원함

   - 모두의 기여 없이 전략을 세울 수 없었던 것처럼 오직 협력, 협회/기관/개인의 

지원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음

□ UNESCO 오픈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6.(월), 16:00~17:00 / Mitropoulos

ㅇ 참석자 : 조영주(어청 관장), 이혜용(국제교류홍보팀), 남향(통역) 등

ㅇ 주요내용 :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관련 최신 성과

   - 도서관과 유네스코의 혁신적인 협력 프로젝트 사례

   - 유네스코의 핵심정보 프로그램 (cross-cutting information for all programme) 

최신 기능 소개. 도서관 정보 정책 이슈를 위한 원스탑샵(one-stop shop) 제공

ㅇ 발표자

   - 팩슨 밴다(Fackson Banda, UNESCO 프로그램 전문가)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어젠다 2030의 일환으로 디지털 형태 포함 기록유산 

보존, 접근성 관련 유네스코 2015 제안 (2015 Recommendation) 을 이행할 것

을 이야기함.

    ·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어젠다의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것

    · 보존 전략으로서의 재난 리스크 줄이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기여하는 

문화 산업, 포용성, 훌륭한 거버넌스 등을 강화하는 문화유산에 집중할 것

   - 스테판 아이퍼트(Stephane Ipert, 아랍중동지역 PAC센터, 카타르국립도서관) 

    · 카타르 국립도서관과 유네스코의 합의로 아랍 지역 기록유산 보존 현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기록유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기록유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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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배(Kwibae Kim, 한국유네스코 국가위원회)

    · 기록유산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로서의 세계기록유산 지역위원회 

(Regional MoW Committees)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계기록유산위원회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Pacific)의 관점을 소개함. 지역

위원회는 기록유산 보존과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프레임워크이며 연수, 

멘토링,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설립을 

도울 수 있음.

□ 국립도서관 분과 세션 - 국립도서관: 진화하는 공간

ㅇ 일시/장소 : 2019. 8. 29.(목), 08:30 – 10:30 / Mitropoulos 

ㅇ 참석자 : 김정은(자료운영과 사무관)

ㅇ 주제 : 국립도서관 공간개선 및 신축 사례 

ㅇ 주요내용

   - 최근 진행된 각국의 국립도서관 공간개편 사례가 소개됨. 

   - WLIC 개최지인 그리스는 2018년 중반에 신축건물을 오픈함. 이전 건물은 소수의 

연구자들만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새로운 도서관은 일반인 뿐 아니라 어린이청

소년에게도 공개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됨. 잠재 이용자

들의 수요파악을 위해 사전조사 단계에서 1,500통 이상의 전화인터뷰를 수행함. 

   - 미 의회도서관의 경우 토머스재퍼슨 빌딩의 웰컴센터를 리노베이션하여 도서관 

방문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영감부여 및 탐구 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임.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새 보존소 건립을 계획중이며, 2021까지 “New Estate 

Strategy”를 수립할 예정임. 리슐리외 관을 리노베이션하여 연구도서관 및 

박물관으로 구성할 예정임. 

   - 이스라엘은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에 오픈예정으로 신축중

이며, 단순 방문자와 어린이를 위한 교육센터도 설치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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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오세아니아분과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7.(화), 8:30~10:30 / Skalkotas

 ㅇ 참석자 : 이한림(기획협력과) 

 ㅇ 주제 : 도서관 - 공간을 창조하라, 대화에 영감을 불어넣어라, 커뮤니티에 권한을 부여하라

 ㅇ 주요내용

   - B@LSH 프로젝트: 중국 교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접근성 높은 독서환경 

조성 / Zizhou Wang 외 2명(중국 베이징대학 정보관리부),  Lu Qiu(중국 베

이징 Tianxiaxi 교육지원센터), Jing Dai(중국 국립도서관)

    · B@LSH 프로젝트는 NGLA(무정부 도서관 협회)에서 농촌 어린이, 학부모, 

교사들에게 독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시작한 독서 진흥 프로젝트

    · 이 프로젝트는 2년간 진행되며, 3단계로 진행됨. 1단계는 NGLA가 문화소외지역을 

선정하여 도서 제공 등 혜택이 필요한 지역의 도서관 및 학교를 선정함. 2단계는 

선정된 도서관 및 학교에 양질의 어린이 도서 및 서가를 기증함. 3단계는 1년간  

운영 후, 우수한 어린이 10~20명을 대상으로 ‘독서별(Reading Star)’이라는 상을 

수여함

    · 각 공공도서관에는 500~600책을 제공하며, 학교도서관에는 학생 당 3~4권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100책을 제공함. 도서 선정은 6가지 기준(사랑, 재미, 이야기, 꿈, 

창의력, 계몽)으로 연령·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정함

    · 이 사업은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학생들의 독서 흥미 자극, 농촌지역 도서관의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도서관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농촌 

지역사회의 문화 및 독서 능력 향상이라는 기대 효과가 있음

    · 하지만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방법 개발 및 기부금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자 함

   - 말레이시아 케다 공공도서관의 난민을 위한 서비스 / Norshahila Hashim 외 2명

(말레이시아 케다 공공도서관)

    · 추진배경: NTA(New Thessalonian Apostolate) 난민 어린이 학교 등 5개의 난민을 

위한 학교가 있으며 총 226명 수용(미얀마 난민 등), 12세까지 학교를 다니며 이후 

생업으로 인해 교육 등 혜택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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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교사, 학생, 부모, 도서관 사서 등 인터뷰 및 관찰을 통해 도서관 

프로그램 피드백 및 의견 등을 수집

    · 도서관 프로그램 : 도서관 투어, 그룹 멤버십(기관별 최대 100책 대출 가능), 어린이 

클럽(난민 어린이와 지역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독서 프로그램), 월간 테마 활동

(만들기, 3D 프린터, 로보틱 등), 학교 축제 연계 활동, 영어 수업 등

    · 기대효과: 도서관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결합, 독서 능력 향상, 교육, 정보제공 등

을 위해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됨

   - 전세계가 함께 고민할 과제 :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허브로써의 도서관 

/ Jérémy Lachal 외 1명(프랑스 국경 없는 도서관)

    · 프랑스 국경 없는 도서관에서는 IOM(국제이주기구), 데니쉬 난민 협회 등과 

협력하여 Ideas Box를 개발

    · Ideas Box를 해체하면 인터넷·멀티미디어 센터, 문화 센터, 법률적인 안내센터, 

취업 센터, 교육 센터 등의 장소로 활용 가능

    ·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방안 : 90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만족을 얻기 어려움. 스탭들의 지역사회 편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을 스탭으로 참여시키고,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 만들기, 사진 등을 활용하는 활동 등을 진행

    · 기대효과 : Ideas Box가 개발도상국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공간, 지역사회 

소통 공간으로 인식됨.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지역사회 활동·소통 공간 제공 

   -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중심지로써의 카타르국립도서관 : 신생 공공도서관

으로써의 성과 / Virgilio G. Medina Jr 외 1명(카타르국립도서관)

    · 2018년 4월 개관하여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등 국립도서관의 역

할 수행. 연간 48만 명 방문, 웹사이트 이용자 37만 명, 연간 757건의 도서관 행사 진행

    · 어린이·청소년 부서에서 어린이(0~11세) 및 청소년(12~18세) 2개 과로 나누어 운영

    ·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시설 : 비디오게임 룸, 컴퓨터 소프트웨어 룸, 뮤직 스튜디오 룸, 

3D 프린팅 및 메이커스페이스 룸, 사진 및 필름 관련 룸, 1인용 리딩룸 등 

    · 매달 말 프로그램 통계 작성, 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학교·대학·박물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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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 강의 및 교습 분야(리더십 컨퍼런스, 청소년 토론 그룹 등)가 1순위로 인기가 있으며, 

공예 및 창의력 분야(금속 공예, 캘리그라피 등)가 다음으로 인기가 있음

    · 연간 도서관 프로그램 계획 및 프로그램 카테고리, 매월 참석률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프로그램을 연구·발전시킬 계획에 있음

□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9(목), 10:45~12:45 / MC3

 ㅇ 참석자 : 조설희(디지털기획과 사무관)

 ㅇ 주제 :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지원하는 국가 정보 및 도서관 정책

    - 의장 : 원스턴 로버츠 (Winston Roberts,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상임고문)

  ㅇ 주요발표내용

    - UN SDG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보 및 도서관 정책 : 스위스의 사례

      / 조세핀 지그리스트 (스위스 국립 도서관 협회)

    · 스위스에는 도서관에 대한 연방 법률이 없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또한 존재하지 않음 

    ·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매일 매일의 일들이 SDGs를 달성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도서관이 SDGs 달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한 실정임 

    · 스위스 국립도서관협회(Bibliosuissen, National Swiss Library Association)는 

도서관계에 SDGs를 이루는 도서관의 역할을 알리고, 가르치고 코치하는 

워킹그룹인 'Biblio2030'을 시작하였음 

    · 'Biblio2030'는 SDGs를 도서관계에 인지시키고, 사서들이 그들의 일을 SDGs와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기사, 웹사이트, 강의, 자료활용(리플렛, 체크리스크 등), 도서관 

직원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 SDGs와 연결된 도서관의 활동들을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음. 모범

사례를 공유할 플랫폼을 만들고 서로 간에 배울 기회를 제공함. 이 과정에서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역시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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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사례>

      · Tablet Heroes : 스마트 폰, 태블릿, e-리더기 사용법을 배우는 십대와  

시니어 간의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SDG 4, 10, 11)

      · Grainlibrary : 비엘(Biel)시의 그린라이브러리는 씨앗을 대출하고, 이용자는 

작물을 수확 한 후 새로운 씨앗을 도서관으로 가져옴(SDG 15)

      · 개방형 냉장고 :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음식을 가져오고 누구나  

그 음식을 가져갈 수 있음.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SDG 12)

      · Buchstart : 새로 태어난 모든 아기는 첫 번째 책과 도서관 초대장을 받게 됨, 

스토리 북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임(SDG 4, 11)

    · 스위스 도서관 협회는 대출에 대한 로열티(royalty on borrowing) 구현과 

학문 분야에서의 두 번째 출판(second publication)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개정에 도서관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음.

   - 도서관과 지속 가능성 / 캐나다 연방 도서관 협회 

    · 캐나다 연방 도서관 협회(Canad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Fédération 
canadienne des associations de bibliothèques (CFLA-FCAB)는 SDGs 지지를 위한 

첫 번째 전략 플랜 2019-2020 마련

    · 캐나다 연방 도서관협회는 캐나다의 SDGs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차기 정부에 4년 

동안 8억 달러의 도서관 투자 요청(사회경제적 장벽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디지털 

문해력 등 공평한 접근 기회 제공, 원주민 커뮤니티에 디지털, 물리적 인프라로서의 

도서관 등)

    · 원주민 지식과 언어 보존을 권장하고 있음(원주민 지식과 언어에 대해 

모든 유형의 매체로 토착 지식 접근, 이용, 보존 가능해야 함)

    · 캐나다-미국 멕시코 저작권 협정(CUSMA)의 연장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상쇄하고 

공정한 거래내에서의 복사와 보존을 위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만들 수 있는 

공공 정책 개발을 권장하고 있음(보조금 프로그램, 세금 인센티브, 출판사가 전

자책을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가격 책정 및 라이센스 조건 마련, 

디지털화 및 디지털 대출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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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가 있는 캐나다인에게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 할 수 있도

록 주장함(캐나다 저작물의 10% 미만, 토착 저작물의 5%만이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 목록분과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7.(화), 13:45~15:45 / Skalkotas

 ㅇ 참석자 : 박철훈(국가서지과) 

 ㅇ 주제 : 데이터 다이얼로그 : 변화하는 세계 속의 메타데이터 협업

 ㅇ 주요내용

   - 라트비아 출판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 / Dace Ūdre(라트비아 국립도서관) 

    · 라트비아 국립도서관은 출판자를 위한 포탈을 개발하여 출판자들이 포탈에서 

국제식별자 및 UDC 분류번호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음

    · 포탈의 데이터는 국가서지, 종합목록, 국립디지털도서관 등에 사용되고 통계

자료, 연구 등에도 활용되었음

    · 라트비아 국립도서관과 출판자들 간의 협력이 강화되었고, 메타데이터의 

자동생성과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주었음

   - CoumunidadBNE / Elena Sánchez Nogales(스페인 국립 도서관)

    · 스페인 국립도서관은 디지털 콜렉션과 데이터 자원의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소싱 프로젝트인 ComunidadBNE를 런칭

    · ComunidadBNE는 일반 대중과의 협업을 위한 디지털 환경으로 고안되었고, 

이미지의 출력, 다른 업무와의 연계, BNE의 링크드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데이터 소스 간에 효율적인 통합 등을 위한 특별한 기능들로 디자인되고 

개발되었음 

    · 현재 298명의 사용자와 4,475명의 기여자가 활동 중이고 제공되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효과적인 도구로 판명되었음

    · 스페인 내전 사진, 19세기 극장 포스터, 장 로랑의 사진작품, 1896년 헌법 

제정에 관한 연구자료, 음악그룹 전거 작업 등의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있음 

    · BNE프로젝트는 현재 두 번째 개발단계에 있고, 2019년에 새로운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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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프레젠테이션 옵션이 제공될 예정

    - HEAL-Link and HELIX 개방 협업의 가능과 오픈 액세스를 통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증진, 그리고 개방 과학에서의 연구 기반시설 참여 

     / Leonidas Pispiringas(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

    · HELIX(Hellenic Data Service)는 데이터 집약적인 연구의 전체 공정을 수용

하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원하는 국가 전자 인프라 서비스

    · 공유 및 활용의 가치가 높은 다양한 학술 데이터를 저장, 관리, 발견, 처리, 

분석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안정적인 시스템을 지원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주며, 검색의 단일 점근점을 

제공하고, 출판물과 소프트웨어와 링크된 고가치의 학술 데이터 자산을 

공유하고 활용함

    · HEAL-Link(Hellenic Academic Libraries Link)는 그리스 학술 출판 환경을 

계획하고 계발하기 위해 활동하는 컨소시엄임

    · 디지털시대의 오픈 액세스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식을 강화함

    · 전략적 목표는 오픈 액세스를 통해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학자들

의 디지털 기술을 배양하며, 오픈된 학술연구 기반시설에 참여하는 것

    · HEAL-Link와 HELIX의 협업은 학술적 산출물의 활용과 학술적 절차의 

가속화, 학문적 의사소통의 새로운 진화단계를 보여줌

   - 이 작은 것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 Cohen Ahava(이스라엘 국립도서관)

    · 다언어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기존에 각 파일마다 목록언어별로 4개의 

개별 섹션으로 구성되어 다른 언어 간의 통합검색이 불가능하였고,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은 통합검색을 위해 전거 데이터베이스 NNL10을 개발함

    · NNL10은 미래의 링크드 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기초모델이 되었으며, 

메타 데이터는 개발자와 Wikimedia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

    · 다국어 및 멀티 스크립트 전거 파일은 유명한 Alma ILS 내의 협업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영감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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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분과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9.(목), 10:45 ~ 12:45 / Mitropoulos

 ㅇ 참석자 : 김다빈(자료개발과) 

 ㅇ 주제 : 서지 분과 특별 강의

 ㅇ 주요내용

   - 새로운 형식의 스웨덴 국가서지시스템 Libris XL 소개

    · 2018년 6월 기존 MARC21 기반의 국가서지시스템인 Libris를 Linked Data 

개념의 Libris XL로 개편

    · 기존 MARC 데이터를 Linked data 기반으로 변환하여 API를 통해 데이터 제공

   - 호주국립도서관 AUSTLANG National Codeathon

    · 호주 원주민 언어 데이터베이스인 AUSTLANG은 방언, 원주민 언어 등 

120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를 포함하는 언어 시소러스임 

    · 2019년 호주국립도서관,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어학연구소(AIATSIS), 

Trove, 호주도서관 등이 원주민 언어를 식별하고 코드화 하고 있음(현재까지 

465개의 언어코드 생성)

    · Australian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ANBD)에서 하나 이상의 AUSTLANG 

코드가 부여된 도서관 레코드 수는 8,017건

    · 2018년 10월 미국의회도서관이 AUSTLANG을 MARC언어코드에 추가하는 것을 

승인, 그 이후부터 MARC 서지데이터 041tag에 ‘aus’대신 각 원주민 언어 코드

를 부여하고 있음

□ OCLC 심포지엄

 ㅇ 일시/장소 : 2019. 8. 25.(목), 13:45~15:45 / Banqueting Hall

 ㅇ 참석자 : 박철훈(국가서지과) 

 ㅇ 주제 : 도서관 주문형(on-demand)서비스와 오픈액세스

 ㅇ 주요내용

   - 이용자 요구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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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들은 도서관 자료이용 절차가 온라인 쇼핑만큼 빠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자료를 신청하고 배송받기를 원하고, 반납 

방식 또한 간단하기를 원함

   - 주문형 도서관(library-on-demand)

    · 이용자들의 변화하는 기대를 지원하기 위해 OCLC는 "주문형 도서관

"(library-on-demand)방식을 구상 

    · 주문형 도서관은 자동화된 작업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직관적 발견을 보장하며, 연계된 장서들을 안내함

    · 이러한 기능은 검색이 중요한 "오픈 액세스 세계"에서 더욱 중요

   - 오픈 액세스 관련 연구결과 보고

    · 오픈 액세스의 규모는 2015년 이전 25%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에 47%로 

증가하였고, 2040년에는 모든 기사가 100% 오픈 액세스로 출판될 것으로 전망

    · 오픈 액세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커지고 있고, 이러한 평가와 지지에 대해 

규모에 맞는 데이터 정책이 필요함

    ·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색에 대한 연구와 메타데이터의 표준화임

   - Unpaywall(서비스 구현사례)

    · 5만 명 이상의 게시자 및 리포지터리에서 오픈 액세스 자료를 수집, 2천4백만 

이상의 무료 학술 논문 데이터 제공

    · DOI 링크 평가에서 독보적인 엄격함을 자랑함

□ 신문과 미디어 분과 + 디지털인문학-디지털스칼러십 SIG 합동세션

   : 뉴스미디어와 디지털스칼라십 

 ㅇ 일시/장소 : 2019. 8. 25.(일), 13:45 – 15:45 / MC3

 ㅇ 참석 : 김정은(자료운영과 사무관)

 ㅇ 주제 : 신문자료의 디지털화와 이용

 ㅇ 주요내용

   -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서 신문자료의 디지털 보존을 위해 대규모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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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연구자 및 일반 이용자들의 뉴스미디어의 활용과 이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사례 소개 

   - 미국중서부 지역에서 1841-1983 기간 동안 발간된 신문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미지기반 검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VISE(VGG Image Search Engine)을 

활용하여 테스트한 연구결과가 매우 인상적임 

   · 이는 LC가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고신문 DB인“Chronicling 

America”가 단순히 원문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연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젝트임. LC는 “Beyond Word”프로젝트1) 및 

각종 경연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나 개발된 툴을 다시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디지털인문학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함 

    - UNT 도서관의 디지털신문 아카이브 이용 데이터 분석 내용은 신문아카이브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함

□ 수서와 장서개발 분과 + 디지털인문학-디지털스칼러십 SIG 합동세션  

   : 디지털스칼라십과 장서개발

 ㅇ 일시/장소 : 2019. 8. 27.(화), 13:45 – 15:45 / Lambrakis 

 ㅇ 참석자 : 김정은(자료운영과 사무관)

 ㅇ 주제 : 디지털인문학과 연계한 수서 및 장서개발

 ㅇ 주요내용

   - 디지털인문학 또는 디지털스칼라십은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기본으로 함.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 장서는 데이터이거나 데이터화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도서관의 다양한 활동 사례가 소개됨 

   - Open Greek and Latin2)(이하 OGL)은 무료공개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임. OGL의 여러 컬렉션중 하나인“The First Thousand Years of 

Greek”의 구축과정을 소개함. 

   · 디지털화 대상이 되는 자료는 OCR 판독 후 수정과정을 거쳐 TEI-XML 형식

1) http://beyondwords.labs.loc.gov/#/

2) http://www.opengreekandlat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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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환되어 제공됨. 수정작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참여로 텍스트 수정이 이루어 졌으며, 전 과정은 로그파일로 축적되어 OCR 

판독률 향상에 활용됨. 

   - “Style Revolution”3) 은 컬럼비아대학 도서관들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참여한 

합동프로젝트로 1797-1804년 사이에 출간된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JDM)

의 삽화 아카이브임. 단순히 저널의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삽화

와 관련된 색채, 부속품, 장식품, 소재, 용어, 시대 및 지역 비교 등 분석 내용

을 제공함. 구축과정에서 사서는 각 분야 전문가와 담당자를 연결할 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식과 웹사이트 디자인 전반에 걸친 조언 등 디지털스칼라십 

시대의 사서의 역할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줌. 

□ 통계와 평가 분과 세션 : 사서를 위한 평가 및 데이터 시각화

 ㅇ 일시 : 2019. 8. 28.(수), 13:45 – 15:45 / Banquet Hall
 ㅇ 참석자 : 김정은(자료운영과 사무관)

 ㅇ 주제 : 주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시각화 전략 및 기법

 ㅇ 주요내용 

   - 도서관에서 발생하거나 측정하는 각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화 기법이 활용되고 있음. 

   - 평가와 측정을 위해 활용되는 지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원칙으로 

BellagioSTAMP(Bellagio Sustainability Assessment and Measurement 

Principles)가 소개됨. 이는 다음 8가지 원칙에 기반함. : ①비전 지향 ②핵

심고려사항 ③범주의 적정성 ④체계와 지표 ⑤투명성 ⑥효과적 의사소통 

⑦광범위한 참여 ⑧연속성과 수용력

   - 캐나다 연구도서관 협의회 데이터시각화 툴킷4)은 데이터시각화 작업시 참고할 

좋은 가이드임. CARL이 제안하는 데이터시각화를 위해 사전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①왜 데이터시각화가 필요한가 ②청중은 누구인가 ③데이터시각화를 

3) https://stylerevolution.github.io/

4) https://guides.library.mun.ca/CARLDataVisualizationToolki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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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④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⑤최선의 형식

은 무엇인가 ⑥어느 정도의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이다. 

 □ 정보리터러시 분과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8.(수), 11:45~12:45 / Trianti

 ㅇ 참석자 : 김다빈(자료개발과), 박철훈 (국가서지과), 신영재(총무과)

 ㅇ 주제: 저작권 교육

 ㅇ 주요내용

   - 도서관 협회는 실무자 역량 교육에 저작권 교육을 포함하고, 도서관 분야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도서관 협회는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무자에게 이와 관련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저작권 리터러시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분담

    · IFLA : 저작권 교육과 관련한 각 국의 도서관 협회 활동을 지원

    · 도서관 협회 :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저작권 관련 교육 기회 제공

    · 도서관(실무자) : 이용자 교육

  - IFLA 지원 계획 

    · 사례조사(2019년 여름, 가을) : 25개 국가의 28개 도서관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 웹사이트 분석, 도서관 직원 인터뷰 등

    · 협회 지원 방안 개발 (2020년)

□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9.(목), 13:45~15:45 / Banqueting Hall

 ㅇ 참석자 : 이한림(기획협력과) 

 ㅇ 주제 :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기회와 과제

 ㅇ 주요내용 

   - 섞어보자! 전통적인 독서진흥과 코딩 / Benjamin Scheffler(독일 베를린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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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 공공도서관은 독서진흥을 위해 STEM(과학(S), 기술(T), 공학(E), 수학(M)) 

관련 활동이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강조함. 또한 오늘날의 독서는 전자책 등의 

오픈링크 등을 참고하며 텍스트를 탐험하는 형식의 읽기가 필요

    · 베를린 공공도서관은 만화책, DVD, 토니박스*, 태블릿, 컴퓨터 등 아이들이 좋아하

는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로봇,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 등을 소개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 제공 

* 토니박스: 피규어와스피커로이루어져있으며, 피규어를스피커위에올리면사운드북등다양한소리발생

    · 초등학생 대상 베를린 공공도서관 코딩 워크숍 : 태블릿을 활용하여 “Word 

Factory”라는 앱과 미니 로봇인 “BlueBots”를 연결하여 단어 탐색 활동

    · 초등학생 5~6학년 대상 ‘오즈의 마법사’ 워크숍 : 펜과 연필을 활용하여 코딩을 하고, 

미니 로봇인 “Ozobots”이 선과 색을 인식하여 로봇을 그림과 연결하는 코딩 활동

    · 어린이들이 미디어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경험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깨닫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

   - 도서관 e-북 어린이용 앱, Bibblix / Salomon Hellman(스웨덴 스톡홀름 도서관)

    · 200명의 어린이들이 테스트에 참여하여 어린이용 전자책 및 앱을 개발하였고, 

스톡홀름 등 스웨덴의 3개 도시가 협동하여 앱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100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참여 의사를 밝힘 

    · 2016년에 개발된 어린이용 앱은 6~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 가능하며, 도서는 어린이들의 독서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하

여 추천받을 수 있음

    ·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전자책을 모바일로 읽기 위해서는 Adobe ID가 필요한데 

13세부터 발급이 가능하여, 자체적으로 전자책 뷰어를 설치하여 Adobe ID 없이 

이용하도록 함

    · 최근 도서관 행사, 최신도서 등을 팝업으로 안내하여 앱이 항상 업데이트 될 수 있

도록 함. 향후 농촌지역의 도서관에서도 해당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러시아 국립청소년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모바일 매체를 활용한 전자 서비스 / 



- 50 -

Anton Purnik(러시아 국립청소년도서관) 

    · 이메일을 활용한 도서관 알림 서비스 시행 : 로봇을 활용하여 반납일자 알림, 

최신 도서관 뉴스 등을 알려주고, UI는 사진 및 그래픽 등을 포함하여 간결하고 

보기 편한 형태로 전송

    ·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챗봇 서비스 시행 : 도서관 최신 뉴스 알림, 이용자가 

찾는 도서 목록 제공, 도서 검색, 도서관 이용증 온라인 내려받기 기능 등 제공

    · 모바일 버전 웹사이트 개선 : 빠른 접속, 한 손으로 쉽게 탐색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 웹사이트 제작 및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가능 할 수 있도록 개발

    · 아이폰의 Wallet 형태의 도서관 이용증 개발 : 도서관 이용자는 이름, 바코드 

등이 담긴 도서관 이용증을 Wallet 형태로 다운받고, 도서관 최신 뉴스, 반납

일자 등 안내 및 도서관 입출입 등이 가능

* 아이폰의 Wallet 기능(前 Passbook) : 카드, 여권, 쿠폰, 티켓 등에 대한 전자 사본을 저장

하는 기능. 이용자는 Wallet에서 생성한 스크린을 통해 이용 가능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분과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6.(월), 13:45 ~ 15:45 / Skalkotas

 ㅇ 참석자 : 김다빈(자료개발과)

 ㅇ 주제 :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ㅇ 주요내용(1) 

   -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보편화되었지만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매우 부족함

   - 이를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소통 방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시청각장애인 중 60%는 청각장애에서 시작되었으며 수어를 사용했음

   - 이 후 시각장애를 동반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소통 수단으로 촉각수어를 사용함

   - 도서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수어통역사들에게 촉각

수어를 훈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주요내용(2)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침(2000)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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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지침은 정보기술, 소셜미디어, 촉각수어 등을 반영하여 확장되어야 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해 사서, 도서관 및 유관기관 등에 

개정된 지침서를 제공해야 함 

   - 또한 시청각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제시해야 함 

   -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2018-2019)

    · 도서관 프로그램(워크숍, 강좌 등), 서비스(수어 및 촉각수어 통역사의 여부), 대체

자료, 도서관 시설 등에 대한 설문 항목이 포함됨 

   - 북미(4), 남미(1), 호주(2), 아시아(1), 유럽(16,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슬로베

니아, 크로아티아 등)에서 설문 응답

   -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 예정 

ㅇ 주요내용(3) 

   - 마라케시 조약은 2013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비준한 국제조약으로 저작

건자의 허가없이도 시각장애인 등 독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임

   -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만 적용

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으로 조약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

□  표준위원회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6.(월), 16:00~18:00 / Skalkotas

 ㅇ 참석 : 김다빈(자료개발과)

 ㅇ 주제 : 표준 업데이트 

 ㅇ 주요내용

   - 표준 위원회는 1개의 서지위원회, 3개의 Review Group로 구성됨 

    · 위원회 : LIDATEC(Linked Data Technical Sub-Committee)

    · Review Group : 서지학적 개념 모델, 국제표준서지기술, UNIMARC

   - IFLA 서지학적 개념 모델 그룹



- 52 -

    · IFLA의 서지학적 개념 모델의 유지 및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

    · LRM(Library Reference Model)은 2017년 IFLA 전문 위원회가 승인한 도서관 

참조모델로 FRBR을 대체함 

    · 현재 FRBRoo의 개정에 초점 

    · FRBRoo는 CIDOC CRM과 연계된 온톨로지로 박물관 분야와 협력을 위해 개발

    · LMRoo는 IFLA LRM(Library Reference Model)의 객체지향 버전으로 FRBRoo의 

후속 버전이라 볼 수 있음

   - 국제표준서지기술[ISBD: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그룹

    · 전 세계 출판물의 서지에 대한 표준인 ISBD 유지를 지원함

    · 2018년 승인된 IFLA LRM(Library Reference Model)에 따라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20년 4월에 새로운 표준을 발표할 예정임

   - UNIMARC 그룹

    · UNIMARC 목표는 도서관이나 서지를 다루는 기관들 간의 국제적인 서지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현재 이 그룹은 UNIMARC을 온라인 또는 링크드 오픈 데이터로 발행하는 것에 초점

   - Linked Data Technical Sub-Committee(LIDATEC)

    · IFLA 전문 분과의 표준 제정과 링크드데이터 및 네임스페이스 활동을 지원

    · 네임스페이스는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집합체

    · IFLA 네임스페이스(iflastandards.info) : IFLA LRM 용어, PRESSoo 용어집, 

LRMoo 용어집, FRBRoo 용어집 추가 예정임

□ 족보 및 지역사 분과, 아시아오세아니아 분과,  도서관 역사 특별 

관심그룹 합동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9.(목), 13:45~15:45 / Trianti

 ㅇ 참석자 : 윤희정(자료수집과)

 ㅇ 진행 : Cecilia Salvatore(미국 River Forest)

 ㅇ 주제 : 도서관의 주요 정보 서비스로서의 지역사 및 계보학, 구술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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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내용

   - 발리인(Balians) : 지역사 보호 및 발리섬의 세대간 계통적 역사(genealogical history) 

추적 / Ari Kurnia(인도네시아 아이르랑가 대학교)

    · 발리인 계보학(genealogy)의 주요 문제는 가계 정보 기록과 관련된 활동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에 이 사회의 기억에 공백이 있다는 것임. 

발리인을 도와 이들의 전통을 보존하고 필사본 보존 및 보호 활동, 또는 기

타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도서관과 다른 문화 기관들의 역할 및 책임임

   - 유산과 혁신 : 아카데미 도서관의 향토자료 수집 / Shunqing Wang, Jilong 

Zhang, Ziye Ma(중국 푸단 대학교 도서관) 

    · 푸단대학교 도서관은 현재 지역 역사의 보존 및 지역의 학교와 공동체들의 

도서관 특별 소장자료 적극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8년 중국 현대사회

생활기록원을 설립하고 중국 현대 사회생활 데이터 플랫폼(Contemporary 

Chinese Social Life Data Platform)을 구축하였으며 콘텐츠와 다국어 페이지는 

물론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더욱 업그레이드할 예정임.

   - 기록 연구 프로젝트 : 아테네 역사의 일환인 아테네 시립 도서관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 Georgia Antonopoulou, Vasiliki Sfika(그리스 아테네시 Historical Archives)

    · 아테네 시립 도서관은 지역 사회가 지닌 지식의 보고이며 동시에 지역 사회와 

상호 작용을 하는 요체로서,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이 지식에 접근

할 수 있게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하였으며 그리스 전역의 작은 도서관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초-지방적인 역량을 발휘하였음. 기록 보관소 문서에서 

발견된 정보는 도시의 문화생활에서 이 도서관의 존재 필요성을 밝혔던 제도적 

정책들과 정치적 우선순위들을 보여주고 있음.

   - 아프리카의 구전역사: 중요 지식 보존 / Cherie Bush, Russell Lynch(미국 

FamilySearch International)

    ·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은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정보를 구술로 공유하는 

전통이 있음. 글로 작성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구술 역사가 

계보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임.   

    · FamilySearch는 2004년에 계보학적 내용과 함께 구술 역사들을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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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현재 계보학적 정보를 글로 기록하고 이 기록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재함.

   - 혁신적인 개발 경로 채택을 통한 난관 극복 : 후베이성 도서관의 족보 컬렉션 

/ Zhiyi Fan(중국 후베이성 도서관)

    · 후베이성 도서관은 자원 채널의 확대, 교환 플랫폼 구축, 고(古)족보 무료 

복원 서비스, 디지털화 등 혁신적인 조치들을 채택함으로써 족보 수집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 또한 족보 전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뿌리 추적을 도와주고 다양한 학술 연구 활동을 용이하게 함.

□ 지식관리분과, 정보기술분과, 빅데이터 특별관심그룹 합동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6.(월), 11:45 ~ 13:45 / Mitropoulos

 ㅇ 참석자 : 조설희(디지털기획과 사무관)

 ㅇ 주제 : 데이터 마이닝 및 인공지능: 도서관 및 정보기관의 정보서비스와 

지식경영 혁신을 위한 AI와 데이터 마이닝 

 ㅇ 주요내용

   - 데이터의 정보 전환, 정보의 지식 전환 / Philip E. Schreur(미국 스탠포드대학)

    · 기존의 도서관의 전통적인 MARC 형식에서 웹에 기반한 모델로 전환시 링크드 

데이터 전환 필요성과 어떻게 통제된 표제를 지원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함

    · 생성과 관리가 엄격히 통제되는 도서관 전거와 Wikidata의 식별자가 허용 

가능한 대체물이 될 것인가? 등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링크드 데이터는 도서관의 

메타데이터를 웹상의 의미있는 데이터와 연계하여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임

    · 스탠포트 대학의 Yewno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본문 텍스트, 기사, 오픈 

웹 리소스 등 이용 가능한 전체 텍스트를 분석하여 연구자에게 시각화된 

서비스로 제공하며 본문 텍스트에 접근이 가능함

    · 발견과 접근의 급변하는 시대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통제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여 확장하고 

있는 텍스트 자원에 지속적으로 접근하여야 함

   - 텍스트 마이닝, 개체 연결 : NLB’s 사례 / Min Hoon Ee(싱가폴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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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형 데이터에서의 개체 추출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적용 사례 소개

       자연어처리, 개체명 인식(NER) 프로세스, 품사 태그 지정 등

    · Knowledge Graph 구축을 위한 싱가폴국립도서관의 지식베이스 활용

    · RDF 기반의 지식베이스를 활용한 검색 기능 강화 및 NAS(국가기록원),   

NHB(문화재관리국), NGS(국립갤러리)의 자원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OneSearch10 포털의“Knowledge Panel”소개

    · 다양한 자원 연결을 위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오픈소스 등을 활용

할 수 있는 직원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디지털도서관의 새로운 기능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검색 기능 향상 / 와타루 

사토미(일본국립국회도서관) 외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차세대 디지털도서관 시범서비스(dl.ndl.go.jp) 소개

    · OCR(ABBYY FineReader12, Omnipage Ultimate 19.0)을 이용한 원문검색 기능

을 통하여 기존 검색서비스에서 찾을 수 없었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음

    · 삽화 자동 절단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이미지 검색 기능으로 텍스트 검색이 

어려운 자료의 검색 및 삽화 발췌 서비스 제공

    ·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기반의 딥러닝 방식을 적용한 산화

자료의 화이트닝을 통해 이미지 가독성 및 복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기계학습을 통한 목차 페이지 추출 및 목차 링크 자동 생성 기능은 OCR 

인식 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보완이 필요, 수동 생성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큼

    ·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

으로 차세대 디지털도서관 개발 및 기능 향상 도모

□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분과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7.(화), 13:45 ~ 15:45 / Trianti

 ㅇ 참석자 : 조설희(디지털기획과 사무관)

 ㅇ 주제 : 보존과 공유: 지역사회의 시청각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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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내용

   - 아카이브에서 사진필름과 슬라이드의 복원 / Cristina B. Villanueva(필리핀 

바기오 대학)

    · 대학 기록보관소는 코르딜라 지역 다양한 민족의 역사, 문화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개인 소장 사진, 슬라이드, VHS, 

녹음자료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수집하여 새로운 활용가치를 부여함

    · 30년대 미국인 민속학자가 기록한 사진컬렉션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함. 기자 및 행정가 출신인 사보이의 컬렉션은 가장 큰 사진 

컬렉션으로 약 5,000점의 사진과 영화필름이 있으며 현재 1,515점의 사진이 

디지털화 되었음. 다른 컬렉션인 칼링가의 치유와 종교 의식을 기록한 슬라

이드 등은 자료의 독특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자료가 많음. 

영상자료 등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이 시급함.

    · 기록관에 소장된 사진과 슬라이드는 잊혀져가는 코드딜라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디지털화를 시작함. 이 독특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코드딜라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임 

   - 혁신 유산, 싱가포르 이야기 / Malarvele Ilangovan(싱가폴도서관위원회)

    · 싱가포르의 가장 작은 원주민인 타밀족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능동적 참여와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가기록원이 적략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함

    · 1965년부터 2015년까지 싱가포르 타밀문학 작품 353책을 디지털화하여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BookSG에서 서비스하고 있음

    · 싱가포르 타밀 극장, 싱가포르 타밀 음악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출판 및 미발표 작품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 등의 참여를 통해 주석 등을 달아 디지털화함.

    · 도서관은 자료수집 및 선정, 저작권 허가, 목록 작성, 영어와 타밀어의 

주석 작성 등을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하고, 자료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목록규칙, 서비스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함

    · 이 프로젝트를 지역사회와 도서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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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을 위한 성공적인 협력 사례임

   - 작가들의 생활 :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VR 실험 / Elnaz Tadayon 

Mansouri(호주)

    · 호주 도크도서관과 모나쉬대학은 제인 오스틴 200주년 기념 전시인 “By A Lady”

에서 작가와의 공감을 높이기 위하여 VR 기술을 활용하여 작가시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둠

    · 콘텐츠는 18세기 후반으로 돌아가 저자와 연결된 것처럼 느끼도록 건축, 

의상 등 문헌자료를 근거로 세밀하게 제작함 (VR에 사용된 기술 설명)

    · 도서관에서의 신기술 활용은 필수임. 306도 뷰 등 가상현실을 통해 이용자들은 

과거 작가들과 공감대를 높이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지역사회를 위한 갈라파고스 아카이브 / Edgarado Civallero(찰스 다윈 재단, 에콰도르)

    · 1964년에 출범한 찰스다윈연구소(CDF)의 도서관은 훈련된 사서들에 의해 

관리되는 갈라파고스 군도의 유일한 도서관으로 지역 정보와 섬에서 개발된 

세계적인 과학연구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기록보관소에는 CDF와 섬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연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도서 등 독특한 사진과 

슬라이드 등을 소장하고 있음

    ·‘갈라파게아나’를 통해 CDF의 생물학적 DB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료도

        공유하여‘갈라파고스의 지식 웹’서비스 제공 예정임   

    · 기록보관소의 시청각 자료는 이 섬의 지난 60년간의 과학 활동을 잘 기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며 구술 역사 프로젝트 또한 시청각 컬렉션에 추가될 것임

    · CDF는 지역사회에 소장된 가족사진부터 다양한 문서들을 수집하여 갈라

파게아나 등을 통해 공개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라파고라스의 역사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도서관 건물 설비 분과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8.(수), 08:30~10:30 / Lambra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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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참석자 : 조설희(디지털기획과 사무관), 이한림(기획렵력과), 박철훈(국가서지과)

 ㅇ 주제 : 도서관 디자인(건물과 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증강현실 기술 및 장비

 ㅇ 주요내용 

   - 시터베르크 미술도서관의 RFID를 활용한 동적 배열 / Patricia Hartmann(시

터베르트 재단, 스위스) 외

    · 시터베르크 미술도서관은 2만여책과 2,000여점의 재료를 소장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으로 RFI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 자동화된 RFID 리더기 시스템으로 동적인 배가 시스템 운영, 매일 서가의 

RFID를 자동 스캔하여 자료의 위치를 업데이트 함. 변화하는 책 배열을 통해 

이용자들은 관련 자료를 우연히 발견할 기회가 생겼으며 자료간의 연계성이 

더욱 높아짐

    · 연구 자료와 재료를 테이블에 올리면 RFID를 인식하여 이미지 기반의 목록이 

제공되며 사진, 메모, 자료 등을 스캔하여 스크린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음. 

문서 탬플릿을 사용하여 목록을 편집하고 인쇄할 수 있음. 인쇄자료는 서가에 

비치하여 다른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목록을 공유함

   - 16세기 기술과 21세기 교육의 만남 / Amber lannon(칼턴대학도서관, 캐나다)

    · 온타리오주의 체험학습요구(EL)에 대학도서관이 중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도서관내 북아트연구소를 설치하여 책의 역사, 인쇄기술과 예술에 

대한 체험학습 교육 예정임(도서관은 신기술 활용 H/W 컬렉션 기 운영)

    · 연구소 설치를 위하여 산업디자인 석사과정 학생들의 설계제안 반영(유리벽으로 

가시성 확보, 이동 가능한 가구 배치, 작업 종류에 따른 공간 이분화), 도서관 

공간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5,000여명, 좌석수 중시->감소 좌석에 대한 

대책 필요), 예산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및 기증 유도, 교수진 참여 및 강좌개설

(2020년 문학작품 제작 과정, 예정) 확대 필요

    · 연구소는 대학도서관이 체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도서관의 비젼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함

   - 학술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설계 : 기술과 지역사회 연계 / Kat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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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uews (오하이오대학 도서관, 미국)

    · 오하이오대학 도서관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기업가와 창업자를 위한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대학 내에 다양한 실험적 연구실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업지원 센터 및 

공간이 존재함. 오하이오대학에서는 이들을 연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가와 

네트워크 자원을 통합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함

    · 대학도서관에 2018년‘CoLab’을 설치함. 작업단계에 따라 설계된 협력 

공간과 회의실을 제공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기업가, 창작자들과 연계를 

위한 강연회 등을 개최함

    · CoLab의 목표는 지역의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도서관에서 중앙집중식으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것임

   -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AR 내비게이션 앱과 메타데이터 아이콘 / Ko-Chiu Wu 

(국립대만과학기술대학, 대만) 외

    · 대만 국립공공정보도서관이 2017년 개발 보급한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스마트 

워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 AR 내비게이션과 책 추천 

기능이 있는 앱 개발. 

    · 어린이들의 인지 및 기억 능력에 맞는 주제 아이콘 개발, 디지털 원주민인 

어린이들의 추적 행동 연구를 적용한 스마트폰 게임 기반 AR 시각화 인터

페이스(몬스터 아이콘, 화살표 등), 도서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RFID와 

비콘 기술 활용 등 소개

    · 이용자의 대출기록, 책 요약 텍스트에 대한 단어추출,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한 책 추천 시스템 개발 및 적용

    · 정보폭발과 다양한 자원의 시대에 도서관의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질 높은 

정보콘텐츠로 디지털 원주민인 어린이를 유인하고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 평생

학습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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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도서관, 참고정보서비스, 시청각분과 합동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9.(목), 8:30~10:30 / Mitropoulos

ㅇ 참석자 : 조설희(디지털기획과 사무관)

 ㅇ 주제 : 전통적인 장서와 서비스를 넘어 : 혁신적인 방법을 위한 과학의 지원

 ㅇ 주요내용

   - 지금이 기회다(Now or Never) : 과학자를 위한 혁신적인 도구와 서비스 / 

Margret Plank(독일국립과학기술도서관, 독일)

    · 2017년 독일국립과학기술도서관(TIB)은 과학자들의 정보 획득 및 출판형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전적인 출판물 외에서 SW, 지식그래프, 3D모델, 

데이터와 같은 요소들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TIB는 2014년부터 회의녹화, 컴퓨터시각화, 시뮬레이션과 같이 품질 테스트가 

완료된 과학 비디오를 위한 웹 기반 플랫폼인 AV 포털을 운영. 현재 약 

20,000개의 비디오가 OA로 제공됨. 비디오 씬 분석, 음성, 텍스트 및 이미지 

인식과 의미검색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메타데이터를 생산하여 서비스함

    · 연구데이터의 재사용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데이터관리시스템인

      ‘Leibniz Data Manager’를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임(CKAN 기반)

    · TIB 직원과 직원들의 연구성과물을 종합한 공개적인 연구 프로필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의 활동을 가시화하고 네트워킹을 위한 접점을 제공(VIVO)

   - 캐나다 데이터 자원에 대한 통합 탐색 및 접근. 전국 데이터 자원 지식 공유를 

통한 학술도서관 데이터 서비스 제공 / Peter Webster(세인트메리즈대학도서관, 캐나다)

    · 캐나다의 200개 이상의 온라인 데이터 저장소의 정보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소개

    · 도서관의 데이터 참고봉사 제공의 장벽으로 데이터 소스에 대한 검색 정보의 

부족, 과학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사서들의 훈련 부족을 들 수 있음

    · 2015년 세인트메리대학은 캐나다 데이터 리포지터리 인벤토리 프로젝트를 

시작함 - 기존의 데이터 디렉토리 통합, 학술기관과 정부기관의 공개 데이터 

발굴을 통한 캐나다 통합 데이터 소스 목록 작성 및 데이터 교육 제공

    · Re3data.org를 데이터 플랫폼으로 결정함. 데이터 소스의 이용 약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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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방식, 메타데이터 표준에 관한 정보, 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 제공

    · 캐나다 통계청의 DLI(Date Liberation Initiative)는 학술도서관 사서들에게 

데이터 활용 훈련을 제공하고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캐나다연구도서관협회(CARL)는 portage 프로젝트로 캐나다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RFDF 시스템을 개발(2017)함. 현재 

5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계량서지학 보완을 위한 네트워크 시각화의 과학적 지원 / Nirmal Singh(구루 

앵가드 데브 수의과 대학, 인도)

    · 과학분야 데이터의 양과 복잡성 증가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추론하는데 

특수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네트워크 시각화 소프트웨어는 이를 

지원하는 보조도구로 활용됨

    · 네트워크 시각화 도구 소개

       Bibexcel, Pejek, Gephi, VOSviewer, CiteSpace, Science of Science(Sci2)  

Tool, CitNetExplorer, SciMAT, HistCit

   - 공학의 연구 정보 :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만들기와 읽기 / Costas Bissas(에게

대학, 그리스)

    · 도서관은 다양한 형식과 출처의 정보에 접근하는 장소이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평생학습 참여와 이들의 창작공간, 놀이공간, 제작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고대로부터 문서를 통해 정보를 찾는 과학자들을 많이 볼 수 있음. 공학

자들은 개인적인 정보원을 통해 질문에 대한 즉답을 찾는 경향이 있음. 

    · 텍스트나 언어정보의 매체로만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도서관은 비언어적 

요소, 실험 및 경험적 학습결과를 포함하는 정보요구를 충족할 수 없음.

       TCG(그리스기술회의소) 기술도서관은 실험 및 경험적 활동을 위한 

‘Reading of Things Laboratory’를 설치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의 시대

에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함

    · TCG 제공 서비스 : 단행자료 68,000책, 연속간행물 600종, 디지털화 자료, 

3D 프린터, 전자도구 키트, CAD 워크스테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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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를 통한 과학적 사고 구축 – 학교도서관에서의 연구와 실습 / Jen R. 

Spisak(롱우드대학, 미국) 외

    · 2013년 전미연구평의회(NRC)의 차세대과학표준(NGSS)에서는 과학 콘텐츠를 

실천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비판적 사고와 탐구

를 장려하는 학교도서관의 목표와 유사함.

    · (조사)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관심주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탐색을 격려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학생들은 구독 데이터베이스, 구글 스콜라를 

사용한 효과적인 조사 방법을 배우고, 실패과정을 통해 다른 정보원의 사용 

필요성을 알게 됨

    · (멀티미디어 자원) 학생들은 다양한 디지털도구와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사서는 디지털자원의 윤리적 사용을 가르치고 

디지털 발자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웹사이트, 코딩, AR 

및 VR 콘텐츠, 3D 프린팅, 온라인 과학 자원 등 제공

    · (메이커스페이스) 학생들의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와 자료로 

직접 실험할 기회를 제공함. 3D 프린터, 재봉틀, 목공드릴, 전자장치, 회로키트, 

레고, 퍼즐과 게임 등 제공

    · (커리큘럼) 이용자들에게 업데이트되는 관련 자원을 큐레이팅하여 제공. 

전통적인 인쇄물, 시청각 자료 외에 웹사이트 및 온라인 자원, 오픈교육

자원을 포한함 디지털컬렉션 구성

□ 도서관을 위한 신기술 : 스마트 도시와 블록체인 정보기술 

 ㅇ 일시/장소 : 2019. 8. 26.(월), 09:30~11:30 / Trianti

 ㅇ 참석자 : 박철훈(국가서지과), 신영재(총무과)

 ㅇ 주제 :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및 스마트 도시와 블록체인과의 연계

 ㅇ 주요내용 

   - 블록체인이란? 이론, 용어 그리고 도입배경 

    ·‘블록 체인’의 개념은 90년대 초반 디지털 문서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조작 될 수 없도록 하는 실용적인 계산 솔루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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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개념

   

1. 법적 거래 원장 (암호화 보안, 공증) : 전 세계의 아이디어는 투명하고 모든 곳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것

2. 피어 투 피어 시스템 : 돈이나 정보 교환

3. 원장 레코드 : 원장 기록은 사람들이 판매히는 상품  

    ·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거래 및 교환에 대해 디지털 기록을 만

들고 있음. 사람이 필요 없는 시스템. 

    · 블록체인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요청

하는 모든 사람은 후보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많은 스마트 도시들은 센서와 디바이스들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거대한 분량의 

데이터에 대한 불변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도서관과 교육에 사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도린 아피아(Doreen Appiah, 가나)와 갈리베 몬떼(Galve-Montore, Spain)가  스마트 

시티의 발전과 그에 따른 도서관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해당 국가의 사례를 소개

   - 도서관 간의 리소스 공유 거래 비용 처리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피터 콜린스(Pete Collins, 미국)와 페린 드 코에트로곤(Perrine de Coetlogon, University 

of Lille, 블록체인 교육 프랑스 워킹그룹)을  초빙하여 전문가 패널 토의 진행

 □ 저작권 분과 세션

 ㅇ 일시/장소 : 2019. 8. 29.(목), 08:30~10:30 / Lambrakis

 ㅇ 참석자 : 김다빈(자료개발과)

 ㅇ 주제 : 도서관 기술의 저작권 구현

 ㅇ 주요내용

   - 기술의 발전으로 도서관은 소셜미디어, 메이커스페이스, 3D프린터기 등을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 함

   - AI, TDM(Text and Data Mining)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과거에 비해 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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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써 도서관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때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등 야기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함

   - 도서관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내적·외적 측면에서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출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적·윤리적 측면의 

문제들이 발생, 이에 따른 새로운 규정과 법도 만들어지게 됨

   - 도서관은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 도서관과 지속가능성

 ㅇ 일시/장소 : 2019. 8. 27.(화), 11:45~12:45 / Trianti

ㅇ 참석자 : 신영재(총무과) 

 ㅇ 주요내용

   - 그린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의 및 IFLA 그린 라이브러리 상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 

    ·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려는 도서관의 핵심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도서관은 세심한 부지선정, 자연건설자재 및 생분해성 

제품의 사용, 적절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등을 통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내 환경의 질을 극대화 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FLA 도서관 및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보고서에 따라, 지속가능성 

표준의 발전과 전문적 지식의 증진에서 도서관과 사서들의 역할을 

조명함

□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

ㅇ 일시/장소 : 2019. 8. 29.(목), 10:45~12:45 / Banqueting Hall

ㅇ 참석자 : 신영재(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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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제: New Technologies, Online Education, Hyper-connected societies

ㅇ 주요내용 : 위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분임 및 국가별 토의 후 우수 안건 선정

   - IFLA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이 2010년에 발행된 이후 2019년 두 번째 개정판 

발행을 위해 소그룹 토의를 통한 본 문서 검토  

   - New Technologies : 새로운 기술 도입시, 양적, 질적 측면 서비스 확장 및 제약

사항에 대한 토의 

    ·인도 : 장기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 후 각 국가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미국 :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여 지역 이야기, 문화 및 언어를 보존

    ·영국 : 이용자가 사서가 되어 자료 및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도입

   - Online Education : 온라인 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고 관리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바뀌진 않는 

것에 대하여 각 나라별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여 위 주제에 대한 발전

방향성을 제시  

    ·네덜란드 : 사서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온라인을 통한 자료접근 방식에 대하여 상호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벨기에 :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자료이용방법 도입이 필요

    ·그리스 : 디지털도서관과 일반자료실간의 상호협력이 우선되어야 위 정책이 발전

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함 

   - Hyper-connected societies : 도서관 업무가 스마트폰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용자 상호간 의견을 보다 다양하게 공유하고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토의

    ·인도네시아 :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이를 연결해야 함 

    ·캄보디아 : 다양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필리핀 :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두고 이를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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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개회식 및 폐회식

ㅇ 일시 : (개회식) 2019. 8. 25.(일), 10:30 ~ 12:00 / (폐회식) 2019. 8. 29.(목), 16:15 ~ 18:00

ㅇ 장소 : Lambrakis

ㅇ 참석자 : 2019 WLIC 참가자 전원

ㅇ 주제 : 도서관: 변화를 위한 대화(Libraries: dialogue for change)

ㅇ 주요내용

  1) 개회식

   - (환영사) 국가위원회 공동의장   

    · 알렉산드라 파파 졸로(Alexandra Papazoglou) 그리스 사서 정보과학자 협회 회장

    · 필리포스 티 포모 글로 (Flippos Tsimpoglou) 그리스 국립도서관장

   - 개회사

    · 글로리아 페레즈 살 메론 (Glorida Perez-Salmeron, IFLA 회장)  

    · 제럴드 라이트너 (Gerald Leitner, IFLA 사무총장)

   - 2020 WLIC 발표

   - 문화공연

    · 소피아 스피라 토우 (Sofia Spyratou)

   - 기조연설

    · 루카스 수 칼리스 (Lukas Tsoukalis 박사, 아테네대학교 명예교수, 유럽 

및 외교 정책 그리스 재단(ELIAMEP) 회장) 

   - 개회선언

     · 글로리아 페레즈 살 메론 (Glorida Perez-Salmeron, IFLA 회장) 

  2) 폐회식

   - (폐회사) 글로리아 페레즈 살 메론(Gloria Perez-Salmeron, IFLA 회장)

    · 그리스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인사 등

   - (시상식) 

    · 우수분과(2019 IFLA Dynamic Unit and Impact Award) : 도서관 건물 설비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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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포스터(2019 IFLA Best Poster) : Maker space of the National Library of 

Lithuania(리투아니아, 최우수포스터), Libraries and climate consciousness

(스웨덴), Library makeover: The sanctuary of the mind (말레이시아)   

    · IFLA 감사장 : Steven W. Witt (국제Librarian ship, 연구 및 출판분야)

    · IFLA 메달 : Kai Ekholm (FAIFE 위원회 의장), Barbara Scheihagen(IFLA GB)

   - (차기 개최지 홍보 및 발표) 

    · 2020년 : 아일랜드 더블린 개최. 조직위원회 초청사, 초청 영상 상영 

    · 2021년 : 네덜란드 로테르담 개최지 발표. 초청 영상 상영

   - 차기 회장 연설

   -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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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그리스 국립도서관 방문 (National Library Of Greece)

 

□ 개 요

 ㅇ 아테네 시내의 역사적인 건축물에서 외곽의 새로운 신식 건물로 이전(2017~2018)

     *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720,760점의 장서를 3개월에 걸쳐 이전

 ㅇ 장서현황 : 100만권 이상의 도서와 잡지, 필사본(9C~19C) 장서 소장

□ 주요특징     

 ㅇ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 재단문화센터(SNFCC, Stavros Niarchos Foundationa 

Cultural Center)의 지원으로 새롭게 이전한 시설에서, 연구, 교육, 아이디어

를 위한 소통 공간으로서 대중과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있음 

 ㅇ 그리스국립오페라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자 중심의 도서관

에서 어린이, 청소년 등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문화, 교육, 스포츠, 환경,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문화 행사를 

운영함

 ㅇ 고문헌 디지털화 및 보존 업무, 국제표준번호발행(ISBN&e-ISBN / ISSN&e-ISSN), 

출판예정 도서목록(CIP), 연구자 지원 서비스, 상호대차, 참고상담 등 수행 

<그리스 국립도서관 외부 전경> <그리스 국립도서관 내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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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주요 활동 사진 

   <2019 WLIC 참석자>

 

<2019년 WLIC 개막식 >

<제46차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CDNL 토론장면>

 

<국립도서관분과 상임위원회 회의> <도서관이론연구분과 상임위원회 회의>

<포스터세션 발표 : 온라인 납본> <포스터세션 발표 : CDRS >



- 70 -

<포스터세션 발표 : 도서관 빅데이터> <포스터세션 발표 : 이야기가 있는 코딩>

<포스터세션 발표 : 전자책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VIAF 회의 참석> 

<IFLA 리터러시독서분과장 면담> <IFLA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장 면담>

        

 

 <러시아 국립도서관 관계자 면담>

 

<언어별 모임-Korean Cau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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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종합 의견 

 ㅇ 2019년 아테네 WLIC의 가장 큰 이슈는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IFLA Global Vision’을 실현하기 위한 

IFLA 2019-2024 전략과 액션플랜이었으며, 액션플랜 시행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의 협력을 촉구 

 ㅇ‘차세대 (The Next Generation)’를 주제로 개최된‘제46차 세계국립도서관

장회의(CDNL)’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참석하여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국립도서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열띤 토론

을 펼치며, 전세계 국립도서관계에 우리관의 위상 제고

 ㅇ 신규 상임위원(임기: 2019-2023)으로 선출된 우리관 직원(국립도서관분과 

박주옥, 도서관이론연구분과 김정은)이 해당 분과에 참석하여 해당 분과의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며 국제 도서관계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ㅇ 주요 상임위원회 분과장 및 업무 교류 대상 기관과의 개별 만남을 통해  

현안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상호 신뢰 및 협력 관계 구축 계기 마련

 ㅇ ‘온라인 납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도서관 빅데이터’, ‘이야기가 있는 코딩’, 

‘전자책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포스터세션 운영을 통해 우리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세계 도서관 사서 및 관계자들과의 

정보 교류

 

 ㅇ IFLA는 젊은 인재들의 참여로 세대 교체 및 활성화를 희망하고 있음. 

    우리관 상임위원들 역시 IFLA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기여

함과 동시에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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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LA 전략 2019-2024

2019년 4월 12일 IFLA 이사회 승인

<비전>
정보 활용 능력, 정보 접근성이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를 이끄는 
강하고 단결된 도서관 분야

<미션>
글로벌 도서관 분야에 영감을 주고 도서관 분야의 참여를 이끌고 이 분야
를 연결하고 또 능력을 키우기

<핵심 가치>
IFLA 는 다음 핵심 가치들을 추구한다

1. 세계인권선언 19조에 구현된 정보 접근의 자유, 상상력과 그 결과물 그리고 
표현의 자유 원칙 지지

2. 사람들, 지역 사회, 조직은 그들의 사회, 교육, 문화, 민주, 경제적 후생을 
위해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상상력의 결과물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믿음

3. 고품질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이 그 접근성 보장을 돕는다는 확신
4. 시민권, 장애, 민족, 성별, 지리적 위치, 언어, 정치 철학, 인종 또는 종교와 

관계 없이 모든 연맹 회원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그 활동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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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방향>

1. 세계 무대에서 도서관들의 목소리를 키움
2. 실무 능력 향상
3. 도서관 분야 연결 및 권한 부여
4. 조직의 최적화

<전략 방향과 주요 이니셔티브>

1. 세계 무대에서 도서관들의 목소리를 키우다
  - 기회 : 1, 4, 5, 6, 7, 9
  - 전략 방향 : SD1, SD2, SD3, SD4
우리는 도서관 분야 전체의 우선 순위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도서관들
과 그들의 가치를 국제/지역적으로 옹호해 그 메시지를 확대한다. 
우리는 통찰력과 신뢰, 관련 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해 도서관들이 
의제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지역 사회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지원 받
도록 한다. 우리는 국제 기구와 회의에서 가치 있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구축
한다.

1.1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서관들의 힘을 보여준다
1.2 국제 기구와 회의에서 가치 있는 파트너로서 견고한 입지를 구축한다
1.3 도서관 협회, 도서관들과 협력해 핵심적인 법적, 재정적 도전 과제를 

발굴한다
1.4 오픈 액세스와 지적 자유, 인권을 포함한 도서관 가치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

2. 실무 능력 향상
  - 기회 : 1, 2, 3, 4, 5, 6, 7, 8, 9
  - 전략 방향 : SD1, SD3, SD4
  - 회원 설문 조사, 여러 언어 사용

우리는 미래 지향적 사고와 새롭고 유망한 접근을 장려해 도서관 분야 종사자
들에게 영감을 준다. 우리는 표준, 가이드라인, 우수 사례로 도서관들의 발전을 
이끌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공동 행동을 촉진
하고 혁신적 프로그램과 행동을 지원한다. 우리는 전통, 역사, 현대, 고유의 표
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세계 문화 유산을 수호, 강화,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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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서관 분야 종사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핵심 자원과 자료를 생산, 
배분한다

2.2 고품질 캠페인, 정보 그리고 기타 소통 상품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도
서관들의 참여를 이끌고 힘을 불어넣는다

2.3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표준,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타 자료들을 개발
한다

2.4 도서관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와 시설을 제공한다

3. 도서관 분야를 연결하고 우리 분야에 힘을 불어넣다
  - 기회 : 1, 2, 3, 4, 5, 6, 7, 8, 10
  - 전략 방향 : SD4
  - 회원 설문 조사, 여러 언어 사용

우리는 대화와 행동의 중심이다. 우리는 진실한 협력 정신이 특징인 (소외
된 사서가 없는)연결된 도서관 분야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열정을 모으고 
플랫폼을 제공하며 혁신, 학습, 전문성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이
를 통해 현 도전 과제와 기회에 대응하고 도서관 분야에 힘을 불어넣는다. 
그리하여 도서관 분야는 지역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
공하고 정보 활용 능력, 혁신, 유산 보존을 발전시키며 모든 이용자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제공한다.

3.1 면대면 네트워킹과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3.2 가상 네트워킹과 커넥션을 지원한다
3.3 국가, 지역 차원에서 도서관 분야에 권한을 부여한다
3.4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전문성 개발을 지원한다

4. 조직을 최적화하다
  - 기회 : 7, 8, 9
  - 전략 방향 : SD3, SD4
  - 회원 설문 결과, 여러 언어 사용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
한다. 우리는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야심적이되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미래에 대비한다. 핵심은 회원을 늘리고 다양화하며 지역 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구조와 다양한 봉사 기회를 통해 회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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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시성을 키우고 효율적, 효과적, 혁
신적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4.1 조직의 장기 재정적 연속성과 안정성을 키운다
4.2 우리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동원한다
4.3 우리 회원을 늘리고 다양화하고 참여를 촉진한다
4.4 훌륭하고 혁신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의 가시성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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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LA Global Vision 결과 (2017-2018) 

10가지 

하이라이트

1. 우리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성을 증진하는 

일에 헌신한다.

2. 우리는 지속해서 문해력, 배움 그리고 독서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에 주력한다.

4. 우리는 디지털 혁신을 포용한다.

5. 도서관계의 리더들은 강력한지지/홍보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6. 기금 마련은 우리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이다.

7. 협력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8. 우리는 관료주의와 경직성 및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를 원한다.

9. 우리는 세계의 기억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다.

10. 우리의 젊은 전문가들은 깊이 헌신하며 기꺼이 리더가 되고자 한다.

10가지 

기회

1. 우리는 지적 자유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2.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전통적인 역할들을 갱신해야 한다.

3. 우리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보다 잘 이해하여 파급력 있는 서비스를 기획해야 한다.

4.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5.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지지/홍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더욱 잘해야 한다.

6.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가치와 영향력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 우리는 협력 정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8. 우리는 현재의 구조와 행동에 도전해야 한다.

9. 우리는 전 세계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10. 우리는 젊은 전문가들이 배우고, 발전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

적인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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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 발전목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00년부터 2015

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 부터 2030년 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임.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를 해결하고 이행코자 함

17대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증진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참고�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