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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1. 목 적 

ㅇ 제84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  

ㅇ 제45차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참석 

ㅇ 국립도서관, 리터러시․독서 분과 등 관련 상임위원회 참석 

ㅇ 포스터 세션 운영 발표 및 주요 인사 면담 

ㅇ「가상국제전거파일(VIAF) 운영위원회」참석

2. 출장지 :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3. 출장자 : 총 9명 

  - 본관(6명) : 박주옥 자료수집과장, 곽수영, 남향(국제교류홍보팀), 이새롬

              (자료수집과), 김영선(국가서지과), 윤영아(지원협력과)

  - 어청(1명) : 문현주(정보서비스)

  - 세종(2명) : 박효진(정책자료과), 김소라(서비스이용과)

4. 출장기간 : 2018.8.23.(목) ~ 9.1.(토) / 8박 10일

5. 주요성과

 ㅇ 도서관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적극적 참여와 

    활동으로 국제 도서관계에서의 한국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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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각 국의 국립도서관장 등 주요 인사 만남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및 

정보 교류의 장 마련 

ㅇ 국립도서관 분과, 아시아오세아니아 분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분과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각국 운영사례 참고 및 최신

동향 파악

ㅇ 포스터세션 발표를 통해 책나래 서비스 사업을 세계 도서관 사서들에게

    알림으로써 한국의 장애인 서비스 정책을 홍보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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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활동

소속(명) 성명(직급) 수행 역할

자료수집과

(단장)

박주옥

(과장)

 ․ 국제도서관연맹(IFLA) 연차총회 및 세계도서관정보대회

   (WLIC) 참석

 ․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참석

 ․ 국립도서관 분과, 아시아오세아니아 분과 상임위원회 참석

 ․ IFLA Global Vision 회의 참석 등

국제교류

홍보팀

곽수영

(사서주사)  ․ WLIC 및 CDNL 참석 총괄 및 수행

 ․ 주요 인사 면담 추진 및 총괄 등
남향

자료수집과
이새롬

(사서서기)

 ․ 수서장서개발분과 상임위 및 전문 분과회의 참석

 ․ 자료수집 관련 회의 참석 및 국제 도서관계 동향 파악

국가서지과
김영선

(사서서기)

 ․ 분류/색인 분과 상임위원회 참석

 ․ WLIC 전문 분과회의 참석 등

지원협력과

(장애인)

윤영아

(사서주사보)

 ․ 포스터세션 운영 (책나래 서비스 관련)

 ․ WLIC 전문 분과회의 참석 등

정보서비스과

(어청)

문현주

(사서주사보)

 ․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상임위 참석

 ․ WLIC 전문 분과회의 참석 등

정책자료과

(세종)

박효진

(사서주사보)

 ․ 정부도서관 분과 상임위원회 참석

 ․ WLIC 전문 분과회의 참석 등

서비스이용과

(세종)

김소라

(사서주사보)

 ․ WLIC 전문 분과회의 참석

 ․ 소외계층봉사도서관, 다문화도서관서비스 분야 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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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8 쿠알라룸푸르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요  
       ※ WLIC: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 개요

ㅇ 기  간 : 2018. 8.24.(금) ~ 8.30.(목) / 7일간

ㅇ 장  소 :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말레이시아)

ㅇ 주  제 : 변화하는 도서관, 변화하는 사회

(Transform Library, Transform Society)

ㅇ 대회 규모 : 112개국 3,500여명 참석

ㅇ 주요일정

일 자 주요 일정

8.24.(금)
 ․ 상임위원회 회의 

 ․ 언어별모임(Korean Caucus) 

8.25.(토) 
 ․ 개회식 및 전시회 개막식

 ․ 상임위원회 및 전문 분과 참석

8.26.(일) 
 ․ 포스터세션 운영

 ․ 전문 분과 및 IFLA Global Vision 세션 참석 등

8.27.(월)

 ․ 제45차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참석 

 ․ 포스터세션 운영 및 전문 분과 참석

 ․ 문화의 밤 행사 등

8.28.(화)  ․ IFLA 연차총회, 전문 분과 참석 등

8.29.(수)
 ․  IFLA 회장 회의 및 상임위원회 참석

 ․ 전문분과 참석, 폐회식 등

8.30.(목)  ․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견학

ㅇ 2018 IFLA 베스트 포스터 선정 : 덴마크(최우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ㅇ 2019 WLIC 개최지 소개 : 그리스(아테네) 

ㅇ 2020 WLIC 개최지 발표 : 뉴질랜드(오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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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8 제45차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참석  

       ※ CDNL: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 개요

 ㅇ 일  시 : 2018. 8. 27.(월), 09:00~17:00

 ㅇ 장  소 : Royal Museum (쿠알라룸푸르)

 ㅇ 참  석 : 릴리 니벨러 관장(네덜란드 국립도서관) 등 45여개국 70여명

 ㅇ 내  용 : 의장보고, 상호교류, IFLA 활동 보고, IFLA Global Vision 등

 ㅇ 상세일정

시 간 내 용

09:00~09:30 · 등록 및 다과

09:30~09:40 · 개회 및 환영사 - Lily Knibbeler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장

09:40~09:55 · 주최도서관 환영사 - Nafisah Ahmad /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장

09:55~10:10
· 국립도서관분과 의장 보고 - Guy Berthiaume / 캐나다 국립도서관   
 아카이브 사서, 아키비스트

10:10~10:55 · 상호교류 프로그램

10:55~11:10 · 휴 식

11:10~11:55 · 상호교류 프로그램

11:55~12:25 · IFLA Global Vision 업데이트 - Gerald Leitner / IFLA 사무총장

12:25~12:45 · 단체사진

12:45~14:00 · 점심식사

14:00~14:45
· 국립도서관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 기회 관련 소그룹 논의

14:45~15:45
· 국립도서관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 호주, 싱가포르, 남아프라카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사례 발표

15:45~16:00 · 휴 식

16:00~16:15
· 2019 CDNL 연례회의 주최 도서관 환영 인사
  - Filippos Tsimpoglou / 그리스 국립도서관장

14:45~15:45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논의 정리 및 2018 CDNL 회의 마무리 
  - Lily Knibbeler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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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CDNL 의장보고 / 릴리 니벨러(Lily Knibbeler,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장)

   - 2018 WLIC 축하 및 감사인사, CDNL 참가자 소개 등

   - 각 국의 국립도서관을 지원하고 통합하는 CDNL의 사명과 노력을 강조

   - 2017~2018년 주요 성과 : IFLA와의 협력(IFLA Global Vision 등)

 ㅇ 주최 도서관 환영사 / 나피사 아마드(Nafisah Ahmad,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장)

   - 2018 WLIC 환영 인사

   -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소개

    ·1966년 국립 아카이브 아래 설립, 1972년 국립 아카이브 도서관으로부터 분리

    ·공공, 대학, 전문, 기타 도서관 관계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됨

* 총 도서관수 : 13,864개관

    ·1985년 말레이시아 필사본(manuscript)을 위한 국립센터로 지정(최대 규모)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5년부터 475개 도서관을 지방에 설립(1억 5,000만 

      링깃 투자) → 2030년까지 1지역 당 최소 1개 도서관 설립 목표

    ·독서장려 캠페인 : 하루10분 독서(이해관계자, 전문/학교도서관들과 함께 추진)

    ·유비쿼터스 도서관 : 현재 8개 도서관(정부에서 예산 지원)

      → u-Pustaka를 통해 무료로 책 대출(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우편

         배송 가능, 다른 도서관까지 확대 적용을 위해 예산 지원 받음

 ㅇ 국립도서관 분과 소식 / 가이 벨시움(Guy Berthiaume,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장)

   - Global Vision 관련, 기록문화유산 접근성에 대해 프랑스국립도서관 보고

    ·2015년부터 디지털 통합 프로젝트와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유네스코와 협력하고 있음

    ·IFLA의 핵심 이니셔티브인 전자자료의 접근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통합 실무 그룹을 2년 간 운영 중

    ·디지털 통합은 자료의 디지털화, 보존, 설명, 공유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디지털 통합을 지원할 경제 모델이 필요한 상황

    ·현재 디지털 통합은 시작한 단계(이플라 사이트에서 공개), 2019년에 새로운

     웹사이트를 오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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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상호교류 프로그램 진행

   <교류 주제> 국가대표도서관의 도전과제 논의 및 공유

   <주요 토론 내용>

   1) 국립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 논의

    - 국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달리 국가자료의 영구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지역의 향토자료 보존을 리드하고 지원해야 함

   2) 국가자료 보존을 위한 공간 부족에 대한 고민

    - (미국) LC는 문서기록청과 업무협력, 통합분야에 대해 계획하고 있음

    - (스웨덴) 2050년까지 대규모 보존관 설립 예정 

    - (에스토니아) 현재 2개의 보존관이 있고, 추가 설립 계획 중(재정지원 필요)

    - (호주) 총3개의 보존관이 있음

    - (벨기에) 현재 1개의 보존관이 있고, 추가 설립 계획 중

   3) 납본보상금 등 저작권이나 사적 재산에 대한 논의

    -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2~10부까지 납본을 무상으로 받고 있음

    - (미국) 현재 납본을 무상으로 받고 있으나, 일부 출판사들이 납본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소송 제기 함(납본법 수정 중) → 새로운 법적 해석 적용 

      가능성이 있음

    - (말레이시아) 납본자료에 대해 300링깃을 보상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 납본 보상을 하지 않음

    - (아루바) 납본 보상을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음  

   4) 기타 논의

    - 기후변화 등 천재지변에 대비, 자료 보존을 위한 표준가이드라인 개발 노력

ㅇ IFLA Global Vision 보고 / 제럴드 라이트너(Gerald Leitner, IFLA 

   사무총장)

   - Global Vision은 통합된 도서관 분야를 만드는 것으로 아이디어 공유 강조

   - (2019~2024) 새로운 전략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 필요, 성공적인 참여 모델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

   - Global Vision을 위해 워크숍을 주관한 기관에 고마움 전달

   - 세계 도서관 지도 관련,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국립도서관의 참여 

     및 지원 요청

ㅇ 국립도서관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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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이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SDGs를 알리기 위해 115개국, 773개 회의, 2만여명의 사서들이 소통함

   - 2018년 5월 UN회의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인식, 2019 UN 로드맵의 행동계획 

     (Action Plan)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임

   <SDGs 사례 발표>

   1) 남아프리카 국립도서관

    - 문화예술부 소속기관으로 국립도서관으로서 모든 일을 국가발전계획에

      SDGs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케이프타운 선언에서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도서관의 필요성 부각

    - 아프리카 도서관정보협회 및 기관과 많은 남아프리카 민간 IT회사와 제휴로 

      정보통신기술 지식관리 향상을 용이하게 함

    -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연례 독서 축제로 독서문화 장려

    - 도서관 재난관리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도서관에 ICT 프로젝트 지원 등

   2) 호주 국립도서관

    - SDGs 달성에 기여를 위해 호주 도서관 커뮤니티의 아이디어 회의

     ·호주 소외지역, 교육실업, 노인문제, 질병문제 등

    -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ALIA)는 IFLA 국제 Advocacy 

      Program에 적극 참여함  

    ·정보접근의 자유 지원, 성공사례 공유, 2030 어젠다 대중에게 홍보 지원

    - 2018. 6월 피지에서 태평양 지역 도서관 회담 시 태평양 지역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협력 논의 등

   3)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 싱가포르에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SDGs 달성을 지원하고 있음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SDGs 달성을 위한 활동

     ·미래 빈곤을 막기 위한 도서관 워크숍 제공

     ·노인세대를 위한 디지털 스킬 트레이닝, 공공도서관 보건 문제 논의

     ·재발행 도서의 복지 단체들에 독서 코너 지원

     ·녹색 아동 도서관 : 자원의 재활용, 절약에 대한 교육 제공

     ·아세안 지역 디지털 도서관 : 도서관 소장자료의 접근성 제공 등

 ㅇ 기타사항

   - 2019년 CDNL 연차총회 안내, 개최지 안내(그리스 아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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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8 WLIC 우리 관 포스터 발표

□ 포스터 세션 발표

 ㅇ 발표일시 : 2018. 8. 26.(일) ~ 8. 27.(월) 12:00~14:00

     ※ 전시기간 : 8 .25.(토) 16:00 ~ 8. 28.(화) 14:00

 ㅇ 장    소 : Exhibition Hall

 ㅇ 주    제 : 장애인을 위한 무료 도서택배,「책나래 서비스」

 ㅇ 발표내용 : 「책나래 서비스」사업내용 및 실적, 기대효과 등 소개

   - 「책나래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자료를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임

   - 서비스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거동 불편자(장기요양자)

   - 대출자료 및 기간 : 도서관 관외대출 가능 자료(3-10책) / 14-30일

      ※ 제공 도서관 규정에 따라 다름

   - 이용현황(2011.7~2018.7) : 이용자 50,361명 / 이용자료 390,800책

   -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사항

      

 ‧ 「책나래 서비스」홈페이지(http://cn.nl.go.kr) 운영 및 홍보

 ‧ 「책나래 서비스」참여 신청독려

 ‧ 우체국 택배요금 50% 지급(50%는 우체국에서 부담

 ‧ 택배접수 편의성 제공을 위한 전용 택배가방 제작 및 배포

   - 질문사항 : 서비스 이용절차, 택배비용 및 소요시간, 소요예산, 사업홍보 

     방법, 디지털파일 제공여부 등

 ㅇ 주요성과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책나래 서비스」사업을 전 세계 사서들에게 홍보함

   - 우리나라의 장애인 도서관 자료 이용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알리고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인식 제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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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43개국 6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은 2015년에 

OCL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 2회 자관의 전거/서지데이터를 전송함

 ㅇ 일시 : 2018. 8. 24.(금), 09:00~11:00

 ㅇ 장소 : Grand Hyatt Kuala Lumpur, Grand Residence 100

 ㅇ 주최 : VIAF Council

 ㅇ 참석 : 국립중앙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스페인/스웨덴/에스토니아/

    프랑스/캐나다/독일/호주/영국/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OCLC 등 총 

    14개국 21명 참석

□ 주요내용

 ㅇ VIAF 연 통계 보고 / Eric van Lubeek (OCLC)

   - 2018년 기준 6천 7백만 전거 데이터, 1억 5천만 서지 데이터 관리․제공

   - 참여 예정기관(International Inventory of Musical Sources(RISM))과 참여 

     논의 중 국가(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 슬로베니아 국립도서관 등) 소개

   - 전거 데이터 제공 시 원본 데이터와의 연계는 URI 사용 권장

    ·현재는 10여개의 기관에서만 URI 패턴을 제공

    ·URI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링크 형식으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안정성, 지속성의 강점이 있으므로 VIAF 품질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협조 부탁

   - 2018년 7월 기준, VIAF 웹사이트 평균 이용자수 31,600명, 페이지뷰 146,800, 

     이탈률 24.45%. 낮은 이탈률은 사이트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만족도를 

     뜻하므로 고무적

 ㅇ VIAF 차기회장 선출

    - 2019년 Vincent Boulet (프랑스 국립도서관)

 ㅇ ISNI 연차 보고 (Vincent Bou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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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 핵심 현안 : 음악 산업과의 연계

    ·구글 유투브가 ISNI를 창작자 식별 활용 결정, ISNI RAG 기관으로 가입

    ·구글 유투브 제공 창작자 규모는 기존의 ISNI 데이터베이스의 2배,  창작자 

      범위와 형식도 기존의 문자자료 기반의 저자들과 상이하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 필요

    ·음악산업을 시작으로 기존의 도서관 자료에서 나아가 문자자료 외의 분야로 

      확대해 나감에 따라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와 조율 필요

   - VIAF와의 상호운용의 어려움

    ·VIAF 참여기관의 20%는 ISNI의 멤버, ISNI는 VIAF의 전거데이터를 이용, 

      VIAF 전거데이터의 상당량에 ISNI부여 등 VIAF와 ISNI는 상호 밀접한 관계

    ·VIAF 데이터는 가변적인데 반해 ISNI의 데이터는 품질관리를 통한 데이터의 

      유효성·완전성 확보로 불변, 지속적인 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VIAF와 

      ISNI간의 데이터 동기화는 현시점에서 회의적

 ㅇ GDPR1)에 대한 각 국의 의견

   - 스페인 국립도서관

    ·GDPR과 관련되어 저작과의 관계, 생몰년 등의 공개 거부 사례 발생

    ·데이터 삭제 요청 시, 이행해야 하는지 숨김 처리로 해결할 것인지 문제

   - 호주 국립도서관

    ·법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 내 생성데이터 뿐 아니라 관리데이터 역시 

      법률 범위에 속하므로 국제 문제로 확대될 것

   -  OCLC

    ·GDPR이 결국 국제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

    ·북미의 경우 관련 법률이 없기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있으면 숨김 처리

      하고 있으며, 공적 이용·아카이빙 등 법률의 예외 상황이라 보기에 표출

      하지는 않아도 정보를 보관할 예정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통해 출생정보 숨김 등의 항목 추가 필요

   - 독일 국립도서관

    ·현재 GDPR과 관련하여 법률 고문 진행 중이며 법률상 개인정보 데이터의 

      제1관리자에 도서관이 속하는지 우선 규정할 예정

   - GDPR 관련 데이터 삭제와 숨김 처리, 법률적 해석 등을 위한 워킹 그룹이 

     스페인 국립도서관과 OCLC 주도로 조직 됨

1)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 EU 회원국간 개인정보의 자유로
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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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IFLA PAC 센터장 및 보존복원분과 합동회의 참석

□ 회의 개요

 ㅇ 일시 : 2018. 8. 28.(토), 08:00~10:30

 ㅇ 참석 : 한국(박주옥 과장), 일본, 호주 등 20명

 ㅇ 진행 : Marwa El Sahn(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PAC분과 매니저) 

 ㅇ 주요내용

   - 보존복원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보존복원분과와 PAC센터 간 협업 중요

   - 아테네 회의 시 시청각자료의 문화유산보존 관련 보존복원분과에 오픈세션 요청

   - (보존복원분과 보고) 

    ·최종 보고서 제출 완료, 3년 동안 우수한 이니셔티브를 도출하였으며 공유와 

      참여를 위해 주제목록을 PAC 센터에 보낼 예정

   - (UNESCO PERSIST Project 관련) 

    ·UNESCO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FLA가 함께 디지털보존 

      이니셔티브 추진 제안으로 2012년 기록유산회의가 열렸음

    ·IFLA가 보존을 위한 디지털 유산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여함

    ·PERSIST, 보존복원분과, PAC센터 활동과 각 나라의 활동 연결방법 논의 필요

   - (폴란드 국립도서관 장기 디지털보존 조사 관련) 

    ·국립도서관분과의 디지털 통합 실무그룹과 협력하고 있음

    ·현재 200개 도서관 중 60개 도서관이 응답함. 설문조사를 보완, 번역예정

   - (Global Vision 관련) 

    ·Global Vision 실현을 위해 보존복원분과에서 협력이 가능함

      → 뉴스미디어 및 신문 보존, 보존과 기후 변화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

      → 기후유산 네트워크 회의가 9월 1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보존기능 강화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보존서고 

      ISO 인증 프로세스 홍보 제안

    ·2019년 회의에‘문화유산’을 일일 주제로 제안

      → IFLA 이사회가 승인을 하지 않음, 2020 회의에 다시 제안할 예정

    ·보존복원분과와 PAC센터 협력 방안 제안

      → IFLA 저널 및 디지털 보존 서고 인증 표준 마련

    ·2020년 회의 시 ‘문화유산보존 활성화 및 보존’관련 마케팅분과 공동세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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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LA에서 소통강화를 위해 PAC센터와 보존복원분과 면대면 회의 요청

   - (향후 계획) 

    ·워크숍, 회의 정보를 PAC센터 웹사이트에 게시 및 공유, 공동 어젠다 제안

    ·IFLA가 UNESCO에 국제문화유산보존의 날 지정 요청을 하자는 제안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역 도서관 사서들에게 지역유산 보존 교육을 제공하고 협력하고 있음

    ·일본은 2019년 2월 옥스퍼드 보드리안 도서관과 사서교환연수 프로그램 예정

Ⅷ  주요 인사 면담

 

□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면담

 ㅇ 일시/장소 : 2018. 8. 27.(월) / 쿠알라룸푸르 Royal Museum

 ㅇ 면담자 : 孫一鋼(손일강)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ㅇ 주요 내용

   - (박주옥 과장)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가 저희  

     도서관에서 11월에 개최될 예정임.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미나와 상호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해 왔음. 올해도 교류를 통해 상호 

     성과가 있기를 바람

   - (손일강 부관장)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업무교류를 통해 양 국이 지속적인 우의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람

   - (박주옥 과장) 최근 한국은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 이를 계기로 이번 대회에서 북한측 

     도서관 관계자를 만나려고 함

   - (손일강 부관장) 작년 폴란드에서는 북한측 관계자를 만났는데 올해는 참가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음

   - (박주옥 과장) 중국국가도서관에서는 북한 도서관계와 교류를 하고 있는지

   - (손일강 부관장) 2014년에 북한측 도서관 사서 2명을 초청하여 우리관에서 

     도서관 관련 연수를 한 적이 있음. 연수는 1회 실시함

   - (박주옥 과장) 북한측 도서관 관계자를 만나게 되면 한국측의 면담 의사를 

     전달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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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관계자 면담

 ㅇ 일시/장소 : 2018.8.28.(화), 15:30~16:30 /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ㅇ 면담자 : Lin Li Soh(싱가포르 국립도서관 Acting Deputy Director)

 ㅇ 주요내용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문헌보존관 유무 및 보존 정책 등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문헌보존관 관련 면담 결과>

Q.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은 2개의 보존관이 있는데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보존관 건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음.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보존관이 별도로 있는지?

A. 문헌보존관은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임대건물임

Q. 문헌보존관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량은 어느 정도인지?

A. 소장자료 중 인쇄자료는 120만여책임. 신문은 별도로 보존(3~4만)하고 있고, 소장신문의

   양도 증가하고 있음

Q.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보존정책은?

A. 1945년 이전에 발행된 자료는 인쇄자료, 디지털자료 형태, 마이크로폼 형태로 보존하고 있음

   1945년 이후에 발행된 자료는 전자자료를 우선으로 보존함

   우리 관도 현재 보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자료와 마이크로폼 형태자료로 보존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Q. 보존과 관련하여 향후 10개년 계획이 있는지?

A. 보존 공간을 확대하고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 시설을 보완할 예정임

Q. 현재 보존관의 조직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A. 대출, 반납직원(8명)과 보존관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음. 보존관관리는 아웃소싱을 하고 있음

Q. 향후 보존관 건립 계획이 있는지?

A. 새로운 건립 계획은 없지만, 내년에 리노베이션 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타 지역 보존관 

  자료(대부분 신문자료, 일부는 도서)들을 2년내에 본관으로 옮길 예정임

  현재 신간 발행 신문자료는 신문사가 보존함(신문자료도 납본법을 적용하고 있음)

Q. 전자출판물의 장서량은 어느 정도인지?

A. 아직 전자출판물 장서량은 적음. 전자자료 수집을 위한 법안(전자자료납본법)이 올해 7월 

   통과되었으므로 2019년부터는 전자자료 수집이 가능함

   현재는 전자출판물을 구독하고 있음

Q. 디지털자료의 보존 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A. 디지털자료는 TIFF 포맷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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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상임위원회 및 주요 분과회의 참석 

 

[분과별 상임위원회 참석]

□ 수서·장서개발 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1차) 2018. 8. 24.(금) / (2차) 2018. 8. 27.(월)

 ㅇ 진행: Jerome Fronty(프랑스 국립도서관)

 ㅇ 참석: 한국(박주옥 과장), 상임위원 등 15여명

 ㅇ 주요내용

   - 2017년 WLIC 상임위원회 결과 및 논의사항 승인

   - 상임위원 및 참관인 소개 및 인사

 - 상임위원 현황 보고

  · 은퇴로 인한 공석 및 임기만료예정 위원 소개, 웹페이지 관리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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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

 - 2017년 분과활동, 스카이프 등을 활용한 중간회의결과 및 연차보고서 공유

 - 2018년 WLIC에서의 분과 활동 계획 공유

 - 분과 활동(기증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 상황 보고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은 2019년 발표 예정 * IFLA의 기존 기증 가이드라인은 2008년 발행

 ·기존 가이드라인들은 복잡하여 작은 도서관에게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작은

   도서관들을 위한 간단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함. 이를 위해 큰 도서관 사례뿐

   아니라, 작은 도서관들의 사례도 연구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 함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전자자원은 변화속도가 빠름을 고려해야함

   → 작은도서관과 전자자원 관련 내용을 별첨으로 추가할 것을 합의

- 수서·장서개발 분야에 관심은 많지만 영어 사용에 자유롭지 않은 사서들을

  위해 가장 인기 있는 자료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로 번역

  되어 배포될 필요가 있음

- IFLA Global Vision의 중요성 및 수서·장서개발 분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당부

- IFLA 2019-2021 계획과 관련하여, IFLA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분과   

  활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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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 저작권 등 수서·장서개발 분야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며 

  이를 추후 활동에 반영해야함

- 분과가 후원하는 LGBT 특별관심그룹 관련 정보 업데이트

- 2019 WLIC를 위한 분과프로그램 및 이를 위한 위성회의 관련 논의

□ 국립도서관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1차) 2018. 8. 24.(금) / (2차) 2018. 8.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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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참석: 한국(박주옥 과장), 프랑스, 뉴질랜드 등 상임위원 40여명

 ㅇ 주요내용

   - IFLA HQ에서 7월에 IFLA 웹사이트 검토 요청함(컨텐츠 이동, 삭제, 평가 등)

    ·2019년 8월 아테네 회의 시 새 웹사이트 마련할 예정

   - (커뮤니케이션 활동) 156명의 메일링 리스트 구독자에게 세계 국립도서관 

     사례 매월 발송함. 더 많은 도서관 사례 공유 요청

   - 2017 IFLA HQ 국립도서관분과 로고를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이재선 부장이 제안

   - (Global Vision 관련)

    ·IFLA에서 국립도서관에 행동을 위한 아이디어 요청. 8월 전략 프레임워크 

      논의 시작, 2019 4월에 행동계획 착수 예정 → IFLA 전략계획(2019-2024)

      수립에 반영 

    ·기록유산 접근성 관련, 비인쇄자료를 다루는 방법 논의 필요

      → 비인쇄자료 납본에 대한 조사 실시 예정

    ·국립도서관과 아카이브가 기록유산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선정하는 것이 국립도서관분과의 중요한 역할임

   - (특별관심그룹 관련)

    ·국립도서관분과 특별관심그룹의 분과 전환 여부에 대해 전문위원회가 검토 중

   - (상임위원 임명 일정)

    ·지명요청(‘18. 10월) → 지명기한(‘19.1월) → 위원투표(3월) → 결과발표(4월)

    ·상임위원/간부 활동 기간 : 4년(2회) / 2년(2회)

   - (2019 세션 기획단 보고)

    ·주제선정 : 전통지식보호, 국가서지, 공간으로서의 국립도서관, 회색문헌, 

      재난 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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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진행 : 발표는 축소, 토론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 (기타 사항)

    ·도서관 디지털자료 장기보존 현황 조사(10월 초), 우수사례와 문제점 파악 

      후 가이드라인 작성 예정

    ·인터넷 접근성 제공 관련 FAIFE 자문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발행 예정

□ 아시아오세아니아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2018. 8. 25.(토) 13:45~15:45

 ㅇ 참석: 한국(박주옥 과장), 싱가포르, 중국 등 상임위원 25여명

 ㅇ 주요내용

   - 2018 4월 서울 Mid-term 회의 결과 보고

    ·IFLA 도메인 이메일 사용 제안, 핸드북 업데이트

    ·세계 도서관지도를 위한 데이터 수집 참여 요청 등

   - Global Vision 워크숍 결과 공유(6월 베트남 하노이)

   - 문화유산 재난 위험 감소 프로그램 개발 방안 논의

    ·문화유산 보존보호 기능과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 집중, 도서관이 

      SDGs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함

   - 중국국가도서관 발표 (실크로드 국제 도서관 연합 관련)

    ·청두에서 세계도서관들의 협력을 위한 오픈 플랫폼 마련(‘18.5.28. 23개 

       도서관 참여)

   ·사업내용 :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과 회원기관 간 정기적 상호 방문교환, 

     인력양성 등 협력 프로젝트 기획 등

   - 2019년 Mid-term 회의 관련

    ·2019.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 예정

       * 2020년 레바논, 2021년 호주 개최지 논의 중 

   - RSCAO 회원 선출 관련

    ·IFLA HQ에 회원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원 선출 규정 완화 제안

       * 현재 RSCAO(아시아오세아니아분과)에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 부족

   - 기타사항

    ·바나투 공공도서관, 이라크 대학도서관에서 도서 기증 요청

      (영어, 아랍어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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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8. 8. 24.(금) / (2차) 2018. 8. 29.(수) 

 ㅇ 참석 : 한국(김영선 주무관),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 30여명

 ㅇ 주요내용

   - 2017년 분과활동 연차보고 / Miriam Björkhem (의장, 스웨덴국립도서관)

   - 목록분과 활동 상황 및 재정회계 현황 등 보고

   - CATS 행동 계획 2017-2018 활동 보고

    ·IFLA UBC 표준 명확화, IFLA 표준의 개발 및 유지, IFLA UBC 분과․서지 

     분과․주제 분석 및 접근분과와의 협력강화

   - 각 워킹 그룹별 활동 상황 및 결과 보고

    ·ISBD 리뷰 그룹 : IFLA LRM을 반영한 ICP 개정 승인

    ·ISSN 리뷰 그룹 : 2019년 ISO 3297 개정 예정, 2018년 1월부터 향상된 검색

     엔진, 링크드 오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포털 서비스 제공

    ·Anonymous Classics : ‘유럽 문학의 통일 표제 리스트’개정 작업, 각 언어 

      대표자들에게 무저자명 고전 목록의 최신성 유지 요청

    ·Names of Persons :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Nesrine Abdel-meguid의 

      도움으로 ‘Names of Persons - Arabic names’ 개정 발행

   - IFLA Metadata Newsletter PDF 버전과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발행 예정

   - IFLA 웹사이트 및 분과 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사이트로 전면 개편 예정

   - 위성회의 개회(아테네, 2019) 공지, 주제는 ‘Metadata specialists in the 

     machine age’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목록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

□ 서지 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8. 8. 24.(금) / (2차) 2018. 8. 26.(일) 

 ㅇ 참석 : 한국(김영선 주무관), 스웨덴, 미국 등 상임위원 10여명

 ㅇ 주요내용

   - 2017년 분과활동 연차 보고 / Miriam Nauri (의장, 스웨덴국립도서관)

   - 워킹 그룹 활동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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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강의식 발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 필요

    ·토론 형식의 세미나는 역동적이고 참신했으나 기존 논의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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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LIC 2019 (그리스 아테네, 8.24.-8.30.) 관련 오픈 세션 논의

   - 가상회의 시 유럽과 북미 등 대륙 간 시차 문제에 대한 논의

   - IFLA 분과별 로고 프로젝트는 IFLA 사이트 개편 예정에 따라 잠정 보류

   - 분과의 프로젝트 및 워킹 그룹의 문서 공유 사이트 BaseCamp 활용 안내

   - 분과 규정 및 국가 서지 정보 수정 시 개정일 표시 관련 논의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1차) 2018. 8. 24.(금) / (2차) 2018. 8. 28.(화)

 ㅇ 참석: 한국(윤영아 주무관), 상임위원 등

 ㅇ 주요내용

   - 상임위원 및 참관인 소개·인사 

   - 분과 운영․회계 보고

   - 2018 싱가포르 위성회의(satellite conference, 8.23(목)) 결과 공유

    ·주제 : 어린이․청소년 포괄 도서관 서비스(Inclusive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2018 쿠알라룸푸르 WLIC 세션 공지

    ·주제 : 도서관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이란?(What is universal design for 

      library?) (‘18.8.26.(일) 09:30~11:30)

   - 분과 홍보 브로셔 배포․안내

    ※ IFLA 홈페이지에 인쇄용 파일 게시 및 자국어로 번역․배포 가능

   - IFLA 발전 로드맵 공유

   - 2019 아테네 WLIC 계획 수립

   ※ 2019 WLIC 주제:「도서관들: 변화를 위한 대화(Libraries: Dialogue for change)」

   - 2019 이집트 위성회의(satellite meeting) 계획 수립

 □ 다문화 도서관서비스 상임위원회

 ㅇ 일시: (1차) 2018. 8. 24.(금) / (2차) 2018. 8. 27.(월) 

 ㅇ 참석: 한국(김소라 주무관), 상임위원 등

 ㅇ 주요내용

   - 소개 및 회원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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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보고서 관련 논의 : 

     IFLA구조 변경에 관한 토론, 뉴스레터, 올해의 WLIC 세션, 2018-2019 행동

     계획, 새로운 다문화 도서관 시상 기획 및 시행, 글로벌 보고서 등 

   - 2018년 중기회의록 논의

   - 재무개요 보고, 신입회원 모집

   - WLIC 2019 아테네 기획, 위성회의 계획 여부, 자원봉사자 필요

   - 전략 및 실천 계획 2018-2019 토론

   

□ 주제 분석과 접근 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8. 8. 24.(금) / (2차) 2018. 8. 28.(화)

 ㅇ 참석 : 한국(김영선 주무관),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20여명

 ㅇ 주요내용

   - 2017년 분과활동 연차 보고 / John C. DeSantis(의장, 미국 다트머스 대학)

   - 워킹그룹 활동 결과 보고

    ·Genre/Form WG : ICP, FRBR 및 RDA 내에서의 장르/형식 관련 개발 정보 

      모니터링, 장르/형식 관련 자료 목록 작성 작업

   - 분과 뉴스 레터 및 커뮤니케이션 보고 / Harriet Aagaard

    ·메타데이터 뉴스레터 2018년 6월 (50p.) 발행, Muldicat 소개, BIBFRAME 

      보고, 각국 뉴스 등 수록

    ·분과 블로그에 상임위원 프로필 수록 (2018.6.29.)

    ·세미나 주제, 공지 사항, 흥미로운 소식 등 적극적 투고 부탁

   - IFLA Global Vision 토론 및 분과 중점 과제 선정

   - 위성회의 시 연구자, 벤더, 시스템 개발자 등 회의 참여자 범위 확대 논의

   - 메타데이터 2020 프로젝트(http://www.metadata2020.org) 소개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관련 문제 검토

□ 어린이청소년도서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8. 8. 24.(금) / (2차) 2018. 8. 27.(월) 

 ㅇ 참석 : 한국(문현주 주무관, 김소라 주무관), 상위위원 등

 ㅇ 주요내용

   - 새로운 상임위원 및 참관인 소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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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과회의 및 이전 회의에 발생한 문제 논의

     (2017 브로츠와프 상임위원회, 2018 피렌체 중간상임위원회)

   - 2017년 의장보고서 논의

   - 뉴스레터, 웹사이트, 페이스북, L-List, 리플렛 기타 등 검토

   - 자매 도서관 보고서 2018, 그림책을 통한 세계 토론

   - 가이드라인 개정, 진흥계획, 번역에 관한 논의

   - 모범사례에 대한 보고서 작성 관련 논의

   - ALMA (아스트리트 린드그렌 기념상) 논의, IBBY

   - IFLA Global Vision, 2017-2018 행동계획 보고서 , 2018-2019 실천계획 논의 

   - 2017 폴란드 브로츠와프 WLIC 평가

   - 2019 아테네 중요회의: 서류요청 및 다른 분과발표와 공동발표 계획, 

     오프사이트 회의 구상, 위성회의계획

□ 정보 리터러시 상임위원회 

 ㅇ 일시 : 2018. 8. 24.(금), 15:45~17:45

 ㅇ 참석 : 한국(윤영아 주무관), 상임위원 등

 ㅇ 주요내용

   - 상임위원 및 참관인 소개·인사 

   - 분과 운영․회계 보고

   - 분과 2017-2018 연차보고서 작성관련 의견 수렴

   - 2018 위성회의(satellite meeting) 결과 보고(‘18.8.23(목) 쿠알라룸푸르대학)

   -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Globa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MIL) Week) 2017 행사 결과 보고 및 2018 행사 안내

   - 2019 아테네 WLIC 계획 수립

    ·컨퍼런스 주제 후보 : 데이터 리터러시, 정보리터러시 교육, 정보리터러시 

      표준, 정보리터러시에서 혁신리터러시로, 콘텍스트 정보리터러시 등

□ 정부도서관 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 (1차) 2018. 8. 24.(금) / (2차) 2018. 8. 29.(수)

 ㅇ 진행 : Anoja Fernando 의장(영국 노동 연금부 연구 도서관 관리자)

 ㅇ 참석 : 한국(박효진 주무관), 상임위원 등 8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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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내용

   - 상임위원 및 참가자 소개

    ·한국의 첫 상임위원회 참석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국 정부도서관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람

   - 2017년 WLIC(브로츠와프) 회의 내용 공유

    ·2017년 회의의 주요 안건은 IFLA Global Vision에 대한 정부도서관 분과의 

      의견 수렴이었으며, 취합된 내용은 IFLA 운영진에 제출함

   - Anoja Fernando 의장의 연차 보고 발표

    ·현재 초안이며 연차 보고 내용은 확정 후 IFLA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예정

   - 2018년도 WLIC 정부도서관 분과 세션 회의 관련 논의

    ·이번 세션은‘변화’라는 WLIC 주제와 부합되는 적절한 발표들이었음

    ·지금까지의 세션 회의의 형식은 일방적인 발표와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다양한 의견과 심도 깊은 토론을 할 수 없었음. 이번 회의부터 Knowledge 

      Cafe에서 논의할 시간을 마련하였음

    ·의회도서관 분과 세션에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의‘연구자 교육 서비스’에 

      대한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음. 추후 정부도서관 분과 중간회의를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직접 견학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됨

   -「정부도서관 지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작성 관련 협조 요청

    ·「정부도서관 지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2018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 

      통산 산업부에서 개최된 위성 회의에서 최종 안이 작성되었음. 가이드라

      인의 당위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부도서관의 사례 연구가 필요함. 현재 일본 

      국회도서관의 사례가 추가되었으며, 다른 도서관에서도 추가할 사례가 있

      으면 메일로 의견 주길 바람

   - 2019년도 WLIC(그리스) 정부도서관 분과 세션 주제 관련 논의

    ·블록체인 : 이번 회의에 블록체인 관련 발표가 하나밖에 없었으나 내용이 

      좋았음. 내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음

    ·게이트 킵핑(Gate Keeping): 정부도서관 분과이니 만큼 게이트 킵퍼로서의 

      사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되길 바람

    ·논의된 세션 주제에 대해 상임위원들에게 메일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며, 

      주제가 정해지면 각국의 정부도서관에서 논고를 제출해 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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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회의 개최 알림

    ·다음 중간회의는 영국에서 개최할 예정, 의견과 참석 여부를 이메일로 요청

□ 학교도서관 자원센터분과 상임위원회

 ㅇ 일시: 2018. 8. 27.(월) 16:15~18:45

 ㅇ 참석: 한국(김소라 주무관), 상임위원 등

 ㅇ 주요내용

   - 환영 및 토론

   - 학교도서관 세션 피드백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IFLA 프로젝트 제출

   - 임원보고서 관련 : 보고서 전달, 의장 보고서 토론, 2018-2019 행동계획 검토

   - 글로벌 비전 논의

   - 결정사항 : 업데이트사항, 회원모집, 회원간 협력,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십 

     방법 모색

   - 타 비즈니스미팅 세션 피드백

   - 2020 중간회의 관련 토의

      

[분과회의 참석]

□ 통계·평가 분과

 ㅇ 일시 : 2018. 8. 25.(토) 13:45~15:45 

 ㅇ 참석 : 이새롬 주무관 

 ㅇ 주제 : 도서관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도구(IFLA 도서관 지도 사용)

 ㅇ 주요내용

   - 스토리를 통한 도서관 영향 입증 / Kristine Paberza (IFLA, 네덜란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치(도서관 수, 방문자 수 등)에 기반한 스토리는 

      도서관의 영향을 입증하는데 핵심이 됨. IFLA에서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도서관 지도(Library Map)가 데이터를 증명하는 도구가 될 것

    ·도서관 지도를 활용하면 새로운 도서관 프로그램, 파트너십 개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며, IFLA Global Vision의 10가지 기회 중 3번과 6번을 

      실행하는데 유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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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LA 도서관 지도의 활용을 통해 교육, 고용, 혁신, 건강, 평등 등 사회

      전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세계적으로 도서관 분야의 잠재력 및 영향력을 입증하려면 도서관이 UN의 

      17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이하 SDGs)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함 

    ·IFLA 도서관 지도를 활용한 SDGs 스토리는 전 세계 도서관에서 SDGs와 

      관련된 스토리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이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지도로 나타냄으로써 각 나라의 도서관이 어떻게 

      SDGs에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임

   - SDGs 스토리에 소개된 러시아 및 루마니아의 활동 소개 

    ·(러시아) 러시아 도서관 협회 차원에서 Global Vision, 도서관 지도, SDGs 

      스토리 참여를 독려한 노력

    ·(루마니아) CODE Kids 프로그램 소개(어린이, 청소년, 사서들이 커뮤니티를 

      능동적으로 만들고, 커뮤니티 내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며 이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북돋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 국립도서관 분과 

 ㅇ 일시 : 2018. 8. 26.(일) 9:30~11:30

 ㅇ 참석 : 이새롬 주무관, 김영선 주무관 

 ㅇ 주제 :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의 수집, 보존, 제공의 과제 해결

 ㅇ 주요내용

   - 소셜 미디어 아카이빙 / Alain Carou(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영상 플랫폼 수집) 초기에는 데일리모션(daily motion)을, 지금은 유투브

      (Youtube)를 수집함

    ·현재까지 수집한 데이터는 1테라바이트 이상이며,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연주자들에게 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기관의 소셜 미디어 수집 / Kate Zwaard(LC), Dana Allen-Greil(NARA)

    ·(텍스트 플랫폼 수집)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영향력 있는 인사의 트위터 

      계정의 트윗 내용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음. 수집한 트윗 컬렉션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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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모으는 작업 중

    ·사용자 참여가 가능하여 내용이 수시로 수정되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캡쳐해서 수집 중

   - 소셜 미디어 수집 / Bill Macnaught(뉴질랜드 국립도서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 이미지, 단문 메시지(트윗) 등 통해 

      선거, 자연재해와 같은 역사적인 순간을 생동감있게 수집할 수 있음

    ·과거 소수의 연구자 커뮤니티에서만 공유되었던 정보도 파악할 수 있음

    ·페이스북, 유투브,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기록물을 

      넘어 주요 정보가 집중되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웹 사이

      트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했음

    ·소셜 미디어 수집에 대한 기준(수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양한 미디어 

      중 어떤 미디어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것인지 등)이 필요한 시점임

    ·소셜 미디어 수집이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수집 시 

      함께 수집되어지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분과 및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분과 합동회의

 ㅇ 일시 : 2018. 8. 26.(일), 09:30~11:30

 ㅇ 참석 : 윤영아 주무관

 ㅇ 주제 : 도서관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ㅇ 주요내용 

   -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 이론, 용어 그리고 트렌드 / Knut Nygaard(노르웨이

     점자도서관)

    ·‘유니버설 디자인’은 제품 또는 환경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 확장 가능

       하도록 하는 디자인 철학과 이념임

    ·유니버설 디자인의 목적은 장애유무, 연령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생활을 

      간편하게 하는 것임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등) 소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디자인임

   - 유니버설 디자인과 인권 – UN장애인권리협약 / Anne Sieberns(독일인권위원회)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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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PD)은 2006.12월 채택, 2008.3월부터 시행

    ·상품, 시설, 기술, 서비스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엄격한 적용은 장애인

      등 잠재적 이용자가 제한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모든 도서관은 솔선하여 자국의 CRPD 시행에 참여해야 함

   - 핀란드 도서관의 유니버설 디자인 – 접근가능성 가이드라인을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홍보 / Kirsi Ylänne(핀란드 셀리아도서관)

    ·‘접근 가능한 도서관’이란 장애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말함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도서관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모든 서비스 절차를 

      연구해야 함

    ·「공공도서관을 위한 접근가능성 가이드라인」은 핀란드 공공도서관의 접근

      가능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임

    ·영문버전 IFLA 홈페이지 게시2) 및 번역·배포 가능

□ IFLA Global Vision

 ㅇ 일시 : 2018. 8. 26.(일) 13:45~15:45

ㅇ 참석 : 박주옥 자료수집과장 등

 ㅇ 사회 : Gerald Leitner (IFLA 사무총장) 

 ㅇ 주요내용

   - IFLA Global Vision의 10가지 주목할 점과 10가지 기회를 간략히 소개  

   - 세계 각 국에서 진행한 Global Vision 워크숍 활동 소개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참석자가 www.menti.com에 접속한 후, Global 

     Vision과 관련된 사회자의 질문에 투표하는 형식으로 진행

   - (주요질문1) Global Vision의 10가지 기회 중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번→1번→10번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

   - (주요질문2) Global Vision의 10가지 기회 중 ‘지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2→4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

2) https://www.celia.fi/eng/accessible-library/

<참고> IFLA Global Vision에서 제시한 10가지 기회

       * Global Vision의 영문 및 국문 전문은 IFLA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1. 지적자유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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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한 항목을 위해 IFLA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150자 이내로 제출

   - 세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를 위해 종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의가 열리는 기간 내내 컨벤션 센터 중앙에 제출함을 

     비치하여 도서관 관계자들의 아이디어를 제출받음

   - 제출받은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Global Vision 행동을 

     분석 및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2024 IFLA 전략을 제시할 예정 

□ 오디오 및 멀티미디어 분과(AVMS)

ㅇ 일시 : 2018. 8. 25.(토) 13:45~15:45

ㅇ 참석 : 김소라 주무관

ㅇ 주제 : 도서관에서 비디오게임 수집, 분류, 제공, 재생 및 보존을 위한  

   전략 수립 - 정보기술 기반 오디오 및 멀티미디어

ㅇ 주요내용 

   - 학습을 위한 레벨업 : 정보 활용 능력 및 학생 참여 활동에 비디오 게임 

     개념 통합 / 자레드 코윙(미국 버 뱅크 우드버리대학교) 외

    ·대학도서관에서 봉사활동 및 학습참여를 위한 게임 커뮤니티를 육성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함

   - 비디오 게임목록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 개발 : 미디어 예술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위한 / 푸쿠다 카주푸미(일본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 기누가사 연구기구)

    ·비디오게임 목록 작성을 위한 기능적 요구 사항을 논의

   - Blurred Lines – 가상현실게임, 연구 및 교육 간의 흐려진 선/다비드 그리네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도서관) 외

2.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전통적인 역할들을 갱신해야 한다.

3. 지역사회의 필요를 보다 잘 이해하여 파급력있는 서비스를 기획해야한다.

4.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 나가야한다.

5. 모든 수준에서 지지/홍보활동을 더 많이 하고 더욱 잘해야한다.

6.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가치와 영향력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7. 협력정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8. 현재의 구조와 행동에 도전해야 한다.

9. 전 세계의 문헌 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화해야한다.

10. 젊은 전문가들이 배우고, 발전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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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길 대학 도서관의 VR / AR 서비스를 구축 경험을 토대로 VR / AR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예산 등)을 제공

   - JERMANIA - 독일 여행/크리스텔 만크 (그리스 아테네 괴테학회 정보부서) 외

    ·JERMANIA는 16-25세 연령의 독일 문화와 언어에 관심 있는 젊은 인도   

      네시아인을 위한 비상업적인 문화게임 앱이며 현대 도서관의 이미지를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학습 시설로 이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음

   - 문화적 가치를 가진 비디오 게임 개발 – 리투아니아 국립도서관

     / 스트라틸라토바스 유지니주스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국립중앙도서관)

    ·리투아니아 국립중앙도서관 (NLL)에서 비디오 게임을 통해 젊은 세대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과 과제와 교훈을 보여줌

   - 비디오 게임 : 차세대 후원자 유치 / 제프리 린드시(미국 메사추세츠 보스턴 

     프로덕션)

    ·도서관 사서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래밍과 비디오 게임을 통해 보다 많은

      방식으로 10대와 상호 작용하고 사로잡을 수 있음

□ 수도권 도서관 분과

ㅇ 일시: 2018. 8. 26.(일) 13:45~15:45

ㅇ 참석: 김소라 주무관

ㅇ 주제: 도시의 보호구역 -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ㅇ 주요내용 

   - 노숙자 도서관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노숙자를 위한 대피소 및 

     학교 사례 연구 / 다날시위 트리 라스티위(인도네시아 과학기술 연구소) 외

    ·공무원에게 홈리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서관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권고를 제공 할 것임

   - 공공도서관 : 안전한 장소로 : 리우데자네이루의 브라질 공원도서관의 원칙과 

     경험 / 아나리지아 실바 메데이로스(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카사 데 루이 

     바르보사재단 메모리 및 정보센터)

    ·‘안전한 장소’로서 공공도서관 개념을 강조하는 몇 가지 제도 및 이론적

      접근법을 고려함

   - 공공도서관 및 개인 공간 : 토론토 노숙자, 성적 소수자의 정보 접근 및 

     정체성을 탐색 / 벤자민 월시 (캐나다 토론토 대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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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성적소수자의 쉼터와 정보를 찾는 중요한 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

      관을 연구

   - 모두에게 환영 :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사랑받는 커뮤니티 목적지를 설계할 때 

     디자인의 역할 / 트레시 엔젤 레스네스키(미국 미네소타 MSR)

    ·미국 위스콘신 주 혁신 및 추가 프로젝트를 사례연구로 사용

   -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없을 때 안전합니다 / 레오니 아리엘 델 (호주 멜버른 

     도서관)

    ·성역이 아닌 도심 생활의 피난처로서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보여줌

□ 유네스코 오픈세션

ㅇ 일시 : 2018. 8. 26(일) 16:00~18:00

ㅇ 참석 : 박주옥 과장 등 

ㅇ 주제 : 인터넷 보편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활동

ㅇ 주요내용

   - IFLA와 UNESCO는 긴밀한 협력관계로 세계문화유산수호, 오픈액세스, 디지털 

     보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

    ·다문화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을 위한 인터넷 가이드라인에 대한 성명서 

      발표, 비전을 제공하는 2030 어젠다 합의

   - UNESCO는 웹 확산과 인터넷 보편성 개발을 위한 원칙 및 지표 정의

    ·현재 태국, 세네갈, 브라질에서 시험단계로 8월말까지 진행 후 지표 검토 예정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서 기능, 정보접근성, 표현의 자유, 

      온라인 집회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여부를 지표에 반영

   - 접근성 제공에 필요한 연결성을 구축하기 위한 도서관의 노력

    ·태국은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장애인 대부분이 

      정부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음

    ·말레이시아 Sarawak 주립도서관은 1999년 도서관법령 제정 후 정부부처와 

      지역 도서관에 인터넷 제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함

□ 도서관 시설 및 장비 분과

 ㅇ 일시 : 2018. 8. 26.(일) 16:00~18:00

 ㅇ 참석 : 김소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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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제 : 포괄적인 도서관 설계-도서관 건물 및 장비 포괄적 도서관 디자인

 ㅇ 주요내용

   - 포함을 고려한 재설계 : 포괄적인 공간을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 헤이티 버토우(미국 바싸 대학 도서관) 외

    ·PechaKucha 포맷을 사용,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청중과 공유하고 교양    

      과목설정에서 포괄적인 도서관 디자인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줌

   - 내일의 학교 도서관 : ‘함께 살아가고, 배우고, 함께 배우기’를 장려하는 

     새로운 공동의 자원과 창조 공간을 향하여 / 애니 바라린(프랑스 클레르 몽 페랑)

    ·프랑스 교육부의 학교 학습공간 문제에 대한 고민과 성과, 정책소개

   - 제품 생산 : 디자인별 포괄적 라이브러리 / 트레이시 엔젤 레스네스키(미네

     소타 주 MSR)

    ·평등한 도서관 건물을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프로세스, 유연성 및 선택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

   - 포괄적인 도서관 : 카탈로니아 도서관의 접근성 프로젝트에서의 건축, 서비스, 

     도서관 수집 및 훈련 결합 / 수산나 페익스 크루즈(스페인 카탈로니아) 

    ·2015년 바르셀로나 주재 도서관 네트워크와 함께 400 개가 넘는 도서관을  

      대표하는 카탈로니아 정부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주도로 시작된 프로젝트 소개

   - 농촌지역의 사회적 포함을 위한 Lambaye 학습 센터 / 아사네 폴(세네갈 NGO)

    ·농촌 환경에서의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통합에 초점

□ ‘디지털 세상’ 관련 분과 회의

 ㅇ 일시 : 2018. 8. 26(일) 16:00~18:00

 ㅇ 참석 : 문현주 주무관, 박효진 주무관, 윤영아 주무관 

 ㅇ 주제 : 디지털 세상에서 접근성 높이기: 1000개 장소에 동시에 있기

 ㅇ 주요내용

   - (기조연설) 디지털 세상에서 접근성 높이기 / Ana Brzezinska (폴란드 독립 

     영화 제작자)

    ·고객이란 누구인지, 고객이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인지 등 고객을 정의하는 

      일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임

    ·고객을 디자인하는 것은 마치 가족 만찬을 주최하는 것과 같음.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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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고객에 대한 대처 방법 또한 알 

      수 있음. 고객은 각각 다른 배경, 세계관, 요구, 의사소통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풍족하고 맛있는 메뉴를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관심으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음

   - 도서관 디지털 마케팅 현황 / Hong Cheng (미국 신시내티대학교)

    ·소셜 미디어는 도서관 마케팅 전략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많은 

      도서관들은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 외에도 여러 소셜 미디어 계정을 관리함

    ·비디오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검색엔진 최적화(SEO), 모바일 마케팅, 전통

      적인 마케팅 채널을 모두 통합하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한 도서관은 

      많지 않음

    ·이용자의 온라인 검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검색 엔진에서의 올바른 라이

      브러리 리소스 식별, 비디오와 블로그에서 생성된 컨텐츠를 통한 이용자 

      신뢰 개발 등이 중요해짐

   - 디지털 세상의 기회 활용 – 완전히 새로워진 도서관 서비스, 자원 재분배 

     및 개선된 업무 구조 / Catharina Isberg, Josefin Andersson (스웨덴 헬싱

     보리 공공도서관)

    ·세계화, 도시화 및 디지털화가 우리 주변의 변화에 핵심 요소가 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헬싱보리(Helsingborg) 공공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도서관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 및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세상으로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전략적 차원에서 도서관은 시민들의 디지털 기술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디지털 영역에 대한 접근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올해 2월 헬싱보리 시립도서관에서는 시의 디지털화 

      부서와 공동으로 Digidel 센터를 개설함

   - 얼마나 소셜 미디어에 적극적인가? 학술 도서관에서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 

     관리 / Kingsley Ihejirika, Anne Goulding, Philip Calvert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도서관은 홍보와 의사소통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채택했지만 마케팅을 위한

      소셜 미디어의 역량은 충분히 연구되거나 이용되지 않았음.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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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을 통해 도서관은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향상

      시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도서관 평판과 관련성을 개선할 수 있음

    ·학술 도서관은 소셜 미디어를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 들였으나, 마케팅 목적

      으로 이용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지는 불분명함

    ·소셜 미디어는 사서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그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관리자들이 소셜 미디어의 성공과 참여를 촉진

      하는 관리 및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 도서관의 인스타그램을 통한 컨텐츠 마케팅 전략 / Widiatmoko 

     Adi Putranto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 기록과학연구 프로그램), Ashry 

     Noviana Fajry (인도네시아 무역부 무역 교육 훈련 센터 도서관)

    ·인스타그램의 소셜 미디어 계정 내용을 관리하려면 ‘무엇’의 인식뿐만 

      아니라 ‘이유’와 ‘방법’에 대한 인식도 필요함

    ·사서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는 보다 포괄적으로 생각하여야 

      함. 즉, 도서관은 계획에서 평가까지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과 같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루기 시작해야 함.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하고 인스타그램 컨텐츠 제작을 위해 

      시장의 기호를 조사하는 등 소셜 미디어 관리도 생각해야 함

    ·소셜 미디어의 미학, 커뮤니케이션 또는 문화 요소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

      도가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은 마케팅과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의 보존뿐만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공유해야 하는지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목록 분과 회의

 ㅇ 일시 : 2018. 8. 27.(월) 9:30~11:30

 ㅇ 주제 : Beyond MARC

 ㅇ 주요내용

   - BIBFAME의 진화 / Philip Schreur (스탠퍼드 대학)

    ·현재 정보사회는 데이터의 의미론적 표현을 요구하며 LOD의 경로 채택, 

      새로운 환경을 지원하는 데이터 및 국제표준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RDF 활용. 

      도서관도 인터넷과 웹 환경에 적합한 플랫폼을 재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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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5월 LC와 Zepheira 협력 아래 웹 정보환경에 적합한 서지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서지 데이터 모형 ‘BIBFRAME’연구 시작

    ·기본 구조는 저작, 인스턴스, 전거, 주석으로 이루어진 4개의 클래스. 저작은 

      목록 작성 자료의 개념적 자원, 추상 실체. 인스턴스는 매체에 담긴 개별 

      저작, 실질적 구현체. 전거는 저작․인스턴스와 관련될 수 있는 사람, 장소, 

      주제, 기관으로서 전거 자원. 주석은 부가정보로 내외부 정보 확장 가능

    ·BIBFRAME의 한계 : 중립적 통신 형식의 구조로 인해 FRBR․RDA 등 도서관 

      자원만의 특성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함, BIBFRAME의 간결하고 단순한 모델

      로서의 장점이 MARC의 방대한 세부 사항으로 인해 약화됨

    ·BIBFRAME 2.0 출범: FRBR 모델을 보다 잘 반영, 데이터 요소의 구체화를 

      통한 데이터 속성의 감소, 아이템 도입, 이벤트 개념적 구조 조정

    ·BIBFRAME의 과제: 2017년 9월 독일국립도서관에서 유럽 최초 BIBFRAME 

      워크숍 개최. 다음 단계는 MARC 형식을 대체하는 국제 표준

   - MARC에서 BIBFAME으로의 변환 기술 비교 / Ian Bigelow(앨버타 대학 도서관)

    ·University of Alberta Library(UAL): LC의 MARC21 to BIBFRAME2 XSLT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개발. MARC21을 RDF XML로 변환하기 위한 XSLT 

      1.0 응용 프로그램. 2017년 3월 발표

    ·Casalini SHARE Virtual Discovery Environment: Casalini Libri와 @Cult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MARC21에서 BIBFRAME 2.0 RDF로의 변환 도구 개발

    ·SHARE-VDE는 벤더 지원 제공, 실험적 탐색 도구, 보다 복잡한 텍스트 

      분석 및 클러스터링을 포함

    ·UAL 프로세스는 BIBFRAME 변환, 조정 및 강화를 위한 단일 도구 개발 

      잠재력 있음. 개발된 단일 도구는 도서관 커뮤니티에 개방. 벤더 외에도 

      프로세스 개발 역량이 충분함을 입증

□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분과회의

 ㅇ 일시 : 2018. 8. 27.(월) 09:30~11:30

 ㅇ 참석 : 윤영아 주무관

 ㅇ 주제 : 마라케시 조약 시행 – 도서관의 역할

 ㅇ 주요내용 

   - 올바른 가이드라인 – 마라케시를 생활 속으로 가져오기 / Victoria O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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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 스카버러 대학도서관)

    ·마라케시 조약은 2013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비준한 국제조약으로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어도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임

    ·도서관 사서를 위한 실제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새로운 

      IFLA 가이드라인 「Getting Started: Impementing the Marrakesh Treaty 

      for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을 발행(2018.3)

    ·기타 가이드라인 : 「The Marrakesh Treaty: An EIFL Guide for Libraries」

       (2015), 「UNDP: Our Right to Knowledge」(2015), 「The World Blind 

       Union Guide to the Marrakesh Treaty」(2016), 「IFLA EBLIDA: 

       implementing the Marrakesh Treaty in Europe Union Member States」(2016)

   - 국제 대체자료 공유 콘소시엄과 마라케시 조약 실행 / Anthea Taylor(국제 

     대체자료 공유 콘소시엄)

    ·국제 대체자료 공유 콘소시엄(Accessible Book Consortium, ABC)은 전 세계  

     접근 가능한 도서를 확대하고자 2014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주도로 설립

    ·「ABC 글로벌 북 서비스」는 현재 41개 공인단체 가입, 목록 36여만 건, 

       이용자에게 20.5만 건의 대체자료를 대출함 

    ·2018. 12월 유럽 연합이 마라케시 조약을 시행하게 되면 27만 건 이상의 

      자료가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 유럽의 공인단체들이 ABC목록의 주요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인도의 마라케시 조약 / Dipendra Manocha(인도데이지포럼 회장)

    ·인도데이지포럼(Daisy Forum of India, DFI)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 정부, 비정부, 교육단체간의 네트워크

    ·세계시각장애인연맹과 함께 저작권 예외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2012년 관련

      법안이 인도의회 통과하여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마라케시 조약을 시행한 

      국가가 됨

    ·DFI는 도서관, 장애인단체, 정부, 교육기관, 출판사 등을 모두 아우르는 

      플랫폼 제공

□ 도서관 협회 및 공공도서관 관리 분과(새로운 전문가 SIG)

 ㅇ 일시: 2018. 8. 27.(월) 09: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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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참석: 김소라 주무관

 ㅇ 주제: 사서패션

 ㅇ 주요내용

   - 공공도서관 사서로서의 전통적인 유니폼-인도네시아 족자 카르타

     / 아틴 이스티아니 (인도네시아 Muhammadiyah Magelang 대학교)

    ·전통의상이 공공도서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 인도 여성사서의 전통 및 현대 복장-전국적 범위

     / 사리타 사완트 (인도 뭄바이 SNDT 여자대학교)

    ·인도 여성사서의 복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

   - 사서의 헤어스타일 / 레이몬드 펀(미국 프렌스노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발표자의 헤어 컷 퍼포먼스가 인상적

   - 새로운 역할을 위한 새로운 모습;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

     / 디나 요제프 사립(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과거와 현재의 사서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의 역할 변화에 따라 도서관  

      사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논의

   - 우리의 정리법이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너파라와히다 바드루스함(말레이시아 Al-Bukhari 도서관)

    ·사서이자 이미지 컨설턴트인 발표자가 도서관 직원을 위해 개최 한 개인  

      미용 및 예절에 관한 워크샵에 대한 보고

   - 미래를 위해 현재에 과거를 입으세요 / 푸스파 디아나 자위(말레이시아   

     사라왁 도서관)

    ·말레이시아 바틱(Batik)패션을 소개하고 이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발표

□ ‘데이터 사서’관련 분과 회의

 ㅇ 일시 : 2018. 8. 27(월) 09:30~11:30

 ㅇ 참석 : 문현주 주무관, 박효진 주무관 

 ㅇ 주제 : 데이터 사서: 필요와 자격 – 교육과 훈련, 과학 기술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및 업무 교육

 ㅇ 주요내용

   - 데이터 사서란 무엇인가? : 미국 대학도서관의 데이터 사서채용을 위한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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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의 내용 분석 / Hammad Rauf Khan, Yunfei Du (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

    ·사회는 정보화 시대에서 빅 데이터 시대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통계의 양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였음. 빅 데이터 및 전자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도서관 사서들로 하여금 ‘데이터 사서’

      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함

    ·미국 대학 도서관에서의 ‘데이터 사서’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를 분석하면, 

      광고 속 직함은 ‘데이터 서비스 사서’가 가장 많았고, 필요한 기술로는 

      연구 지원이 모든 직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술이며,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장 선호하는 기술이었음. 이것으로 볼 때, 학술 도서관에서 데이터 사서란 

      다양한 직책, 기술, 전문적 책임을 지닌 포괄적인 용어로 생각할 수 있음

   - 리에종 사서의 참여 : 연구 데이터 관리 교육 개입의 영향 파악 / Megan 

     Sapp Nelson(미국 퍼듀대학교), Abigail Goben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학교)

    ·연구 데이터 관리(RDM) 지원은 2011년 국립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데이터 공유 계획에 따라 거의 10년 동안 미국 학술 도서관

      에서 개발되었음. 이러한 서비스의 대부분은 재교육과 연구 데이터 활동 

      및 전문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주제 및 리에종 사서

      들에 의해 수행됨

    ·입문 교육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만 리에종 사서들이 어떻게 이 자료에 

      관여하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RDM이 진화하는지, 주어진 교육적 

      개입의 효과성 또는 그들의 추가적인 교육적 필요나 요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

    ·2015년, 대학연구도서관협회(ACRL)는 도서관 사서들을 초청해 연구자료 

      관리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였고, 이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사전 컨퍼런스로 이어졌으며, Scholarison Communications Road Show로 

      알려진 인기 있는 교육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이어짐

   - 데이터 관리는 새로운 “디지털화”인가? : 학술도서관의 관제 변화 맥락

     에서 본 사서의 역할 변화 / Anna Wałek (폴란드 그단스크 공과 대학교)

    ·학술 도서관의 업무는 수년에 걸쳐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자 

      리소스, 자동화된 도서관 시스템, 디지털 도서관 및 OA(Open Access) 리포지

      토리의 출현으로 인해 가속화되었음

    ·이러한 도서관 환경에서 사서들의 업무와 책임은 진화하고 있고,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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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디지털 도서관 사서가 과연 사서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함. 

      디지털 사서는 디지털 도서관을 관리하고 구성하고 대규모 디지털화, 스

      토리지, 액세스 및 참고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전문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OA의 대중화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고, 사서들의 역할은 오픈 리포지토

      리에 자원 업로드 과정을 감독하고, 학술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OA의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전문가로 발전함

    ·미래의 도서관 사서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연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수요와 

      사서들이 책임지고 있는 다른 모든 업무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될 

      것임. 전자 자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종이 책은 대부분의 도서관 선반

      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서들은 전통적인 업무와 빠르게 변화

      하는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조화롭게 수행해야 할 것임

□ 학교도서관 분과

 ㅇ 일시 : 2018. 8. 27.(월) 11:45~12:45

 ㅇ 참석 : 김소라 주무관

 ㅇ 주제 : 학교 도서관 교육 및 연수

 ㅇ 주요내용

   - 일본의 학교도서관 교육 및 연수 경로 / 레이 이와사키(일본 교토 노틀담 

     대학교) 외

    ·일본의 학교도서관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소개

    ·2014년 최신 개정법에서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가 문서화, 개정 전에는    

      사서가 법률에 의해 규제되지는 않았음

□ 수상 발표 – 2018 IFLA 그린 도서관상 수상식

 ㅇ 일시 : 2018. 8. 27.(월) 12:45~13:45

 ㅇ 참석 : 박효진 주무관, 문현주 주무관 등

 ㅇ 주요내용

   - IFLA 그린 도서관상은 2016년부터 ENSULIB(환경 지속가능성과 도서관 특별 

     관심 그룹)에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친환경 도서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독일의 De Gruyter 출판사의 후원으로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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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는 총 22개국 31개 도서관에서 지원하였으며, 10개국의 건축가, 문헌

     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에 의해 선정되었음

   - 수상 내역

    ·대상 : 중국 광둥성의 불산(Foshan) 도서관

    ·입상 도서관 : 헝가리의 Jozsef Attila 시립도서관, 루마니아의 Comunala 

      Sirna 도서관,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국립대학도서관, 이란의 국립도서관·

     문서보존관, 케냐의 나이로비 USIU-아프리카 도서관

□ 연속간행물·계속자료 분과

 ㅇ 일시 : 2018. 8. 27.(월) 13:45~15:45

ㅇ 참석 : 이새롬 주무관 

 ㅇ 주제 :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강화와 사회 변화

 ㅇ 주요내용

   - 구독에서 오픈액세스까지 / Gayle R.Y.C. Chan (University of Hong Kong)

    ·오픈액세스를 이용한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

    ·오픈액세스는 도서관, 연구자, 출판사, 정책입안자, 연구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저널과 비교되는 새로운 오픈액세스는 계속해서 생산될 

      것이고, 학술정보유통에 오픈액세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도서관 차원에서 오픈액세스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술정보

      접근 시 사용되는 비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이 필요

    ·연구자, 출판사 등 이해관계자 간에 중개자로서 도서관 및 사서 역할이 

      중요해질 것임 

   - 학술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한 기술과 역량-인도지역 관점을 중심으로 / 

     Meghana Sanjeeva, Sushama Powdwal(인도)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연구 관행의 변화와 함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미침

    ·학술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디지털 기술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데, 기술이 

      제공하는 무수히 많은 기회와 더불어, 압도적인 변화 속도를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도 있음

    ·도서관은 연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존의 서비스를 재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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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결과, 연구자들은 저작권 관련 문제 / 연구데이터베이스관리(RDM) / 

      연구평가지표 / 전자자원 접근 비용 등을 학술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비스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상위 5개 분야라고 답함

    ·변화하는 도서관 주변 환경에서 사서들은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그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능력이 필요함

□ 보존 관리 분과, 뉴스미디어 분과 합동 회의

 ㅇ 일시 : 2018. 8. 27.(월) 16:00~18:00

 ㅇ 참석 : 윤영아 주무관, 이새롬 주무관

 ㅇ 주제 : 인쇄신문을 위한 계획, 종이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

 ㅇ 주요내용 

   - 하와이 마노아대학도서관의 신문 보존 / Kazuko Hioki(하와이 마노아대학도서관)

    ·하와이의 신문발행 : 1834년 첫 번째 신문, 2000년까지 총 1,350종 발행

    ·지리, 환경적 요인으로 홍수, 벌레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움

    ·마노아 대학의 신문보존 방법

      1) 마이크로필름 변환

      2) 환경 제어 및 모니터링 : HVAC시스템을 연중 24시간 가동하여 온·습도를 

         21℃, 30-50%로 유지

      3) 냉동살균 프로그램 : 병해방지를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는 대신 2~5일간 

         –28.9℃로 냉동

   - 신문 스크랩(clipping) : 요즘은 어떻게 돼가? / Febi Sugiarti, Aam Mariyamah 

     (인도네시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신문 스크랩은 인쇄자료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신문도서관의 중요 서비스 

      중 하나임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도 국가기록원,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등에서 신문 스크랩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인도네시아국립도서관에서는 신문 각 페이지를 일본 섬유를 씌우는 보존

      작업 후 Portepel이라는 중성지 재질의 보존상자에 보관

    ·기술발전에 따라 신문 스크랩도 전자 스크랩, 클리핑 보존 등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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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향(Clove)의 위대함 / Mega Alif Marintan, Febriyanto, Tamara Adriani  

     Salim(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as Indonesia )

    ·인도네시아의 열대성 기후로 인한 곤충의 번식은 인쇄본 신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침 

    ·신문의 보존을 위해 향신료와 담배의 주성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도

      네시아 토종 식물 정향(clove)을 사용함(정향은 열대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구하기 쉬우며 저렴함)

    ·정향을 작은 종이에 싸서 신문 주위에 놓으면 특유의 냄새 때문에 나방, 

      흰개미, 바퀴벌레, 쥐 등을 물리칠 수 있음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과 달리 천연 보존재료인 정향은   

      인체에 무해함

    ·보존의 방법에는 탈산처리와 같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뿐 아니라 천연 

      재료를 활용한 방법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

□ ‘자원 공유의 변화’관련 분관 회의

 ㅇ 일시 : 2018. 8. 27(월) 16:00~18:00

 ㅇ 참석 : 문현주 주무관, 박효진 주무관 

 ㅇ 주제 : 자원 공유의 기대를 넘어선 변화 – 문서 전달 및 자원 공유

 ㅇ 주요내용

   - 디지털 권리 관리와 도서관 자원의 연결 : 인도네시아 사례의 과제와 기회  

     / Ali Irhamni, Triani Rahmawati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Lasmo Sudharno 

     (인도네시아 Aksaramaya 주식회사)

    ·수십 년 동안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정보기술의 급진적인 변화는 도서관,

      이용자 그리고 컨텐츠 제공자들의 사이에서 유지되었던 균형을 깨뜨렸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도서관은 이용자와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도서관 

      자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바꾸었는데, 그 중 모바일 앱이 성행하고 이는 

      도서관 서비스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짐

    ·무분별한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인도네시아 도서관은 컨텐츠 제작자

      들로부터 도서관 모바일 앱 내에서 효과적인 복제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

      라는 압력을 받았고,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그 해결책으로 

      간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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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M을 사용하는 iPusnas 모바일 앱은 라이브러리 리소스의 접근을 용이

      하게 했지만, DRM 구현 시 직면하는 문제는 컨텐츠 공급자의 제품 디지털 

      포맷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제품을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할 때 

      컨텐츠 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안 및 인터넷 인프라 등이 있음

   - 장서 수집의 위기 : 말레이시아 학술도서관 간의 인식, 준비 및 채택 / 

     Noorhidawati Abdullah, Aliyu Olugbenga Yusuf, Usman Ahmed Adam, 

     Khalid Ayuba Abdullahi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 Hussaini Musa (말레이

     시아 국제 이슬람 대학교)

    ·정보기술의 채택과 적용은 사실상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중대한 진화를 

      촉발시켰고, 인터넷과 연계된 정보 기술은 이러한 활동이 일반적으로 수행

      되는 방식을 교란시킴으로써 실제로 여러 가지 활동을 변화 시켰음. 아마존,

      이베이 (eBay)와 같은 주요 전자책 판매업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관찰되고 있음

    ·DDA(Demand-Driven Acquisition)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사서들의 

      조정 없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주도형 모델임. DDA가 

      도서관 장서 수집의 위기라고도 여기지고, 도서관 예산 삭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여겨지지만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Zip Books’: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이용한 신속・저비용 도서 배달로 

      양질의 자료 수집과 고객 만족도 높이기 / Janet Coles, Greg Lucas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

    ·캘리포니아 1,119개 도서관의 거의 3분의 1이 온라인 시장의 편의를 이용해

      그들의 지역사회에 전통적인 도서관간 대출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책을 

      제공하고 있음

    ·‘Zip Books’는 작고 지리적으로 고립된 시골 도서관이 종종 직면하는 

      배달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으며, 이 고객 중심 프로그램은 

      책을 빌리는 대신 책을 구입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책을 직접 거

      주지로 보내주는 방식임. 고객은 책을 읽은 후 지역 도서관에 다시 반납

      하고, 지역 도서관은 장서에 추가하거나 다른 도서관에 제공함

    ·Zip Books 구매는 도서관 상호 대출에 2~4주였던 것에 비해 평균 3일 이내에

      책을 받아 볼 수 있고, 요청에 대한 직원 처리 시간도 평균 30분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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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으로 줄어 들었음

    ·Zip Books 거래의 전체 시간과 인건비는 전통적인 도서관 상호 대출의 약 

      3분의 1이며, 효율적인 장서 수집과 높은 고객 만족도를 보이는 저렴하고 

      빠른 책 전달 방법의 모델로 보여지고 있음

□ 3개 분과 합동회의 : 공공도서관 분과, 대도시도서관 분과, 도서관 

   건물·설비 분과

 ㅇ 일시 : 2018. 8. 28.(화) 9:30~11:30

 ㅇ 참석 : 윤영아 주무관, 김소라 주무관

 ㅇ 주제 : 2018 IFLA/Systematic 올해의 공공도서관상

 ㅇ 주요내용 

   - 「올해의 공공도서관」: 매년 공공도서관, 대도시도서관, 도서관건물·설비 

     3개 분과 합동으로 선정·시상함3)

   - 3개 분과 상임위원회의 대표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평가·선정 

   - 2018년에는 총19개국 35개 도서관이 응모함

   - 최종후보(Best5)

    · School 7 Library(KopGroep Libraries) (네덜란드) *올해의 공공도서관

    · 오스틴중앙도서관(Austin Central Library) (미국)

    · 빌라-로보스 공원 도서관(Villa-Lobos Park Library) (브라질)

    · Deichman Biblio Toyen (노르웨이)

    · 탬핀지역도서관(Tampines Regional Library) (싱가포르)

   - 「School 7」은 주변 환경 및 지역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지역사회의 거실 

     같은 역할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올해의 공공도서관으로 선정됨

□ 정부도서관·의회도서관 연구서비스 합동 분과

 ㅇ 일시 : 2018. 8. 28.(화) 09:30~11:30

 ㅇ 참석 : 박효진 주무관 

 ㅇ 주제 : 정책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s)’

 ㅇ 주요내용

   - (기조연설) 올바른 거버넌스 구축 : UN 2030 어젠다 실현을 위한 정부도서관 

3) Systematic社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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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 위버 스티브(네덜란드 IFLA Policy and Advocacy 담당자)

    ·UN에서는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를 위해 2000~2015년까지 8개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세워 실행해 옴. 이후 2016~2030년까지 전세계 인류의 보편

      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세우고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특히 UN의 193개국 정부는 SDGss를 실현하고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부 및 공공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

     하고자 하며, 이것이 바로 도서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음

    ·인류에게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것은 올바른 거버넌스의 

      구축, 즉 정부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한다는 것임

   -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외교부 도서관 개방형 데이터 네트워크:

     타당성 조사연구 / 이르하니(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와후 쿠모로(인도네시아 

    외무부 도서관), 누르 카히아티 와후누니 (인도네시아 가다마다 대학 도서관)

    ·본 발표의 목적은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속한 동남아시아 10개

      국의 외교부 도서관 개방형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

      하고 ASEAN 국가들에게 구축을 독려하고자 함임

    ·네트워크의 목표는 국가 행정과 공공이 협력할 수 있는 정부를 창출하는

      것임. 개방된 정부 데이터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

      니라 경제적 이익,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공공 행정 

      기능을 지원하게 될 것임 

    ·따라서 ASEAN의 개방형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각국의 데이터 

      형식과 방법, 특히 데이터 투명성ㆍ정책 출판 및 데이터 상호 운용성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과 지부 도서관 시스템의 의의 : 행정 및 사법 정보 

     접근에 대한 보장 / 사토코 요시마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은 행정 및 사법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관청 

      및 최고재판소에 지부 도서관을 설치하여 자료대출, 복사, 참고봉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지부 도서관들과 중앙관인 국립국회도서관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관청 간행물의 교환, 자료의 상호 대차, 지부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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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도서관 활동 전반에 걸쳐 연계하고 있음

    ·또한 각 도서관이 소장한 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분산형 종합목록 데이터

      베이스인「중앙관・지부 도서관 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이를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 행정・사법기관의 출판물 납본도 지부 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짐

    ·일본 정부는 향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증거 기반 행정

      (EBPM)’을 추구하고자 하며, 추후 UN SDGss의 16번째 목표(정보 접근 

      보장)를 실현하기 위해 지부도서관 시스템을 좀 더 기능적으로 만들 예정

□ ‘환경 및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한 매개체’관련 분과 회의

 ㅇ 일시 : 2018. 8. 28(화) 09:30~11:30

 ㅇ 참석 : 문현주 주무관 

 ㅇ 주제 : 환경 및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한 매개체 :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발전된 미래를 지원하는 도서관

 ㅇ 주요내용

   -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업 육성의 기반으로서의 도서관: 서아프리카의 젊은 

     지도자 프로그램의 사례 / Jérémy Lachal, Muy-Cheng Peich (프랑스 국경 

     없는 도서관)

    ·사회적 불평등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산업 국가에게서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의 연구는 그것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어 

      혁신이 필요함. 특히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방법론적인 전문 지식, 주제별 지침 및 지역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도서관과 사서는 혁신을 촉진시키는 훌륭한 자원으로 

      여겨짐. 개발도상국에는 230,000개 이상의 도서관이 있으며, 이들 도서관은 

      사회적 영향 프로젝트를 위한 육성 시설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국경 없는 도서관(LWB)은 정보와 교육을 통해 취약한 사람들의 능력 향

      상을 목표로 하는 국제 NGO로, 2015년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 카메룬, 아이보리 코스트, 세네갈에서 젊은 지도자 프로그램을 시작

      함. 사서, 교육자, 또는 단순히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젊은이들 34명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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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며, 그들 각각은 1년간의 훈련에 참여하였음. 이 프로그램에는 프로

      젝트 관리, 혁신, 지지, 기업가 정신 및 파트너십 브로킹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5개의 참여 워크숍이 포함되었고, 지역 및 국제 전문가들은 젊은 

      지도자들에게 개인화된 지침을 제공하고 그들을 관련 생태계와 연결시켰음

   - ‘단어를 수집하고 추가하자’지역 언어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청소년: 

      Ngwaketse Junior Secondary School Library의 프로젝트 / Lillian Keabetswe 

      Oats(보츠와나 Ngwaketse 중학교)

    ·세츠와나는 보츠와나에서 츠와나인이 사용하는 현지어이자 공식 언어로 

      보통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가르치게 되며,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세츠와나를 배우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임

    ·Ngwaketse 중학교 도서관에서는 2016년부터 세츠와나 단어를 수집하고 

      추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단어 보존과 단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지역 언어가 지속 가능한 학업 

      성취로 이어지는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함 

    ·‘단어를 수집하고 추가하자’프로젝트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단어와 그 의미를 배우면서 그들만의 언어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

      스럽게 여기게 되고,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단어는 

      작문 작성 시 좋은 참고 자료로 사용됨. 이렇듯 단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모든 학교 도서관과 전 세계 모든 문화 속에서 매우 유익한 활동이며, 

      그것은 학문적 지식과 토착적 지식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지속 가능한 개발 사회에서의 ‘성장 지점’으로서의 도서관 / Anton Purnik, 

     Ekaterina Vasileva (러시아국립청소년도서관)

    ·유엔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결과 문서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활성화’와 ‘세계적 동반자 관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정보 기술의 출현을 의미함. 도서관은 이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제시, 사회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

    ·35년 이상 러시아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환경교육에 적극적이고 의도

      적으로 참여해 왔고, 러시아 국립청소년도서관(RSLYA)은 국내 최대 주요 

      도서관으로 러시아 도서관 환경교육 활동의 시작이자 리더로 활동하고 있음

    ·이러한 공동 노력은 많은 도서관을 그들의 도시에서 주요한 환경 정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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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으로 변화시켰고, 도서관의 이러한 활동은 환경 인식의 발달에 기여

      하고 천연 자원의 합리적인 처리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

   - 녹색 성장: 필리핀 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활동 / Ana Maria B. Fresnido 

     (필리핀 파사이 라살 대학교 도서관), Sharon Maria S. Esposo-Betan (필리

     핀대학교)

    ·필리핀 도서관은 확실히 도서관을 녹화(greening)하는 데 작지만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

      리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해야 함.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프로그램/플랜을 개발하는 

      것이 좋으며, 도서관의 공간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고객 솔루션을 제공

      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필리핀과 같이 사이클론이 많은 나라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심각하고 

      긴급히 다루어 져야 하며, 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선도해야 함

□ 지식카페 2018

 ㅇ 일시 : 2018. 8. 28.(화) 11:45~12:45

 ㅇ 참석 : 김소라 주무관

 ㅇ 주제: 12가지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라운드테이블 토론

 ㅇ 주요내용

   - 협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도서관 공간의 효과적 사용)

   -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역량 도서관과 사서

   - 개인과 조직을 위한 리더십 기술 만들기

   - 다른 이에게서의 배움(동료간 배움 모범사례)

   - 도서관 서비스와 기술에서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방법

   - 직원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을 위한 관리기술 변화 등에 대한 토론 진행

□ 의회도서관·연구서비스 분과

 ㅇ 일시 : 2018. 8. 28.(화) 13:45~15:40

 ㅇ 참석 : 박효진 주무관, 문현주 주무관

 ㅇ 주제 : 의회 변화에 대한 도서관 및 연구 서비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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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내용

   - 캐나다 의회 도서관의 의회정보시스템,‘PARLINFO’의 개편 / 소니아 베빙톤 

     (캐나다 의회도서관)

    ·Parlinfo는 1867년부터 지금까지 의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캐나다 의회정보시스템임

    ·현재 기존의 계층적이고 복잡했던 Parlinfo의 데이터 구조를 간단하고 명확

      하며 확장성이 가능한 선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변경하였으며, 이용자 검색 

      방법도 키워드 검색에서 카테고리 검색으로 개편하였음

    ·도서관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자체 개발 시스템을 사용할지 상업적

      으로 판매되는 상용화된 시스템을 사용할지 등 도서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서로 공유되고 논의되었으면 함

   - 지식 커뮤니티 : 브라질 의회도서관에서의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 

     적용 서비스 사례 연구 / 자니스 실베이라, 라파엘 카발칸테 (브라질 의회

     도서관)

    ·디자인적 사고란 직관적 사고나 분석적 사고의 일부가 아닌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임. 사회와 세계가 이와 같은 사고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계에서도 디자인적 사고방식의 서비스가 필요

    ·브라질 의회도서관의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한 서비스 사례 소개. 1단계: 

      이용자와 공감하기(인터뷰) → 2단계: 이용자의 요구 분석(심적 지도를 

      토대로 함) → 3단계: 아이디어화 하기 → 4단계: 새로운 서비스 모형 만들기 

      → 5단계: 새로운 개념을 테스트하고 피드백 받기

    ·디자인적 사고 서비스의 결과로 각 분야별 지식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으며, 

      커뮤니티 안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지식 콘텐츠가 구축되었음

    ·향후 지식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포맷, 이용자와의 소통,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더 나은 커뮤니티 생성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 의회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 : 일본 국회도서관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접근 

     / 기미오 코바야시 (일본 국회도서관)

    ·연구 및 입법부 참고상담실의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20개의 강의가 

      개설되며, 새로 임명된 연구자들에게는 필수 교육임. 각각의 강의는 일반적

      으로 90~120분 정도 진행되며, 입법 관련 전문가ㆍ관련 교수ㆍ다른 연구 

      기관의 분석가들을 강사로 초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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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은 정보 환경의 변화ㆍ요약본 작성ㆍ프리젠

      테이션 기법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ㆍ새로운 기법의 인터넷 정보 검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현재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연구자들의 지식을 더 깊고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강좌도 새롭게 추가되었음

    ·교육 프로그램의 증가는 연구자들에게는 업무가 가중된다는 문제점과, 사서

      들에게는 더 유용한 교육을 계속 개발해한 한다는 도전 과제 발생

   - 필리핀 하원 의회도서관의 법령 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의 탄생 : 데이터

     베이스 접근 확대 및 서비스 향상 / 유진 호세 티 에스피노자 (필리핀 도

     서관 컨설턴트)

    ·기존의 필리핀 하원 의회도서관에서는 법률 및 행정 관련 정보를 분야별 

      책자 형태로 발간하고 있었음. 이에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

      하도록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게 되었음

    ·법령 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하고자 하는 주제가 정해지면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부호화와 색인화 과정을 거쳐 편집 후 구축하게 됨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주제어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 및 색인 검색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더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구글 등 대중적인 

      검색 사이트에서도 검색 가능함

    ·추후 법령 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상원 의회와 같은 다른 기관과도 협력

      하여 정보를 구축하고 서비스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하드웨어인 서버도 

      도서관 내에만 두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 서버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 소셜 미디어 : 변화된 도구인가 귀찮은 존재인가? / 스티브 와이즈 (영국 

     하원 의회도서관)

    ·요즘 도서관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그들과 접속하고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유도하고자 함

    ·하지만 소셜 미디어가 귀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리해야 하는 

      채널이 너무 많아 업무가 과중되고, 이용자의 의견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소셜 미디어가 다른 인기 콘텐츠만큼 많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의회도서관에서의 소셜 미디어는 도서관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용자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잘 가공된 권위 있는 정보를 바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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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치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데 유용

      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필요함

□ 아시아오세아니아 분과

 ㅇ 일시 : 2018. 8. 28.(화) 13:45~15:45

 ㅇ 참석 : 김소라 주무관

 ㅇ 주제 : 변화하는 도서관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ㅇ 주요내용

   - SolarSPELL 오프라인 디지털 라이브러리 / 크리스틴 린지(미국 아리조나 주립대)

    ·SolarSPELL 오프라인 디지털 라이브러리 소개

   - STEAM : 지역사회의 창의적 사고에 촉매작용을 하는 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 도나 링 라방곤(필리핀 마닐라 드 라 셀라 대학교 도서관)

    ·참가자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서관에서의 10개월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 프로그램을 강조 

   - 즐거움을 위한 독서증진 및 커뮤니티 도서관(태국) / 촘마나드 부나리      

     (뉴질랜드 웰링턴주 빅토리아 대학교)

    ·태국의 커뮤니티 도서관에서 즐거움을 위한 독서에 미치는 요인에 근거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커뮤니티 도서관의 성공을 위한 주제 제시

   - 변화시대의 우즈벡 도서관 : 지역 사회 봉사, 국가 변화 지원

     / 레이사 아렌줄라(바누아투 포트빌라 남 태평양대학교)

    ·우즈벡 도서관이 지역사회 참여증진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 등 우즈벡     

      도서관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등을 제시

   -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오픈액세스 정보의 역할 확인

     / 제이쉬리 맘토라(호주 찰스다윈 대학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 목표에 대한 권장사항 제시

   -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독서공간의 새로운 스타일(중국과 

     일본) / 장 사오팡(중국 베이질 페킹 대학교) 외

    ·중국과 일본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독서공간 개발의  

      새로운 스타일을 소개, 정부와 비정부 부문이 할 수 있는 독서공간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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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대출(eLending) 분과, 공공도서관 분과 합동회의

 ㅇ 일시 : 2018. 8. 29.(수) 8:30~10:30

 ㅇ 참석 : 윤영아 주무관

 ㅇ 주제 : eLending은 어떻게 됐어요?

 ㅇ 주요내용

   - 5개 국과 10만 도서 – 이 자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 Rebecca Giblin   

     (호주 모내시대학 교수)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5개 국가의 eLending 사례 연구4)

    ·각 국가별로 10만 건 당 12~23%의 자료가 사라짐

    ·미국, 캐나다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가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용 불

      가능한 사례도 빈번함

    ·연구결과 플랫폼마다 41%의 자료에 다른 대출모델이 적용되며, 이용가능성, 

      가격, 라이센스의 차이는 대부분 5대 대형 출판사 자료에서 발생함

   - 도서관과 자가출판계획(Self-publishing initiatives) / Christina de Castell 

      (밴쿠버공공도서관)

    ·영어로 발행되는 eBook의 24-34%가 자가 출판된(Self-published) 자료임

    ·미국에서 발행되는 장르소설 중 로맨스 55-66%, SF/판타지/스릴러 17-40%, 

      미스터리/추리 27-49%가 독립(인디)출판물임

    ·밴쿠버공공도서관은 지역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용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밴쿠버 지역 내 자가출판물(인쇄물, 전자출판)을 수집·제공

    ·밴쿠버 인디작가 컬렉션5) : 밴쿠버 지역작가의 자가출판물 컬렉션

    ·ISBN이 있는 저작물에 한해 캐나다 공공 도서대출 권리 프로그램에 근거

      하여 무료 액세스에 따른 연간 보상금을 지급

    ·eBook 라이센스 모델은 밴쿠버도서관이 해당 eBook을 구매하면 대출규정에 

      따라 보존․대출할 수 있는“영구적 1 copy - 1 user”와 eBook만 제작가능

      하고 다른 형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없는 “부가권한 없음”2종류임 

□ 서지 분과 회의

 ㅇ 일시 : 2018. 8. 29.(수) 9:30~11:30

 ㅇ 참석 : 김영선 주무관

4)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elendingproject.org

5) http://www.vpl.ca/digital-library/vancouver-indie-authors-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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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제 : 국가 서지-정보 접근 경로의 구축

 ㅇ 주요내용

   - 프랑스 국가 서지 사이트의 개편 :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로서 국가 서지의 역할 

     / Daniel Keller (BnF)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2001년 개발된 France National Bibliography 웹 사

      이트의 노후화로 개편을 예정하며 실용․기술적 기능을 넘어 국가 서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토론과 연구 진행

    ·사용자 연구: 방문자 수 2009년 이래 급격 감소, 검색엔진을 통하지 않는 

      직접 접근 비율과 만족도 높음, 주이용층 공공 도서관 사서

    ·질적 면접과 보고서에 대한 토론, 2018년 예비 평가 작업, 2019년 개발 착수

    ·국가 서지의 목적과 의무: 세계 서지 통정, 국가 총 생산 문헌 정보, 국가 

      지적 생산물에 대한 비상업적 접근 보장,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국제 

      표준의 서지 정보 제공

    ·국가 서지 사이트 중점 사항: 다양한 검색 모드, 고품질 검색과 고급 사용자

      (정보전문가, 연구원)를 위한 색인 검색 제공

   - 스코틀랜드 서지 온라인에서 스코틀랜드 국가 서지까지 : 21세기 국가 서지 

     재발견 / Helen Vincent (스코틀랜드 국립 도서관)

    ·새로운 스코틀랜드 국가 서지 고안과 구현 노력이 담긴 2년간의 프로젝트 소개

    ·스코틀랜드 국가 서지 편찬의 필요성, 스코틀랜드 저작의 범위 등을 규정

      하기 위한 세미나, 토론, 자문위원회, 컨설팅 등 기초 작업부터 시작

    ·새로운 스코틀랜드 국가 서지는 링크드 오픈 데이터로 발행

    ·국가 서지의 의의와 목적 검토만으로도 국가 서지의 가치 확신. 구조화된 

      조직과 범위, 양질의 메타데이터, 현대적 데이터 처리 기술이 정보에 대한 

      견고성, 효율성, 지속성을 갖춘 접근 방식을 보장한다는 인식과 이해가 초기 

      회의론자들을 설득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 도서관 분야 관계자 뿐 아니라, 벤더, 시스템 개발자, 

      연구자 등에게 도서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유용한 비평 및 조언, 지원을 

      받는 기회

□ 수서·장서개발 분과, 대도시도서관 분과 합동 세션

 ㅇ 일시 : 2018. 8. 29.(화) 10:4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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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참석 : 이새롬 주무관 

 ㅇ 주제 : 이용자에 의한 안내

 ㅇ 주요내용 

   - 전자교과서 가용성 평가 / Shiao-Feng Su (National Chung-Hsing University

    ·대학교 수업교재로 활용되는 교과서 중 전자교과서 형태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교과서를 읽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를 통해 무언가를 간헐적으로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으로, 교과서로의 접근성이나 교과서의 소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함

    ·대학도서관과 출판사들은 전자교과서를 제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

      해야 하며, 사서들은 출판된 전자교과서로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출판사

      들과 협상할 필요가 있음

   - 정량적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 Julie Molino, Marian 

     Morgan-Bindon (City of Gold Coast Libraries, Australia)

    ·호주 Gold Coast 도서관은 서핑 및 성소수자(LGBT) 관련 장서를 특화함

    ·성소수자 컬렉션에 대한 이용자의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

    ·특화 장서의 이용 빈도가 낮게 나타날 지라도, 해당 분야 장서를 개발했

      다는 것 자체가 도서관과 사회는 유기적으로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임

   - 국가장서개발을 위해 개방형 정책환경을 사용하는 것 / Alison Bullock, 

     Monica Fuijkschot(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는 1953년 개관과 동시에 납본제도을 통해 인쇄물부터 인터넷자원까지 

     유형·무형의 매체로 출판되는 모든 자료를 국가문헌으로 체계적 수집해왔음 

    ·전통적으로 납본제도는 한 국가의 기록문화유산을 수집하고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에게 정보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지만 LAC는 점점 더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도 모든 출판사(음반제작자 

      포함)가 납본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도서관, 각종 위원회, 출판사를 포함한 외부 이해집단, 정책입안자, 실무자

      와의 협의를 통해 전략과 정책, 목표, 지침, 실행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LAC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 

    ·정책 입안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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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가 표방하는 열린 정부를 지원하는 방법이기도 함

    ·법적으로 납본제도를 공표하고 이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문헌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의미 있는 활동에 모두가‘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의 개선임

□ 정부정보·정부간행물 분과

 ㅇ 일시 : 2018. 8. 29.(수) 10:45~12:45

 ㅇ 참석 : 문현주 주무관, 박효진 주무관 

 ㅇ 주제 : 글로벌 전자정부 - 신뢰, 투명성 및 변화

 ㅇ 주요내용

   - 디지털 격차 해소 : 글로벌 전자정부의 전제 조건 / 무이 쳉 페이칭, 제레

미 라차 (프랑스 상 프론티어 도서관)

    ·전 세계 각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했

      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ㆍ온라인 영역에 소외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전자정부의 출현과 함께 국민들의 디지털 기술 습득은 필수가 되었으며, 

      이러한 디지털 교육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은 도서관의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프랑스의 국경 없는 도서관(LWB)에서는 2014년

      부터 디지털 문맹 퇴치 및 코딩 프로그램인‘The Digital Travellers’를 

      운영해 옴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컴퓨터ㆍ스마트폰ㆍ태블릿 등 디지털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으로 확장되어 

      현재 5천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SA)의 공공 부문 부패 감소를 위한 전자정부의 

     출현 / 친웨 엔 에자니, 브렌든 이 아소과 (나이지리아 대학도서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SA)의 부패 수준을 조사, 전자정부를 통해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자 함

    ·SSA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한 부패지수를 측정해 

      보니, 그 국가의 부패 수준과 인터넷 보급률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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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부패지수가 월등히 낮았음.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이 인터넷과 국가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정부는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며 부정과 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함

    ·따라서 전 세계 많은 정부들이 부정과 부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개방과 

      투명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자정부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후대에 동일본대지진의 교훈 전승하기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동일본대

     지진 기록관 / 사치코 이노우에 (일본 국회도서관)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하여 자연재

      해에 관한 국가정보기록관을 만들어 후대에 교훈을 전달하고자 함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국내외에 분산되어 있는 동일본대지진의 전체 기록을

      수집ㆍ보존ㆍ서비스하기 위해 히나기쿠(HINAGIKU: 일본어로 꽃말이‘희망’,

     ‘미래’인 데이지를 뜻함)라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함

    ·히나기쿠는 동일본대지진에 관한 모든 기록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학술연구ㆍ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함. 또한 재난 지역의 복구ㆍ부흥사업ㆍ

     재해 방지 등을 위해 통합검색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관련 정보를 제공

    ·국가 정보를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일은 다음 세대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이것은 정부도서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임

    ·국가 차원의 재난 기록관의 초석이 된 히나기쿠 구축 사례는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새로운 디지털 보관소를 구축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것임 

   - 재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오픈 데이터를 구축한 전자정부 : 마다가스카

     르의 사례를 중심으로 / 프린시아 헬리아리자카 (마다가스카르 고등교육부)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국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국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대부분 전자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소통

      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재해 위험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플랫폼은 자연 재해의 위험에 대해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접속하고 이용할 수 있어 다른 국가나 국민들이 재해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ㅇ 일시 : 2018. 8. 29.(수) 13:45~15:45

 ㅇ 참석 : 박주옥 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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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제 : 새로운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의 발전으로 얻은 교훈

  - 의장 : Winston Roberts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ㅇ 주요내용 

   - 뉴질랜드

    ·공식화된 국가정책은 지역사회 및 국가전체의 사고, 인적·물적자원의 흐름, 

      기타 세부정책 등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 공식화된 국가정책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은 공공·민간과의 협력 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은 뉴질랜드가 창조하는 기술과 지식을 수집하고, 보존

      하며, 정보자원으로의 접근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역할이 고용, 

      교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세대 및 계층 간의 지식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데 기여한다는 믿음이 있음

    ·물리적인 정보자원은 여전히 중요하며, 특히 자료 디지털화 중요함을 강조

   - 중동 및 북아프리카

    ·도서관이 정책결정자 등 고위관리자에게 후순위로 고려되며, 정보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여 정보정책이 항상 도서관을 위한 정책을 의미하지 

      않음을 설명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도서관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 도서관의 

      낮은 사회적 위치, 도서관 및 정보와 관련된 법률의 부재, 도서관 협회의 

      미미한 역할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 관련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도서관정보정책의 요구를 반영한 

      국가적인 프로그램, 강력한 리더십과 법적지위를 가진 소관 기관 및 협회가 

      필요, 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 및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 라틴아메리카(콜롬비아, 페루)

    ·정부의 부패와 사회 불안정이 큰 문제로, 경제적 빈곤, 교육의 질, 건강 등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은 우선순위로 여겨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도서관 및 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정책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페루) 2가지 국가정책 소개

   1) 2018년 개정된 독서 및 도서관 관련 국가정책 소개: 도서의 가용성과 

      접근성, 독서 장려 전략, 도서의 출판과 유통,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 등 

      창작자, 출판사, 판매자, 사서, 국민 등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정책

   2) 2016년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 소개: 자국과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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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시설을 비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

     를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음

    ·(콜롬비아) 현재 정책은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새로운 서비스 및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업 중임.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가상학습, 국가주도 

      리포지터리, 오픈 액세스 등 정보 접근 확대를 위한 내용과 조직관리 측

      면의 내용을 포함하는 검토하고 있음 

   - 필리핀

    ·필리핀 국립도서관은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우호

      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설립 시 장서 지원, 기술역량관리, 모니터링 등 지방

      정부가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돕고 있음. 

      일부 지방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역사회의 정보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

      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등 성공적이었으나, 필리핀의 모든 지방정부가 공공

      도서관을 운영하지는 않음 

    ·법률의 존재에 대한 인식 부족, 부족한 도서관 수, 3년마다 바뀌는 지방정부 

      등이 도서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정부, 민간, NGO, 이해당사자

      들은 도서관 현대화, 법령정비 등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음

    ·Tech4Ed 프로그램 소개: 도서관은 교육(Education), 고용(Employment) 창출, 

      경제(Economic) 개발을 위한 기업가(Entrepreneurs) 양성에 기여하고 있음 

□ IFLA Highlights Session 

ㅇ 일시 : 2018. 8. 26(일) 08:30~09:15

ㅇ 참석 : 박주옥 과장 등 

ㅇ 주요내용

   - 전 세계의 많은 사서들이 Global Vision 논의에 기여를 함

    ·7대륙 190개국 참여 : 185건의 워크숍(9,291명), 온라인투표(21,772건) 실시

   - IFLA Global Vision 아이디어 스토어 설립에 참여할 것을 촉구

   - 2017년 브로츠와프에서 개시한 세계 도서관지도 현황 소개 및 참여 독려 

    ·국가 위치, 인구정보 및 언어, 도서관 환경, 관련 통계, SDGs 관련 도서관 

      이야기, 해당 국가 도서관협회 등 소개

□ IFLA Presidents Session 

ㅇ 일시 : 2018. 8. 26(일) 09:3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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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석 : 박주옥 과장 등

ㅇ 주요내용

   - 전 IFLA 회장들이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플라의 변화과정에 대해 논의 

   - 도서관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 IFLA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합된 도서관 분야를 구축하고 있음

   - 정보 접근성과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 강조

   - 도서관 사례 소개

    ·(남아프리카 시골지역 도서관) 교육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정보활용능력 강화 지원 등 

    ·(핀란드 도서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의 참여를 장려. 이용자들이 

      도서관 예산에 관여, 도서관 공간 구성 참여 등 도서관에 주인의식을 갖게 함

□ IFLA President-elect’s Session 

ㅇ 일시 : 2018. 8. 29(수) 08:30~10:30

ㅇ 참석 : 박주옥 과장 등 

ㅇ 주제 : 협력하기 – IFLA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다

ㅇ 의장 : Christine Mackenzie(호주), Erik Boekesteijn(네덜란드)

ㅇ 주요내용

   - 전 세계 사서들이 Global Vision의 10가지 하이라이트와 10가지 기회를 공유함

   - 도서관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은 도서관 분야가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

   - 5가지 기회 선정 발표

    ·(기회10) 우리는 젊은 전문가들이 배우고 발전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들을 제공해야 함 → INELI 프로그램 소개

    ·(기회5)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지지/홍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잘해야 함 

      → 아프리카 사서들이 장관협의회 어젠다 이행을 위한 협력 사례 소개

    ·(기회4)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 나가야 함

      → 인도 국립도서관에서 디지털 도서관들을 하나의 웹 포털 통합 사례 소개

    ·(기회9) 우리는 전 세계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화해야 함

      → 영국 도서관들이 협력해서 중동자료 등을 온라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 

      사례 소개

    ·(기회2)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전통적인 역할을 갱신해야 함

      → 페루 도서관의 혁신적 협력 프로그램으로 독서를 활성화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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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개회식 및 폐회식

ㅇ 일시 : (개회식) 2018. 8. 25(토) / (폐회식) 2018. 8. 29(수)

ㅇ 참석 : 2018 WLIC 참가자 전원

ㅇ 주요내용

  1) 개회식

   - (축하공연) 말레이시아 전통무용

   - (환영사) 말레이시아 조직위원회 위원장, 쿠알라룸푸르 시장 등

   - (개회사) Gloria Perez-Salmeron(IFLA 회장), Gerald Leitner(IFLA 사무총장)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맞춰 도서관도 함께 변화해야함을 강조

    ·WLIC는 도서관이 변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변화는 도서관에게 의무이자 기회임)

    ·Global Vision은 IFLA의 새로운 가치가 될 것

   - (그 외) 말레이시아 총리의 축하영상 상영, 문화부 장관의 말레이시아 도서관의 

     역사 및 현황, 의의 등 소개

  2) 폐회식

   - (폐회사) Gloria Perez-Salmeron (IFLA 회장)

    ·말레이시아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인사 등

  -  (시상식) 

    ·우수분과 : 사서직 평생교육 분과

    ·우수포스터 : Creating strong young reader in a digital media landscape

      (덴마크/최우수) Mobile Library:Trojan horse of books(말레이시아) / 

      Library tour using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Library experience(싱가포르) 

    ·IFLA 감사장 : 말레이시아 조직위원회

    ·IFLA 메달 : Teresa Hackett(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법의 발전에 

      기여), Buhle Mbanbo-Thata(아프리카 전역에서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협회의 

      발전에 기여)

    ·우수 SNS 게시물 수상 등(참가자가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 WLICWOW를 

      붙여 게시물을 올리고, 이 중 가장 우수한 게시물을 선정하여 수여)  

   - (차기 개최지 홍보 및 발표) 

    ·2019년 : 그리스 아테네 개최. 조직위원회 초청사, 아테네 시장 초청 영상 상영 

    ·2020년 :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정. 뉴질랜드 총리의 초청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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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방문 (National Library Of Malaysia)

 

□ 개 요

  ㅇ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 1972년 국립도서관법에 따라 설립

  ㅇ 전통모자 형상으로 디자인한 Anjung Bestari와 PNM타워 두 개의 건물로 구성

  ㅇ 장서현황 : 총 5,327,281책

     (2017년 수집: 납본193,206 / 구입23,836 / 기증 및 교환4,310 / 총221,352) 

  ㅇ 운영시간 : 화-토 10시~19시, 일 9시~18시, 월·공휴일 휴관

 
□  주요 특징

  ㅇ 국립도서관 서비스 제공 : 참고봉사, 성인·어린이장서 대출서비스, 온라인

     열람목록(OPAC), 국제표준번호 발행(ISBN&e-ISBN/ISSN&e-ISSN), 출판예정

     도서목록(CIP), 출판물전달시스템, 대량대출, 전화·팩스·편지·이메일을 

     통한 독자자문서비스, 분류·편목, 장서보존, 도서관 개관 및 서비스 관련 

     상담 및 자문서비스 등

  ㅇ Anjung Bestari : 어린이 관련 서비스 (어린이도서관, 대출/반납(4주6책), 하이퍼

미디어센터, 극장 등), 무인대출반납시스템 운영(self check kiosk, Book drop), 

장애인정보코너, 삼성스마트도서관(SSL), 디지털도서관서비스(u-Pustaka),

    사이버존, 다양한 자료실 운영(사업정보/논문/연속간행물/하버드/UN/ASEAN/

전자매체 관련), 하이퍼미디어센터, 지역사회도서관 서비스

  ㅇ PNM 타워 : 말레이시아 자료, 신문, 지도, 금서, 기밀, 제한된 자료, 일시적인 

     자료, 희귀본, 개인문고, 말레이필사본, 도서관 보존서고 등 운영 

                                                         

도서관 로비 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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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주요 활동 사진 

   <2018 WLIC 참석자>
 

<2018년 WLIC 개막식 >

<제45차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CDNL 토론장면>

 
<국립도서관분과 상임위원회> <아시아오세아니아분과 상임위원회>

<PAC 센터 및 자료보존분과 회의> <포스터세션 발표 : 책나래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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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과 상임위원회>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상임위원회>

<정부도서관분과> <저작권 관련 세션> 

<IFLA 차기 회장 세션>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면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면담>

 

         
<언어별 모임-Korean Cau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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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종합 의견 

 ㅇ 2018년 쿠알라룸푸르 WLIC의 가장 큰 이슈는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어젠다에 대응하기 위한 ‘IFLA Global Vision’수립이었음.  

    우리 도서관은 2017년부터 국내 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Global Vision 수립에 

    적극 동참하는 등 세계 도서관계의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적 네트워킹을 

   이어가고 있음. 향후에도 국제적 이슈와 관련한 세계 도서관계와의 활동에  

   지속적․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관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과(국립도서관, 수서장서개발,

    아시아오세아니아, 수서장서개발,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부도서관분과 등)에서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고 공유함으로써 국제 도서관계와의 소통을 확대함 

 ㅇ 가상국제전거화일(VIAF)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GDPR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이슈는 우리 관의 전거와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ISNI) 

    정보 활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세계기록유산의 보호와 맞물려서 세계적으로 산재한 자국 자료의‘디지털

재통합(digital unification)’사업에 우리관도 워킹그룹 멤버로서 활동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과 우리관의 선진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 증진의 기회를 확대해야 함 

 ㅇ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국립도서관 등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통해 교류협력 및 문헌보존관 현황 파악 등 

    현안과 협력을 논의함으로써 해외 도서관계와의 상호 협력을 증진함 

 ㅇ 「책나래 서비스」포스터세션 운영으로 장애인 등 지식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우리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노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였고, 세계 

    도서관 사서 및 장애인 서비스 담당자와의 정보 교류 계기를 마련함

 ㅇ IFLA는 각 분과 상임위원들의 의무(회의 참석, 발표)를 적극적으로 독려  

   하고 있는 바, 우리 도서관의 IFLA 상임위원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관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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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IFLA Global Vision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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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