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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1. 출 장 명 : 2019년 제85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

2. 출장목적 

  ㅇ 2019 아테네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연수단 인솔(단장)

  ㅇ 세계 도서관의 발전동향 파악 및 도서관 전문가들과의 인적 교류 확대

  ㅇ 그리스 국립도서관 및 특화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이용 서비스 조사

3. 출장기간 : 2019. 8. 23.(금) ~ 9. 1.(일), [8박 10일]

4. 출 장 지 : 그리스(아테네)

   ㅇ 방문기관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그리스국립도서관, 그리스음악도서관

5. 출 장 자 : 이정민 사무관(기획총괄과)

6. 출장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업무수행내용 비고

8. 23.(금)

인천 모스크바 SU251 13:10~
16:30  ◦인천 출발 모스크바 도착

모스크바 아테네 SU2112 19:25~
23:30  ◦모스크바 출발 아테네 도착

8. 24.(토)

아테네

09:00~
◦WLIC 참가자 등록

◦WLIC 참가

  - Session 061 한국어 참가자 모임

8. 25.(일)

09:00~ ◦WLIC 2019 개회식 및 축하공연

◦WLIC 참가

  - Session 081 시각장애인서비스

  - Session 091 전시회 개막식

8. 26.(월)
08:30~ ◦WLIC 참가

  - Session 100 도서관 관련 새로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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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개요

   ㅇ 개최목적

     - 협력, 조사, 연구, 개발 등 IFLA 활동에 따른 성과물 공유의 장 마련

     - 세계 도서관계의 동향 파악 및 도서관 현안문제 논의 등 국제적 협력기반 조성

  - Session 127 청각장애인서비스

  - Session 144 취약계층서비스

    : 빈곤지역 여성과 도서관

  - 포스터 세션 등

8. 27.(화)

08:30~ ◦WLIC 참가

  - Session 155 다문화서비스

  - Session 180 올해의 공공도서관

  - Session 188 도서관의 창작지원 역할

◦WLIC 문화의밤(니아코스재단문화센터) 

8. 28.(수)

08:30

~

◦WLIC 참가

  - Session 205 AR-기술과 장비, 그영향

  - Session 224 도서관 출판

8. 29.(목) 09:00~ ◦그리스국립도서관 방문

IFLA WLIC 2019 
library visits

8. 30.(금)
09:00~ ◦그리스음악도서관 방문

◦문화탐방

8. 31.(토)
아테네 모스크바 SU2111 13:15~

17:15  ◦아테네 출발 모스크바 도착

모스크바 SU250 20:45~  ◦모스크바 출발

9. 1.(일) 인천 11:10  ◦인천 도착

I I 제85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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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    제 : 도서관, 변화를 위한 대화(Libraries, dialogue for change)

      ※ 변화의 촉진자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해석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식과   

          사람 사이에서 도서관의 개방적, 민주적, 포괄적, 참여적인 만남의 장소와 중계자 역할 모색

  ㅇ 장   소 : 그리스(아테네), 메가론 컨퍼런스센터 (Megaron Athens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ㅇ 회의기간 : 2018. 8. 24.(토) ~ 8. 30.(금) 

2. (사) 공공도서관협의회 참가단: 12명

  

공공도서관협의회 참가단 대회 참가증, 가방 등록
  

지부 도서관명 직급 이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5급 이정민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노원평생학습관 과장 김기애

부산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6급 김영인

부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7급 배수연

광주 광주 북구 일곡도서관 관장 송은정

울산 울산남부도서관 6급 이춘열

경기 군포시 산본도서관 관장 장성수

강원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6급 이맑음정

충북 보은교육도서관 관장 김석균

충남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장 박상임

전북 전주시 덕진도서관 송천분관 관장 정찬필

전남 목포공공도서관 7급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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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주요세션 발표내용

1. Session100 : 도서관을 위한 새로운 기술- 스마트 도시 및 블록체인-정보기술(SI)

2018년 유엔에 따르면 전세계의 55%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50년까지 68%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기술과 데이터가 지원되는 많은 도시가 

교통, 공공안전, 공공시설,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함. 

 
 가. 스마트시티 개발에서 도서관의 기대역할 : 가나, 아크라를 사례를 중심으로

  ㅇ 사업 배경(가나의 수도 아크라)

    1) 서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가나의 수도

 　 2) 가나의 행정, 경제 및 교육의 중심

 　 3) 인구수 2,087,668명(가나 통계청, 2019년 6월)

    4) 아크라에 사는 사람들은 비문맹, 반 문맹 및 문맹으로 분류

    5)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존 공공시설 부족

  ㅇ 문제점 및 도입 배경

    1) 제한된 정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스마트 시티 구성도 아크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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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에 대한 제한된 데이터 및 정보

 　 3) 도시의 불안감 

    4) 제한된 도시교통 계획 및 관리

  ㅇ 사업 목표

    1) 시민의 생계를 위해 아크라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솔루션 개발

 　 2) 스마트 시티 개발에서 도서관의 역할 결정

 　 3) 아크라에서 도서관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ㅇ 가나 정부의 스마트 기술 활용 분야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 아크라에 있는 모든 정부 기관의 서비스를 디지털화 하고 있음 

ㅇ 경찰 서비스-범죄 조사부서(GPS-CID) ㅇ e-Justice 시스템
ㅇ 여권사무소 ㅇ 은행 간의 협업
ㅇ 운전자 및 차량 라이센스 기관(DVLA) ㅇ 스마트 운송(예정)
ㅇ 토지 등록 ㅇ 스마트 트래픽 관리(예정)
ㅇ 가나 국민 서비스 및 퇴직 연금 제도 ㅇ 스마트 교육 시스템(예정)
ㅇ 고등학교 전자 선택 ㅇ 스마트 수익 동원(예정)
ㅇ 통신 회사 간의 교류 ㅇ 스마트 폐기물 관리(예정)
ㅇ 전자 청구서 발행 

    

  ㅇ 아크라 내 도서관의 기존 역할

    1) 정보를 수집, 처리, 보존 및 전파

 　 2) 지역 사회를 위한 교육 허브 역할

    3) 시민들에게 안전한 장소 제공

    4) 시민들에게 정보와 지식 제공

  ㅇ 향후 아크라의 도서관 역할

    1) 전통적 정보원 역할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전략 개발

       도서관은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정보를 식별

       시민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현지어로 번역(건축 허가 취득 절차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

 　 2) 기술설비 이용 공간 역할

       컴퓨터, 스캐너, 3D 프린터와 같은 기술, 네트워크 및 연결에 대한 온라인 액세스 제공

       아크라 내 시민을 위한 기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ICT 시설 구비 

       시민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연령대가 다른 공간, DIY를 직접 할 수 있는 코너)

    3)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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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또는 비공식 기술 개발 및 취득을 위한 장소로 기능

       시민을 위한 기본 디지털 문해력 및 디지털 기술교육 제공

       직업 전문가와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직업 선택에 대한 상담 제공

       청소년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ㅇ 문제점

    1) 정부로부터 충분한 자금 지원 부족

 　 2) 자격을 갖춘 ICT 전문 인력 부족

 　 3) 불충분한 인프라(ICT 장비, 인터넷 및 때로는 전기에 대한 액세스)

 　 4) 아크라의 부족한 공공 도서관

 　 5) 혁신적인 프로그램 부족

  ㅇ 도서관의 당면과제 

    1)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도서관협회(AfLIA) 회원 가입

 　 2) NGO, 지역사회 지도자 및 정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3) 아크라의 스마트 도시 개발에 지속적인 참여

　　4) 전문 ICT 요원을 고용하여 도서관의 ICT 시설 관리

　　5) 국가 개발 문제에 대해 미디어 사용 및 공무원 참여 독려

    6)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무료 자료에 대한 시민 홍보

  ㅇ 결론

    1) 기술만으로는 경제 성장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함 

    2) 정보력은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지역사회의 힘이 될 수 있음 

 나. 스마트시티: 미래 도시경영에서 도서관이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스페인)

  ㅇ 스마트시티는 지속가능성과 이동성 기술을 도시화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됨

  ㅇ 초기에는 IT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으나, 점차 학계 및 공공 관리분야  

     (건축가, 도시계획가, 관리자)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  

     점차 활용성이 높아짐

  ㅇ 6가지 분야 통합비전 제시 : 스마트경제(지능형 및 지속가능성), 스마트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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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환경(자원), 스마트 정부(참여), 스마트한 사람들, 스마트 리빙(삶의 질)

  ㅇ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  

     향상 및 참여기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기회임.

2. Session127 : 침묵 속의 독특한 대화

   : 청각, 난청 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조직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

해야 함. 이 세션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기술, 소셜미디어, 도서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발표함.

※ 이 세션의 주제가 청각 및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만큼 세션 발표 내용도 블루 스크린을

통해 영문자막으로 함께 제공됨.

 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 (크로아티아)

  ㅇ 시청각 장애를 청각 장애가 있는 시각 장애인, 시각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     

      난청과 시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완전한 시청각장애인 등 4가지 범주로 구분

    1) 시청각 장애는 선천적거나 후천적일 수 있으며, 특히 도서관은 후천적 

장애가 생긴 그룹에 초점을 맞춤

    2) 의사소통 방법에 따른 청각장애 구분

       구어에 능숙한 시청각장애인은 대부분 청력이 좋고, 청각 장애가 늦게   

         발생한 사람들로 이 그룹은 큰 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임

       충분한 시력이 남아있는 사람은 입술 읽기를 사용할 수 있음 

    3) 시청각장애인의 60% 이상이 청각장애부터 발생하며, 수화를 능숙하게 구사함

        근접 시각 통역자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손과 대비되게 함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은 촉각 수화를 사용함

       좋은 의사소통의 결과를 위해서는 수화 통역사를 부르거나 적절한 의

사소통 환경을 제공해야 함

  ㅇ 도서관에서 시청각장애인에 어떻게 접근할지는 중요한 문제임

    1) 적백색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는 시청각장애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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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부분 가깝고 정면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함

    3)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천천히 다가가 반응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함

    4)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손목을 잡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

    5) 통역사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시청각장애인에게 집중하고 직접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6) 시청각장애인은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조용한 공간 필요

  ㅇ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Apple기기, 컴퓨터, 태블릿, 휴대전화 등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널리 사용됨

  ㅇ 장애를 가진 사람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고립을 감소시킬 수 있음

 나. 핀란드 수화도서관 : 어떻게, 왜, 누가? (핀란드)

  ㅇ 핀란드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은 854개가 있음     

  ㅇ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 핀란드의 공공도서관법의 목표
        ‧ 모든 사람들이 교육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제공
        ‧ 정보의 활용성 
        ‧ 독서 및 문해 프로그램 제공
        ‧ 평생학습 및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적극적인 시민권, 민주주의 및 표현의 자유 보장  

  ㅇ 핀란드 도서관의 핵심 임무는 모든 시민들에게 정보와 문화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청각장애자 및 수화사용자에게 수화로 된  

     자료를 제공해야 함

  ㅇ 수화자료의 생산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수화 eLibrary 설립 

    1) 누가?

       교육팀과 FAD(Finnish Association of the Deaf) 대표자들과의 협력으로  

         2006년 초안 작성. 원래의 계획은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가 매우 좁았으나 2013년부터 새로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서비스 대상 범위가 확대됨 

    2)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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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서관법에 모든 시민은 문화, 정보, 평생 교육은 물론 평등한   

         시민권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

       2015년에 제정된 수화법에 따르면 당국은 수화를 사회에서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

       이러한 법률 외에도 핀란드는 수화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

    3) 어떻게?

       수화 eLibrary에는 프로듀서와 미디어 작업자가 있으며, 프로듀서는  

          수화로 좋은 자료를 만드는 수화 사용자이며, 미디어 작업자는 촬영, 편집 및  

         비디오 그래픽을 담당함

       이용자의 요청과 수화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관련성 높은 주제를 선택함.  

       수화 eLibrary의 동영상은 별도의 미디어 서버에 저장되며 도서관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음. 또한 비수화 사용자도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을 추가하여 서비스함

       수화 eLibrary 웹사이트는 검색 엔진의 최적화를 염두에 두고 구축됨.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UI의 기본 언어를 모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설계됨.(현재는 수화로 작동하는 검색 엔진을 구축할 수  

         없으며 UI는 핀란드의 공식 언어인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로 작성됨)   

         이 웹사이트는 EU의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AA를  

         준수하며, 2020년 초에 개편될 예정임

 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Maribor Public Library 서비스(슬로베니아)

  

  ㅇ Maribor 공공도서관은 문해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문화 및 정보센터로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장애인과 함께하기 위한 일반적인 목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

       구성원에게 읽기를 독려하고 문해력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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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적이고 질 좋은 여가 장려

       평생교육을 위한 동등한 기회 제공

       취약 계층의 사회적 포용에 기여

       특정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 대표 및 전문가와 협력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정보활용능력, 도서관 행사, 스토리텔링 등 일반  

         도서관 프로그램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참여 독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장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도서관 서비스 제공 

       유럽 프로젝트(예를 들어, EU Disability Card)에 참여

  ㅇ 청각 및 난청 장애인 대상 사업

    1) Maribor 청각 및 언어 센터와의 협력 사업으로 시작

    2) 입술읽기 방법은 청각장애인 및 난청 아동의 교육에 사용됨

    3) 1980년대에 협력이 시작된 이후로 모든 교육 및 기타 활동에 청각장애와  

       난청 아동을 동등하게 포함 시킴

    4)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는 청각 장애 아동도 도서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

  ㅇ 추진경과 및 개선사항

    1) 내부 변화 : 도서관의 조직 개편 및 운영개선

       자료수집, 대출, 교육 및 문화 콘텐츠 분야에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실무그룹 설치

       Maribor 지역의 취약 단체를 돌보기 위한 장애단체 조직 

    2) 외부 변화 : 지역사회 조직 변화

       2009년 Maribor 지방 자치 단체 장애인 위원회 설립

       Maribor 지방 자치 단체의 자문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단체 통합

    3) Maribor의 청각 및 난청 협회와 협력

    4) 도서관 직원 교육

  ㅇ 청각과 난청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활동 및 프로그램

    1) 수화 통역사의 도움으로 구현됨. 

    2) 도서관 이용 안내 :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장서와 정보를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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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및 찾는 방법 등

    3) 온라인 서지시스템 및 서비스(COBISS 시스템), 온라인 목록 및 서비스 

    4) 정보 활용 능력 개발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사용 등 주제별 워크숍 

  ㅇ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은 매우  

     복잡함.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다양성 외에도 인적 자원, 특히 사서의 전문성  

     및 협력 의지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의 참여 의지가 중요함

3. Session144 : 윤리, 관점, 목소리 : 여성과 소녀를 위한 모범 운영시설

   *국경없는도서관 특별관심그룹

 

태국 빈곤지역 사례를 통해 여성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지역도서관의 역할 

발표 및 참가자 종합토론

  ㅇ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도서관에서 

역량을 키우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례 발표(태국의 사례)

     열악한 환경에서 여성이 자존감을 키우고 성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서관과 여성에 관한 이야기

     부모나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한 여성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교육을 받으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능력을 키워 사회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

  ㅇ 해당 지역은 태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교육을 위해서라도 도서관이 

꼭 필요함. 그런데 태국의 마을에서는 여성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왜냐하면 도서관이 종교시설에 속해 있어, 종교적인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 그러므로 지역도서관(마을문고 형태) 건립이 더욱

더 절실함.

  ㅇ 커뮤니티 도서관은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경계 

없는 도서관으로 발전하여 여성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어야 함. 하지만 이러한 도서관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으며, 이에 Idea Box를 고안함. Idea Box를 운영

하면서 커뮤니티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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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Idea Box는 도서관을 대신하여 설치한 것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정보, 

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아둔 박스임 

  ㅇ 마을은 도서관 대신 이 박스를 설치하고, 지진 때 대부분 사라지고 파괴

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줌. 이를 계기로 도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상실감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도 도서관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됨

4. Session180 : 올해의 공공도서관

 

  ㅇ 매년 그 해에 개관한 공공도서관 중에서 가장 우수 도서관 선정 

  ㅇ 건축적으로 우수하고, 기술과 공간의 혁신적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등을 

평가하여 도서관으로 발전의 기회로 삼고, 사회에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올해의 공공도서관 선정

  

  ㅇ 올해는 16개 도서관 신청, 4개의 도서관을 최종 후보로 선정함

  • 4개의 최종 후보도서관

   <이전 수상 도서관>

    - 2014. Craiglebum Library(Australia)

    - 2015. Kista Library(Sweden)

    - 2016. Dokk1(Denmark)

    - 2018. School 7(Netherlands) 

  평소에 수집한 모든 것을 담아 두었다가 필요 시 박스를  

열어 사용함. 아이디어일 수도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일 수도 있음

  마을사람들, 특히 여성은 이 Idea Box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물품도 제공받음

  - Green Sqaure Library and Plaza(Australia) 

  - LocHal(Netherlands) 

  - Oodi Helsinki Central Library(Finland) * 올해의 도서관으로 선정

  - Tūranga Christchurch Central Library(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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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Green Sqaure Library and Plaza(Australia, Green Sqaure)

    - 2018년 10월 개관, 면적은 2300㎡이며 4만권의 장서 소장

    -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계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과 

행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 Stewart Hollenstein in association with Stewart Architecture의 설계, 

플라자의 4층 건물로 아름다운 녹색 도시의 광장을 품고 있음 

    - 낮과 밤의 조망을 다르게 디자인하고 빛으로 그 효과를 만들어 낮과 밤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

    - 도서관 중앙에 지하 정원이 있어 맑은 공기와 조용한 분위기에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

    - 광장 위로 6층의 glass타워가 솟아 있으며, 여기에는 테크놀로지 lab, 

피아노를 갖춘 음악 연습실, 미팅룸, 어린이 공간이 있음 

    - 유리 피라미드를 통해 도서관을 출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The Green Building 

Council of Australia에서 5-star 등급을 부여 받음

  

나. LocHal (Netherlands)

    - The LocHal은 10년간의 프로젝트로, 2019년 개관. 면적은 7,000㎡임

    - 천장이 높은 inside outside라는 디자인 컨셉으로 공간을 조성함

       ‧ 기관차 공장의 기둥과 크레인을 그대로 살려 내부를 구성함. 전체적으로 

오픈공간을 지향하며 유연하게 공간을 사용하도록 디자인하였음

       ‧ 기차처럼 연결된 테이블은 때에 따라 가변성을 두도록 하고 있음. 구조물 

사이에는 식물을 두어 구조물의 딱딱함과 삭막함을 완화함

    - 100∼3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각종 주제의 lab, 넓은 컴퓨터실 등이 

Green Sqaure Library 내부 Green Sqaure Library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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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계단식 공간에서는 연극, 콘서트 등 공연과 행사가 진행됨. 이 외에도 

사회적 이슈 공간이 있어 사회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접할 수 있음 

    - “LocHal pride making a difference”라는 표현은 이 도서관이 지향하는 

바를 잘 나타내고 있음

    - The LocHal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으며, 특히 큐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함

    - 다섯 가지 성공요인

       ‧ place: 옛것에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공간,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간, 이용하는 사람과 근무자가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냄

       ‧ people: 지역사회 주민과 직원, 외부관계자가 행복하게 참여하여 만들어냄

       ‧ programming: 외부와 연계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복하게 실행함

       ‧ partnership: 도서관 외부단체, 지역사회, 개인 등과 함께 연구하고 진행함

       ‧ process: 기획부터 건립, 개관, 운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협력

  
LocHal

  

  다. Oodi Helsinki Central Library (Finland) * 수상 도서관 

    - Oodi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축하하는 노래나 시를 의미

    - 핀란드는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도서관 건립을 결정하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하여 2018년 12월 개관함

    - 도서관, 독서,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찬양하며 이 철학을 구현하는 도서관임 

    - 시민의 도서관 건립과정 참여(계획초기부터 건축공모까지)

      ‧ 계획과 건축공모의 핵심 관점은 기능성과 모던함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

      ‧ 2천개가 넘는 참여자 아이디어를 구현하며, 평화와 흥미, 책과 게임,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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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지속성과 접근성이 좋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목표임

      ‧ 2008. 건립 계획부터 시민 참여

      ‧ 2010. 워크숍을 열어 고객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발전시키는 캠페인 전개

      ‧ 2012. 시민으로부터 200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수집한 꿈나무를 만듦

      ‧ 2012.~2013. 국제 공모전 실시, 544개 업체 참가

      ‧ 2018. 12. Oodi도서관 개관

    - 도서관 구성

      ‧ 문학의 집 : 10만권이 넘는 장서, 200종의 정기간행물, 문학행사와 독서모임

      ‧ 배우고 익히는 학습 공간 : 취미와 레저 지원

      ‧ 이벤트 공간 : 시의 큰 행사가 열리는 시민의 광장 

      ‧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스피치광장과 투표소)

      ‧ 시내 중심에 비상업적으로 가족을 위한 공간 마련

 
시민들의 참여(공모) 수상자 발표

  

  라. Tūranga – Christchurch Central Library (New Zealand)
    - 9500㎡의 5층으로 건축된 도서관으로 대재난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삶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도서관 건립을 계획함

    - “우리는 단지 중앙도서관을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하고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을 위한 의미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라는 

신념으로 도서관 건립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도서관을 개관함

    - 도서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도서관, 당신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2,400여 개의 주민 아이디어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컨셉을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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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럽고 조용한 도서관

      ‧ 모두를 위한 오픈 공간, 밝은 실내, 편안하며 학습하는 실내 공간

      ‧ 안전한 공간, 복합문화적인 공간과 기능

      ‧ 친환경적이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서관

      ‧ 커뮤니티 허브,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도서관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self-centering mechanism, 

seismic force-resisting system을 설계하였으며 밝고 편안한 실내분위기를 

위해 친자연적인 색채와 형태로 디자인함

    - 지하층은 connection 공간, 1층은 커뮤니티 공간, 2층은 주제 공간, 3층은 

탐구 공간, 4층은 창작공간으로 조성

    - 중앙에는 아트리움을 만들어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개방감을 

주었으며 곳곳에 예술작품을 두어 공간의 품격을 더함

5. Session205 : 증강현실 : 기술과 장비, 도서관 설계에 미치는 영향 – 도서관  

   건물과 장비

 가. RFID 기술을 적용한 Sitterwerk 예술도서관

  ㅇ 도서관 장서 12,000권의 위치와 서명을 기반으로 한 설정을 레일 장착형  

     RFID 판독기로 식별할 수 있음

  ㅇ RFID 판독 안테나가 장착된 테이블을 사용하면 웹 플랫폼을 통해 사용한  

    책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거나 주석을 달 수 있고, 검색결과를 네트워크로  

Tūranga – Christchurch Central Library 내부 Tūranga – Christchurch Central Library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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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여 작업 과정을 문서화 할 수 있음

 나. 16세기 기술과 21세기 교육학의 만남 : 체험학습을 위한 북아트랩 구축

  ㅇ 과학, 기술, 공학 및 의학(STEM) 과목에 비해 전통적으로 예술과 인문학  

     분야는 다소 과소평가되어 왔음. 칼턴 대학교에서는 도서관이 예술 및 사회과학  

     학부와 협력하여 Book Art Lab 형태의 적극적인 학습 교실을 개발함으로서  

     교육 및 학습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음

  ㅇ Book Arts Lab은 타이포그래피, 활판 인쇄, 제본 및 장식된 종이 기법 학습을  

    위한 독특하고 시설이 완비된 스튜디오로 이 실습실은 커뮤니티 이벤트뿐만  

    아니라 영어 및 역사에서 학점 기반 수업 및 정규교과 외의 워크숍을 지원함

  ㅇ 도서관은 중세에서 현대, 제지 및 마블링, 제본 및 책의 역사를 포함하는  

수업 내용으로 교육

  ㅇ 도서관은 교직원 및 캠퍼스 내부 및 외부의 관계자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함. 

    1) 산업디자인 과정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

    2) 학생들은 전문가, 교직원, 상급 행정관을 포함하는 주요 그룹에 최종   

결과물과 아이디어를 발표함

    3) 학생의 연구 결과는 이후 도서관의 운영과 실험실 계획에 영향을 미침

  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앱과 어린이도서관 메타데이터 아이콘 설계

  ㅇ 도서관은 디지털 원주민(어린이)에게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도서   

     선택, 검색, 탐색 및 도서관 이용 과정에서 어린이의 정보 추구 행동은   

     성인과 다른 양상을 보임. 

  ㅇ 어린이의 지식 구조와 책의 주제별 순서를 인식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6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AR 내비게이션 앱을 위한 시각적 인터  

     페이스를 설계하고, 어린이의 인지 능력에 맞춰 각 과목 범주를 그래픽   

     아이콘으로 변경함

  ㅇ 각 사용자 범주에 해당하는 몬스터 아이콘을 설계하여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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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의 위치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줌. 

  ㅇ 흥미로운 화면구성은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제범주의   

     의미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과 풍부한 디지털 학습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함

  ㅇ 탐색기능은 iBeacon과 AR 내비게이션 앱 시스템을 결합한 실내 포지셔닝  

     시스템을 구성하는 동시에 도서관 내의 중요한 가상 시각 아이콘을 활용  

     함으로써 달성됨. 위의 응용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록을 축적하여 어린이가 도서관에서 찾는 자료나 책을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함

6. Session224 : 도서관 - 변화를 위한 대화 - 도서관 출판 SIG 

 

 가. 출판 문화유산 (말레이시아)

  ㅇ 사라왁 주립도서관은 도서관이자 보관소이기 때문에 많은 기록물이 있으며,  

     사라져가는 언어와 문화, 지적 유산, 정부 연구, 원주민의 지혜 등의 유산 문제도 존재함 

  ㅇ 지역의 기록 보존을 위해 원주민을 중심으로 토착 지식보유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콘텐츠를 관리함.

 나. 공공도서관 어린이들을 위한 디지털 출판 – 성공과 도전 

  

  ㅇ 소개

    1) 공공도서관 “Fran Galović” Koprivnica는 크로아티아의 중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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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rivnica에 위치하며, 독해 및 문해력 증진에 있어 혁신적인 서비스로  

        국내 및 국제상 수상

    2) 도서관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으로 어린이,  

       사서 및 지역 예술가들이 전문가들과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함

    3) 이 협력을 통해 디지털 그림책을 만들었으며,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잊혀진  

      신화와 전설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됨

  ㅇ 디지털 출판 경과

    1) 2008년 지역 신문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 출판물을 출판함 

    2) 2013년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최초의 디지털 간행물 출판

    3) 2014년 어린이들이 그림으로 쓴 Koprivnica마을에 관한 그림책 출판

    4) 2016년 "Grandma`s Cookbook"이라는 이름의 전통 레시피 출판     

  ㅇ 새로운 프로젝트와 목표

    1) 어린이를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도서관은   

      “세계의 끝에서 어린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독서를 독려 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함

    2) 주요 목표는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독해를 장려하고, 여러   

       분야의 학습경험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을 키우는 것. 구체적인 목표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듣고 말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임

  ㅇ 운영 사례

    1) 이 도서관은 115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8개의 워크숍을 조직했음

    2) 5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 50여 명이 지역의 역사, 신화 및 전설에 대해 

조사하고 배우기 위해 도서관에 방문함

    3) 참여 어린이들은 그림책을 쓰고 그림으로써 자신의 창의력을 개발함

    4) 어린이들은 잊혀진 이야기, 시, 관습 및 Drava River, 국토, Kalnik산과 같은   

       자연광경을 배우고, 여러 기법(나무 크레용, 마커, 수채화)을 사용하여   

       스토리 캐릭터를 그림

    5) 텍스트와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와 인터넷 출판 도구를   

      사용하여 그림책을 디지털화함으로써 ICT 기술능력을 향상 시킴

    6) 읽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특수 글꼴이 사용  

       되었으며 오디오 형식으로 제작됨. 최종 8개의 디지털 그림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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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스캔방법을 배우는 어린이 8개 디지털 그림책 책갈피
   

                     

  ㅇ 운영상의 어려움

    1) 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산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함

    2) 도서관은 디지털 출판에 적합한 온라인 형식을 찾아야 했으며, 그림책       

       "Book Creator"를 출판하기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함. 이   

      도구는 소리 녹음과 난독증 환자를 위한 글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운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음. 단, 디지털 그림책의 가독성과  

      이용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ㅇ 홍보

    1) 디지털 독서를 대중화를 위해 어린이, 유치원 및 학교를 위한 홍보 자료 제작

    2) 홍보자료의 디자인은 로고, 슬로건, 초대장, QR코드가 있는 포스터 및   

8개의 책갈피, 어린이용 배낭이 있음

  ㅇ 결론

     공공도서관 “Fran Galović” Koprivnica는 Koprivnica시 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 및 그 외 지역에서도 출판에 있어 새롭고 긍정적인 트렌드를  

       장려하는 출판사로 자리매김함

▣ 세션별 회의장 모습

Session100 발표 및 질답 Session144 발표 및 의견수렴 Session188 공개세션(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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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세션 (주요세션 내용)

※ Session113c (Poster session)  

  ㅇ 도서관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연구 결과를 한 장의 포스터로 표현하는  

     장소로 세계 각국의 198개 포스터가 전시됨

  ㅇ (올해의 포스터) 리투아니아 국립도서관의 MAKER SPACE 선정

      ※ 선정 기준: 아이디어와 디자인, 프로그램 내용, 참여자들의 반응 등

1.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리투아니아 국립도서관  

  ㅇ 국립도서관 MAKER SPACE 역할

     도서관 간의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

     도서관에 새로운 이용자를 유도하고, 

       커뮤니티를 만든다.

     이용자에게 도서관 소유의식을 갖게 한다.

     비공식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한다.

     교양있고 참여적인 사회로 성장 시킨다.

     이용자와 사서에게 IT 혁신을 가져다 준다.

     디지털화된 문화유산의 이용을 장려한다.

  ㅇ 이용자에게 MAKER SPACE의 역할

     기술과 지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와 지식의 의미를 부여하고 결정한다.

     체험을 통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연구 분야와 직업진로의 방향을 찾게 해준다.

     디지털 및 사회적 소외를 줄여준다.

     다양하고 즐거운 ‘제3의 장소’로서의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ㅇ 공공도서관 MAKER SPACE의 역할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한다. 

     혁신적인 도서관 이미지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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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 능력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서비스를 창출할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2. 도서관은 마음의 안식처(Sanctuary of the Mind): 말레이시아 셀랑고르공공도서관

  ㅇ 휴식하는 곳으로서의 제2의 가정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다.

     도서관은 제2의 가정이며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가치를 더해준다.

  ㅇ 학습센터로서의 역할 

     학습하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 

     지역사회의 문자해득 수준을 향상시킨다.

     독서의 즐거움을 창출해준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가치를 더해준다.

  ㅇ 모임 장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집처럼 느끼는 안전한 환경이다.

     모임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의 현대식 건물이다.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사서가 있다.

  ㅇ 인적자원개발센터 

     지역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제공한다.

     현대적이고, 활기 넘치는 장소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가고, 

       이벤트를 기획하기 위한 장소이다.

  ㅇ 여가센터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기르는 체육관이다.

     어린이들의 놀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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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메트로(Oulu City Library Book Metro): 핀란드 오울루시도서관 

  ㅇ 성인 메트로(2017년)

    지하철 노선마다 다른 주제를 구성하여 성인들이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책 지도 

    같은 주제를 가진 다른 종류의 책을 독자에게 소개

      하는 방식으로 구성 

  ㅇ 만화책(코믹북) 메트로(2018년)

     북 메트로의 성공적인 출범 이후, 오울루 시립

       도서관과 오울루 코믹스센터의 협력으로 만화책

       메트로를 만듦

     다양한 그래픽 소설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도록

       다른 장르와 범주의 만화책이 있다는 점을 홍보

     만화책 메트로 웹사이트 독자들은 국립핀란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도서관에서 원하는 만화책을 볼 수 있음

  ㅇ 청소년 메트로(2019년)

     청소년들에게 한 주제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책을 보여주는 안내도

     
각국의 포스터를 관람하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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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및 행사

1. Session061 한국어 참가자 모임

   2019. 8. 24.(토) 18:00,Conference Room 1  

  ㅇ (주관) 한국도서관협회

  ㅇ (참석인원) 한국도서관협회 참가단 20명, 공공도서관협의회 참가단 12명, 

               국립중앙도서관 11명, 기타 도서관 교수 및 관계자 등 50여명

  ㅇ 환영사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조영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 글로리아 페레스 살레론(Gloria Pérez Salmerón) IFLA회장 특별방문
  ㅇ 한국 공공도서관 우수사례 발표 (선경도서관)

     2019년 제51회 한국도서관 대상 수상기관으로 포상으로 WLIC 참가

     수원시 선경도서관 노영숙 관장 발표

 ※ 선경도서관 운영사례 요약

수원시 인문도시는 1) 수원의 정체성 정립 2) 책 읽는 도시 조성 3) 인문학 거리 조성 4) 인문소통 사회
조성을 목표로 “인문도시”를 표방하고, 공공도서관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원시의 인문도시 조성사업은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1단계는 2011년부터 '인문학 기반
구축 50개 사업'을 표방하고, 2단계는 2015년 '인문 대중화 60개 사업'을 진행하였다. 올해는 3단계로 누구나
쓰고 말하는 생활 인문 도시 구현’을 위해 ‘인문학의 생활화’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인문학이 기반이 되는 도서관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80년 중앙일보 동양방송에서 기증한 수원시 중앙도서관, 1995년 SK그룹에서 기증한 선경도서관 그리고
1999년 한국토지공사에서 기증한 영통도서관 등을 포함하여 2011년 이후로 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2013년 이후부터 매년 1～2개관씩 신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다. 2019년 현재 20개 도서관이 있으며,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하면 총 27개 도서관이 있다.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환영사 글로리아 페레즈 살메론 IFLA회장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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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ssion069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회식 

2019. 8. 25.(일) 10:30, Lambrakis Hall

  ㅇ 아테네 메가론 국제회의센터의 Lambrakis Hall에서 개최.

  ㅇ 140여 개국 3,600여명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Libraries: dialogue for        

     change' 주제로 진행됨 

  ㅇ (환영사) 대회조직위원회 공동의장인 알렉산드라 파파조글루(Alexandra Papazoglou)  

     -그리스 사서 정보 과학자 협회 회장과 Filippos Tsimpoglou-그리스 국립 도서관장의  

     대화로 이루짐.

    ※ 알렉산드라 파파조글루(Alexandra Papazoglou): “사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존재로서 앞으로도 사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며 “사서들은 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ㅇ (축사) 글로리아 페레즈 살 메론(Glòria Pérez-Salmerón) IFLA 회장 : “IFLA와  

      전 세계 사서의 노력으로 도서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모든  

      참가자가 도서관의 메시지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 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ㅇ (축사) 제랄드 라이트너(Gerald Leitner) IFLA 사무국장 : “세계의 도서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 IFLA에서 전략, 영감, 참여, 활성화 및 연결을 위해 노력        

      하는 것처럼, 도서관인과의 영감, 참여, 활성화 및 연결이 필요하다.” 

  ㅇ (현황보고) 소피아 자카라키(Sofia Zacharaki) 교육 및 종교 담당 차관 :“그리스 

시민들은 도서관을 지식, 정보 및 영감을 위한 중요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

고 있다”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공립학교는 도서관 협력망에 문을 개방했

2019 WLIC 진행자(Lillian Agapalldou) IFLA회장(Glòria Pérez-Salmerón)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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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우리는 이 협력망에 1,565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한다는 사실을 자랑

스럽게 생각한다.”

  ㅇ (축하공연) 그리스 역사를 춤과 노래로 엮은 전통공연 관람

  ㅇ (기조연설) 아테네 Emeritus 대학 루카스 츠칼리스(Loukas Tsoukalis) 교수 :   

    “상호연결된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종종 그에 따른 예상치 못한 대가가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의 기록을 수호하고 지식을 지키기 위해 도서관과  

     사서들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도서관과 사서의 중요성을 강조함.

3. Session199 : 문화의 밤 

   2019. 8. 27.(화) 19:00, Stavros Niarchos Faundation Cultural Center - Agora / Esplanade

  ㅇ (목적) 대회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    

     공연 및 축하행사를 통한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장소) 스타브로스 니아코스 재단 문화센터(SNFCC)는 Renzo Piano가 설계한  

     건축물로 그리스 국립도서관(NLG)과 그리스 국립 오페라(GNO), 공원 등이  

     있음. 공원은 산책, 운동, 콘서트,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에 이상적인 공간이며  

     도서관과 오페라하우스 사이의 중앙광장 아고라에서 개최됨 

  ㅇ (교통편의) 메가론센터에서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 제공

  ㅇ (행사내용) 그리스 전통무용 및 전통음악 공연과 음식이 제공되고, 세계인이  

     함께 춤추며 즐기는 그리스 문화체험 및 교류의 기회

 

개회식 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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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밤 행사장 

    

4. Session91 : 전시회 개막식

 2019. 8. 25.(일) 16:00-18:00, Megeron

  ㅇ (목적) 도서관 용품 및  도서관 관련기관을 홍보하는 전시부스 오픈 기념 

  ㅇ (행사개요) 메가론 내 곳곳에 식음료 테이블을 설치하고, 경찰음악대의   

     축하연주를 들으며 전시관람 및 다과를 나눔

▣ 전시

 ㅇ (기간/장소) 2019. 8. 24. ~30. 메가론 전시 홀

 ㅇ (참여기관) 66여 개의 도서관 관련 업체 및 출판사, 각국 도서관협회 등 

 ㅇ 주요전시 

   BOOK SCANNER: 수동 스캐너, 자동스캐너, 로봇스캐너 

   핀란드 Hublet사의 셀프서비스 기능을 가진 태블릿 대여기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운영부스

     - 한국어 관련 책자와 파주출판도시에 관한 팸플릿 비치 홍보

그리스 전통무용 그리스 전통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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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홍보부스

     -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도서를 알리는 사진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도서 전시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부스 인도네시아 도서 전시

 그리스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Greece)         

1. 개요

ㅇ 주소: Syggrou Avenue 364, 17674 Kallithea SNFCC 내

   ㅇ 연혁

자동 로봇스캐너 핀란드 Hunlet사의 태블릿 대여기

Ⅳ  도서관 견학

1832년 ⇨ ◦에기나 섬(Aegina)에 개관

1842년 ⇨ ◦ 아테네(현 아테네대학교)로 이전 

1866년 ◦ 국립도서관과 아테네도서관 합병

1903년 ◦ 독립 전용 건물 발리아노(Valloaneio) 도서관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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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용시간

      열람실: 월요일~일요일, 06:00~24:00

      특별자료실, 컬렉션 열람실 등: 월요일~금요일, 09:00~14:00

   ㅇ 시설 현황

      1층: 어린이 자료실, 아고라, SNFCC 로비, 카페, 기념품 가게

      2층: 열람실(예약제·폐가식 운영), 다목적실(정보검색코너 포함), 

            작가 및 학자 센터

      3층: 열람실, 스타브로스 니아코스 열람실, 아카이브 및 특별자료실,  

            GNO(Greek National Opera)뮤직 라이브러리 및 아카이브, 사무실

 

※ The Stavros Niarchos Foundation Cultural Center (SNFCC) 
  ▫ Stavros Niarchos 재단의 8억 8천만 달러 기부금을 통해 2017년 설립  
  ▫ 그리스국립오페라, 그리스국립도서관, Stavros Niarchos공원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문화, 교육, 운동, 환경, 레크레이션 활동 등 다양한  
     행사 운영

 - 덴마크출신 건축가 테오필 한센(Theophil Hansen) 설계
 - 19세기 말 신고전주의 건축 3대 걸작품의 하나로 평가됨
   * 헤파이토스 신전 모형 참고하여 설계

2018년
◦ 스타브로스 니아코스 재단 문화 센터(Stavros Niarchos Foundation   
   Cultural Center)로 신축 이전
◦ 현재 발리아노도서관과 2관 체제로 운영

발리아노 도서관 現 그리스 국립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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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소장 자료: 720,760점

　  도서, 신문, 지도,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된 필사본을 비롯하여 1,400년  

      전 그리스어 성서 필사본, 채식 사본, 진귀한 초판본 등 소장

     자료 현황

      

구분 수량 구분 수량
일반도서 578,943권 잡지 1,033종

 특별콜렉션 18,726권(점) 악보 745종 
연속간행물 18,826권 슬라이드 329종

원고 5,427종 전자자료 298점

 신문 3,433종 오디오  205점
지도 2,644종 박물자료  2종

   

 ㅇ 특별 컬렉션    

    필사본 컬렉션

       가) 종이 및 양피지 

       나) 비잔틴 음악 및 라틴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지역 필사본

       다) 신양성서: 6세기 마태복음 일부

       라) 채식사본: 18세기 말에 만들어진 그리스 식물 관련 출판물 

       마) 비잔틴 사전

     진귀한 초판본: 호메로스 서사시 초판본 등

     그리스 독립 전쟁에 관한 자료

     디지털 컬렉션

       가) 호메로스 시대부터 비잔틴 제국 그 이후 시대 필사본까지 9~20세기  

          수집된 필사본 및 다양한 자료들 중 일부를 디지털화하여 필사본의 

          약 610여점, 논문 중 5점, 공동소장 필사본 약 80여점을 온라인으로  

          제공

       나)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이탈리어 등 다양한 언어로  

           검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표제, 저자, ISBN 등 상세검색 가능

     신문 디지털 컬렉션 ‘E-Fimeris’

       가) 신문 디지털화는 OCR(광학문자판독장치)기술을 이용하여 2001년부터  

           서비스 제공

       나) 연대순으로 정리된 27만여 쪽의 디지털신문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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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이사항

  ㅇ 새로 건립된 국립도서관은 1932년 설립된 기관을 현대화하여 연구기능을 강화  

     하면서 동시에 연구전용 시설에서 공공에 개방된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여    

     건립됨

  ㅇ 신국립도서관은 학습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아이디어가 융합하고, 연구와 교육,  

     학습의 공간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계를 재정의 함

  ㅇ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발리아노도서관과는 달리 신설 국립도서관에서는  

     대출부서에서 교육과 관련된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ㅇ 1층에 위치한 어린이자료실에서 어린이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그리스는 공공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아 도서관 이용이 거의 없으며, 도서관의 개방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세션 188 죄담회 발표내용 중>

      

출입구 안내판 도서관 로비

어린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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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음악도서관(MUSIC LIBRARY OF GREECE)  

1. 개요

ㅇ 개관년도: 1997년

  ㅇ (주소) VAS. SOFIAS & KOKKALI 11521 ATHENS

  ㅇ 이용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17:00 / 수요일: 10:00~ 19:00

  ㅇ 운영주체: 음악협회(Friends of Music Society) 

    ※ 음악협회 
       음악과 예술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1953년에 설립
       아테네 콘서트홀의 콘서트를 주최
       청소년 스트링 오케스트라(Camerata Junior), 아마추어 70인 합창단(Musica) 운영
       젊은 음악가 지원 
 

  ㅇ (건립목적) 음악과 예술을 위한 자료 센터로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ㅇ (소장자료) 서양 음악 및 다양한 장르의 그리스 음악 자료 약 150,000점 보유

     도서 및 악보 89,000권, 연속간행물 700권, 음반 및 비디오 26,000점 

열람실 다목적실

전시공간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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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에디션, 사진, 콘서트 프로그램, 희귀필사본, 작곡가별 아카이브,  

       특별 컬렉션 등

2. 그리스음악 아카이브

  ㅇ 그리스 음악(고대음악, 비잔틴음악, 민요, 리베티코, 예술음악 등) 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교육하는 중심센터

  ㅇ 특징은 작곡가, 연주자, 그 스승의 기록을 수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 유명 작곡가 N. Skalkottas, Mikis Theodorakis, Theodoros     

     Antoniou, Michalis Sougioul, Aimilios Riadis 등 40개의 개인 아카이브로 구성

  ㅇ 330,000점 이상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유

3. 도서관 운영  

  ㅇ 디지털 리서치 프로그램

      디지털화된 다량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시청각 및 음악자료 분야의  

        데이터 제공자로서 역할을 담당

      현재 EU 내 28개국 1,500여 도서관·박물관·미술관·기록관의 2,400만 건의  

         콘텐츠를 수집

      사진, 그림, 도서, 신문, 음악, 영화, 라디오방송 등 모든 기록물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제공

     * 2018년 그리스 음악도서관 운영 현황

        등록 회원수: 12,693명 / 연간 방문자: 4,500명

         음악 컬렉션: 53건 / 그리스 작곡가/음악가 아카이브: 40건

         서지구축: 419,192건 / 디지털화 자료: 344,960건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26,000명

         소셜 미디어 참여자: 1만 명 이상 (Facebook, Twitter, Instagram)

4. 특이사항 

  ㅇ 도서관 안내 및 자료설명 모두 사서가 아닌 음악인(플루티스트 등)이  

     담당하여 견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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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세시대 악보 및 친필 원고 등 귀중자료를 도서관대회 투어를 위해  

     열람실에 자유롭게 올려놓고 특별한 장치 없이 만지고 볼 수 있게 함  

* 안내자의 시대별 음악사 설명 포함

□ 제85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도서관, 변화를 위한 대화(Libraries, dialogue 

for change)’라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변화에 대한 큰 흐름을 

Ⅴ  후기 및 시사점

그리스 음악 도서관 입구 귀중자료 설명

어린이 자료실 도서관 안내

LAB 연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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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수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은 도서관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AR/VR, 스마트도서관 설계 등 도서관과 기술의 만남과 관련된 세션에 

많은 관심을 보임.

□ 이번 대회의 개최로 그리스 도서관계는 국립도서관의 신축이전(2018년)을  

   추진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한 그리스의 도서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향후 도서관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함.   

   또한 아테네를 찾은 전 세계 도서관인들을 통해 그리스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함. 

□ 올해로 3회째 추진된 공공도서관협의회 WLIC 참가사업은 과거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사서 및 전문가들을 만나 연구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공동  

   참가를 통해 참가장벽을 낮추고 사서로서의 자긍심 고취, 개인의 역량  

   향상 및 자관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임.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미 한국의 도서관은 선진화 되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참여가 소극적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음. 향후 우리  

   나라에서도 올해의 공공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도서관이 나올 수  

   있도록 참관이 아닌 본회의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