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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모텐슨센터 사서 연수 프로그램 및 미국도서관대회 참가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리더십을 갖춘 차세대 도서관 인재개발 

□ 선진 프로그램 참여와 학습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2. 출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이수연 주무관

3. 출장기간: 2018. 5. 22.(화) ~ 6. 28.(목) / 36박 38일

□ 모텐슨센터(Mortenson Center) 사서 연수

○ 기간: 5. 23.(수) ~ 6. 19.(화) / 28일

○ 장소: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미국/ 일리노이주)

□ 미국도서관대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참석

○ 기간: 6. 21.(목) ~ 6. 26.(화) / 6일

○ 장소: 뉴올리언스 Ernest N. Morial 컨벤션 센터

※ 출국: 2018. 5. 22.(화) / 입국: 2018. 6.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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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일정

날짜 일정 비고

5.22.(화)    인천 공항 → 시카고 → 윌라드(샴페인) 공항 출국

5.23.(수)
 - 프로그램 소개 및 참가자 발표(소속기관 소개)

 - 일리노이대학 및 도서관 투어

오리엔테이션 및 

견학

5.24.(목)
 - 도서관 블로그 제작 및 개별 과제 오리엔테이션

 - 보존서고(Oak Street High Density Storage Facility) 방문
강의 및 견학

5.25.(금)  - DISC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강의

5.29.(화)

 - 글로벌 리더쉽 강화 강의

 - 정보활용능력 강의

 - 개별업무계획(Action Plan) 수립 및 그룹프로젝트

   (Chai Wai) 주제 토론 

강의

5.30.(수)

 - 도서관 기금 및 후원 관련 강의

 - 디지털 인문학 강의

 - LibGuide 강의

강의

5.31.(목)
 - 시카고공공도서관 방문

 - 미국도서관협회(ALA) 방문
견학

6.1.(금)
 - 업샷마케팅(Upshot Marketing) 도서관 방문

 - 시카고대학교 도서관 방문
견학

6.4.(월)
 - Reflection and co-learning 개인 발표

 - 문헌정보과학대학원 방문 및 발표 

개인발표,

강의 및 질의응답

6.5.(화)  - 인디아나폴리스 공공도서관 방문 및 발표 견학

6.6.(수)
 - 이용자교육 강의

 - 학술도서관 평가 강의
강의

6.7.(목)

 - 지리정보시스템(GIS) 워크숍

 - 리더십 및 도서관 경영 강의

 - 데이터관리 워크숍

강의

6.8.(금)
 - 도서관 리더십 교육(SILL) 워크숍

 - 도서관 서지 및 목록 강의
강의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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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성과

□ 다양한 국적의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

□ 4주간 프로그램 과정 이수를 통해 도서관 관련 정보 공유 및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

□ 미국도서관대회 참석을 통해 도서관 분야 최신 동향 파악 및

각 국가 도서관 관계자들과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   

6.11.(월)
 - 친절교육(FISH) 워크숍

 - 그레인저 엔지니어링 도서관 및 IDEA Lab 방문
강의 및 견학

6.12.(화)  - OCLC 방문 견학

6.13.(수)
 - 오하이오 주립대학 도서관 방문 

 - 웨스터빌 공공도서관 방문
견학

6.14.(목)

 - 도서관 장서 강의

 - TechHub 방문(일리노이주립대 과학기술센터)

 - Chai Wai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평가

강의 및 견학, 

그룹발표

6.15.(금)  - 장서 보존 및 디지털화 세미나 강의 및 질의응답

6.16.(토)
 - 아서 공공도서관(Arthur Public library) 방문

 - 아미쉬 마을(Amish Country Home) 방문
견학

6.18.(월)  - 스프링필드주립도서관 방문 견학

6.19.(화)
 - 개별업무계획(Action Plan) 개별 면담 및 평가

 - 프로그램 수료식
면담 및 수료식

6.20.(수)
 - 윌라드 공항(샴페인) → 오헤어 공항(시카고)  → 

   루이암스트롱 공항(뉴올리언스)
이동

6.21.(목)~6.26(화)  - 미국도서관대회(ALA Annual Conference) 참석 미국도서관대회

6.27.(수)~6.28.(목)  - 루이암스트롱 공항(뉴올리언스) → 댈러스 공항 → 인천공항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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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텐슨센터 사서 연수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요

□ 기간: 5. 23.(수) ~ 6. 19.(화) / 28일

□ 장소: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미국/ 일리노이주)

□ 프로그램 테마 : Imagine, Design, Engage, Act

□ 프로그램 내용

○ 도서관 관련 분야 세미나 및 워크숍

○ 관종별 도서관 및 유관기관 방문

○ 일리노이대학교 도서관 실무진 면담

○ 미국도서관대회 참가(선택 사항)

□ 프로그램 교육과정(40개 과정)

○ 도서관 트렌드: 2개 과정

○ 수집 및 장서지침: 2개 과정

○ 보존 및 디지털화: 2개 과정

○ 이용자서비스: 1개 과정

○ 정보관리 및 정보원: 6개 과정

○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4개 과정 

○ 예산 사업계획: 1개 과정 

○ 문화체험 친교: 3개 과정

○ 기관견학(교내): 9개 과정

○ 기관견학(교외): 10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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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명단 : 총 9개국 10명(대학도서관 9명, 국가도서관 1명)

국적 이름 소속 직위

Oman Nehad Ali Said Al Hadi Sultan Qaboos University Librarian

Jordan Mohannad Al Khalaileh
University of Jordan 

Library

Manager of Studies 

and Information

Costa Rica Ginnette Calvo Guillen University of Costa Rica Associate Professor

Nigeria Nkoyo Edem University of Calabar Librarian

Nigeria Evelyn Idiodi University of Benin Librarian

South Korea Suyeon Lee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ian

Sierra Leone Jeremiah M'Boma Njala University Library Training Librarian

Zambia Francina Makondo University of Zambia Librarian

Japan
Tomoyuki 

Naganuma

Kanagawa University, 

Hiratsuka Library
Librarian

Jamaica Karen Tyrell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Mona Library
Librarian

2. 주요 강의 및 워크숍

□ 글로벌 리더로서의 사서(Librarians as Global Leaders)

○ 강사 : Clara Chu(모텐슨센터장)

○ 주요내용

- 평화를 위한 도서관(Library for peace; Inclusive Services, Transforming

Communities)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 및 관련 서비스 소개

- 대표 예시: 미주리 주 퍼거슨공공도서관은 마이클 브라운 총격사건

(2014년 8월)으로 흑인 폭동에 휩싸인 지역사회에 대한 위기의 반응으로 

모든 학교가 폐교하자 유일하게 주민들을 위한 도피처 역할과 아이들을 

위한 임시학교를 운영(아이들을 위한 힐링 키트, 방과 후 학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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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교육, 이해, 평화 증진을 위해 도서관와 사서들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Libraries for Peace’ 홈페이지를 구축

(http://librariesforpeace.org)

- UNESCO에서 채택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별 도서관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토론

□ 학술도서관에서의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in Academy libraries)

○ 강사 : Lisa Hinchliffe(일리노이주립대 문헌정보학 교수)

○ 주요내용

- 정의: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은 필요한 정보를 발견,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통합적인 능력을 의미

- 중요성: 도서관 교육의 역할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도서관 평가 기준에 

강조되며 정보활용교육은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도서관을 

자리 잡는데 중요한 가치임 

- 학술정보활동의 기본요소(탐색, 수집, 독해, 작문, 연구자 간 협력, 정보 

간 교차) 및 정보활용교육의 현실적 한계, 향후 트렌드 전망 소개

- 일리노이주립대 및 기타 대학, 연구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예시: one-one assistance(대면, 전화, 메신저, SMS), 연구자 대상 공개 워크숍,

Student outreach event(Quad Day; 신입생 대상 도서관 홍보 행사), 신입생 교육

코스 개발, 지역사회 활동 및 연계 등

□ 도서관 투자기금 유치 및 제안서 작성 방법(Grant Funding and writing)

○ 강사: Jean Sarurai Kanengoni(일리노이주립대 문헌정보학 박사과정)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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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립대에서는 상용 Foundation Directory를 사용하여 각 

국가별, 주제별 도서관 투자기금의 규모와 정보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기금

현황 분석

- 국제 기금 조달 현황과 트렌드 분석을 제공하는 국제 사이트 소개

Foundation Center, WINGS, CAF World Giving Index

SDG Funder: UNESCO에서 채택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분야별 기금 투자 분석

- 도서관 투자기금 확보를 위한 방법 및 제안서 작성 사례

잠재적인 투자자와 관계 형성: 투자자들의 업무와 관심분야를 미리 

파악하고 분석한 후 요구사항을 충분히 설명

성공적인 제안서 작성: 구체적인 타임라인, 목표, 예산 작성이 필수적

이며, 대표 예로 모텐슨센터의 도서관을 위한 국제리더십 기금 제안서

‘Project Welcome’ 소개

제안서 작성 관련 웹 세미나, 강의 지원 사이트: Grantspace(https://grantspace.org/)

□ 장서의 디지털화(Digitization of Collections)

○ 강사: Alyce Scott(산호세대학교 문헌정보학교수)

○ 주요내용

- 디지털화 계획 수립 방법

① 장서의 선택 및 분석 ② 디지털화 계획 수립 ③ 장서의 디지털화

④ 디지털컬렉션 생성 ⑤ 테스트 및 컬렉션 배포 ⑥ 업데이트 

- 이미지 화질 계산(Image Quality Calculation) 방법

① 전체 이미지 치수 측정(inch/cm)

② 이미지 내 가장 중요한 작은 부분 선택 및 치수 측정(inch/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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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트심도(Bit depth) 결정(흑백 1bit, 회색조 8bit, 컬러 24bit)

④ QI 수식을 사용하여 적합한 해상도 DPI 계산

- 디지털화 대상에 따른 이미지 최적화 방법

뉴스, 사진, 인쇄자료 등 형태에 따라 적합한 비트심도(Bit depth),

Dynamic range 범위를 설정하여 선명한 화질의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생성

- 디지털화 저작물 대상 메타데이터 실습

메타데이터 형성 시 디지털화 대상의 형태, 물리적 조건, Medium,

톤, 색감 등 고려

샘플모형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더블린코어) 직접 작성

□ 지리정보시스템 워크숍(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 강사: Charlie Linville(일리노이주립대 정보과학대학 강사)

○ 주요내용

- GIS 정의: 지구 표면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지리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정보시스템

- GIS의 핵심 데이터 및 중요성: 지리정보의 핵심 데이터는 사람과 

위치이며, 특히 위치는 인간의 성장, 건강, 경험의 중심으로 여가 

활동과 은퇴 사업 등 정부 사업 개발을 위한 유용한 데이터임

- GIS 생성 방법: 웹 매핑(구글맵 사용), 테이블 매핑(UN 시각적 

분석 표준 사용)

- 구글 맵을 활용한 GIS 실습: 모텐슨센터 참가자 도서관 주소(엑셀

파일)를 구글 맵의 위치 값과 매핑시켜 세계도서관 매핑 지도 생성

- 도서관 분야의 GIS 활용 예: 전국 도서관 위치 정보 및 지역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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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지역특화서비스(Outreach Service) 제공

□ LibGuides 활용(LibGuides and Endangered Archives Programme)

○ 강사: Laila Hussein Moustafa(일리노이주립대 국제학 부교수)

○ 주요내용

- LibGuide 정의: 연구자, 학생, 기타 도서관 관련자들의 연구를 지원

하기 위해 웹 자원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자원관리시스템 도구

- 다양한 유형의 활용사례

Subject Guide: 특정분야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주제가이드

Course Guide: 특정 수업을 위해 작성된 수업가이드 

(예: 역사수업을 위한 동서부지역 가족, 성, 법률 관련 도서관 자료 안내)

Internal Guide: 시스템 계정을 가진 내부 사용자만 이용 가능한 

가이드로 링크드셋 또는 웹 자원 수집 및 훈련을 위한 내부문서 게시

- LibGuide 생성 방법

① 간략한 제목과 설명 ② 최신성유지(6개월 이내 최신자료)

③ 섹션별 내용 작성 ④ 모든 링크는 접근 가능해야 함 

⑤ 개인, 그룹에 대한 프로필 작성(연락처정보, 사진 포함)

⑥ 접근제한, 무료 이용 가능한 자원 표시 ⑦ 도서관 템플릿 활용

※ 완성도 높은 LibGuide 작성을 위해 각 섹션별 목록은 5-6개 이하로 제한,

중요도 순 열거, 도서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간략한 내용 작성 필요

(예: 정기간행물이 아닌 잡지)

- LibGuide 생성 실습: LibGuid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개인별 

관심분야 주제와 타켓 이용대상 설정, 유튜브 동영상 링크 또는 

아마존의 도서정보를 활용한 LibGuide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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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도서관 및 유관기관 방문

□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ALA는 1876년 출범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큰 규모의 

도서관협회로 현재 27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65,000명 회원을 보유

○ 비전: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홍보, 리더십 강화, 사서 전문성 강화

○ 핵심가치: ① 옹호(Advocacy) ② 정보 정책(Information Policy)

③ 전문 리더십 개발(Professional & Leadership Development)

④ 평등, 다양성과 포용(Equity, Diversity & Inclusion)

○ 주요 활동

- 도서관 및 도서관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가치  

증진을 위한 ‘Libraries Transform’캠페인을 진행

‘Because of You’ 메시지를 통해 사서는 도서관을 변화시키는 주체

이며 도서관 최상의 검색엔진이라는 의미를 전달

핵심메시지를 담은 자료 제공 등 도서관의 캠페인 참여 독려

- ‘Future of Libraries’을 통해 도서관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도서관 직원 및 대중에게 정보를 공유 

Block chain, Maker Movements, Connected learning 등 미래 트렌드

발굴을 통해 도서관 및 사서와 관련된 트렌드에 대한 이해 증진,

미래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준비에 도움

총 7가지 주제(사회, 기술, 교육, 환경, 정치, 경제 및 인구통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무료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제공

(http://www.ala.org/tools/future/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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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 1967년 창립된 도서관 비영리단체로 사서, 기술자, 연구원, 지도자 등

100개국 이상의 수천명의 도서관 회원을 보유

○ 비전: Because what is known must be shared(알려진 모든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 주요 활동

- 세계 최대 규모의 WorldCat(종합 목록 서비스) 제공 

2017년 OCLC 회원 사서들은 WorldCat 항목 중 94%인 

총 21,187,275권의 도서 목록 사용

<ALA 내부 자료실> <‘Libraries Transform’ 캠페인>

<ALA 프레젠테이션> <ALA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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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및 아카이브 관련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주요 연구주제: 연구 컬렉션 및 지원, 도서관 시스템 이해, 데이터

과학, 이용자연구, 지역사회와 도서관

Webjunction(온라인 강의 서비스):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도서관을

위한 무료 교육 제공(www.webjunction.org)

-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

총 5개(미국 2, 토론토 1, 암스테르담 1, 시드니1)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약 4.2억개 Worldcat 종합 목록 서비스 데이터 관리

<OCLC 내부 전경> <OCLC 내부 도서관>

<OCLC 역사 전시실> <데이터 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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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립대 공과대학도서관(Grainger Engineering Library and IDEA Lab)

○ IDEA Lab

- 정보학, 디자인, 데이터분석 분야 연구지원을 위해 그룹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등을 위한 협업공간과 기술 제공

- (Informatics lab) 그룹 프로젝트 시 유용한 공간으로 4대 대형모니터

에서 각 DB별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결과를 다면분할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 (3D Printing Lab) 3가지 유형의 3D 프린터(one-color, multi-color,

flexible)가 있으며 Cura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을 명령하면 플라

스틱 노즐을 열로 녹여 아웃라인을 잡아 다양한 3D 작품 완성 

- (VR Rounge) 학기마다 학부생들의 VR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작업모니터가 대형 스크린으로 연결되어 VR 체험과정을 

함께 공유 가능

<Visualizing 스크린> <Informatio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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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주립대학 도서관(Ohio State University)

○ OSU Thompson 도서관

- 약 1백만 이상 대출 가능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자료 

구입 및 프린트 아이템을 활용한 컬렉션 구성에 주력

- 도서관 내부는 모두 유리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오른쪽은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공간, 왼쪽은 현대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구성

○ OSU Research Commons

- 데이터 관리, 디지털인문학, GIS 분야 연구자를 위한 연구정보서비스

및 협업 공간 제공

- 혁신적인 연구 공간 구성을 위해 벽 전체를 화이트보드로 설치하고,

네모 형태의 전등을 설치하여 공간별로 구간을 나누어 밝기 조절 가능

- 모든 가구는 이동식이며 벽을 접어 공간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접이식 테이블을 활용하여 그룹 또는 컨퍼런스 등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 구성 가능

- GIS 전문가 전용 사무실과 상담실 2개가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문의하고 연구 지원

<3D 프린터> <VR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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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립대학교 TechHub

○ 가상현실, 3D프린트, 360° 사진, 레이저커팅머신 등을 통해 교육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신기술을 연구, 교육하는 공간

○ 매주 화요일마다 대중들에게 연구소를 개방하며 기술 세션, 게임 

이벤트, Ted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IT 기기 및 디스플레이 기술 소개 

- PlayStation VR을 사용한 가상현실과 게임, GoPro Fusion 및 

Ricoh Theta S가 장착된 360° 카메라, 레이저 커팅기계(Glowforge),

3D프린터(Ultimaker 2+), Google 홈 미니가 포함 된 디지털 보조 기기 비치

<Thompson 도서관 내부 전경> <Thompson 도서관 열람실>

<Research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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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Draw google) 프로그램이 설치된 태블릿으로 20초안에 

그림을 그리면 컴퓨터가 그림의 정답을 맞히는 게임

- (Trick Image) HP reveal 무료 어플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예시: 모나리자 이미지를 인식하면 태블릿을 통해 그림 속 모나리자가 작품 설명

□ 시카고대학도서관(University of Chicago)

○ 만수에토도서관

- 졸업생 연구 지원 및 장서 보관을 위해 2011년 개관하였으며, 중앙

도서관과 연결되어 지상 1층 유리 돔형 열람실과 지하 6층 깊이 

<레이저 커팅머신을 이용한 작품> <3D 프린터 작업 모습>

<3D 프린터 인식 프로그램> <Tric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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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식 서고로 구성

- 보존서고 도서는 크기에 따라 분류되며 이용자들이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로봇 크레인이 찾아주는 자동시스템

○ (TechBar 서비스) 아이패드, 노트북, 디지털 기기 충전기 등 전자기기를

대여할 수 있고, IT 관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IT지원 서비스 제공

○ (협업 학습 공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고사양의 대형 

스크린, 비디오 장비가 아닌 인터넷, 와이파이,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협업 공간으로 콘센트, 화이트보드, 테이블 등 기본적인 아이템을

활용한 오픈 공간으로 구성

<만수에토도서관 열람실 전경> <만수에토도서관 보존서고>

<Techbar 서비스 센터> <협업 학습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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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k Street 보존서고(Oak Street Storage Facility)

○ 서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 건립되어 연구가치가 있지만 

이용률이 낮은 장서들을 보관하는 일리노이주립대학도서관의 고밀도

저장소

○ 40피트 높이의 서고들로 현재 약 4백만 장서를 보존하고 있으며 

특정 온습도를 항상 유지(온도 10℃, 습도 30%)

○ 서고 용량 최대화를 위해 장서는 모두 크기에 따라 분류되고 바코드로

식별되며, 기술직원이 바코드를 인식하여 특별 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북크레인으로 도서를 찾음

○ 예약 후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고 연구자를 위한 장기 대출과

긴급자료 배송 서비스 제공

□ 시카고공공도서관(Chicago Public Libraries)

○ You Media: 시카고지역 도서관에 81개 분관이 있으며 3D프린트,

VR기기, 녹음스튜디오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갖추어 10대들을 

위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

○ Maker Lab: 3D 프린트, 재봉틀 등 다양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OAK Street 보존서고 내부> <OAK Street 사무실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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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운영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주말에는 예술

전공 대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하는 예술작품 활동 프로그램 운영

○ Game 컬렉션: 다양한 게임들을 대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게임기기 

및 목록 리스트 제공

- 인원, 시간, 난이도 등 게임설명을 포함한 게임 목록리스트 제공

□ 업샷마케팅도서관(Upshot Marketing)

○ 1994년 창립한 Upshot 마케팅회사 내 전문도서관으로 사서인원은 

1명임(Liz Aviles, 부사장)

- 주요 고객: 스타벅스, Tazo tea, Corona맥주 등

<청소년자료실 You Media>

<Maker Lab 및 수업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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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내부 직원들의 마케팅 업무 지원을 위해 데이터 조사 

및 분석 자료 제공, CEO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

양한 Insight 보고서 제공 등

○ 대표 예로 프로틴바 판매 업무 진행 시 관련 업계 고객 시장 트렌드

조사, 컨셉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통계를 홈페이지로 구축

○ 전문도서관 사서로서 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요구되며, 평소

최신 이슈와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력이 필요

<업샷마케팅 도서관 전경> <업샷마케팅 도서관 배가 자료>

<업샷마케팅 프레젠테이션> <트렌드&Insight 보고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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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사진

<프로그램 참가자 단체사진> <커뮤니케이션(DISC) 워크숍>

<Reflection 개인발표 및 토론> <Chaiwai 그룹 프레젠테이션>

<도서관 리더십 교육(SILL) 워크숍> <프로그램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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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8년 미국도서관대회(ALA Annual Conference)

1. 프로그램 개요

□ 기간: 2018. 6. 21.(목)~6. 26.(화) / 총 6일

□ 장소: 뉴올리언스 Ernest N. Morial 컨벤션 센터

□ 내용

○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 매년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대회로

전 세계 약 17,600명의 사서,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출판 관계자 등 참가

○ 약 1,700여 개의 다양한 주제 프로그램 및 워크숍, 세미나 개최

○ 도서관 관련 최신 기술 및 제품 전시, 약 500여개 전시 이벤트 진행

2. 주요 내용

□ ALA 개막식으로 미셸 오바마의 개막연설이 진행되었으며, 미국의회

도서관장 카를라 헤이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 부모, 변호사, 영

부인으로서의 경험과 삶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함

□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워크숍, ALA 분과별 회의, 국제프로그램 이벤트 

등이 진행되었으며, 포스터 세션에서는 총 8개 주제 분야의 2,014개 

포스터가 총 2일간 전시

□ 전시장에는 약 900개 이상의 전시업체, 전시관이 마련되었으며 작가와의 

만남, 쿠킹세션, 게임/그래픽만화 스테이지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

□ 주요 프로그램 소개

일자 세션 내용

6.21.(목)
- 등록

- Preconference: ALA 분과별 사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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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크숍 및 주제 발표

□ 전 세계 난민 위기에 대한 도서관 역할

○ 유럽 도서관의 경우, NGO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

- 독일: 무료 도서관 카드 지급(대부분 유럽도서관은 유료이용), 언어교육·

통합교육(Integration class), 언어 문화 관련 컬렉션 제공 등

6.22.(금)

- 개막식 및 미셸 오바마(변호사, 작가, 전 영부인) 개막연설

- ALA 분과별 그룹 회의 및 토론

- 국제 사서 오리엔테이션

- 전시장 오프닝 리셉션

6.23.(토)

- 도서관 마케팅 및 Outreach 관심 그룹 워크숍

- IT기술 발전 및 도서관 서비스 워크숍

-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주제 발표

- 도서관 이미지 브랜딩 사례 발표

- ALA 영화상영(Now Showing@ALA Film Program), 쿠킹세션, 

Book Buzz 스테이지, 작가사인회 등 전시이벤트 진행 

6.24.(일)

- 도서관 인테리어 변화를 통한 Transforming spaces 사례 발표

- 3D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프로그램 사례 발표

- 난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주제 발표: Project Welcome 소개 및 

Action plan

- 국제사서위원회(IRC: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회의

6.25(월)

- 난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워크숍: 전세계 난민위기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

- 도서관 관련 IT 기술 동향 워크숍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주제 발표

- 도서관 교육 발전과 혁신 주제 발표: 공공도서관과 MIT Lab 협력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6.26(화) -폐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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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도서관 웰컴키트 제공, 아랍어 컬렉션 구축, 교육 및 통합

공간 제공

○ 난민들의 재정착과 통합 서비스 예시

- 사서 교육: 타켓 이용자 대상 인터뷰, 해외 도서관 실태 조사에 기반한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 마련

- 통합 서비스 제공: 독서클럽, 영화상영, 언어교육서비스, 문화 이벤트,

도서관 카드 가입 프로그램 등  

- 난민 관련기관과 협업: 난민 관련 지역사회 단체들과 연계하여 회의, 그룹

워크숍 개최를 통해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지역사회와 연결 강화: 세계 난민의 날(포스터, 전시, 포럼 등) 이벤트 

개최, 이재민 중심 장서개발 정책 수립

□ 360° 가상 투어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 360° VR 도서관 투어를 통해 이용자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에 활용

○ 도서관 외관 빌딩 및 내부를 투어, 자료실 또는 안내데스크 클릭 시 담당

사서 프로필과 제공서비스 표출, 상세정보 클릭 시 해당 서비스 페이지 연결

○ 해당 공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동영상을 공유하고 도서관 이벤트 홍보를

통해 이용자 경험 증진

- 참고사이트: http://www.library360lab.org

□ 도서관에서의 인공지능(AI) Lab

○ 전통적인 검색이 아닌 대화 방식의 이용자 친화적 정보탐색을 통해 아이

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의 정보서비스 제공 

○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서관 참고서비스: 구글 알렉사를 활용한 ‘Talk to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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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력 시 10만권이 넘는 도서목록 중 가장 높은 응답에 해당하는 

도서와 일부 텍스트VR 목록을 함께 소개

- 예시: ‘지구에서 가장 가기 좋은 여행지’ 질문의 답변으로 관련 여행 책 

목록과 책 속 세부적인 장소를 소개하는 내용을 제공

- 참고사이트: https://books.google.com/talktobooks/

□ 미래 도서관 이미지 브랜딩: 메이커스페이스 

○ 3D프린트, 커팅머신, VR기기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서 미래 도서관 이미지 브랜딩이 필요

○ 메이커스페이스 제공 예시

- 도서관에서 예약도서를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디지털기기(3D Print, 태블릿을

활용한 게임, VR기기 등)를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제공

- 접이식·이동식 가구를 이용한 팝업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성

- 개인/그룹 프로그램: 3D프린트, 레이저커팅머신 등을 활용한 컬러링 북,

북마크 제작, 퍼즐, 레고벽 만들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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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사진

<미셸 오바마 개막연설> <주제발표 세션 진행 모습>

<워크숍 진행 모습> <포스터 세션>

<LC도서관장 카를라 헤이든과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 및 사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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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 의견 및 시사점

1. 모텐슨 사서 연수 

○ 학술, 전문, 공공, 대학도서관 및 ALA, OCLC 등 관련 기관 견학을 통해 

도서관 관련 최신 동향 파악 및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

○ 10명의 참가자들과 교류를 통해 국가별 도서관 운영방식 및 서비스를 

공유하고 각국 도서관이 가진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함

<VR 제품 전시(Magic Planet VR Sphere)> <3D프린터 및 제품 전시>

<태블릿/노트북 대출기기> <쿠킹세션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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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 데이터 관리,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프로그램 

참여를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글로벌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

○ UNESCO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SDGs)를 학습하고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세계 도서관이 함께 협력

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

○ 그룹별 프로젝트 및 Action Plan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국가 참가자들과 

의견 교류를 통해 다문화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마인드를 기를 수 있었음

2. 미국도서관 대회 참가

○ 이번 미국도서관대회는 전 세계 도서관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고 각종 

출판물과 도서관 제품, 디지털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었음

○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참석을 통해 다양한 도서관 이슈들을 공유하고 

도서관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함

○ 특히 난민 문제, 메이커스페이스, 도서관 브랜딩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으며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를 벤치마킹함

○ 무인 태블릿/노트북 대출 기기, 책 읽어주는 토킹북, 전자책 및 교육 콘텐츠

전용 모바일 기기 등 IT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 필요 

○ VR Station, 360° 카메라, 3D 프린트 등 다양한 IT 기기 체험을 통해 도서관이

창의적인 학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성 필요 

3. 총평

○ 총 9개국 10명의 참가자들과 4주 간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단순 강의가 아닌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를 통해 국가별 도서관 운영 방식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도서관 발전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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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 세계 사서 및 정보전문가들과 교류하고

도서관 분야 최신 이슈와 미래 도서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음

○ 향후 모텐슨 프로그램 및 ALA 도서관대회에 한국 대표로서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도서관계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전 세계 도서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 도서관은 차별 없는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미국·유럽 도서관에서는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

난민 문제를 포함하여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도서관 견학을 통해 선진 도서관 서비스는 ‘협업 공간’ 과 ‘메이커

스페이스’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래의 도서관은 사람들이

만나 협업 소통함으로써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활용하여

지식을 창조하는 공간으로 발전해야함 

○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와 다양한 IT 기기(VR Magic

planet, 360° 카메라, AI 로봇 등) 체험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음

○ IT 기술 발전에 따라 이용자 경험 증진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폭넓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VR Magic Planet> <360° 카메라> <AI 로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