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제제제 4 4 4 4회회회회    국제국제국제국제    마케팅마케팅마케팅마케팅    수상식수상식수상식수상식    
 

SirsiDynix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IFLA의 경영마케팅 분과에서 2006년 마케팅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네덜란드 노트르담 근교 스피예니스(Spijenisse) 공공도서관의 신디 반 크라넨버그 

(Cindy van Kranenberg)    씨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비이용자들

의 도서관 참여 장려를 위해 최소 비용으로 작은 엽서를 보내는 한편, 비이용자들의 이용자 전환 수치를 

꼼꼼하게 평가했습니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네덜란드어로는 ‘Wij missen u’) 였

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2006년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비와 항공료 그리고 해당 도서관의 마케

팅 캠페인을 장려하기 위한 미화 1000달러의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퀘벡 공공도서관 수잔 페이에트 (Suzanne Payette) 관장이 선정되었습니다. 퀘벡 공공

도서관의 마케팅 캠페인은 2005년 공공도서관 주간에 ‘흐름을 따라서’ (불어로 ‘Suivez le courant’)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홍보물을 예쁜 쇼핑백에 담아 배포했습니다.  

 

세번쨰 수상자는 ‘노크없이 방문하는 공공도서관’ (스페인어로는‘Biblioteca Publica, pasa sin llamar’)

이라는 슬로건으로 켐페인을 진행한 스페인의 카스틸라 라만차(Castilla-La Mancha) 지역 도서관이 선

정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대표인 오스카 아로요 오르테가 (Oscar Arroyo Ortega)씨는 시민들에게 새로

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및 지역 봉사 서비스를 알릴 목적으로 위 캠페인을 조직했다고 합니

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상자의 마케팅상 수여식은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    장관장관장관장관    만찬과만찬과만찬과만찬과    댄스파티댄스파티댄스파티댄스파티    ––––    

# 6-06 
 

세계도서관정보대회 : 제 72 차 IFLA 대회 

2006 년 8 월 20 일 – 24 일. 대한민국 서울 



 

    
IFLA FundIFLA FundIFLA FundIFLA Fund    후원후원후원후원    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IFLA Fund 는 2005 년 오슬로 대회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IFLA Fund 는 아래의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회기회기회기회””””부분부분부분부분    : : : : IFLA 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회원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모금을 사용한다. 

 

““““재해재해재해재해    ////    재난재난재난재난    복구복구복구복구    지원지원지원지원””””    부분부분부분부분    : : : :  IFLA 는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혹은 , 

인위적인 재난 /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금한다. 

 

““““지주지주지주지주    ////    중심적중심적중심적중심적””””    부분부분부분부분    ::::    이이이이    기금은기금은기금은기금은    IFLA 의 회원 서비스, 전문활동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후원을후원을후원을후원을    해주시는해주시는해주시는해주시는    모든모든모든모든    분께는분께는분께는분께는    감사의감사의감사의감사의    표시로표시로표시로표시로    IFLAIFLAIFLAIFLA    열쇠고리를열쇠고리를열쇠고리를열쇠고리를    드립니다드립니다드립니다드립니다....  

: 후원참여 서류는 코엑스에 위치한 IFLA 사무국(317 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 

기부는 전시장의 IFLA 부수 혹은 사무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84 번 부스)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IFLA 모금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 기회 부문 

� 재해 / 재난 복구 지원 부문 

� 지주 / 중심적 부문 

� 세 가지 중 어느 부문이나 

기부금 액수 : ___________________ 

EUR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외화 : 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 계좌 이체 
 

은행명 : ABN AMRO nv Swift code : ABNANL2A 

위치 : The Hague, Netherlands IBAN code : 

NL23ABNA0513638911 

계좌 번호 : 51 36 38 911  

 

� 수표 : 지불 받는 사람: 

IFLA Headquarters, Box 95312, 2095 CH The Hague, Netherlands 

 

� 신용카드 : � American Express  � Visa    � Mastercard 

카드 소지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드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료일자: 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 

 

� 위에 기록한 액수만큼의 견적서 / 청구서를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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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LA IFLA IFLA IFLA 전문전문전문전문    모임을모임을모임을모임을    만나봅시다만나봅시다만나봅시다만나봅시다!!!!    
    
IFLA 의 전시 부스(84) 에는 IFLA 본부 직원들과 2007 년, 2008 년 IFLA 세계 도서관정보대회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개최되는 기간 중 IFLA 임원들이 그들의 활동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결과를 전시하기 위해 84 번 부스에서 근무할 것입니다. 임원들을 만나서 직접 정보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8 월 23 일(수요일)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88 월월월월 23 23 23 23 일일일일    수요일수요일수요일수요일    
    

10.00-11.00 

 시청각자료와 멀티미디어 

 사회과학 도서관 

 정보 테크놀러지 

11.00-12.00 

 정보 참고 서비스 

 원문 복사 서비스와 상호 자료 대출 

 ICABS 

12.00-13.00 

 신문 

 정기 간행물과 기타 연속 간행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13.00-14.00 

 PAC 

 보관과 보존 

 희귀본과 필사본 

14.00-15.00 

 수서와 장서개발 

 도서관 역사 

          도서관협회 경영 

    

    

    

    

2007200720072007 년년년년 IFLA OCLC IFLA OCLC IFLA OCLC IFLA OCLC 특별특별특별특별    회원회원회원회원    
 

8 월 22 일 서울 WLIC 에서 발표된 2007 년 IFLA OCLC 특별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  

 

Mr. Kodjo Elolo Atiso, 가나 

Mrs. Alicia Chavarria Esguerra, 필리핀 

Mrs. Pauline Nicholas, 자메이카 

Mrs. Elisangela Alves Silva, 브라질 

Ms. Nevena Tomic, 세르비아 

 

4 월 27 일부터 6 월 1 일까지 진행 될 예정인 2007 년 프로그램 중 특별회원들은 5 주간의 강의, 세미나 

및 회의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 중 4 주간은 더블린, 오하이오, 미국에 있는 OCLC 본부에서 진행될 

것이며, 한 주는 네덜란드 라이덴의 OCLC PICA 에서 진행될 것이다. 

 

프로그램 후원자들(OCLC, IFLA, 미국 신학 도서협회)은 관심있는 기구들의 추가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죠지 니드햄(George Needham) OCLC 부회장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e-

mail: needhamg@oclc.org. 

 

2008 년 특별회원 프로그램 신청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Website : http://www.oclc.org/education/earlycareer/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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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서울서울 IFLA IFLA IFLA IFLA    ////    FAIFE FAIFE FAIFE FAIFE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 AIDS AIDS AIDS AIDS    ////    HIVHIVHIVHIV    정보에정보에정보에정보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접근접근접근접근    : : : : 삶과삶과삶과삶과    죽음을죽음을죽음을죽음을    가르는가르는가르는가르는    이슈이슈이슈이슈    
 

2006 년 8 월 24 일 목요일   8:30 - 12:45, 201 호 

 

IFLAIFLAIFLAIFLA    / FAIFE/ FAIFE/ FAIFE/ FAIFE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몇몇몇몇    가지가지가지가지    변경변경변경변경    및및및및    추가추가추가추가    사항들이사항들이사항들이사항들이    공고되었습니다공고되었습니다공고되었습니다공고되었습니다. . . . ::::     

 

UN 이 설정한 8 개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 중 하나는 ‘HIV / AIDS, 말라리아와 다른 질병들에 맞서는 

것’입니다. 도서관 / 정보 서비스는 HIV / AIDS 질병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AIDS 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 도서관 또한 여러 국가들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 종교적,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AIFE 는 도서관들이 어떻게 다른 도서관 및 지역의 NGO 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했는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2005 IFLA /FAIFE 세계 리포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FAIFE 는 앞으로도 리포트를 계속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IFLA 의 Alex Byrne 회장이 프로그램 주제를 소개할 것이며 HIV / AIDS 에 관한 교육에 있어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의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4 시간 동안의 프로그램 중 우리는 

세계보건도서관(World Health Library)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될 것이며 쿠바 및 남아프리카에서 HIV /  

AIDS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4 시간의 프로그램은 알 케이건 교수가 

진행하는 토론으로 끝마칠 것입니다.  

 

• 8:30 – 8:45 : 환영 및 소개- 알 케이건(Al Kagan)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 IFLA / FAIFE 프로그램 

좌장  

 

• 8:45 – 9:15 : 주제 소개- 알렉스 번(Alex Byrne), 호주 시드니공과대학, IFLA 회장 

 

• 9:15 – 9:45 : 세계 보건 도서관(WHL): HIV / AIDS 교육과 논의에 관한 한 가지 논점- 이본 

그랜드부아(Yvonne Grandbois) 지식을 위한 도서 정보 네트워크, 세계 보건 기구(WHO) 도서관 

코디네이터 

 

• 9:45 – 10:45 : 질의응답 및 토론 

 

• 10:45 – 11:15 : “그들이 해결한다: HIV / AIDS 극복에 있어서 청년, 성, 그리고 대중문화의 역할 

- 엘레인 살로(Elaine Salo),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 대학교 아프리카 성문제 연구소 

 

• 11:15 – 11:45 : 쿠바의 BIBLIOSIDA 지역 정보 서비스의 개관: 다른 국가에서의 적용 가능성 –
마가리타 포비아(Margarita Pobea), 국립 의료 정보 센터 정보서비스 회장(Centro Nacional de 

Informacion de Ciencias Medicas de Cuba)  
 

• 11:45 – 12:45 : 토론, 알 케이건(AL Kagan)교수 진행,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아프리카 콜렉션 

비블리아그패퍼, IFLA / FAIFE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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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620062006 년도년도년도년도    IFLAIFLAIFLAIFLA    ////    FAIFE FAIFE FAIFE FAIFE 주제주제주제주제    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기간 중인 8 월 22 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 가난, 부정부패에 맞서는 도서관’을 주제로 한 2006 년도 IFLA/FAIFE 주제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IFLA / FAIFE 세계보고서 시리즈 중 여섯 번째 발간물이다. 
 

2006 년도 주제인 “AIDS, 가난, 부정부패에 맞서는 도서관”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가지 큰 문제들 

중 AIDS, 가난, 부정부패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 아시아, 캐러비언, 동유럽 

등 각국의 보고서 작성자들은 도서관, 정보봉사의 역할 및 책임과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본 보고서는 교육 지원 증대, 정보관련 법률의 실행, 가난과 부정부패에 대한 올바른 인식, 투명성 지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강조 등을 핵심으로 다루었다. 시민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면 균등한 기회의 제공, 공중 보건, 그리고 사회적 투명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위의 모든 세 가지 조건들을 고려할 때, 이번 보고서는 도서관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006 년도 IFLA / FAIFE 주제보고서에서는 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책임의식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더욱 부각되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의 정보지식사회에서 지식 자유의 옹호와 

평등한 사회참여자로서 도서관의 책임과 역할수행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도서관은 정보력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AIDS 나 가난, 부정부패에 맞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활동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확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정보력이야 말로 AIDS 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백신이며,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삶의 

진보를 이루는 기반이며,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은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접근의 자유를 통해 도서관은 사회 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해의 주제발표보고서는 AIDS 와 가난, 부정부패에 대해 도서관이 보다 활발한 참여와 

문제해결지원을 할 것을 명확하고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IFLA/FAIFE 자문위원회 회장이며 IFLA/FAIFE 위원회 소속으로, 영국 Leicestershire LE 11 3TU 에 

위치한 Loughborough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인 

폴 스터러지(Mr Paul Sturge)씨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Tel.: +44 (0) 1509 22 8069  

Email: R.P.Sturges@lboro.ac.uk 

 

 

덴마크 코펜하겐의 IFLA FAIFE 사무 담당 대표인 수잔느 세이더린 (Ms Susanne Seidelin)씨에게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Tel : +45 3258 6066 ext 532, or +45 32 58 70 77 dial 532,  

Fax : +45 32 84 02 01.  

Email : susanne.seidelin@ifla.org or sus@db.dk 

Website : www.ifla.org/fa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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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    논의논의논의논의    사항사항사항사항 

    
참가자 여러분은 이사회에서 논의 및 결의할 사항의 제출기한이 오늘 8 월 23 일(수)까지라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IFLA 사무국 COEX 컨벤션 센터 317 호) 

    

    

대회대회대회대회    참가참가참가참가    경비경비경비경비    추가지원추가지원추가지원추가지원    

 
2005 IFLA 2005 IFLA 2005 IFLA 2005 IFLA 오슬로오슬로오슬로오슬로    재단에서재단에서재단에서재단에서 2006 년 서울대회(WLIC) 참가하신 아래의 분들께 참가경비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아르헨티나의 에르아르도 디에고 치바레노(Mr. Edgardo Diego Civallero)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플리피 반 데 왈트(Mr. Flippie Van der Walt) 

 

또한 이집트의 이브라힘 핫산 아보우 알 카이리(Dr Ibrahim Hassan Abou Al Khair) 박사는 2006 년도 

‘2006 Dr. Shawky Salem 참가경비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스위스스위스스위스스위스    대표단을대표단을대표단을대표단을    초대합니다초대합니다초대합니다초대합니다....    
 

스위스 대사가 8 월 24 일 목요일 저녁 7 시에 스위스 대표단을 직접 환영할 예정입니다.  

 

만나는 장소: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앞 늦은 6 시 

문의사항은 Jean Philippe Accart 앞으로 게시판에 붙여 주십시오.  

 

    

전시참여전시참여전시참여전시참여    기업기업기업기업    정보정보정보정보    추가추가추가추가    ---- TBMC TBMC TBMC TBMC    
 
아래 기업에 관한 정보가 늦게 도착하여 추가로 알린다. 

 

78787878 번번번번    부스부스부스부스    

 

Transmission Books and Microinfo Co. Ltd. (TBMC)Transmission Books and Microinfo Co. Ltd. (TBMC)Transmission Books and Microinfo Co. Ltd. (TBMC)Transmission Books and Microinfo Co. Ltd. (TBMC)    

7F, No. 315, Sec. 3, Ho Ping E. Road 

110 Taipei 

Taiwan 

China 

 

Tel. +886-2-27361058 

Fax: +886-2-27363001 

E-mail: partner@tts.tbmc.com.tw 

 

연락: Felix Chu E-mail: felix@tts.tbmc.com.tw 

생산품목: Internet/CD-ROM Database, E-book, Microfilm 

 

1981 년 대만에서 설립된 TBMC 는 정보자원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지닌 기업이다. TBMC 는 

중국고전자료, 대만학, 신문, 그리고 다양한 교양분야를 망라하는 약 60 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함으로써, 아시아학, 중국학, 그리고 대만학 분야 연구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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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    결의안결의안결의안결의안    취소취소취소취소    
 

리투아니아 사서 협회가 제안한 쿠바 문제에 관한 2006 IFLA 총회 의제(안) 과 2006 년 8 월 24 일 

목요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IFLA 이사회 계획이 제안자들에 의해서 취소되었다. 라트비아 도서관 

협회가 제안한 이와 유사한 결의안은 여전히 이사회 의제로 남아있다. 

 

의회도서관의회도서관의회도서관의회도서관    분과분과분과분과    소식소식소식소식 

 

의회도서관 분과는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에서 입법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하여 2006 년 8 월 

16 일부터 19 일까지 사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핵심은 세계 각국의 의회도서관들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하고 나아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가자들은 이날의 연사였던 국회도서관장 주최한 만찬을 즐기는 것으로 성공리에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알림 가르가(Alim Garga) : 카메룬 국회 센터 소장. 

    

상품상품상품상품    설명회설명회설명회설명회    정보정보정보정보    추가추가추가추가    

    
WWLIC-World Wide Library 에서는 311 호에서 상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행자는 폴 

마르케스(Paul Marques)이며, 일시는 아래와 같다. 

8 얼 23 일 수요일, 10:15-11:00 / 12:15-13:00 

    

자원자원자원자원    봉사자봉사자봉사자봉사자 
 

대부분 한국의 사서들과 학생들로 구성된 약 200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IFLA 세계 도서관 정보 대회에 

참가하여 대회 참가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EBSCO 로부터 지원 받은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순록순록순록순록    인형을인형을인형을인형을    돌려주세요돌려주세요돌려주세요돌려주세요!!!!    
 
분실물 : 전시부스 28 번 CISTI 에 진열되었던 순록인형  

 

전시장인 컨벤션 홀 내에 위치한 CISTI 부스(부스번호 28)에서 캐나디언 순록 인형을 분실하였습니다. 

귀여운 순록 모양의 봉제인형은 전시회 마지막 날 경품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가져가신 이유에 대해 묻지 

않겠사오니 CISTI 부스로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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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LA IFLA IFLA IFLA    ////    OCLC OCLC OCLC OCLC 마케팅상마케팅상마케팅상마케팅상    수상자들수상자들수상자들수상자들    ----    

 

 
 

 

 

 

 

 

 

 

 

 

 

 

 

 

 

 

 

 

 

 

 

 

----    Bill & MelBill & MelBill & MelBill & Melinda Gates inda Gates inda Gates inda Gates 재단재단재단재단    배움의배움의배움의배움의    기회상기회상기회상기회상    수상자들수상자들수상자들수상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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