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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올해 여름 그러니까 2015년 6월은 필자에게 있어 오래도록 추억으로 남을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는 미국도서관협회가 개최하는 2015년도 ALA 연차 대회 참가라

는 뜻밖의 행운을 얻었으니 말이다. 더군다나 올해의 대회 개최지는 바로 ‘샌프란시

스코’가 아니던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한두 번 가본 곳이기도 하지만, 스콧 메켄지

(Scott McKenzie)의 저 달콤하기 짝이 없는 노래(‘San Francisco – Be sure to wear 
flowers in your hair’) 때문일까? 필자에게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마음 설레는 가장 

낭만적인 도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절감했던 이 도시의 낭만성은 드라마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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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교차에서도 나타나는 듯했다. 하루에 사계절의 기온을 두루 경험할 수 있으니 

이 어찌 낭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笑) 그래서인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또 이런 어록까지 남겼다던가! “내가 겪었던 가장 추운 겨울은 샌프란시스

코에서의 여름이었다”(The coldest winter I ever spent was a summer in San 

Francisco).    

  ‘Transforming Our Libraries, Ourselves’라는 표어로 개최된 이번 연차 대회에는 

미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 도서관의 사서 및 관계자 약 22,000여 명이 샌프란시스코 

시내 모스콘 센터(Moscone Convention Center)1)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 영광스런 

대열에 끼어 필자도 7박 9일(2015. 6. 24.~7. 2.) 간의 일정으로 동료와 함께 ALA 연차 

대회에 참가하였기에 그간 경험하고 느낀 바를 이 지면을 통해 공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필자의 2015년도 ALA 연차 대회 출장 보고를 겸한 참가기를 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술해 나가기로 한다.  

[그림 1] 2015년도 ALA 연차 대회 로고(Logo) 

II. ALA 및 2015년도 연차 대회  

1. ALA 개요2)  

1876년 창설된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는 도서관

협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2,900여 기

관 회원 및 65,000여 명의 개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관종을 포괄함으로써 

모스콘 센터는 세션이 주로 열리는 외에도 와 
두 개의 건물이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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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공히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협회라 할 수 있다. 

 ALA의 주요 임무는 크게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주도적 역할

  ∙ 전문직 사서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등  

한편, ALA의 조직 체계는 평의회, 이사회를 바탕으로 관종별 및 도서관의 주요 서

비스별 부회(Division)와 각 위원회(Committee),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s) 및 지역

별 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 70여 개 도서관협회와 더불어 

유관 분야 교육, 연구, 문화 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기관지인 「American Libraries」(1970~   )의 간행을 비롯한 전문

도서 출판, 각종 기준의 제정 및 보급, 사서직을 위한 계속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각

종 세미나 개최 등 연수 활동, 국제 교류와 함께 도서관 학교에 대한 ALA 인정 등을 

통해 전문직 제도의 확립에 공헌하고 있는 바, 도서관계에 있어 대단히 영향력 있는 

단체라 할 수 있다.  

2. 2015년도 ALA 연차 대회 

2.1. ALA 연차 대회 개요  

1876년부터 개최된 ALA 연차 대회의 공식 명칭은 ‘ALA Annual Conference & 

Exhibition’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6월 하순경에 개최된다. 또한, 연차 대회와는 별도

로 매년 1월 중순에는 동계 회의(Midwinter Meeting)를 개최하고 있다. 

ALA 연차 대회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서들이 참가하고 있다. 본 대회가 포괄하

는 도서관 관종의 망라성, 방대하고도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갖가지 유익하고 흥미

로운 이벤트는 국적을 불문하고 도서관계 종사자라면 한 번쯤 참가해 보고 싶은 마음

을 들게 한다.

학계보다는 아무래도 도서관 사서들이 중심이 되는 ALA 연차 대회는 학술 발표의 

장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사례를 



해외연수

공유하는 가운데 사서들의 정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매해 대회 개최지는 ALA 대회 특성상 수만 명의 수용이 가능한 회의장을 비

롯하여 각종 부대시설과 호텔 등 숙박시설과 교통편의 등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

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도시에서 대회가 개최된다. 또한 지역적인 안배를 통

해 미국 내 동부, 중북부, 중남부, 서부 등을 번갈아 가면서 순회 개최하기 때문에 대

회는 일정한 도시에서 반복적으로 개최되기 마련이다. 참고로, 지난 2000년부터 2015

년에 이르기까지 ALA 연차 대회 개최지 및 개최기간, 참가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ALA 연차 대회 개최 현황, 2000～2015년3)

연차 대회 개최 도시 및 지역 주 참가자 수명 개최 기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네바다

시카고 일리노이

애너하임 캘리포니아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

워싱턴 

시카고 일리노이

애너하임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

시카고 일리노이

올랜도 플로리다

토론토온타리오 캐나다
공동 개최 

애틀랜타 조지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시카고 일리노이

 

  2.2. 2015년도 ALA 연차 대회



도서관보 135·138호

   2.2.1. 개요 

올해로 134차를 맞이하는 2015년도 ALA 연차 대회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 샌프

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Transforming Our Libraries, Ourselves’라는 주

제로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모스콘 센터 및 인근 7개 호텔 회의장에서 

6. 25. ~ 6. 30.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80개국으로부터 총 22,696명이 참가한 본 대회는 도서관의 사

서들만이 아니라, 문헌정보학계 연구자 및 학생, 출판인, 작가, 전시회 참가 업체 직원 

등 실로 다양한 직종의 참가자들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2.2.2. 프로그램 및 주요 특징       

  
  ALA 연차 대회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프로그램 구성이 매우 다채로울 뿐 아니

라 엄청나게 많은 워크숍, 세미나, 저자 강연회 등이 수많은 세션들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회 참가자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추어 사전에 프로그램

에 대한 면 한 검토와 함께 프로그램의 개최 시간 및 장소, 행사장 간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 

  2015년 대회에는 도서관의 다양한 관종과 관련 주제 전반, 각종 세션 유형 및 주

관 단체를 모두 아우르는 총 2,425개의 프로그램이 전용 홈페이지4)를 통해 제시되

고 있다. 또한 ALA 연차 대회 공식 명칭(ALA Annual Conference & Exhibition)에서

도 나타나듯이 전시회(Exhibition)는 대회 기간 중의 또 다른 중요한 볼거리로서, 대

회 참가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둘러볼 만하다. 

  한편, ALA 연차 대회는 기본적으로 대회 참가 등록비와 함께, 유료 프로그램 참

가를 위해서는 참가비를 지불해야 한다.5) 이와는 별도로 오직 전시회 관람만을 위

한 입장권 구입도 선택 가능하다. 

유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비는 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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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5년도 ALA 연차 대회 홈페이지

                      

                   

[그림 3] 2015년도 ALA 연차 대회 세션 검색 페이지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대회 각 세션 및 프로그램 개요와 전시정보를 수록한 자료

집(Program & Exhibit Directory)을 제공하고, 포스터 세션 현장에서는 요약집(ALA 

Poster Session Abstracts)을 배포한다. 이외에도 대회 뉴스레터로서 ‘Cognotes’를 

매일 발간하여 행사 참가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연차 대회의 주요 소식을 발 빠르

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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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용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앱(2015 ALA Annual 

Conference SF) 및 모바일 웹페이지(http://alaac15.ala.org/m)를 개설함으로써, 대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예정된 프로그램과 전시회 일정, 대회 공지사항을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비콘(Beacon) 서비스인 

‘BluuBeam–for iBeacon’을 통해 대회 참가자가 앱 설치 후 관심 있는 행사장에 

도착하면 휴대폰으로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신의 

IC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인상적이었다.      

구 분6) 세션 수 프로그램 사례

산하 단체 이벤트 63 ‘Online Audiovisual Catalogers (OLAC) 
Membership Meeting’

저자 이벤트 701 ‘Meet the Authors: David R. 
Shapiro(IBPA)’

산하 위원회 미팅 531 ‘Joint Executive Committee Meeting
  (AASL/ALSC/YALSA)’

토론/관심 그룹 미팅 227 ‘FRBR Interest Group’ 

전시업체 주관 프로그램  84 ‘EBSCO Exhibitor Session’ 

대회 첫 참가자를 위한 세션 10 ‘RUSA 101’

포럼/업데이트/회의 65 ‘Update on ACRL Information
  Literacy Initiative‘

도서관학교/동문 모임 4 ‘University of Illinois GSLIS Alumni 
Reception’

사전 프로그램 48 ‘CLA Preconference: Relationship-
  building and Community Engagement’

회장(산하 단체 포함) 주관 프로그램  11 ‘ASCLA President’s Program: How Social 
Technology Can Transform Leadership’

세미나 280 ‘Look into the Crystal Ball: Future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and Academic Libraries’

사교 이벤트(리셉션 등) 53 ‘International Librarians Reception’

스피커(Speaker) 시리즈 9 ‘Auditorium Speaker Series featuring 
Gloria Steinem’

유료 티켓 행사 63 ‘Writing Data Management Plans 
Across the Curriculum’

기타 270 ‘Gaming Lounge: Open Gaming’ 

[표 2] 2015년도 ALA 연차 대회 프로그램 구성 내역  

년도 연차 대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션 검색 메뉴에서 으
로 검색키를 지정하여 검색한 결과 내역임
행사가 취소된 경우도 다수 있을뿐더러 프로그램 유형별 각 세션이 복수의 카테고리에 
중복 분류됨으로 인해 실제 개최 세션 수와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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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프로그램 

  1. 개막 행사(Opening General Session) 

 

  1.1. 기조 연설 

  ALA 연차 대회는 다양한 개막식 행사가 볼거리의 하나로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이

라이트는 기조 연설에 있다. 매해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는 인사는 모두가 명망 있는 

미국 사회 유력 인사로서, 시대와 사회상을 반영하는 아이콘인 경우가 많다.8) 그런 

만큼 기조 연설은 대회 참가 사서들의 관심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도서관계 대내

외적으로도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번 2015년도 대회에는‘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 100인’의 한 사람으

로서, ‘소송의 슈퍼스타(litigation superstar)’라고도 일컬어지는 로베르타 캐플런

(Roberta Kaplan)이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그 자신이 동성애자이기도 한 캐플런 변호

사는 그간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투쟁해 온 경력으로 유명

하며, 올해의 ALA 연차 대회 기조 연설자로서 환한 미소와 함께 씩씩한 모습으로 무

대에 섰다. 

[그림 4] Roberta Kaplan(기조 연설자)

참고로 년의 개막식 기조 연설자는 게임 기획자 인 
년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괴짜 경제학 의 저자로서 시카고대 경

제학과 교수인 이 기조 연설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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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플런 변호사는 연설을 통해 다소 감회에 젖은 듯 커밍아웃을 했던 자신의 개인사

적 술회와, 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투쟁에 뛰어들게된 계기로부터 그가 변

론한 소송(United States v. Windsor)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끌어내기까지의 지

난한 과정 등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캐플런의 연설이 뜻 깊었던 것은 6월 

26일 ALA 연차 대회 개막식 당일 오전 미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정이 이

루어짐에 따라, 미국 내 동성결혼이 금지되어 있던 14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기념비적인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국의 사회․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날에 행해진 시의성 있는 그의 연설은 회의장을 가득 메운 사서 및 기타 청중들의 열

렬한 찬사와 각광을 받았다.     

  이어 대다수의 청중인 도서관 사서를 향해 캐플런 변호사는 사서야말로 오늘날의 

인권 문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정보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고 동

성애자가 차별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호소하였다.      

  1.2. ‘People First Award’(Tech Logic社) 시상

     

  올해 2015년에 처음 제정하여 시상하는‘People First Award’는 미국의 도서관 자

동화기기 업체인 Tech Logic사에서 주관하는 상으로서, ‘People First Award’라는 

명칭에 걸맞게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지역 사회에 크게 공헌한 도서관에 

수여되며 $5,000의 상금이 도서관에 주어진다.  

  금년도 첫 수상 도서관은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소재 애녹 프랫 공공도서관 

(Enoch Pratt Free Library)으로, 수상 배경으로는 2015년 4월 발생한 볼티모어의 흑인 

폭동 및 소요사태를 들 수 있다. 당시 경찰 구금 중 사망한 흑인 청년 Freddie Gray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 폭동으로 인해 볼티모어에는 약탈, 방화, 폭력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야간 통행 금지령, 휴교령 발령과 함께 소요 진압을 위한  주 정부의 공권

력이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애녹 프랫 공공도서관은 지

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피신처로서 도서관을 개방하고 지역 사회를 향한 도서

관의 주요 서비스 제공을 병행하였다.  

  수상자로서, 소요사태 당시 ‘도서관 개방’이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딕스

(Melanie Townsend Diggs) 사서와 함께 도서관장으로서의 모범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헤이든(Carla Hayden) 관장은 각자 당시의 위급했던 상황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술

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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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을 피신처로 삼아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이용자들을 보며 사서인 자신이 

마치도‘우주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느껴졌다.”(딕스 사서)

  “볼티모어의 사서로서 우리가 한 행동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도서관이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번의 경험은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목적과 내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모두가 가상 도서관

의 시대를 논하는 이때에 ‘장소로서의 도서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헤이

든 도서관장)

                       

  한편, 개막 행사의 특별 게스트로서 참석한 볼티모어 출신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원은 ‘People First Award’를 시상하고, 수상자인 딕스 사서와 헤

이든 도서관장, 그리고 볼티모어의 사서들을 격찬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작가인 레이 

브래드버리(Ray Bradbury)가 말했듯이“도서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나는 우리의 도서

관들이 지역 사회의 높은 열망을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믿는다.”라고 언급하면서 지

역 사회에 있어 도서관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표명하였다. 

  [그림 5] ‘People First Award’시상식(좌)과 펠로시 하원의원 축하 인사(우)  

                                                                            

  2. 전시회(Exhibit) 

  2.1.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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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 연차 대회의 전시회는 도서관 시스템 및 전자자원, 각종 자동화기기, 도서관 

비품 및 가구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도서관 관련 업체들이 자사의 제품 및 서비

스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시회에는 수많은 출판사들이 부

스를 마련하여 자사의 도서들을 진열하고, 그 가운데 많은 수의 출판사들이 저자 사

인회를 여는가 하면, 방문객에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 주는 경우도 많아서인지 유난히 

출판사 부스마다 방문객들이 긴 행렬을 이루었다. 

  올해 전시회에는 총 915개 업체 및 기관에서 4,000여 개의 전시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장을 찾는 20,000여 명의 대회 참가 사서들에게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

하는 데에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처럼 행사 참가 업체를 비롯하여 전시 제품, 방문객 

수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대단위 행사인 만큼, 관람 사서들로서는 

유용한 제품 정보와 기술 동향의 파악은 물론, 참가 업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에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6] 전시회장 입구(좌)와 내부 전경(우)  

  2.2. 주요 전시 및 기술 동향   

  

  도서관계에서도 최근 점점 더 증가 일로에 있는 무인화 셀프 서비스 추이를 반영하

듯이, 전시회장에서는 RFID, EM/RFID 하이브리드, 바코드 기술을 적용한 셀프 서비스 

및 각종 자동화 솔루션 등이 자주 눈에 띄었다. 이들 제품 가운데는 종래의 자동 대

출․반납 키오스크 기능 외에도 이용자 대출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추천도서 목록을 

제공하는 등의 한층 더 진일보한 선도적인 기술들이 인상적이었다. 

  한편으로, 전자책의 경우 키오스크의 디지털 서가에서 전자책을 예약하고 대출하거

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이용자의 선호 도서 목록이나 추천 도서를 제공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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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등을 탑재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모바일 기기의 폭발적인 이용에 발맞추어 도서관의 온라인 목록 내지 기타 각종 온

라인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구현한 플랫폼들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

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고민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컸다. 

  또 미국의 교육 현장이나 도서관계에서 3D 프린터 활용이 점차 일반화로 들어선 

듯한 분위기를 이번 연차 대회의 각종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통해 감지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환경에 발맞추어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관련 업체들이 펼치고 있는 3D 

프린터의 이용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각되었다.

  대다수의 도서관 시스템 제공 업체들의 경쟁 전략은 시맨틱 웹(Semantic Web), 링

크드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등의 적용과 함께, 이용자 경험의 중시 및 모바

일 기기를 위한 인터페이스 최적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 사서들의 

워크플로우 최적화, 지능형 장서개발을 지원하는 관련 데이터 및 통계 제공 등이 시

스템의 강점으로 어필되고 있었다.       

[그림 7] 전시 부스(스캐너(좌),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가운데), 참가 업체 부스(우))

  

 

  2.3. 기타 전시장 이벤트 

  그 밖에도 관람객의 흥미를 끄는 전시장의 특별 이벤트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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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전시회의 이색 코너로서 ‘What's Cooking @ ALA Demonstration Stage’를 꼽을 

수 있겠다. 요리책의 저자가 직접 쿠킹 레슨을 하며 부수적으로 요리책의 홍보 효과

를 겸하는 본 행사의 시식 코너에는 참가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Book Buzz Theater’는 출판사들의 신간 소개 코너로, 각 출판사가 시간대를 달

리하여 소설은 물론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겨냥하며 신간 도서 홍보를 

꾀하였다. 

  ‘The Graphic Novel/Gaming Stage’에서는 최근의 각광받는 그래픽 노블9)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및 게임 개발자 등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이 같은 작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래픽 노블과 일러스트레이션의 예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게임이 기여하는 바 창의성 및 사회성의 형성 효과, 그리고 독서 

기피자에게 독서 의욕을 자극하는 만화라는 매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Mobile App Pavilion Stage’에서는 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나 독서와 관련한 최

근의 모바일 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3. 기타 이벤트 

  3.1. 오디토리움 스피커 시리즈(Auditorium Speaker Series) 

 

  ALA 연차 대회의 오디토리움 스피커 시리즈는 다양한 직종의 저자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월 27일(토)과 6월 29일(월)의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본 행사에는 미국의 페미니스

트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첫 강연자로 

나섰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여성 영화감독인 하이파 알 만수르(Haifaa al-Mansour)

가 강연을 이어 갔으며, 그 밖에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히스패닉’의 한 사

람으로서 에미상(Emmy Award) 수상에 빛나는 여배우 소니아 만자노(Sonia Manzano), 

영화배우이자 작가인 닉 오퍼맨(NIck Offerman), 아이티 출신의 소설가 에드위지 당

티카(Edwidge Danticat) 등의 강연이 시리즈로 이어졌다.  

   도서관과 관련하여 특히 스타이넘은 어린 시절 잦은 이사로 인하여 제대로 학업을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장르로 만화와 소설의 중간형식 문장이 많고 강렬한 예술적 성향
을 표현한 작가주의 인디 만화



해외연수

끝마칠 수 없었던 당시를 회고하며, 그 어떤 곳에 가든 자신이 읽고 싶은 모든 책을 

허락해 준 사서들이 있어 자신의 내적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이

어, 사서직이야말로 오늘날 지식의 민주화를 이끄는 직업이라 칭송하며, 그러하기에 

다른 곳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주류의 견해와 역사의 수호자로서 사서들의 역할

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림 8] 오디토리움 스피커 시리즈 안내 부스(좌)과 글로리아 스타이넘 강연(우) 

 

  3.2. 포스터 세션(Poster Session) 

  ALA 연차 대회 포스터 세션은 대회 시작 전 사전 응모 및 소정의 심사를 거쳐 참

가가 확정된 세션 발표자들이 각자 준비한 주제에 맞추어 발표할 내용을 포스터 1장

(대개 4 × 8 ft.)으로 제작,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에게 1:1로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발표 주제는 도서관과 관련된 어떠한 주제든 제약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로부터 혁신적인 도서관 프로그램 및 문제 해결 솔루션, 연구과

제 보고에 이르기까지 도서관계와 관련한 매우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진다. 

  6. 27.(토)~28.(일)의 양일간 개최된 이번 대회 포스터 세션은 총 6개의 주제 부문별 

세션으로 나누어 매일 3회씩, 총 6회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진행은 매회 약 

25개의 포스터를 전시하고, 회당 약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세션 발표자들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준비한 발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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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포스터 세션 내역 

개최 일시 세션별 주제   세부 내용 

토 수서 분류 목록 장서개발 및 관
리 연속간행물 특수 장서 

토 원격 교육 계속 교육 도서관 이용
교육 리터러시 연구방법론 

토
도서관 간 상호협력 특수한 이
용자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참고 정보서비스  

일 해외 도서관 프로젝트 사례 

일 도서관 외부 기관 단체와의 협
력 상호대차 이용법 교육 등 

일 도서관 건물 및 설비 관리 기술 

  미국은 물론 해외 각국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이슈 및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본 세

션에서는 특히 기관 리포지터리(IR)의 메타데이터 품질 개선 사례(University of 

Hawaii), 트위터(Twitter)를 통한 온라인 참고봉사 사례(Michigan State University), 연

구 데이터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등

이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도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3D 프린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

램 사례가 다수 소개되는 등, 최근의 트렌드로서 3D 프린터가 도서관 및 교육 현장에

서 주요한 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3.3. 영화 상영(Now Showing @ ALA Film Program)

  이번 연차 대회의‘Now Showing @ ALA’프로그램에서는 6. 27.(토)~6. 29.(월) 3일 

간에 걸쳐 총 16편에 달하는 다양한 주제의 영화 및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16편의 상

영 작품들은 영화, 다큐멘터리 및 짧은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첫 번째 상영 작품으로 선정된 영화 ‘Wadjda’(와즈다)는 앞서 소개한 오디토리움 

스피커 시리즈의 강연자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감독 하이파 알 만수르(Haifaa 

al-Mansour)의 작품(2012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영화가 개봉된 바 있다. 

  이 영화는 자전거가 타고 싶은 10세 소녀 와즈다가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초록색 

자전거를 획득하기 위해 벌이는 분투기를 다룬 한 소녀의 성장 영화이다. 이슬람 사

회의 한 소녀가 처한 험난한 현실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한 이 영화는 작품이 주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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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의 울림이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영화를 통해 2013년부터 이슬람 율법이 수

정되어 사우디 여성들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작품이

다. 

이 밖에도 상영 작품 가운데는 우리나라 6.25 전쟁의 비극과 이산가족 등 현재의 

분단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 ‘Memory of a Forgotten War’를 비롯하여, 3D 

프린터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해 다룬 동영상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그림 9] 영화 상영(Now Showing@ALA Film Program) 포스터

 

  Ⅳ. 주요 세미나 

  1. 「Look into the Crystal Ball : Future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and 

Academic Libraries」

     • 일시 : 2015. 6. 27.(토) 13:00~14:30                                 

     • 장소 : Moscone Convention Center 3003 (W)

     • 패널리스트 : Chris Bourg(Director of Libraries, MIT), Deanna Marcum(Managing 

Director, Ithaka S+R), Janice Jaguszewski(Director and Associate 

University Librarian,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Mitchell 

Stevens(Associate Professor of Education and Sociology, 

Stanford University) 

  4명의 패널들은 모두 오늘날의 대학도서관이야말로 실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

음에 동의하며,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도서관계의 날카로운 통

찰과 미래 전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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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ens는 미국 대학의 지속적인 학비 인상과 함께, 평생교육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를 지적하며 고등교육을 좀 더 성인들의 삶에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

였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정보 편재의 시대에 넘쳐나는 정보를 양질의 교육적인 정

보로 변환하는 정보의 ‘큐레이션(curation)’은 대학도서관의 핵심 역할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Marcum은 최근 수행된 2건의 Ithaka 연구를 예로 들며, 이들 연구 대상기관들(공

립 및 사립대학)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온라인 강의 확대’라고 진단하였다. 

예컨대 공립대학의 경우, 주 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이 날로 감축되는 시대인 만큼, 

이러한 때 온라인 강의는 대학의 물리적인 확장 없이도 수강생의 접속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사립대학 역시 수업 규모가 축소되어 감에 따라 대학의 존속을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학도서관의 역할로는 강의에 대한 기술 지원 및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개방형 교육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강의 교재에 대한 평가

와 기타 일반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의 Jaguszewski는 동 대학에서 추진한 몇 가지 프로젝

트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미네소타 대학의 데이터 관리 및 큐레이션

(curation)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리포지터리로서 DRUM(Data Repository at 

University of Minnesota)에 대한 소개가 특기할 만했다.    

  Bourg는 대학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정보 큐레이션(curation) 및 필터링 도구를 제

공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도서관은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를 주요한 사안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 「All the Data : Privacy, Service Quality, and Analytics」

     • 일시 : 2015. 6. 27.(토) 10:30~11:30                                 

     • 장소 : Moscone Convention Center 2020 (W)

     • 발표자 : Andrew Asher(Assessment Libraria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Lisa Hinchliffe(Coordinator for Information Literacy Services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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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미나는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따른 이슈로서 이용자 개인정

보보호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LA 산하 ACRL(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대학연구도서관협회) 

발간의 ‘The Value of Academic Libraries’보고서에서는 도서관의 정책 수립 및 의

사결정을 위한 이용자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의 이용자 데이터는 고품질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도 유용하며, 이 점에서 

도서관은 이미 예전부터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있다. 또한 근래 많은 도서관들

이 도서관의 효용성 측정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용자 데이터의 활

용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들은 자칫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하여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서관이 제3자에게 데이터의 수집을 의뢰할 경우, 외부 기관이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관여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가 위협받을 소지는 한

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서관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

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관리를 위한 사서의 전문 역량 개발과 함께 데이터 수집

을 위한 도서관의 시스템 및 절차상 최대한의 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① 데이터 수집 후 안전 조치로서 파일의 암호화 및 분

석 완료한 데이터셋의 파기 ② 데이터 수집 시 이용자 동의 사전 취득 절차 정착 ③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관련 실행지침 등이 마련 등이 있다.  

[그림 10] 세미나 진행 모습

  3. 「Technical Services Directors of Large Research Libraries Interes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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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15. 6. 26.(금) 08:30~11:30                                 

     • 장소 : Parc 55 San Francisco, Embarcadero

  미국 대학도서관계 Technical Service 부문의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발제 및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대학도서관계의 전통적인 문화인 ‘자

원 공유 및 협력’프로그램이 최근에도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 발표로서는 협력형 장서개발 프로젝트로 출발한 2CUL(Columbia and Cornell 

Libraries) 및 도서관 자원공유 컨소시엄인 CIC(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등의 추진 현황과 함께, 도서관 자동화 솔루션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Kuali OLE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Kuali OLE(Open Library Environment) 프로젝트

 도서관 자동화 솔루션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서, Andrew W. Mellon 재단의 기

금 지원(총 3년간)으로 2010년 7월 개시되었음. 10여 개의 협력 파트너 기관

(Indiana Univ.(Lead School), Duke Univ., EBSCO, HTC Global, Lehigh Univ., 

North Carolina State Univ., Univ. of Chicago, SOAS(Univ. of London Library 

Systems Association(Bloomsbury)), Univ. of Maryland, Univ. of Pennsylvania, 

Villanova Univ.)들이 Kuali Foundation을 만들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솔루션 개발

을 추진하고 있음 

   

  Kuali OLE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기술 혁신적인 차세대 시스템 

개발로서 파트너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종래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들이 개발 

주체가 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2014년에 첫 버전이 출시되었다. 솔루션 

구축 일정 및 OLE 개발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 솔루션 구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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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LE 개발 로드맵 〉

 OLE 1.6 버전(‘15. 5. 출시) ▸ OLE 2.0 버전(‘15. 3/4분기)  ▸ OLE 3.0 버전

(‘16. 1/4분기) 

    

  최근 점차 증가하는 도서관 솔루션 도입 및 유지비용으로 인해 오픈 소스 프로젝트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세대 도서관 자동화 시스

템과 관련하여 다음의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 차세대 시스템에는 어떠한 특성이 요구되는가?

   ◂ 차세대 시스템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 어떠한 시스템이 미래 도서관의 업무 처리에 가장 유용할 것인가? 

  아울러 차세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오픈 네트워크, 클라우

드 시스템, 글로벌 시스템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나오는 말    

이상에서는 2015년도 ALA 연차 대회에서 보고 느낀 바를 대략 되짚어 보았다. 앞

서 기술한 연차 대회의 주요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비록 단편적으로나마 최근의 도서

관계 주요 이슈 및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필자에게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

져 준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대회 기간 중 각종 세션을 통해 필자가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던 키워드는 바

로 ‘데이터’였다. 이는 최근 들어 사회 각 방면에서 운위되고 있는 바, ‘빅 데이터

의 수집과 분석’을 어떻게 도서관에서도 준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귀결된다 하겠

다. 이 같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도서관의 업무 수행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부터 

고품질,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는 가히 전방위적이라 해

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도, 전통적으로 도서관이 중시하는 정보이용행태 분석 데이터를 비

롯하여 도서관의 업무 곳곳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하기 

위한 사서들의 업무 역량 개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생산하는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큐레이션 등에 대해서도 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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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사실 이미 도서관 관련 학계 및 실무 현장에서

도 RDM(Research Data Management)으로 용어가 정착되었듯이 이에 대한 우리 도서

관의 시스템 및 인적자원의 대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의 시스템 및 정보기술과 관련해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모바일’이용 환경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플랫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체감하였다. 오늘날의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도서관의 제반 서비스 전략들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 밖에도 3D 프린터, RFID 기술을 비롯한 API, 오픈 소스(Open Source) 등의 기술

적 발전을 우리 도서관의 시스템 및 서비스에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대내외 이용자

의 편의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려는 노력 또한 우리들 사서의 몫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연차 대회 기간 중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을 통해서 또 

한 번 절실하게 부러웠던 것의 하나는 ALA 산하 각종 위원회 및 분과별 회원들의 토

론과 정보 공유가 무척이나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패널들의 발

제와 토론 시간에도 청중으로서 참석한 사서들의 진지하고도 열띤 질의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우리들에게는 분명 귀감이 될 만한 자세였다.    

이번 연차 대회장이었던 모스콘 센터를 중심으로 인근 호텔의 회의장을 오가는 동

안 수시로 목도했던 것처럼, 회의장에서 회의장으로 물결을 이루며 이동하던 전 세계 

사서들의 행렬은 필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사서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했다. 이에 ALA 연차 대회 참가라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허락한 우리 도서관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회에서 받은 진취적이고도 발전적인 자극은 업무 현장

에서 배전의 노력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