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리터러시분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공공도서관분과, 학교도서관분과
4개 분과 합동프로그램 발표 논문 공모 안내
제83회 IFLA 총회: 도서관. 결속. 사회 (Libraries. Solidarity. Society)
폴란드 브로츠와프 | 2017년 8월 19일(일) ~ 25일(금)

○ 제안서 공모
주제 | 리터러시는 중요하다: 독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온 지역사회가 필요하다 –
전국민을 독자로 양성하고 독서 문화 창출하기 (Literacy Matters: It takes a
community to raise a reader – building a nation of readers and creating a
reading culture)
IFLA 리터러시분과에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공공도서관분과, 학교도서관분과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4개 분과 합동프로그램에 발표될 논문 공모를 실시합니다. 4개
분과 합동프로그램은 오는 8월 19일 (일) ~ 25일(금)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개최되는
2017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관심 분야
발표 논문들이 다루게 될 주요 내용은 (1) 독서의 즐거움과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정도와 (2) 전국민을 독자로 양성하고 독서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도서관이 기울인 노력과 지원 방안이다. 제안서는 이론, 연구, 그리고
실질적 적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리터러시는 중요하다: 독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온 지역사회가 필요하다 –
전국민을 독자로 양성하고 독서 문화 창출하기’라는 합동프로그램 주제와 관련된
주요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도서관 독서 사업: 어린이, 청소년, 성인 또는 지역사회 내 리터러시 개발을
지원하고 독서 문화를 창출 및 발전시키기 위한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기관과
함께 운영되는 도서관 독서 사업
나. 협력: 독서 문화를 창출, 전국민을 독자로 양성, 부모와 도서관 협력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부모, 학교, 사업자, 고용자, 그리고

청소년)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분석
다. 지지 활동: 글로벌 사회와 지역사회 수준에서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지지하는 활동과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라. 연구: 전국민을 독자로 양성하기 위한 도서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고 이러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마.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독서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사서가 디지털 도구의
도움을 받은 사례
제안서가 선정될 경우 발표 논문을 제출하고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며, 우수 사례 (Best Practice)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짧은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Literacy Matters!’ 그리고/또는 현재 개설 중인 어린이청소년 유투브 채널에
게재될 예정이다. (영상 제출과 관련된 지침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
○ 세션 공식 언어
발표 세션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다. 하지만 발표자들은 IFLA 공식 언어들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 중 하나로
발표가 가능하지만 동시통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어 외 언어로
발표할) 발표자들은 파워포인트를 영어로 작성하여 청중들이 발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제안서 포함 내용
∙ 발표 제목
∙ 논문 초록 (최대 500단어)
※ 논문 초록에는 논문 공모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관심 분야 중 해당 분야와 해당 분야와의
관련성이 언급되어야 함

∙ 발표자 이름
∙ 발표자 직위 및 직책
∙ 발표자 소속 기관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발표자 약력
∙ 발표 언어

○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기한: 2017년 2월 17일 (금)
∙ 제안서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두 사람 모두에게 제출)
- 바바라 콤베스(Barbara Combes): bcombes@csu.edu.au
- 애니 에버올(Annie Everall): annie@alannie.demon.co.uk
※ 이메일 제목을 “IFLA Proposal WLIC 2017”로 하여 제출 요망

∙ 주요 일정
- 2017년 2월 17일 (금): 제안서 제출 마감
- 2017년 3월 17일 (금): 선정 결과 발표
- 2017년 6월 16일 (금): 발표 논문 제출 마감
※ 발표 논문은 온라인에 게재될 예정

○ 주의 사항
논문 저자들 중 한 명은 반드시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세션
발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서가 선정될 경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발표자 본인 부담이 가능할 경우에만 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2017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IFLA Library에 온라인 게재되며,
이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license에 의거한 것이다.
선정된 논문의 저자들은 반드시 ‘IFLA Authors Permission Form’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 등록비, 항공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저자/발표자들이 부담해야
하며, IFLA에서는 그 어떠한 비용도 지원할 수 없으나 별도의 초청 서한을 발행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