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와어린이와어린이와어린이와    청소년을청소년을청소년을청소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도서관분과도서관분과도서관분과도서관분과 

   본 분과는 세계에 걸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   또한 평생교육, 아동독서 그리고 정보에 대한 그들의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분과는 경험, 생각들, 연구 그리고 지식의 교환을 위한 전 세계적인 포럼이기를 원한다. 이것은 토론, 협력, 발전을 위한 포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 세계에 걸친 정보 채널을 열 것이다. 
 목표목표목표목표 

  • 정보화 사회를 위한 교양을 장려한다.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에서 옛 기술과 현     대 기술의 적절한 문화를 장려한다. 
  •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UN협정에 따라서 아동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지한다. 
  •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연구자 사이의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장려한다. 
  • 어린이와 청소년 사서의 역할과 전문가적인 정체     성을 강화한다. 
 

 

 Conference Sites:Conference Sites:Conference Sites:Conference Sites: 2004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05 오슬로, 노르웨이 2006 서울, 대한민국 2007 더반, 남아프리카공화국 2008 퀘벡, 캐나다 2008 밀라노, 이탈리아     

Publications and projectsPublications and projectsPublications and projectsPublications and projects 

 SCL NewsletterSCL NewsletterSCL NewsletterSCL Newsletter   세계에 걸쳐있는 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을 위한 회보 http://www.ifla.org/VII/s10/scl.htm 

 청소년을청소년을청소년을청소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지침서지침서지침서지침서   고무시키고 유용한 이 지침서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http://www.ifla.org/VII/s10/guidelines-e.pdf 
 어린이도서관어린이도서관어린이도서관어린이도서관    서서서서비스를비스를비스를비스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지침서지침서지침서지침서   새로운 지침서는 2003년에 출판되어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번역은 다음 site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ifla.org/VII/s10/ChildrensGuidelines.pdf   전 세계에 걸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들로부터 최고의 실천사항을 공유하고 수집하는 연구과제에 모든 IFLA 회원들은 참여할 수 있다. 이 분과의 임원들과 연락하십시오! 
 영유아영유아영유아영유아    도서관서비스를도서관서비스를도서관서비스를도서관서비스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지침서지침서지침서지침서   관련 분과 소속의 모든 다른 섹션과의 협력아래 진행 중에 있다.   "공공도서관 도서관서비스"(Libraries serving the General Public) 
 IRAYLS IRAYLS IRAYLS IRAYLS 국제적인국제적인국제적인국제적인    연구발췌서연구발췌서연구발췌서연구발췌서: : : : 유소년유소년유소년유소년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문헌목록, 데이터베이스는 완비되어 있으며, 5개 국가(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로부터 244 항목을 가지고 있다 http://www.ifla.org/VII/s10/scl.htm 

 아동문학아동문학아동문학아동문학    발췌서발췌서발췌서발췌서   아동문학에 관한 책과 기사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 최종색인은 2002년에 출판되었다. 
 

공공협력공공협력공공협력공공협력 

 ALMAALMAALMAALMA----The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The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The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The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아스트리드아스트리드아스트리드아스트리드    린드그렌린드그렌린드그렌린드그렌    기념상기념상기념상기념상))))   스웨덴 정부는 널리 사랑받은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을 기념하여 중요한 문학상을 만들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작품에 대한 국제적인 상으로 매년 수여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분과 ALMA을 위한 추천단체 중의 하나이다. 
 ICDLICDLICDLICDL----The 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The 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The 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The 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                         ((((국제국제국제국제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디지털디지털디지털디지털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국제적인 단체로서 어린이 청소년 분과는 ICDL의 파트너로서 어린이도서관의 지지자이다. 
 IFLAFLAFLAFLA----IRAIRAIRAIRA----IBBY Memorandum of IBBY Memorandum of IBBY Memorandum of IBBY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Understanding(MoU)Understanding(MoU)Understanding(MoU)   우리 분과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MoU를 수행하는 파트너 중의 하나이다. 
 Contracts: 
 IIIIngrid Bonngrid Bonngrid Bonngrid Bon    ChairChairChairChair    and treasurerand treasurerand treasurerand treasurer Biblioservice Gelderland, Arnhem, The Netherlands Ingrid.bon@bilblioservice.nl 
 Vivianan Quinones Vivianan Quinones Vivianan Quinones Vivianan Quinones SecretarySecretarySecretarySecretary La Joie par les Livres, Paris, France Vivianan.quinones@lajoieparleslivres.com 
 Ivan Chew Ivan Chew Ivan Chew Ivan Chew information Coordinatorinformation Coordinatorinformation Coordinatorinformation Coordinator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ivanchew@nlb.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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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함께하는함께하는함께하는함께하는    3333가지가지가지가지    이유이유이유이유 

 1. 세계에 걸쳐 어린이와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들과 경험과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 2. 전 세계 국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와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3. WLIC와 IFLA의 매년 있는 회의, 열리는 세미나와 회의에 참여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회원자격회원자격회원자격회원자격! ! ! ! 적어도적어도적어도적어도    3333가지가지가지가지    방법들방법들방법들방법들: 
 

 1. 당신의 기관이 기관회원으로서 IFLA에 가입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분과에 등록하세요. 
 2. 당신의 협회가 IFLA 회원인지(아니면 협회회원으로서 IFLA에 가입하려고 하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의 협회에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분과에 등록하도록 요청하세요. 
 3. 개인회원이나 학생회원으로서 가입하셔서 부분적인 회원자격을 얻으세요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분과 

 http://www.ifla.org/lll/members/index.htm에서 회원 정보를 확인하세요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 P.O.Box 95312 2509 CH The Haque Netherlands Tel:+31703140884 Fax:+31 703834827 ilfa@ifla.org www.ifla.org 

 

   국제도서관협회와 기구는 도서관과 정보 서비스, 그리고 도서관이용자들의 관심을 대표하는 주도적인 국제적 기구이다. 그것은 도서관과 정보 전문가들의 세계적인 대변자이다. IFLA는 독립적이고, 국제적이며, 비정부적이고 비영리단체이다.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전달과 규정의 높은 표준을 장려한다. 
   • 양질의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장려한다. 
   • 세계에 걸쳐 있는 우리 회원들의 관심을 대표한다. 
 아래 양식을 채워서 Fax +31703834827로 Fax를 보내세요. 
  성:  이름:  학생:  소속기관: 
 우편주소          직장              집 

 도 시: 주/도: 국 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 스: E-mail: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청소년을청소년을청소년을청소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분과분과분과분과 

 

 The Section celebrated its 50th anniversary in Oslo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