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및 지역사 분과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회원가입

원하시는 분은 다음 사람들에게 연락주시기

족보 및 지역사 분과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바랍니다.

다음의 양식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IFLA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Ruth Hedegaard, Chair
Frederikshavn City Archives
E-mail: rhe@stofanet.dk

Russell S. Lynch, Secretary
Family History Library
E-mail: lynchrs@familysearch.org

IFLA Headquarters, c/o Ms Cynthia Mouanda,
Membership Manager, P.O. Box 95312,
2509 CH The Hague, Netherlands.
Fax: +31-70-3834827
E-mail: cynthia.mouanda@ifla.org
현재 IFLA 회원으로 족보 및 지역사 분과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회원으로 등록해

Janice McFarlane, Treasurer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E-mail : j.mcfarlane@nls.uk

국제도서관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무료 등록권이 이미 사용됐다면
50EUR 를 별도로 지불하겠습니다.)

Janet Tomkins, Information Coordinator
Vancouver Public Library
E-mail: janettom@vpl.ca

아직 IFLA 회원이 아닙니다. IFLA
가입신청서와 IFLA 에 대한 안내 자료를

Elizabeth Melrose, Editor
York, England
E-mail: elizabeth.melrose@btinternet.com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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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및 지역사 분과

족보 및 지역사 분과

국제 커뮤니티에서의 족보 및 지역사 분야

분과는 족보 및 지역사 담당 사서들의

사서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토의그룹을 리스트서브

국제도서관연맹의 족보 및 지역사 분과는

genloc@infoserv.inist.fr 로 운영한다.

족보와 지역사 분야 사서직의 진흥을 위한

족보학자와 지역사 학자들에게 서비스하는

분과 리스트서브에 등록해서 전 세계의

임무를 수행한다.

족보 및 지역사 분야 사서들 사이의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박물관 간의 전세계적인

있기를 바란다.

분과는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네트워크 구축을 용이하게 한다.

교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포럼을 지원한다.
전통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이용한
분과는 족보와 지역사 분야 사서들의 활동을

방법에 의한 족보와 지역사 분야의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전국과 지역의 협회

참고서비스를 개선한다.

및 단체와 공동 협력한다.

족보 및 지역사 관련 자료의 보존, 보호와
보급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지원한다.

분과는 주제전문사서의 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촉진시킨다.

족보 및 지역사 관련 정보 제공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분과는 도서관에서의 족보와 지역사 분야
고객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족보 및 지역사 분야의 장서

시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용을 촉진시킨다.

분과는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박물관의 수집,
보존과 전통적인 매체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자료

구전자료와 기록물자료에의 접근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분과는 뉴스레터, 회의록, 전략계획과 매년
개최되는 연례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은

목표
족보 및 지역사 분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분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www.ifla.org/VII/s37/sgen.htm

국제도서관연맹(IFLA)
www.ifla.org
국제도서관연맹은 세계적이며 독립적인
조직으로, 전 세계의 사서들에게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한 공개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도서관 활동 전반에 걸친 국제적인 협력, 조사
및 연구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 창설되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높은 수준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규정을 제정한다.
• 사서의 지속적인 교육을 촉진한다.
•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장려한다.
국제도서관연맹은 전 세계에 걸친 회원들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유형의 단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 도서관 관종과 도서관 활동 유형에 따라
구성된 분과전문가 그룹의 8 개의 부회.
• 6 개의 핵심적인 프로그램,
•
•
•
•
•
•

Advancement of Librarianship in the Third
World (ALP)
Committee on Copyright and other Legal
Matters (CLM)
Committee on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FAIFE)
IFLA-CDNL Alliance for Bibliographic
standards (ICABS)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PAC)
IFLA UNIMARC (UNIMARC)

분과 회원으로서 받는 혜택 외에
국제도서회연맹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간행물을
무료로 받는다.
•
•
•
•
•

IFLA Journal
IFLA Directory
IFLA Annual Report
IFLA Statute and Rules of Procedure
Divisional and sectional newsle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