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넥션스 정보 공유 서비스 

커넥션스(    커넥션스 정보 공유 서비스)        는 캐나다의 사회 변화를 위한 중앙 온라인 정보 
 도서관이자 보관소(아카이브)이다. 또한,      이 비영리 프로젝트는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적

        인 조직들과 비영리 단체들의 포괄적인 주소록을 관리 및 유지한다.

           도시와 농촌의 빈곤 문제와 관련된 대중 운동가를 위한 국제적인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1975   년에 설립 되었으며,    ‘    ’  이 프로젝트는 원래 캐나다 정보 공유 서비스 로 불렸다. 대

  중 운동가들이 정보, 아이디어,       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행동 지향적인 목표를 명확하
  게 전달하고자 1978    년 이름을 커넥션스로 변경했다.    이 프로젝트는 원주민 권리,  제 3

 세계 개발,   여성의 능력 신장, 평화,        인권 및 기타 이슈로까지 그 범위가 확장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뉴스레터 형식의 커넥션스 다이제스트를 통해 정보를 전파했다. 또한, 전국

    에서 각종 문서와 자료를 받았고,  그것들을 주제-    인덱스의 요약 형식으로 순화했다.

  커넥션스는 처음 20       여 년 동안은 인쇄 기반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조직과 프로젝트의 프
  로파일뿐만 아니라 문서, 기사,       보고서 및 도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초록을 4000  권 이상 

출간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을 쏟는 캐나다 운동가와 연구자를 위한 주
     요 자원 및 네트워킹 도구가 되었다.

1980  년대와 1990년대에,      ‘사회 환경적인 대안을 발표하는 소스북인 The Connexions 
Annual’   을 출간 했다. The Connexions Annual      은 변화를 위한 광범위한 대중의 디렉

            토리 및 프로파일 목록과 함께 사회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직면한 현재의 문제를 조사하
  는 기사를 결합했다.    마지막 인쇄 버전은 1994  년에 출간되었다.

1990  년대 중반,   커넥션스는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시스템적으로 캐나다뿐만 아니라 국
      제적으로 온라인 도서관에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인쇄를 기반으

         로 한 자원의 콜렉션을 계속적으로 디지타이징화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구했
다.  커넥션스 온라인-[www.connexions.org]-   은 현재 인권,  시민 자유,  사회 정의, 경제

 적 대안, 민주화, 여성문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권리,   캐나다 원주민 이슈, 대안적
       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환경 문제에 관련한 10000      권 이상의 온라인 문서들을 위한 라

 이브러리를 운영한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영어로 되어있지만,   점점 프랑스,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 그리고 폴란드어와 같은 다른 언어로도 제작되고 있다.

            커넥션스 도서관은 현존하는 사회 변화 문서 자료들을 위한 가장 큰 인간 인덱스 형태의 
  보관소 중 하나이다. 또한,         커넥션스는 의회 도서관과 듀이 도서 십진 분류법의 사용 외

에도, 20000          가지 주제가 넘는 특별히 고안된 통제된 어휘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한다. 
       그것은 전문가 및 대변인들을 위한 캐나다 디렉토리인 Sources   와 공동으로 사용한다. 

1993  년 Sources    는 창시자이자 미디어 비평가,    평화주의자인 쥐커가 Connextions의 
         다이머에게 캐나다 협회를 위한 온라인 디렉토리를 개발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

고,      그 이레로 공동으로 일을 진행해오고 있다.

      커넥션스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별도의 자원인 The  Connexions  Directory  of 
Associations  는 5000     개 이상의 조직 리스트와 20000     개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커넥션스는 또한 캐나다의 사회 변화와 관련된 이벤트의 포괄적인 리스팅을 다루는 커
  넥션스 달력을 운영한다.

       커넥션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료의 광범위한 컴파일을 생산한다.   그 자
 원은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정의, 평등,  인권 권중, 상호인식,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

         한 이스라엘의 점령의 종료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다.

 커넥션스는 1649        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성명서의 선택을 포함하는 전문화된 컬렉션
   을 유지 관리해오고 있다.

          ‘커넥션스는 중앙 토론토의 커뮤니티 활동가에 의해 설립된 진보적인 지역사회 신문인
 ’     세븐 뉴스 의 부분적인 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1976  년부터 1980   년까지 출간된 자유주



   ‘의적 사회주의 뉴스레터인 The Red Menac’     의 전체 아카이브를 맡고 있다.  

 정치적 정향
         커넥션스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진보적인 면에 근거한 다양성을 포함하며 좌파적 다원주

   의로의 정치적 정향을 묘사한다.       우리의 편견들은 커넥션스를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작
 품들에 반영된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 가이드라인 내에서는,     다양한 관점들 및 목표와 전
     략들을 제안하는 자료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의 중립적인 요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커넥
          션스 도서관을 위해 자료 선택에 대한 결정을 안내하는 광범위한 원칙들을 가진다. 원칙

적으로, Leninist, Trotskyist        또는 사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문서는 포함되지 않
는다.    커넥션스의 원칙은 시민의 자유, 인권,  언론의 자유,    세속주의 그리고 인주주의 원

    칙에 대한 강한 노력을 포함한다.  커넥션스는 검열,   모든 형태의 차별, 성별,  성적 취향, 
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한다.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커넥션스는 캐나다 전역을 비롯한 국제적인 인턴 및 자원 봉사자들을 위한 사회 정의 국

   제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턴들은 전자 아카이브의 개발과 문서 및 이미지의 스
캐닝,       문서 작성 및 마케팅 관련 작업을 담당한다.  커넥션스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

        어 및 다른 언어로의 통제된 어휘 검색 과정에 있으며,     이를 도울 자원 봉사자들을 찾고 
있다.

위치
     커넥션스는 캐나다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다

 참조 링크
Connexions media profile
Interview with Connexions Co-ordinator Ulli Diemer
A Theology of Connexions

 외부 링크
Connexions Online (Organization website)
Connexions Library
Connexions Calendar
Red Menace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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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nnexions.org/SevenNews.htm
http://www.connexions.org/RedMenace.htm
http://www.connexions.org/CxCalenda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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