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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곽덕훈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차 님을 신하여 참석해주신 김 복 국장님, 본 회를 

공동 주 해주신 강원 학교 최 섭 총장님, 여러 학도서 의회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 되시는 국 학도서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 의 말 을 드립니다. 

제 개인 으로는 KERIS의 5  원장으로 지난달 부임하여 처음 맞이하는 행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더욱 기쁘고 스럽게 생각합니다. 

지 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세기 석학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 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식이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로, 그 지식의 부분을 생산하는 학은 이 사회에서 가장 요한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학의 경쟁력은 곡 국가의 경쟁력이고, 여러분들은 그 첨단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한 소 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다양한 형태로 쏟아져 나오면서 더 이상 어느 한 

학이 모든 필요한 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를 리하는 

일에서도 문 인 지식과 고차원의 신기술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련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나 는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더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탁트인  동해 바다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여시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서로 나 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세 학교 도서 을 최첨단 학술정보원으로 신축하시면서 학도서 은 물론 우리 모두의 

상을 한단계 업그 이드 시켜주신 연세 학교 김태수 원장님의 말 과,  OECD 국가에서의 도서  황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학 도서 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구 학교 윤희윤 교수님의 말 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서 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 합니다. 

그 외에도 학 장에서의 살아있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외국의 사례를 배울 수 있는 많은 로그램이 

비되어 있습니다. 한 우리 도서 계를 함께 끌어나가시는 계업체 여러분들의 귀한 상품 시회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사무실을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만끽하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지식이 풍요로와지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보네트웍과 더불어 무엇 보다도 요한 아름답고 견고한 

휴먼네트웍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곽 덕 훈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