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환  영  사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 을 자랑하는 해오름의 고장, 이곳 강원도 양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우리 강원 학교가 “2008 국 학도서  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김 복 국장님,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곽덕훈 원장님, 그리고 각 학 도서  장님을 비롯한 도서  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반에 걸쳐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지식정보는 우리의 미래사회를 

성장, 발 시키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인 학의 책무와 역할은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며, 

학도서 의 기능 역시 더욱 더 시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 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국가 간, 학 간의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의 학들은  이러한 지식정보를 생산, 공 하는 

역할을 제 로 수행해야만 하는 막 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도서 은 학 내의 지식정보 

인 라 구축의 핵심 인 기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학도서 은 

학의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 서비스를 기에 효율 으로 공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 

내에서 생산된 지식을 배포, 교환, 공유, 보존하는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 내에서의 학도서 이 이러한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실 하기 해서는 정부 기 과  

각 학 그리고 학도서 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긴 하게 조하는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2008 국 학도서  회”는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하여 정부, 학 그리고 학도서 의 

계자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향후 도서 의 보다 업그 이드 된 기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자리라는 

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모임에 우리 강원 학교가 공동 주최 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방문을 환 하는 바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의 모임이 학도서  

발 을 한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곳 설악산과 동해가 어우러진 양양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강원도의 소 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빌며, 회 기간 내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9

강원 학교 총장  최  섭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