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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 2014년 6월 12일 (목)

시  간 내                 용 장 소

13:00~13:40 ○ 등록 및 전시 부스 관람

B1F

컨벤션 

13:40~14:00

○ 개회

  - 개회사(KERIS 원장) 

  - 격려사(교육부 장관) 

  - 환영사(경북대학교 총장)

  - 축사(지역구 국회의원)

14:00~14:20 ○ 학술정보 공유⋅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및 유공자 표창

14:20~14:50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대응방안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이응봉 회장)

14:50~15:20
○ 네이버 전문정보-학술논문 정보 데이터 공유와 개방

(네이버 한성숙 본부장)

15:20~15:50
○ 2014년 KERIS 학술정보 사업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KERIS 박홍석 본부장)

○ 트랙별 전문주제 강의 및 심층 토의

<관리자 그룹 토의 : 관/과장 종합 토의>

16:30~17:00 ○ 국내 대학도서관 발전과 단체의 역할(청주대학교 곽동철 교수)

B1F

다이아몬드
17:00~17:30

○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위상 강화 방안

(서강대학교 정재영)

17:30~18:00 ○ 대학도서관 현안에 대한 토의(진행 : 대도연 김종철 사무총장)

<실무자 그룹 토의 : 주제별 심층 토의>

16:30~18:20

○ 정리 분과

  - 자료조직 관련 최신 동향소개(고려대학교 정은주)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이인영 정리분과 운영위원)

   ∙ Catalogue 2.0과 편목업무 지원 사례

   ∙ 도서관에서 편목업무의 위상

B1F

크리스탈

○ 수서/연간물 분과

  - 북미 지역 대학도서관의 장서정책에 따른 수서 사례

(Hawaii University 양윤림)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이용성 수서분과 운영위원)

   ∙ 국내 대학도서관의 장서 정책 비교

   ∙ 전자자원 이용 및 활성화 평가 방안 등

B1F

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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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장 소

16:30~18:20

○ 상호대차 분과

  - 협업의 아이콘 상호대차 서비스 : 

강원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례(강원대학교 이선자)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조석주 상호대차 분과 운영위원)

   ∙ 상호대차(WILL) 비용 정책 변경 및 서비스 활성화 계획 소개

   ∙ 해외 우수 학술자원 확보를 위한 EDDS 확대 방안

2F

오팔

○ 참고봉사/열람 분과

  - 대학도서관 개방 현황 :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이영수)

  -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사례 

(백석대학교 최세운)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신남호 참고봉사 분과 운영위원)

   ∙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한 찬반 논의

2F

에메랄드/

루비

○ 전산 분과

  - 학술정보 영역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세대학교 이원상)

  - Open CMS 활용 사례 및 대학도서관 협력방안

(부산대학교 김왕종)

  - 주요 토의내용(진행 : 구남앙 전산 분과 운영위원)

   ∙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정보 보안

B1F

금강

18:30~21:00 ○ 만찬
B1F

컨벤션

◆ 2일차 : 2014년 6월 13일 (금)

시  간 내                 용 장소

07:00~08:30 ○ 조식
B2F

팔래스홀

09:00~09:40
○ 학술정보 개방 및 공개를 위한 링크드 데이터

(이화여자대학교 이나니)

B1F

컨벤션

09:40~10:20

○ 도서관 자원 공유와 협력 : 북미 대학 도서관들의 현황 및 사례를 

중심으로(Library Resource Sharing and Cooperation: Current 

Status in Academic Libraries of North America and a Case 

Study of TRLN, Duke University 구미리)

10:20~10:40 ○ 휴식

10:40~11:20
○ ʻʻ신라인들과의 대화 - 신라무덤의 숨겨진 이야기ʼʼ

(경주박물관대학 손수협 교수)

11:20~11:30 ○ 5개 분과별 토의 결과 요약 발표

11:30~11:45 ○ 경품 추첨

11:45~11:50 ○ 폐회식 / 설문지 배포 및 수거



 

 

행 사 장  배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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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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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앱을 설치하신 후 아래 QR코드를 인식하시면 해당 발표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그룹토의





시  간 내                 용 장 소

13:00~13:40 ○ 등록 및 전시 부스 관람

B1F
컨벤션 

13:40~14:00

○ 개회
  - 개회사(KERIS 원장) 
  - 격려사(교육부 장관) 
  - 환영사(경북대학교 총장)
  - 축사(지역구 국회의원)

14:00~14:20 ○ 학술정보 공유 ․ 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및 유공자 표창

14:20~14:50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대응방안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이응봉 회장)

14:50~15:20
○ 네이버 전문정보-학술논문 정보 데이터 공유와 개방

(네이버 한성숙 본부장)

15:20~15:50
○ 2014년 KERIS 학술정보 사업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KERIS 박홍석 본부장)

16:30~17:00 ○ 국내 대학도서관 발전과 단체의 역할(청주대학교 곽동철 교수)
B1F

다이아몬드
17:00~17:30 ○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위상 강화 방안(서강대학교 정재영)

17:30~18:00 ○ 대학도서관 현안에 대한 토의(진행 : 대도연 김종철 사무총장)

16:30~18:20

○ 정리 분과
  - 자료조직 관련 최신 동향소개(고려대학교 정은주)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이인영 정리분과 운영위원)
   ∙ Catalogue 2.0과 편목업무 지원 사례
   ∙ 도서관에서 편목업무의 위상

B1F
크리스탈

○ 수서/연간물 분과
  - 북미 지역 대학도서관의 장서정책에 따른 수서 사례

(Hawaii University 양윤림)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이용성 수서분과 운영위원)
   ∙ 국내 대학도서관의 장서 정책 비교
   ∙ 전자자원 이용 및 활성화 평가 방안 등

B1F
제이드

○ 상호대차 분과
  - 협업의 아이콘 상호대차 서비스 : 

강원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례(강원대학교 이선자)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조석주 상호대차 분과 운영위원)
   ∙ 상호대차(WILL) 비용 정책 변경 및 서비스 활성화 계획 소개
   ∙ 해외 우수 학술자원 확보를 위한 EDDS 확대 방안

2F
오팔

○ 참고봉사/열람 분과
  - 대학도서관 개방 현황 :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경북대학교 이영수)
  -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사례(백석대학교 최세운)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신남호 참고봉사 분과 운영위원)
   ∙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한 찬반 논의

2F
에메랄드/

루비

○ 전산 분과
  - 학술정보 영역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방안(연세대학교 이원상)

  - Open CMS 활용 사례 및 대학도서관 협력방안(부산대학교 김왕종)
  - 주요 토의내용(진행 : 구남앙 전산 분과 운영위원)
   ∙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정보 보안

B1F
금강

18:30~21:00 ○ 만찬 B1F 컨벤션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6월 12일)





학술정보 공유 ․ 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및 유공자 표창

6월 12일 (1일차)



  



학술정보 공유⋅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및 유공자 표창  13 



14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학술정보 공유⋅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및 유공자 표창  15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대응방안

 6월 12일 (1일차)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이 응 봉  회장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대응방안  19 



20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대응방안  21 



22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대응방안  23 



24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대응방안  25 



26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대응방안  27 



28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대응방안  29 



30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대응방안  31 



32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대응방안  33 



34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대응방안  35 



36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네이버 전문정보-학술논문 

정보 데이터 공유와 개방

 6월 12일 (1일차)

네이버

한 성 숙 본부장





네이버 전문정보-학술논문 정보 데이터 공유와 개방  39 



40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네이버 전문정보-학술논문 정보 데이터 공유와 개방  41 



42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네이버 전문정보-학술논문 정보 데이터 공유와 개방  43 



44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네이버 전문정보-학술논문 정보 데이터 공유와 개방  45 



46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네이버 전문정보-학술논문 정보 데이터 공유와 개방  47 



48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네이버 전문정보-학술논문 정보 데이터 공유와 개방  49 





2014년 KERIS 학술정보 

사업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6월 12일 (1일차)

KERIS 

박 홍 석 본부장





2014년 KERIS 학술정보 사업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53 



54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2014년 KERIS 학술정보 사업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55 



56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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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도서관 발전과 단체의 역할

 6월 12일 (1일차)

청주대학교

곽 동 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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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위상 강화 방안

 6월 12일 (1일차)

서강대학교

정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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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직 관련 최신 동향소개  
- 자원기술과 접근 -

 6월 12일 (1일차)

고려대학교

정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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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에 따른 수서 사례

 6월 12일 (1일차)

Hawaii University

양 윤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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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2일 (1일차)

강원대학교

이 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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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이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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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2일 (1일차)

백석대학교

최 세 운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개방 사례  197 



198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개방 사례  199 



200  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개방 사례  201 





학술정보 영역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방안

 6월 12일 (1일차)

연세대학교

이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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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CMS 활용 사례 및 

대학도서관 협력방안

 6월 12일 (1일차)

부산대학교

김 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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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시  간 내                 용 장소

07:00~08:30 ○ 조식
B2F

팔래스홀

09:00~09:40
○ 학술정보 개방 및 공개를 위한 링크드 데이터

(이화여자대학교 이나니)

B1F

컨벤션

09:40~10:20

○ 도서관 자원 공유와 협력 : 북미 대학 도서관들의 현황 및 사례를 

중심으로(Library Resource Sharing and Cooperation: Current 

Status in Academic Libraries of North America and a Case Study 

of TRLN, Duke University 구미리)

10:20~10:40 ○ 휴식

10:40~11:20
○ ʻʻ신라인들과의 대화 - 신라무덤의 숨겨진 이야기ʼʼ

(경주박물관대학 손수협 교수)

11:20~11:30 ○ 5개 분과별 토의 결과 요약 발표

11:30~11:45 ○ 경품 추첨

11:45~11:50 ○ 폐회식 / 설문지 배포 및 수거

2일차 (6월 13일)





학술정보 개방 및 공개를 위한 

링크드 데이터

 6월 13일 (2일차)

이화여자대학교

이 나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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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원 공유와 협력 
- 북미 대학 도서관들의 현황 및 사례를 중심으로 -

 6월 13일 (2일차)

Duke University

구 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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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than 40 years, Gale has been committed to �lming and digitizing the 
most important and rare primary source collections from around the globe. By 
partnering with some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institutions and carefully 
selected advisory boards, we have built world-class collections of these invaluable 
resources, making them widely accessible to scholars and researchers. Dedicated 
researchers would previously have had to devote years to locate, visit and review 
the documents in these special collections. Gale Digital Collections make these rare 
works available 24/7, o�ering instant access to centuries of primary sources and 
opening up new opportunities for original research.

For more information on Gale Digital Collections, contact your Cengage Learning 
representative or visit gdc.g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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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CO Discovery Service는 소장자료에서 전자저널, 학술DB 기사까지 대부분의 도서관
정보원에 대해 Single Search Box를 통해 쉽고 빠른 검색과 원문 링크를 지원합니다.

EBSCO Discovery ServiceEBSCO Discovery ServiceEBSCO Discovery Service는 소장자료에서EBSCO Discovery Service는 소장자료에서소장자료에서 전자저널, 학술소장자료에서 전자저널 DB 기사까지학술 기사까지 대부분의대부분의 도서관대부분의대부분의 도서관도서관
정보원에정보원에정보원에정보원에 대해정보원에 Single Search Box대해 Single Search BoxSingle Search BoxSingle Search BoxSingle Search Box를Single Search Box 통해 쉽고 빠른통해 빠른 검색과빠른 검색과검색과 원문검색과검색과 링크를원문 링크를 지원합니다링크를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연구 성과물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도구로써 기관 리포지토리(Repository)의 가치를 높이고

연구자 및 기관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영향력 측정

5개 카테고리를 통한
광범위한 정보원 추적

저널기사 뿐만 아니라 단행본, 학위논문, 회의록, 발표자료, 동영상, 
프로그래밍 소스, 데이터 셋 등 다양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영향력 측정 가능

▪ Usage: PubMed Central, PLoS, D-Space 등으로부터의 실제 이용률 측정
▪ Captures: Mendeley, CiteULike, Delicious 등 북마크(즐겨찾기) 수 등 측정
▪ Comments: Research Blogging, Science Seeker, Wikipedia 등의 리뷰 측정
▪ Social Media: Facebook, Google+, Twitter 등에서의 Likes, Tweet 등 측정
▪ Citations: CrossRef, PubMed, Scopus, USPTO 등의 실제 인용빈도 측정

✔ 도서관이 연구자의 Research Process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강화
연구 프로젝트 및 연구비 확보를 위해 자신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영향력을 증명해야 하는
교수/연구자들에게 이에 대한 실제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이 실질적인 연구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되며 보다 생산적인, 적극적인 연구지원 서비스 가능

PlumX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

✔ 기관 리포지토리(Repository) 및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 제고
도서관의 Repository 및 학술정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여 서비스 활성화 가능

Add value to your repositories …
Measure your research impact …Measure your research impact …

PlumX

[API 및 위젯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가능]

■ PlumX 적용 – 기관 리포지토리 (Institutional Repository)와 연동사례

[개인/그룹/전체 연구성과물에 대한 영향력 비교 가능]

PlumX 연동으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영향력을 한눈에 파악

연구자 및 기관 전체
연구 성과물 비교

▪개별 연구자를 위한 대쉬보드를 통해 자신의 연구 성과물의 영향력 파악 가능
▪기관을 위한개인, 그룹(학과) 및전체연구자및연구성과물에대해자료유형/ 
카테고리/Metrics 정보원단위의영향력에대한종합적인비교, 평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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