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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행사명 : 2017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일  시 : 2017. 6. 22(목) ~ 23(금)

  장  소 :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충북 청주시)

  주  제 : 4차 산업혁명과 대학도서관

 행사 추진체계

  주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충북대학교

  후원 :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문의처

  행사 홈페이지 : http://library.riss.kr

  행사 문의 :

    •KERIS 학술정보본부 권혁재 선임연구원 (053-714-0320)

    •KERIS 학술정보본부 손지민 연구원 (053-714-0527)

      ※ 이메일 : library@keris.or.kr, FAX : 053-714-0194

2017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실시간 동영상 생중계 안내

【중계일시 및 내용】

○ 22일(1일차, 13:30~16:00) : 개회식,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사업 대상 표창, 기조강연

○ 23일(2일차, 09:00~11:30) : 특강

▶ 중계사이트 링크 : http://www.ustream.tv/channel/Z4mBq6XJxR4

▶ 대학도서관대회 행사 홈페이지 : http://library.riss.kr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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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 2017년 6월 22일(목)

시 간 내 용

13:00~13:30 ○ 등록 및 전시 부스 관람 / 식전 공연

13:30~14:00

○ 개회사 (KERIS 원장)

○ 격려사 (교육부 장관)

○ 환영사 (공동주관기관)

14:00~14:20 ○ 학술정보 공유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표창

14:20~15:10 ○ [기조강연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란?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

15:10~16:10
○ [기조강연2]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생각해 보는 지식의 본질과 가치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

16:10~16:30 휴       식

  관리자 그룹 토의 : 관/과장 종합 토의

16:30~17:00 ○ 학술자원 공동활용 정책 소개 및 의견 수렴 (교육부)

17:00~17:30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방향 (연구진)

17:30~18:00 ○  대학도서관 4.0, 그 창의발전소 프로젝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18:00~18:20 ○  [토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도서관의 역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실무자 그룹 토의 : 주제별 심층 토의

16:30

~

18:20

정리

○ 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국립중앙도서관 최윤경 사무관)

○ 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위한 국가전거 및 ISNI (국립중앙도서관 이혜용 주무관)

○ 대학도서관 정리부서의 조직 변화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지원 교수)

○ [토의] 수서 업무와 자료조직 업무의 통합에 대한 논의 (충남대학교 윤상수 사서)

수서/

연간물  

○ 2017년 대교협 전자정보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한양대학교 손지혜 사서)

○ [해외사례] 주제전문사서 vs 기능전문사서 (UC 샌디에고 대학교 문효진 사서)

○ [토의] 대학도서관 평가에 따른 단행본 및 전자정보 자원 수서 방안 논의

(명지대학교 백연진 사서)

참고봉사/

열람/

상호대차

○ 1人 미디어 방송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 (계명대학교 조용수 사서)

○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한양대학교 김휘출 부관장)

○ [토의]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등 특별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정책

- 도서대출, 시설이용, 상호대차, 문헌복사서비스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황명숙 사서 / 대구가톨릭대학교 장원정 사서)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프로그램



 

  실무자 그룹 토의 : 주제별 심층 토의

16:30

~

18:20

도서관 

마케팅

○ 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이인영 사서)

○ 이용 활성화 전략 도서관마케팅

- ‘행복한 책읽기’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김수연 사서)

○ [토의] 대학도서관마케팅 방안 (세종대학교 문성철 사서)

전산

○ 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포항공과대학교 이진솔 사서)

○ 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경아 사서)

○ [토의] 기관 레파지토리(Repository)의 구축방법과 활성화 방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D-Curation (상명대학교 유재섭 사서)

18:20~21:00 만        찬

 2일차 : 2017년 6월 23일(금)

시 간 내 용

09:00~09:30

○ [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 120여개 주요 미국대학도서관이 공동으로 구축중인 통합전자도서관, 그 이용과 

장기적인 보존에 대하여 (미시건대학교 성윤아 사서)

09:30~10:00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충북대학교 정세근 교수)

10:00~10:30 휴       식

10:30~11:00 ○ 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부산대학교 이수상 교수)

11:00~11:30 ○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청주고인쇄박물관 황정하 학예연구관)

11:30~11:50

○ 5개 분과별 토의 결과 요약 발표

정리 수서/연간물
참고봉사/열람/

상호대차
도서관 마케팅 전산

11:50~12:10 ○ 경품 추첨 / 폐회식 / 설문지 배포 및 수거

※ 행사 일정 및 내용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장 배치도

 3층 평면도 



 

중식당

VIP

대기실
일식당

화장실 뷔페레스토랑
GRAND

화

랑

룸

(2층)

3층→ 2층

1층→ 2층

E.F.L / 18F

(Executive Floor Lounge)

E.V

 2층 평면도 

 18층 평면도 



발표자료 다운로드

※ QR코드 앱을 설치하신 후 아래 QR코드를 인식하시면 해당 발표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차
기조강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란?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생각해 보는 
지식의 본질과 가치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

관리자
그룹 토의

학술자원 공동활용 정책 
소개 및 의견 수렴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방향
▷연구진

대학도서관 4.0, 그 창의발전소 
프로젝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실무자
그룹 토의

정리분과
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국립중앙도서관 최윤경 사무관

정리분과
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위한  
국가전거 및 ISNI
▷국립중앙도서관 이혜용 주무관

정리분과
대학도서관 정리부서의 조직 변화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지원 교수

수서/연간물분과
2017년 대교협 전자정보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한양대학교 손지혜 사서

수서/연간물분과
[해외사례] 주제전문사서 vs 
기능전문사서
▷UC 샌디에고대학교 문효진 사서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
1人 미디어 방송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
▷계명대학교 조용수 사서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한양대학교 김휘출 부관장

도서관마케팅
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이화여자대학교 이인영 사서

도서관마케팅
이용 활성화 전략 도서관마케팅
▷숙명여자대학교 김수연 사서

전산분과 - 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포항공과대학교 이진솔 사서

전산분과
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경아 사서

2일차
발표 강연

[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미시건대학교 성윤아 사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충북대학교 정세근 교수

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부산대학교 이수상 교수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 청주고인쇄박물관 황정하 

학예연구관



 1일차 : 2017년 6월 22일(목)

시 간 내 용

13:00~13:30 ○ 등록 및 전시 부스 관람 / 식전 공연

13:30~14:00

○ 개회사 (KERIS 원장)

○ 격려사 (교육부 장관)

○ 환영사 (공동주관기관)

14:00~14:20 ○ 학술정보 공유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표창

14:20~15:10 ○ [기조강연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란?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

15:10~16:10
○ [기조강연2]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생각해 보는 지식의 본질과 가치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

16:10~16:30 휴       식

  관리자 그룹 토의 : 관/과장 종합 토의

16:30~17:00 ○ 학술자원 공동활용 정책 소개 및 의견 수렴 (교육부)

17:00~17:30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방향 (연구진)

17:30~18:00 ○  대학도서관 4.0, 그 창의발전소 프로젝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18:00~18:20 ○  [토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도서관의 역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실무자 그룹 토의 : 주제별 심층 토의

16:30

~

18:20

정리

○ 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국립중앙도서관 최윤경 사무관)

○ 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위한 국가전거 및 ISNI (국립중앙도서관 이혜용 주무관)

○ 대학도서관 정리부서의 조직 변화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지원 교수)

○ [토의] 수서 업무와 자료조직 업무의 통합에 대한 논의 (충남대학교 윤상수 사서)

수서/

연간물  

○ 2017년 대교협 전자정보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한양대학교 손지혜 사서)

○ [해외사례] 주제전문사서 vs 기능전문사서 (UC 샌디에고 대학교 문효진 사서)

○ [토의] 대학도서관 평가에 따른 단행본 및 전자정보 자원 수서 방안 논의

(명지대학교 백연진 사서)

참고봉사/

열람/

상호대차

○ 1人 미디어 방송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 (계명대학교 조용수 사서)

○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한양대학교 김휘출 부관장)

○ [토의]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등 특별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정책

- 도서대출, 시설이용, 상호대차, 문헌복사서비스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황명숙 사서 / 대구가톨릭대학교 장원정 사서)

도서관 

마케팅

○ 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이인영 사서)

○ 이용 활성화 전략 도서관마케팅

- ‘행복한 책읽기’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김수연 사서)

○ [토의] 대학도서관마케팅 방안 (세종대학교 문성철 사서)

전산

○ 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포항공과대학교 이진솔 사서)

○ 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경아 사서)

○ [토의] 기관 레파지토리(Repository)의 구축방법과 활성화 방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D-Curation (상명대학교 유재섭 사서)

18:20~21:00 만        찬





1일차

학술정보 공유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표창





005학술정보 공유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표창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06



007학술정보 공유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표창







009

MEM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란?

기조강연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주 철 환
대표이사 / 서울문화재단





011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유 영 만
교수 / 한양대학교

기조강연2

4차산업혁명시대,다시생각해보는

지식의본질과가치





013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생각해 보는 지식의 본질과 가치

기조강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14



015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생각해 보는 지식의 본질과 가치

기조강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16



017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생각해 보는 지식의 본질과 가치

기조강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18



019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생각해 보는 지식의 본질과 가치

기조강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20



021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생각해 보는 지식의 본질과 가치

기조강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22



023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생각해 보는 지식의 본질과 가치

기조강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24



025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생각해 보는 지식의 본질과 가치

기조강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26



027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생각해 보는 지식의 본질과 가치

기조강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28



029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생각해 보는 지식의 본질과 가치

기조강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30



031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교 육 부

학술자원공동활용

정책소개및의견수렴

관리자 그룹 토의1





033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연 구 진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안방향

관리자 그룹 토의2





035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대학도서관4.0,

그창의발전소프로젝트

관리자 그룹 토의3





037대학도서관 4.0, 그 창의발전소 프로젝트

관리자그룹토의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38



039대학도서관 4.0, 그 창의발전소 프로젝트

관리자그룹토의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40



041대학도서관 4.0, 그 창의발전소 프로젝트

관리자그룹토의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42



043대학도서관 4.0, 그 창의발전소 프로젝트

관리자그룹토의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44



045대학도서관 4.0, 그 창의발전소 프로젝트

관리자그룹토의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46



047대학도서관 4.0, 그 창의발전소 프로젝트

관리자그룹토의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48



049대학도서관 4.0, 그 창의발전소 프로젝트

관리자그룹토의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50



051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최 윤 경
사무관 / 국립중앙도서관

최신메타데이터

발전동향과목록의미래

정리1





053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정리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54



055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정리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56



057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정리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58



059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정리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60



061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정리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62



063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정리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64



065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정리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66



067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정리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68



069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정리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70



071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정리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72



073최신 메타데이터 발전 동향과 목록의 미래

정리1





075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이 혜 용
주무관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융합과공유를위한

국가전거및ISNI

정리2





077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위한 국가전거 및 ISNI

정리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78



079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위한 국가전거 및 ISNI

정리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80



081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위한 국가전거 및 ISNI

정리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82



083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위한 국가전거 및 ISNI

정리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84



085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위한 국가전거 및 ISNI

정리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86



087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위한 국가전거 및 ISNI

정리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88



089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위한 국가전거 및 ISNI

정리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90



091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위한 국가전거 및 ISNI

정리2





093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이 지 원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도서관정리부서의

조직변화

정리3





095대학도서관 정리부서의 조직 변화

정리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96



097대학도서관 정리부서의 조직 변화

정리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098



099대학도서관 정리부서의 조직 변화

정리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00



101대학도서관 정리부서의 조직 변화

정리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02



103대학도서관 정리부서의 조직 변화

정리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04



105대학도서관 정리부서의 조직 변화

정리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06



107대학도서관 정리부서의 조직 변화

정리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08



109대학도서관 정리부서의 조직 변화

정리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10



111대학도서관 정리부서의 조직 변화

정리3





113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손 지 혜
사서 / 한양대학교

2017년대교협전자정보컨소시엄

사업계획및진행사항

수서/연간물1





1152017년 대교협 전자정보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수서/연간물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16



1172017년 대교협 전자정보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수서/연간물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18



1192017년 대교협 전자정보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수서/연간물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20



1212017년 대교협 전자정보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수서/연간물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22



1232017년 대교협 전자정보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수서/연간물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24



1252017년 대교협 전자정보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수서/연간물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26



1272017년 대교협 전자정보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수서/연간물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28



1292017년 대교협 전자정보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수서/연간물1





131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문 효 진
사서 / UC 샌디에고대학교

[해외사례]

주제전문사서vs기능전문사서

수서/연간물2





133[해외사례] 주제전문사서 vs 기능전문사서

수서/연간물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34



135[해외사례] 주제전문사서 vs 기능전문사서

수서/연간물2





137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조 용 수
사서 / 계명대학교

1人미디어방송을활용한

이용자교육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1





1391人 미디어 방송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40



1411人 미디어 방송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42



1431人 미디어 방송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44



1451人 미디어 방송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46



1471人 미디어 방송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48



1491人 미디어 방송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50



1511人 미디어 방송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52



1531人 미디어 방송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1





155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김 휘 출
부관장 / 한양대학교

4차산업혁명과도서관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157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58



159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60



161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62



163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64



165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66



167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68



169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70



171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72



173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74



175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76



177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78



179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80



181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82



183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84



185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공간

참고봉사/열람/상호대차2





187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이 인 영
사서 / 이화여자대학교

이용자중심대학도서관을위한

다양한홍보전략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의사례를중심으로

도서관 마케팅1





189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도서관마케팅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90



191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도서관마케팅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92



193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도서관마케팅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94



195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도서관마케팅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96



197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도서관마케팅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198



199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도서관마케팅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



201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도서관마케팅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2



203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도서관마케팅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4



205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도서관마케팅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6



207이용자 중심 대학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도서관마케팅1





209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김 수 연
사서 / 숙명여자대학교

이용활성화전략도서관마케팅
-‘행복한책읽기’사례를중심으로

도서관 마케팅2





211이용 활성화 전략 도서관마케팅

도서관마케팅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12



213이용 활성화 전략 도서관마케팅

도서관마케팅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14



215이용 활성화 전략 도서관마케팅

도서관마케팅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16



217이용 활성화 전략 도서관마케팅

도서관마케팅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18



219이용 활성화 전략 도서관마케팅

도서관마케팅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20



221이용 활성화 전략 도서관마케팅

도서관마케팅2





223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이 진 솔
사서 / 포항공과대학교

대학기관리포지터리(Repository)를중심으로한

학술실적데이터통합관리및홍보

전산1





225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전산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26



227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전산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28



229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전산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30



231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전산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32



233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전산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34



235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전산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36



237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전산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38



239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전산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40



241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전산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42



243대학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중심으로 한 학술실적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홍보

전산1





245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김 경 아
사서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디지털큐레이션

플랫폼구축및운영사례

전산2





247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전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48



249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전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50



251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전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52



253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전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54



255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전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56



257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전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58



259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전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60



261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전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62



263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전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64



265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전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66



267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전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68



269DGIST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전산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70



 2일차 : 2017년 6월 23일(금)

시 간 내 용

09:00~09:30

○ [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 120여개 주요 미국대학도서관이 공동으로 구축중인 통합전자도서관, 그 이용과 

장기적인 보존에 대하여 (미시건대학교 성윤아 사서)

09:30~10:00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충북대학교 정세근 교수)

10:00~10:30 휴       식

10:30~11:00 ○ 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부산대학교 이수상 교수)

11:00~11:30 ○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청주고인쇄박물관 황정하 학예연구관)

11:30~11:50

○ 5개 분과별 토의 결과 요약 발표

정리 수서/연간물
참고봉사/열람/

상호대차
도서관 마케팅 전산

11:50~12:10 ○ 경품 추첨 / 폐회식 / 설문지 배포 및 수거





273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성 윤 아
사서 / 미시건대학교

[해외사례]HathiTrustDigitalLibrary
-120여개주요미국대학도서관이공동으로구축중인통합전자도서관,

그이용과장기적인보존에대하여

발표1
2일차





275[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발표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76



277[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발표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78



279[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발표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80



281[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발표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82



283[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발표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84



285[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발표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86



287[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발표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88



289[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발표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90



291[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발표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92



293[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발표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94



295[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발표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96



297[해외사례] HathiTrust Digital Library

발표1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98



299

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정 세 근
교수 / 충북대학교

4차산업혁명과디지털시대의

철학적의의

발표2
2일차





301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발표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02



303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발표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04



305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발표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06



307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발표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08



309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발표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10



311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발표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12



313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발표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14



315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발표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16



317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발표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18



319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발표2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20



321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철학적 의의

발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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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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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상
교수 / 부산대학교

스마트기술과대학도서관의대응

발표3
2일차





325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발표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26



327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발표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28



329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발표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30



331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발표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32



333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발표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34



335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발표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36



337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발표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38



339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발표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40



341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발표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42



343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발표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44



345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발표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46



347스마트 기술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발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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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황 정 하
학예연구관 / 청주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발명국,코리아

발표4
2일차





351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발표4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52



353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발표4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54



355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발표4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56



357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발표4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58



359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발표4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60



361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발표4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362



363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발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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