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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out PRDLA(Pacific Rim Digital Library Alliance : 
a global digital collaboration) 

1. 개요 

1995년 미국 Luce 재단 기금을 받은 University of Califomia, San Diego를 중심 

으로 한 환태평양 9개국 13개 대학도서관들이 디지털 자료， 전자 정보를 각 회원기 

관의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자료는 상호 원문 

복사/상호대차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연구자료 접근을 좀더 쉽게 하 

자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PRDLA는 궁극적으로는 환태평양과 관련된 지식의 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단일 도서관이 이 지역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유 

지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환태평양 연안의 대표 대학도서관 자료들을 지역의 정치， 

언어， 기술적 장벽을 뛰어넘어 보다 쉽게 비용변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 

로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상에 “환태평양 지역 전자도서관” 설립을 목표로 하고있 

다. 

1998년 창단멤버로 가입한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환태평양 국가의 대표대학도 

서관을 회원으로 계속 가입시킨 PRDLA는 현재 9개국 24개 기관 회원을 두고 있으 

며， 회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Computing Center(Academia Sinica)Taipei,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Enabling Technologies(San Diago Super Computer Center)-invited member, 

Hong Kong Baptist Univ. , Nat'l Univ. of Singapore, Peking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Sun Yat-Sen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University of Auckland,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Califomia, Berkeley, UCLA, University of Califomia, Merced, University of 

Califomia, San Diego,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niversity of Hong Kong, 

University of Oregon, University of Southem Califomia,University of South 

Pacific(Fij i), University of Washington, Wuhan University, Zhejiang University 

2. The Goal of PRDLA 

- 정보 기술과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의 및 공유， IT 개발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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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IT 기술 공유， 연합 프로젝트 참여， 고가 DB 구매 콘소시엄 참여 

- 타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와 안내서 제공 

- San Diego Supercomputer Center 엑 세 스 제 공 

- 회원기관과의 ILL 및 직원교류 기회 제공， 도서관 협력 

3. PRDLA Project 

- Multilingual Z39.50 Gateway 

모든 기관에서 Unicode 사용을 지향하나 완벽히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중.일과 같이 서로 다른 문자 코딩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 

시스템으로서 현재 UCSD Super-Computer Center에서 시험가동중에 있다. 

- Pacific Explorations Archive 

PRDLA 대표 프로젝트이며 북경대학교를 비롯한 National Univ. of 

Singapore Library, UCSD Libraries, Univ. of Hong Kong Libraries, 

Univ. of Washington Libraries에 서 제 공 한 contents 로 

UCSD,Super-Computer 로 Hosting Service를 제 공 

- OAl(The Open Archives Initiative) Project 

- ILL Project : 회원들간의 무료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2이6년 2월 13일부터 1 

년간 시범적으로 운영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예정 

4. Annual Meeting 

2006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는 PRDLA 총회는 북미와 아시아를 번갈아가면서 

매년 개최된다. 예를들면， 2002년에는 도쿄， 2003년에는 벤쿠버， 2004년에는 타이페 

이， 2005년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교환 및 협력 

을 위하여 2004년부터 PNC(Pacific Neighborhood Consortium)과 연합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제발표는 회원기관 자체적으로 개발된 전자기술 및 자료를 홍보 

소개하고， 주요 아젠다 항목중 하나로 24개 회원들 사이에 비영리 디지털 자료를 

검색， 액세스할 수 있는 OAI Project를 구축 하는 방법 및 추진사항 보고， 도서관간 

대출을 용이하도록 하는 ILL 시스템개발 등，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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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About PNC(Pacific Neighborhood Consortium) 

1. 개요 

PNC는 신기술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보다 나은 연구 교육을 지원하고. 환태평 

양 국가들 간의 학문 교류， 정보 교환， 협동 연구를 위해 공동학문 연구자들과 교육 

자들에 게 공유된 VlSlOn을 제 공하며 대 학들과 각 기 관들의 다양한 정 보 공유를 추 

구하기 위하여 University of Califomia, Berkeley에서 설립되었다. 1997년， 행정업 

무는 아시아에서 션도적 학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Acadernia Sinica, 

Taiwan으로 이전되었다. 

PNC는 학자， 학술기관，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그들의 학문적 자료와 연구 결과 

등을 교류토록 하고 Academia Sinica의 강력한 네트워킹 인프라구조와 정보기술은 

환태평양지역에 국제적 학문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연구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을 돕고있다. 

PNC의 목표는 환태평양지역의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에 정보교환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와 기술교류， 학문교류협력， 문화 지식 개발에 관한 이슈를 탐색 

하고 환태평양지역의 디지털 데이터 개발 증진을 위해， PNC는 디지털 연구 및 엑 

세스를 위한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박물관 자료를 찾는 데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PNC의 최종적인 목표는 환태평양 

학자들이 낱낱이 떨어져있는 존재가 아닌， 가상공간속에서 서로를 이웃처럼 함께 

하는 존재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PNC의 공통된 테마는 “학문， 문 

화， 경제적 정보교류 증진”으로 PNC의 회원은 주로 학문， 문화 교류 증진을 도모하 

는 환태평양 지역 국가의 사립 또는 공립 대학， 교육， 문화교류， 국제 협약에 관련된 

기관， 정보 관리와 정보 교류에 관심이 있는 기업 또는 정부 조직. 학자， 교수， 연구 

자 들로 구성되어 있다. 

2. The Goal of PNC 
- 디지털화 프로젝트 개설과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표준화작업. 

- 다학문적， 문화적 지식개발과 정보공유 강화 및 정보자료에 대한 일반이용 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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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C 멤버의 국제적 학문활동이 용이토록 국제 학문교류 프로그램의 촉진， 디 

자인， 조정， 참가. 

- 학문적 진보와 이것의 사회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보 교류. 

- 연구 협력을 위한 교류채널 개설. 

3. PNC Project 

- 텍스트 자료로부터 공간적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지명사전 프 

로젝트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와의 협 력. 

- 주요 메타데이터 개발 프로젝트 : Academia Sinica, Taipei와 협력. 

- 네트워크 인프라구조 개발 : 환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상담. 

-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에서 향상된 GIS ,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 네 

트워킹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 지원. 

- 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워크갚 개설. 

- 현재의 연구 아젠다를 홍보하는 연례회의 또는 세미나 개설. 

IV. 2005 PRDLA/PNC 총 회 

1. 개 요 

2005년도 PRDLNPNC총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루루 

에 위치한 하와이 대학 East West Center(EWC)의 Imin Intemational Conference 

Center에서 "Distance and E -Le따ning"이라는 주제하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04년 Taipei, 대만 총회부터 시작 올해 두 번째 연합으로 열리고 있는 PRDLN 

PNC 총회는 그 규모면에서 PRDLA 단독 총회때와는 비교가 안되는 비교적 큰 규 

모로서 PRDLA 회원 38명， PNC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2006 

PRDLNPNC 총회가 서울대학교 주최로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됨에 따라 총회 참 

석 및 총회준비 사전조사를 위하여 관장님을 비롯하여 소형석(행정지원팀장)， 김미 

향， 김영애， 김화택 등 5명이 참석하였다. 

총회는 10월 30일(일) PRDLA Steering Committee member 이신 관장님의 이사 

회 참석을 시작으로 10월 31 일(월) PRDLA 단독 총회， 11월 1 일(화)부터 11월 3일 

m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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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까지 PRDLA!PNC!ECAI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참가자들은 2006년 총회준비를 위하여 회의장을 비롯 

하여 총회관련 설비 및 준비사항， 진행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각 

종 자료 수집 및 비디오촬영 등을 통한 생생한 기록을 남겼다. 총회는 총 4일로 시 

작 첫날인 10월 31일은 PRDLA 단독프로그램으로 짜여졌으며 11월 1일 -3일은 

PNC 및 ECAI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PNC 총회는 2개의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각 회의실 마다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어 참석자들은 관심분야 Session에 참석할 

수 있었다.90분을 한 Session으로 3-4개 기 관의 발표가 있고， 발표시 간은 15-20분 

으로 제한하여 발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발표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고 있었으 

며， Session마다 사회자들이 있어 사회자들은 발표시간 체크등， 제한된 질의응답 등 

으로 짜임세 있는 진행을 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 참석자들은 주관기관인 

Academia Sinica 와 주최기관인 University of Hawaii 업무담당자들과의 연속회의 

를 통해 때06년 PRDLA!PNC 총회에 만전을 기하고， seSSlOn 참석 시 진행과정 기 

록 및 촬영 등 차기 개최지 참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우렸다. 

2. 주요 관찰내용 

<10월 31일(월)> 

7}. 09:-09:30: PRDLA Registration 

。 등록 : 컴퓨터를 5대(인터넷가능). 1인당 1시간 이내표지 안내. 

- Cashier 1 명， Information 1 명， 접수 2명 (PNC) ， 학생도우미 3명 

(참석자 list를 확인 및 참석자 명찰 전달， 회의장 안내 ) 

- 등록장소에 관한 안내 부족. 

나. 09:30-10:00: PRDLA Opening Session 

0 장소 : EWC Imin Intemational Conference Center의 Asia Room 

※ IIC 전면 중앙에 스크린， 발표자용 책상 및 연설대， 반원형 계단식 

으로 청중석 설치， 청중석 전용마이크， 노트북 전용시설 설비， 통역 

실 3개(lT person 1명 대기)， proj ector 및 무선마이크， 음료수 

0 참석자 : 35명 정도(진행 보조 2명 대기 및 진행보조) 

0 개회 : 순서에 따라 UHM 도서관장 인사， 추가 회원교 소개， 새로운 

Ch밍r 소개， SC Members 소개(서울대 도서관장포함)， New Chair 인 

- 96 -



논단 / 자료 

사， 참석자 각자 소개， 2004년 총회회의록 확인 및 Membership 

Report, 예산보고. 

2006 PRDLA!PNC Meeting 일 정 소 개 (서 울)， Program Overview 

다. 10:00-12:00 : PRDLA Pilot Project 

o ILL : Tsinghua Univ. 

o Metadat Project Management : UCSD 

o Ad Hoc Digital Discovery Access Method : UCSD 

라. 12:30-14:00 : Libr없γ tour(1차팀): UH 해밀톤 도서관(견학안내사서 배 

치) 

마. 14:00-16:00 : PRDLA Session 

o 2005년 Theme “Distance and E -Le않ning" 과 관련된 주제 발표 

(7기관) 

- Library On-line Instruction for Boomers and Gamers Both 

near and Far: UH 

- The Librarian as Teacher : An Information Literacy 

E-learning Package from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Library : CUHK 

New Development in the East Asia Library at Stanford 

Stanford Univ. 

- Inspiring Lifelong Leaming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UBC 

-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llections in Wuhan Univ. 

Library : Wuhan U. 

- Libraries of Course : Integrating Library Content and Services 

into the e-learning Environment : Univ. of Auckland 

-M뼈ng E - Learning and Traditional Learning Seamless : Univ. 

Oregon 

바. Lunch 및 Break (2회) : 점섬메뉴 Big Sandwich Set 및 음료 

안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참석자편의 제공 

사. PRDLA 기념촬영: 모든 Session을 마치고 Conference Center 현관 계단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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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화)> 

가. 08:15-09:00 : PNC Registration 

0 참석자 list 확인후 명찰을 찾아주고 회의 자료는 자유로 가져가도록 

함 

o Canadian Culture On Line 등 홍보물 비치 - 자유롭게 가져감 

나. 09:00-09:30: PNC Opening Ceremony 

(전면 스크린， PP Projector 설치， 청중석 중앙에 마이크 설치， 전면 양쪽 

에 스피커 설치， 전면과 측면에 화분 배치， PNC 총회 현수막 설치， 청중 

석 책상 화분， 음료) 

o UI표I 도서관장 인사후 사회 

o UI삐I 총장 영상 인사 

o EWC 소장 인사 

o PNC Chair 인사 

※ 개 회 식 Keynote Speech후 기 냄 촬영 

다. 09:30-10:30: PNC Plenary Session 

o Finding a Global Connectivity Framework for PNC 

o e-Neighborhood Virtual Organization and PNC 

라. 10:50-12:20 

o PNC e-Culture Session(Room 1) 

- "Culture in the Digital Age" 카나다를 비 롯 Academia Sinica, 

Sarai Programme, CSDS , lndia, 발표 및 질의응답 

o PRDLA Digital Library Session 1 (Room 2) 

- "RFID in the Library" UC Merced를 비 롯 UI페1， Hong Kong 

Baptist Univ. USC 발표 및 질의응답 

마. Poster Session 

。 8개의 입 간판 양면에 포스터 12장(2절지 크기) 부착 

o CSA(스폰서) 카탈로그， 기념품(볼펜과 볼펜받침대) 비치， CSA 직원 1 

명 배치 

바. 12:30-14:00: Library tour(2차 팀) : UH 해밀톤 도서관 견학 

사. 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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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Archive Session(Room 1) 

- "NDAP: Moving Toward a New Stage" Academia Sinica, USC, 

Univ. of Melbourne, Nat'l Taiwan Univ. 발표 및 질의웅답 

o PRDLA Digital Library Session 2(Room 2) 

- "A New Style Online Catalogue for Early ]apanese Books", 

Tenri Univ. 외 UC Merced, Academia Sinica 발표 및 질의응답 

아. 15:50-17:20 

o e-Culture Atlases Session (Room 1) 

- Digital Atlas 및 관련주제로 UC, Berkeley, Queen ’s Univ. , 등 

3기관 발표 및 질의웅답 

o Digital Museum Session(Room 2) 

- “The Digital Museum of the Future"중국， 및 Bishop Museum, 

Nat’1 Museum of Ethnology(일본)등 471 관 발표 및 질의응답 

자. Welcome Reception 

o EWC 1층 Garden LeveV 뷔 페 식 

o UHM 도서관장 사회로 UI표I 연구부총장， EWC소장， PRDLA 

Chair, PNC Ch머r， ECAI Chair 인사말， Sponsor 기 관 인사(3개 

기관)소개 

< 11월 2일(수)> 
가. 10:00-22:00 : PRDLA Culture Tour 

。 참석희망자 경비부담， 주최측 장소선정 및 여행사 지정 

0 참석 비 희 망자는 PNC Session 참석 

나. 09:00-10:30 

o ECAI Plenary : E - Science & Humanities Infrastructure Session 1 

-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e-Science in the Arts and 

Humanities", Arts and Humanities Data Service 외 3기 관 발표 

및 질의웅답 

다. 10:50-12:20 

o GIS Session l(Roo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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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eat Britain Historical GIS", Queen's Univ. Belfast 외 3 

기관 발표 및 질의웅답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ession (Room 2)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hinese Tradition" Univ. of 

Alaska 외 3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라. 14:00-15:30 

o Humanities GIS in ]apan Session l(Room 1) 

- Development of ]apanese GIS Tools for Humanities, Kyoto Univ. 

외 3기관 발표 및 질의용답 

o E-Science & Humanities Infrastructure Session 2 (Room 2) 

- "Who is Keeping Record? Language Documentation in the 

Pacific" 외 2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마. 11:50-17:20 

。 GIS Session 2(Room 1) 

- "Public Participation GIS Approach to Indigenous Mapping" Nat’l 

Taiwan University 외 3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o Southeast Asia Session (Room 2) 

- "New Technologies in the Study of Southeast Asian State 

Formation" , UHM 외 3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 11월 3일(목)> 
가. 09:00-10:30 

o Intemational Digital Project Collaboration Session (Room 1) 

- "Cultural Heritage without Boundaries"Nat'l Cen. Lib. 외 3기 관 

발표，질의응답 

o Constructing Historical Gazetteers Round Table (Room 2) 

나. 10:50-12:20 

o e-Leaming Session l(Room 1) 

- "UH Distance Learning" UHM 외 2기관 발표，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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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anel on Austronesian Languages and Cultures (Room 2) 

다. 14:00-15:30 

o e-Leaming Session 2(Room 1) 

- "T뼈ng Area Studies to the Area of Study" East-West Center 

외 171 관 발표，질의응답 

o e-Publication Session (Room 2) 

- "A Review on Current Development of Open Access and its 

Implications for Scholarly Communication" Academia Senica 외 

1기관 발표， 질의웅답 

라. 15:50-17:20 

o Cultural Atlases in Teaching Session(Room 1) 

- "Islam in China : An. Interactive Electronic Atlas and Educational 

Project" 

UH 외 2기관 발표， 질의웅답 

o Demo Session (Room 2) 

- “World Language Mapping System" East-West Center 외 3기 관 

발표， 질의웅답 

마. 17:20-17:30 PNC Closing Ceremony 

o EWC Asia Room 

o 11월 3일(목) 오후 Session 끝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 

0 진행을 맡은 UHM 도서관장 인사 및 사회 

o PNC Chair 인사 후 Banquet 장소로 이 동 

바. 18:00-20:00 Closing Banquet 식 사 및 공 연 

o Hawaii Studies Center(UH 야외 공연장 건물) 

o Ticket 구매 참석자 약 60명 

O 뷔페식(하와이 전통음식 5-6종)， 음료 서빙 

0 간이 무대에서 하와이 전통무용 및 악기 공연 

O 진행은 UI표I 도서관 직원 사회로 UHM 총장， PNC Ch없r， PRDLA 

Chair 인사 

0 종료직전 PNC Ch머r가 행사를 위해 수고한 직원 2명에게 기념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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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표I 도서관장이 마지막 인사(내년도 개최지인 SNU에서 온 참석 

자 소개) 

0 시내 호텔 투숙자 귀환용 버스 운행 

3. 주요 업무내용 

가. PRDLA Steering Committee Meeting(l) 

0 일시 : 10월 30일(일) 15:00-16:20 

0 장소 : UI페1: Hamilton Library Yap Room 

。 참석 자 : PRDLA Steering Committee(SC) Members 등 12명 

O 협의내용 : PRDLA member' s meeting 자료 검토 

Project 검토 : ILL, Metadata, Ad Hoc. Digita1 Method 

나. PRDLA Steering Committee Meeting(2) 

0 일시 : 11월 1일(화) 12:30-14:00 

0 장소 : UHM The East West Center, Asia Room 

O 참석 자 : PRDLA Steering Committee(SC) Members 등 12명 

0 협의내용 : - 2006. 8. 15 PRDLA 단독프로그램 예산 심의 

* 점심식대 지원(PRDLA) ， 기타경비- 서울대 

- PRDLA!PNC 회의장 및 숙소 소개 

- PRDLA 단독 단독 Social 프로그램 및 견학 추진 

다. PNC Secretariate Meeting 

0 일시 : 11월 1일(화) 15:00-16:00 

0 장소 : UH The East West Center, Wailana 

0 참석 자 : PNC Ms. Stella, Ms. Vi힘， Dr. Simon C. Lin/Director, 

Computing Cent. Academia Sinica, 서 울 대 

PRDLA 회 장 Catherine A. Quinlan (UBC 도서 관장) 

0 협의내용 : ‘06 연례회의 항목별 예산요구 및 조정 

라. PRDLA Secretariate Meeting 

0 일 시 : 11월 3일 (목) 11:00-12:00 

0 장소 : EWC B2 Secretariat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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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협의내용 : PRDLA 회의 준비 관련 일지 및 준비사항 인계인수 

마. PRDLA!PNC Joint SC Meeting 

0 일 시 : 11월 3일 (목) 12:30- 14:00 

0 장소 : UH, The East West Center, Pumehana Room 

0 참석 자 : PNC!PRDLA Steering Committee(SC) Members 17명 

0 협의내용 : 총회 예산 및 업무협의 

* 추후 Teleconference 로 업무협의 키로 합의 

V. 2006 PRDLA/PNC 총회 소개 

1. 일 정 

가. 일 시 : 2006년 8월 15일 (화)-18일 (금) 

나. 장 소 : 호암교수회관 

다. 참 석 : PRDLA. PNC 회 원 약 180-200명 

2. 추진배경 

가.2001년 : PRDLA 총회(북경대학， 중국) 

- 2006 한국 주최 타진 

나. 2002년 : PRDLA총회(와세다 / 게이오대학， 일본) 

- 2006 한국 주최 잠정결정(추후 서식으로 확인키로 함) 

다.2003년 : PRDLA총회 (Univ. of British Columbia, 캐나다) 

- PRDLA!PNC 연계 총회 개최키로 합의 

- 때06 PRDLA!PNC 총회 개최지는 서울대학교로 확정 

라. 2004년 : PRDLNPNC총회 (Academia Sinica, 대 만) 

- 서울대학교 : 2005/2006 Steering committee memeber선임 

- 2005-2006 주최지 확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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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Univ. of Hawaii 도서 관， 2006 서 울대 학교 도서 관) 

마.2005년 : PRDLA!PNC 총회 (University of Hawaii, 미국) 

- 2006 PRDLA!PNC 연합 총회준비 업무 및 예산협의 

바.2005년 9월 5일 : 2006 PRDLA-PNC 연례총회 준비기획팀 구성 

총괄 : 김성중 정보관리과장 

팀장 : 장석일 정보관리과 사무관 

팀원 : 정대현， 김장원， 김화택， 김영애， 김미향， 박정주 

사. 2005년 9월 30일 : 회암교수회관 회의장소 및 숙소예약 

아.2005년 11월 11 일 : Hotel 블록(2006.8. 14-19) 예 약(30%할인 ) 

르네상스호텔， 팔레스 호텔 

자.2005년 11월 28일 : ECAI회장 및 PNC 사무국직원 현장답사차 방문 

차.2006년 1월 24일 : PNC/PRDLA 총회 홈페이지 update 

http://libr따y.snu.ac.kr/PRDLA 

3. 진행일정(안) 

가. PRDLA SC Meeting을 비롯한 단독 프로그램 2006. 8. 15(화) 

나. PNC/PRDLA Joint Session은 2006. 8. 16(수)-18(금) 

다. Culture Tour는 2006. 8. 19(토) 

라. 프로그램 

- 전체 sesslOn은 24session으로 함(4session * 2 room * 3일). 
- 1 session은 90분으로 하며 , seSSlon 당 3명 -4명 이 발표 

* 한국 Digitization 현황 발표 및 소개 3-4개 

마. PRDLA!PNC 총회 홈페이지 : http://library.snu.ac.kr/PRDLA 

VI. 맺음말 

이 번 출장은 총회 Session 참석 보다는 2006 서 울총회 준비 를 위 한 자료수집 및 업 

무협의에 더욱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출장자 모두가 대회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 

하고 메모하는 진지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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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DLA!PNC 총회는 Digital 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 및 토론이 이 

루어지고 있어 각 기관의 Digital 자료소개， Digital 개발 및 적용에서 겪게 되는 문 

제들과 경험， 생각을 모으는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총회의 모임이 단순한 보고에 

그치는 딱딱한 형식이 아닌 실무자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하고，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Digital 자료 및 기술개발 사례발표의 무대를 

적극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에서 우리 IT 기술의 소개 및 홍보는 선진 IT 

국가인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국제적인 대 

회가 서울대학교 주최로 열리게 됨은 우리 서울대학교의 세계적인 위상을 더욱 드 

높일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우리도서관 사서들의 학문적 지식과 실무경험 

이 함께 어우러진 활발한 발표가 2006 PRDLA!PNC 총회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 

총회에서 펼쳐진다면 서울대학교 도서관인들의 자질은 세계 최고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올여름에 열릴 2006 PRDLA!PNC 총회에 우리사서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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