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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 괄 

1. 행사개요 

O 행 사 명 : 때)6 PRDLMNC!EC매 연례 총회 

O 행사기간 :2αX3. 8. 15(화)-18(금) <4일간> 

0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0 참석 및 발표인원 

- 참석 : 107R국 176명 

- 발표 : 52명(국내 101경， 국외 42명) 

0 지원조직 

총 26명 : 교수 2명， 직원 22명， 자원봉사자 2명 

- 총괄 1명， 운영 • 행정지원 5명， 시설지원 4명， 전산지원 3명， 회의지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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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 자료 

환태평 양 지 역 전자도서 관 구축을 목적 으로 설 립된 PRDLA(Pacific Rim Digital Library 

Alliance) , 환태평양 국가들 간의 학문 교류， 정보교환， 협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PNC(Pacific 

Neighborhood Consortium), 문화지도 등 학술연구 비영리 국제협의체인 ECAI(Electronic 

C버tural Atlas Initiative)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W2()())년 PRDLN PNC/ ECAI 연례총회』가 2()()) 

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 

에는 환태평양과 아시아 각 지역의 도서관장， 학술연구자， 사서， 큐레이터， 기록관리사 등 107ß국 

에서 176명이 참석하여， 전자도서관， Digitization Project, e-Publishing, Humanities GIS 등 12개 

주제로 국 • 내외 전문가 52명의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이번 연례총회를 개최를 위하여 회의장소， 참가자 숙소， 프로그램， 예산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점은 첫째， 과거 PRDLN 

PNC!ECAI 연례총회 전례를 최대한 존중하되，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고 둘째， 참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셋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되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 이였다. 

2004년부터 PNC, ECAI 와 연합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때)6 PRDLA!PNC!ECAI 연례총회 

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도서관을 보여줌으로써 환태평양 

지역 도서관계에서의 지도적 지위 확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회의장시설， 연회행사， 관광 등을 통하여 한국과 서울대학교의 발전상을 알 

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및 IT강국의 이미지 홍보를 적극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2. 추진배경 

우리도서관은 “환태평양지역 전자도서관”설립을 목적으로 digital 자료 온라인 제공 및 공유， 상 

호대차 및 상호원문복사제공 등 107ß국 32개 대학 및 연구도서관들의 협력체인 PRDLA(pacific 

Rim Digital Libraη Alliance)의 정회원기관으로 1997년에 가입하고 급변하는 국제도서관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연례총회에 참석， 회원간의 협력활동 강화는 물론 주제 

발표， 정보교환 및 홍보 등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통하여 세계수준의 도서관으로의 발전을 추진하 

여 왔다. 그동안 미국， 카나다， 중국， 일본 등 동서양을 교차하여 개최되는 연례총회는 2001년 북 

경 연례총회에서 개최지를 한국으로 협의하여 2002년 동경대회에서 개최지를 서울대학교로 확정 

하였다. 때6년 벤쿠버 PRDLA 연례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2004년 PRDLA 연례총회부터는 환태 

평양 국가들 간의 학문 교류， 정보교환， 협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PNC(Pacific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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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보 제 129호 

Consortium)와 문화지도에 관한 비영리 국제협의체인 ECAI(Electronic Cultural Atlas Initiative) 

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2004년 대만， Academia Sinica, 2005 미국， University of Hawaii 에 이 

은 2000년 PRDLA! PNC/ EC따 연례총회는 국내 도서관계 행사로는 최대규모로 개최되었던 세 

계도서관정보대회， 제 72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대회， 2000년 8월 20일 -24일의 참석인사 

를 고려하여 회의를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18일까지로 잡았다. 회의장소로는 동 행사에 적합한 

회의장 및 연회장의 보유， 국제행사 경험， 행사의 성격 등을 교내시설 중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호암교수회관으로 결정하였다. 

2000 PRDLA!PNC!E<띠I 연례총회의 추진배경을 일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5년 : Univ. of California, San Diego 중심 으로 발족 

(미 Luce 재단 기금출연) 

。 1997년 : 서울대학교 도서관 정회원가입 

。 1999년 : UCSD, 미국 연례총회 참석 : 서울0대학교도서관 현황발표 

。 2000년 : UCSD, 미국 연례총회 참석 : 기금중단에 따른 년회비 협의 

。 2001년 : 북경 대학， 중국 

- 2000 서울대학교 주최 타진 

- 년회비 합의 및 회장기관 선출(Univ. Hong Kong) 

。 2002년 : 와세다 / 게이오대학， 일본 : 2000 개최지 확정(한국， 서울대학교) 

。 2003년 : Univ. of British Columbia, 캐나다 : PRDLA!PNC 연합총회 개최 합의 ’ 

。 2α)4년 : Academia Sinica, 대 만 

- PRDLA, PNC 연합 연례회의로 개최 

L 서울대도서관장 2005-2000 Steering comrnittee member 선임 

- 2α)5-2α)6 주최기관 재확인， 2αη년 주최기관 선정 

(2005 . Univ. of Hawaii 도서관， 2000 서울대학교 도서관. 

2007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 2005년 : University of Haw려1， 미 국 

- PRDLA, PNC 연합 연례회의 개최 (05，10.31-11.3) 

2α% 총회 준비 회 의 (SC comrnittee) 

。 2000년 : 서울대학교 도서관 연례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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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 자료 

3. 관련 국제기구 소개 

가. PRDLA(Pacific 뻐m Digital Libræy Alliance) 

인터넷상의 “환태평양 지역 전자도서관” 설립을 목적으로 환태평양과 관련된 지식의 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단일 도서관이 이 지역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환태평양 연안의 대표 대학도서관 자료들을 보다 쉽고， 비용 면에서 효율적， 능률적인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학문 연구 자료의 접근을 좀 더 용이하도록 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PRDLA에는 환태평양 국가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Hawaii, UC Berkeley, Peking University, National U띠verslη of Singapore, National T려wan 

University 를 포함한 9개국 대표대학도서관 28개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나. PNC(The Pacific Neighborhood Consortium) 

신기술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보다 나은 연구， 교육을 지원하고， 환태평양 국가들 간의 향상 

된 학문 교류， 정보교환， 협동 연구 등 공간적으로 가상의 학문 공동체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에게 

공유된 비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들과 각종 기관들은 학문적 정보 자료의 공유를 

추구하기 위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 처음 설립되었고， 이후， 1997년， 행정업무 

는 아시아에서 선도적 학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Academic Sinica, Taiwan으로 이전되 

었다. 회원기관으로는 University of Hawaii,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등이 있다. 

다. ECAl(The Electronic Cultural Atlas Initiative) 

인류학， 사회과학， 역사학분야의 학자와 기록관리사i 사서， 큐레이터， 비영리 국제기구 회원들과 

정보기술연구자들로 구성된 문화지도에 관한 비영리 국제협의체이다. EC따는 현재 UC Berkeley 

에 있다. 

II. 회의개최 

1. 개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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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최 측인 서울대학교도서관과 PRDLA 사무국， PNC 사 무국， 

ECAI 사무국과 개최준비와 관련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였다. 이번 행사는 우리 도서관이 개관 

이후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제관례에 맞는 회의장 및 회의 시설， 

숙소 및 차량확보운영， 관광， 홍보 등 행사준비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우리도서관 

에서는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 

획팀을 2005년 9월 결성하여 국제회의 주최기관으로 준비하여야할 제반사항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나아갔다. 이를 위하여 2005년 10월 30일 11월 3일 하와이대학에서 개최되었던 2005 PRDLN 

PNC 연례총회에 PRDLA이사로 선임된 관장님을 비롯한 회의준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관장 

님 및 관계자가 참석한 PRDLA 이사회에서는 20æ 회의개최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 

었으며， 마지막 날 PRDLA!PNCÆC따 이사회에서는 프로그램， 예산 등 세부조정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준비위원들 역시 회의진행파악 및 각종 자료 수집을 함으로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 

하였다. 2005년 11월말 총괄적인 진행을 위하여 총회의 프로그램을 주관한 PNC 사무국직원일 

행과 ECAI 회장의 서울대학교 도서관방문 총회개최장소 현장답사 및 업무협의를 위해 내한한 것 

을 계기로 PRDLA와 PNC 주관부서담당자들과 본격적인 월례 teleconference를 통하여 예산 및 

progr때 SOCl머 progr때 C띠ture & libr때 tour, program 책자， 연회행사 및 진행 등 준비에 차 

질이 없도록 양 기관과의 협의 활동을 강화해 나아갔다. 또한 주최기관인 우리도서관에서는 이 

번 회의를 위한 총회기간중의 지원조직으로 교수 2명， 직원 22명， 자원봉사자 2명 등 총 26명을 4 

개팀(운영/행정， 시설지원， 전산지원， 회의지원)으로 나누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총회개최 준 

비활동의 주요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5년 2월 21일 : PRDLA→서울대 : 회의관련 준비사항 통보 

。 2005년 7월 25일 : PNC→서울대 : 회의일시 합의 

。 2005년 9월 5일 : 20æ PRDLA-PNC 연례총회 준비기획팀 구성 

。 2αE년 9월15일 : PNC→서 울대 2αl5 PRDLA끼PNC Steering Committee 

서울대→PNC 2005 회의참석자통보 및 회의안건건의 

。 2005년 9월 21일 : 연례총회준비기획팀 1차회의 

。 2005년 9월 z1일 : 연례총회준비기획팀 2차회의 

。 2αE년 9월 소요예산(안) 수립 

。 2005년 9월 30일 : 회의장소 및 숙소예약(회의장소: 호암교수회관) 

。 2005년 10월 10일 : 영문 Homepage 및 전용 email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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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13일 : PNC→서울대 2006 회의주최에 따른 예산 협의 

。:3αE년 11월 9일 : 회의일정 변경에 따른 회의장소 조정 및 예약 

。 2005년 11월 11일 : PRDLA!PNC 연례총회 Schedule 조정 

。:3αE년 11월 11일 : Hotel 블록 예약 및 가격조정， 호텔버스 제공 합의 

Renaissance, 팔레스， 호암교수회관 각 40객실 

。:3αE년 11월 28일 : PNC Secre떠riat 3명， ECAI 회장 도서관방문 

준비회의， 총회회의장 및 호텔 답사， 시설조사 

。:3αE년 12월 8일 : 1차 PRDLA Teleconference 

。:3αE년 12월 15일 : 2차 PRDLA ” 

。:3α)6년 1월 

。 2α)6년 1월 

。 2α)6년 2월 

。 2α)6년 2월 

。 2006년 2월 

- 서울총회프로그램 및 준비협의 

24일 : PNCiPRDLA 총회 홈페이지 u(xiate 

25일 : 

8일 

15일 

24일 

1차 PNC Teleconference 

- 예산 및 프로그램(Theme， Poster Session 등)협의 

총회준비 직원 채용 

총회 국문홈페이지 작성 

2차 PNC Teleconference, 

논단 / 자료 

- 중국어홈페이지 및 총회발표자(서울대초청) 협의 

。 2α)6년 3월 22일 

。 2α)6년 4월 13일 

。 2아)6년 5월 8일 

3차 PRDLA Teleconference, 

- PRDLA 단독 프로그램 및 Culture Tour 협 의 

PRDLA 회 장 Catherine Quinlan Teleconference, 

- PRDLA 단독 프로그램 종합， PRDLA 인쇄물 

2006 PRDLA!PNC 연례총회 및 서울대 초청발표자 및 

관계자 회의 

。 2아)6년 5월 17일 : 3차 PNC Teleconference, 

- 회의에 따른 PNC부담경비 및 지불방법협의 

- 회의장소 및 호텔 온라인접수 가동 

- 중국어홈페이지 및 총회진행 협의 

。 2α)6년 6월 6일 4차 PRDLA Teleconference, 

- 총회준비진행 점검 및 보완사항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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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Gæ년 6월 8일 4차 PNC Teleconference, 

- 숙소예약 및 회의참석 등록시작 및 마감 시기조정 

초청발표자 발표주제 확정， 회의진행 인원 조정 

。 2Gæ년 6월 29일 : 5차 PNC Teleconference 

。 2αl6년 7월 6일 6차 PNC Teleconference 

o 2α)6년 7월 21일 : 7차 PNC Teleconference 

。 2Gæ년 7월 20일 1차 회의진행 지원준비 회의 

。 2아l6년 7월 '2J일 2차 회의진행 지원준비 회의 

。 2Gæ년 8월 10일 PNC Teleconference 

。 2아l6년 8월 12일 PRDLA Secretariat 입국， 회 의 장점 검 및 업 무준비 회 의 

。 2αl6년 8월 13일 PNC Secretariat 입 국， PNC，PRDLA，서 울대 Secretariat 회 의 

。 2αl6년 8월 14일 서울대， PRDLA， PNC 사무국 최종 점검회의 

。 2아l6년 8월 14일 회의 지원 준비요원 발대식 및 Orientation 

。 2Gæ년 8월 15일 -18일 : 연례총회 개최 

2. 주요내용 및 효로그램 

환태평양과 아시아 각 지역의 도서관장， 학술연구자， 사서， 큐레이터， 기록관리사 등 107ß국에서 

PRDLNPNC!ECAI 연례총회 개최 이후 가장 많은 1깨 여명이 참석한 이번총회에서는 전자도서 

관， Digitization Project, e-Publishing, Hwnanities GIS 등 127ß 주제로 서울대학교의 선도적인 

전자도서관 콘텐츠 소개발표 서울대학교도서관이 초빙한 10명의 초청 발표 등 총 52명의 발표가 

16개 session 으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또한 도서관， 규장각， 박물관견학은 물론， 인사동， 경복궁， 

민속촌 등 문화탐방， 한국의 전통국악공연을 계획하여 참석 인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세 개의 기관이 연합하여 갖은 이번 총회 4일간의 일정은 첫째날과 둘째날 오전까지 1.5일은 

PRDLA 단독 프로그램 및 관련 Session으로 , 둘째 날 오후부터 넷째 날까지 2.5일은 PNC, 

PRDLA, ECAI 합동 프로그램 및 관련 Session 으로 구성되어 1일 4 - 8 session, 1 session 당 

3-4명의 발표자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8월 14일 총회개최 최종점검을 위한 발대 

식을 갖은 후 PNC, PRDLA 사무국 직원 및 총회지원을 위하여 차출된 사서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orientation이 PNC 측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으며， 총회사무실을 위한 각종 집기， 컴퓨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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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 회의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또한 상견례를 겸한 비공식 모임으로 박병진 관장님을 비 

롯하여 PRDLA 회장 및 이사회 임원， 관계자들이 만찬을 갖음으로서 다음날부터 개최될 연례총회 

에 만전을 기하였다. 

8월 15일 적은 인원이 참석하는 PRDLA 단독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광복절 

이며 휴일인 관계로 회의장소가 다소 어수선한 하였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안내 

하는 진행요원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었다. 부임하신지 한달도 채 안된 가운데 큰 행사를 맡게 

되신 서울대학교 도서관장님과 PRDLA 회장님의 개막 인사로 시작된 PRDLA 단독회의는 오전 

의 운영회의， 오후의 E-Leaming 외 1개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서울대학교 도 

서관장님 주제 만찬을 끝으로 마감했다. 

연합총회 첫째 날인 8월 16일은 2000 PRDLA!PNC!ECAI 연례총회의 개막과 더불어 본격적 

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PNC. PRDLA 사무국 직원과 함께. 우리진행 요원들은 등록시작부터 회의 

종료까지 각종 안내 및 전산지원， 시설지원， 회의장보조， 교통지원， 도서관 및 C버ture tour, 사진 

및 VOD촬영 등 모든 지원 분야에서 맡은 바 지원업무를 일사분란하게 처리하였다. 도서관장님의 

사회로 시 작된 Opening Session에서는 이장무 서 울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하여 αrid ].L. Tzeng 

PNC 회장， 교육부 국제교육정화화국장이 대독한 교육부차관의 환영사와 서울대학교소개 비디오 

상영， Keynote speech 로 이어졌다. 야Jening Session의 서울대학교소개 비디오 상영 중 오디오가 

작동되지 않아 간담이 서늘해 졌었으나 관장님의 재치 있는 벤트로 이를 만회하였고， 다소 딱딱 

해질 수 있는 O야ning Session의 분위기를 오히려 부드럽게 유도했다. Opening Session과 단체사 

진 촬영에 이어 본격적인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은 2개의 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오전 오후 

각각 1번씩 갖는 Coffee Break 에서는 참가자들이 인맥을 넓힐 수 있는 사교의 시간이 되었고， 

못다한 질의응답으로 열띤 토론을 하는 광경도 종종 목격되었다. 첫째 날 Session 을 무사히 마친 

후 가진 서울대학교 부총장님 주제의 환영만찬은 연례총회 참석자는 물론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 

회장을 비롯한 국내 도서관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총회개최를 더욱 뜻 깊게 하였다. 

8월 17일， 연합총회 둘째날은 PRDLA Culture Tour 와 PNC, EC따 Session 및 Library Tour 

가 계획 되었다. 1개의 회의실에서 PNC， EC따 Session 이 진행되었고， PRDLA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Culture Tour는 민속촌과 이천도자기마을로 정하여 우리나라의 정취를 맛볼 수 있도록 하 

였으며， Session 종료 후 PNC, EC따 회원들을 위한 도서관， 박물관， 규장각 견학도 도서관에 대 

기하면서 진행을 맡은 견학담당 사서들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연합총회 마지막 날인 8월 18일에는 서울대전자도서관을 소개한 The Challenge on Digital 

Collection Session 과 K아ea Culture Session 이 포함되 어 있어 그 어 느날 보다 많은 국내 전문가 

들의 발표가 있었다.2개의 회의실에 나뉘어 진행된 마지막 날의 Session 은 회의실의 열기를 밖 

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마지막 S잉slon 후 짱을 낸 PRDLA 회원들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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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방문을 끝으로 총 4일간의 연례총회의 모든 Session 이 끝이 났다. 이어 진행된 폐회식과 

PNC 가 주최한 만찬은 서정욱 의대분관장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통음악 

연주로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박명진 도서관장님의 폐회사로 모두가 조금은 홀가분하고 뿌듯한 

기분으로 즐긴 저녁만찬은 한국전통음악의 여운이 참가자들에게 화두를 제공하면서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개최될 2007 PRDLA!PNC!ECAI 연례총회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아쉬 

운 끝을 맺었다. 참고로 2W) PRDLA!PNC!ECAI 연례총회에서 다루어진 주제와 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 

- Innovations in E-Learning(Including bibliographic Support Services) 

- Receiving and responding to user needs in a digital environrnent 

- Digital Preservation 

- Exemplary Cultural Atlases 

- e-Science Application 

- Digital Museum 

Cultural Atlas Infrastructure 

GIS-Map Collections 

- Humanities GIS toward New Papadigm 

GIS-2 

- The Challenge of Digital Archives and Collections 

Korean Culture 

e-Publishing 

- Toward an e-Culture Platform 

- Humanities e-Science and Grid Technologies 

- Digitiz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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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Tuesday, 15 August 

Time Pro용ram Room 

08:00-09:α뼈n Steènng Committee Ro여n Map!e 

09:3{) - 12.'20 am 
PRDLA Meeting: We!，αJme and Business Meeting 

/foU，에~ up αl 뻐꿈 
10:3{) -10,'50 am Cojfee Br，αk 

12.'20-2.'α7pm Lunch 

2:00-3:00 pm Leaming Commons Room Magnolia 

3:00-4:00 pm 
lnnαJations in E-Leaming(induding bíblio，용raphic support 

ServicesJ 
4:oo-4:3{) pm Cojfee Break 

4:3{)-5:3{) pm 
Receiving αld Responding to Dser Needs in a Digital Library 

Environment 

6:00-8:00 pm PRDLA Welcome Dinner Room Marronnier 

We，뼈es뼈1， 16 August 

Time ProgramRoαn 

09:oo-10:3{) am Opening Ceremαly， Keynote Speech Room Mukunglwx1 (α 

10:3{) -108) 뼈 Cojfee Break 

10:5{) -12:빼n PNι PRDW ECAIDisαJSsion Room Mukunglwx1 띠 

Trackl. Digi때 Preservatiαl RoαnM내띠n용fam (CJ I 
2.'00-3:40 pm 

Room Magnol따 (CJ I Track2, Exelr1j이'ary Cultural Atlases 

3:40-4:00뀐m Cojfee Br，αk 

Trackl, e-Science App[i，따ion (move to Room Water L삐) Room WaterLíly 
4:00-5:40 pm 

Tnαk2. Di밍tal Museum Roαn Magnolía (CJ 

6:00-8:00 pm Welo에ze Reception (Hosted by SNU LibraryJ SNU Faculty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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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lUrsday， 17 August 

Time Program Room 

09:(1)~ 10:30 am 
Cultun띠 Atlas Infrastmdure: ~따i띠， Tempon띠， 

Biographical α띠 Thematic components 

lσ30~ 10:50 αn C맴ee&뼈 

10:50~ 12:X빼n GIS-Map Collections Room Magnolia (C) 

2.'(1) ~3:40 pm Humanities GIS toward New Paradigm 

3:40~4:(1) pm C빼ee Br때‘ 

4:(XJv5:.때 pm GIS-2 

10:(1) am ~ 18:(1) pm ** PRDLA Exclusive Tour Ichon Pottery and Kor쨌1 Folk Village 

Friday, 18 Au，망1St 

Time Program Room' 

09:(1)~ 10:30 am The α때'lenge 대 Digi뼈 Collection R뼈n Magnolia (C) 

10:30~ 10:50 am CojJee Break 

Tnαk1. Koreα Culture Room Magnolia (C) 

10패~12:’30am 

Tn뼈'&. e-Publishing Ro여n Water μ'[y (C) 

Track1. T에'Jard an e-Culture Platform Room Magnolia (C) 

2:(1)~3:40 pm 
Track2. Humanities e-Sciακ'e and Grid Technologies Room Water Lily (C) 

3:40~4:(1) p, ú쨌ee Br때C 

4:(1) ~ 5:40 pm Di밍:tization Projects Room Magnolia (C) 

5:40~6:(1)뀐m αosing Ceremαly R뼈n Magnolia (C) 

6:(1)~S.'(X} pm 
Banquet & Culture Show 

(Hosted by P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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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eeting> 
- 8월 15일 1차 PRDLA Steering Committee Meeting 

- 8월 18일 2차 PRDLA Steering Committee Meeting 

- 8월 18일 PRDLA!PN아~CAI Meeting 

<Social Program> 

- 8월 15일 PRDLA 단독 환영만찬， 도서관장 주최 

- 8월 16일 환영만찬， 서울대학교부총장주최 

- 8월 17일 PNC, ECAI 참석자 도서관 및 규장각 견학 

- 8월 17일 PRDLA 단독 Culture tour(민속촌， 이천도자기마을) 

- 8월 18일 PRDLA 참석자 도서관 및 규장각 견학 

8월 18일 Banquet PNC 주최 

8월 19일 Culture Tour (경복궁， 인사동 등) 

III. 회의결과 

총 107~국 176명이 참석한 이번 연례총회는 돌이켜 보면서 PNC. PRDLA 사무국과의 원활한 

협조로 총 107~국 176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3일간 열띤 발표와 질의응답을 

위하여 회의장에서 동분서주하시던 회의장도우미로 차출된 사서들， 도서관， 규장각 견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견학담당 사서들， 예기치 못한 외국인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내려 

무사하게 출국시켰던 의대분관장님과 과 계장님 Culture tour 시간을 잘못알고 도착한 외국인 수 

송에 순발력을 발휘한 시설담당 사서 등 순수 우리도서관인력으로 구성된 적은 준비지원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치러졌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한 가지 아쉬 

운 점이 있다면 도서관 주최의 국제행사에 성공적인 행사진행에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사서들의 

Session 참여가 부진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러나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도서관 국제화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도서관 국제 기술교류 및 홍보， 교류 협력 확보 등 서울대학교 도 

서관의 무한한 잠재력이 평가 받고 국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국 

제회의 준비 및 운영의 know-how를 축적한 것에 많은 의미와 평가를 두고 싶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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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DLA!PNC!EC따 연례총회의 개최 결과보고서를 쓰면서 이 보고서가 향후 우리도서관이 주최 

하고 주관할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며 마 

지막으로 도서관에 부임하신지 몇일 지나지 않아 큰 국제행사를 진두지휘하여 주신 관장님과 물 

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의학 분관장님 도서관의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이 

번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과계장님과 국제회의준비기획팀장 

들， 행사진행을 위하여 차출되어 적극적으로 총회지원을 하여주신 사서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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