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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연혁

• 1962. 가을 “국립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서장 회의” 창립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 1963.02.08. 국립대학교 도서관장회의 개최(도협 사무국)

• 1963.03.30. 제2차 총회 개최(경북대)

• 1963.03.28.∼29. 제3차 총회 개최(전남대)

• 1964.10.16. 제4차 총회 개최(부산대)

“전국국립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서장 회의”로 개칭 

• 1965.04.17.∼18. 제5차 총회 개최(서울대)

• 1965.11.06.∼07. 제6차 총회 개최(서울대)

• 1966.10.29.∼30. 제7차 총회 개최(전북대)

• 1967.01.27.∼28. 제8차 총회 개최(충남대)

• 1968.10.19.∼20. 제9차 총회 개최(경북대)

• 1969.08.18. 제10차 총회 개최(부산대)

• 1970.08.28. 제11차 총회 개최(전남대)

• 1971.06.11. 제12차 총회 개최(충남대)

• 1971.11.04. 제13차 총회 개최(전북대)

• 1972.04.28. 제14차 총회 개최(서울대)

• 1972.12.20. 제15차 총회 개최(경북대)

충북대 가입

• 1973.06.15. 제16차 총회 개최(부산대)

강원대, 제주대 가입 

• 1973.11.16.∼17. 제17차 총회 개최(제주대)

• 1974.05.03. 제18차 총회 개최(강원대)

• 1974.10.18. 제19차 총회 개최(충북대)

경상대 가입 

• 1975.05.09. 제20차 총회 개최(전남대)

• 1975.10.19. 제21차 총회 개최(경상대)

• 1976.05.17. 제22차 총회 개최(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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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10.22. 제23차 총회 개최(전북대)

• 1977.01.17.∼02.16. 제1차 사서실무 연수교육 실시(서울대 도서관)

• 1977.05.13. 제24차 총회 개최(충남대)

• 1977.08.01.∼27. 제2차 사서실무 연수교육 실시(서울대 도서관)

• 1977.10.28. 제25차 총회 개최(경북대)

“전국국립대학(교)도서관장 및 사서장회의”로 개칭 

• 1978.01.11.∼02.04. 제3차 사서실무 연수교육 실시(서울대 도서관)

• 1978.04.28.∼29. 제26차 총회 개최(서울대)

• 1978.09.11.∼13. 제1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서울대)

• 1978.10.12.∼13. 제27차 총회 개최(강원대)

• 1979.02.12.∼26. 제4차 사서실무 연수교육 실시(서울대 도서관)

• 1979.05.25. 제28차 총회에서 “국립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서장회의”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칙제정 및 임원선출

초대회장 : 김운태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회원가입 : 강릉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 1979.07.20. 협의회 이사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79.08.10.∼11. 제2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경북대)

• 1980.05.12. 회장취임(김운태 서울대 도서관장→최지훈 서울대 도서관장) 

• 1980.09.19.∼20. 제29차 총회 개최(부산대)

창원대, 부산수산대 가입 

• 1981.05.08.∼09. 제30차 총회 개최(경상대)

제30차 총회에서 회칙을 1차 개정하고 협의체 명칭을 “국립대학도서

관협의회”로 개칭

회원가입 : 한국체육대 

• 1981.07.10. 협의회 이사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1981.07.10.∼11. 제3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전남대)

• 1981.07.20. 회장취임(이영기 서울대 도서관장) 

• 1981.11.20.∼21. 제31차 총회 개최(제주대)

• 1982.06. 대학도서관 업무편람 발행

• 1982.06.18.∼19. 제32차 총회 개최(충남대)

제32차 총회에서 회칙 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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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순천대 

• 1982.07.23.∼24. 제4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전북대)

• 1982.11.26.∼27. 제33차 총회 개최(전남대)

회원가입 : 서울교육대 가입 

• 1983.01.24.∼25. 제5차 사서실무 연수교육 실지(부산대 도서관)

• 1983.07.01. 제34차 쵱회 개최(부산수산대)

국립대학도서관보 창간호 발행

한국방송통신대 가입 

• 1983.08.13. 대학간 각종 협의회 대표자 간담회 개최

• 1983.09.09.∼10. 제5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충남대)

• 1983.11.25. 제35차 총회 개최(공주사대)

회원가입 :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 1984.06.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계획 수립

• 1984.06.2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집 발행

• 1984.06.29.∼30. 제36차 총회 개최(강릉대)

제36차 총회에서 회칙 3차 개정

회원가입 : 육군사관학교 

• 1984.07.06.∼07. 제6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충북대)

• 1984.12.30. 문교부로부터 학술연구조성비 500만원 받아 “학술잡지 종합목록의 

전산화”에 관하여 연구

• 1985.07.20. 회장취임(이기문 서울대 도서관장) 

• 1985.11.15.∼16. 제37차 총회 개최(목포대)

회원가입 : 인천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 1985.12.20.∼21. 제7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경상대)

• 1986.05.31. 국립대학도서관보 제4집 발행

• 1986.08.22.∼23. 제38차 총회 개최(한국해양대)

회원가입 : 광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 1986.08.28. 협의회 이사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86.12.19.∼20. 제8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부산대)

• 1986.12.29. “국립대학도서관 운영개선방안”문교부 건의

• 1987.06.3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5집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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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07.24.∼25. 제9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강원대)

• 1987.08.21. 제39차 총회 개최(군산대)

회장취임(박병호 서울대 도서관장)

회원가입 : 여수수산대 

• 1988.01.22.∼23. 제10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제주대)

• 1988.06.3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6집 발행

• 1988.07.23. 협의회 이사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88.08.05. 협의회 이사회 개최(창원대 도서관)

• 1988.08.05.∼06. 제40차 총회 개최(창원대)

회원가입 : 전주교대, 제주교대 

• 1988.08.19.∼20. 제11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한국교원대)

• 1989.01.21. 협의회 이사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1989.02.17.∼18. 제12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서울대)

• 1989.06.3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7집 발행

• 1989.06.30.∼07.01. 제13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경북대)

LC MARC 작성편람 발행

• 1989.08.07.∼ 08. 제41차 총회 개최(안동대)

회칙개정(부회장 1인을 2인으로)

회원가입 : 부산공업대  

• 1989.08.18. 소장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 작성을 위한 제1차 실무자 회의, US 

MARC 및 입력용지 작성요령 설명 및 실습(서울대 도서관)

• 1989.10.12.∼14. 소장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 작성을 위한 제2차 실무자 회의, US 

MARC 및 입력용지 작성요령 설명 및 실습(서울대 도서관)

• 1989.12.19. 제1차 종합대학교 도서관장 회의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0. 연속간행물 종합목록(서양서 : 인문․사회․예능편) 발행

• 1990. 국립대학도서관 전산화 추진계획 발행

• 1990.02.15.∼16. 제14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전남대)

• 1990.02.08. 제2차 종합대학교 도서관장 회의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0.08.05. 국립대학도서관보 제8집 발행

• 1990.08.13.∼14. 제42차 총회 개최(한국교원대)

회장취임(선우중호 서울대 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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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대전공업대 

• 1990.08.24.∼25. 제15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전북대)

• 1990.10.30. 제1차 도서관 업무전산화 실무위원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0.12.11. 국립대학 도서관장 협의회 창립 총회(서울대 문화관)

대학도서관 전산화 추진위원회 설립

• 1991.01.20.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발간(서양서 편)(기술과학 편)

• 1991.01.31. 제2차 도서관 업무전산화 실무위원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1.02.01.∼02. 제16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충남대)

• 1991.03.23. 제1차 대학도서관전산화 추진위원회 개최

• 1991.03.29. 제3차 도서관 업무전산화 실무위원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1.07.15. 국립대학도서관보 제9집 발행

• 1991.07.19.∼20. 제43차 총회 개최(순천대)

회장취임(오주환 경북대 도서관장)

회원가입 : 서울시립대 

• 1991.08.09.∼10. 제17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충북대)

• 1991.10.17.∼18. 서울대, 대학도서관 정산화 국제세미나 개최

• 1991.11.02. 제1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1.11.07.∼08. 제2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전남대)

• 1991.12.06. 제2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경북대 도서관)

• 1991.02.14. 제3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1991.02.14.∼15. 제18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경상대)

• 1992.04.10. 제4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부산대 도서관)

• 1992.05.13. 협의회 이사회 개최(경북대 도서관)

• 1992.06.25.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0집 발행

• 1992.07.10. 제44차 총회에서 회칙개정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로 개칭

회원가입 : 금오공대, 삼척산업대, 상주산업대, 서울산업대 

• 1992.07.10.∼11. 제44차 총회 개최(서울시립대)

• 1992.08.21.∼22. 제19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부산대)

• 1992.08.28. 제5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전남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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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11.06.∼07. 제3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강원대)

• 1992.11.13. 제6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강원대 도서관)

• 1992.12.16. 제9차 차관자금의 배분비율 결정

      ― 도서관 주선산기 등 장비도입비 : 53%

      ― 전산원 캠퍼스망(LAN) 설치비 : 47%

• 1992.12. 대학도서관전산화 기반조성을 위한 건의서 채택

• 1993. 연속간행물 종합목록(서양서) 발행

• 1993.02.19.∼20. 제20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강원대)

• 1993.02.26. 교육부가 서울대 도서관을 “대학도서관 정산화 운영기관”으로 지정

제7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제주대 도서관)

• 1993.04.09. 제2차 국공립대학도서관 전산화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1993.04.15. 국공립대학도서관 전산화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1993.04.21. 국공립대학도서관 전산화 추진 경인지역 목록 실무자회의(서울대 도

서관)

• 1993.05.14.∼15. 제8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경상대 도서관)

• 1993.06.1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11집 발행

• 1993.06.16. 제1차 대학도서관 전산화 운영협의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3.06.22. 제1차 대학도서관 전산화 운영협의회 개최(서울대 호함교수회관)

• 1993.07.01. 협의회 이사회 개최(전북대 도서관)

• 1993.07.02. 회장취임(이경재 전남대 도서관장)

• 1993.07.02.∼03. 제 45차 총회 개최(전북대)

• 1993.07.27. 일어․ 중국어 ․로마자 표기 책자 각 회원 도서관에 배포

• 1993.07.29.∼30. 제21차 도서관․ 정보하 학술세미나 개최(제주대)

• 1993.08.05. 국립대학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한 건의서 제출(교육부 및 국회)

• 1993.09.03. 제9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전북대 도서관)

• 1993.10.19. 서울대 의대 도서관 증축 개관식 및 MEDLARS 가동식

• 1993.11.05.∼06. 제4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장 협의회 총회 개최(제주대 도서관)

• 1993.11.11. 사서사무관 준비 모임 세미나 개최

• 1993.12.03. 제10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충북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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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12. 대학도서관 전산화 워크샾 개최(충남대 도서관)

• 1994.01.28.∼29. 제11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4.02.18. 제2차 대학도서관 전산화 실무위원회 개최(서울대 교수회관)

• 1994.02.18.∼19. 제22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한국교원대)

• 1994.02.25. 제2차 대학도서관 전산화 협의회 개최(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1994.03.24.∼25. 제12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경북대 도서관)

• 1994.06.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12집 발행

• 1994.06.10.∼11. 제13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1994.07.14. 협의회 이사회 개최(제주대 도서관)

• 1994.07.15. 밀양산업대, 진주산업대, 충주산업대, 공군사관학교 

• 1994.07.15.∼16. 제 46차 총회 개최(제주대)

밀양산업대, 진주산업대, 충주산업대, 공군사관학교 가입

• 1994.08.18. 제3차 대학도서관 전산화 실무협의회 개최(서울대 호암 교수회관)

• 1994.08.19.∼20. 제23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강릉대)

• 1994.08.31. 제3차 대학도서관 전산화 운영협의회 개최(서울대 호함 교수회관)

• 1994.09.09.∼10. 제14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전남대 도서관)

• 1994.11.04.∼05. 제5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경북대)

• 1994.12.02.∼03. 제15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부산대 도서관)

• 1995.02.17.∼18. 제 24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공주대)

• 1995.03.24.∼25. 제 16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강원대 도서관)

• 1995.04.21. 제2차 사서서기관․ 사무관 회의 개최(서울대)

• 1995.04.24. 대학도서관 전산화 추진위원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5.05.22. 제1차 대학도서관 전산화사업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5.05.24. 제2차 대학도서관 전산화사업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5.06.3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13집 발행

• 1995.07.13. 회장취임(김중하 부산대 도서관장) 

• 1995.07.13.∼14. 제 47차 총회 개최(창원대)

회장취임(김중하 부산대 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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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12. 제25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군산대)

• 1995.10.13.∼14. 제17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제주대 도서관)

• 1995.11.10.∼11. 제6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충남대)

• 1996.02.09.∼10. 제26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부산대)

• 1996.02.28. 대학도서관 전산화 실무협의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1996.05.10. 회원가입 :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 1996.05.10.∼11. 제48차 총회 개최(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가입

• 1996.06.25.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4집 발행 

• 1996.12.13. 제5차 사서서기관․ 사무관 회의 개최(부산대)

• 1997.02.21.∼22. 제27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순천대)

• 1997.03.14. 강릉대학교 학술정보시스템(ISKUL) 가동식

제6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서울대)

• 1997.05.30. 국립대학 도서관보 제 15집 발행

• 1997.07.03. 협의회 이사회 개최(경상대 도서관)

• 1997.07.04.∼05. 제49차 총회 개최(경상대)

회장취임(권용주 전북대 도서관장)

제46차 총회에서 회칙 6차 개정(표창규정 삽입)

회원가입 : 인천대 

• 1997.08.22.∼23. 제 28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안동대)

• 1997.11.14.∼15. 제8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전북대)

• 1997.12. 국공립대학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서 제출

• 1998.02.20.∼21. 제29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목포대)

• 1998.03.19. 제7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전북대)

• 1998.06.3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16집 발행

• 1998.07.03.∼04. 제50차 총회 개최(충북대)

• 1998.08.21.∼22. 제30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창원대)

• 1998.10.13. 제8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충남대)

• 1998.10.30.∼31. 제9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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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27. 제31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한국해양대)

• 1999.06.1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7집 발행

• 1999.06.24. 협의회 이사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9.06.24.∼25. 제51차 총회 개최(서울대)

회장취임(김종석 충남대 도서관장) 

서울대 전자도서관 시스템 가동

• 1999.08.20.∼21. 제32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한국해양대)

• 1999.09.01. 회장취임(전길웅 충남대 도서관장)

• 1999.11.12.∼13. 제10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충북대)

• 1999.12.28. 협의회 이사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2000.02.18.∼19. 제33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서울시립대)

• 2000.04.27. 제9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순천대)

• 2000.06.1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8집 발행

• 2000.06.29. 협의회 이사회 개최(강원대 도서관)

• 2000.06.29.∼30. 제52차 총회 개최(강원대 도서관)

• 2000.08.25.∼26. 제34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대전산업대)

• 2000.09.01. 회장취임(이규승 충남대 도서관장) 

• 2000.11.03.∼04. 제 11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부경대)

• 2000.11.10. 협의회 이사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2001.06.29.∼30. 제53차 총회 개최-제12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인천시립대)

회장취임(최진범 경상대 도서관장) 

• 2001.08.24.∼25. 제 36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육군사관학교) 

• 2001.09.01. 회장취임(권기훈 경상대 도서관장) 

• 2001.11.09. 제 11차 사서서기관 ․ 사무관회의 개최(충남대)

• 2001.12.21. 협의회 이사회 개최(경상대 도서관)

• 2001.12.31. 회칙개정(간사, 서기→사무국장, 총무로 개칭) 

• 2002.02.18.∼19. 제 37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한국방송통신대)

• 2002.05.1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20집 발행

• 2002.05.31. 제12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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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8. 협의회 이사회 개최(부경대 도서관)

• 2002.06.28.∼29. 제 54차 총회 개최(부경대)

• 2002.07.10. 한경대학교 회원교 가입 

• 2002.08.26.∼27. 제38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서울대)

• 2002.11.29. 제13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공주대)

• 2003.02.25.∼26. 제39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부산대)

• 2003.06.20.∼21. 제55차 총회 개최(공주대학교)

회장취임(이광래 강원대 도서관장)

• 2003.07.01. 한국예술종합학교 회원교 가입

• 2003.08.12.∼13. 제42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전남대)

• 2003.08.13.∼14. 제40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경북대)

• 2003.10.06. 제14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서울대)

• 2003.12.04.∼05. 제7차 국립대학도서관 40년사 편집회의(강원대학교)

• 2004.06.29.∼30. 제56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개최(경북대)

• 2004.02.18. 제43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전북대)

• 2004.10.21. 제16차 사서서기관 ․ 사서사무관 회의 개최(충북대)

• 2004.07.29.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 ․ 전송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2005.05.08. 회장취임(박봉우 강원대 도서관장)

• 2005.06.17.∼18. 제57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개최(목포대)

• 2005.07.01. 회장취임(장공자 충북대 도서관장)

• 2005.08.18.∼19. 제44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충남대) 

• 2005.09.22. 제17차 서기관 ․ 사서사무관 회의 개최(제주대)

• 2006.02.03. 임원회의 회의록(충북대)

• 2006.02.09.∼10. 제45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금오공과대학교)

• 2006.05.08.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 2006.06.20. 협의회 이사회 개최(공주대학교)

• 2006.06.22. 회원가입 : 한국전통문화학교(문화재청)

대학 통합으로 회원교 제적 : 밀양대학교, 여수대학교

회원교명 변경 : 삼척대학교→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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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22.∼23. 제58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개최(한국해양대)

• 2006.07.13. 제46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충북대)

• 2006.09.01. 회장취임(김인경 충북대 도서관장)

• 2006.09.22. 제18차 서기관 ․ 사서사무관 회의 개최(서울대)

• 2007.02.15.∼16. 제47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서울대)

• 2007.05.10.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 2007.06.21.∼22. 제59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개최(군산대)

회원가입 : KAIST

• 2007.07.01. 회장취임(박명진 서울대 도서관장)

• 2007.08.09.∼10. 제48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강원대)

• 2007.10.05. 제19차 서기관 ․ 사서사무관 회의 개최(공주대학교 도서관)

• 2008.01.24.∼25. 제49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제주대)

• 2008.03.01. 대학통합으로 회원교 제적 : 상주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 2008.03.20.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KUCLA) 창립배경 및 추진경과(서울대)

• 2008.05.26. 회장취임(김완진 서울대 도서관장)

• 2008.06.19.∼20. 제60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강릉대)

• 2008.08.01. 회장취임(서경호 서울대 도서관장)

• 2008.08.21.∼22. 제50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한국교원대)

• 2008.10.14.∼25. 제20차 서기관 ․사서사무관 회의 개최(부경대)

• 2009.01.15.∼16. 제51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강원대)

• 2009.04.01. 회장취임(김종서 서울대 도서관장)

• 2009.06.25.∼26. 제61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부산대)

• 2009.07.01. 회장취임(남권희 경북대 도서관장)

• 2009.08.20.∼21. 제52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경북대)

• 2009.09.01. 회장취임(김문기 경북대 도서관장)

• 2009.11.13.∼14. 제21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강원대)

• 2010.04.02.∼03. 제22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순천대)

• 2010.06.22.∼23. 제62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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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회원 가입

• 2010.12.21.∼22. 제53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경북대)

• 2011.04.22.∼23. 제23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경상대)

• 2011.06.23.∼24. 제63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창원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회원 가입

• 2011.07.01. 회장취임(홍성식 전남대 도서관장)

• 2011.11.24.∼25. 제54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서울대)

• 2012.05.18. 제24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한국교원대)

• 2012.06.28.∼29. 제64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전남대)

육군3사관학교, 국방대학교 회원 가입

• 2012.10.25.∼26. 제55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강릉원주대)

• 2013.01.04. 회장취임(마재숙 전남대 도서관장)

• 2013.06.20.∼21. 제65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안동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회원 가입

• 2013.07.01. 회장취임(이제환 부산대 도서관장)

• 2013.10.17.∼18. 제56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공주대)

• 2014.02.21. 제25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목포대)

• 2014.03.01. 회장취임(김기혁 부산대 도서관장)

• 2014.04.17. 협의회 이사회 개최(경북대)

• 2014.06.19.∼20. 제66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전북대)

• 2014.08.28. 제26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제주대)

• 2014.10.01.∼02. 제57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한국교통대)

• 2015.04.24. 제27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경북대)

• 2015.06.04.∼05. 제67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순천대)

• 2015.07.01. 제19대 회장취임(이상귀 전북대 도서관장)

• 2015.10.15.∼16. 제58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군산대)

• 2016.01.22.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전북대)

• 2016.04.21.∼22. 제28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전남대)

• 2016.06.09.∼10. 제68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제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