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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도서관장 이상귀입니다. 

  어느 해와 달리 유난히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이 가

을에, 국내 최고의 지식정보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제59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참석해 주신 서울대 박찬욱 교육부총장님과 홍성걸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학도서관 관장님, 과장님, 그리고 사서선생님들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빅 테이터』에 대하여 특강을 해주시는 조성준 

교수님과 관정관 건축 이야기』에 대해 말씀해 주실 유태용 소장님, 다양한 주제의 학술발

표를 하시는 사서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협의회는 1962년 가을 서울대에서 개최된“ 국립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서장 회의” 를 

모태로 태동하여 현재 54개회원교 960여명의 사서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성장하여 대학도

서관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정보전달 매체인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다양한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의 보급이 도서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매체

들을 도서관이 잘 이용하면 더욱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정보전달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

고 관리하여 유통시키는 등 새로운 정보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온 우리 협의

회 활동은 참으로 중요하고 뜻 깊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는 최신의 정

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길잡이가 되며, 이용자들과 서로 소통하며 함께 협력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회원교 상호간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도서관 간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풍성한 정보교류의 장인 오늘 학술세미나를 



2 ┃… …………………………………………………………………………………………………… 개회사,축사,환영사 

- 2 -

통하여 대학도서관 발전방향과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여, 도서관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활기찬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

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애써주신 서울대 홍성걸 중앙도서관장

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장 이상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