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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회원교 제위

참조
제목

제96회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하계학술세미나 개최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학대학도서관의 운영 및 유대 강화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출발한 본 협의회를 위해 그동안
회원교가 보내주신 기도와 헌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2018년도 제96회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주

제: 共感Ⅲ - 도서관 평가와 북큐레이션

나. 기

간: 2018년 6월 20일(수) ~ 22일(금)

다.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엠블호텔

라. 참가회비: 1인당 300,000원
마. 참가신청: 6월 1일(금)까지 신청서 제출
바. 신청방법: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tla.or.kr),
사. 입 금 처
1) 계

좌: 신한은행 110-485-292973

2) 예 금 주: 이 희 혜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가) 송금자는 반드시 대학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영수증은 ‘무통장입금확인증’으로 대체합니다.
다) 송금수수료는 별도 처리하여 주십시오.
아. 교육이수 인정시간 : 16시간

붙임 1. 하계학술세미나 일정표(예정) 1부.
2. 여수 “엠블호텔” 오시는 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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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하계학술세미나 일정표(예정)

제96회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하계학술세미나 일정표
① 6월 20일 (수)
시 간
13:00-14:00
(60”)

내
등록신청, 접수

용
참가대학 (업체) 등록 및 전시부스 참관

1. 사회 : 남윤희 사무국장
14:00-14:50
(50”)

개회 예배

2. 개회사 : 문현미 회장(백석대학교 도서관장)
3. 설교 : 주도홍 목사(백석대학교대학원 부총장)
4. 기도 : 이은경 실장(호남신학대학교)

대학도서관 교육부 정책에 의한 도서관 평가와 방향

14:50-15:40
(50”)

기조 강연

15:40-16:00
(20”)

휴식

16:00-16:50
(50”)

주제 강연(1)

16:50-17:10
(20”)

휴식

17:10-18:00
(50”)

주제 특강

18:00-18:30
(30”)

광고 및 기념 촬영

광고 및 기념촬영, 방배정

18:30-20:30
(120”)

석식

만찬 및 만남의 시간

남영준 교수(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시부스 참관 및 Break time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기획과 북큐레이션의 실재
안정희 작가

전시부스 참관 및 Break time

오디오북을 활용한 독서 커뮤니티 프로그램
박철진 목사(G&M글로벌문화재단 CCO)

② 6월 21일 (목)
시 간

내

용

07:30-09:00
(90”)

조식

아침식사

09:00-09:30
(30”)

휴식

전시부스 참관 및 Break time

09:30-10:10
(40”)

신기술 동향(1)

신기술 동향 및 공동컨소시엄 설명회

10:10-11:00
(50”)

우수사례 발표(1)

『나-讀하다』
- 나사렛대학교 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회선 팀장(나사렛대학교 도서관)

11:00-11:10
(10”)

휴식

Break time

콘텐츠 큐레이션의 시대,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방향

11:10-12:00
(50”)

주제 강연(2)

12:00-13:30
(90”)

중식 및 휴식

점심식사 및 휴식

13:30-14:00
(30”)

신기술 동향(2)

신기술 동향 및 공동컨소시엄 설명회

14:50-15:10
(20”)

휴식

전시부스 참관 및 Break time

15:10-16:20
(70”)

공감 특강

16:20-16:40
(20”)

휴식

- 큐레이터로서 사서, 그 역할과 기술 김규환 교수(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해외연수 발표
16:40-17:20
(40”)
해외봉사 발표

제15회 영랑시문학상 수상 작가 고재중 시인 초청 특강
- 시의 향기, 삶의 황홀 전시부스 참관 및 Break time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도서관
이윤정 주임(서울한영대학교 도서관)

미얀마 - 개혁장로회신학교
박언숙 과장(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도서관)

17:20-19:30
(130”)

이동 및 석식

저녁식사

19:30 -

지회 모임

각 지회별 협업 방안 논의 및 자유시간

③ 6월 22일 (금)
시 간
07:30-09:00
(90”)
09:00-09:50
(50”)

내

용

조식

우수사례 발표(2)

아침식사 및 휴식

서울신학대학교 독서프로그램 운영 사례
이희용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인문학연구소 소장)

1. 사회 : 남윤희 사무국장
09:50-10:20
(30”)

총평 및 폐회예배

2. 설교 : 강성열 목사(호남신학대학교 도서관장)
3. 기도 : 김효경 과장(영남신학대학교)
4. 폐회사 : 문현미 회장(백석대학교 도서관장)

10:20-11:00
(10”)

이동

체크아웃 및 이동

11:00-

2부 행사

애양원 / 손양원목사 순교기념관

※ 본 프로그램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여수 “엠블호텔” 오시는 길

여수 “엠블호텔” 오시는 길

자가 차량 이용 시
여수 “엠블호텔” 주소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111

서울 → 여수 서울>천안JC>논산JC>완주JC>동순천IC>여수 (3시간55분소요)
대전 → 여수 대전>익산JC>완주JC>동순천IC>여수 (2시간40분소요)
승용차

광주 → 여수 서광주>순천IC>여수 (1시간20분소요)
부산 → 여수 부산>냉정JC>진주JC>옥곡IC>여수 (2시간10분소요)
목포 → 여수 목포>죽림JC>도룡IC>여수(1시간30분소요)

대중교통 안내

여수 엑스포역

여수시외버스터미널

2번 버스 탑승 → “엠블호텔” 정류장 하차 (약 10분 소요)
택시 (약 5분소요, 약 ￦3,000)
333번 시내버스 탑승 → “엠블호텔” 정류장 하차 (약 15분 소요)
택시 (약 10분소요, 약 ￦5,000)

☎ 여수 “엠블호텔” (http://www.mvlhotel.com/yeosu) 대표전화 : 061-660-5800
☎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대표전화 : (사무국장) 남윤희 010-3373-4705
(간

사 ) 이희혜 010-6785-3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