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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년도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우리 학회에 아낌없는 협조 감사드립니다. 

         2.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한국도서관․정보학회(주관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

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은 2022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미있고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붙임 1. 2022년도 한국 문헌정보학 4개 학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동학술대회 일정표

    붙임 2. 2022년도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동학술대회 참가신청서

    붙임 3. 오시는 길

간사 이도영 총무이사 정대근 회장 김영석

협조

시행 한국도서관․정보학회-32 (2022.10.20) 접수 ()

우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 https://liss.jams.or.kr/

전화 02-300-0584 전송 02-300-0504 / liss1974@naver.com / 공개

                

대회 주제 문헌정보학 학회 활동 및 학술지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일   시 2022년 12월 02일(금) 10:00~18:00
장   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및 사서연수관

주관/공동주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주관학회)
-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문헌정보학회
- 한국비블리아학회
-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장



붙임 1. 2022년도 한국 문헌정보학 4개 학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동학술대회 일정표

2022년도 한국 문헌정보학 4개 학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동학술대회

1. 대회 개요

   □ 개최일시: 2022년 12월 2일(금) 10:00~18:00

   □ 개최장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및 사서연수관

   □ 대회 주제명: 문헌정보학 학회 활동 및 학술지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 공동주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주관학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2. 대회 일정

◆ 학회별 프로그램

TIME EVENT CHAIR

10:00~12:30  각 학회별 프로그램 진행 학회장

◆ 개회식

TIME EVENT CHAIR

12:30~13:00  공동학술대회 등록 및 방명록 작성

13:00~13:25
 • 개회사: 김영석 학회장(한국도서관․정보학회)
 • 축  사: 국립중앙도서관장 김신영

(대구대)

13:25~13:30  • 전체 사진 촬영



◆ 기획발표 세션

TIME EVENT CHAIR

13:30~15:00  주제발표

1부

13:30~14:00

주제발표 1: 자기 중심 인용분석 기법을 통한 문헌정보학 주요 저널의 

자아 정체성 분석

  • 발표 : 김혜진 교수(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 토론 : 오의경 교수(상명대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인천대)

14:00~14:30
주제발표 2: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연구영역 중첩분석
  • 발표 : 정유경 교수(한남대 문헌정보학과)
  • 토론 : 오효정 교수(전북대 문헌정보학과)

14:30~15:00
주제발표 3: 문헌정보학 4개 학회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 발표 : 이재윤 교수(명지대 문헌정보학과)
  • 토론 : 조재인 교수(인천대 문헌정보학과)

15:00~15:10 BREAK TIME

15:10~17:30  연구발표

2부

15:10~15:25
연구발표 1: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와 학술행사 인식 연구: FGI 결과를 중심으

로
  • 발표 : 오상희 교수(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곽승진
(충남대)

15:25~15:40
연구발표 2: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와 학술행사 인식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발표: 이종욱 교수(경북대 문헌정보학과)

15:40~16:10

소그룹 토론(라운드 테이블)
  • 그룹 A 그룹장: 최상희(대구가톨릭대, 기록: 신동희(숙명여대)
  • 그룹 B 그룹장: 이정미(서울여대), 기록: 강지혜(동덕여대) 
  • 그룹 C 그룹장: 이승민(중앙대), 기록: 박형주(충남대) 

16:10~16:20 휴식 및 자리 정리

16:20~16:50

그룹별 결과발표
  • 그룹 A 최상희(대구가톨릭대)
  • 그룹 B 이정미(서울여대)
  • 그룹 C 이승민(중앙대)

16:50~17:30

종합토론
  • 사회자: 오상희(성균관대,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와 학술행사 인식 연구, 

연구책임자)
  • 토론자: 김수정(전북대), 이종욱(경북대), 최상희(대구가톨릭대), 이정미(서울

여대), 이승민(중앙대)

폐
회 17:30~18:00 광고 및 폐회(이동)

정대근
(광주대)

리
셉
션

18:00~ 나눔의 시간



붙임 2. 2022년도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동학술대회 참가신청서

2022년도 한국 문헌정보학 4개 학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동학술대회

참 가 신 청 서

상기인은 2022년도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동학술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참가자 성명                     (인)

 * 참가신청서 및 문의사항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이메일(liss1974@naver.com)로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서는 2022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학술대회명 2022년도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동학술대회

인적사항

성명

소속

신분
□ 교수, □ 연구원, □ 사서,

□ 대학원생, □ 기타(      )
해당란에 ☑ 

연락처 휴대폰번호 작성

이메일

참가부분

학회만 참석 □참석, □미참석

소그룹 토론 참석 □참석, □미참석
세션2 연구발표시 소그

룹토론에 참여

리셉션 참석 □참석, □미참석 저녁식사자리에 참여

교육참가확인증 발급 요청 □요청, □미요청 발급요청시 체크

mailto:liss1974@naver.com


붙임 3. 오시는 길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 및 사서연수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