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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하계 온라인 학술대회 참여 안내

■ 일  시 : 2021년 8월 19일(목) 09:30~18:00
■ 참여자 :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참여가능함
            ※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발급 가능
■ 참여방식 : 온라인 채널 링크 URL 접속
  ○ 오전 튜토리얼 : 유튜브 채널 링크 클릭 후 입장
   ○ 오후 논문발표/포스터
     -학술대회 세션별 ZOOM 링크 클릭 후 입장
     -ZOOM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장하고자 할 경우, 세션별 

회의ID와 암호(별첨-1 참조)를 ZOOM 홈페이지에 입력후 입장
   ○ PC 및 모바일(안드로이드 기준)에서 ZOOM 접속 방법(별첨-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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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내용

학회장 인사말(동영상)

튜토리얼(오전)

시간
대주제 : 오픈사이언스와 디지털 전환

☞ 클릭 (KISTI 유튜브 링크)

09:30~09:40 인사말
 KISTI 김혜선 

센터장

09:40~10:10 과학기술문헌정보 큐레이션 실행과 성과분석 사례
 KISTI 김재훈 

책임연구원

10:10~10:40 AI 논문요약 서비스 소개 및 발전방향
 KISTI 선충녕 

선임연구원

10:40~10:50 휴식

10:50~11:20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및 활용사례 소개
 KISTI 서동민 

센터장

11:20~11:50 오픈엑세스와 부실학술 출판
 KISTI 김완종 

책임연구원

학술논문 발표(오후)

기획세션: 디지털스칼라십/디지털인문학
좌장: 김규환(인천대학교)

☞ 클릭 (줌 링크)

13:30-13:50 디지털스칼라십 동향과 전망
정은경

(이화여자대학교)

13:50-14:10 디지털스칼라십 연구에서 정보전문가와 도서관의 역할
이정연

(이화여자대학교)

14:10-14:30 디지털 인문학 분석도구: 자연어처리 및 텍스트 분석
김혜진

(공주대학교)

14:30-14:50 근대 한국학 자료의 국한문 혼용 텍스트 처리와 적용
정유경

(한남대학교)

14:50-15:10 종합토론

15:10-15:30

휴식 및 포스터 발표 
☞ 클릭 (줌 링크)

공공도서관 기반의 독서동아리 지원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
/노금혜(부산대학교)

■ 학술대회 일정표(08월 19일(목) 09:30~15:40)

https://youtube.com/c/KISTIV
https://us02web.zoom.us/j/84172107012
https://us06web.zoom.us/j/85608457145?pwd=SFNmQUIvT0tRaHlDaVYrN3l5bzJVQ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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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발표

1세션: 메타버스(VR)과 정보공학

좌장: 박종도(인천대학교)

☞ 클릭 (줌 링크)

2세션: 정보서비스-공공도서관
좌장: 조재인(인천대학교)

☞ 클릭 (줌 링크)

3세션: 정보서비스와 기록관리
좌장: 이승민(중앙대학교)

☞ 클릭 (줌 링크)

15:30-15:50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선정에 관한 연구

/서상원, 김규환(인천대학교)

공공도서관 온라인 
독서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연구- 최근 현황과 제안을 

중심으로
/조상은(숙명여자대학교)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장애학생의 이용행태 및 

요구 분석
/김선, 장민경, 

송민지(성균관대학교)

15:50-16:10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과 활용 
방안 -도서관 이용자의 
가상공간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김동하, 박민정, 이현진, 

김나영(한남대학교)

공공도서관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책 서비스 확장에 

관한 연구
/최지연, 

오경묵(숙명여자대학교)

양성평등 장서 적합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권도훈, 김나영, 박민정, 
권선영(한남대학교)

16:10-16:30

국내외 도서관에서 
이용되는 VR 콘텐츠의 분류 
및 기능 분석에 관한 연구
/김지수, 문서현, 천희수, 

권선영(한남대학교)

공공도서관 북큐레이션(테마 
컬렉션)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이윤정(성균관대학교)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민수진, 

이용정(성균관대학교)

16:30-16:50

기술수용모델(TAM)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 
가상투어서비스 연구

/정경은, 정다운,  
홍대성(성균관대학교)

한 책 읽기 운동: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

/장우권(전남대학교)

국내 학술지의 OA출판유통 
전환을 위한 비용흐름 분석

/이수상(부산대학교)

16:50-17:10
지적구조분석 과정의 몇 

가지 결정기준에 대한 검토
/이재윤(명지대학교)

공공도서관 이용이 
공공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최지혜, 이승민(중앙대학교)

ICA의 Records in 
Contexts-Ontology(RiC-O) 

v0.2에 관한 연구
/김이레, 이성숙(충남대학교)

17:10-17:30
국가 과학기술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장수현, 류주현(중앙대학교)

- -

17:30-17:40 폐회식

※ 상기 발표주제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https://us02web.zoom.us/j/88092124836
https://us02web.zoom.us/j/84670065337
https://us02web.zoom.us/j/8997939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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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ZOOM 링크정보, 회의 ID, 암호 안내
 1) 포스터
  -발표
  ▷링크 : 
https://us06web.zoom.us/j/85608457145?pwd=SFNmQUIvT0tRaHlDaVYrN3l5bzJVQT09
  ▷회의 ID : 856 0845 7145
  ▷암호 : 1

2) 기획세션 및 1~3세션
 -기획세션 입장
  ▷링크 : https://us02web.zoom.us/j/84172107012
  ▷회의 ID : 841 7210 7012

 -1세션
  ▷링크 : https://us02web.zoom.us/j/88092124836
  ▷회의 ID : 880 9212 4836

 -2세션
  ▷링크 : https://us02web.zoom.us/j/84670065337
  ▷회의 ID : 846 7006 5337

 -3세션
  ▷링크 : https://us02web.zoom.us/j/89979394690
  ▷회의 ID : 899 7939 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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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PC와 모바일을 통한 Zoom 접속 안내
 -PC(Google Chrome 기준 – 링크 연결)
  ①주소창에 링크를 입력

  ②‘Zoom을 다운로드하여 실행’ 클릭

  ③다운로드 된 파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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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자동으로 설치 후 실행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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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Google Chrome 기준 – 회의 ID와 암호 연결)
  ①Zoom 홈페이지에서 ‘회의 참가’ 클릭

  ②회의 ID 입력

  ③‘Zoom을 다운로드하여 실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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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다운로드 된 파일 실행

  ⑤자동으로 설치 후 실행이 됨. 이후에 암호를 입력하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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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안드로이드 기준)
  ①Google Playstore에서 ‘ZOOM Cloud Meetings’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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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설치 후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Launch Meeting’ 터치

  ③접속이 완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