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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3) E-Mail

학술정보과

도서관장 민남식 도서관업무 총괄 640-2576 nsmin@gwnu.ac.kr

학술정보과장 오정국 과업무 총괄 2577 jkoh@gwnu.ac.kr

사서주사 김혜정 수서/정리업무 총괄 2581 kim1564@gwnu.ac.kr

사서주사 황공남 서무/기획업무 총괄 2578 libhgn@gwnu.ac.kr

사서주사 한지성 연속간행물 업무 총괄 2586 hjseong@gwnu.ac.kr

사서주사 김진구 자료운영계 업무 총괄 2589 kimjgu@gwnu.ac.kr

사서주사보 전찬준 서무,회계 업무 2579 cjjun@gwnu.ac.kr

사서주사보 정헌수 자료정리 업무 2582 headoll@gwnu.ac.kr

사서서기 이미정 도서 대출 반납 2587 emje@gwnu.ac.kr

사서서기 김민정 상호대차, 연간물 2584 faithalswjd@gwnu.ac.kr

사서서기 신양하 도서 대출 반납 2587 syh0528@gwnu.ac.kr

전산주사 박노열 전산업무 2512 eagle@gwnu.ac.kr

사무운영주사보 함선자 치의학자료실 2810 hsj@gwnu.ac.kr

강릉원주대학교(중앙도서관)

 25457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FAX : 033)642-7016

강릉원주대학교 원주 분관

 2640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FAX : 033)760-8209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3) E-Mail

원주분관

분관장 김영태 분관업무 총괄 760-8787 ytkim@gwnu.ac.kr

사서주사보 양미정 실무총괄, 출납, 수서 8201 mjyang@gwnu.ac.kr

대학회게직 이윤재
정리, 해외DB,

상호대차
8202 yjlee@gwnu.ac.kr

대학회계직 이경화
비도서수서/정리,

서무/회계
8204 bomheuk@gwnu.ac.kr

대학회계직 류현정 대출·반납, 연간물 8203 fbdi@gwnu.ac.kr

강원대학교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 길1 강원대학교 도서관               

FAX :  033)259-5687

     2591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학교 삼척도서관                    

FAX :  033)570-6271

     25949   강원도 도계읍 황조리 346  강원대학교 도계도서관

FAX :  033)540-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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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3) E-Mail

학술정보

지원과

도서관장 한광석 도서관 업무총괄 250-8002 taohan@kangwon.ac.kr

사서사무관 박건호 과 업무 총괄 250-8003 ghpark@kangwon.ac.kr

사서주사 김장현 기획전산 팀장 250-8018 kimjanh@kangwon.ac.kr

사서주사보 정재욱 전산시스템 운영 250-8018 musicguide@kangwon.ac.kr

사서주사 이월계 수서팀장 250-8011 wklee@kangwon.ac.kr

사서주사 최형욱 단행본자료 선정,구입 250-8005 flman@kangwon.ac.kr

사서주사보 박기은 자료기증 및 교환 250-8005 kieun@kangwon.ac.kr

사서주사 박윤근 행정지원 팀장 250-8004 parkyg@kangwon.ac.kr

사서주사보 유종현 대학회계 집행, 결산 250-8004 norbertzeyer@kangwon.ac.kr

대학회계직 이희남 시설물관리 250-8017 lehena@kangwon.ac.kr

사서주사 정미야 자료정리 팀장 250-8006 myjeong@kangwon.ac.kr

사서주사 권오석 자료분류,DB구축 250-8007 oskwon@kangwon.ac.kr

학술정보

운영과

사서사무관 정영숙 과 업무총괄 250-8008 cysook@kangwon.ac.kr 

사서주사 이선자 정보서비스 팀장 250-8016 leesj@kangwon.ac.kr

사서주사보 이수진 과서무, 안내데스크 250-8019 lsj0223@kangwon.ac.kr

사서주사 손찬수 자료운영 팀장 250-8009 son@kangwon.ac.kr

사서서기보 박상헌 대출/반납, 장서관리 250-8010 hun1104@kangwon.ac.kr

대학회계직 이태현 논문실, 서양서실 250-8015 maxtailee@kangwon.ac.kr

사서주사 정수철 연속간행물운영 팀장 250-8023 scjung@kangwon.ac.kr

사서주사 원귀희 교육연구지원 팀장 250-8013 ghee@kangwon.ac.kr

사서서기 심송은 강의지원, 원문복사 250-8025 se0225@kangwon.ac.kr

계약직 정혜영 외국학술지지원센터 250-8023 hope1016@kangwon.ac.kr

삼척도서관

부관장 신기동 삼척도서관 총괄 570-6270 shinkee@kangwon.ac.kr

사서주사 임향순 수서팀장 570-6276 hsim11@kangwon.ac.kr

사서서기 육성훈 수서/서무 570-6272 ysh01230@kangwon.ac.kr

사서주사보 정현희 자료정리 570-6273 jhh@kangwon.ac.kr

계약직 유수빈 정리업무 보조 570-6278

사서주사 김도현 정보봉사 팀장 570-6277 hyunkd@kangwon.ac.kr

대학회계직 이현희 대출반납, 상호대차 570-6274 jollily1@kangwon.ac.kr

사서주사 홍현표 분관운영 팀장 540-3271 hong1025@kangwon.ac.kr

대학회계직 박미희 도계도서관대출/반납 540-3272 pmh1693@kangwon.ac.kr

계약직 윤경진 열람보조 540-3273

무기계약직 김창옥 야간 열람업무 540-3273 chang09@kangwom.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3) E-Mail

의학도서관

(분관)

의학분관장 조병렬 의학도서관 업무총괄 250-8832 heartcho@kangwon.ac.kr 

사서주사보 김혜전 의학도서관 운영 250-8020 june@kangwon.ac.kr

강원대학교(의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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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3) E-Mail

법학도서관

(분관)

법학분관장 함태성 법학도서관 업무총괄 250-6539 tsmiso@kangwon.ac.kr 

사서주사 이명숙 법학도서관 운영 250-6505 leems@kangwon.ac.kr

계약직 이민지 대출반납 250-6505 mj43685@daum.net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관    장 최주현 업무총괄 751-3110 cjhpaul@gntech.ac.kr

정보개발  

(수   서)

사서주사 진태석
정보개발팀장, 기획,

수서, 분임출납관
751-3190 chin@gntech.ac.kr

사무운영주사보 박혜원 국외도서수서,회계,서무 751-3194 hwpark@gntech.ac.kr

대학회계직 임정주
국내도서 수서, 정리,

물품관리
751-3191 junhju@gntech.ac.kr

자료운영  

(열   람)

사서주사 강학이
자료운영팀장, 열람, 

도서관활성화
751-3192 kahy@gntech.ac.kr

사서서기 윤영심
대출, 반납,

이용자관리, 이용통계
751-3193 ys0085@gntech.ac.kr

전자정보  

(전   자)

사서주사 이상재
전자정보팀장,

정기간행물 관리
751-3196 sjlee@gntech.ac.kr

사서주사보 박윤정
전산시스템, 

전자자료 관리
751-3197 yjpark@gntech.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3) E-Mail

수서정리과

관장 이창수 총괄 950-4601 csl@knu.ac.kr

과장 강경애 과업무총괄 4611 kkang@knu.ac.kr

사서주사 김명애 수서팀장 4622 makim@knu.ac.kr

사서주사 김영수 국외서 구입 4623 kimys@knu.ac.kr

사서주사 김현정 국내외Web DB 구입 및 관리 4624 hyunjung@knu.ac.kr

사서주사 박찬식 국내서 구입 4625 62echo@knu.ac.kr

사서주사보 조옥수
기증도서, 학과 및
연구비 도서

4626 librarian@knu.ac.kr

사서주사 변여선 분류목록팀장 4632 ysbyeon@knu.ac.kr

강원대학교(법학도서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2725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칠암동)

FAX : 055)751-3199

경북대학교(중앙도서관)
 41566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FAX : 수서정리과 053)950-4619, 열람과 053)950-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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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3) E-Mail

수서정리과

사서주사 김동훈 분류·편목 4633 ddhkim@knu.ac.kr

사서주사보 이영수 분류·편목 4634 andys324@knu.ac.kr

행정서기 전미라영 분류·편목 4635 rajeon@knu.ac.kr

사서서기보 서효정 분류·편목 4636 blackpig29@knu.ac.kr

대학회계직 이수복 분류·편목 4637 Leekhe@knu.ac.kr

계약직 류시순 분류·편목 4638 rtyjjh@knu.ac.kr

계약직 신은성 분류·편목 4639 ses-5915@knu.ac.kr

사서주사 김현경 기획홍보팀장 4662 hgkim@knu.ac.kr

사서서기보 최진실 기획·홍보 4663 iamsiri@knu.ac.kr

조교 박미성 전산팀장 4652 mspark@knu.ac.kr

조교 권희정
전자자료실 운영, 멀티미

디어자료 관리
4656 hjkwon@knu.ac.kr

계약직 이  완 전산업무 4654 yiwan@knu.ac.kr 

계약직 윤상진 전산업무 4653 sjyoon@knu.ac.kr

행정주사 이현정 관리팀장 4612 seprain@knu.ac.kr

사서주사보 이재구
일반서무,물품관리,계약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4613 aedam@knu.ac.kr 

사서서기 박수연 예․결산, 회계 4614 pich0205@knu.ac.kr

공업주사보 백만기 냉난방 유지보수 4615 mhback@knu.ac.kr

계약직 서정판 시설(기계) 관리 4615

열람과

열람과장 박정상 과업무 총괄 4671 jspark002@knu.ac.kr

사서주사 이종국
장서관리팀장,

사회과학자료실 관리
4692 jklee@knu.ac.kr

사서주사 유정희 자연과학자료실 관리 4693 libryu@knu.ac.kr

사서주사 김영훈 보존자료실 관리 kimyh@knu.ac.kr

사서주사 이남숙 인문학자료실 관리 4696 nslee@knu.ac.kr

사서주사 정미경 어문학자료실 관리 4697 mkjeong@knu.ac.kr

사서주사보 김영식 참고자료실 관리 4703 youngsik@knu.ac.kr

사서주사보 임기영 고서실 관리 4698 impussiant@knu.ac.kr

계약직 진유라 고서실 관리 4699 swallowyr@knu.ac.kr

사서주사 정임탁 연구자료팀장 4712 itjoung@knu.ac.kr

사서주사 김미혜
학위논문, 신문자료실 

관리, 국외간행물
4713 mhkim@knu.ac.kr

사서주사보 최정희 상호대차/원문복사 4714 aida@knu.ac.kr

대학회계직 박순이 국내간행물 이용 및 관리 4715 parksy@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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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3) E-Mail

열람과

계약직 전경미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상호대차
4716 kmjun@hanmail.net

사서주사 신동근 대출반납팀장 4672 dgshin@knu.ac.kr

사서주사 황명숙 종합정보자료실 관리 4679 mshwang@knu.ac.kr

사서주사보 김정윤
대출반납, 이용자등록, 

미납자료 관리 
4673 jeungyun88@knu.ac.kr

사서서기 김억기
대출반납,

이용자교육 및 견학
4674 oasis4747@knu.ac.kr

계약직 김복경 대출반납 4675 dja9905@knu.ac.kr

계약직 정선영 대출반납 4676 relishlife@knu.ac.kr

대학기록관
기록연구사 김성수 대학기록관 팀장 4742 archivist@knu.ac.kr

계약직 성소향 대학기록관 자료관리 4743 duddl815@naver.com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3) E-Mail

의학분관

 분관장 석경호 업무총괄 ksuk@knu.ac.kr

사서주사 박영희 의학분관 주무, 분관팀장 950-6530 yhpark@knu.ac.kr

계약직 손미선 상호대차, 대출반납 6530 lib4916@k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3) E-Mail

치의학분관
 분관장 최재갑 업무총괄 jhchoi@knu.ac.kr

사서주사 이경희 치의학분관 주무 660-6914 khlee@k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3) E-Mail

법학분관

 분관장 성중탁 업무총괄 jtsung@knu.ac.kr

조교 배영활 법학분관 주무 950-4723 yhbae@knu.ac.kr

계약직 조미주 대출반납, 이용안내 4724 mjqueenmj@knu.ac.kr

계약직 장선주 대출반납, 이용안내 4725 fldud23@knu.ac.kr

경북대학교(의학분관)

 41944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 의과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 1-2층 

                       FAX : 053)200-4915

경북대학교(치의학분관)

 41940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7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4층 

      FAX : 053)660-6915

경북대학교(법학분관)

 41566   대구시 북구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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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4) E-Mail

상주캠퍼스

분관

 분관장 박옥미 업무총괄 530-1112 omparkl@knu.ac.kr

사서주사 김연순 수서정리팀장, 분류․목록 1611 kypark@knu.ac.kr

운영주사보 윤경숙 서무, 정리 1613 ksyoun4183@knu.ac.kr

사서주사 박갑용 참고/연속간행물 관리 1622 kimys8@knu.ac.kr

사서주사보 최정규 대출, 통계, 홈페이지관리 1623 scjk@knu.ac.kr

대학회계직 김혜경 국내자료실운영, 도서구입 1621 hkkim2002@k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학술정보

지 원 과

관장 마호섭 도서관 업무 총괄 772-0500 mhs@gnu.kr

과장 김숙환 과업무 총괄 772-0501 sukhwan@gnu.ac.kr

팀장(사서) 박항제 기획,행정팀업무 전반 772-0502 parkking@gnu.ac.kr

주무관(사서) 장환석 기획 및 정보공시 772-0505 hsjang@gnu.ac.kr

주무관(행정) 문성수 회계, 물품, 시설물 관리 772-0503 chungmj@gnu.ac.kr

팀장(사서) 조흥래 수서팀 업무 전반 772-0516 chohr@gnu.ac.kr

주무관(사서) 박영희 국외서, 비도서 수서 772-0517 metaphor@gnu.ac.kr

사무원(사서) 류은정 자료등록, 기부채납 772-0506 mimi3340@gnu.ac.kr

주무관(학예사) 이정희 고문헌 수집 및 학예연구업무 772-0507 lejehe@gnu.ac.kr

주무관(사서) 기윤혜 고문헌 정리 및 운영 772-0508 lejehe@gnu.ac.kr

팀장(사서) 신주영 정리업무 전반, KERIS업무 772-0510 jyashin@gnu.kr

사무원(사서) 방미경 서지DB구축 772-0512 bmk79@gnu.ac.kr

사무원(사서) 황연주
기증도서 서지DB구축,
우선정리대출업무

772-0511 y345u@hanmail.net

팀장(전산) 한길영 전산, 시스템운영 772-0514 hangy@gnu.ac.kr

학술정보

운 영 과

과장 류인한 과업무 총괄 772-0520 ryuinhan@gnu.ac.kr

팀장(사서) 박명숙 대출반납팀업무 전반 772-0521 patmsk@gnu.ac.kr

주무관(사서) 홍진주 정리업무 772-0522 redpearl@gnu.ac.kr

팀장(사서) 정임희 자료정리팀업무 전반 772-0524 jihee@gnu.ac.kr

사무원(사서) 한철우
사회과학자료 선정 및 관

리
772-0526 ggyacha@gnu.kr

주무관(사서) 유수희 인문과학분야, 이용자 교육 772-0527 ysohee@gnu.ac.kr

주무관 정맹자 인문과학자료 선정 및 관리, 772-0528 chungmj@gnu.ac.kr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분관)

 37224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59

          FAX : 054)530-1619

경상대학교(중앙도서관)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FAX : 학술정보지원과 055)772-0551, 학술정보운영과 055)77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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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법학도서관

분관장 박성민 법학도서관 업무 총괄 772-2035 psmboribop@hanmail.net

팀장(사서) 백명희 법학정보팀업무 전반 772-0541 baegmh@g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의학도서관

분관장 최원준 의학도서관 업무 총괄 772-8062 stamast@naver.com

팀장(사서) 김성규 의학정보팀 업무 전반 772-8150 ksg@gnu.kr

주무관(사서) 김민석 의학전자정보 및 상호대차 772-8151 ssukkii@g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해양과학

도 서 관

분관장 정순억 해양과학도서관 업무 총괄 772-9200 sujeong@gnu.ac.kr

팀장(사서) 문영아
도서구입, 해양정보팀 

업무 전반
772-9201 yamoon@gnu.ac.kr

주무관(사서) 양선경 동양서 분류 및 상호대차 772-9202 lib2743@gnu.ac.kr

주무관(행정) 이지은 대출 및 반납, 장서관리 772-9205 ksjewd@gnu.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학술정보

운 영 과

(대학회계) 독서클럽업무

주무관(사서) 주은옥
기술과학자료 선정 및 

관리
772-0529 jueunok@gnu.kr

주무관(사서) 박성준

순수과학자료 선정 및 관

리,

독서인증 관련업무

772-0530 sejupark@gnu.kr

팀장(사서) 류영질 학술정보팀업무 전반 772-0532 ryuyj@gnu.ac.kr

사무원(사서) 김혜정 전자저널, 외국학술지 772-0534 melos@gnu.ac.kr

사무원(사서) 유인애 상호대차 772-0533 tyche@gnu.ac.kr

경상대학교(법학도서관)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FAX : 055)772-0554

경상대학교(의학도서관)

 52727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56-10

           FAX : 055)772-9203 

경상대학교(해양과학도서관)

 53064   경남 통영시 천대국치길 38

                        FAX : 055)77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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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1) E-Mail

산업과학

대학분관

분관장 이종상 분관업무 총괄 330-1070 leejs@kongju.ac.kr 

사서주사 이연희 수서·정리 1071 yhlee@kongju.ac.kr

사서주사보 강윤규 대출·반납 1075 kangsan@kongj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1) E-Mail

공과대학

분관

분관장 유정봉 분관업무 총괄 521-9255 jbyou@kongju.ac.kr 

사서주사 심인선 참고봉사 9061 simis@kongju.ac.kr

사서주사 장생익 수서·정리 9060 sijang@kongju.ac.kr

사서주사 유경홍 대출·반납 9062 khyu@kongj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1) E-Mail

도서관

학술정보과

관장 정재윤 업무 총괄 850-8700 cjy7778@kongju.ac.kr

과장 김정렬 과업무 총괄 8690 jykim5050@kongju.ac.kr

사서주사 정진희 자료운영 8686 jhjung@kongju.ac.kr

사서주사 김성호 강의지원,상호대차 8899 kim3001@kongju.ac.kr

사서주사 권순창 분류·목록,DB관리 8701 sckwon@kongju.ac.kr

사서주사 임영재 자료운영 8684 yjim@kongju.ac.kr

사서주사 이지언 수서, 통계, 평가 8704 ljued@kongju.ac.kr

사서주사 김현수 기획, 홍보 8691 s1502549@kongju.ac.kr

사서주사보 김종수 분류·목록,우선정리 8699 korkim@kongju.ac.kr

사서주사보 조성윤 연속간행물,전자저널 8694 eve007@kongju.ac.kr

사서주사보 장연희 회계·물품,서무 8703 yhjang@kongju.ac.kr

행정주사보 이승희 출판부, 자료실관리 8752 seunglee@kongju.ac.kr

사서서기 손윤인 전산, dCollection 8707 srooney@kongju.ac.kr

사서서기 상고은 수서, 기증, 통계, 평가 8692 sg1215@kongju.ac.kr

사서서기 송병희 대출·반납,자료배달 8695 sbhk13@kongju.ac.kr

사서서기 이혜진 육아휴직 8692 smilei@kongju.ac.kr

공주대학교(중앙도서관)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신관동)

FAX : 학술정보과 041)850-8706, 대출실 041)850-8693, 정보봉사실 041)850-8146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도서관 분관)

 32439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FAX : 041)330-1079

공주대학교(공과대학도서관 분관)

 310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부대동)

              FAX : 041)521-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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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3) E-Mail

도서관 관장 권오신 도서관업무 총괄 ` kos@kunsan.ac.kr

학술정보

지원과

학술정보

지원과장
김연심 과업무 총괄 4176 simkimy@kunsan.ac.kr

(수서 ‧ 
정리팀)

사서주사 유민영 운영기획, 국외서 수서 4181 ymy@kunsan.ac.kr

사서주사보 이현주 일반서무, 회계 4177 goodhj@kunsan.ac.kr

사서주사보 오미지 기증자료, 시설 일반 4182 omj@kunsan.ac.kr

사서서기 노세희 국내서 수서/정리 4178 nsh421@kunsan.ac.kr

(자료운영팀)

사서주사 길진희 상호대차, 외국학술지 4185 jhkil@kunsan.ac.kr

사서주사 김종서 인문과학자료실 4184 kjs@kunsan.ac.kr

사서서기 정성미 사회과학자료실 4183 jsm7590@kunsan.ac.kr

사서서기 정미화 대출/반납 4180 audrey@kunsan.ac.kr

(학술전자

정보팀)

사서주사 조남수 전자정보총괄 4187 jns@kunsan.ac.kr

사서서기 김지원 전자정보 4188 kjw0215@kunsan.ac.kr

(황룡도서관

운영팀)
사서주사 이항수 황룡도서관 운영 4293 hlee@kunsan.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4) E-Mail

수서

정리팀

도서관장 임재권 도서관업무 총괄 478-7161 jkeem@kumoh.ac.kr

사서주사 손창식 수서정리팀 업무전반 7162 csson@kumoh.ac.kr

사서주사 한경숙 자료정리 업무 7165 hks@kumoh.ac.kr 

행정서기 박근우 도서관행정 업무 7164 pkw0201@kumoh.ac.kr

대학회계직 신은정 자료정리 업무 7178 sej@kumoh.ac.kr

대학회계직 이가희 자료수서 업무 7163 ghlee@kumoh.ac.kr 

열람팀

사서주사 이병희 열람팀 업무전반 7167 lee@kumoh.ac.kr 

사서주사 정기연 연속간행물실 업무 7171 kyjeong@kumoh.ac.kr

사서서기 서나현 전자정보실 업무 7173 ameliapd@kumoh.ac.kr  

대학회계직 김미정 대출 업무 7168 mijeong@kumoh.ac.kr  

군산대학교

 54150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FAX : 수서·정리팀 063)466-2088, 연속간행물실 063)469-4189

금오공과대학교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번지

FAX : 수서정리팀 054)478-7166,  열람팀 054)478-7177,  연속간행물실 054)478-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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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3) E-Mail

도서관

운영팀

팀장

(선임기술원)
김경아 도서관운영팀 업무 총괄 785-1170 kaykim@dgist.ac.kr

기술원 정가현
전자도서관 운영, 전자저널 구

독
1171 gahyeon6027@dgist.ac.kr

기술원 한미희 장서개발, 학술정보서비스 1172 mhhan@dgist.ac.kr

직원 조정화 상호대차/원문복사, 전산장비 1173 lismsdh2@dgist.ac.kr

직원 도현호
과기대 협력사업,

상호대차/원문복사
1174 whkvgh@dgist.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1) E-Mail

학술정보

지원과

도서관장 김상률 총괄 450-2880 sykim@mokpo.ac.kr

학술정보지원

과장
이장우 과 업무 총괄 2881 zjangwu@mokpo.ac.kr

사서주사 이현운 수서·기획팀장 2884 hyunlee@mokpo.ac.kr

사서주사보 안길엽 수서·기획 2885 angy27@mokpo.ac.kr

사서주사 김일호 정리·전산팀장 2886 ilhokim@mokpo.ac.kr

사서주사보 천민정 정리·전산 2887 iouv31@mokpo.ac.kr

행정인턴 임수창 정리·전산지원 2888

사서주사 김정용 자료열람팀장 2894 qncjsl@mokpo.ac.kr

사서주사보 안준식 자료열람 2895 ahnjs@mokpo.ac.kr

사서주사 정영균 학술정보서비스팀장 2891 ykchung@mokpo.ac.kr

사서주사보 신성숙 학술정보서비스 2892 astro@mokpo.ac.kr

대학회계직 김은미 멀티미디어실 2898 dkdhak@mokpo.ac.kr

행정서기 이영희 예산·회계 2882 mo140915@mokpo.ac.kr

행정인턴 최성준 서무·기증도서 288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2988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FAX : 053)785-1179

목포대학교
 58554   전남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FAX : 061)453-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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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1) E-Mail

도서관 도서관장 조세현 업무총괄 629-6700 shcho@pknu.ac.kr

학술정보과 학술정보과장 강홍구 학술정보과 총괄 6701 khg1215@pknu.ac.kr

학술정보

지원팀

사서주사 최정호 학술정보지원팀 총괄 6702 choijh@pknu.ac.kr

사서주사 장호철 기획, 홍보, 규정, 통계 6705 hcjang@pknu.ac.kr

사서주사보 오수진 회계, 물품 6703 sujin0200@pknu.ac.kr

사서주사보 강선희 육아휴직 - kangsh@pknu.ac.kr

사서서기 권수진 육아휴직 - mbf007@pknu.ac.kr

대학회계 

계약직
정은희 육아휴직 - euni1202@pknu.ac.kr

학술정보

개발팀

사서주사 주갑연 학술정보개발팀 총괄 6708 kyjoo@pknu.ac.kr

사서주사 임경미 국내외 자료, 비도서 정리 6710 kmlim@pknu.ac.kr

사서주사보 김진선 국내외 자료, 연구비도서 정리 6709 jskim84@pknu.ac.kr

사서서기보 이지영 수서, 자료등록, 기증 6711 Izy1210@pknu.ac.kr

대학회계직 안상병 국내외 자료, e-book정리 6712 anni@pknu.ac.kr

학술정보

운영팀

사서주사 이현제 학술정보운영팀 총괄 6724 leehj@pknu.ac.kr

사서주사 오홍목
대출․반납, 연체자료, 

지역주민 회원관리
6723 jijonohm@pknu.ac.kr

사서주사보 박희경
대출․반납, 밀집서고 관리,

변상도서 처리
6722 phk77@pknu.ac.kr

학술전자

정보팀

사서주사 박윤기 학술전자정보팀 총괄 6718 parkyk@pknu.ac.kr

사서주사 최고운 상호대차, 전자저널 6720 guchoi@pknu.ac.kr

학술전산

지원팀

사서주사 구정숙
학술전산지원팀 총괄, 

이용교육, dColletion
6714 tianmimi@pknu.ac.kr

사서서기보 이상옥 전산, 멀티미디어실 운영 6715 sangok@pknu.ac.kr

공학도서관팀

사서주사 편해찬 공학도서관팀 총괄 5254 hcpyon@pknu.ac.kr

사서주사 이준호
공학도서관 단행본,

연속간행물 업무
5255 lee0420@pknu.ac.kr

소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1) E-Mail

도서관장 이상금 도서관 총괄 510-1801 libdire@pusan.ac.kr

정보개발과

정보개발과장 유경종 정보개발과 총괄 510-1806 kjyoo@pusan.ac.kr

사서주사 김수진 자료조직팀 업무 총괄 1823 sojkim@pusan.ac.kr

사서주사 류준정 전산지원팀 업무 총괄 1831 jjryu@pusan.ac.kr

사서주사 입정희 연속간행물/국내서 정리 1811 jh0205@pusan.ac.kr

사서주사 장덕수 행정지원팀 업무 총괄 1830 dsjang@pusan.ac.kr

사서주사 장영남 기획홍보팀 업무 총괄 1820 jangyn@pusan.ac.kr

부경대학교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FAX : 051)629-6917

부산대학교(중앙도서관)

 46241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도서관

FAX : 정보개발과 051)514-0658(자료개발팀), 051)513-9733(행정지원팀)

     정보운영과 051)513-9787(제1도서관),  051)581-3881(제2도서관)



382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35輯

소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1) E-Mail

정보개발과

사서주사 정재훈 인문사회계열 단행본 구입 1803 nomon@pusan.ac.kr

사서주사 황은주 자료개발팀 업무 총괄 1805 ejohwang@pusan.ac.kr

보건주사 김형미 예산/회계(계약) 1802 khkh@pusan.ac.kr

사서주사보 김왕종 홈페이지.IR/모바일 1817 wjkim@pusan.ac.kr

사서주사보 김정이 국외서 정리 1808 jyikim@pusan.ac.kr

사서주사보 김진영 과학기술계열 단행본 구입 1399 stranger0404@pusan.ac.kr

사서주사보 손성동
서양연속간행물

/Web DB/전자저널 구독
1804 ssd1005@pusan.ac.kr

사서주사보 최민영 홍보/대외협력 1810 whitemy37@pusan.ac.kr

행정주사보 안정미 제1도서관 로비 기획 및 운영 3147 ajm2345@naver.com

사서서기 김송아 동양연속간행물 구독 3506 ksa0913@pusan.ac.kr

사서서기 남기홍 기획/통계 1309 gihong@pusan.ac.kr

사서서기 정개수 도서관자동화시스템/서버관리 1832 gsoonice@pusan.ac.kr

대학회계7급 도양희 자료기증 7600 dyhee@pusan.ac.kr

대학회계7급 윤현희 국외서/비도서 정리 1807 hyunhee@pusan.ac.kr

대학회계계약직 박경석 SCI연구분석 1032 ks@pusan.ac.kr

대학회계계약직 최용민 예산/회계(지출) 1829 cymin75@pusan.ac.kr

정보운영과

정보운영과장 남미희 정보운영과 총괄 1809 pnu2011@pusan.ac.kr

사서주사 김경숙 이용교육/독서치료 1863 ksokim@pusan.ac.kr

사서주사 김명숙 제2도서관/보존서고관리 1303 mskim11@pusan.ac.kr

사서주사 김수선 과학기술팀 업무 총괄 1821 sseonkim@pusan.ac.kr

사서주사 이정희 주제자료서비스-응용과학 1813 lhee85@pusan.ac.kr

사서주사 이철찬 고문헌자료실 운영 1824 cclee@pusan.ac.kr

사서주사 장은영 문학예술팀 업무 총괄 1862 jangey@pusan.ac.kr

사서주사 장향자 정보서비스팀 업무 총괄 1310 hjchang@pusan.ac.kr

사서주사 장화옥 주제자료서비스-경상 1306 hwaogj@pusan.ac.kr

사서주사 최말희 인문사회팀 업무 총괄 1305 mhchoi@pusan.ac.kr

사서주사보 강정용 타기관자료이용/iCOMMONS관리 1815 joykang@pusan.ac.kr

사서서기 경동욱 대출/회원제 1308 gdujjang@pusan.ac.kr

사서서기 백선웅 주제자료서비스-사회과학 1307 okican78@pusan.ac.kr

사서서기 최덕수 이용교육 3159 sean0910@pusan.ac.kr

사서서기보 박선화
과학기술팀 연속간행물/

외국학술지관리
1813 psh8585@pusan.ac.kr

대학회계7급 여윤선 반납/캠퍼스간 자료대출 1301 yooun@pusan.ac.kr

대학회계8급 이은해 주제자료서비스-어문학 1302 yehlee@pusan.ac.kr

대학회계8급 정혜승 제2도서관 iCOMMONS관리 1304 hssjung@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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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명 성명 담당업무 전화(051) E-mail

법학도서관

분관장 박찬호 법학도서관 총괄 510-1021 chpark@pusan.ac.kr

사서주사 장정순 법학도서관 업무 총괄 1579 jsjang@pusan.ac.kr

사서주사보 김정이 주제자료서비스-법학(겸무) 1808 jyikim@pusan.ac.kr

대학회계 7급 정영주 대출/반납 1583 yjung@pusan.ac.kr

소속 직명 성명 담당업무 전화(051) E-mail

의생명과학

도서관

분관장 이일우 의생명과학도서관 총괄 055)360-2551 chpark@pusan.ac.kr

사서주사 김중학 의생명과학도서관 업무총괄 510-8138 jh.kim@pusan.ac.kr

사서주사보 김미선 상호대차/이용교육) 8148 kms01@pusan.ac.kr

대학회계 7급 허성경 대출/반납 8137 2222pink@pusan.ac.kr

소속 직명 성명 담당업무 전화(055) E-mail

나노생명

과학도서관

분관장 권혁숭 나노생명과학도서관 총괄 350-5543 hskwon@pusan.ac.kr

사서주사 이남경 나노생명과학도서관 업무총괄 5211 naklee@pusan.ac.kr

대학회계 8급 백수연 주제자료서비스-생명자원과학 5212 sybaik@pusan.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관   장 이희원
도서관 업무총괄

분임재무관
970-9030 lhw6931@seoultech.ac.kr

과   장 박용선
도서관 업무총괄

분임지출관, 물품운용관
970-9029 sunypark@seoultech.ac.kr

정보지원팀

사서6급 조귀형 정보지원팀 업무총괄 970-9031 ch908@seoultech.ac.kr  

사서7급 이은정 분임회계, 계약 970-9032 zairoski@seoultech.ac.kr

사서7급 이지선 도서구입, 일반서무 970-9033 adonsia19@seoultech.ac.kr  

정보정리팀

사서6급 박성희 정보정리팀 업무총괄 970-9034 asdf1756@seoultech.ac.kr  

사서7급 전혜경 동양서 분류, 편목 970-9036 je9590@seoultech.ac.kr

사서8급 권수인 서양서 분류, 편목 970-9035 suin6733@seoultech.ac.kr  

부산대학교(법학도서관)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FAX : 051)514-6606

부산대학교(의생명과학도서관)

 50612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49

FAX : 051)510-8135

부산대학교(밀양캠퍼스 나노생명과학도서관)

 50463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1268-50 

FAX : 055)350-5609

서울과학기술대학교(중앙도서관)

 0181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번지

FAX : 02)970-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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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정보봉사팀

사서6급 박옥연 정보봉사팀 업무총괄 970-9037 goodpoy@seoultech.ac.kr  

사서8급 전현기 동양서자료실 운영 970-9042 jhg@seoultech.ac.kr

대학회계 

연봉제직원
장재봉 동양서자료실 운영 970-9045 cjb@seoultech.ac.kr

정보

미디어팀

사서6급 최영석
정보미디어팀 총괄

참고/연속간행물실 운영
970-9039 cys454@seoultech.ac.kr

사서8급 박윤희 멀티미디어실 운영 970-9038 0101979@seoultech.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수서정리과

선임행정관 이재원 과 업무 총괄 885-5290 jw2@snu.ac.kr

행정관 홍순영
학술정보개발팀/학술연구

지원팀 총괄
7598 hongsy@snu.ac.kr

담당관 강연아
자료교환, 강의교재 등 

기획수서
7592 quasi@snu.ac.kr 

담당관 김원찬 연구지원실 운영 8075 wckim75@snu.ac.kr

담당관 마미경 유럽서, 동양서 구입 7590 mkma@snu.ac.kr 

담당관 민세영 단행본 수서 운영 8075 minse@snu.ac.kr

담당관 박선희 연속간행물 수서 운영 5287 sunhui@snu.ac.kr

담당관 이태순 단행본 정리 운영 5292 taesoon@snu.ac.kr

담당관 장신문 서양서 정리 9273 changsm@snu.ac.kr

선임주무관 김경봉 국외학술지 수서 5286 kgb74@snu.ac.kr

선임주무관 김주희 연구지원실 업무 2530 blu2cat@snu.ac.kr

선임주무관 박  진 과 행정/학위논문 관리 1402 jin8025@snu.ac.kr

선임주무관 박천정 연구지원실 업무 5311 lilac@snu.ac.kr

선임주무관 이은주 연구지원실 업무 5305 joo22@snu.ac.kr

선임주무관 최선희 국내서/비도서 정리 5292 chsh@snu.ac.kr

선임주무관 최영순 서양서 정리 5263 choiys@snu.ac.kr

선임주무관 홍주연 연구지원실 업무 5302 honghong@snu.ac.kr

주무관 주혜연 연구지원실 업무 5311 hyju1@snu.ac.kr

주무관 임정현 연구지원실 업무 2530 hyun103@snu.ac.kr

주무관 신동원 해외 기증, 기증 통계 5466 friday@snu.ac.kr

주무관 오세나 연구지원실 업무 5302 sena5@snu.ac.kr

주무관 이슬비
단행본(유럽서), 

e-book 수서
7590 blur@snu.ac.kr

주무관 이진숙
국내서 구입,

교수저작물 구입
7592 jslee225@snu.ac.kr

실무관 김지원 연구지원실 업무 5311 jiwonkim@snu.ac.kr

실무관 양세은 외국서 정리 5291 seeun@snu.ac.kr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FAX : 02)885-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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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수서정리과

실무관 심윤희 국내학술지 수서 885-5579 yhshim@snu.ac.kr

실무관 임영민 정리 업무 9273 vltwk@snu.ac.kr

실무관 연지은 연구지원실 업무 5300 jyeon756@snu.ac.kr

자체직원 김영민 국내 기증 5466 damduck@snu.ac.kr

정보관리과

선임행정관 신승철 과 업무 총괄 8074 scshin@snu.ac.kr

행정관 권광희 학술정보서비스팀 운영 및 관리 5313 kweon@snu.ac.kr

행정관 주성희 학술정보운영팀 운영 및 관리 1375 snobhee@snu.ac.kr

행정관 김미향
디지털도서관팀/관정관서

비스팀 운영 및 관리
5296 hyanggi@snu.ac.kr

담당관 김기숙 전산지원실 업무 운영 및 관리 5289 kddong@snu.ac.kr

담당관 김현자 연속간행물자료실 업무 총괄 2514 bohy@snu.ac.kr

담당관 박장표 수원보존도서관 운영
070-4651

-2807
jangpyo@snu.ac.kr

담당관 박정주 고문헌자료실 운영 5115 pjj@snu.ac.kr

담당관 이수옥 멀티미디어플라자 업무 총괄 2615 leesuok@snu.ac.kr

담당관 이윤경 국외 원문복사 및 실물상호대차 8072 karaba@snu.ac.kr

담당관 정노옥 상호대차실 운영 및 관리 5266 jnong@snu.ac.kr

담당관 정희주 단행본자료실 운영 및 관리 5306 jeonghj@snu.ac.kr

담당관 최미순
기획홍보실 운영,

발전계획, 언론홍보
5285 choims@snu.ac.kr

담당관 황영숙 중앙대출실/참고자료실 운영 5303 youngsuk@snu.ac.kr

담당관 배종학 정보화 사업 전산장비 관리 5312 anstls@snu.ac.kr

학예연구사 송지형
고문헌 관리 운영,

소장 자료 연구
5314 vtwhis19@snu.ac.kr

선임주무관 김소미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5283 kimsomi@snu.ac.kr 

선임주무관 김대종
관정 통합운용시스템

운영 및 관리
5288 terboray@snu.ac.kr

선임주무관 나혜란
통합검색시스템, 

S-Space 관리
5567 rhr1227@snu.ac.kr

선임주무관 박상근 과행정, 경성제대 사업 관리 8784  sangkun39@snu.ac.kr

선임주무관 빙재섭 4, 5 자료실 자료 및 서가 관리 5307 bing@snu.ac.kr

선임주무관 안지원
도서관 홍보,

펀드레이징 운영 및 관리
9374 splesh@snu.ac.kr

선임주무관 유능렬 6, 7 자료실 자료 및 서가 관리 5299 yungeung@snu.ac.kr

선임주무관 이영미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운영 5438 libraryism@snu.ac.kr

선임주무관 장혜영
고문헌 자료, 열람,

디지털콘텐츠 관리
5314 hychang@snu.ac.kr

선임주무관 장희철
단행본자료실 자료 및 

서가 관리
5299 changhc@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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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정보관리과

주무관 박동순
대출/반납 및 이용자DB

생성, 수정
885-8076 dspark@snu.ac.kr

주무관 송미경 1 자료실 자료 및 서가 관리 5307 songmk@snu.ac.kr

주무관 주상욱
홈페이지 운영,

학외접속, 시스템 관리
5294 joosw@snu.ac.kr

주무관 권소담
학위논문온라인 제출 등

시스템 운영
5567 sdkwon@snu.ac.kr

주무관 정선주
관정관 멀티미디어플라자 

업무
5298 snujsj@snu.ac.kr

주무관 표혜리
학술 VOD, 디지털콘텐츠 

관리시스템 운영
5438 lurker44@snu.ac.kr

실무관 정구인
도서관 대외협력, 직원훈

련, 견학 운영 및 관리
1160 gijung@snu.ac.kr

실무관 조은별
대출/반납 및 이용자DB

생성, 수정
5636 eunbyeol715@snu.ac.kr

실무관 최윤정
연속간행물 제본 및 등

록, 원부 관리
8077 yjlib@snu.ac.kr

실무관 임다훈 국내 실물상호대차 운영 5309 dahoon@snu.ac.kr

자체직원 강지은 고문헌 보존처리 5310 kingjieun@snu.ac.kr

자체직원 김영란
2자료실 자료 및l 서가 

관리          
5307 zoh218@snu.ac.kr

자체직원 신연경 3자료실 자료 및 서가 관리 5307 arisol91@snu.ac.kr

자체직원 홍원희
관정관 소장자료 관리 및 

서비스
1162 wony0810@snu.ac.kr

행정지원팀

행정관 한경석 행정지원팀 업무 총괄 5281 hanbest@snu.ac.kr

담당관 김화택 서무, 회계, 시설관리 운영 5324 kht@snu.ac.kr

선임주무관 이은주 간접비회계, 인사 관련 업무 5282 rain1125@snu.ac.kr

선임주무관 이미경
발전기금, 법인회계

(장서확충사업) 
7591 npri1004@snu.ac.kr

선임주무관 이소영 일반서무, 자체직원 관련 업무 8003 leesoyou@snu.ac.kr

실무관 곽서령 법인회계 수입대체경비 5295 kwaksr@snu.ac.kr

기금직원 남궁문선
부속실 업무, 4대보험 및 

세금관련 업무
5280 78ggang@snu.ac.kr

계약직 박지훈 시설, BIS시스템 관련 업무 5297 parkjji76@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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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사회과학

도서관

담당관 김순옥
단행본 구입 및 기획

예산 집행 관리
889-8248  kso@snu.ac.kr

선임주무관 유순영 기증도서, 대출 및반납무 8870 ysy5891@snu.ac.kr

자체직원 여정순 국내·외 학술지 구독 및 관리 8245 jsyeo@snu.ac.kr

자체직원 전경희 단행본 정리 및 지정도서 관리 8246 kyung@s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경영학

도서관

담당관 장준수 경영학도서관 운영 877-6915 jangjuns@snu.ac.kr

자체직원 김연규 전자자료, 단행본 수서.정리 6959 lillykyk@s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농학

도서관

담당관 김현준 업무총괄, 수서 및 서무 884-4774 hyunjoon@snu.ac.kr

담당관 최윤범
단행본, 연속간행물DB

구축, 수증도서정리
4775 choiyb@snu.ac.kr

선임주무관 유선희
대출 및 반납, 상호대차, 

이용도서 배열
9040 yoosun@s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법학

도서관

행정관 장차희 법학도서관 업무 총괄보좌 885-5326 jchdo@snu.ac.kr

담당관 김창섭 단행본 자료실 운영 관리 5330 kcs@snu.ac.kr

담당관 이숙희 수서 및 행정 5327 leesh@snu.ac.kr

선임주무관 김승우 정리 및 서무 5328 fm931mhz@snu.ac.kr

자체직원 안주연 연속간행물실 운영관리 5329 ajy99@snu.ac.kr

서울대학교(사회과학도서관)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16동 사회과학도서관

FAX : 02)889-0265

서울대학교(경영학 도서관)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58동 경영학도서관

FAX : 02)877-7749

서울대학교(농학도서관)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75-1동 농학도서관

FAX : 02)884-0182

서울대학교(법학도서관)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72동 법학도서관

FAX : 02)88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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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의학

도서관

담당관 류양님
행정 및 단행본자료관리

팀 운영
740-8045 yangnim@snu.ac.kr

담당관 황경애 학술정보관리팀 운영 8051 hka@snu.ac.kr

주무관 최동숙
정리업무 및 이용자서비

스
8047 cds@snu.ac.kr

자체직원 이정례 대출/반납 및 서고관리 8047 naoze@snu.ac.kr

자체직원 박진영
한국MEDLARS센터

(해외문헌원문)
8054 hennim2@snu.ac.kr

계약직 박은선
WHO CC 사업 지원 및 

이용자 교육 기획 관리
8065 peunsun@snu.ac.kr

계약직 송규리
학술지, 전자자료 및

이용자교육
8045 song8685@s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치의학

도서관

담당관 박봉금
치의학분관 업무 총괄 

보좌, 행정업무
743-5926 pbg1980@snu.ac.kr

자체직원 김은지 수서, 정리업무, 연구지원 8794 eunji@s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국제학

도서관

담당관 김혁태
국제학분관 업무 총괄 보

좌, 수서
889-2532 hyug@snu.ac.kr

자체직원 양상미 정리, 열람, 연구지원 8502 smya77@s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수의학도서관

담당관 임영희
도서관 운영 계획, 연구

지원, 홈페이지관리
880-1218 charmy@snu.ac.kr

자체직원 송다영
자료구입, 대출/반납, 상

호대차업무
1224 dy8song@snu.ac.kr

서울대학교(의학도서관)

 03080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FAX : 02)740-8080

서울대학교(치의학도서관)

 03082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치의학도서관

 FAX : 02)743-7198

서울대학교(국제학도서관)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140동 국제학도서관

FAX : 02)889-0193

서울대학교(수의학도서관)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81동 생명공학연구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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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사서과장 김정규  도서관 운영 총괄 6490-6521 kim7004@uos.ac.kr

수서팀

주무관 선명화
수서 정책 및 업무 총괄, 

국내서수서, 공익근무요원
6490-6522 pegasus7@seoul.go.kr

주무관 양혜영
국외서 수서, 귀속도서, 

도서전시회, 비정규직관리
6490-6525 witch91@seoul.go.kr

주무관 박수민

서무, 기획·인사·의회·업

무보고·회의자료, 예산·

회계, 재물관리

6490-6523 parksumin@seoul.go.kr

주무관 김소희

희망도서 및 기증서 수

서, 대체 및 분실도서 관

리, 도서 등록번호 관리 

6490-6524 c201590301@uos.ac.kr

정리팀

주무관 백미원
정리업무 총괄, 기증도서 

주제분류 및 DB구축
6490-6530 qoraldnjs@seoul.go.kr

교육전문직 소서영

국외서·비도서 주제분류 

및 DB구축, 비정규직 교

육 관리

6490-6531 whatever@uos.ac.kr

교육전문직 김수진

 국내도서 주제 분류 , 

도서 인수인계 및 정리 

통계 관리

6490-6531 sujin1028@uos.ac.kr

열람팀

(대출실)

주무관 김성남
열람업무 총괄, 자유열람

실 및 스터디룸 운영관리
6490-6550 sungnam15@seoul.go.kr

주무관 변경남
열람시스템 및 이용자

DB 관리, 도서 연체자 관리
6490-6551 knbyun@uos.ac.kr

주무관 장지혜
 작가초청강연회 운영, 

도서관 회원제 관리
6490-6552 jcandy1202@uos.ac.kr

주무관 장화희
 도서 인수, 서가 부재도

서 및 보존서고 도서관리
6490-6554 jhh0608@uos.ac.kr

(정기

간행물실)

주무관 최수연
국외 정기간행물, 외국 

신문, 정간물, 보존서고 
6490-6541 42785@seoul.go.kr 

주무관 유재연
국내 정기간행물, 기증잡

지. 블로그 및 전자신문 
6490-6540 pincenez1@uos.ac.kr

(논문실) 교육전문직 배현강
학위논문 및 교내 발간물 

수집·관리. 원문복사서비스
6490-6545 kuyalvriver@uos.ac.kr 

전자정보팀

주무관 이현숙

전자저널, 시스템 및 정

보화사업, 국내 e-book 

및 동영상자료  

6490-6555 lee425@seoul.go.kr

주무관 신일서

웹 D B · 멀 티 미 디 어 자

료·e-book, 노트북 대

여, A/V룸 관리

6490-6557 2011021517@seoul.go.kr

주무관 양기웅

도서관 서버 등 전산장

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네트워크

6490-6556 ygw@uos.ac.kr

서울시립대학교(중앙도서관)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전농동 90)

FAX : 사서과 02)6490-6539, 논문실 02)6490-6546, 전자정보실 02)649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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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경영경제

전문도서관

주무관

주무관

김병호

최미화

분관 시스템 관리, 부서 근로장학생 관리. 정기간행물 구입

대출·반납, 예약·희망·서가부재도서 관리

6490-6575

6577

bsk100@uos.ac.kr

questa1122@uos.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법학전문

도서관

주무관 고영신
법학전문도서관 총괄, 법

학도서 구입 및 기증서 수집
6490-6565 ys0161@uos.ac.kr

교육전문직 정 화
법학도서 주제분류·서지DB 

구축, 원문복사, 분관 예산집행
6490-6567 smilejh610@uos.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1) E-Mail

도서관

관장 한광호 총괄 750-5000 hangh@sunchon.ac.kr

과장 배금표 과업무 총괄 5010 kpbae@sunchon.ac.kr

사서주사 김정란 수서.기획 5011 kjr@sunchon.ac.kr

사서주사 김한용 전자정보실 5020 hyk@sunchon.ac.kr

사서주사 김환빈 대출.반납 5028 khb@sunchon.ac.kr

사서주사 이은경 학술정보개발, 교육 5023 ek@sunchon.ac.kr

사서주사 백혜숙 학과담당(인문사회)  5004 bhs@sunchon.ac.kr

사서주사 정해선 수서.회계 5013 jhs@sunchon.ac.kr

사서주사보 배종선 DB구축.원문DB 5016 bjs@sunchon.ac.kr

사서주사보 이도은 DB구축.전산 5017 doeun@sunchon.ac.kr

대학회계7급 김선주 서무.시설.물품 5014 ksj8521@sunchon.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4) E-Mail

도서관 관장 송희헌 도서관 총괄 820-7210 hhsong@anu.ac.kr

학술정보과 과장 정민진 학술정보과 업무 총괄 7211 mjjeong@anu.ac.kr

기획서무팀 사서주사 김용욱 기획, 인사, 복무 7212 youkim@anu.ac.kr

서울시립대학교(경영경제 전문도서관)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전농동 90) 미래관3층

FAX : 경영경제자료실 02)6490-6579

서울시립대학교(법학 전문도서관)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전농동 90) 법학관6층

FAX : 법학자료실 02)6490-6574 

순천대학교

 57922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FAX : 061)750-5015

안동대학교

 36729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동)

FAX : 기획서무팀 820-7219, 수서정리팀 7216, 자료운용팀 7236,정기간행물팀 7225, 전자정보팀 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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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2) E-Mail

학술정보팀

관장 박주문 도서관 업무 총괄 835-9400 jumoonpark@incheon.ac.kr 

팀장 배순희 팀 업무 총괄 9411 paish@inu.ac.kr

행정관 윤창근 자료 장비 yck5016@naver.com 

행정관 권기체 대출 반납 98504@incheon.ac.kr 

행정관 노정호 장서 관리 nojh000@hanmail.net 

행정관 이석기 멀티미디어실 운영 esk8647@hanmail.net 

행정관 황선용 멀티미디어실 운영 9418 hsy5003@inu.ac.kr

행정관 정주연 정리업무실 운영 9420 jjy209@inu.ac.kr

선임주무관 이병학 전산 9414 bh0417@inu.ac.kr 

선임주무관 고은희 제1자료실 운영 9417 ehko@inu.ac.kr

선임주무관 윤정아 전자정보 담당 9422 yoon@inu.ac.kr

선임주무관 이나영 제2자료실 운영 nylee@inu.ac.kr

선임주무관 홍현숙 수서 9412 hhs2010@inu.ac.kr

주무관 장희경 정리 friend923@i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4) E-Mail

사서주사보 손민성 서무, 회계, 물품 7213 hisstory@anu.ac.kr

수서정리팀

사서주사 김현숙 수서, DB구축 7214 kimhs@anu.ac.kr

사서주사보 이창주 DB구축, 학위논문, 납본 7215 epaiyh@anu.ac.kr

사서서기 김윤희 DB구축, 장서통계, 수증 7215 cjlee@anu.ac.kr

자료운용팀

사서주사 윤대환
대출·반납 업무, 자료 

제적·폐기, 일반회원제도
7218 dhyun@anu.ac.kr

사서주사보 장미양
대출·반납 업무, 열람실 

관리, 근로장학생 운용
7217 wkdaldid@anu.ac.kr

정기간행물팀

사서주사 전남희
이용자 교육, 정기간행물 

관리, 참고봉사 서비스
7224 nami@anu.ac.kr

사서서기 권혁일
상호대차, 정기간행물 선

정, 제본, 원문정보 서비스
7223 heiskhi@anu.ac.kr

전자정보팀 사서주사 노성탁
전산시스템 운영, dColl

운영, 종합통계 생성
7220 robabo@anu.ac.kr

인천대학교(송도캠퍼스 학산도서관)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FAX : 032)83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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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2) E-Mail

학술정보팀

주무관 이종혁 제2자료실 운영 9416 s82527@inu.ac.kr

실무관 강효현 대출 반납 khh1303@inu.ac.kr 

실무관 권오미 학위논문 DB 구축 9423 ohmikwon@inu.ac.kr

실무관 윤효훈 서무 9421 ydoubleh@inu.ac.kr

실무관 박예린 정리 9426 yerinpark@i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2) E-Mail

학술정보

지원과

관    장 임환모 총괄  530-3510 limhm@jnu.ac.kr 

과    장 최명순 과업무 총괄 3520 choims7111@jnu.ac.kr 

행정지원팀

사서주사 이인길 팀장-회계 및 행정지원 3521 iglee@jnu.ac.kr 

기계운영서기 고동연 기계, 냉난방 3526 gdy3885@jnu.ac.kr 

기계운영서기 이상호 기계, 냉난방 3526 sangh@jnu.ac.kr

사무실무장 이선림 서무, 장학, 물품 3522 gdy3885@hanmail.net

관 리 원 서민우 문서수발, 청사관리, 물품 3536 binu114@jnu.ac.kr 

정보개발팀

사서주사 서향선 팀장-수서 및 기획 3531 hssuh@jnu.ac.kr 

사서주사 황선미 연간물 및 전자정보 계약 3532 smhwang@jnu.ac.kr 

사서주사보 이수정 단행본 계약, 기증도서 3534 crystal2@jnu.ac.kr

사서주사보 김정은 기획, 홍보, 평가 3533 kkamje17@jnu.ac.kr

사서서기보 이현우 수증도서 등록 3546 eips13@jnu.ac.kr

정보구축팀

사서주사 김명자 팀장-서지DB 구축 3523 myungj@jnu.ac.kr 

사서주사 고미혜 서지DB 구축 / 연구비 도서 3524 mhko@jnu.ac.kr 

사서주사 이병남
서지DB 구축 / 

우선정리 도서
3525 bnlee@jnu.ac.kr 

계 약 직 김고은
서지DB 구축 / 자료 

인수인계
3527 kim90616@naver.com

학술정보

운영과

과    장 강상오 과업무 총괄 530-3560 sokang@jnu.ac.kr 

사서주사 장점자 팀장-대출 및 반납 3571 jjjang@jnu.ac.kr 

정보서비스팀

사서주사보 최시화 상호대차, 외부이용자 업무 3535 sihwa@jnu.ac.kr 

사 서 장 이현남 전자정보실 3551 hnlee@jnu.ac.kr 

교육지원조교 박장미 대출반납, 이용자 관리 3572 -

정보관리팀

사서주사 김창구 팀장-자연공학예체능실 3564 kcglib@jnu.ac.kr

사서서기 박소담 자연공학예체능실 3565 sodam@jnu.ac.kr 

사서주사 이  주 인문사회과학실 3561 j2lee@jnu.ac.kr 

사서주사보 송나리 인문사회과학실 3562 snr1174@jnu.ac.kr 

사서주사 나옥봉 문학자료실 3577 obnah@jnu.ac.kr 

사서서기 오정환 고문헌자료실 3573 xsealt@jnu.ac.kr 

교육연구 사서주사 강창애 팀장-공대 3540 cakang@jnu.ac.kr 

전남대학교(중앙도서관)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FAX : 학술정보지원과 062)530-3529, 상호대차 062)53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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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2) E-Mail

의학도서관

분 관 장 신종희 의학도서관 업무 총괄 220-5342 -

사서주사 최숙경 의학도서관 운영관리 530-4051 skchoi@jnu.ac.kr  

계 약 직 박은비
의학도서관 대출반납 및 

상호대차
4052 p47389@j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2) E-Mail

치의학도서관
분 관 장 국민석 치의학도서관 업무 총괄 530-5571 omskook@jnu.ac.kr  

사서주사 김선아 치의학도서관 운영관리 5847   kimsa@j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1) E-Mail

여수캠퍼스

분 관 장 곽인실 여수캠퍼스 도서관 업무 총괄 659-7148 iskwak@jnu.ac.kr 

사서주사 박말숙 팀장-수서 및 운영관리 6601 msp@j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2) E-Mail

지원팀

사서주사 조은정
수의대, 약대, 생활대, 

사범대(가정,음악,체육), 예술대
3541 ejcho69@jnu.ac.kr 

사서주사보 하은희
경영대, 사회대,

사범대(교육, 유아, 지리)
3545 huiyo@jnu.ac.kr 

계 약 직 한재민 공대 3544 jmhan0493@jnu.ac.kr

계 약 직 양준석 자연대, 농생대 3543 -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2) E-Mail

법학도서관

분 관 장 박인호 법학분관 업무 총괄 530-2261 ihpark12@jnu.ac.kr 

사서주사 임여진 법학도서관 운영관리 2280 bulls@jnu.ac.kr 

사서주사보 김효숙 법학도서관 운영관리 2290 ppoosook@jnu.ac.kr

전남대학교(법학도서관)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FAX : 062)530-2279

전남대학교(의학도서관)

 61469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60 의과대학 1호관 1층

FAX : 062)220-4053

전남대학교(치의학도서관)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33

FAX : 062)530-5810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도서관)

 59626   전남 여수시 대학로 50

FAX : 061)659-6609



394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35輯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1) E-Mail

도 서 관

사 서 원 이나래 연속간행물실 관리, 상호대차 6610 skywing@jnu.ac.kr

사 서 원 김나리 국내·외서 서지DB 구축, 서무 6602 nrkim@jnu.ac.kr

사무실무원 남말현
비도서자료 관리,

전자정보실 운영
6615 maro3612@jnu.ac.kr

교육지원조교 서소리
신착도서정리,

교수배달서비스
6605 ssori0921@nate.com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3) E-Mail

중앙도서관 관장 박승제 중앙도서관 총괄 270-3451 sjpark@jbnu.ac.kr

정보지원과

과장 손홍언 정보지원과 업무 총괄 3452 son627@jbnu.ac.kr

사서주사 안채현 기획홍보팀 업무 총괄 3484 chahn@jbnu.ac.kr

사서주사보 고민정 도서관 홍보 3485 kmj77@jbnu.ac.kr

사서주사 정석순 자료개발팀 총괄 3460 jss6337@jbnu.ac.kr

사서주사보 오성훈 단행본 수서 3461 whitecrow@jbnu.ac.kr

사서서기 김윤범 연간물 수서 3462 kyb@jbnu.ac.kr

사서주사 하태종 자료정리팀 총괄 3463 cla@jbnu.ac.kr

사서주사보 김수혜 서양서 정리 3466 tokijuice@jbnu.ac.kr

사서주사보 강미혜 동양서 정리 3465 kmh417@jbnu.ac.kr

계약직 송은지 서양서 정리 4825 songj@jbnu.ac.kr

계약직 이현민 동양서 정리 3467 lhm15@jbnu.ac.kr

행정주사 빈중수 행정지원팀 총괄 3469 bjs@jbnu.ac.kr

사서주사보 임현아 자료계약 업무 3471 huri77@jbnu.ac.kr

사서서기 소영호 물품 관리 및 일반서무 3470 thebook@jbnu.ac.kr

정보운영과

과장 홍금초 정보운영과 업무 총괄 3453 pslam@jbnu.ac.kr

사서주사 최오순 주제자료팀 총괄 3816 choi@jbnu.ac.kr

사서주사보 이수자 인문사회자료실 운영 3456 sooja@jbnu.ac.kr

사서서기 이지혜 과학기술자료실 운영 4404 jihye1008@jbnu.ac.kr

사서서기 오소희 인문사회자료실 운영 4405 ohsoric@jbnu.ac.kr

사서주사 양정은 연속간행물팀(FRIC) 총괄 3817 yje@jbnu.ac.kr

사서서기 김소연
국내외 학술지 관리, 상

호대차 업무
3464 jbsy@jbnu.ac.kr

계약직 이선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업무 3458 tjsgus515@jbnu.ac.kr

전북대학교(중앙도서관)

 5489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FAX : 063)270-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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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3) E-Mail

정보운영과

학위논문 관리

사서주사 구진회 멀티미디어팀 총괄 3457 god@jbnu.ac.kr

사서주사보 오세철

도서관시스템관리

지역주민도서관회원 및

이용자관리

3459 lucky537@jbnu.ac.kr

사서주사 조수경
연구정보팀 총괄 및

연구정보서비스
4407 kyk0602@jbnu.ac.kr

사서주사보 김하나 연구정보서비스 및 이용교육 4408 egghana@jbnu.ac.kr

사서서기 한수진 연구정보서비스 및 이용교육 4409 sudinggus@jbnu.ac.kr

사서주사 권애경 별관운영팀 총괄 3477 kyk0602@jbnu.ac.kr

계약직 박수연 대출 및 반납 3479  sue@jb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3) E-Mail

의  학

도서관

분관장 박병현 의학도서관 총괄 250-3139 bhpark@jbnu.ac.kr

사서주사 안경만 업무총괄 270-3482 manak33@jbnu.ac.kr

사서서기보 정현숙 상호대차 3473 mirinae415@jb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3) E-Mail

법  학

도서관

분관장 이은영 법학도서관 총괄 270-4721 yanghr21@jbnu.ac.kr

사서주사 임길례 업무총괄 3455 lkl77@jbnu.ac.kr

사서서기 백소영 대출 및 반납 4690 deuxsj2000@jb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3) E-Mail

치의학

도서관

분관장 박수정 치의학도서관 총괄 270-4029 soopark@jbnu.ac.kr

사서주사 박점순 업무총괄 4008 pjs@jbnu.ac.kr

전북대학교(의학도서관)

 549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FAX : 063)270-3480

전북대학교(법학도서관)

 5489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성원법학도서관                          

FAX : 063)270-4602

전북대학교(치의학도서관)

 54896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백제대로 567

FAX : 063)27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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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3) E-Mail

익  산

도서관

분관장 박정희 익산도서관 총괄 850-0844 junghee.park@jbnu.ac.kr

총괄팀장 김용미 업무총괄 0592 jesuskym@jbnu.ac.kr

대학회계직 노경환 대출 및 반납 0594 khno@jb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4) E-Mail

중앙도서관장 관장 김석준 도서관 총괄 754-2201 ksj001@jejunu.ac.kr

수서정리과 과장 강권익 과 업무 총괄 2202 kkkawi@jejunu.ac.kr

수서기획팀

팀장(사서주사) 허정임 수서 기획 2206 hjiuem@jejunu.ac.kr

사서주사보 오은주 수서, 통계 2204 hannie99@jejunu.ac.kr 

사서서기 양정임 수서 8341 kkymam@jejunu.ac.kr

기성회직 김영미 자료 등록 2218 kimym1@jejunu.ac.kr 

정리팀

팀장(사서주사) 이민철 자료 분류 및 편목 2211 we100@jejunu.ac.kr

사서서기 고윤 자료 분류 및 편목 2212 koyun0531@ jejunu.ac.kr

사서서기 강민정 자료 분류 및 편목 2207 ejrdlek78@jejunu.ac.kr

전산팀
팀장(사서주사) 허정임(겸무) 도서관 전산 업무 2214 hjiuem@jejunu.ac.kr

연구조교 최성경 홈페이지, 학위논문 2213 ruddl9708@jejunu.ac.kr

행정팀
행정주사 고상선 일반서무/ 회계 2203 alpinist@jejunu.ac.kr 

기성회직 오지선 일반서무 / 시설 /물품 2210 ohgisun@jejunu.ac.kr

자료관리과 과장 허옥주 과 업무 총괄 2215 ogher7153@jejunu.ac.kr

자료운영팀
팀장(사서주사) 김신영 과 기획, 대출・반납 2216 grace@jejunu.ac.kr

사서주사보 남기봉 대출・반납, 상호대차 2217 coastsouth@jejunu.ac.kr

향토정보팀
팀장(사서주사) 오안녕 향토자료, 국외서 2229 pandora@jejunu.ac.kr

멀티미디어, 특수자료 2224

학술정보팀
팀장(사서주사) 오병헌 국외연속간행물 2226 ohbyung@jejunu.ac.kr

연구조교 고영혜 국내연속간행물 2234 kohyh0925@jeju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4) E-Mail

법학분관 분관장 이창섭 법학분관 총괄 754-2976 leecs1@jejunu.ac.kr

전북대학교(익산도서관)

 54596   전북 익산시 고봉로 79(마동) 

FAX : 063)850-0599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1)

FAX : 064)755-6401

제주대학교(법학분관)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1)

FAX : 064)702-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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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4) E-Mail

법학분관
사서주사

행정서기

김미령

이혜진

법학분관 업무 총괄

법학분관 업무

2228

2227

mrk1261@jejunu.ac.kr

snowred@jeju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4) E-Mail

의학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병원사서

이창섭

이명희

김윤영

의학분관 총괄

의학분관 업무 총괄

의학분관 업무

754-8127

8020

8021

nschangsub@jejunu.ac.kr

mhjeju@jejunu.ac.kr

xlv09@hotmail.com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4) E-Mail

교육대학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대학회계직

장승희

강철승

김은옥

교육대학분관 총괄

교육대학분관 업무 총괄

교육대학분관 업무

754-4804

4771

4772

inhundang@jejunu.ac.kr

kcs9784@jejunu.ac.kr

eunokkim@jeju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3) E-Mail

도서관 

학술정보과

도서관장 권요한 도서관업무총괄 213-2401 yhkwon@changwon.ac.kr

사서사무관 김남희 학술정보과업무총괄 2402 singsing60@changwon.ac.kr

학술정보

기획팀

사서주사 윤삼섭 기획, 단행본 수서 2403 ssyun@changwon.ac.kr

사서주사보 권영미 회계, 물품, 학위논문 2404 youngmi@changwon.ac.kr

사서서기보 문아영 서무, 청사관리, 기증 2405 may910@changwon.ac.kr

대학회계직 윤영란 yyr@changwon.ac.kr

학술정보

지원팀

사서주사 박정선 자료 정리, DB구축 2406 pjs@changwon.ac.kr

사서주사 차영묵 자료 정리, DB구축 2407 cym@changwon.ac.kr

학술정보

운영팀

사서주사 조  정 종합민원업무, 이용교육 2408 eos@changwon.ac.kr

기간제근로자 유  담 자료반납 2409 dom1201@changwon.ac.kr

일용직근로자 이홍주 자료대출 2410 lhj0456@changwon.ac.kr

사서주사 김창남 제1자료실운영 2411 suan@changwon.ac.kr

사서주사 장희청 제2자료실운영 2412 subin@changwon.ac.k

대학회계직 박미향 pmh@changwon.ac.kr

제주대학교(의학분관)

 632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 13길 15(아라1동) 제주대학교 병원

FAX : 064)702-0611

제주대학교(사라캠퍼스 교육대학분관)

 632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화북일동 4810) 

FAX : 064)754-4775

창원대학교(중앙도서관)

 511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FAX : 055)2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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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3) E-Mail

학술정보

개발팀

사서주사 김소리 도서관정보화, 국내연간물 2414 kps@changwon.ac.kr

사서주사보 조민지
상호대차, 전자저널, 

국외연간물
2413 jmj5567@changwon.ac.kr

대학회계직 박정흠 전산, 전자정보실 운영 2415 adena@changwon.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수서

정리과

관장 김재호 총괄 821-6010 kjh5829@cnu.ac.kr

과장 김성은 수서정리과 업무 총괄 821-6012 sekim@cnu.ac.kr

사서주사 이  연 행정지원 주무 821-6015 leeyou@cnu.ac.kr

사서주사 이주현 회계 821-6016 zelator@cnu.ac.kr

대학회계직 김성우 청사관리 821-6020 cnu1992@cnu.ac.kr

상용계약직 길미진 급여, 서무 821-6016 mjkil73@cnu.ac.kr

사서주사 이근희 기획전산 주무 821-6027 kunhee@cnu.ac.kr

사서주사 이용락 전산 821-6024 fudagury@cnu.ac.kr

사서서기 오선혜 기획, 홍보 821-6025 shosho28@cnu.ac.kr

사서주사 신현석 수서 주무 821-7207 sinhs@cnu.ac.kr 

사서주사 민지은 국외서 수서 821-6017 jemin@cnu.ac.kr 

사서주사보 김보영 국내서 수서 821-6018 boyoung7@cnu.ac.kr 

사서주사 이명균 정리 주무 821-6019 mklee@cnu.ac.kr

사서주사 신정선 국내서 정리 821-6030 jssin@cnu.ac.kr

사서서기 윤상수 국외서 정리 821-6032 yss0504@korea.kr

사서서기보 정현진 국내서 정리 821-6031 tyu1278@cnu.ac.kr

사서주사보 심해경 출산휴가 - hkshim@cnu.ac.kr

자료

운영과

과장 정  명 자료운영과 업무 총괄 821-6014 jm001@cnu.ac.kr

사서주사 김태자 대출 주무 821-6023 tjkim@cnu.ac.kr

사서서기보 이민섭 대출·반납, 서무 821-6022 leems0515@cnu.ac.kr

상용계약직 김효린 대출·반납 821-6021 star144@cnu.ac.kr

사서주사 이은종 고서·보존 주무 821-6028 eujlee@cnu.ac.kr

사서주사보 신요한 고서·보존 821-7206 yohanshin@cnu.ac.kr

사서주사 박춘규 주제정보 주무 821-7201 ckpark@cnu.ac.kr

사서주사 도진선 제1자료실 운영 821-7202 jinseon@cnu.ac.kr

대학회계직 박장숙 제2자료실 운영 821-7203 parkjs@cnu.ac.kr

사서주사 문경록 학술정보 주무 821-7209 krmoon@cnu.ac.kr

사서주사 육상옥 상호대차·원문복사 821-7205 soyook@cnu.ac.kr

사서주사보 문주현 전자정보실 운영 821-6026 mpaul@cnu.ac.kr

충남대학교(중앙도서관)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FAX : 수서정리과 042) 823-4520, 자료운영과 042)823-4055, 042)821-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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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농학

도서관

분관장 정선옥 농학도서관 총괄 821-6715 chobk@cnu.ac.kr

사서주사 손기순 농학도서관 운영 821-6029 son17@c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법학

도서관

분관장 박세화 법학도서관 총괄 821-8505 lexpark@cnu.ac.kr

사서주사 송규남 법학도서관 운영 821-8502 song68@cnu.ac.kr

미래인재 권언효 법학도서관 업무 821-8503 -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의학

도서관

분관장 임  규 의학도서관 총괄 580-8223 kyulim@cnu.ac.kr

사서주사 박정이 의학도서관 운영 580-8156 parkjy@cnu.ac.kr

기간제계약직 최지연 의학도서관 업무 821-8152 jiyeon81@cnu.ac.kr

상용계약직 정채윤 출산휴가 - cy20058@c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자료

운영과

사서서기보 정수아 이용자교육, 연속간행물 821-7204 bluereiz@cnu.ac.kr

자체계약직 임정수 외국학술지지원센터 821-7209 akasiakil@naver.com

사서주사 주현운 질병휴직 - hujoo@c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자료지원과

관장 한찬훈 총괄 261-3007 chhaan@chungbuk.ac.kr

과장 정상경 과업무 총괄 2881 skjeong@chungbuk.ac.kr

행정주사 이철우 행정지원 주무 249-1864 cwlee1015@chungbuk.ac.kr

행정주사보 배주식 대학회계 261-2884  bjs1234@chungbuk.ac.kr

충남대학교(농학도서관)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FAX : 042)823-6028

충남대학교(법학도서관)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FAX : 042)821-8844

충남대학교(의학도서관)

 3498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55                                          

FAX : 042)580-8151

충북대학교(중앙도서관)

 2864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FAX : 043)27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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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의학도서관
분관장 최영기 업무 총괄 261-2843 choiki55@chungbuk.ac.kr

사서주사 전민호 의학도서관 주무 2890 mhjun@chungbuk.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법학도서관 분관장 이재룡 업무 총괄 261- 2633 jairyong@chungbuk.ac.kr

사서주사 박종우 법학도서관 주무 2634 jwpark@chungbuk.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자료지원과

대학회계직 정윤희 서무/물품 261-2808 jung00yh@chungbuk.ac.kr

사서주사 정숙자 정보기획 주무 3574 cosmoslb@chungbuk.ac.kr

사서주사 이지현 정보기획 2894 milkystory@chungbuk.ac.kr

사서주사 김춘식 수서 주무 2918 cs016@chungbuk.ac.kr

사서주사보 어지수 사서주사보 2885 happyejs@chungbuk.ac.kr

사서주사보 김이기 국외서 수서/기증 2909 yg0171@chungbuk.ac.kr

사서주사 강동석 정리 주무 2887 dskang@chungbuk.ac.kr

사서주사보 임나리 정리 업무 2886 nari9406@chungbuk.ac.kr

사서서기 김은진 정리 업무 2886 kej0513@chungbuk.ac.kr

조교 김도우 전산 주무 3686 wingowin@chungbuk.ac.kr

사서주사보 김영훈 전산 업무 2062 s123s1@chungbuk.ac.kr

자료운영과

과장 전병직 과업무총괄 261-2883 bjcheon@chungbuk.ac.kr

사서주사 김봉희 대출 주무 2961 bongya@chungbuk.ac.kr

사서서기 민동빈 대출 및 반납 2888 mdb8301@chungbuk.ac.kr

사서주사 이상돈 주제자료실 주무 2889 lsdon@chungbuk.ac.kr

사서주사 이지영 어문학/사회과학 자료실 2892 ivy79s@chungbuk.ac.kr

사서서기 김창하 철학․순수과학 자료실 2893 kimch84@chungbuk.ac.kr

사서주사 우상운 정기간행물실 주무 3419 yngwie94@chungbuk.ac.kr

사서주사보 이정혜 정기간행물, 이용교육 2891 domini608@chungbuk.ac.kr

계약직 백수정 정기간행물 2891 qortnwjd1212@chungbuk.ac.kr

충북대학교(의학도서관)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FAX : 043)274-9685

충북대학교(법학도서관)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FAX : 043)27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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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법학도서관
사서주사 이지영 법학도서관 지원 261-2892 ivy79s@chungbuk.ac.kr

계약직 이경자 대출 2634 kj2889@chungbuk.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과학기술

도서관

분관장 양병도 업무 총괄 261- 3583 bdyang@chungbuk.ac.kr

사서주사 한화진 과학기술도서관 주무 3738 hjhan@chungbuk.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1) E-Mail

중앙도서관 관장 김준경 도서관 업무 총괄 670-5501 kjun@hknu.ac.kr

수서정리팀

사서주사 최찬진 수서정리팀 업무 총괄 670-5502 jini@hknu.ac.kr

사서주사보 지현애 수서(국내)및 도서정리 5504 orange80@hknu.ac.kr

대학조교 김수연 수서(국외, 비도서)및 도서정리 5503 lesrois00@hknu.ac.kr

열람팀

사서주사 유병도 열람팀 업무총괄 5510 dodo66@hknu.ac.kr

대학회계9급 박희인 인문.사회과학자료실 운영 5512 heein@hknu.ac.kr

행정7급 나미숙 예술.어문학자료실 운영 5513 nami@hk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학술문화원  교수/원장 박종철 학술문화원 업무총괄 350-3541 jongpark@kaist.ac.kr

학술정보

운영팀

책임기술원/팀장 이미영 학술정보운영팀 업무총괄 350-2229 leemy@kaist.ac.kr

선임기술원 신명금 해외학술저널 및 전자정보 관리 350-2226 mkshin@kaist.ac.kr

선임기술원 조증숙 국내단행본 수서 및 정리 350-2225 chojeungsuk@kaist.ac.kr

기술원 이보람
원문복사서비스, 주제전

문서비스
350-2227 leeboram@kaist.ac.kr

기술원 류누리
 국외단행본 수서 및

 정리, 행정
350-2222 nuriyu@kaist.ac.kr

학술정보

개발팀
책임기술원/팀장 손청기 학술정보개발팀 업무총괄 350-4499 sck1168@kaist.ac.kr

책임기술원 박희숙 한국과학기술원 IR 구축 350-4493 khspark@kaist.ac.kr

충북대학교(과학기술도서관)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FAX : (043) 273-2805

한경대학교

 17579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동 67)                           

FAX : 수서정리팀 031)670-5509, 열람팀 031)670-5519

한국과학기술원(중앙도서관) 

 34141   대전시 유성구 문지로 193                         

FAX : 학술정보운영팀 042)350-2230, 학술정보개발팀 042)35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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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학술정보

운영팀
책임기술원 김광희 분관 운영관리 350-6081 kevers@kaist.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경영대학
교학팀

선임기술원 김행란 분관 운영관리 958-3216 hrkim@business.kaist.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학술정보

운영팀

선임기술원 홍창수 대출반납실 운영 350-2232 hongcs@kaist.ac.kr

선임기술원 이혜영 참고서비스, 주제전문서비스 350-2223 hylee@kaist.ac.kr

행정원 정구식 분관 운영관리 350-4171 kusikjung@kaist.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학술정보과

관장 장수명 총괄 230-3280 smjang@knue.ac.kr

과장 박명남 과업무 총괄 3281 kim0765@knue.ac.kr

사서주사 신강숙 수서․서무 팀장 3282 ksshin@knue.ac.kr

사서주사 송주현 수서․회계 3283 jhsong@knue.ac.kr

사서주사보 연미정 서무․물품 3284 ymj@kn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학술정보

개발팀

선임기술원 강성희 BIC STAR Library 시스템 350-4474 diane813@kaist.ac.kr

선임행정원 양신애
전자학위논문,

KAIST Press
350-4491 sayang@kaist.ac.kr

기술원 김  서
전자도서관시스템,

전산장비
350-4495 kamamovie@kaist.ac.kr

기술원 도윤지 기록물 수집 및 관리 350-4471 yjjolie@kaist.ac.kr

기술원 오욱진
사료 수집 및 관리, 

KAIST 역사관
350-4476 owj1116@kaist.ac.kr

전문선임기술원 이경찬 기록물 및 전자문서시스템 350-4472 leekchan@kaist.ac.kr

한국과학기술원(교양분관)

 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문지캠퍼스 도서관)

 34051   대전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서울캠퍼스 경영대학도서관)

 02455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2

한국교원대학교(중앙도서관)

 28173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FAX : 수서행정실 043)231-8824 / 종합정보자료실(상호대차) 043)23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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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중앙도서관

도서관장 조형묵 도서관업무 총괄 841-5060 jpark@ut.ac.kr

사서주사 김은희 자료개발팀 업무총괄 841-5061 ehkim@ut.ac.kr

사서주사 서동철 자료봉사팀 업무총괄 841-5063 dcseo@ut.ac.kr

사서주사 이위창 자료정리팀 업무총괄 841-5062 -

사서주사 강정철 전산운영팀 업무총괄 841-5065 jckang@ut.ac.kr

사서주사보 김윤식 수서·행정업무 841-5066 ynkim@ut.ac.kr

사서주사보 조재훈 정리업무 841-5086 cjh@ut.ac.kr

사서서기 한남희 열람업무 841-5064 nhan@ut.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증평도서관
분관장 연윤모 분관업무 총괄 820-5091  ymyeon@ut.ac.kr

사서주사 김선흥 분관업무 및 수서 820-5097  seonh@ut.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1) E-Mail

의왕도서관

분관장 김정평 분관업무 총괄 8855-1628  jpkim@ut.ac.kr

사서주사 김선영 분관업무 및 수서 8855-1628 ksun@ut.ac.kr

계약직 정민국 열람 및 행정 8855-1629  kdoubleok@ut.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학술정보과

사서주사 김승욱 교육연구정보화실 팀장 3294 swkim@knue.ac.kr

사서주사 김학면 자료정리 및 ERIS 관련 업무 3296 hmkim@knue.ac.kr

사서주사 양승만 자료운영실 팀장 3287 smyuang@knue.ac.kr

사서주사보 정우진 제1·2자료실 운영 3288 j2hwo@knue.ac.kr

사서주사 김현식 종합정보자료실 팀장 3295 libkim@knue.ac.kr

사서주사 조영순
국·내외 학술지 관리 
및 도서관 이용자 교육

3290 ysj@knue.ac.kr

사서서기 김영아 상호대차 3291 kyamm@knue.ac.kr

사서주사 전영숙 교육정보자료실 팀장 3292 young88@knue.ac.kr

대학회계직 윤주희 교육정보자료 대출 및 반납 3293 jhyun147@knue.ac.kr

한국교통대학교(중앙도서관) 

 27469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FAX : 043)841-5067(수서,정리), 043)841-5068(열람)

한국교통대학교(증평도서관)

 27909   충청북도 증평군 대학로 61

FAX : 043)820-5094

한국교통대학교(의왕도서관)

 16106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57                           

FAX : 031)462-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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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원장 심승구 학술정보원 업무총괄 410-6511 skshim@knsu.ac.kr 

학술정보관리

팀장
김기동

학술정보관리팀 업무총

괄, 도서 구입 및 분류
410-6641 tktj@knsu.ac.kr 

주무관 이채은
도서 DB 구축, 전자책 

구입 및 정리
410-6642 itgirl@knsu.ac.kr 

학술정보봉사

팀장
이용희

학술정보봉사팀 업무총괄, 

종합정보자료실 운영
410-6645 yhlee@knsu.ac.kr 

주무관 송시영
멀티정보자료실 운영, Web 

DB 구독, 문화행사 운영
410-6646 libssong@kns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1) E-Mail

도서관 관장 신한원 도서관 총괄 410-4071 hwshin@kmou.ac.kr

학술정보과 과장 장소연 과업무 총괄 410-4072 syjang@kmou.ac.kr

기획지원팀

사서주사 권영록 팀장. 기획, 예산, 평가, 대외협력 410-4073 yrkwon@kmou.ac.kr

사서주사 이남령 국내서 수서, 등록, 정리 410-4075 nly84@kmou.ac.kr

사서서기보 박성희
홍보, 웹진, 외국인 이용

교육, 기증도서 정리, 
410-4078 fortune522@kmou.ac.kr

사서서기보 전예문
국외서․비도서 수서, 등록, 

정리, 장서통계
410-4083 yemoon@kmou.ac.kr

대학회계직 민호임
서무, 회계, 물품, 기

증, 청사관리
410-4074 evergreen@kmou.ac.kr

자료운영팀

사서주사 전행순
팀장. 종합민원, 대출․
반납, 열람실 관리

410-4077 jhs3860@kmou.ac.kr

사서주사 정길창
동양서 단행본실, 신간

자료실, 북카페 운영
410-4065 feel@kmou.ac.kr

연구지원팀

사서주사 정은실
팀장. 참고․논문실, 전자자

료, 연구지원, 이용교육
410-4079 jeonges@kmou.ac.kr

사서주사보 김은정
연간간행물실, 상호대차, 

연구지원, 이용교육
410-4082 kej0916@kmou.ac.kr

사서서기 강판석 전산업무, 연구지원 410-4085 daseulgi1219@kmou.ac.kr

한국체육대학교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오륜동)

FAX : 02)410-6649

한국해양대학교

 49112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FAX : 051)404-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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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2) E-Mail

정보관리팀

학술정보원장 권난주 학술정보원 총괄 540-1140 njkwon@ginue.ac.kr

사서주사 한지연
전산, 이용자교육, 독서

마일리지
141 jyh@ginue.ac.kr

사서주사보 임재옥
수서, 전자정보, 상호대

차, 문화행사
142 ljo@ginue.ac.kr

사서서기 황선화
서무, DB구축, 자료관리, 

문화행사
143 hshco@ginue.ac.kr

대학회계직 윤신우
열람, 자료실, 근로장학

생, 이용자관리
145 ej0530@gin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한밭대학교

관장 이학문 총괄 821-1387 hakmoon@hanbat.ac.kr

사서주사 안태근 정보지원팀 총괄 및 기획 821-1379 tgann@hanbat.ac.kr

사서서기 최미영

행정 일반서무 

도서관행사

심화학습원 운영

821-1790 my0904@hanbat.ac.kr

대학회계직 신희정
회계 및 시설, 

물품 업무
821-1789 coolguy414@@hanbat.ac.kr

기간제계약직 홍수지
스터디라운지 운영, 

예지관 운영,기증자료 
821-1386 hsjhildegard@naver.com　

사서주사 이은숙
전자정보팀 총괄, 

전자저널 구입
821-1385 joalee@hanbat.ac.kr

사서주사 김춘경
연속간행물실 운영

학술전자정보 운영
821-1384 kck43212001@hanbat.ac.kr

대학회계 이진아
전산업무,비도서자료구입

,멀티미디어실운영
821-1870 jini@hanbat.ac.kr

대학회계직 장미경
논문자료실, dCollection 

운영
821-1385 mkchang@hanbat.ac.kr

사서주사 이현옥
문헌정보팀 총괄, 

스마트라운지 운영
821-1383 lhozzang@hanbat.ac.kr

대학회계직 신송연

단행본자료1,2실 운영

일반회원제,독서마일리지

제 운영

821-1381 lay18@naver.com

대학회계직 이병주
국․ 내외자료 수서 및 

단행본자료3실 운영
821-1674 bychu@hanbat.ac.kr

한밭대학교

 34158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덕명동)                           

FAX : 042)822-3517

경인교육대학교(인천캠퍼스)

 2104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FAX : 032)54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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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1) E-Mail

학술지원팀

학술정보원장 권난주 학술정보원 총괄 540-1140 njkwon@ginue.ac.kr

사서주사 김찬용
대학도서관발전계획, 규

정, 통계
141 cykim@ginue.ac.kr

사서주사보 강병우 수서, 서무, 문화행사, 홍보 142 kangbw@ginue.ac.kr

대학회계직 김연화 DB구축, 자료이관폐기 143 hwa95@ginue.ac.kr

대학회계직 김순진
열람, 자료실, 근로장학

생, 이용자관리
145 rarebook@gin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1) E-Mail

도서관

관장 민미란 도서관 업무 총괄 850-1320 ori_min@gjue.ac.kr

사서주사 김창길 자료운영팀 총괄 850-1324 chang703@gjue.ac.kr

사서주사 박효숙 자료지원팀 총괄 850-1321 hspark@gjue.ac.kr

사서주사 박지영
상호대차 및 참고자료실 

운영
850-1323 pamin75@gjue.ac.kr

사서주사보 김 평 도서관 일반서무 850-1322 cineaste568@gjue.ac.kr

사무운영서기 김종묵 대출/반납 업무 850-1325 kjmuk@gj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2) E-Mail

도서관

교육정보원장 김정랑 총괄 520-4070 jrkim@gnue.ac.kr

사서주사 임미양 수서정리팀 총괄 520-4071 yang@gnue.ac.kr

행정서기 박병열
정보봉사팀 총괄, 

상호대차
520-4074 pk4073@gnue.ac.kr

기계운영주사보 최윤욱 대출 및 열람실 관리 520-4076 yuchoi@gnue.ac.kr

대학회계직 박예리 자료구입 및 예산관리 520-4073 pyr1129@gnue.ac.kr

경인교육대학교(경기캠퍼스)

 139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FAX : 031)470-6149

공주교육대학교

 32553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봉황동)                           

FAX : 041)850-1577

광주교육대학교

 61204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로 53(1-1)                            

FAX : 062)520-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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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3) E-Mail

도서관

관  장 황미향 업무총괄 620-1441 hwangmh@dnue.ac.kr

사서주사 이은옥 수서․정리업무 총괄 1442 eunok@dnue.ac.kr

사서주사 김진욱
교육자료실 운영

정리업무
1449 kjwook@dnue.ac.kr

사서주사 김진주
정간․학위논문실,

열람업무 총괄 
1444 kimjj@dnue.ac.kr

사서서기 양은아 서무․정리업무 1443 french75@dnue.ac.kr

사서서기 김승호 연구도서․전자정보실 1446 ksh@dnue.ac.kr

행정직 김현숙 대출․반납업무 1448 prismail@dn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1) E-Mail

학술정보관 관 장 전진성 업무 총괄 500-7150 koelnkim@bnue.ac.kr

정보개발팀

사서주사 서병렬 정보개발업무총괄     7153 brseo@bnue.ac.kr

사서주사보 오태수 서무, 연속간행물, 비도서     7151 library2u@bnue.ac.kr

대학회계8급 김경희 분류, 목록     7152 khkim@bnue.ac.kr

대학회계계약직 한명진 우편물, 자료수증     7159 myongtaelove@bnue.ac.kr

정보운영팀

사서주사 홍성철 정보운영업무총괄 500-7156 hsc@bnue.ac.kr

사서주사 김정미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7155 jungmi@bnue.ac.kr

사서서기 엄세진 대출반납, 이용자관리     7154 dadajoa@bn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도서관

관장 곽노의 총괄 3475-2240 kwaknoui@snue.ac.kr

사서주사 김유중 학술정보지원팀 총괄 3475-2241 jini@snue.ac.kr

사서주사 이호선 학술정보운영팀 총괄 3475-2244 hos@snue.ac.kr

사서주사 김영학 전산, DB/전자저널 구입 3475-2247 clis@snue.ac.kr

사서주사보 남궁선희 국내서 구입, 서무업무 3475-2242 mahina@snue.ac.kr

대구교육대학교

 42411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19                           

FAX : 053)620-1440

부산교육대학교

 47503   부산시 연제구 교대로24(거제동)                           

FAX : 051)500-7586

서울교육대학교

 0663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96(서초동 1650)

FAX : 02)347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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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도서관

직원 차혜정 대출실 관리 3475-2243 roijin24@snue.ac.kr

직원 김해선 E-book, 비도서 구입 3475-2248 kimhs441@sn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3) E-Mail

학술정보원

관장 김평 총괄 281-7031 pyung@jnue.kr

사서주사 김연례 기획, 수서업무 총괄 281-7032 yeonrk@jnue.kr

사서주사보 김민선 수서, 상호대차 281-7033 sebin97@jnue.kr

사서서기보 나시내 연속간행물, 열람실 관리 281-7034 rarivu@jnue.kr

사서주사 송보경
열람업무 총괄, 분류

대출 · 반납 업무
281-7035 bksong@jnue.kr

대학회계 김창수
정리업무, 대출 · 

반납 업무
281-7036 chang3256@jnue.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학술문화원

원장 이용택 원 업무 총괄 299-0660 sklee@cje.ac.kr 

사서주사 이경희 도서팀 업무 총괄 0661 oran2277@cje.ac.kr

사서주사보 연나영 참고열람실 운영 0662 ggzz04@cje.ac.kr

사서서기 임경희
자료 정리 업무,

대출실 운영
0663 khbank@cj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정보자료관 관장 김정숙 정보자료관 업무 총괄 740-1350 kimjs@cue.ac.kr

수서팀
사서주사 배정렬 수서업무 총괄 740-1360 jybae@cue.ac.kr

사서서기 김진우 수서 및 연속간행물 740-1361 jwkim@cue.ac.kr

정리열람팀
사서주사 김창림 정리·열람업무 총괄 740-1374 crkim@cue.ac.kr

사서서기 손외영 열람 및 이용자관리 740-1370 wyson@cue.ac.kr

평생교육원 사서주사 안형근 열람팀 겸무 740-1410 anhg@cue.ac.kr

전주교육대학교
 55101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FAX : 063)281-7038

진주교육대학교

 52673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신안동 380번지)

FAX : 055)740-1365

청주교육대학교

 286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5번지(수곡동)                            

FAX : 043)299-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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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3) E-Mail

도서관

도서관장 추연구 도서관 업무 총괄 260-6300 chustudy@cnue.ac.kr

사서주사 문인규 수서열람팀 총괄 260-6306 moonig@cnue.ac.kr

사서주사 박정식 수서업무,정리업무 260-6301 jspark2015@cnue.ac.kr

사서주사 김형각 기획, 전산, 대외협력 260-6303 anarchi@kangwon.ac.kr  

운전서기 김무성 일반서무 260-6305 msk7607@cn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1) E-Mail

도서관

도서관장 서정범 도서관 업무총괄 968-2762 jungbeom@police.go.kr

사서사무관 서한숙 도서관 운영 및 수서총괄 968-2057 shansuk@police.ac.kr

사서주사 서용근
도서관 기획, 수서 

및 기증자료 수집
968-2257 syk9807@police.ac.kr

전산주사 송영학

멀티미디어실 운영관

리, 통합도서관리시

스템 운영관리

968-2457 yhsong1@police.go.kr

행정주사보 김경영
일반자료실 운영관리

도서관 홍보
968-2557 se-7@police.go.kr

사서주사보 김진희
경찰자료실 운영관리

경찰자료실 자료 정리
968-2357 withzini@police.ac.kr

사서서기보 강동석
서무행정

도서관 대외 교류협력
968-2157 nicekds131@naver.com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도서관

도서관장 신동훈 도서관장 290-6390 library@afa.ac.kr

사무관 박수정 예산,자료구축 6399 happylibrary@afa.ac.kr

사무관 최은숙 군사,항공자료실운영 6393 libbuy@afa.ac.kr

주무관 김중곤 수서담당 6396 infoofficer@afa.ac.kr

주무관 석광희 일반자료실 운영 6392 Golibrary@afa.ac.kr

주무관 김정원 연속간행물실 운영 6394 haogirl@afa.ac.kr

주무관 송미영 자료구축, 전산 6397 songmy@afa.ac.kr

주무관 김영화 자료기증담당 6397 080873@afa.ac.kr

춘천교육대학교

 24328   춘천시 공지로 126                           

FAX : 033)260-6310

경찰대학

 31539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번지

                                       FAX : 041)968-2580

공군사관학교

 28187   충북 청원군 남일면 단재로 635 사서함 335-12호                       

FAX : 043)297-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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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해당 자료 없음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도서관 중위 김수현 도서관행정 6391 ksh3892@afa.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도서관
도서관장 이영희 업무총괄 878-4557 afna4590@mnd.go.kr

도서담당 김상길 업무담당 4558 afna4591@mnd,go,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4) E-Mail

도서관

도서관장 한덕수 총괄 330-3040 3academy4540@army.mil

행정담당 홍미정 시설·장비·자료관리 3043 3academy4540@army.mil

수서담당 이수진 자료수집 3042 3academy4540@army.mil

정리담당 권은경 자료정리 3041 3academy4540@army.mil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도서관

도서관장 계영식 업무 총괄 2197-6810 kye@kma.ac.kr

부관장 이혜성 사업계획/도서관운영관리 6811 libra0@kma.ac.kr

사무관 조경숙
학술지원업무 조정/총괄

독서문화행사
6814 veronicajo@kma.ac.kr

사무관 홍미화
학술운영업무 조정/총괄
예산집행, 시설관리

6826 academy6826@army.mil.kr

주무관 김정림
전자자료, 상호대차,

연속간행물
6815 ill@kma.ac.kr

주무관 김영미
도서선정, 장서관리,
기록물관리실 운영

6813 book@kma.ac.kr

국군간호사관학교

 34059   대전시 유성구 자운로 90 

FAX : 042)861-8132 

국방대학교

 10544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 33

                                            FAX : 02)748-7588

육군3사관학교

 38900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495 사서함 135-1호                          

                                   FAX : 054)335-5790

육군사관학교

 0180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사서함 77-1                           

FAX : 02)97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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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도서관

주무관 오연희 도서분류, DB구축 6825 catalogue@kma.ac.kr

주무관 조정미 자료수집, 등록 6823 academy6823@army.mil.kr

주무관 이혜숙
대출/반납 지원,

이용자관리
6824 information@kma.ac.kr

주무관 김자옥
장비관리,

멀티미디어 DB구축
6822 kmalibrary@kma.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원장 박경주 총괄 549-1060

사서서기관 손순환 사서업무 총괄 549-1062

사서사무관 박명석 멀티미디어실업무 총괄 549-1067

사서주사 조현칠 수서업무 총괄 549-1063

사서주사보 최영란 군사/해양자료담당 549-1065

사서서기 김희원 행정, 예산편성 549-1061

사서서기보 서주원 일반자료담당 549-1066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이영음 총괄 3668-4380 yesunny@mail.knou.ac.kr

학술정보과 학술정보과장 권세준 학술정보과 업무 총괄 4393 kdjp@mail.knou.ac.kr

정보운영팀

팀장 김남섭 정보운영팀 업무 총괄 4391 pinetree@mail.knou.ac.kr

사서주사 곽수영
전자도서/동영상 자료 구입

정리 및 유관기관 업무
4382 coolarmani@mail.knou.ac.kr

사서주사보 진은미 기획, 운영위원회, 문화행사 4381 jinsilver@mail.knou.ac.kr

사서주사보 이민경
서무 및 시각장애학생 학

습지원
4482 ultimatelib@mail.knou.ac.kr

사서주사보 장한슬
예·결산 및 학술정보시스

템 운영
4381 caesar0314@mail.knou.ac.kr

사서서기 유근창
시각장애학생 녹음실 업무 

및 문서접수
4482 kcyoo@mail.knou.ac.kr

해군사관학교

 51704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1 사서함 88-2-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중앙도서관)

 0308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86(동숭동)                           

FAX : 정보운영팀 02)743-3084,  수서정리팀 및 정보관리팀 02)367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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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서울지역

대학

 사서주사 이상준  도서관 업무 총괄 460-6740  lsj@knou.ac.kr

 학사관리 7급 최병환  도서관 운용 6741  choigoro@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남부학습센터
사서주사 김미영  도서실 업무 총괄 840-3741 shinemy@mail.knou.ac.kr

학사8급 이혁  도서관 운용 3742 cabodaroca@mail.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서부학습센터 사서주사 이문성  도서실 업무 총괄 383-2880 ims5907@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북부학습센터 학사관리 7급 이상주 도서실 운용 980-4936 leesjoo@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수서정리팀

팀장 양귀순 수서정리팀 업무 총괄 4388 blue98@knou.ac.kr 

사서주사보 원유순
국내.외 및 비도서 구입 및 

등록, 연간계약
4383 orlando@knou.ac.kr 

사서서기 진유라
자료 기증 및 수정, 대학 

발간물 DB 구축
4383 nnuinnui@mail.knou.ac.kr

학사관리7급 조규일
국내외 및 비도서 자료 

DB구축, 재정리
4384 libso@knou.ac.kr  

정보관리팀

팀장 이희숙 정보관리팀 업무 총괄 4387 knoulhs@knou.ac.kr 

사서주사보 박소현 이용자교육, 국외DB 4385 sunf@knou.ac.kr 

사서서기 서동원 장서점검, 자료출납 4386 sdwrd@knou.ac.kr

학사관리9급 이원재 국내DB, 자료출납, 상호대차 4390 lafolie@knou.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서울지역대학 도서관)

 04778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2(성수동1가) 서울지역대학            

FAX : 02)460-67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남부학습센터)

 073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길 20(대림동)                         

FAX : 02)849-02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서부학습센터)

 03345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56(불광동) 극동메트로타워빌딩 8층      

FAX : 02)383-28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북부학습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미아동) 풍양빌딩 2층                

FAX : 02)98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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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1) E-Mail

부산지역대학  학사관리 8급 김인숙  도서관 운용 361-9901  kins61@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3) E-Mail

대구‧경북지역 사서주사보 구건우  도서관 운용 606-6682    gookbeom@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2) E-Mail

인천지역대학  사서주사보 양행효  도서관 운용 451-7121  yhh830@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2) E-Mail

광주‧전남

지역대학 
 학사관리 7급 김재영  도서관 운용  973-5104  jyoung@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대전‧충남

지역대학 
 학사7급 이상배  도서관 운용 822-8041 sangbae@mail.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2) E-Mail

울산지역대학  학사관리 8급 서정철  도서관 운용 246-9763 lmj@knou.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부산지역 대학 도서관)

 46542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14(화명동)                            

FAX : 051)361-9908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구·경북지역 대학 도서관)
 426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21(신당동)                            

FAX : 053)606-6698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인천지역 대학 도서관)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31(구월동)                            

FAX : 032)429-1795

한국방송통신대학교(광주·전남지역 대학 도서관)
 62271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 6(월계동) 

FAX : 062)973-5106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전·충남지역 대학 도서관)

 340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룡1길 112(용산동)                          

FAX : 042)822-784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울산지역 대학 도서관)

 44422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90(성안동)                            

FAX : 052)460-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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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1) E-Mail

경기지역대학  사서주사 정찬명  도서관 업무 총괄 296-9685 jcm@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3) E-Mail

강원지역대학  학사관리 8급 장규원  도서관 운용 240-6655 gwjang@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충북지역대학  사서주사 김홍우  도서관 업무 총괄 270-8609 kimhu@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3) E-Mail

전북지역대학  학사관리 7급 전철수  도서관 운용 254-8223 jncsoo@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경남지역대학 사서주사보 박윤영  도서관 운용 762-5110 gookbeom@kno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4) E-Mail

제주지역대학 학사관리 8급 홍창기 도서관 운용 741-8816 hong812@mail.knou.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기지역 대학 도서관)

 1663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28(오목천동)                            

FAX : 031)296-9679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강원지역 대학 도서관)

 24362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51(효자동)                            

FAX : 033)257-46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충북지역 대학 도서관)

 286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로 32(개신동)                         

FAX : 043)271-1888

한국방송통신대학교(전북지역 대학 도서관)

 5499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팽3길 63(태평동)                        

FAX : 063)254-5756

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남지역 대학 도서관)

 517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4(해운동)                            

FAX : 055)762-51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제주지역 대학 도서관)

 631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7길 34(노형동)                         

FAX : 064)74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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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석관동

캠퍼스

사서주사

(팀장)
지선혜 도서관팀 업무 총괄 746-9100 reading@karts.ac.kr

사서주사보 김현영
팀 서무업무 및 도서관

예산 편성·운영 
746-9101 elles326@karts.ac.kr

사서주사보 장기선
예술/일반 자료실 운영 및 국

내외 도서자료 구입
746-9105 hihoi@karts.ac.kr

사서서기 박상준
디지털정보실 운영 및

전자자료 구입·서비스
746-9136 sangjun@karts.ac.kr

대학회계 오동명
연속간행물실 운영 및 

연속간행물 구입·정리
746-9106 ironman@karts.ac.kr

대학회계 전혜영

아카이브실 운영 및

학교발행자료,

기증자료 수집·정리

746-9137 fiaty@karts.ac.kr

대학회계 유현순
멀티미디어실 운영 및 

비도서자료 구입·정리
746-9103 savior05@karts.ac.kr

계약직 황정은
안내데스크 운영 및

근로장학생 운영·관리
746-9108 hwangje87@karts.ac.kr

계약직 김남영
구입도서 정리 및 지하

서고 관리
746-9761 feverbooks@karts.ac.kr

계약직 김나영
구입도서 목차 DB

구축 및 도서자료 장비
746-9104 nykim@karts.ac.kr

계약직 변희경
구입도서 정리 및 캠퍼

스대출 관리
746-9761 bhkeru@karts.ac.kr

계약직 장유란
상호대차 업무 및 각종 

통계 관련 업무
746-9102 yuran911@karts.ac.kr

계약직 이미지

야간도서관 운영 및 학

교발행자료, 기증자료 

정리

746-9107 image2545@karts.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서초동

캠퍼스

사서주사보 이은정

서초동 도서관 운영 총

괄 및 비도서(악보)자

료 구입·정리

746-9280 iamejlee@karts.ac.kr

계약직 조미현
서초동 도서관 운영 및 

비도서(음반)자료 정리
746-9281 stephania@karts.ac.kr

계약직 김새봄
야간도서관 운영 및 

연속간행물 정리
746-9283 ksbom@karts.ac.kr

한국예술종합학교(석관동캠퍼스)

 02789 서울 성북구 화랑로 32길 146-37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정보관

FAX : 02)746-9109

한국예술종합학교(서초동캠퍼스)

 06757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74 146-37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정보관

FAX : 02)746-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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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1) E-Mail

학술정보관

관장 최종호 총괄 830-7130

직원 전연섭 학술정보관 운영전반 830-7131 chunys@nuch.ac.kr

직원 문은제

예산·결산 및 물품구

입 관리, 기증자료 

관리 및 행정업무

830-7134 pangya25@nuch.ac.kr

직원 김희성 기증도서 정리 830-7132 manong69@nuch.ac.kr

직원 이현선
구입도서 정리

북카페 관리
830-7133 nayo@nuch.ac.kr

직원 이미라

문헌정보자료실 관리

대출/반납, 국내외

도서구입

830-7137 lib7138@nuch.ac.kr

직원 이준기

종합정보자료실 관리

연속간행물, 전자정보, 

고서 업무

830-7138 lkarosjg@nuch.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해당 자료 없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학술정보관)

 33115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번지 

FAX : 041)830-713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62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FAX : 031)408-5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