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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명 직 급 성 명 국 가 일  정 출장목적

강릉원주

대학교
중앙

도서관장 이현모 중국 ’08.10.13-10.19 중국대학도서관 학술교류

교수 전일균 중국 ’08.10.13-10.19 중국대학도서관 학술교류

사서사무관 강우상 중국 ’08.10.13-10.19 중국대학도서관 학술교류

사서주사 김진문 중국 ’08.10.13-10.19 중국대학도서관 학술교류

강원대학교

사서주사보 이명숙 캐나다 ’08.6.29-7.9 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 정수철 호주 ’08.7.1-7.11 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 이위창 중국 ’08.10.25-12.10 교류대학 교환근무

경북대학교
사서주사 김명애 필리핀 ’09.1.7-1.21 해외봉사활동 인솔

사서주사보 김미혜 라오스 ’09.1.8-1.22 해외봉사활동 인솔

경상대학교
사서주사 정광수 미국 ’08.9.18-9.27 미 국 동 부 지 역 명 문 대 학 도 서 관 연 수

사서주사 류인한 미국 ’08.9.18-9.27 미 국동 부 지 역 명 문 대학 도 서 관 연 수

공주대학교
사서주사보 김현수 미국,캐나다 ’08.9.21-10.1 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 이재순 유럽(독일등 5개국) ’08.9.27-10.6 직원 해외연수

목포대학교 행정주사보 강명숙 호주 ’08.6.17-6.23 직원 해외연수

부산대학교

사서주사 황은주 독일․이태리․프랑스 ’08. 9.2-9.11 서유럽 명문대학 연수

기성회직 허성경 독일․이태리․프랑스 ’08. 9.2-9.11 서유럽 명문대학 연수

사서주사보 장은영 미국 ’08. 9.20-9.29 교직원 해외연수

서울대학교

사서주사보 이수옥 일본 ’08.1.15-3.14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주사 권광희 미국 ’08.1.27-3.28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서기 윤효진 미국 ’08.1.27-3.28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주사 홍순영 중국 ’08.4.18-4.23 6th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참석

사서주사보 김영애 중국 ’08.4.18-4.23 6th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참석

사서서기 주 영 중국 ’08.4.18-4.23 6th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참석

사서주사보 김미향 중국 ’08.4.14-4.17 OAPS Task Force Meeting 참석

사서주사 정노옥 미국 ’08.6.27-7.4 ALA 연례총회 참석

사서주사보 장신문 미국 ’08.6.27-7.4 ALA 연례총회 참석

사서주사보 마미경 캐나다 ’08.7.1-8.31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주사보 김기숙 캐나다 ’08.7.1-8.31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서기 이윤경 미국 ’08.7.20-8.19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사무관 김창근 일본 ’08.8.7-8.9 업무협의

사서주사 윤문자 일본 ’08.8.7-8.9 업무협의

사서주사보 최미순 일본 ’08.8.7-8.9 업무협의

사서주사보 김창섭 대만 ’08.8.11-8.14 사료보존기관견학 및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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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보 권재철 대만 ’08.8.11-8.14 사료보존기관견학 및 수집

사서주사보 김원찬 캐나다 ’08.8.9-8.19 IFLA 총회 참석

사서주사보 박정주 미국 ’08.8.31-11.2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주사보 최미순 미국 ’08.8.31-11.2 대학본부 주관 연수

중앙도서관장 서경호 싱가포르 ’08.10.29-11.1 PRDLA 연례총회 참석

사서주사 김미향 싱가포르 ’08.10.29-11.1 PRDLA 연례총회 참석

사서주사보 김영애 싱가포르 ’08.10.29-11.1 PRDLA 연례총회 참석

중앙도서관장 서경호 일본 ’08.11.20-11.22 총장 예방 및 도서관 사서교류 협정체결

사서사무관 장석일 일본 ’08.11.20-11.22 총장 예방 및 도서관 사서교류 협정체결

사서주사 홍순영 일본 ’08.11.20-11.22 총장 예방 및 도서관 사서교류 협정체결

사서주사보 김영애 일본 ’08.11.20-11.22 총장 예방 및 도서관 사서교류 협정체결

안동대학교 사서주사 윤동원 이태리,프랑스,스위스 ’08.6.26-7.3 직원 국외 연수

전북대학교

사서서기 오세철 중국 '08.9.4-9.30 직원교류

사서사무관 여인술 몽골 ’08.11.1-11.6 도서관 전산화 컨설팅

사서주사 양정은 몽골 ’08.11.1-11.6 도서관 전산화 컨설팅

사서주사보 조수경 몽골 ’08.11.1-11.6 도서관 전산화 컨설팅

제주대학교

사서주사 좌종석 서유럽 ’08.12.15-12.22 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보 김신영 중국 ’08.12.19-12.23 직무능력 향상 국외연수

사무원 홍여옥 중국 ’09.1.3-1.7 직무능력 향상 국외연수

충남대학교 사서주사 이근희 캐나다 ’08.8.9-8.19 IFLA 총회 참석

충북대학교 사서주사보 우상운 일본 ’09.1.12-1.16 일본연구자 개인소장 기증자료
현장방문 방문 수령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장 정연철 중국 ’08.11.21-11.22 학술정보 국제교류 협의

사서주사보 전행순 증국 ’08.11.1-11.30 교류대학 교환업무

한밭대학교
사서주사 이수하 뉴질랜드, 호주 ’08.7.4-7.13 직원해외연수

사서주사보 김명석 뉴질랜드, 호주 ’08.7.4-7.13 직원해외연수

대구교육대학교 사서주사 박명남 스페인, 포루투갈 ’09.2.4-2.15 직원해외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