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풍원주대학교

® 210-702 강원도 강릉시 강롱대학로 120
FAX ’ (033) 642-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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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관장 김동기 총괄 640-2576 dgkim@gwnu.ac.kr

학술정보과 학술정보과장 강경애 과엽무총괄 2577 kkang@gwnu.ac.kr
(강릉) 행정주사 이행운 서무，회계 업무 총괄 2578 hulee@gwnu.ac.kr

사서주사 권혁준 치의학도서관 총괄 2810 hjkwon
사서주사 김진문 장서계 엽무 총괄 2539 jmkim@gwnu.ac.kr
사서주사 김혜정 수서，정리 업무 총괄 2580 kim1564@gwnu.ac.kr

사서주사 황공남 연속간행물 엽무 총괄 2586 libhgn@gwnu.ac.kr
사서주사보 한지성 국내서， 논문 정리 2581 hjseong@gwnu.ac.lιr

사서주사보 김진구 4，5층 자료실 관리 2588 kimjgu@gwnu.ac.kr
사서주사보 전찬준 도서 대출 및 반납 2587 cjjun@gwnu.ac.kr
사서서기 정헌수 수서，서양서，일본서정리 2582 headoll@gwnu.ac.kr
사서서기 이미정 상호대차 업무 2584 emje@gwnu.ac.kr
기능직 최종민 서무，회계 업무 2579 cjm@gwnu.ac.kr

기성회직 정진이 연속간행불 업무 2586 sophial@gwnu.ac.kr
기성회직 섬혜민 도서 대출 및 반납 2587 sim1004@gwnu.ac.kr

기성회직 김규철 도서관 진산 업무 2511 kckim97@gwnu.ac.kr
계약직 김기풍 서부， 청사， 등록 업무 2579 g0070@gwnu.ac.kr
계약직 심상곤 통계，극내서，중국서 정리 2582 sgonOO@gwnu.ac.kr

도서관 분판장 박똥영 업무총괄 760•8200 dypark@gwnu.ac.kr
(원주) 사서주사 김동완 전자정보설관리，회계관리 760-8201 kdw@gwnu.ac.kr

사서주사보 。~o) ;자。 수서，전산 760•8204 mjyang@gwnu.ac.kr
기능8급 이도연 정리，상호대차 760•8205 los1206@gwnu.ac.kr
기성9급 이윤재 열람，연속간행불 760-8203 γjlee@gwnu.ac.kr

강원대학교(춘천)

e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J(효자2동 192-1)
FAX ‘ (033)251 •2700 , 싱호대차(033)242-8012

중앙도서관 관장 7。} : 。즈;:-~- 총괄 250•8002 jso0302@kangwon.ac.kr

학숲정보 과장 신승칠 과업무총괄 8003 sccgod@kangwon.ac.kr

지원과 사서주사 이선자 수서， 서무주무 8004 leesj@kangwon.ac.kr
사서주사 H)7Lx。} λ-11 기획，홍보 8004 jspark@kangwon.ac.l‘r

사서주사보 김형각 연속간행불， 전자자료수서 8005 anarchi@kangwon.ac.kr

사서서기 "1ζ-긴/ιrτ。조「 단행본수서，계약 8004 sojoo09@kangwon.ac.kr

기능직 "'ε= 二Tl그 01 회계，서무 8004 sgm1225@kangwon.ac.kr
기성회직 최제훈 청사관리 8017 chjjh@kangwon.ac.kr
사서주사 정미야 정리주무 8007 myjeong@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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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윤병일 동·서양서 분류·편목 8006 il1youn@kangwon.ac.kr

사서주사보 이수진 동·서양셔 ·비도서분류·편목 8007 !sj0223@kangwon.ac.kr

사서주사보 김혜전 자료등록 8011 june@kangwon.ac.kr
사서서기보 유종현 동· 서양서 분류· 편목 8006 norbertzeyer@garnil.com

사서주사보 원귀회 국외파견 8004 ghee@kangwon.ac.kr

사서서기 박기은 휴직 8006 kieun@kangwon.ac.kr

학술정보 과장 최근완 파업무 총괄 8008 kwc032l@kangwon.ac.kr

운영과 사서주사 김종필 정보·참고봉사 주무 8016 kimjp@kangwon.ac.kr

사셔주사보 박윤근 음영·향토자료살졸업자격인증제 8013 parkyg@kangwon.ac.kr

사서서기 장진아 정보봉사， 과서무 8019 itrueme@kangwon.ac.kr
기능직 임기풍 안내데스크， 회원제 8019 likipu@kangwon.ac.lσ

사서주사 김남경 장서 주무 8009 nkkim@kangwon.ac.kr
사서주사보 이명숙 논문자료설， 서양서단행본실 8015 !eems@kangwon.ac.kr

사서서기 장한슬 대출·반납 8010 caesar03l4@kangwon.ac.kr

기성회직 함지연 대출·반납 8010 hamjy@kangwon.ac.kr

기성회직 박순남 논문자료실， 서양서단행본실 8015 snp@kangwon.ac.kr
사서주사 홍금초 연속간행물 주무 8014 ps!am@kangwon.ac.kr

샤서주사보 이월계 전자자료，국내연속간행울，상호대차 8014 wklee@kangwon.ac.kr
전산주사 한용일 전산정보 주무 8018 hanyi@kangwon.ac.kr

기성회 이태현 전산염무 8018 maxtail1ee@kangwon.ac.kr

사서주사 김장현 볍학도서관 6505 kimjanh@kangwon.ac.kr
사서주사 정수칠 의학도서관 8020 scjung@kangwon.ac.kr

사서주사 이위창 휴직 8019 wclee@kangwoαn. ’.ac.kr

강원대학교(삼척)

흉245-711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 강원대학교 상척캠퍼스

흉245-71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FAX ‘ (033)570-6271 , 삼척제2캠퍼스(도계 )(033)540-3279

수서 열람팀 1관장 장득열 총괄 570-6270 jang@kangwon.ac.kr

사서주사 박건호 수서 열람엽무 총괄 6272 ghpark@kangwon.ac.kr
사서주사보 정현희 연속간행물 6277 jhh@kangwon.ac.kr
사서서기보 남기홍 수서 서무업무 6272 gihong@kangwon.ac.kr

기능직 진연범 열람엽무 6274 jybym@kangwon.ac.kr

기능직 。D1。E1 H니1 열람엽무 6274 lblim@kangwon.ac.kr

정리 전산팀 1사서주시 。n1 E。t4u:- 정리·전산업무 총괄 6273 hsiml1@kangwon.ac.kr

사서주사보 홍현표 정리업무 6273 hongl025@kangwon.ac.kr

기성회직 백용정 전산엽무 6278 yjbai!ζ@kangwon.ac.kr

도계캠퍼스 사서주사보 김도현 분관엽무 총괄 540•3271 hyunkd@kangwon.ac.kr

분관 기성회직 박선미 열람업무 3272 sulli@kangwon.ac.kr
기성회직 조민정 전산엽무 3273 gojo80@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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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중앙관)

흉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FAX : 수서정리과 (053) 950•6533 , 열람과 (053) 950-6747

도서관 l 관장 김문기 총괄 950-6510 kmunk50@hanmail.net
수서정리과 과장 변태현 과업무총괄 6511 thbyun@knu.ac.kr

행정주사 유정남 관리 주무 6512 jnuy@knu.ac.kr
사서주사보 김미혜 회계 6512 mhkim@knu.ac.kr
기성회직 나미숙 물품관리， 얼반서무 6512 msna@knu.ac.kr
기능직 박창배 냉난방기 6532 parkcb@knu.ac.kr
기능직 남상모 냉난방기 6532 smnam@knu.ac.kr
기능직 송인구 전기엽무 6531 igsong@knu.ac.kr

사서주사 변여선 수서 주무 6513 ysbyeon@knuι1.ac.kr

사서주사 이경희 국외서수서 6513 khlee@knu.ac.kr
사서주사보 정미경 국내서수서 6513 rnkjeong@knu.ac.kr
사서서기 김영식 자료등록 6513 youngs잉ik‘@k‘nU.ac.kr

기성회직 서영희 자료등록 6513 yhsuh@knu.ac.kr

사서주사 김진주 동서양서분류 주무 6392 kimjj@knu.ac.kr
사서주사 박영희 동서양서분류， 편목 6515 yhpark@knu.ac.kr
사서주사보 안창숙 동서양서분류， 펀목 6391 ssahn@knu.ac.kr
사서주사보 이남숙 동서양서분류， 편목 6391 nslee@knu.ac.kr
사서주사보 김현정 동서양서분류， 펀목 6516 hyunjung@knu.ac.kr
사서서기 이승아 동서양서분류， 펀목 6515 salee02@knu.ac.kr
사서서기보 변미선 동서양서분류， 편목 6516 msbyeon@knu.ac.kr
사서서기보 。1 여。 -A「 동서양서분류， 편목 6392 andys324@knu.ac.kr
기능직 전미라영 동서양서분류， 편목 6391 rajeon@knu.ac.kr
기능직 박순이 동서양서분류， 편목 6516 parksy@knu.ac.kr
기성회직 이수복 서무업무 6392 lee녕1e@knu.ac.kr

조교 박미성 전산실 주무 6525 mspark@knu.ac.kr
사서서기 임기영 전산 6525 impussiant@knu.ac.kr

열람과 l 과장 박정상 과업무총괄 950-6517 jspark002@knu.ac.kr
사서주사 정민진 전자자료실 주무 6712 mjjeong@knu.ac.kr
사서주사 이종국 연속간행물설 주무 6488 jklee@knu.ac.kr
사서주사 김영훈 수험자료실 주무 6388 때myh@knu . ac .kr

사서서기 최정희 국외간행물 6523 aida@knu.ac.kr
사셔주사보 김동훈 Web DB, 국내간행물 6528 ddhkim@knu.ac.kr
사서주사보 7ιJ 여。끼A→- 상호대차 6522 I kimys@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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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권희정 학위논문실 주무 6524 hjkwon@knu.ac.kr
기성회직 김홍자 과서무 6518 hjakim@knu.ac.kr

사서주사 심세향 중앙대출실 주무 6519 shimsh@knu.ac.kr
사서서기 7디] ;져~{上L 대출 및 반납 6484 jeungyun88@knu.ac.kr
기능직 바「며。스1 대출 및 반납 6484 par다k‘ffils@knu.ac.kr

기성회직 박건희 대출 및 반납 6484 따lepark@knu.ac .kr

사서주사 이성조 어문학자료실 주무 6487 leesj@knu.ac.kr
사서주사 김현정 인문과학자료실 주무 6520 hgkim@knu.ac.kr
사서주사보 황명숙 사회과학자료실 주무 6485 mshwang@knu.ac.kr
사서주사 유정희 자연과학자료실 주무 6521 librγu@knu.ac.kr

사서주사 김명애 참고자료실 주무 6521 makim@knu.ac.kr
조교 이재구 고서실 주무 6894 aedam@knu.ac.kr

대학기록관 사서주사 최명순 대학기록관 주무 6461 choims@knu.ac.kr

경북대학교(의 학분관)

흉 700-721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50 의학전문대학원 1층 의학분관

FAX: (053) 423-3230

의학분관 l분관장
사서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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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볍학분관)

흉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층

FAX: (053) 950 • •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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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분관)

흉 742-711 경북 상주시 가장동 386번지

FAX: 0.않-53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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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캠퍼스|분관장 김영섭 분관업무 총괄 530•1112 kimy@knu.ac.kr
분관 사서주사 박갑용 수서， 정리업무 530-1611 kypark@knu.ac.kr

사서주사보 키디여;그 ;Aε 국내자료설 530-1621 kimys8@knu.ac.kr
사서주사보 정임탁 기획，행정，전산업무 530-1612 itjoung@knu.ac.kr
사서주사보 •3::오，스←「 참고 및 연속간행물 530-1622 librarian@knu.ac.kr

사서서기 최정규 대출업무 530•1623 scjk@knu.ac.kr
기능직 손희윤 정리엽무， 행정 530•1613 hyson@knu.ac.kr

기성회직 김혜경 정려엽무， 전산업무 530•1614 hkkim2002@knu.ac.kr

정상대학교(중앙관)

@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FAX: (055)759-8542

도서관 관 장 황의열 도서관 업무총팔 751•5096 eyhwang@gnu.ac.kr

학숲정보 과 장 김냥희 과엽무 총괄 5100 namhkim@gnu.ac.kr
지원파 행정주사 정영도 행정지원팀 주무 5115 a12279@gnu.ac.kr

기능직 이종갑 서무，물품，시설 6049 jglee57@gsnu.ac.kr

기성회직 허둘자 일반회계 5115 herdj@gaechuk.gnu.ac.kr

사서주사 김성규 기획정리팀 주무 5101 ksg@gnu.ac.kr
사서주사보 유수희 자료분류，편목/통계 5118 ysohee@gnu.kr

계약직 김혜정 자료등록기증 5118 melos@gnu.ac.kr

사서주사 정임희 수서 팀 주무，서양서 구입 5098 jihee@gaechuk.gnu.ac.kr

사서주사보 박항제 국내서구입 5099 hjpark@gnu.ac.kr

계약직 유인애 자료등록 5118 tyche@gnu.ac.kr

사서주사보 이정희 문천각(한적자료설) 업무 5162 lejehe@gnu.ac.kr

사서주사 강상오 미디어정보팀 주무 6563 sokang8877@gnu.kr
전산주사 이현두 정보처리실 주무 5108 hdlee@gnu.kr

기성회직 7J 7el ~ 멀티미디어실 업무 6557 kang5489@gsnu.ac.kr

학술정보 1과 장 황영조 과엽무총괄 751-5102 yjhwang@gnu.ac.kr

운 영 과 사서주사 πE 여。 ~ 대출정료팀 주무 5103 ryuyj@gnu.ac.kr

사서서기 김민석 대출반납실，독서인증제업무 5104 ssukkii@gnu.ac.kr

기성회직 조미정 대출반납실 업무 5116 chomj@gnu.ac.kr

사서주사 류인한 주제전담팀주무，전자저념 5109 rγuinhan@gaechu k.gnu.ac.kr

사서서기 정-환석 사회과학 관련업무 5105 hsjang@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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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직 T근t -€:- :xj 사회과학 관련업무 5106 mimi3340@gnu.ac.kr
사서주사보 하만출 인문과학 관련업무 5097 hamc@gaechuk.gnu.ac.kr

사서주사보 문영아 인문과학 관련업무 6171 yamoon@gnu.ac.kr
사서주사보 박영희 자연과학 관련엽무 5110 metaphor@gnu.kr
계약직 김현정 자연과학 관련엽무 6560 암lj@gnu. ac .kr

사서주사 백명희 저널정보팀주무，상호대차 6559 baegmh@gaechuk.gnu.ac.kr

사서주사보 주r=。 오「 구미학술자료실 엽무 6556 jueunok@gnu.ac.kr
계약직 방미경 동양학술자료실 업무 6561 bmk79@gnu.ac.kr

경상대학교(법학분관)

흉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FAX: (055)759-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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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의학분관)

® 660-715 경남 진주시 칠암동 92번지

FAX: (055)751-8728

의학분관 1분 관 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계약직

최대섭

강학이

박미숙

정미라

의학도서관 업무 총괄

의학정보팀 주무

의학도서관 업무

대출，반납

750-8201 I choids@gnu.ac.kr
751•8725 I kahayi@gnu.ac.kr

8727 I misuk@gnu.kr
87261 mira@gnu.ac.kr

경상대학교〈해양과학분관)

® 650-160 경남 통영시 인평동 445번지

FAX ’ (055)640-3060

분관장

해양과학 1 사서주사

분관 1사서주사보

기성회직

이상욱

박명숙

조흥래

박상희

해양분관 업무 총팔

해양정보텀 주무

정리엽무

대출，반닙

640•3136 I lwjhk@gnu.ac.kr
3062 I soungeun@gaechuk.gnu.ac.kr

30141 chohr@gnu.ac.kr
3061 I shpark5614@gnu.ac.kr

공주대학교(중앙관)

흉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FAX: 자료지원과 041-850-8706
FAX : 자료운영과(대출실) 041-850-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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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자료지원과(정보봉사실) 041-850-8146

도서관 1 관장 노영순 엽무 총괄 850-8700 ysro@kongju.ac.kr

자료지원과 1과장 김성자 과업무총괄 8690 sjkim@kongju.ac.kr
사서주사 정진희 기획·수서 8691 jhjung@kongju.ac.kr
사서주사 이지언 회계·물품 8703 ljued@kongju.ac.kr
사서주사보 김종수 수서·서무 8692 korkim@kongju.ac.kr
사서주사 심언선 분류·목록，DB관리 8701 simis@kongju.ac.kr
사서주샤보 조성윤 분류·목록，기증자료 8702 eve007@kongju‘ac.kr

사서서기보 장연회 분류·목록，우선정리 8705 yhjang@kongju.ac.kr

자료운영과 1과장 김성자 과업무 총괄 8690 sjkim@kongju.ac.kr
사서주사 임영재 대출실운영，장서관리 8686 yjim@kongju.ac.kr
사서서기보 손윤인 대출반납，이용자관리 8685 srooney@kongju.ac.kr
사서서기보 상고은 대출실엽무 8708 sg1215@kongju.ac.kr
사서주사 검연심 강의지원，전자저널 8899 simkim@kongju.ac.kr
사서주사보 강윤규 상호대차，학회지관리 8699 kangsan@kongju.ac.kr
사서서기보 이혜진 연속간행물，전자저널 8694 smilei@kongju.ac.kr
사서주사보 김현수 전산업무，dCollection 8707 s1502549@kongju.ac.kr
기능직 김영찬 고전자료실，출판부 8687 kych@kongju.ac.kr

공주대학교(산업 과학대학분관)

흉 340-702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 리 1번지

FAX: 041-33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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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070 I mykim@kongju.ac.kr
1071 I kim3001@kongju.ac.kr
1075 I yhlee@kongju.ac.kr
1076 I jangks@kongju.ac.kr

공주대학교(공파대학분관)

@ 330-717 충남 천안시 부대동 275번지

FAX: 041-521-9064

공과대학 |분관장 공헌택 분관엽무 총괄 521-9059 htkong@kongju.ac.kr
분관 사서주사 권순창 수서·정리엽무 9060 sckwon@kongju.ac.kr

사서주사 장생익 대출엽무 9062 sijang@kongju.ac.kr
사서주사보 유경홍 참고봉사 9061 khyu@kongju.ac.kr

군산대학교

흉 570•701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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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63) 466-2088

도서관 관 장 유정희 469•4175 chryu@kunsan.ac.kr
학술정보지원과 과 장 전혜숙 과업무총괄 4176 jhs9@kunsan.ac.kr
수서 정리1팀 사서주사 손홍언 팀장 4177 heshon@kunsan.ac‘kr

사서주사보 길진희 기증， 시설관리 4177 jhkil@kunsan.ac.kr
사서주사보 김영마 일반서무， 회계 4178 ymkim@kunsan.ac.kr

수서 정리2팀 l사서주사 -흐」나I1 -J「」 팀장 4182 jns@kunsan.ac.kr
사서주사보 이항수 국내서 DB 구축 4182 hlee@kunsan.ac.kr
사서서기 이현주 국내서 구입 DB 4182 goodhj@kunsan.ac.kr

정보봉사팀| 사서주사 유민영 '<fJ7J. 4180 ymy@kunsan.ac.kr
사서서기 김태훈 전산 4187 kth@kunsan.ac.kr
사서서기 오미지 대출·반납 4179 omj@kunsan.ac.kr

정보지원팀| 사서주사 김영철 팀장 4186 yckim@kunsan.ac.kr
사서서기 김종서 성호대차， 연간물 4185 kjs@kunsan.ac.kr

인문과학텀 사서주사 송창엽 팀장 4184 cysong@kunsan.ac .lζr

사회자연과학팀 사서주사 이，준) T。 팀장 4183 cwlee@kunsan.ac.kr

목포대학교(중앙관)

흉 534-729 주소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FAX: 061-453-6439

도서관 l 관장 ~%브ι츠느 종팔 450-2880 parksc@mokpo.ac.kr
사서사무관 오정국 과엽무총팔 2881 nukaame@mokpo.ac.kr
사서주사 이현운 수서주무 2884 hyunlee@mokpo.ac.kr
사서주사 김정용 대출실주무 2893 qncjsl@mokpo.ac.kr
사서주사 김일호 연속간행물실주무 450-2891 ilhokim@mokpo.ac.kr
행정주사보 최나영 예산， 회계 2882 skq10806@mokpo.ac.kr
사서주사보 안갈엽 도서정리 2886 angy27@mokpo.ac.kr
사서서기 천민정 도서정리 2887 iouγ31@mokpo.ac.kr

사서서기 신성숙 도서대출/반납 2895 astro@mokpo.ac.kr
사서서기 안준식 정리，전산 2896 ahnjs@mokpo.ac.kr
사무원8급 박연화 서무， 시설 2883 yhpark@nokpo.ac.kr
사무원8급 김철근 간행물등록 2892 chkim@mokpo.ac.kr

j 계약직 김유중 도서등록 2883 yj1912@hanmail.net

목포대학교(분관)

흉 530-380 전남 목포시 용해동 산 43번지



부경대학교

흉 608-737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FAX: (051) 629-6707

회원교 직원 명부 / 297

도서관 l 관장 배대석 엽무총괄 629-6700 dsbae@pknu.ac.kr
학술정보파 과장 장태규 학술정보과 총괄 6701 tgjang@pknu.ac.kr

사서주사 강봉녀 정보지원팀 팀장 6702 bnkang@pknu.ac.kr
사서주사 오홍목 기획홍보팀 팀장 6705 jijonohm@pknu.ac.kr
사셔주사 장소연 정보개발팀 팀장 6708 syjang@pknu.ac.kr
사서주사 최정호 정보조직팀 팀장 6710 choijh@pknu.ac.kr
사서주사 편해찬 잔산정보팀 팀장 6714 hcpyon@pknu.ac.kr

사서주사 l-J{-7J T 정보관리팀 팀장 6723 kspark@pknu.ac.kr
사서주사 박윤기 정보서비스팀 텀장 6718 parkyk@pknu.ac.kr
사서주사 이시탁 공학정보서비스팀 팀징 5254 stlee@pknu.ac.kr
사서주사보 주갑연 서양서 정리 6711 kyjoo@pknu.ac.kr
사서주사보 구정숙 학과전담 서비스 6719 tianmimi@pknu.ac.kr
사서주사보 이현제 수서업무 6709 Ieehj@pknu.ac.kr
사서주사보 장호철 전산엽무 6715 hcjang@pk‘nu.ac.kr
사서주사보 이준호 연속간행불，상호대차(공학) 5255 Iee0420@pknu.ac.kr
사서주사보 곽성룡 건축자료실 운영 5257 yong4u@pknu.ac.kr
사서서기 엄경미 국내서정리 6712 kmlim@pknu.ac.kr
사서서기 최고운 단행본 대출반납 6722 guchoi@pknu.ac.kr
사서서기보 박희경 상호대차， 학술DB 6720 phk77@pknu.ac.kr
행정직 이윤정 단행본 대출반납 6724 Iyj5194@pknu.ac.kr
행정직 박희옥 서무업무 6703 ock6037@pknu.ac.kr
기성회직 아l 시。벼。 단행본 대출반납(공학) 5251 ani@pknu.ac.kr
기성회직 정은희 기획/홍보 6706 euni1202@pknu.ac.kr

부산대학교(중앙관)

흉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도서관

FAX: 젓보개발과 051-514-0658(자료개발텀 ) ， 051-513-9733( 행 정 지 원팀 )

정보운영과 051-513-9787(제1도서관)， 051-581→388l(제2도서관)

정보 l 도서관장 김용경 도서관총팔 510-1801 kyk208@pusan.ac.kr
개발과 정보개발괴장 이절자 정보개발과업무 총괄 1806 jjlee@pusan.ac.kr

행정주사 노정우 행정지원업무 총괄 1830 ss1969@pusan.ac.kr
사서주사 7다1-/「~ 2니J 전산엽무 총괄 1821 sseonkim@pusan.ac.kr
사서주사 장숙희 정리엽무 총팔 3822 changsh@pusan.ac.kr
사서주사 장영남 수서엽무 총괄 1805 jangyn@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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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홍성철 기획홍보업무 총괄 1820 hsc264@pusan.ac.kr
사서주사 덩~l.τ。~fζ 연속간행물 정리 3822 ejohwang@pusan.ac.kr
사서주사보 강정용 단행본수서 1803 joykang@pusan.ac.kr
사서주사보 김수진 회계/물품 1822 sojkim@pusan.ac.kr
사서주사보 장향자 기획홍보 1808 hjchang@pusan.ac.kr
사서셔기 김왕종 SCI실 적 분석 1831 do1st@pusan.ac.kr
사서서기 김정이 자료기증·교환 1399 jyikim@pusan.ac.kr
사서서기 조현주 서양연간물 수서 1804 libme@pusan.ac.kr
사서서기보 김진영 단행본수서/등록 1823 tranger0404@pusan.ac.kr
사서서기보 정개수 흠페이지/서버관리 1832 gsoonice@pusan.ac.kr
사서서기보 최덕수 dCollectionlDRM운영 1817 sean0910@pusan.ac.kr
기성회직 도양희 동양연간물 수서 1804 dyhee@pusan.ac.kr
기성회직 이승호 일반서무/물품 1802 eke@pusan.ac.kr
기성회직 윤현희 예산/회계 1802 hyunhee@pusan.ac.kr
기성회직 이은해 일중서 정리 1807 yehlee@pusan.ac.kr
기성회직 정영주 외국서 정리 1808 yjung@pusan.ac.kr

정보 정보운영과장 박인순 정보운영과업무 총괄 1809 inspark@pusan ‘ac.kr

운영과 사서주사 이선희 정보서버스팀업무총괄 1301 12251ee@pusan.ac.kr
사서주사 이철찬 주제자료1팀엽무 총괄 1813 cclee@pusan.ac.kr

사서주사 이남경 주제자료2팀업무 총괄 1306 naklee@pusan.ac.kr
사서주사 정영희 어문학자료관 운영 1302 jungyh@pusan.ac.kr
사서주사 최말희 학과전담팀 총괄 1862 mhchoi@pusan.ac.kr
사서주사보 zl 겨~ ~ 학과전담/이용자교육 1863 ksokim@pusan.ac.kr
사서주사보 손성동 또서관PC!IP관리 1308 ssd 1005@pusan.ac.kr
사서주사보 신주영 과학기술 단행본서비스 1812 jyashin@pusan.ac.kr
사서주사보 장덕수 상호대차 1815 dsjang@pusan.ac.kr
사서주사보 장화옥 예체능자료관 운영 1814 hwaogj@pusan.ac.kr
사서주사보 정재훈 반납업무 1304 nomon@pusan.ac.kr
사서서기 김미선 학과전담/이용자교육 1810 kms01@pusan.ac.kr
사서서기보 최민영 고전자료실 운영 1824 whitemy37@pusan.ac.kr
기능직 송민기 제본설 1310 jjang7397@pusan.ac.kr
기성회직 배진선 보존서고 대풀/관리 1303 jsbai@pusan.ac.kr
기성회직 여윤선 벌티미디어센터 운영 1305 yooun@pusan.ac.kr
기성회직 정혜승 제1도서관 대출/반납 1811 hssjung@pusan.ac‘kr

기성회직 허성경 인운사회 단행본서비스 1307 2222pink@pusan.ac.kr

부잔대학교(의학분관)

® 602-739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 부산대학교 의학도서관

FAX: 051-25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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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이수현 의학도서관업무 총괄 240•7707 suhyun@pusan.ac.kr
사서주시 박현우 연속간행물 관리 240-7708 hwpark1@pusan.ac.kr
사서주사보 이정희 의학분관(양산캠퍼스) 510-8411 jounghee@pusan.ac.kr

부산대학교(법학분관)

흉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FAX: 051-514•6606

법학분관 ( 도서분관장 박경재 법학도서관 총괄 510-2521 kjpark16@pusan.ac.kr
사서주사 이시채 볍학도서관엄무 총괄 1582 sclee41@pusan.ac.kr
사서주사보 김명숙 대출/반납 1583 mskim11 @pusan.ac.kr
사서주사보 장은영 연속간행물 관리 1579 jangey@pusan.ac.kr

부산대학교(나노생명과학분관)

® 6'l7•706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50번지 부산대학교 나노생명과학도서관

FAX: 055-350•5609

며
。

관
생
햄
뼈

나
과

도서분판장

사서주사

기능직

기성회직

고광락

엄정희

서말숙

백수연

나노생명과학도서관총괄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업무총괄

연속간행물관리/싱호대차

대출/반납

350-5294 I koh@pusan.ac.kr

5211 I jh0205@pusan.ac.kr
5212 I msseo@pusan.ac.kr
5213 I sybaik@pusan.ac.kr

서울대학교

우 151-749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약로 599
FAX: (02)872-1797

중앙도서관 l관장 김종서 총괄 880-5280 chongsuh@snu.ac.kr
수서정리과 과장 7디1 ji。]P二1 •l 과 엽무총괄 5290 cckkim@snu.ac.kr

사서사무관 김기태 과 엽무 총괄 보좌 5304 ktkim@snu.ac.kr
사서주사 권광희 수서(단행본) 5636 kweon@snu.ac.kr
사서주사 김동희 정리(단행본) 5293 kddong@snu.ac.kr
사서주사 김선희 파견(수의과대학) 1218 koba@snu.ac.kr
사서주사 '*τ。r-:;「ζ 정 리/관리 (연속간행물) 5310 woonju@snu.ac.kr
사서주사 윤문자 기증/교환 8075 yunmj@snu.ac.kr
사서주사보 황말례 수서(연속간행물) 5579 hwangmy@snu.ac.kr
사서주사보 김현자 정리(단행본) 5291 bohy@snu.ac.kr
사서주사보 김화택 수서(단행본) 5284 kht@snu.ac.kr
사서주사보 박선희 수서(단행본) 7590 sunhu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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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보 박정순 수서(단행본) 7592 psnjs@snu.ac.kr
사서주사보 박정주 정리(단행본) 5292 pjj@snu.ac.kr
사서주사보 박현우 정리(단행본) 5263 hwp@snu.ac.kr
사서주사보 이성렬 기증/교환 5466 srlee@snu.ac.kr
사서주사보 이주석 정 리/관리 (연속간행물) 8077 jss@snu.ac.kr
사서주사보 이태순 정리(단행본) 5291 taesoon@snuι1.acι.kr

사서주사보 임영희 수서(연속간행물) 5287 channy@snu.ac.kr
사서주사보 장신문 정리(단행본) 9273 changsm@snu.ac.kr
사서주사보 최윤법 정 리/관리 (연속간행물) 2514 choiyb@snu.ac.kr
행정서기 김현미 정리(단행본) 5263 hyunmee@snu.ac.kr
행정서기 박애신 정리/관리(연속간행물) 8077 aeshin@snu.ac.kr
사서서기 김소미 수서(연속간행물) 5286 kimsomi@snu.ac.kr
사서서기 남궁선희 기증/교환 5292 felidae@snu.ac.kr
사서서기 박경호 과 행정업무 1402 kimosueky@snu.ac.kr
사서서기 이민경 기증/교환 5580 122mink@snu.ac.kr
기능8급 김은식 수서(연속간행물) 5286 kes7658@snu.ac.kr
계약직 이정례 기증/교환 5580 naoze@snu.ac.kr
계약직 흥원희 수서(연속간행물) 5287 wony0810@snu.ac.kr
계약직 박종욱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5283 wwooks@snu.ac.kr

정보관리과 과장 장석일 과업무 총괄 880••8074 csi2010@snu.ac.kr
사서사무관 이재원 과엽무 총괄 보좌 5296 jw2@snu.ac.야.kr

사서주사 김미향 전산지원실(콘텐츠) 운용 5567 hyanggi@snu.ac.kr
사서주사 T근T。ζr \3 중앙대출실 운용 5303 yangnim@snu.ac.kr
사서주사 박봉금 기초교육/참고자료실 5313 pbg1980@snu.ac.kr
사서주사 박영배 상호대차질(회원제) 운용 9375 pyb@snu.ac.kr
사서주사 박정희 단행본자효실 운용 5306 pch@snu.ac.kr
사서주사 송준용 비도서/국제기구자료 2615 junyong@snu.ac.kr
사서주사 정노옥 상호대차설 운용 8072 jnong@snu.ac.kr
사서주사 홍순영 학과전담 연구지원실 운용 7598 hongsy@snu.ac.kr
사서주사 정희주 전산지원설(시스템) 운용 5312 jeonghj@snu.ac.kr
사서주사보 강연아 학과전담 연구지원 엽무 5300 quasi@snu.ac.kr
사서주사보 ;I7l1 ;1그-l5}1L 단행본자료실 업무 5307 sosung@snu.ac.kr
사서주사보 김기숙 전산지원 업무 5567 kkss@snu.ac.kr
사서주사보 유재아 과 행정업무 8784 dbwodk@snu.ac.kr
사서주사보 마미경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5305 mkma@snu.ac.kr
사서주사보 민세영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5311 minse@snu.ac.kr
사서주사보 이수옥 영상자료설 업무 9027 leesuok@snu.ac.kr
사서주사보 황영숙 고문헌자료실 업무 5115 youngsuk@snuιl.ac.kr

사서주사보 최미순 학과전담 연구지원 엽무 5302 choims@snu.ac.kr
전산주사보 박진만 전산지원 업무 5288 praise@snu.ac.kr
전산주사보 배종학 전산지원 엽무 5288 anstls@snu.ac.kr
전산주사보 김다영 전산지원 업무 5294 kdyo28@snu.ac.k
사서서기 윤효진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5311 hyojeo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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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서기 안지원 중앙대출실 업무 5301 splesh@snu.ac.kr
사서서기 이윤경 비도서/국제기구자료 5298 karaba@snu.ac.kr
사서서기 나혜란 전산지원 업무 5438 rhr1227@snu.ac.kr
사서서기 이영미 상호대차설 엽무 5302 librarYism@snu.ac.kr
사서서기 구본경 학과전담 연구지원 엽무 5305 bkku@snu‘ac.kr

사서서기 이지선 학과전당 연구지원 엽무 2530 ezeo@snu.ac.kr
사서서기 이은주 학과전당 연구지원 엽무 5300 joo22@snu.ac.kr
사서서기 홍주연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2530 honghong@snu.ac.kr
기능8급 7큰rτ」3r gEa 제본업무 7597 yungeung@snu.ac.kr
기능8급 장희철 비도서/국제기구자료 5298 changhc@snu.ac.kr
기능10급 정창원 단행본자료실 업무 5307 dbjim@snu.ac.kr
기능10급 김주희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2530 blu2cat@snu.ac.kr
기능10급 이영기 전산지원 업무 5294 molartooth@snu.ac.kr
기성회 송미경 중앙대출대 업무 5301 songmk@snu.ac.kr
조교 송지형 고문헌자료실 업무 5115 vtwhis19@snu.ac.kr
계약직 김영란 단행본자료설 업무 5299 zoh218@snu.ac.kr
계약직 김영민 단행본자료실 업무 5307 damduck@snu.ac.kr
계약직 신연경 중앙대출실 업무 5301 arisoI91@snu.ac.kr

행정지원팀 팀장 이재룡 행정지원팀 엽무 총괄 880-5281 leejr6426@snu.ac.kr
행정주사 최익진 행정지원팀 총괄 보좌 5324 igjinc@snu.ac.kr
사서주사 김현준 관리지원 5297 hyunjoon@snu.ac.kr
사서주사 김원찬 기획/홍보/성과평가 5285 wckim75@snu.ac.kr
사서주사보 ~그1 41L:JRa1L 간접비/기성회계 7591 kso@snu.ac.kr
사서서기 조진영 국제업무/직원교육 9374 irwy@snu.ac.kr
기성회직 이재순 서무/일반회계 5282 leejs@snu.ac.kr
기성회직 정순임 급여/물품 8003 jwon@snu.ac.kr
계약직 남궁문선 T닙:「는꺼EJ 5280 78ggang@snu.ac.kr
계약직 이무기 시설관리 5325

사회과학분 분관장 윤석민 총괄 880•8249 younsm@snu.ac.kr
관 사서주사 김혁태 업무 총괄 8248 hyug@snu.ac.kr

사서주사보 이숙희 자료정리 8871 leesh@snu.ac.kr
재단사서직 여정순 정보지원실 8245 jsyeo@snu.ac.kr
재단사서직 전경희 자료정리， 도서출납 8246 khchun@snu.ac.kr
재단전산직 김동호 정보검색실 8244 comsi2@snu.ac.kr
재단행정직 신명희 행정업무 보조 8247 shinmong@snu.ac.kr

경영학분관 분관장 김진교 총괄 880-6922 jingkim@snu.ac.kr
사서주사 김삼례 업무총괄 6915 samrye@snu.ac.kr
사서서기 권영미 수서， 정리， 연속간행불， 8254 youngmi@snu.ac.kr
재단사서직 김연규 행정 6959 lillykyk@snu.ac.kr

정보지원실

농학분관 분관장 김경욱 총팔 880•4737 kukim@plaz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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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사무관 민송관 업무 총괄 4773 minsk@snu.ac.kr
사서주사 김장원 행정업무，수서 4774 kjwon@snu.ac.kr
사서주사 햄4;-- 수서，정리 4775 hsong@snu.ac.kr
사서주사 박장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파견 jangpyo@snu.ac.kr
기능8급 정혜란 연속간행물 9041 ran@snu.ac.kr

기성회직 이영미 대출， 상호대차 9040 ish@snu.ac.kr

법학분관 분관장 송석윤 종괄 880-5326 junis@snu.ac.kr
사서사무관 엄상원 엽무 총괄 5327 limsw@snu.ac.kr
사서주사 ;。x1LIJZr?)A「 수서，행정 5329 jangjuns@snu.‘.ac.kr

사서주사보 김옥수 정리 5328 oksoo@snu.ac.kr
기능8급 유순영 대출， 자료실 관리 5330 ysy5891@snu.ac‘kr

재단사서직 윤세희 법률운헌색인， 참고실 9230 shyoon@snu.ac.kr
재단사서직 안주연 선착연속간행물，연구지원 7594 ajy99@snu.ac.kr
재단사서직 이슬아 수서，정리 5328 selalee@snu.ac.kr

의학분관 분관장 서정욱 총괄 740•8041 jwseo@snu.ac.kr
사서사무관 장차희 업무 총괄 8043 jchdo@snu.ac.kr
사서주사 안장희 수서，행정 8044 anj@snu.ac.kr
사서주사보 이정수 연속간행물，상호대차 8051 suj@snu.ac.kr
사서서기 l'}t1;져。 행정 8045 lilac@snu.ac.kr
사서서기 안유경 연속간행울，이용자교육 8053 verseau@snu.ac.kr
사서서기 최선희 상호대차，연구지원 8049 chsh@snu.ac.kr
기능8급 빙재섭 단행본구입， 대출， 정리 8047 bing@snu.ac.kr
재단사서직 박진영 해외상호대차 8054

치의학분관 분관장 류인철 총팔 2072-2640 icrhyu@snu.ac.kr
사서주사 정계명 엽무총괄 765•5926 jgmyung@snu.ac.kr
기성회직 최흙 연속간행불 740-8621 cds@snu.ac.kr
재단직원 김은지 단행본， 대출 740•8794 eunji@snu.ac.kr

국제학분관 분관장 은기수1 ;;￡「효• 1 880-8976 eunkisoo@snu.ac.kr
사서주사 채종병 업무 총괄 2532 chaejb@snu.ac.kr
재단직원 윤정욱 연속간행물 8508 juyoon@snu.ac.kr

재단직원 양성미 수서，정리 8502 smya77@snu.ac.kr

순천대학교

® 540-742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413번 지

FAX: 061-750-5015

도서관 {관장 양선기 총괄 750•5000 ysk@sunchon.ac.kr

학술정보파 l사서사무관 김영현 과업무총괄 많)10 kyh@sunchon.ac.kr
사서주사 배끔표 학술정보지원팀장 5011 kpbae@sunchon.ac .l‘r

사서주사 이성렴 학숲정보서비스팀장 5020 sunglim@sun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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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김한용 저널연구， 원문복사 5023 hyk@sunchon.ac.kr
사서주사 김정란 학과담당 5003 kjr@sunchon.ac.kr

사서주사 김환빈 장서관리 5024 khb@sunchon.ac.kr
사서주사보 이은경 DB구축 5016 ek@sunchon.ac.kr
사서주사보 백혜숙 학과답당 5004 bhs@sunchon.ac.kr

사서서기 정해선 대출，반납 5028 shiny20s@sunchon.ac.kr

사서서기 배종선 전자정보 5018 bjs@sunchon.ac.kr
기성8급 7디] J'나i zr.ζ DB구축 5017 ksj8521@sunchon.ac.kr
기성8급 박가연 수서，서무 5012 tennis@sunchon.ac.kr

기성9급 정현욱 시설， 기성회계 5013 okhyun@sunchon.ac.kr

안동대학교(중앙관)

종760-749 안용시 송천동 388
FιAX ‘ 054-820-7216

도서관 관 장 신상형 도서판총괄 820•7210 sshin@andong.ac.kr

학술정보과 과 장 윤승준 학술정보과업무총괄 7211 ysj@andong.ac.kr

수서팀 사서주사 전님희 수서 인사 7212 nami@andong.ac.kr

사서주사보 김현숙 서무 회계 물품 7213 kimhs@ando아ong.ac.kr

DB관리 팀 l 사서주사 이장우 DB관리 팀 엽무전반 7214 zjangwu@andong.ac.kr

사서서기 이창주 수증자료 및 서양서정리， 7215 cjlee@andong.ac.kr
학위 논문가공

기능8급 권영식 라벨작업 및 인수인계 7215 yskwon@andong.ac.kr

대출/참고팀 1 사서주사 박성국 대출/잠고팀 전반 7228 skpark@andong.ac.kr

사서주사 윤동원 대출업무， 고서실관리 7217 dwyun@andong.ac.kr
기능8급 김종국 대출 반납 7218 kjg@andong.ac.kr

정기간행물팀 l 사서주사 윤대환 상호대차， 이용자교육 7224 dhyun@andong.ac.kr
사서주사보 김용욱 상호대차， 정보검색서비 7223 youkim@andong.ac.kr

스， 북카페운영

전자정보팀 l사서주사보 전산업무 전반 robabo@andong.ac.kr

사서서기 전자정보실 관리 sujin80@andong‘ac.kr

전남대학교(중앙관)

@ 500-757 광주광역 시 북구 용봉똥 300

FAX: (062)530-3529

도서관 도서관장 이정애 총괄 530-3510 jarhee@jnu.ac.kr

학술정보 과 장 주성희 과업무총괄 3520 snobhee@jnu.ac.kr

지원과 행정주사 김희영 텀장 회계 및 행정지원 3521 yeong21@jnu.ac.kr

(행정지윈텀) 사무원 원미애 물품관리 및 서무일반 3522 mawon@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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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원 이상호 기계설비 및 시설 관리 3526 sangh@jnu.ac.kr
위생원 박정구 청사관리 3528 jguppark@jnu.ac.kr
관리원 서면우 문서수발 및 청사관리 3536 binu1l4@jnu.ac.kr

(정보개발팀) 사서주사 강창애 텀장-수서 및 기획， 홍보 3531 cakang@jnu.ac.kr
사서주사보 김창구 전자정보 및 연속간행물 구매 3533 kcglib@jnu.ac.kr
사서서기 박수현 국내단행본 구매 및 기증도서 3532 suhyun@jnu.ac.kr

(정보구축팀) 사서주사 고미혜 팀장-서지 DB 구축 3523 mhko@jnu.ac.kr
사서주사 이 주 외국서 서지DB 구축 3524 j21ee@jnu.ac.kr
사서서기 명선미 국내서 서지DB 구축 3527 smmyung@jnu.ac.kr
사서서기 하은희 /I 3525 huiyo@jnu.ac.kr

학술정보 과 장 심명섭 과업무총괄 530-3560 sms@jnu.ac.kr
운영과 사서주사 황연섭 팀장-자연공학예체능실 운영관리 3564 yshwang@jnu.ac.kr

(정보관리팀) 사서주사 정연배 문학자료실 3577 ybjeong@jnu.ac.kr

사서주사 강영근 고문헌자료실 3573 ygkang@jnu.ac.kr
사서주사 김명자 인문사회과학실 3561 myungj@jnu.ac.kr
사서주사보 나옥봉 /I 3562 obnah@jnu.ac.kr
사서주사보 이수정 자연공학예체능실 3565 crγsta12@jnu.ac.kr

(연구지원팀) 사서주사 서향선 팀장-학과전문사서 업무기획 3540 hssuh@jnu.ac.kr
사서주사보 장점자 경영대 3541 jjjang@jnu.ac.kr
사서주사보 최숙경 자연대，사범대(과학) 3542 skchoi@jnu.ac.kr
사서주사보 이병남 인문대，예술대，사범 대 3닮3 bnlee@jnuι1.ac.kr

사서주사보 김효숙 생활대，약대，수의，생과 3544 ppoosook@jnu.ac.kr

사서서기 최시화 사회대，사범대 3545 sihwa@jnu.ac.kr
사서원 박성진 공대 3546 kincOO@naver.com

(정보서비스팀) 사서주사 임여진 팀장←대출반납설 운영관리 3571 bulls@jnu.ac.kr
사서주사보 김선아 대출반납실 3572 kimsa@jnu.ac.kr
사서주사보 이인길 전산실 3552 iglee@jnu.ac.kr
사서원 이현남 전자정보설 3551 hnlee@jnu.ac.kr
5.ζ- 교 정대큰 상호대차 3535 j며d319@jnu.ac.kr

전남대학교(의학분관)

® 501-746 광주광역 시 통구 학1동 5번지

FAX: 062)232-6601

의학분관 |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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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법학분관)

®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FAX: 062)53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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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환 | 볍학도서관 운영관리

조은정

530-2280 I ghpark@jnu.ac.kr

2290 I ejcho69@jnu.ac.kr

천남대학교(농학분관)

흉 500-757 광주광역 시 북구 용봉동 300
FAX: 062)530•2046

농학분관 1분관장

사서주사

강훈승 1 총괄

송경곤 1농학도서관 운영관리

530-2181 I hskang@jnu.ac.kr
2045 I kksong@jnu.ac .kr

전남대학교(치의 학분관)

@500-757 광주광역 시 북구 용봉동 300
FAX: 062)530•5848

치의학분관l분관장

사서주사

김원재 l 총괄 I 530•5802 \ wjkim@chonnam.ac.kr

신동영 1 치의학도서관 운영관리 5847 I dyshin@jnu.ac.kr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분관)

@ 550-747 전남 여수시 둔덕동 산 96-1

FAX ‘ 061)659-2609

여수캠퍼스|분관장 정호용 총괄 659•3451 chunghy@jnu.ac.kr
분관 사서주사 박말숙 수서 및 운영관리 2601 msp@jnu.ac.kr

사무원 강지혜 서무， 회계 2602 wlgp@jnu.sc.kr
사서원 이나래 연속간행물실 관리 2610 skywing@jnu.ac.kr
사서원 김나리 대출，반납，인문사회과학실관리 2604 nrkim@jnu.ac.kr
사무원 최현정 대출，반납，자연공학설 관리 2605 jesusf1@jnu.ac.kr

사무원 남말현 전산， 전자정보실 관리 2615 maro3612@jnu.ac.kr

전북대학교(중앙관)

@ 561 •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l가 %수14

F앙( : 063)270-3468

관 장 정재연 업무총괄 270•3451 jungjy@jbnu.ac.kr
과 장 곽병희 과업무총괄 3452 kwakbh@jbnu.ac.kr
행정주사 정동렬 서무총괄 4404 drc@jbnu.ac.kr
사서주사보 이수자 자료구매 4405 sooja@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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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차용수 일반서무 3456 cha5784@jbnu.ac.kr

정 보 기성회직 오기숙 물품관리 3465 gsoh@jbnu.ac.kr

개발과 사서주사 하태종 수서팀총괄 4406 cla@jbnu.ac.kr
사서주사보 조수경 단행본수서 3457 skcho@jbnu.ac.kr
사서주사보 엄현아 연간물수서 3471 huri77@jbnu.ac.kr

사서주사 최오순 정리팀총괄 3469 choi@jbnu.ac.kr

사서주사보 얀경만 동양서정리 3816 manak33@jbnuιl.ac.kr

사서서기 김하나 똥양서정리 3817 egghana@jbnu.ac.kr
사서서기 김수혜 동양서정리 3470 tokijuice@jbnuι1.ac.kr

기능직 채1수1 。n1 서양서정리 3467 zztt35@jbnu.ac.kr

과 장 정영숙 과엽무총괄 3453 cysook@jbnu.ac.kr
사서주사 박유자 대출설총괄 3459 pyj@jbnu.ac.kr
사서서기 강미혜 대출 및 반납 3466 rkdao417@jbnu.ac.kr
사서주사 정규종 주제정보팀 총괄(자연과학) 3479 kjchong@jbnu.ac.kr
사서주사보 권애경 인문과학실 3463 kyk0602@jbnu.ac.kr

정 보 사서주사보 'iJ- 13 즈u: 사회，예 • 체능실 3460 pjs@jbnu.ac.kr
봉사과 사서주사 정석순 학술정보팀총괄 3461 jss6337@jbnu.ac.kr

사서주사보 김용미 연속간행불실(상호대차) 3464 jesuskym@jbnu.ac.kr
사서주사보 엄길례 참고자료실 3458 lkl77@jbnu.ac.kr
기성회직 처。투1 어。 고서실 3462 wid@jbnu.ac.kr
사서주사 안채현 전자정보팀총괄 3485 chanhn@jbnu.ac.kr
사서주사보 。~;져。.，g. 전자정보원관리 4407 yηrje@jbnu.ac.kr

사서서기 오세철 전산실 소관엽무 4408 lucky537@jbnu.ac.kr

기성회직 한홍섭 멸티미디어실 운용관리 3484 hhs2529@jbnu.ac.kr

전북대학교(의학분관)

흉 561-180 전라북도 전주시 금암동 산2-20번지

FAX: 063)270-3480

의 학

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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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업무총괄

업무총괄 및 대출반납

상호대차

3481 ) syl@jbnu.ac.kr
3482 I kimys1@jbnu.ac.kr
3473 I chungms@jbnu.ac.kr

전북대학교(치의학분관)

흉 561-18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 l가 664-14
FAX: 063)27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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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l 분관엽무총괄

배문숙 1 엽무총팔

4029 I soopark@jbnu.ac.kr
4008 I moonsook@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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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대출 및 반납업무

전북대학교(법학분관)

흉 561-18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 1가 664-14
FAX: 063)270-4009

볍 학

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서기

한상국

조기연

고민정

분관업무총괄

업무총괄

대출 및 반납업무

26711 s념12186@hanmai J.net

3455 1ckyoun@jbnu.ac.kr
4690 I kkakdugi22@jbnu.ac.kr

전북대학교(익산분관)

흉 570-752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194-5
FAX: 063)850-0599

익 산

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서기

기능직

송춘호

구진회

오성훈

이해정

분관업무총괄

업무총괄

대출 및 반납업무

대출 및 반납업무

850-0591 I mento@jbnu.ac.kr
0592 I god@jbnu.ac.kr
0593 \ whitecrow@jbnu.ac.kr
05941 19691hj@jbnu.ac.kr

제주대학교(중앙관)

송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FAX: (064)755-6401

도서관 l 관장 오덕철 도서관 업무 총괄 754-2201 duckoh@jejunu.ac.kr
수서정리과 과장 양대옥 과업무총괄 754•2202 ydo@jejunu.ac.kr

사서주사 서윤진 수서 엽무 2206 syoonjin@jejunu.ac.kr
시서주사 좌종석 정리 업무 2211 jjsaou@jejunu.ac.kr
사서주사 김미령 전산 업무 2213 mrk1261@jejunu.ac.kr
행정주사 한회금 일반서무/회계 업무 2203 heegeum@jejunu.ac.kr
사서주사보 오병헌 수서 업무 2204 ohbyung@jejunu.ac.kr
사서주사보 이정효 정리 엽무 2212 idaho@jejunu.ac.kr
사서서기보 백선웅 정리 업무 2212 okican78@jejunu.ac.kr
사서서기보 이민철 정리 엽무 2207 welOO@jejunu.ac.kr

기능직 부상혁 시섣， 물품 업무 2210 boosh@jejunu.ac.kr
기성회직 김은옥 등록 업무 2205 eunokkim@jejunu.ac.kr
기성회직 김미숙 일반서무/등록 엽무 2205 sukmikim@jejunu.ac.kr

자료관리과 l과 장 창기태 과엽무 총괄 754-2215 kγgy@jejunu.ac.kr

사서주사 강권익 대출설 업무 2216 kkkawi@jejunu.ac.kr
사서주사 이명희 멸티미디어자료실 2224 mhjeju@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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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오성종 향토자료실 업무 2229 sjoh@jejunu.ac.kr
학예연구사 고광민 참고자료실 업무 2223 @jejunu.ac.kr
사서주사보 허정임 대출실 업무 2231 hjiuem@jejunu.ac.kr
사서서기 오안녕 연속간행물질 업무 2226 pandora@je ，려:junu.ac.kr

계약직 김하나 대출설 업무 2217 02hana@jejunu.ac.kr
계약직 강연화 연속간행물설 업무 2225 @jejunu.ac.kr

제주대학교(법학분관)

FAX: 팩스번호 : (064)702-6401

법학분관 | 분관장
사서주사

기능직

계약직

고봉진 총괄 754-2982 gojura@jejunu.ac.kr
오영기 법학분관 업무 총괄 2228 oyk@jejunu.ac.kr
고은숙 법학분관 업무 2227 eunsook@jejunu.ac.kr
장요섭 법학분관 엽무 2227 dkfkwnd@jejunu.ac.kr

제주대학교(의학분관)

FAX: 팩스변호 ’ (064)702•0611

의학분관 j 분관장
사서주사보

김영실 1 총괄

진우석 l 의학분관 엽무 총괄

754•1101 I sill@jejunu.ac.kr
3805 I jinws@jejunu.ac.kr

제주대학교(교육대 학분관)

e 제주시 삼사석로 5l(화북1동 4810)
TEL: (064)754•4771 / FAX: (064)754-4775

교육대학분관 l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창원대학교

홍경선

진창남

김신영

총괄 I 754-49031 hongks@jejunu.ac.kr
수서，전산，이용자교육 I 754-47711 banya@jejunu.ac.kr
정리，상호대차”장서개발 I 754-4772 I grace@jejunu.ac.kr

흉 641•773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FAX: 055-213•2420

圖書館 |도서관장 선평우 도서관엽무총괄 213-2401 pwshin@changwon.ac.kr
學術情報課 사서사무관 안병재 학술정보과엽무총괄 2402 anbj@changwon.ac.kr

사서주사 윤삼섭 업무기획， 평가， 2403 ssyun@changwon.ac.kr
사서주사보 박정선 회계， 물품， 서무 2404 pjs@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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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장희청 수서.정리주무， 2405 subin@changwon.ac.kr
단행본 수서

사서주사보 차영묵 외국서，비도서 수서 2406 cym@changwon.ac.kr
사서서기 조민지 구입，편입자료DB구축 2407 jmj5567@changwon.ac.kr
기성회직 윤영란 수증(교환)，정리 2408 yyr@changwon.ac.kr
사서주사 박민규 대출주무，장서관리 2409 pmg@changwoαn.ac.kr

사서주사보 조정 자료반납 2411 eos@changwon.ac.kr
계약직 박미향 자료대출 2410 pmh@changwon.ac.kr
사서주사 김창남 연속간헬물실총괄，기 획 2412 suan@changwon.ac.kr

국내연속간행물

사서주사보 김펼순 전자저널，상호대차 2414 kps@changwon.ac.kr
국외연속간행물

사서주사 진형권 정보관리주푸， 2415 jinhk@changwon.ac.kr
참고자료관리

기성회직 박정홈 전산 2416 adena@changwon.ac.kr

충남대학교(중앙관)

@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FAX ‘ (042) 823-4520

수서 김선기 총괄 821-6010 ksk72@cnu.ac.kr
정리과 과장 김상태 과업무 총괄 821-6012 kt1839@cnu.ac.kr

사서주사 튜ιL겨Q 드「ε 회계， 서무 주무 821-6015 krrnoon@cnu.ac.kr
사서주사보 -;Z「 슬~τ。c 회계 821-6015 hujoo@cnu.ac.kr
계약직 손민정 서무 821-6016 mjson@cnu.ac.kr
사서주사 이 연 수서업무 주무 821-7207 leeyon@cnu.ac.kr
사서주사보 유상희 연속간행울 수서 821-6017 shyoo@cαnu.ac.kr

사서주사보 송규남 국외서 수서 821-6018 kyuddong@cnu.ac.kr
사서주사보 이용락 국내서 수서 821-6018 fudagury@c디nu.’ac.kr

사서주사 김태자 정리엽무 주무 821-6019 tjkim@cnu.ac.kr
사서주사보 선정선 국외서 정리 821-6031 jssin@cnu.ac.kr
사서주사보 박춘규 국내서 정리 821-6030 ckpark@cnu.ac.kr
사서서기보 전영희 국내서 정리 821-6030 yhjeon@cnu.ac.kr
사서주사보 도진선 국내서 정리 821-6032 jinseon@cnu.ac.kr
사서주사 전현구 전산홍보 주무 821•6024 dream4263@naver.com
사서서기 김보영 전산홍보 821-6025 botongsaram@nate.com

자료 과장 남미희 과엽무 총괄 821-6014 namhee0121@hanmail.net
운영과 사서주사 이상호 대출 주무 821•6023 leesh706@cnu.ac.kr

사셔서기 n」 ?7쩍•U 대출， 반납 821-6021 mpaul@cnu.ac.kr
사서서기 심해경 대출， 반납 821-6021 hksim@cnu.ac.kr
계약직 박좌영 대출， 반납 821:-6022 jypark@cnu.ac.kr
사서주사 이은종 고서자료 주무 821-6028 I eujlee@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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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서기보 신요한 고서자료업무 821-6028 yohanshin@hanmail,net

사서주사 최송국 주제자료 주무 821-7201 skchoi@cnu.ac.kr
계약직 조유리 인문과학자료 821•7201 yuriyuri20@hanmai.net
사서주사보 육상옥 사회과학자료 821-7202 soyook@cαnu.ac.kr

사서주사 양병길 학술정 보엽무 주무(국외 ) 821•6036 bgyang@cnu.ac.kr
사서주사보 손기순· 연속간행물(국내)， 상호대차 821-7203 sonI7@cnu.ac.kr
사서주사보 박정이 상호대차，이용자교육 821-7206 parkjy@cnu.ac.kr
사서주사보 이주현 학위논운 821-7204 zelator@cnu.ac.kr
기성회 박장숙 자연과학자료 821•7205 parkjs@cnu.ac.kr
사서주사 김춘옥 전자매체자료 주무 821-6026 cokim@cnu.ac.kr
계약직 김경주 전자매체자료 821-6026 dotorikin3@naver.com

충남대학교(농학분관)

흉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FAX: (042) 823•6028

농학 l 분관장
분관 l 사서주사

진통일 l 농학도서관 총괄

공귀화 l 놓학도서관 주무

821-6029 I dijin@cnu.ac.l‘r

821-6029 I kwkong@cnu.ac.kr

충남대 학교(법 학분관)

흉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FAX: (042) 821-없44

법학

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계약직

박흥식

선현석

조민아

법학도서관 총괄

법학도서관 주무

법학도서관 업무

821-8없41 digimanism@hotmail.com

821-8502 I sinhs@cnu.ac.kr
821-8503 I ma0614@hanmai.net

충남대학교(의 학도서관)

흉301 -747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55번지

FAX: (042) 58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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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중앙관)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번지

FAX: (043) 27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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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지원과 관장 전철웅 π~교금L 261-3007 cwjeon@cbnu.ac.kr
과장 냥융범 과업무총괄 2881 nampyu@cbnu.ac.kr
사서주사 ;성상경 기획， 수서， 행정 주무 2918 skjeong@cbnu.ac.kr
사서주사보 우상운 기획/홍보 2885 yngwie94@cbnu.ac.kr
사서주사보 이지영 국내서 수서/기증 2885 ivy79s@cbnu.ac.kr
사서서기 이지현 국외서 수서/기증 2885 milkystory@cbnu.ac.kr
사서주사 이병국 정리 주무 2887 leebyk@cbnu.ac.kr
사서주사보 어지수 정리(국외서) 2886 happyejs@cbnu.ac.kr
경노무직 정태호 정리(국내서) 2886 reonharOO@naver.com

경노무직 송인노 정리(국내서) 2886 inno8840@nate.com
조교 김도우 전산 2062 wingowin@cbnu.ac.kr
경노무직 반혜정 전산 2062 kpreo@cbnu.ac.kr
행정주사보 이동현 기성회계 2808 lsh0729@cbnu.ac.kr
기능8급 김대중 일반회계 2884 daejung@cbnu.ac.kr
기성회직 이수영 행정/시설/물품 2884 wonbok@cbnu.ac.kr

자료운영과 과장 윤순근 과업무총괄 261-2883 skyun@cbnuιl.ac.kr

사서주사 이상돈 대출/반납 주무 2888 lsdon@cbnu.ac.kr
사서주사보 김봉희 대출/반납 2888 bongya@cbnu.ac.kr
계약직 이경자 대출/반납 2888 kj2889@cbnu.ac.kr
사서주사 전민호 전자정보실 주무 2894 mhjun@cbnu.ac.kr
기능6급 송재문 전자정보실 2894 song211@cbnu.ac.kr
사서주사 이영미 주제자료실 주무 2896 young123@cbnu.ac.kr

사회과학자료실

사서주사 강동석 기술과학，예술자료설 2897 dskang@cbnu.‘.ac.kr

사서주사 t!}ξ。죠-。「 인문과학자료실 2889 jwpark@cbnu.ac.kr
사서주사보 김춘식 어문학자료실 2892 cs0l6@cbnu.ac.kr

법학도서관 지원

기능직 이인숙 철학，순수파학자료실 2893 sook@cbnu.ac.kr
사서주사 윤효중 서양서자료설 2898 heojung@cbnu.‘ac.kr

사서주사 양숭관 정기간행물실 주무 2891 yangsk@cbnu.ac.kr
사서서기 임나리 정기간행불설 2891 nari9406@cbnu.ac.kr

충북대학교(의학분관)

®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번지

FAX: (043) 274-9685

의학분관 | 분관장
사서주사

경노무직

충북대학교(법학분관)

김헌식

한화진

김가영

엽무총괄

의학도서관 주무

대출/반납， 상호대차

28621 hunskimd@cbnu.ac.kr
2890 I hjhan@cbnu.ac.kr
2890 I goromil1@cbnu.ac.kr

®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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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3) 273-2805

법학분관 ) 분관장

사서주사

기능직

한국교원대학교(중앙관)

김재중

김성은

정회금

엽무총괄

법학도서관 주무

대출/반납

3잃5 I law1004@cbnu.ac.kr
2634 I sekim@cbnu.ac.lσ
2634 I joung@cbnu.ac.kr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

FAX: (043) 231-8824

관장 검진근 총괄 230-3810 wangsan@knue.ac.kr
과장 홍구표 과업무총괄 3811 gphong@knue.ac.kr
사서주사 정 명 수서 서무 주무 3812 jmom@knue.ac.kr
사서주사보 김승욱 수서·회계 3819 swkim@knue.ac.kr
기성회직 T。r-;Z「느중j 서무·물품 3812 jhyun147@knue.ac.kr
사서주사 김학변 교육연구정보화실 주무 3813 hmkim@knue.ac.kr

도서관 |사서주사보 조영순 자료 정리 3369 ysj@knue.ac.kr

학술정보과사서주사 。0'즈。e n} 자료운용실 주무 3814 smyuang@knue.ac.kr
사서주사보 송주현 제 1 ·2자료실 3815 jhsong@knue.ac.kr
기성회직 민인숙 대출·반납 3818 mis@knue.ac.kr
사서주사 권혜정 종합정보자료실 주무 3816 known@knue.ac.kr
사서주사 신강숙 상호대차 3370 ksshin@knue.ac.kr
사서서기 연미정 휴직 ymj@knue.ac.kr
사서주사 전영숙 교육정보자료실 주무 3688 young88@knue.ac.kr
사서주사보 김현식 전산시스템 관리 3890 libkim@knue.ac.kr

한국해양대학교

@ 606-79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FAX ‘ 학술정보과 (051) 404-3989

도서관장 정연철 도서관업무총괄 410-4171 ycjung@hhu.a c.lζr

과 장 이동문 과업무총괄 4072 lib007@hhu.ac.kr
사서주사 이정희 국내단행본실， 국제대 리에종 4084 ljh54@hhu.ac.kr
사서주사 허진영 참고논문자료 4080 jyhu@hhu.ac.kr

도서관 |사서주사 허차영 전산，전자정보 4085 free@hhu.ac.kr
학술정보과 사서주사 김아영 기확홍보국제교류 청앨품괜} 4073 hope@hhu.ac.kr

사서주사 권영록 대출실，시청각동 4077 yrkwon@hhu.ac.kr
사서주사 정은실 국내단행본실， 공과대 리에종 4065 jeonges@hhu.ac.kr
사서주사 김지은 등록， 정리(국외서， 비도서) 4075 lady817@hhu.ac.kr
사서주샤보 전행순 서무， 회계， 기증 4074 jhs3860@hhu.ac‘kr



회원교 직원 명부 / 313

사서주사보 이납령 응록， 정리(국내서) 4075 nly84@hhu.ac.kr
사서주사보 김중학 해양자료，외국단행본， 4076 jhkimlib@hhu.ac.kr

해사대해과기대 리에총

기성회직 민호엄 연속간행물， 상호.I:jj자 Wb DB 4082 evergreen@hhu.ac.kr

금오공과대학교

® 730-701 경북 구미시 양호동 l번지

FAX: 054-478-7166(수서 정 리 팀 J ， 7l77( 열 람팀 J， 7172(연속간행물실)

도서관 1 관 장 하헌정 | 도서관 업무총괄 478•7161 hjha@kumoh.ac.kr

수서정리팀 l사서주사 이재철 수서 ‘ 정리팀 업무총괄 7162 leejc@kumoh.ac.kr
사서주사 손창식 정리 업무 7165 csson@kumoh.ac.kr
사서주사보 이병희 수서 업무 7163 bhlee@kumoh.ac.kr
기성회직 이가희 서무 및 학위논문 관련업무 7164 ghlee@kumoh.ac‘kr

열람팀 j 사서주사 김난회 열람팀 업무총괄 7167 nhkim@kumoh.ac.kr
사서주사 정기연 연속간행물실 업무 7170 kyjeong@kumoh.ac.kr
사셔주사보 한경숙 전자정보설 업무 7173 hks@kumoh.ac.k

l 사서주사 김난희 대출 • 반납， 상호대차 업무 7168 I nhkim@kumoh.ac.kr

서울산업대학교(중앙관)

® 139-743 주소 . 서 울시 노원구 공롱2동 172번지

FAX: 02-970-6952

도서관 l 관장 이근오 총괄 970-6155 leeko@snut.ac.kr

사서주사 하성구 정보지원팀 업무총괄 970-6156 ha8756@snut.ac.kr

사서주사보 박성희 도서， 물품구입， 예산 970-6156 asdf1756@snut.ac.kr

사서주사보 서정호 행정， 연간물， 전자저널 970•6156 hoho@snut.ac.kr

기성회직 김현옥 도서등록， 장비 970-6156 hounol‘@snut.ac.kr

사서주사 조귀형 정보정리팀 업무총괄 970-6157 ch908@snut.ac.kr
사서서기 이은정 쁨 묘[ 970-6157 kyoro75@snut.ac.kr
기성회직 박영현 분류，목록 970-6157 park4425@snut.ac.kr

사서주사 최용주 정보봉사팀 업무총괄 970•6158 choi55@snut.ac.kr

사서주사보 윤일섭 참고자료실 970-6160 sup@snut.ac.kr

사서주사보 박영호 연속간행물실 970-•6161 pyh@snut.ac.kr

사서주사보 최영석 동양서자료실 970•6159 cys454@snut.ac.kr

사서주사보 천주영 멸티미디어실 970•6979 haruharu@snut.ac.kr

기능8급 。1 여。 π。- 서양서자료실 970-6163 ywlee@snut.ac.kr

기성회직 신승민 별관자료실 970-6164 skysms@sn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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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대학교

® 660-758 경남 진주시 칠암통 150번지

FAX: (055) 75l-3199(수서 ，정 리 ) 751-3188( 열람)

관장 이애자 총괄 751•3110 laj@jinju.ac.kr
도서관

l 샤서주사 김숙환 수서엽무총괄 751-3190 shkim@jinju.ac.kr
수서팀

사서서기 박윤정 수서서무엽무 751-3191 yjpark@jinju.ac.kr

정리팀
사서주사 진태석 정리업무총괄 751-3186 chin@jinju.ac.kr

1 사서주사보 B←11」λ。4 드u즈一 정리，전산시스템관리 751-3197 sejupak@jinju.ac.kr

열람팀
사서주사 정광수 열람엽무총괄 751-3192 kangsu@jinju.ac.kr

l 사서주사보 이상재 정기간행물 관리 751-3196 sjlee@jinju.ac.kr

계약직 김숙민 대출반납，이용자관리 751•3193 kimsm@jinju.ac.kr

충주대학교(중앙관)

흉 잃O←720 충북 충주시 대학로 72번지

FAX : 수서.정리계/043)841→5067， F밍( : 열람계/043)841 -5068

중앙도서관 l관장 곽광수 도서관엽무 총괄 841-5060 kskw@cjnu.ac.kr
사서주사 서동철 수서·행정엽무총괄 841-5061 dcseo@cjnu.ac.kr
사서주사 김국년 정리엽무 총괄 841-5062 knkim@cjnu.ac.kr
사서서기보 조재훈 정리업무 841-5062 jaehOOn@cjnu.ac.kr

사서주사 김은희 열람엽무총괄 841-5063 ehkim@cjnu.ac.kr
사서서기 김윤식 연속간행물·상호대차 841-5063 ynkim@cjnu.ac.kr

1 사서주사 전병직 파견 841•5066 bjcheon@cjnu.ac.kr

충주대학교(증평분관)

®368-701 층록 증평군 증평읍 대학로 61번지

FAX: 043-820•5094

보

사
사

3주}T’
「
그
주
}

서
서
사
사원

펴
。증 권오석 l 분관업무 총괄·연속간행물 I 820-50911 oskwon@cjnu.ac.kr

김션흥 1정 리 ·열람엽무 5097 I seonh@cjnu.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중앙관)

흉 110-791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FAX : 대표 팩스번호 02-743•3084

사

자
。
주
1

서

관
사

관서도야
。

즈
。 박동욱 업무 총괄

도서관 운영

3668-4380 1pdw545@knou.ac.kr
4391 I kdjp@knou.ac.kr권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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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보 이희숙 예산 및 기획업무 4381 knoulhs@knou.ac.kr
행정8급 이춘요「 역사관 운영 및 기획업무 4389 junghi@knou.ac.kr
사서8급 조창현 전자도서 및 유관기관 4381 coolannani@knou.ac.kr
학사관리직 최병환 서무 및 물품 4392 choigoro@knou.ac.krj
사서주사 김남섭 국내도서 선정 및 구입 4388 pinetree@knou.ac.kr
사서주사보 고현철 비 도서자료선정 및 구입 4383 ko이h@k‘nouι1.ac.kr

학사관리직 이상주 비도서 자료 정리 4384 leesjoo@knou.ac.kr
학사관리직 김마현 국내도서 선정 및 구입 겁83 sky19@knou.ac.kr
사서주사 이상준 특수자료수집및계업무총괄 4387 lsj@knou.ac.kr
사서주사보 윤준수 국내 상호대차 4389 yunjs@knou.ac.kr
기능8급 양행효 서고 및 장서관리 4386 yhh830@knou.ac.kr
기능8급 박소현 국외도서 선정 및 구입 4385 sunf@knou.ac.kr
학사관리직 우동흡 자료 대출 및 반납 4386 woodong@knou.ac.kr
학사관리직 이원재 국내·외 힘탤ill 선정 및 구엽 4386 lafolie@knou.ac.kr
계약직 유병희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4390 ymh@knou.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 도서관(서울지역대학 등 13지 역 )

®133-1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56-1034
FAX: 대표 팩스변호 02-460-6722

서붉역대학|사서주사 신인석 도서관운용 4606-740 shin@knou.ac.kr
기능8급 김미영 서무 및 자료출납 741 shinemy@knou.ac.kr
학사관리직 이혁 자료출납 742 cabodaroca@knou.ac.kr

북부학습센터 l 사서주사보 조영선 도서관운용 980-4936 sun@knou.ac.kr
기능8급 조광휘 자료출납 4936 cho@knou.ac.kr
학사관리직 정현옥 자료출납 4396 jho@knou.ac.kr

남부학습센터|사서주사 이문성 도서관운용 8403-741 ims5907@knou.ac.kr
기능 8급 박영권 자료출납 742 park98@knou.ac.kr

서부학습센터 학사관리직 조규일 도서실 운용 383-2880 libso@knou.ac.kr
학사관리직 곽현애 자료출납 2880 임1와rnc@knou. ac .kr

부산지역 학사관리직 김인숙 자료출납 tC51-331• ID1 I kins61@knou.ac.kr

대구·경북지역 기능 8급 박윤영 도서관운용 αB-fllif흉깊 yypark@knou.ac.kr

인천지역 사서주사 김현숙 도서관 운용 αQ-4J1 η21 kimhs@knou.ac.kr
학사관리직 전재복 자료출납 …μ jeonjb@knou.ac.kr

광주 전남지역 l 학사관리직 류연두 도서관 운용 C62--97.3-5l04 ydry3067@knou.ac.kr

l 학사관리직 노은영 자료출납 eyoung@knou.ac.kr

대전 충범역 l 사서주사보 강민구 도서관운용 αf2-iQ2-ffin. minkoo@knou.ac.kr
학사관리직 윤미자 자료출납 yunmija@knou.ac.kr

울산지역 | 학사관리직 이미자 도서관운용 αE←Z깡면iff) lmj@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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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납

경기지역 사서주사 양귀순 도서관운용 α표→-3:lJ-illD blue98@knou.ac.kr

학사관리직 이준석 자료출납 685 leejsug@knou.ac.kr

강원지역 학사관리직 장규원 도서관운용 αB---2tD-ffiD gwjang@knou.ac.kr

자료출납 656

충북지역 사서주사보 김홍우 도서관 운용 αG--a32--1ffi3 kimhu@knou.ac.kr

학사관리직 이명노 자료출납 888 myungno@knou.ac.kr

전북지역 학사관리직 최관주 도서관 운용 αB→2YJ←앓z:3 choi값l@knou.ac.kr

학사관리직 정창렬 자료출납 223 chari7@knou.ac.kr

경남지역 기능 8급 박윤영 도서관운용 αfr-162-5110 gookbeom@knou.ac.kr

학사관리직 한정원 자료출납 113 hanjwn@knou.ac.kr

제주지역 기능8급 정송범 도서관운용 Q34-74H ffil jsb0524@knou.ac.kr

학사관리직 홍창기 자료출납 hong812@knou.ac.kr

한국체육대학교

® 138-7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88-15번지

FAX ’ (02) 410-6649(전체사용)

학술정보원 l원 장 정국현 업무총팔 410-6511 khjeong@knsu.ac.kr

사서주사 이용희 수서，분류，정리총괄 410•6641 yhlee@knsu.ac.kr

사서주사 이규범 전산，열람총괄，연간불 410-6645 gblee@knsu.ac.kr

사서주사보 오해옥 일반서무，정리 410-6642 hooh@knsu.ac.kr

사서서기 김기동 열람，대출，반납，연간물 410•6646 tktj@knsu.ac.kr

한경대학교

® 456-749 경기 안성시 중앙로 167(석 정동 67)

FAX 수서정리 팀 (031)670•5458 열람팀 (031)670-5457

도 서 관|관장 황인화 총괄 I 670• •5038 I inhwa@hknu.ac.kr

수서정리팀 사서주사 김정렬 수서정리팀 업무총괄 5039 jykim@hknu.ac.kr

사서주사보 최찬진 정리 5050 jini@hknu.ac.kr

사서서기 이향순 수서 5186 fricewater@hknu.ac.kr

열 람 팀 l사서주사 윤희정 열람탕 업무총괄 5042 hyuntwo@hknu.ac.kr

기능8급 이금자 예술어문학자료실 운영 5040 kj l7113@hknu.ac.kr

기성회직 박희인 순수기술과학자료실 운영 5460 heein@hknu.ac.kr

기성회직 임은진 인문사회과학자료실 운영 5041 1211hihi@h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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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719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산16- 1

FAX ‘ 042)822-3517

도서관 l 관장 허황회 브。높고E조L 821-1387 herhh@hanbat.ac.kr

정보지원팀 사서주사 이수하 정보지원 엽무총팔 1381 1sha@hanbat.ac.kr

사서주사보 이현옥 자연과학자료실， 회계 1674 lhozzang@hanbat.ac.kr

진자정보팀 1사서주사 이병균 전자정보 업무총괄 1385 mklee@cnu.ac.kr

사서주사보 김병석 연속간행불실 운영 1384 mskim@hanbat.ac.kr

기성회직 이진아 전자자료실 운영 1871 jini@hanbat.ac.kr

문헌정보팀)사서주사 안태근 문헌정보텀 운영 1383 tgann@hanbat.ac .l‘r

사서주사보 이은숙 단행본자료실 운영 1382 joalee@hanbat.ac.kr

기성회직 이병주 신간자료실 운영 1381 bychu@hanbat.ac.kr

경인교육대학교 (중앙관 인천캠퍼스)

흉 470-753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산59→ 12

FAX: 032-540-1346

중앙관

인천캠퍼스

도서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서기

사서서기

기능직

기능직

기성회직

임재옥

황선화

정선경

강승구

김연화

수서엽무

연속간행불 업무

일반자료실 관리

대출 반납 업무

정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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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대학교 (분관 경기캠퍼스)

® 430-04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6→8

F잉( : 031•470-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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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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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괄

수서업무 총괄

열람업무 총팔

연속간행풀 엽무

수서엽무

대출. 반납 엽무

정리엽무

470-61401y섹띠J효밍끄격도kr

61411vien@ginue.aιkr

614519:쉰표웰웰쁘:쁘.kr

61461뀔얀꽉짧띤짝쁘.kr

6142113괜g~잉nue.adσ

61471morsola@Rinue.ac.kr

6143lrarebook@ 잉nue.ac.kr

공주교육대학교

@ 314-070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

FAX ‘ 041-85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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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기능직

기능직

기성회직

선
수
보
「

、
저

이
주

김창길

박효숙

박지영

김성호

정광규

이선자

총팔

자료운영팀 총괄

기획，수서

정리

휴직

전자정보실

대출，반납

일반서무

850-1320 I bokseon@gjue.ac.kr

13241 joo@gjue.ac.kr

1321 I chang703@gjue.ac.kr

1322 I hspark@gjue.ac.kr

1323 I pamin75@gjue.ac.kr

13261 ksho7@gjue.ac.kr

13251 jkk2037@gjue.ac.kr

13271 sunja@gjue.ac.kr

광주교육대학교

® 500-703 광주광역 시 북구 필문로 53(1- 1)

F따( : 대표팩스변호 062•520-4065

도서관 관장

사서주사보

행정서기

사서서기

기능직

행정인턴

조강모

서봉인

최영화

박현정

김영희

오미선

총괄

수서정리팀 총괄

수서.서무

정보봉사텀 총괄

정리，열람，상호대차

대출，반납

520-4070 I gmjo@gnue.ac.kr

520•4071 I biseo@gnue.ac.kr

520-4073 I ysw@gnue.ac.kr

520-4074[ hj@gnue.ac.Jσ

520-4076 I myung@gnue.ac.kr

520•4075 I iama2202@hanmaiLnet

대구교육대학교(증앙관)

® 705-715 대구시 남구 명서 1길 64( 대 명2통 1797-6)

FAX: 053-620-1440

도서관 1 관 장 김영민 업무총괄 620-1441 ymkim@dnue‘aC.kr

사서주사 박병남 열람업무 총괄 1445 kim0765@dnue.ac.kr

사서주사 신통근 수서 · 정리업무 총괄 1442 sksghm@dnue.ac.kr

사서주사보 김진욱 학과도서·전자정보실 1449 kjwool‘@dnue.ac.kr
사서주사보 이-은옥， 서무·정리업무 1443 eunok@dnue.ac.kr

사서서기 양은아 정간·학위논문실 1μ4 french75@dnue.ac.kr

별정직 노성권 대출·반납업무 1447 skno@dnue.ac.kr

기성회직 정순경 대출·반납업무 1448 skjung@dnue.ac.kr

기성회직 윤지선 교육자료실 1446 yunjs@d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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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대학교

® 611-73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37 (거제동)

FAX: 051-500-7잃6

학숨정보관{ 관 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행정주사

사서서기

기성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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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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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

장서개발업무총괄

정리엽무

기획·서무엽무

정보운영엽무총괄

참고봉사，상호대차

자료대출·반납업무

500-7150 I sbsim@bnue.ac.kr

7151 I jjryu@bnue.ac.kr

7153 \ brseo@bnue.ac.kr

7152 I grayfire@bnue.ac.kr

7156 \ ogher@bnue.ac.kr

7155 I jungmi@bnue.ac.kr

71541 념lkim@bnue.ac .kr

서울교육대학교

®137-74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0
FAX : 대표 팩스번호 (02)3475-2577

도서관 l 관장 강 완 총괄 3475-2240 wknng@snue.ac.kr

사서주사 박종례 수서·정리(국외) 총괄 2241 pjsjs@snue.ac.kr

사서주사 김유중 열람 업무 총괄 2247 jini@snue.ac.kr

사서주사 이호선 초등교육자료실 총괄 2244 lhs@snue.ac.kr

사서주사보 김영학 전산 2248 clis@snue.ac、kr

사서주사보 김다연 수서·정리(국내)，서무 2242 dayon@snue.ac.kr

사서주사보 노승희 대출 2243 rsh@snue.ac.kr

전주교육대학교

® 560-757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89번지

FAX: 063-281-7038

학술정보원|원장 박용연 총괄 281-7131 pkyong@jnue.kr

정보개발팀 사서주사 김연례 기획， 행정， 수서총괄 7032 yeonrk@jnue.kr

사서서기 김민선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7033 sebin97@jnue.kr

상호대차 , 일반서무

기능직 이두례 수서， 열람실 · 토흔설 관리 7034 drlee@jnue.kr

정보운영팀| 사서주사보 송보경 열랍업무 총괄， 분류 7035 bksong@jnue.kr

기능직 이병준 대출 · 반납 엽무 7037 bjlee@jnue.kr

기성회 김현숙 정려업무 7036 hskim@jnue.kr

진주교육대학교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380번지 진주교육대학교

FAX ‘ 대표 팩스번호 (055)745-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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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왜학교1 관장

사서주사

사무실무원

행정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이영만

배정렬

이치용

전계열

최창럼

김창렴

총괄

수서 행정

수서 상호대차

열람

정리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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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대학교

®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35번지

FAX: (043)299-0669

학술문화원 l원장 염은열 원 업무 총괄 299-0660 bsalt@cje.ac.kr
사서주사 전종길 도서팀업무 총괄 0661 junjg@cje.ac.kr
사서주사보 이경희 창고열람실 운영 0663 oran2277@cje.ac.kr
사서주사보 연나영 자료 정리 0662 ggzz04@cje.ac.kr
기능직 김용자 대출실 운영 0668 kyj1303@cje.ac.kr
기성회직 장은량 디지털스퀘어 운영 0665 bisang@cje.ac.kr

1 기 성 회 직 성정국 교육역사관 운영 0664 seong634@cje.ac.kr

춘천교육대학교

® 210-703 춘천시 공지로 455(석사동 339)
F잉(:0앓 260-6310

도서관 1 도서관장 이종훈 도서관 업무총괄 260-6300 jhlee@cnue.ac.kr
수서팀장 이재혁 수서팀 총괄 260 • •6301 now@cnue.ac.kr
사서주사보 i」:1-」1ζr 수서 정리 260•6305 son@cnue.ac.kr

기성회직 이한준 r。 F-1 260-6303 myself27@cnue.ac.kr

열람팀장 문인규 열힘팀 총괄 260•6306 moonig@cnue.ac.kr
사무원8급 이상춘 대출 및 반납 260•6302 lsc@cnue.ac.kr

사무원8급 유기재 일반서무 260•6304 yoogj@cnue.ac.kr

서울시렵대학교(중앙관)

® 130-743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3동 서울시 립대길 13
FAX ‘ 02-2217-0296

사서과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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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이강희 분류 및 목록 2297 ganghilee@uos.ac.kr
사서주사 최홍걸 열람실 관리 2784 yoyo@uos.ac.kr
사서주사 강석철 청사관리 2782 ksc1004@uos.ac.kr

사서주사보 김화자 웹DB관리 2781 pio0207@naver.com
사서주사보 이현숙 대출총괄 2283 lee425@seoul.go.kr

사서주사보 윤현숙 국내서 수서 2782 librarian@seoul.go.kr

사서주사보 박희정 국외 연속간행물 업무 2098 parkwith91@naver.com

사서주사보 박상미 서무업무 2282 goodpsm@gma때il.com

사서주사보 김현화 논물실 관리， 상호대차 2783 satary@uos.ac.kr
전산주사보 박완식 전산업무 2185 pws@uos.ac.kr
사서서기 이지은 분류 및 목록 ‘기97 ilmare2v@uos.ac.kr
사서서기보 신명진 참고열람실 관리 2283 cupid-OO@hanmail.net

기능직 최호황 국외서 수서 2282 chh@uos.ac.kr
기능직 김병호 전자도서관 관리 5426 kimbh2248@daum.net
교육전문직 소서영 국내 연속간행불 업무 2284 whatever@uos.ac.kr
교육전문직 이수현 도서 대출， 열람 엽무 2283 lovelyall@uos.ac.kr

서울시립대학교(법학분관)

® 130-743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3동 서울시컵대길 13
FAX ‘ 02•2210-5185

사서과 l 법학잔문도서관장 전민기 총괄 5711 jmk@uos.ac.kr
사서주사 전욱진 수서 5183 juj@uos.ac.kr
사서주사보 정찬필 정리，홈페이지관리 5184 ktongil21@uos.ac.kr
교육전문직 배현강 열람 5186 special-riγer@daum.net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중앙관)

흉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1 번지

FAX : 대표 팩스변호 032)835-0729

학술정보과|판장 이윤식 엽무 총괄 835-9400 yunsikO@incheon.ac.kr
과장 이헌표 과엽무 총괄 9411 hplee@incheon.ac.kr
사서주사 한신자 수서 9412 sjh0862@korea.kr
사서주사보 정구천 멀티미디어설 9413 jkc9000@incheon.ac.kr
사서주사보 황선용 일반서무 9414 hsy5003@hanmai1.net
사서서기 τtr1τ。~/，:τ9. 연속간행물설 9418 libmej@korea.kr
사서서기 나현진 회계서무 9421 hj0048@korea.kr
사서서기보 김진원 정리 9420 jinone@incheon.ac.kr
전산서기보 조우철 전산실 9419 kalun@incheon.ac.kr
학사행정 홍현숙 제2자료실 9416 h2010@in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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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고은희 연속간행물실 9422 ehko@icc.ac.kr
학사행정 윤정아 정리 9415 yoon@icc.ac.kr
학사행정 이나영 제1자료실 9417 ny1ee@incheon.ac.kr

인천대학교 채물포캠퍼스(분관)

® 402-750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35번지

FAX : 대표 팩스번호 032)835-0729

학술정보과 l사서주사보

사서서기보

엄미향 (자료실

최은주 | 참고실/연간실

835-9423 I hyangiee5@incheon.ac.kr
94241 choiej@icc.ac.kr

경찰대학교

® 446-703 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언동1길 29
FAX ‘ 031-620-2580

도서관 관장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전산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보

관퓨

이원근

이은희

서한숙

허복규

서용근

김진희

총괄

도서관운영/수서총괄

수서·단행본

전산·멸티마디어

서무·단행본

연속간행물

일반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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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 363•849 충북 청원군 남일변 쌍수리 사서함 잃5-12호

FAX; 대표 팩스번호 043•297-0479

도서관 1 사무관 to←J τ。~4f 예산. 정리 290-6178 1ibbuy@afa.ac.kr
사무관 이미숙 군사항공자료실 290-6143 hilib@afa.ac.kr
주무관 이복님 정기간행물실 290•6145 softlbn@afa.ac.kr

뮤관 김중곤 수서계 290-6178 infoofficer@afa.ac.kr
퓨관 김춘화 대출실 290•6142 haogir1@afa.ac.kr
퓨관 송미영 멀티미디어실 290-6145 songmy@afa.ac.kr
'T끼p一 τ¥l- 라혜정 정리계 290-6144 bluezoo@afa.ac.kr
뮤관 정윤선 수서계 290-6144 yoonsum@afa.ac.kr

국군간호사관학교

흉 305-153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502호

FAX: (042) 861-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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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1 도서관장

도서담당

육군사관학교

배희순

김상길 | 엽무 총괄
878-4590 I afna4591@mnd.go.kr

4591 I afna4591@mnd.go.1ζr

® 139~79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롱동 사서함 77-1

FAX: (02) 979-0605

도서관 |관장 허끈영 업무총괄 2197-6810 libraO@kma.ac.kr

사서사무관 조경숙 디지털정보실운영 6815 beronica@kma.ac.kr

사서주사보 김영미 자료분류， DB구축 6814 libkym@kma.ac.kr

사서주사보 홍미화 시청각자료 수서/기록물실 6813 miwhahong@kma.ac.kr

사서주사보 조정미 자료분류， DB구축 6825 mjclib@kma.ac.kr

사서사무관 박순연 참고자료실 운영 6820 parkl561@kma.ac.kr

사서주사 권오도 군사자료실 운영 6823 odjm2k@kma.ac.kr

사서주사보 김정림 연속간행물 수서/운영 6822 libkjr@kma.ac.kr

사서주사보 오연희 단행본수서 6826 oyh406@kma.ac.kr

사서서기보 주민정 대출실 운영 6824 information@kma.ac.kr

해군사관학교

® 645•797 경남 진해시 앵곡동 사서함 88-1호

FAX: 055-542-0033

학술정보관|관장

사서서기관

사서사무관

사서주사보

사서사무관

사서서기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주사

한국예술종합학교(석관동)

임봉택

이오선

하무정

안상칠

손순환

최영란

조현칠

김정애

구미선

총괄

행정업무 총괄

멸티미디어실 업무 총괄

행정지원，예산편성

수서정리 총괄

자료정리， 서지DB구축

군사·해양자료 관리，

상호대차

대출/반납

연속간행물，전자저널

549-1170 I na1bt@hanmail.net

1173 I sun56@komet.net

11741 n1840522@hanmai l.net

1178 I sangchul172@naver.com

11721 ssh@navy.ac.kr

1176 I luzdiva8@hanmail.net

11771 johyun72@naγy.ac.ke

1171 I inforjung@naver.com

11711 miskoo@hanmail.net

® 136-716서울시 성북구 예술길 120-3

F밍( : 746-9109



324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8輯

2.대외협 력 업무(외부대

학 및 문화기관)총괄

3. 특수자료 관리 및 연

속간행물 구입
4. 도서관 예산편성 및

관련엽무

대외협력과 사서주사보 윤덕영 1.자료수집 및 열람엽무 746-9105 enosh@karts.ac.kr
총괄(4층 근무)

2. 국내외 도서 구입

3. 일용직 관리

4. 예술자료실 운영

대외협력과 사서서기 채송아 1.도서관 예산운영 746-9102 el1y0920@karts.ac.kr
2. 도서관 기자재 및 물

품 구입

3. 전자자료 수집

4. 비 도서 자료 수집

대외협력과 기능직 최 훈 1.예술정보관 서무 746-9108 choijun@karts.ac.kr
(9급)

2.종합안내데스크C1F 타

시설 포함) 운영

3.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4. 대학도서관간 상호대

차 업무

5 봉사장학생 및 공익요

원 관리

대외협력과 기성회 유현순 1.자료정리 총괄 746-9101 savior05@karts.ac.kr

(2종)
2 각종 통계 총괄

대외협력과 계약직 김지원 1.도서관 서무 746•9104 laila@karts.ac.kr
2. 주간 업무 계획

3. 출입증 발급 및 연체
자 관리

4. 사이 버 민원 및 분설

물 관리

대외협력과 계약직 전혜영 1.아카이브실 / 특수자 746•9107 fiaty@karts.ac.kr
료실 (4F) 운영

2. 기증자료 수집

3 학교발행자료 수집 및

정리

4. 논문 목차 및 초록

DB 구축
5. 장서통계

대외협력과 계약직 조마현 1 일반자료실 운영 746-9137 stephania@karts.ac.kr
2 자료징리
3. 국내외 도서 목차 DB
구축

대외협력과 계약직 양선영 1. 멀티미디어실(3F) 운영 746•9103 syyang@karts.ac.kr
2. 도서 관리프로그램 ~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관리
3.DB구축 엽무 관리

대외협력과 계약직 구지은 1.연속간행불설(3F) 운영 746-9106 catharine@karts.ac.kr
2. 국내외 연속간행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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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정리 및 제본
3. 연속간행물 2차 DB
구축(목차， 기사색인，

초록)

4 이용자 교육

대외협력과 야간전담 송화정 1.예술/일반자료실 야간 smhjOOOl@karts.ac.kr

계약직
전담

2 자료정리 지원

대외협력과 야간전담 τ。}:;c%클r 1 멀티마디어실/디지털 silkfairγ@karts.ac.kr

계약직
자료실 야간 전담

2.DB 구축 지원

대외협력과 사서주사보 김은실 출산휴가중 keis99@karts.ac.kr

대외협력과 계약직 박경남 휴직중 knpark@karts ‘ac.kr

한국예술종합학교(서초동)

흉 137•070 서울시 남부순환로 2374

FAX: 746-9289

대외협력과 (서초동)

기능직

(8급)

전고운 1.서초동도서관 관리 운영

2. 비도서 자료 정려 총괄

3. 악보， CD자료 정 리
4. 특수자료실(서초동) 운영

746-9280 jgow@karts.ac.kr

tjf11@karts.ac.kr746-9282

F응
r 1

",1
:A

1. 비 도서 자료(D V D ，

Video) 정리
2. 근로학생 운영

근표 작성

3. 이용자 통계

4. 대출 및 참고봉사 업무

설경숙(서초옹)

계약직

대외협력과

기자재

대외협력과 (서초동)

야간전담

계약직

김정곤 1.연속간행물 및 졸업작

품 정리

2.2차DB(목차， 기사색 인，

초록)구축

3. 서초동도서관

관리
4. 대출 및 참고봉사 업무

746-9281 jgkim79@karts.ac.kr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술정보관(중앙판)

® 323-812 충남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FAX: (041) 830-7139

한국전통문화| 도서관 운영팀장

학교

전연섭 엽무총괄 830-7131 chunys@ocp.go.kr

한국전통문화l직원

학교

문은제 정기간행물 담당 830-7136 pangya25@oc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