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 139

□�제57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 일 시 : 2014.10.01.(수)∼02.(목)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중앙도서관 3층 세미나룸
 ◇ 참석자 : 회원교 등 총 129명

❍ 행사내용

학술발표 1 : 허권수(경상대학교 도서관장) 

  주제 : 국가지도자와 독서 –중국 국가주석 毛澤東의 경우-

특강 1 : 한규량(한국교통대학교 국제사회대학장) 

  주제 : 골든 100세 전략

특강 2 : 고도원(아침편지 원장) 

  주제 : 꿈너머꿈

학술발표 2 : 김은희(한국교통대학교 자료개발팀장)

  주제 : 한국교통대학교 디지털정보센터 구축 및 만족도 조사

신기술전망발표 1 : 송윤상 과장(키티스산학연정보(주))

  주제 : IHS Knowledge Collections

신기술전망발표 2 : 김범수 팀장(나인팩토리인터렉티브(주))

주제 : CMS를 활용한 도서관 웹사이트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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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교 성명 연번 학교 성명

1 강릉원주대학교 김혜정 45 전남대학교 김세중

2 강릉원주대학교 양미정 46 전북대학교 도서관장 노도환

3 강원대학교 박정식 47 전북대학교 배금표

4 강원대학교 박윤근 48 전북대학교 최오순

5 경남과학기대 강상오 49 전북대학교 김윤범

6 경남과학기대 진태석 50 전북대학교 한수진

7 경남과학기대 이상재 51 제주대학교 전병직

8 경남과학기대 박혜원 52 제주대학교 김신영

9 경북대학교 정미경 53 제주대학교 오병헌

10 경북대학교 최정희 54 충남대학교 이용락

11 경상대학교 도서관장 허권수 55 충남대학교 문주현

12 경상대학교 정임희 56 충북대학교 오정국

13 경상대학교 한길영 57 충북대학교 이병국

14 경상대학교 박영희 58 충북대학교 김춘식

15 경인교육대학교 김미경 59 충북대학교 방용집

16 공주대학교 권순창 60 한경대학교 최민준

17 공주대학교 김종수 61 한국교원대학교 송주현

18 공주대학교 임영재 62 한국방송통신대 정찬명

19 광주교육대학교 김명희 63 한국방송통신대 김남섭

20 군산대학교 조남수 64 한국방송통신대 진은미

21 군산대학교 이현주 65 한국방송통신대 조규일

❍ 참가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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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교 성명 연번 학교 성명

22 군산대학교 김태훈 66 한국방송통신대 김홍우

23 목포대학교 정명 67 한국체육대학교 오해옥

24 목포대학교 정영균 68 한국해양대학교 권영록

25 부경대학교 편해찬 69 한국해양대학교 김지은

26 부경대학교 이준호 70 경상대학교 강홍구

27 부산대학교 도서관장 김기혁 71 청주교육대학교 이경희

28 부산대학교 이절자 72 한국교통대학교 도서관장 박정석

29 부산대학교 이남겸 73 한국교통대학교 김은희

30 부산대학교 장화옥 74 한국교통대학교 서동철

31 부산대학교 김진영 75 한국교통대학교 권오석

32 서울과학기대 천주영 76 한국교통대학교 강정철

33 서울과학기대 장유란 77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영

34 서울교육대학교 이호선 78 한국교통대학교 김선흥

35 순천대학교 김숙환 79 한국교통대학교 김윤식

36 순천대학교 백혜숙 80 한국교통대학교 조재훈

37 순천대학교 배종선 81 한국교통대학교 한남희

38 안동대학교 전남희 82 한국교통대학교 정민국

39 안동대학교 김현숙 83 건국글로컬캠퍼스 도서관장 백혜숙

40 안동대학교 권소영 84 건국글로컬캠퍼스 이상걸

41 육군사관학교 도서관장 이혜성 85 건국글로컬캠퍼스 김영관

42 육군사관학교 김정림 86 세명대학교 권혁진

43 전남대학교 장점자 87 한국교통대학교 국제사회대학장 한규량

44 전남대학교 명선미 88 아침편지 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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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참석자 비고

1 키티스산학연정보(주) 이희진 02-3474-5290 천기안, 송윤상

2 유니닥스(주) 배윤선 02-715-6622 김진호, 길기정

3 대양인테리전스 문수연 02-706-3588 유정선, 문수연

4 (주)크린바이오 김해중 1588-5361 김해중, 백대현

5 ProQuest한국지사 박윤아 02-733-5119 김병삼

6 (주)보인테크 양남희 070-8785-477 정재훈, 이주웅

7 누리미디어 조성준 02-710-5343 연제하, 김용균

8 다몬미디어(주) 설양길 02-2235-2880 설양길

9 한국학술정보(주) 김민정 031-940-1115 강태우, 박천일

10 동방미디어 김호성 02-324-0373 송재범, 임병준

11 (주)신원데이터넷 이연주 02-326-3535 이원익, 박은애

12 (주)아이네크 여재구 02-862-3900 여재구, 김영훈

13 서울정보시스템 안혜연 02-458-1968 김익중, 안혜연

14 (주)와이즈네스코 이유철 02-481-4114 송동석, 라훈교

15 (주)나이콤 장슬기 031-429-0500 유동식, 유영석

16 (주)주경야독 권혁서 02-395-7909 서호석

17 (주)퓨쳐누리 박태진 070-7829-5300 추정호, 최성석

18 Springer한국지사 김경아 02-3142-9698 이상민, 정현석

19 (주)아이컴퍼니 042-489-0017 김용관, 김흥환

20 에스리브리스 강민정 070-8854-6540 김준원, 강민정

발표 키티스산학연정보(주) 이희진 02-3474-5290 천기안, 송윤상

발표 ㈜나인팩토리인터렉티브 박상권 02-6009-9149 박상권, 김범수

❍ 부스설치업체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