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보 제 129호 

1. 중앙도서관 

〈일반〉 

0 국제학도서관 분관 설치 

- 대학본부 승인일 : 2006.4.24 

- 국제학분관 현황 : 면적 632m2, 자체직원 2명， 장서 31，100책， 저널 500여종 

0 중앙도서관 경영 컨설팅 실시 

- 목적 : 운영개선 방안 강구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개선 

- 방법 : 외주용역 의뢰(삼일회계법인) 

- 기 간 : 2006.10.26 - 2007.1.12 

。 중앙도서관 방충소독 실시 

- 2어6. 7. 13 - 7. 17 (5일 간) 

。 도서관 출입증 발급 시행 

- 졸업생， 휴학생 퇴직 교직원들에게 도서관 출입증을 발급하여 자료실을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시행일 : 2006. 10. 17 

- 일반인에게도 확대시행예정 (2007년 3월) 

0 대출책수 및 기간 확대 

- 장서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 대출 책수 및 기간을 확대 조정 

대출책수 : 현재 책수의 2배로 상향 조정 

- 대출기간 : 학부생 대출기간을 l묘츠14월로 상향 조정 

。 모바일 열람증 도입 

- 휴대폰으로 도서관 출입 및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용현황 : 4，154명 (SKT 2，190명， KTF 1 ，578명， LGT 467명) 

서비스 개시일 : 2006. 4. 

0 온라인 결재 시스템 도입 (KT 산학협 력사업 지원) 

이용자가 도서연체료 등을 온라인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예치금)으로 결 

재하는 제도 

… x 



주요소식 

결재대상 : 도서연체료， 학술지 원문 온라인서비스 비용， 도서관출입증발급서비 

스 비용 등 

o 2006 PRDLNPNC 총회 개 최 

- 주관 : PRDLA (Pacific Rim Digital Library Alliance) 

PNC (Pacific Neighborhood Consortium) 

주최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일시 : 2006. 8. 15(화) - 8. 18(금)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0 서울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도서전시회 

- 전시일시 : 2006. 8. 8 - 10. 17 

- 전시장소 : 중앙도서관 4층 특설전시설 

〈시설〉 

0 화장실 2단계 리모델링 공사 

대상 : 1, 3B, 5, 6열람실， 기초교육정보실， 행정지원팀， 연속간행물실， 자료복원실， 

단행본2， 5서고， 수서정리과， 비도서자료실 화장실 

공사 내용 : 전면 리모벨링(내장재， 환기， 조명， 장애인실 추가， 여성용 증설) 

- 사업비 : 약 9억5천7백만 원(2005년 1차 사업비 약 3억원) 

사업기간 : 2006. 6. 20 - 12. 17(대학본부 기술과 시공) 

0 지하 보존서고 설치 

- 종전 대 학본부 창고로 사용하던 950m'(281평 )을 보존서 고로 조성 

학술지 복본자료 등 이용 빈도가 낮은 13만여 책 이동 재배치 

- 사업비 : 약 3억5천만 원 

사업기간 : 2006. 2. 13 - 5. 14(대학본부 기술과 시공) 

。 3층 ‘중앙통로 리모델링’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1일 1만여 명이 이용하는 어둡고 노후한 중앙통로를 밝고 세련된 공간으로 개조 

휴게실， 매점， ATM, 자판기 등 재배치 및 조명， 내장재， 게시판 전면교체 

- 사업기간 : 2006. 4. 27 - 7. 25(대학본부 기술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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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관 

1) 경영학도서관 

〈일반〉 

o 방충소독 실시 

- 2006. 7. 24 - 7. 30 

〈시설〉 

。 도서관 조명 개선공사 

- 도서관 1층 열람실 형광등 교체 

- 2α)6. 10월 

0 도서분실 방지시스템 및 출입 통제기 교체 

- 노후한 출입관리 게이트 교체함 

- :3아)6. 1월 

0 정보검색실 이용자 PC2대 교체 

- :3α)6. 12월 

0 열람실의자 100개 교체 

- 21α)6. 7월 -9월 

。 정보검색실 인터넷 전화선 교체 

- 21α)6. 5월 

2) 농학도서관 

〈일반〉 

O 토요일 자료실 이용안내 

- 자료열람 편리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기중 토요일 자료실 개관 운영， 

단 방학(1-2월， 8월)기 간은 휴관함 

0 방충소독 및 바닥 청소 실시 

2006. 7. 24 -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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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시설〉 

。 일반열람실 및 연속간행물실 서고 창문(24문)설치 

- 열람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기 온 습도 조절을 위하여 개폐 가능한 창 

문 24문을 설치하였음 

0 제습기 2대 설치 (2006. 6월) 

- 서고(지하1층) 곰팡이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습기(신일CL1501) 2대 설치 

3) 법학도서관 

〈일반〉 

。 분관장 취 임 (2006. 8.1) 

- 법과대학 정긍식교수 (2006. 8. 1 - 2008. 7. 31) 

。 방충소독실시 

- 2006. 7. 24 - 7.28 

〈시설〉 

0 이용자 검색용PC 8대 교체설치 

0 법학도서관 증축에 관한 설계 마침 

4) 의학도서관 

〈일반〉 

0 방충소독 실시 

2006. 7. 24 - 7. 29 

〈시설〉 

O 노트북 지정 전용좌석 설치 

- 3층 자유열람실 

- P} : 2006. 6. 6-7 (32석 ) 

2j;} : 2006. 11. 10 (12석 ) 

m … 



도서관보 제 129호 

0 도서관 조명 개선공사 

- 도서관 입구， 로비， 계단 위 벽면도색 및 등기구(다운 라이트) 설치 

- 2006. 7. 14 - 7. 28 

O 그림 전시대 설치하여 상시 전시 

도서관 입구， 1층-3층 복도 및 열람실 

의대 미술부 학생들의 미술전시(그림 15점) 

- 2006. 11. 27 

0 출입관리 게이트 교체 

노후한 출입관리 게이트 교체함 

- 2006. 6. 12 

0 기증자료실 명칭변경 개실 : 含春鷹

위치 : 도서관 3층(구 기증자료실) 

- 목적 : 서울의대 동창회 기증 자료의 특별문고화 

2006. 10. 11 

0 단행본실 서가 추가배치 

- 복식 6단 7개 

• 2006. 10. 27 

〈의학사서 전문교육〉 

。 의학도서관 협의회 주최 의학용어 강좌 

장소 : 의학도서관 3층 전산교육실 

- 기 간 : 2006. 5. 3 - 2006. 6. 28 

참석자 : 24명 

0 의학도서관 직원을 위한 의학용어강좌 

강사 : 서정욱 (의학도서관장) 

일 시 : 2006. 11. 6 - 2006. 12. 20 

특정 : 임상사례 설명 추가 

- 참석자 :11명 

- 236 -



〈기타〉 

0 개편된 의학도서관 및 Mecllars 홈페이지 서비스 

2006. 1. 1 

5) 국제학도서관 

〈일반〉 

O 국제학도서관 분관 신설 

- 2006. 4. 14 

0 제1대 분관장 취임 : 2006. 9. 1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백진현 교수 (2006. 9. 1-2008. 8. 31) 

。 도서관 방충소독 및 대청소 실시 

- 2006. 7.24 -2006. 7. 28 

〈시설〉 

。 이용자 검색용 PC 10대 교체 

- 2006. 10. 20 

0 정기간행물실 서가 6개 추가 구입 

20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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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O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출범 및 규정제정 

2006년 2월 1일 한국학 연구 기능의 확대·강화를 위해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한국문화연 

구소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기존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가 가지고 있던 조직과 기 

능들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규장각 소장 자료의 보존·관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출 

판·교육·자료보급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 

었다. 앞으로 한국학의 영역을 더욱 확대·심화하여 명실상부한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중 

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추진할 사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학 연구 사업 수행 

(2) 한국학 연구 성과의 국내 · 외 보급 및 교류의 확대 

(3) 소장 자료의 과학적인 보존 · 관리 전산화 및 열람 업무 

(4) 소장 자료의 연구·정리 및 간행을 통한 자료 활용의 편의 제공 

(5) 국내 · 와 한국학 관계 자료의 수집 및 정 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출범에 따라 기존의 규장각 규정은 폐기되고 새롭게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규정 (2006년 2월 1일 제정)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10월 4일 조직， 운영위원회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 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료관리운영세칙 (2006년 7월 18일 개 

정) 및 시설관리운영세칙 (2006년 4월 12일 개정)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연구원은 새 규정에 따라 산하 조직으로 정보자료관리부， 기반연구부， 기획 

연구부， 편집간행부， 교육 · 교류부를 설치하고 교내 한국학 장기기초 연구 등을 지원하는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와 한문강독 운영을 담당하는 자하서당을 내부 기구로 통합하였다. 

연구원 전체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출판간행사 

업， 국제교류사엽， 연구사업 기획 등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출판간행위원회， 

국제위원회， 기획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각 부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자료관리부 : 규장각 자료의 보존 관리 열람 전시 홍보 및 각종 한국학 관련문 

헌 정보의 수집과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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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연구부 : 한국학 연구의 토대가 되는 규장각 소장 자료의 정리 및 연구 1 

(3) 기획연구부 : 한국학 관련 각 분야의 연구과제 개발 1 및 수행 

(4) 편집간행부 : 학술지 연구총서 등의 편집 및 간행 

(5) 교육교류부 : 한국학 연구성과의 교육 및 보급과 국내외 학술 교류 

O 규장각 통신 발행 

「규장각 통신(Kyujanggak News) J 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뉴스레터로서， 주요 학술행 

사 및 신착자료， 간행자료， 교육교류 등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소개해 주는 월간 웹진 

(Webzine)이다.2006년 12월 제1호 및 2007년 1월 제2호가 발행되어 규장각 회원 및 서울 

대학교내 교수， 교직원들에게 메일로 제공되었으며， 한국학 전공 학생들에게도 점차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규장각의 최근 소식을 접할 수 있고， 한국학 관련 연구동향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원이 될 것이다. 

규장각 통신 인터 넷 주소 : http://kalanet.snu.ac.kr/news/002/002.htm 

0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인수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이 서울대학교와 동경대 

간의 반환합의 에 따라 2006년 7월 14일 서 울대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으로 환수되 었다. 

이번에 환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일본으로 반출되었으 

며， 이 책들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거의 대부분 불타 없어지고 1932년 27책이 보관전 

환의 형태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옮겨졌고 이 27책은 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 

울대학교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에 환수된 것은 일본에 남아 있던 나머지 47책이다. 

2006년 7월 7일 2대의 비행기에 나누어져 인천공항을 통해 규장각으로 이송되었으며， 7월 

14일 오전 11시에 규장각에서 이장무 서울대 총장과 사이고 가즈히코 동경대 부속도서관 

장，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이 입회한 가운데 인도인수식을 가졌다. 그 후 국보지정 심의 및 

국립고궁박물관 전시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47책을 대여하였다가 현재는 규장각에 반납 

되어 국보서고에 보관 중이다. 

0 정례 학술행사 개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와 콜로키움， 집담회 등을 개최 

하여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추진해야 할 연구사업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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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06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행사는 다음과 같다. 

[> 학술세미나 
<제1회> 김정호는 어떻게 지도를 그랬나? 충청도의 해미현을 사례로 

개최일 : 2006년 4월 27일 

<제2회> 고문서로 본 조선시대 생활사 -가옥거래와 관련하여 

개최일 : 2006년 5월 11일 

<제3회> 왕세자 일기 들여다보기 -소현세자의 동궁일기를 중심으로 

개최일 : 2006년 5월 25일 

<제4회> 궁궐의 화재와 악기 조성 

개최일 : 2006년 6월 8일 

<제5회> 조선후기 황해도의 관방체계 

개최일 : 2006년 6월 22일 

<제6회> 조선시대의 유배생활 ←17세기 i需生 李必益의 「北遭錄」을 중심으로 

개최일 : 2006년 9월 14일 

<제7회> 조선시대 국가와 의례 

일자 : 2006년 9월 28일 

<제8회> 조선시대 궁중연향(훌響)과 여악(女樂) 

개 최 일 :.2006년 10월 12일 

<제9회> 오대산본 실록의 간행과 보관 

개최일 : 2006년 10월 26일 

<제 10회> 趙쫓의 생애와 r朱書要類」 편찬 

개최일 : 2006년 11월 9일 

<제11회> 임성주(任聖周) 등의 「대학」 강학 노트 _ r옥류강록(玉潤講錄)J 에 관한 고찰 

개최일 : 2006년 11월 23일 

<제 12회> 氣數의 필연인가， 人事의 실책인가? -조선후기 氣數論과 우주론적 연대기 이 

론의 확산 

개 최 일 : 2006년 12월 14일 

- 240 -



[> 콜로키엄 
<제1회> 이퇴계와 왕양명(李退漢與王陽明) 

개 최 일 : 2006년 10월 19일 

주요소식 

<제2회>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역사적 딜레마 (Dependence and Defiance: Historical 

Dilemmas in u.s. -Korea Relations) 

개최일 : 2006년 11월 2일 

<제3회> 현대 한국에서의 f텀者 .f需敎의 기억과 기능 - 박정희 시대를 중심으로 

개최일 : 2006년 11월 16일 

<제4회> 중세한국어의 용언 활용과 성조의 관계에 대하여 

개최일 : 2006년 12월 5일 

[> 집담회 
(1) 조선후기 과학과 사상 집담회 

<제1회> 조선후기 자연과학 탄생의 철학적 기초 

개최일 : 2006년 12월 1일 

(2) 규장각 장기프로젝트 기획집담회 

<제1회> 한국학 발전을 위한 필드사이언스(field-science)의 필요성 

개최일 : 2006년 9월 21일 

<제2회> 한국학 발전을 위한 시각자료 아카이브의 필요성 -해외사례에 준거하여 

개최일 : 2006년 10월 31일 

<제3회> 일제강점기 사진의 현황과 사료화 문제 -군산(群山) 지 역을 중심으로 

개최일 : 2006년 11월 21일 

<제4회> 일제시대 사진 아카이브 -식민지 조선을 보는 눈 

개 최 일 : 2006년 11월 30일 

<제5회> 한국 사회과학이 현지조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 

개최 일 : 2006년 12월 22일 

[> 기타 학술행사 및 후원 
(1)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사업 발표회 :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기초학문 육성지원 사 

업 「조선시 대 국가전 례사전」 편찬사엽 1차년도 중간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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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 : 2006년 5월 18일 

(2) 개교 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 21세기 한국학의 

진로모색 

개최일 : 2006년 5월 31일 - 6월 2일 

(3) 아시아學 국제학술회의 : New Currents in Asian Stuclies : In!Between National 

Boundaries 

개최일 : 2006년 6월 9일 

(4) 국제위원회 워크삼 : 국제교류가 취해야 할 방향과 전망(일반， 연구， 교육， 출판에 대 

한 접큰) 

개최일 : 2006년 8월 4일 

(5) 벤저 민 엘먼 교수 초청 콜로키 염 : Retlúnking Science in China, 1600-1900 

개최일 : 2006년 8월 24일 

(6) 인문주간 행사 : ‘열림과 소통의 인문학(Humanities as Crossroads) ’ 

개최 일 : 2006년 9월 25 - 30일 

<제1강연 : 기 록문화의 꽃 의 궤> 

<제2강연 : 고문서 로 본 생활사> 

<제3강연 : 김정호는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나?> 

(7) 茶山學 국내 학술회의 : 다산의 과학사상과 기술관 

개 최 일 : 2006년 10월 27일 

(8) “檢關” 국제워크삽 : 일제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검열에 관한 새로운 접끈 

개최일 : 2006년 12월 7일(목)-8일(금) 

(9) 경성제국대학연구 워크삽 :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개최일 : 2006년 12월 2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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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O 특별전시회 “전통과 세계의 만남”개최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전통과 세계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특별전시회를 

200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주제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사신들의 견문록， 백과사전， 세계지도 등 우리 전통문화의 특징을 드 

러내면서， 중국， 일본의 주변국과의 교섭과 동·서양의 문화 교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 

들로 꾸며졌다. 전시회 기간 중 관람인원은 총 7，700명， 1일 평균 453명이었는데， 가족단위 

방문이 많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았다. 일반 박물관과 달리 조형물이 아닌 역사적 기록 

문헌을 전시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었고 교과서에만 보았던 역사적 기록을 실제 원본으로 

보며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역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관람객들의 짧評이었다. 

O 규장각 펠로 및 장서이용 펠로쉽 제도 시행 

한국학의 국제화와 본 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 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 

하기 위해 규장각펠로우쉽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두 명이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고， 2007 

년에는 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규장각 장서를 이용하여 한국학 관련 연구활동을 증 

진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학자들의 규장각 방문과 장서 사용을 장려하여 한국학 연구 발전 

을 도모하고자 규장각 장서이용 펠로쉽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다. 

0 유언호 영정 보물 제 1504호 지정 

*己i漢兪.E\;大宗會에서 1997년 12월 규장각에 기증한 영정 5축 중 兪彦鎬(1730년 -1796년) 

영정 1축이 2006년 12월 29일 보물 제 1504호로 지정되었다. 

유언호의 字는 土京， 號는 則止野. 1761년(영조 37)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과 홍문관의 

관리를 역임했다. 규장각 창설에도 관여하여 규장각 창립 당시 규장각 직제학에 임명되었 

다. 이조참의， 개성유수， 평양감사를 거쳐 1787년(정조 11) 우의정， 1795년 좌의정에 임명 

되었다. 정조의 뜻을 잘 보좌하고 탕평책을 옹호한 인물로 평가된다. 유언호의 초상화는 

58세 때인 1787년(정조 11)에 그려진 것으로 像贊(佛評)은 정조가 지었으며， 그림은 李命

基가 그렸다. 형식은 비단에 채색되었으며 오사모에 쌍학흉배가 딸린 단령차림의 전신입 

상으로 형태는 족자(그림크기 116.7cmx57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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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 

口 엄용 

2006. 4. 17 나혜란 사서서기시보 

口 승진 

2006. 3. 16 조선태 수서정리과 사서주사 

口 전보 

2006. 7. 1 김종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장 겸임 

2006. 7. 25 박정순 수서정리과(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7. 25 조선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수서정리과) 

口 공로연수 

때06. 7. 1 배홍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공로연수 파견근무(2006.7.1 -2007.6.30) 

口 정년퇴직 

2006. 12. 31 박길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사서주사보) 

口표창 

@ 우수직원표창 : 조선태 (2007년 1월 2일) 

l 직원일람표 

:î:•- { -Jl1- 직명 서Q 며 Q 담당업무 

서기관 김종은 정보자료관리부 업무총괄 

사서주사 조선태 도서정리，홈페이지관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서주사보 권재철 고전적 보존·관리 

“ 김창섭 자료교환 

“ 박숙희 자료열람，한국학자료실 

사서서기 나혜란 정보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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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정 

• 국외출장 

출장자 출장기간 장소 출장목적 

유능렬 2.18-2. 25 동남아 본부연수 

홍순영 2. 'lJ -8. 26 예일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전자정보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연수 

ZJ 셔。동:「， 화;당여 ~~， 
4.4-4 12 센효란시스코 

CEAL(동아시아사서협회) 연례회의 

임영희 참석 

김영애 4. 24-4. 30 
미국령， 

HRAF(비교문화자료)연 례 회 의 
푸에르토리코 

강태원，김혁태 5. - 미국， 카나다 대학도서관 벤치마킹 

권광희 6.6-6. 11 미국 벤버 lliS 고객세미나 참석 

정계명 6. 21-6. 30 미국 에틀란타 ALA(미도서관협회)연례대회 참석 

송준용， 김만섭， 
T 。「 E님J 

김장원， 정노옥， 8.28-9.6 유럽대학도서관 견학 
(영국，프랑스) 

최미순 

박명진관장 9.20-9.24 홍콩 국제심포지엄 참석(홍콩대학교도서관) 

배종학 11.7-11.10 중국상해 해외업체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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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 • 포상 

口 보직 

2006. 3. 1 유홍림(정치학과 교수) 사회과학분관장 

2006. 8. 1 박명진(언론정보학과 교수) 중앙도서관장 

2006. 8. 1 정 긍식 (법 학부 교수) 법 학분관장 

2006. 9. 1 백진현(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학분관장 

2007. 1. 1 강경애(사서사무관) 수서정리과장 직무대리 

2007. 1. 3 이현일(서기관) 행정지원팀장 

口 신규 임용 

2006. 4. 17 윤효진 사서 서 기 (수서 정 리 과) 

2006. 4. 17 주 영 사서서기(정보관리과) 

2006. 4. 17 조진영 사서서기(정보관리과) 

2006. 4. 17 나혜란 사서서기(규장각) 

口 승진 

2006. 1. 1 정대현 행정지원팀 5급 대우 

2006. 1. 1 박장표 농학분관 6급 대우 

2006. 1. 4 유재아 수서정리과 사서주사보 

2006. 1. 4 김옥도 정보관리과 기계장 기능7급 

2006. 1. 4 장준수 정보관리 과 사서 주사 

2006. 3. 16 김혁태 수서정리과 사서주사 

2006. 3. 16 조선태 수서정리과 사서주사 

2006. 3. 16 류운주 정 보관리 과 사서 주사 

2006. 3. 16 박선희 수서정리과 사서주사보 

2006. 4. 1 류갑번 경영분관 5급 대우 

2006. 4. 1 김만섭 치의학분관 5급 대우 

2006. 4. 1 김미향 정보관리과 6급 대우 

2006. 4. 1 김기숙 정보관리과 7급 대우 

2006. 4.17 장희 철 의 학분관 기 능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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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1 김원찬 수서정리과 6급 대우 

2006. 7. 1 박진만 정보관리과 6급 대우 

2006. 7. 1 마미경 수서정리과 7급 대우 

2006. 7. 1 김영식 행정지원팀 기능8급 

2006. 7. 5 장신문 법 학도서 관 사서 주사보 

口 전보 

2006. 2. 3 이 령 영 수의 과대 학 파견근무 2006.2.3 ~ 2006.12.31 

2006. 4. 17 유각근 정 보관리 과(의 학분관) 

2006. 4. 17 황말례 의학분관(정보관리과) 

2006. 4. 17 윤문자 정 보관리 과(의 학분관) 

2006. 4. 17 안장희 의학분과(정보관리과) 

2006. 4. 17 정혜란 농학분관(정보관리과) 

2006. 4. 17 배상채 의학분관(농학분관) 

2006. 4. 17 장희 철 정 보관리 과(의 학분관) 

2006. 7. 25 조선 태 규장각(수서 정 리 과) 

2006. 7. 25 박정 순 수서 정 리 과(규장각) 

2006. 10.19 이 수옥 정 보관리 과(수서 정 리 과) 

2006. 10.19 민세영 정보관리과(의학분관) 

2006. 10.19 김기숙 수서정리과(정보관리과) 

2006. 10.19 주 영 의학분관(정보관리과) 

2007. 1. 3 소형석 관리과장(행정지원팀장) 

2007. 1. 8 이령영 수의과대학 업무지원(2007.1.1 ~2007.6.30) 

口 전입 

2006. 6. 19 사서서기 이민경 정보관리과(안성시청) 

2006. 6. 19 사서서기 이은아 정보관리과(정읍시청) 

2006. 7. 1 사서사무관 강경애 수서정리과(안동대학교) 

2006. 7. 1 사서사무관 임상원 수서정리과(전북대학교) 

2006. 7. 1 사서사무관 김기태 정보관리과(부산대학교) 

2006.10. 2 전산서 기 김 다영 정 보관리 과(서 울지 방경 찰청 ) 

2007. 1. 3 서기관 이현일 행정지원팀(순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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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공로연수 

2006. 1. 1 구창현(정보관리과， 2006. 1. 1-2006.12.31) 

2006. 1. 1 이선실(정보관리과， 2006. L 1. - 2006.12.31) 

2006. 7. 1 신태숙(의학분관， 2006. 7. 1 -2007. 6. 30) 

때06. 7. 1 이중요(수서정리과， 2006. 7. 1-2007. 6. 30) 

2006. 7. 1 배홍식(규장각， 2006. 7. 1-2007. 6. 30) 

2006. 7. 1 남의숙(정보관리과， 2006. 7. 1-2007. 6. 30) 

2007. 1. 1 강태원(수서정리과， 2007. 1. 1-2007.12.31) 

口 정년퇴직 

2006. 6. 30 이 남주 수서 정 리 과 (사서 주사) 

口 휴직 

2005. 12.12 최유미(정보관리과， 2005. 12. 12 - 2008. 1. 31) 

2006. 6. 5 김희진(정보관리과， 2006. 6. 5 - 2007. 6. 4) 

2006. 12.26 최 영 순(정 보관리 과， 2006. 12. 26 - 07. 12. 25) 

口포상 

@ 근속공로표창 

* 공로표창 30년 : 윤문자， 김 옥도 

* 공로표창 20년 : 정희주 

- 수상일시 : 2006. 10. 13 

@ 우수직원(총장) 수상 

* 김삼례， 김미향 
- 수상일시 : 2007. 1. 2 

@ 국민교육유공자 포상(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상 

* 채종병， 황영숙 
- 수상일시 : 200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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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일람표 (2007.1. 5현재) 

소 속) 직 명 ‘ 성 명 “ r 담당업무、 

중앙도서관 관 장 박명진 관장 

과장(직무대리) 강경애 업무총괄 

사서사무관 강경애 과업무 총괄 보좌(연간물수서， 기증， 서무) 

” 임상원 과업무 총괄 보좌(단행본 수서， 정리) 

사서주사 권광희 연간물， 전자자료 수서 

” 류양숙 자료 기증， 교환업무 

” 박정희 국내서 수서 ·정리 

” 정계명 동양서 수서 ·정리 

” 홍순영 서양서 수서 ·정리 

” 김혁태 자료 등록 및 행정업무 

사서주사보 김동희 서양서 수서 

” 김옥수 서양서 정리 

” 김원찬 자료 기증·교환 

R 김화택 전자자료 수서 

n 류양님 국내서 수서 

” 박선희 서양서 정리 

” 박정순 자료 등록， 서무 

” 박현우 자료 기증， 교환업무 
수서정리과 

유재아 동양서 수서， 정리 ” 
” 이태순 연간물 수서 

” 이숙희 자료 기증·교환 

사서서기 김기숙 국내서 정리 

11 김연아 국내서 수서 

R 김현자 국내서 정리 

” 마미경 서양서 정리 

” 이윤경 국내서 정리 

” 최은정 동양서 정리 

” 윤효진 국내서 정리 

기능 8급 김현미 국내서 정리 

” 김혜년 국내서 정리 

기능 9급 이지연 연간물 수서 

연구조교 김동훈 동양서 정리 

기금사서 이정례 서양서 정리 

” 홍원희 연간물 수서 

계약직 신연경 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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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김성중 업무총괄 

사서사무관 장석일 과 업무보좌(정보화지원， 단행본자료실 외) 

” 김기태 과 업무 보좌(연구지원， 중앙대출실 외) 

사서주사 김선희 중앙대출실 운용 

” 김종순 연속간행물실 운용 

” 박영배 비도서자료실 운용 

” T Erτ 。r-;「ζ 고문헌자료실 운용 

” 송준용 연구지원실 운용 

” 유각근 참고자료실 운용 

” 이령영 수의과대학 도서실 업무지원 

” 장춘수 단행본자료실 운용 

사서주사보 검근옥 서무 

” 김미향 중앙대출실 

” 김순옥 연속간행물설 

” 김영애 국제기구자료관리 및 대외협력업무 

” 민세영 정보화지원실 

정보관리과 ” 바「처 。 -Z「 고문헌자료실 

” 송화숙 비도서자료 정리 

” 신숭남 연속간행물자료실 관리 

” 이성렬 기초교육정보실 

” 이수옥 연구지원， 상호대차 

” 윤문자 학위논문 

” 임영희 컨텐츠관리시스템， 프락시서버관리 

” 정노옥 연속간행물 정리 

” 정희주 과 행정업무， 정보화 기획 

” 최윤범 연속간행물 서고 

” 황영숙 정보화지원실 운용 

전산주사보 박진만 시스템 및 서버 관리 

11 배종학 시스템 및 서버 관리 

사서서기 이민경 연구지원실 

“ 이은아 연속간행물실 

“ 조진영 정보화지원실 

“ 최미순 정보화지원실 

전산서기 김다영 시스템 및 서버 관리 

기능7급 김옥도 제본업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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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 ‘ ; ιefi; ) 직명 성 명 r 
“ 

담당업무 

기능8급 김은식 영상자료실 

” 김헌제 참고자료실 

” 7 E3r1 l一3「 P :E} 제본업무 

’1 
T 。「τ거‘〔‘~ 연구지원 

” 장희철 단행본자료실 
정보관리과 

기성회직 송미경 연속간행물실 

조교 김수현 홈페이지 관리 

기금사서 황경애 연구지원 

계약직 김영란 단행본자료실 

” 김영민 단행본자료실 

팀 장 이현일 업무총괄 

교육행정주사 정대현 업무총괄 보좌 

사서주사보 김장원 사서행정， 열람실 관리 

기능8급 빙재섭 일반회계， BK사업비 

행정지원팀 기능8급 김영식 기성회계 

기성회직 이재순 장서기금，간접연구경비 

” 한화숙 서무， 물품관리 

기금사서 남궁문선 부속실，행정업무보조 

계약직 이무기‘ 청사관리 

관 장 유홍림 관장 

사서주사 장정태 분관업무 총괄 

기능8급 박애신 수서，행정업무 

사회과학분관 재단직원 김동호 정보검색실 

” 여정순 정보지원실 

” 장광석 행정실 

” 전경희 자료정리，도서출납 

관 장 고봉찬 관장 

사서주사 류갑번 분관업무 총괄 

경영학분관 사서주사보 김삼례 수서，행정엽무 

재단직원 이정숙 연간물수서.정리 

” 이 청 시스템관리， DB관리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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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 1 촉 기”、’ ι ‘칭닝” 셔。ι 명‘ ‘관장ωr“‘”“ 관 장 하종규 

서기관 김종은 업 무총괄(규장각겸 임 ) 

농학분관 
사서주사 김현준 행정업무， 수서 

사서주사보 박장표 수서(수증) 및 정리， PC 관리 

” 이주석 연속간행물 정리 및 운영 

기능8급 정혜란 대출，상호대차 

관 장 정긍식 관장 

사서주사 민승관 분관업무 총괄 

사서주사보 채종병 수서，행정업무，연속간행물실 

법학분관 
사서서기 장신문 정리 

기능8급 유병희 대출 

계약직 김나영 법률문헌색인 

” 안주연 연구동 참고실 

” 윤세희 대줄 

관 장 서정욱 관장 

사서사무관 이두영 분관업무 총괄 

사서주사 황말례 행정업무， 수서(단행본， 연속간행물) 

” 박봉금 연속간행불실 

의학분관 
사서주사보 안장희 대출 및 정리 

” 이정수 상호대차 

사서서기 박천정 행정업무， 수서(단행본) 

“ Töâ 연속간행물 : 

기능8급 배상채 상호대차 

자체직원 박진영 한국메들라스센터(해외문헌원문서비스) 

관 장 김관식 관장 

치의학분관 
사서주사 김만섭 분관업무 총괄 

기성회직 최동숙 연속간행물설 

재단직원 김은지 단행본， 대출 

관 장 백진현 관장 

국제학분관 계약직 양상미 수서/단행본 

계약직 윤정욱 정기간행물 

서기관 긴디조 。으 」 자료관리 업무 총괄 

사서주사 조선태 자료정리 

규장각 사서주사보 권재철 고존적 보존， 관리 

” 김창섭 자료교환 

” 박숙희 열람， 한국학자료실 

※ 공로연수 : 신태숙， 이중요， 남의숙(2006.7.l -2oo7.6.30) ， 강태원(2007.1.1 - 12.31) 
※ 휴직 : 사서서기 최유미 (2oo5.l2.l2 - 2008.1.31), 전산서기 김희진(2006.6.5 - 2007.6.4), 사서서기 

최 영순(2006.12.26 - 07.l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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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방문 

• 2006년 도서관 방문 외부인사 

1. 12 1 베 E남 I :;o~.， Ng~ ~u.an ~~~ 외 6명 Institute for | 자료조사 및 견학 
Northeast Asian Studies 

1. 131 미국 I~' C~ow 외 1명， Professor of Economics, | 자료조사 및 견학 
Princeton University 

2, 261 아르헨티 나 l It. James Si1bert, Director d리 Progr없m l 업무협의 및 도서관 견학 
de Estudios Contemporaneos 

3. 21 중국 I ~ .. _~u .!i~h;:?: Dir;，ct，?~ of Ocean 도서관견학 
Universiη of China 외 5명 

5. 161 인도 | 네팡대학교 한국어수강생 12명 도서관견학 

8.8 1 미국 | Rof. of W.of s. W Ju1sncgon 외sirr 12h명Ul ,walkee 도서관특강 및 견학 

8. 17 미국 CEAL 회원 12명 도서관견학 

8. 17 각국 PNC(Pacific Neighborhood Con.) 회 원 28명 도서관견학 

8. 181 각국 
PRDLA(Pacific 돼m Digital Library l 도서관 견학 | 꾀liances) 회원 10명 

8. 211 일본 I ~of. ~빼ihara Yasushi 외 10명 , Japan | 도서관 견학 
Foundation 

8. 211 미국 I !~~， ~ography & Map Library Section | 도서관 견학 
회원 12명 

8.221 미국 
Ms. Ann E Okerson, Yale 대학교 도서 관 

업무협의 및 도서관 견학 
부관장 외 1명 

8 껑| 각국 IFLA 서울대회 참석인사 75명 도서관견학 

8 껑| 일본 Dr. Setsuo Arikawa, 큐슈대학 도서관장 외 2명 업무협의 및 도서관 견학 

8.281 표랑스 Ms. Cazabon, 콜레쥬 드 쓰랑스 중앙도서관 | 업무협의 및 도서관 견학 
관장 외 1명 

10.18 1 스웨댄 | He1ena Wedborn, SemLorib Lraibryrahan, 업무협의 및 도서관 견학 

11.24 1 영국 I Dr. Tim Westlake, 국제교류협력담당관 외 1명 업무협의 및 도서관 견학 

12.18 1 중국 I ~ong T~~ ~esem:~~，~~ ~~to~c~ | 도서관 견학 
Document Center, 상해도서관 외 1명 

12.19 1 미국 I !~s. R. ~~c?~， Int’1 Govemment αc. | 도서관 견학 
Librarian 외 1명 

12.21 1 우즈벡키스탄 | IWto.r &ld빼 Eo어otklorn Ay a RndfO RDJpA1oEmVa,cy Univ. of | 도서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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