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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l 사서주사 김혜정 필리핀 09.12.20-10.1.17 외국어연수

기성회직 정진이 일본 10.1.17-10.1.22 직원해외연수

사서사무관 최근완 오스트리아，제코，스위스 ‘09.9.1.- 9.9 2애9년도 직원 해외연수

강원대학교 사서주사보 박윤근 오스트리아，체코，스위스 ‘09.9.1.- 9.9. 2대 9년도 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보 김혜전 오스트리아，체코，스위스 ‘09..9.1.-9.9 2009년도 직원 해외연수

서기관 변태현 중국 ‘09..5.11.-5.15. 중국사회과학원 등 도서관 방문

사서사무관 박정상 중국 ‘09..5.11.-5.15. 중국사회과학원 둥 도서관 방문

경북대학교
사서주사 장병인 중국 ‘09..5.11.-5 .15. 중국사회과학원 둥 도서관 방문

사서주사 김영훈 중국 ‘09..5.11.-5.15. 중국사회과학원 풍 도서관 방문

사서서기 최정희 중국 ‘09..5.11.-5.15. 중국사회과학원 풍 도서관 방문

사서서기 키디여。 λ「1 중국 ‘09..5.11.-5.15. 중국사회과학원 풍 도서관 방문

사서주사보 민세영 중국 ’09.5.7.• 5.13 7th Annual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창석

사서서기 l 이민경 중국 ’09.5.7.-5.13.
7th Annual Librarγ Leadership
Institute 참석

도서관장 김종서 이태리 ’09.8.21 一8.29. IFLA WLIC 참석

서울대학교 | 사서주사보 박현우 미국 ’09.09.11.-10.31 해외연수

도서관장 김종서 뉴질랜드 ’09.11.16.• 11.21. PRDLA 연례총회 참석

사서주사 김현준 일본 ’10.2.23.- 2.26. Kyushu 대학도서관 방문

사서주사보 바..처。 -Z「 일본 '10.2.23.-2.26 Kyushu 대학도서관 방문

조교 송지형 일본 ’10.2.23.-2.26. Kyushu 대학도서관 방문

전냥대학교 J 사서주사보 황선미 일본 ‘09.10.24.-10.30 직원 해외연수

도서관장 정재연 -§ 二E도Z ‘09.5.20- 5.25 국제학술정보교류 협의

사서주사 안채현 %二ES ‘09‘5.20• 5.25 국제학술정보교류 협의

사서주사 구진회 중국 ‘09.10.6 • 11.6 연변대학교 직원 간 교류

도서관장 정재연 충국 ‘09.11.2- 11.5 연변대학교 학술 및 직원교류 협정

사서사무관 정영숙 중국 ‘09.11.2- 11.5 연변대학교 학술 및 직원교류 협정

전북대학교
행정주사 정동렬 중국 ‘09.11.2- 11.5 연변대학교 학술 및 직원교류 협정

l 사서주사보 이수자 중국 ‘09.11.2- 11.5 연변대학교 학술 및 직원교류 협정

사서주사 정규종 일본 ‘10.1.30- 2.5 직원해외연수

사서주사 조기연 베트남 ‘10.1.30- 2‘5 직원해외연수

사서주사보 이수자 베트남 ‘10.1.30• 2.5 직원해외연수

사서주사 김영수 베트남 ‘10.2.20• 2.26 직원해외연수

서주사보 억걷1 례 잉보 ‘10.2.20-2.21> 칙워해외여 A

제주대학교
사서주사보 이정효 호주 ‘09.8.22- 12.29 때09년도 직직원 장해기외국외수연수
기성회직8급 김미숙 영국 외 4개국 ‘09.12.19- 12.29 때9년도 원 연

창원대학교 사서주사보 김펼순 이탈리아 ‘09.8.19-8.31 IFLA 참석

충남대학교
도서관장 김선기 중국 ‘09.8.3- 8.7 중앙민족대학과의 업무협약

| 사서사무관 김상태 중국 ‘09.8.3- 8.7 중앙민족대학과의 업무협약



국외출장 현황 / 203

도서관장 김선기 중국 ‘09.8.13- 8.18 국제학술회의 참가

사서주사 문경록 뉴질랜드 ‘09.7.20- 8.14 단기해외영어연수

사서주사 문경록 호주 ‘09.10.20-8.28 테마연수

사서주사보 이주현 호주1 ‘09.10.20- 8.28 테마연수

사서서기 김보영 이탈리아 ‘09.8.19- 8.31 WLIC 참석

사서주사 최승국 중국 ‘09.11.23- 12.5 직원교유연수

사서주사 양병길 중국 ‘09. 1 1.23~12.5 직원교류연수

도서관장 전철웅 중국 ‘09.6.30• 7.3 연변대학교와의 도서 문화교류

사서사무관 납윤범 중국 ‘09.6.30- 7.3. 연변대학교와의 도서 문화교류

사서주사 전민호 중국 ‘09.6.30- 7.3 연변대학교와의 도서 문화교류

충북대학교
노르웨이’ ‘

사서사무관 남윤범 스웨 덴， 필란드 I '09‘8.10•8.18.
| 요슬로대학， 헬싱키대학 방문

사서사무관 l 윤순근 l 호주， 뉴질 랜드， ‘10.1.27- 2.7.
클랜드대학. 시드니대학，

오클랜드 크라이스쳐치대학 방문

사서6급 1 동철 덴마크， 노르웨이 ’ ‘09.8.10- 8 북유럽선진대학 시찰 및 문화탐방핀란드，스웨덴(북유럽) I '09.8.10-8.18

충주대학교
l 사서6급 김은희 싱가포르，말레이시아 I '10.2.22•2.26 | 동남아시아문화탐방
사서6급 김국년 인도네시아

사서주사 죠t←二 ?OJ-λ-71

유럽 5개국 1 ‘09‘6.29 • 7.8 | 대학 행정관리직 해외연수금오공과대학교 I ;\}서주사보
이병희

사서주사 김지은 일본 ‘09.10.13- 10.23 학술정보교류협정에 따른 업무수행

한국해양대학교 I A}서주사보 김중학 일본 ‘09.10.13- 10.23 학술정보교류협정에 따른 업무수행

교수 ~조。~-2‘~ 이탈리아 ‘09.8.19- 9.2 세계도서 관정보대회 (WLIC) 참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능8급

박소현 중국 '09.10.15•10.18. 국제학술회의(ISODEJ 창석 빛 논문 발표

한밭대
사서주사보 이현욕 터커， 그리스 ‘09.11.30- 12.09 직원해외연수

사서주사보 김명석 싱가포르 ‘10.01.31- 2.6 직원해외연수

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장 김영민 뉴질랜드 ‘10.1.21- 2.1 2뼈 학생 해외 영어교과 빚 어학 연수

부산교육대학교 사서서기 김정미 조。g.fr ~넘J ‘09.9.7.- 9.18 동유렵 대학 탐벙

서울교육대학교 사서주사보 김영학 우즈베키스탄 ‘09.11.13- 11.21 직원해외연수

한국전통문화학교 8급 문은제 일본 ‘09.3.5- 3.10 도서기종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