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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정보)란? : 정책결정자가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와 일반 국민, 
연구자 등이 국내외 정책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가입신청서

1. 회원기관 정보

기관명  도서관부호 *도서관부호 신청
 www.nl.go.kr/kormarc/c5/page2_1.jsp 

기관구분  □ 정부부처 □ 공공기관 □ 연구기관 상위기관  ex)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주소       

담당부서  자료실(도서관)   

담당자  전  화

이메일  팩  스

기관사이트  자료실사이트

2. (필수사항) 정책정보종합목록
구 분 세부 내용

목록구분  □  소장목록1)          □  발간목록2)

제공방식  □  MARC 반출   □  엑셀반출 

제공주기  □  분 기   □  반 기   □  연 간  □  기 타 

국립중앙
도서관 
원문DB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화 자료 이용 신청  
 * 도서관보상금관리시스템(http://www.dlibrary.go.kr/Mgt_Lib/bosang.jsp)에서 기관 정보입력 및 IP 승인 요청 후 이용

3. (선택사항) 상호대차3)서비스
구 분 세부 내용

자료대출   □  예       □  아니오 

원문복사   □  예       □  아니오 

 1) 소장목록 : 해당기관(자료실)에서 수집하여 등록한 자료
 2) 발간목록 : 해당기관(자료실)에서 발간한 자료
 3) 상호대차 : 상호대차관리자시스템(http://policy.nl.go.kr/admin)에서 자료 상호 대출 및 원문복사 · 출력을 제공

와 같이 국립 앙도서 의『국가정책정보 의회』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  :                      직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