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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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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 1969. 3. 26.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호]

개정 1995.  9. 20. 규정 제206호
개정 1997.  7. 18. 규정 제227호
개정 1998.  3.  9. 규정 제233호
개정 1999. 11.  5. 규정 제258호
개정 2002.  7. 15. 규정 제288호
개정 2004. 11. 18. 규정 제314호
개정 2006.  4. 21. 규정 제320호
개정 2007.  5. 30. 규정 제354호
개정 2007. 10. 22. 규정 제369호
개정 2008.  7.  1. 규정 제373호
개정 2009.  5.  4. 규정 제392호
개정 2009.  7.  6. 규정 제395호 

개정 2010.  2. 11. 규정 제417호
개정 2010.  5. 25. 규정 제423호
개정 2012. 12. 28. 규정 제461호
개정 2013.  9. 12. 규정 제477호
개정 2014.  8. 14. 규정 제507호
개정 2015.  1.  6. 규정 제511호
개정 2016. 10. 20. 규정 제519호
개정 2018.  1.  4. 규정 제552호
개정 2019.  9. 16. 규정 제5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무과) ① 총무과는 서무･인사, 회계･경리,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서무･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 통제, 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임용, 복무, 훈련, 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일

4. 감사 및 상벌, 사정업무

5. 도서관 일반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6. 당직명령, 특근명령에 관한 일

7. 주차장･차량운행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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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관일 지정에 관한 일

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일

10.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일

11. 직원 후생에 관한 일

12.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일

③ 회계･경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지출, 결산에 관한 일

2. 구매･물품관리에 관한 일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4. 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5. 기타 회계, 경리 관련 업무

6. 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한 일

④ 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시설의 관리, 조경, 청소, 소방업무

2.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일

3. 시설공사에 관한 일

4. 시설용역업체 관리에 관한 업무

제3조(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추진

2. 도서관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추진

3.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4. 전시업무 총괄

5.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분석

6.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일

7. 관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일

8. 국회･정당에 관한 업무

9. 세입･세출예산 편성, 배정 등에 관한 일

10. 통계의 종합보고 등 도서관 자체통계 관련 업무 총괄

11. 도서관협력망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협력망 사업의 지도･지원에 관한 일

13. 조직･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14. 대내 간부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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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 관한 업무

16.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이용자 만족도 제고 업무 총괄

17. 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운영 및 연구과제 관리에 관한 일

18. ｢도서관｣, 연보, 도서관 발전사 발간에 관한 일

제4조(사서교육문화과) 사서교육문화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서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2. 사서교육훈련의 중･장기계획 수립

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 발간

4. 각종 도서관 직원에 대한 연수

5. 사서직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분석

7. 학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통계 유지

8.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운영

9.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 및 교환

10. 대학생의 도서관 실무수습지도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2. 관내직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3. 사서자격증 발급업무의 지도관리･감독

제5조(국제교류홍보팀) 국제교류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

2.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3. 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

4.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6.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7. 홍보용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관리

9.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업무

10. 도서관 견학에 관한 업무

11.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 명예기자단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 국제교류용 자료 조사･수집･발송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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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기구 및 외국기탁자료 수집에 관한 일

14. 외국도서관 및 한국학 연구기관 한국관련 자료 지원에 관한 일

15. 국제 자료 교류 협약에 관한 일

16. 국제 자료교류 수집･발송의 통계작성에 관한 일

제6조(자료수집과) ①자료수집과는 도서관자료 납본 등 수집업무, 도서관자료 등록업무

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도서관자료 납본 등 수집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서개발계획에 관한 일

2. 장서개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

3. 도서관자료 납본 수집 및 보상, 납본증명서 발급에 관한 일

4. 도서관자료 수집 및 보상, 수집증명서 발급에 관한 일

5. 공공간행물 등 회색문헌 수집에 관한 일

6. 납본대상자료 조사에 관한 일

7. 미납본자료 독촉 및 후속처리에 관한 일

8. 특수자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일

9. 도서관자료 기증 수집에 관한 일

10. 개인문고 설치 심의에 관한 일

11. 한국관련 외국자료 및 국외 발간 외국 학술자료 수집 등에 관한 일

12. 미소장 국내자료, 훼손 등으로 수선･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등의 구입에 관한 일

1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

14. 외국자료 추천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일

15. 도서관자료 수집 통계에 관한 일

16. 연속간행물 제본에 관한 일

17. 소속기관에 대한 자료운영 지원 및 관리

18.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

③ 도서관자료 등록업무(국제교류용 자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등록번호관리에 관한 일

2.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작성에 관한 일

3. 도서관자료 등록통계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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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서지과) ①  국가서지과는 도서관자료 조직업무, 서지운영업무, 국제표준도

서번호･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 등 서지정보 관련 국제표준

식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

이 되는 자료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② 도서관자료 조직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류번호 부여에 관한 일

2. 목록데이터 작성에 관한 일

3. 주제명부여에 관한 일

4. 전거데이터 작성에 관한 일

5. 표지, 목차데이터 작성에 관한 일

6. 주제명표목표 관리에 관한 일

7. 분류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일

8. 도서관자료 정리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일

9.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관리 및 정리 통계에 관한 일

10. 장서인, 등록번호인, 측인 등 날인 및 장비에 관한 일

11.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에 관한 일

12. 무선인식(이하, RFID를 말함) 데이터 입력 및 태그 부착에 관한 일

13. 도서관자료 제적에 관한 일

14.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및 목차DB 구축에 관한 일

③ 서지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판예정도서목록(CIP)제도 운영에 관한 일

2. 국가서지의 발간과 보급에 관한 일

3.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운영에 관한 일

4. 국제서지표준위원회(ISO/TC 46) 활동에 관한 일

5. 서지 표준화 관련 국내외 교류에 관한 일

④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배정 및 등록에 관한 일

2.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일

3.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

4. ISBN 국제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일

⑤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배정 및 등록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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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일

3. ISSN 국제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일

⑥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ISNI)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ISNI) 배정 및 등록에 관한 일

2.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ISNI)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일

3. ISNI 국내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

4. ISNI 국제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일

제8조(자료운영과) ① 자료운영과는 소관 자료실 운영･관리, 지식정보서비스 기획･운
영, 열람용 자료 서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문학실, 연구정보실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관리

2. 소관 자료 이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

3. 이용서비스 개발･보급

4.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구

5. 야간도서관 운영

6. 자료실 특근에 관한 사항

7. 참고정보서비스 제공

8. 자료대출･반납･배가 등 자료실별 열람자료 관리

9. 소관자료 상호대차 및 기관대출 업무

10. 국내외 우편복사 서비스 업무

11. 소관자료 개인문고 설치 및 운영

12. 외국 기증자료 설치 및 운영

13. 국제기구 기탁 간행물의 이용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일

14. 마이크로필름 이용 및 기기 운영･관리

15. 오･훼손자료 수리제본 의뢰 및 정리에 관한 일 

16. 자료실 이용 통계 관리

17. 도서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8. 소관 자료실 이용자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③ 지식정보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정보서비스 업무 개발 및 기획

2. 지식정보자원 온라인서비스 제공 및 관리

3.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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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 제공 및 운영자 교육･관리

5. 사서추천도서 운영 및 독서진흥에 관한 업무

6.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운영 및 관리 

7. 이용자 개발에 관한 업무

8.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9. 근대 자료 연구･조사

④ 열람용 자료 서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관 서고자료 이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

2. 열람용 자료 서고 관리

3. 소관자료 장서관리 업무

4. 특수자료 운영 및 관리

5. 근대문학자료 운영 및 관리 

6. 자료실 과년도 자료 서고이동

제9조(고문헌과) 고문헌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문헌 수집에 관한 일

2. 국내외 고문헌 조사 및 영인, 디지털화에 관한 일

3. 고문헌 문화재 및 귀중본 지정, 관리에 관한 일

4. 고서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

5. 고문헌 등록･정리에 관한 일

6. 고문헌 개인문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

7. 고문헌 해제연구 및 학술교류, 관련자료 발간에 관한 일

8. 고문헌 목록규칙 연구, 표준화에 관한 일

9. 고문헌 전시 및 강좌 등 문화행사에 관한 일

10.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구축, 운영에 관한 일

11. 국내외 고문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일

12.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

13. 고문헌 자료실 운영에 관한 일

14. 지도자료실 운영에 관한 일

15. 고문헌 보존 및 서고 관리 운영과 장서의 관리에 관한 일 

제10조(디지털기획과) 디지털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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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보존

3. 제2호에 따라 수집된 온라인자료의 등록･정리･통계 등에 관한 업무

4. 국내외 온라인자료 공유활동 협력･지원

5. 디지털도서관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6.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기획･운영

7.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8. 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9.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1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12.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디지털정보이용과) 디지털정보이용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자료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

2. 디지털도서관 이용봉사제도의 개발･보급

3.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연구 및 이용서비스 평가

4.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열람 공간 운영

5.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자료 구독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7. 디지털도서관 비도서 서고자료 운영 및 관리

8. 영상 및 미디어자료 서비스 개발 및 운영

9. 디지털도서관 정보활용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디지털도서관 이용자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정보시스템운영과) 정보시스템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도입･보급에 관한 사항

4.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관리･운영

7. 디지털자료의 장기보존시스템 환경구축 및 관리･운영

8.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 연구･분석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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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운영

10.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13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복무･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4. 조직･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5. 국회･정당에 관한 업무

6. 관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일

7. 감사 및 상벌, 사정업무

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9. 당직명령, 특근명령에 관한 일

10. 차량･주차장 관리에 관한 일

11. 제증명 발급에 관한 일

12. 직원후생에 관한 일

13. 세입･세출예산편성, 배정에 관한 일

14. 계약, 지출, 결산에 관한 일

15. 국유재산･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16. 청사시설의 관리, 조경, 청소, 소방업무

17. 시설공사에 관한 일

18. 시설용역업체 관리에 관한 일

19.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일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일

2.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진흥에 관한 조사 및 지원

3.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협력체제 구축

4. 국내 어린이청소년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일

5. 국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일

6. 어린이청소년 담당사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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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행물 발간 및 보급

8. 전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일

9.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홍보에 관한 일

10.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일

11.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분석

③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실(서고) 운영 및 관리

2. 자료이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

3.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보원 개발 및 참고정보서비스 제공

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관련자료 장서개발 및 구입

6. 국내외 구입자료 조직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 설치 및 운영

8.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9.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

10.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11. 견학, 사회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자료보존연구센터) 자료보존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보존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일

2. 국내외 도서관 자료보존 실태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배포에 관한 일

3. 자료보존 법령, 기준, 지침 마련에 관한 일

4. 도서, 비도서, 시청각매체, 전자매체 등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복원처리에 관한 일

5. 도서관자료 보존･복원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일

6. 탈산, 소독 등 보존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

7. 귀중본(일반서), 도서･비도서 원본자료 보존관리에 관한 일 

8.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운영에 관한 일

9. 소장자료 장서점검에 관한 일

10. 도서관 전체 보존서고 환경점검 및 관리에 관한 일

11. 국가지식정보자원 공동 보존차원의 위탁 보존･복원처리, 기술지원, 실습교육 등 

각종 지원･협력에 관한 일

12. 온･오프라인자료 보존연구 및 표준화 업무에 관한 일

13. 자료제본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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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록매체박물관에 관한 일

제15조(국립장애인도서관)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서비스 지원협력에 관한 업

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일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에 관한 일

3.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 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일

4.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에 관한 일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일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일

7.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일

8.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에 관한 일

9.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제정에 관한 일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일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일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일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에 관한 일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일

7.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에 관한 일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일

제16조(국립세종도서관) ①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2.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

4. 예산, 회계 및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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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 수립･시행

2. 국내외 정책자료와 일반･어린이･장애인 자료의 수집･구입･기증･등록 등

3. 등록원부 및 통계관리

4. 자료 분류･목록･제적 등 에 관한 사항

5.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책자료를 수탁하여 보관하는 서고의 관리 및 수탁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정책정보서비스 정보원 구축･운영

8. 정책자료 정보자원 온라인서비스 기획 및 제공 관리

9. 정책자료 이용자 개발 및 이용 서비스 평가

10.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운영

11.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12. 그 밖에 도서관의 정보화 업무

③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실 운영 관리 및 기획

2. 이용자서비스 개발･보급

3. 소관자료 상호대차업무

4. 자료실 열람 특근에 관한 사항

5. 자료이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

6. 서고 운영 및 관리

7.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8. 도서관 견학 및 촬영지원

9. 회원관리 및 관외대출 운영

10.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11. 이용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2.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13. 세종시 내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및 지원

14.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및 도서관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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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196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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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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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3. 9.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13>

이 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6.>

이 규정은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20.>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4.>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16.>

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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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 2007. 5. 30.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355호]

규정 제374호 2008.  7.  1.  일부개정 

규정 제393호 2009.  5.  4.  일부개정 

규정 제396호 2009.  7.  6.  일부개정 

규정 제418호 2010.  3. 11.  일부개정 

규정 제424호 2010.  5. 25.  일부개정 

규정 제462호 2012. 12. 28.  일부개정 

규정 제478호 2013.  9. 12.  일부개정 

 규정 제485호 2013. 11. 11.  일부개정 

규정 제493호 2014.  1. 27.  일부개정 

규정 제495호 2014.  3.  5.  일부개정

규정 제515호 2015.  4.  1.  일부개정

규정 제516호 2015.  4. 17.  일부개정

규정 제521호 2016. 11. 16.  일부개정

규정 제535호 2017.  1. 20.  일부개정 

 규정 제571호 2019.  9.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안) 기안자는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급자로 하여금 기안문 초

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워드프로세스 운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목적･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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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장(급), 과장･센터장･팀장(이하 “과장”
이라 한다), 담당자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

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급)의 과･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상급자가 결재한다.

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급)･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급)･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

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장(급)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

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으로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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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7. 5. 30>

①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위임전결규정(1971.7.15. 규정 제3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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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3. 11.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7>

이 규정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3>

이 규정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1>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17>

이 규정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6>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20>

이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16.>

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2 국립중앙도서관 규정집

[별표]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소속

기관장
과･
팀장

5급
이상

1 복  무

휴가 등 

의 허가

휴가,

조퇴,

외출,

공가,

병가

소속기관장 및 본관 부장 ○
본관 과장 ○
소속기관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출장명

령 및 

복명

국내

소속기관장 및 본관 부장 ○
본관 과장 ○
소속기관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국외

과장 이상 ○
보좌서기관 

이하

본관 ○
소속기관 ○

2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집행

가. 정책 및 사업 

기본계획

본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나. 정책 및 사업 세부계획 수립 ○ ○
다. 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 ○

3 예산 집행･구매

집행

결정

(계획)

본관 및

국립

세종

도서관

가. 5천만원 이상 ○
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다. 3천만원 미만 ○
라. 경미한 사항의 

집행결정(계획) 변경시
○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가. 3천만원 이상 ○
나. 3천만원 미만 ○
다. 경미한 사항의 

집행결정(계획) 변경시
○

집행청구〔집행결정(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득한 경우〕 ○

4 보조금 집행

교부

본관 및

국립

세종

도서관

가. 10억원 이상 ○
나.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다. 1억원 미만 ○
라.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장 

결재를 사전에 받은 경우
○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가. 1억원 이상 ○
나. 1억원 미만 ○
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장 

결재를 사전에 받은 경우
○

정산확정 ○
교부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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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소속

기관장
과･
팀장

5급
이상

5
업무추진비 

집행

집행

결정

(계획)

본관

가. 3백만원 이상 ○
나.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다. 1백만원 미만 ○
라. 경미한 사항의 

집행결정(계획) 변경시
○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및 

국립 세종

도서관

가. 1백만원 이상 ○
나. 1백만원 미만 ○
다. 경미한 사항의 

집행결정(계획) 변경시
○

집행청구〔집행결정(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 ○

6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상부 지시 

사항

가. 실천계획수립 및 

실적보고

본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나. 지시사항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 ○ ○

7
법령(훈령, 예규 등) 

제･개정

본관

가. 제･개정 및 폐지(방침결정, 

기본계획 보고, 주요내용 

변경)

○
나. 일반사항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가. 제･개정 및 폐지(방침결정, 

기본계획 보고, 주요내용 

변경)

○
나. 일반사항 ○

8 민원사무처리

가. 정책 및 

중요사항

본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

나. 일반사항 ○
다. 단순반복 및 경미사항 ○
라. 다수인 

관련 민원

중요사항 ○ ○
경미사항 ○

마. 사실확인 및 사실증명 ○
바. 이첩 또는 중간회신 ○
사. 반복 또는 주소불명, 익명으로 제출되는 민원처리 ○

9 소속직원 사무분담 지정 ○
10 정례적이고 경미한 문서처리(단순 기록대장 정리･확인 등) ○
11 소관사무의 통계처리 ○
12 각종 간행물 발간

기본계획 ○ ○
편집 및 배포 ○

13 각종 위원회
구  성 ○ ○
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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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자료보존연구센터를 포함한다.
   * 소속기관장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및 국립세종도서관장을 말한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소속

기관장
과･
팀장

5급
이상

14 행사 후원

행사비 지원 ○
시상 후원 

(행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장의 결재를 사전에 

득한 경우)

가. 본관 ○
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

후원명칭사용 승인

가. 본관 ○
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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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과장
5급 
이상

1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추진실적보고 ○

2 감사자료
가.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
나.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

3 보안관리

가. 충무계획 수립 및 자체 보안 

업무계획 수립
○

나. 보안감사 실시 및 수감 ○
다. 보안진단 및 교육 ○
라.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마. 비밀보관 및 파기 ○
바. 비밀문서 외부발간 통제 ○

4 직장 민방위 운영 ○
5 당직, 특근 근무 명령 및 당직근무 관련사항 ○
6 관인, 차량. 문서관리 ○
7 급여, 연금, 보험, 건강보험 ○
8 직원 후생복지 ○

9 인사관리

전보
5급 이상 ○
6급 이하 ○

임용 6급 이하 ○

채용시험

시험계획수립 ○
시험실시 ○
합격자 결정 ○

호봉획정, 정기승급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일반･근속승진

(6급이하)
○

대우공무원 선발 ○

일반행정

증명서 발급, 공무원증 

발급･회수
○

각종 보고･통계 ○
인사기록 관리

PPSS등록관리 ○
인사기록관리 ○

10 평가

근무 성적 평정
5･6급 ○
7급 이하 ○

다면평가 ○
성과상여금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목표관리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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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과장
5급 
이상

11 회계직 공무원 임면 ○
12 상훈, 징계

가. 상훈 및 징계 결정 ○
나. 관련서류 작성 ○

13
국내 교육 및 

훈련

가. 직장훈련
직장교육훈련 수립 ○
직장훈련실시 및 결과 보고 ○

나. 외부 직무 교육 파견
4급이상 ○
5급이하 ○

다. 외부직무 교육 처리결과 ○

14 국유재산관리

가. 관리계획 수립, 가격개정 ○
나. 취득, 매각, 교환, 관리환 ○
다. 연간사용･수익허가 ○
라. 허가, 일반관리사항 ○

15 결산
가. 결산서 보고 ○
나. 기타 결산 관련 사항 ○

16 세입징수 가. 징수결정 및 조정 ○
나. 수납관리 ○

17 지출 가. 지출관계 장부정리 및 증거 서류 정리 및 편철 ○
나. 각종 원가계산 및 시가조사 ○
다. 선급금, 개산금 등 지출 ○

18 물품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물품 운용 결정 ○
다. 일반사항 ○

19 청사관리
가. 청사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조정 ○
나. 용역업체 감독 및 기타 청사유지 및 시설관리 ○

20
반복적･일상적･정례적 문서처리

(방호일지, 보안점검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일지 등 각종 대장 작성･관리･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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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총괄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과장 5급 이상

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추진

가.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나. 세부실행계획 수립･추진 ○
다. 일반사항(유관기관 협력 등) ○

2 조직 및 제도개선

가. 직제개정 및 정원조정 ○
나. 제도개선 ○
다. 성과계약 등 평가 ○

3
주요업무계획 

수립, 심사･분석

가. 종합계획 수립, 심사･분석 ○
나. 세부실천계획 수립, 심사･분석 ○

4 법령 관련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5
국회･정당 

관련 업무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다. 경미한 사항 ○

6
예산편성, 배정 등 

예산관련 업무

가. 세입, 세출 예산요구 및 편성 ○
나. 예산전용 및 내역변경 ○
다. 세출예산 배정 ○
라. 기타 경미한 사항 ○

7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집행 등 일반사항 ○

8 통계 업무
가. 중요사항 ○
나. 기타 일반사항 ○

9
도서관협력망 

운용

가. 중요사항 ○
나. 기타 일반사항 ○

10 분관건립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다. 경미한 사항 ○

11 전시업무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진행 등 일반사항 ○

12 연구과제 관리
가. 중요사항 ○
나. 일반 사항 ○

13

도서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가. 협력계획 수립 ○
나. 기타 일반사항 ○

14
조사･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가. 기본계획 ○
나. 기타 일반사항 ○

15 연보 발간
가. 중요사항 ○
나. 기타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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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서교육문화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과장 5급 이상

1 사서교육훈련

가. 사서 교육훈련 기본계획 (중･장기 등)  수립 ○
나. 사서 교육훈련 연간계획 수립 ○
다. 사서교육훈련 분석･개발･평가･통계관리 ○
라. 과정별 교육훈련 세부계획 수립 ○
마. 교육훈련과정 교재 발간 ○
바. 과정별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인원배정 ○
사. 과정별 교육훈련 실시 ○
아. 교육훈련 실적 통계 유지 및 학적 관리 ○
자.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운영 ○
차. 교육훈련 연구자료 수집 및 교환 ○
카. 교재편찬 및 배부 ○
타. 사서교육훈련자문위원회 운영 ○
파. 교육대상자 선발 ○
하. 수강등록, 퇴학 등 교육생관리 ○
거. 학적부관리 ○
너. 우등생시상 및 표창 ○
더. 교수요원의 위촉 또는 지명 ○
러. 설문조사 실시 ○
머. 유상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
버. 유상교육훈련비 결정 ○

2
해외도서관 사서 국제

교육

가. 해외도서관 사서 국제교육(연수) 연간계획수립 ○
나. 국제교육(연수) 과정개발 및 교재발간 ○
다. 국제교육(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

3 사서직 국외훈련

가. 국외훈련(연수) 연간계획수립 ○
나. 국외훈련과정 개발 ○
다. 기타 국외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

4
대학생의 도서관

실무수습 지도

가. 대학생의 도서관 실무수습 운영 ○
나. 실무수습 수요조사 및 인원배정 ○
다. 실무수습 지도 운영 ○

5
도서관문화행사 운영 

및 진흥계획 수립

가. 도서관 문화행사 및 진흥계획 수립 ○
나. 기타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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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교류홍보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과장 5급이상

1
외국 도서관간 

국제교류협력

가.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
나. 외국 도서관간 교류협정 체결 ○
다. 주요국 도서관 교류계획 수립 ○
라. 남북도서관 교류에 관한 사항 ○

2
국제도서관기구 

가입 및 활동 지원

가. 국제도서관기구 가입 및 국제회의 참가･유치계획 

수립
○

나. 회비납부 ○
3 국제회의 개최

가. 국제회의 계획 수립 ○
나. 국제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국내외 도서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가. 중요사항 ○
나. 경미사항 ○

5 홍보업무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홍보용 간행물(오늘의 도서관) 발간 계획 수립 ○
다. 홍보용 간행물(오늘의 도서관) 발간 ○
라. 보도자료 배포 ○
마. 도서관홍보 일반에 관한 사항 ○
바. 대언론에 관한 사항 ○
사. 도서관 견학 및 촬영지원에 관한 사항 ○

6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한국자료실 설치에 관한 사항 ○
다. 한국자료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7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홈페이지 운영 개선 실행에 관한사항 ○
다. 한국학사서 동향보고서 발간 ○

8
도서관자료 국제 

교류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보급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
다. 한국자료 보급에 관한 사항 ○
라. 국제교환자료 수집 처리 ○
마. 국제교류자료 통계 작성 ○

9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간행물

수집 및 활성화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국제기구 수집에 관한 사항 ○
다 외국정부간행물 수집에 관한 사항 ○

10
웹진 Wrold Library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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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수집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과장 5급 이상

1 도서관자료 납본

가. 납본 수집계획 수립 ○
나. 납본 대행기관 지정 ○
다. 납본기관 및 단체와의 회의 개최 ○
라. 납본관리 프로그램 수정･보완 의뢰 ○
마. 납본대상 자료  조사 ○
바. 납본자료  보상금 지급결정 ○
사. 미납본 자료의 납본독촉 및 후속처리 ○
아. 납본자료  접수 ○
자. 납본 보상청구서 접수 및 증명서 교부 ○
차. 납본 홍보 ○
카. 연속간행물 합철 제본 계획 수립 ○

2 자료구입

가. 기본계획 ○
나. 구입자료 선정 ○
다. 구입의뢰 ○
라. 구입자료 검수 ○

3 자료기증
가. 기본계획 ○
나. 운영에 관한 사항 ○

4 자료등록

가. 원부작성 ○
나. 등록번호 부여 ○
다. 수집 통계에 관한 사항 ○

5 온라인자료 수집
가. 기본계획수립 ○
나. 온라인자료 수집(납본, 구입,  기증 등)･운영에 관한 사항 ○

6
해외 한국관련 

자료 수집

가. 기본계획수립 ○
나. 자료 수집･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

7
개인문고 

설치 심의

가. 기본계획 ○
나. 기타 일반사항 ○

8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



일반행정 31

7. 국가서지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과장 5급 이상

1 자료정리

오프라인자료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사용분류표 결정 ○
다. 별치기호의 제정, 개정 ○
라. 정리방법조사, 연구 ○
마. 정리자료 인계 ○

온라인자료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계약의뢰 및 검수 ○
다. 사업집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리통계에 관한 사항 ○
제적처리에 관한 사항 ○

2 표준화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
다. 표준화 지침 작성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국가자료DB 구축･운영

국가전거DB구축･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사업집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가자료종합목록

DB 구축･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사업집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연속간행물 기사색

인 및 목차정보DB 

구축･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사업집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국제표준화기구 문헌정보기술위원회

(ISO/TC46) 관련 업무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5
식별자제도 운영 및 

부여

국제표준도서번호
제도운영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국제표준연속간행
물번호제도 운영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국제표준이름식별
제도 운영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6
출판예정도서목록

제도 운영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7 국가 서지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
다. 기타 일반사항 ○

8 귀중본 지정 ○
9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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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운영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과장 5급 이상

1
소관 자료실 

운영･관리

가. 자료실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

기본계획 ○
세부운영계획 ○

나. 이용서비스 개발 ○
다. 이용만족도 조사 연구 ○
라. 야간도서관 운영 ○
마. 자료실 특근에 관한 사항 ○
바. 소관자료 상호대차 및 기관대출 업무 ○
사. 소관자료 개인문고 운영 ○
아. 외국 기증자료 운영 및 관리 ○
자. 오･훼손자료 수리제본 의뢰 및 정리에 관한 일 ○
차. 자료실 이용 통계 관리 ○

2

지식정보

서비스 

기획 ･운영

가. 지식정보서비스 업무 개발  

및  기획

기본계획 ○
세부운영계획 ○

나.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기획 및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다. 사서추천도서 운영 및 독서진흥에 관한 업무 ○
라.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 운영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마. 이용자 개발에 관한 업무 ○
바. 근대문학종함목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 근대 자료 조사 연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열람용 자료 서고

운영･관리

가. 소관 서고자료 이용 및 정보

서비스  제공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나. 열람용 자료 서고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다. 소관자료 장서관리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라. 특수자료 운영 및 관리 ○
마. 근대문학자료 운영 및 관리 ○
바. 자료실 과년도 자료 서고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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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문헌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과장 5급 이상

1 수집(구입, 수증, 영인)

가. 기본계획 ○
나. 감정평가 ○
다. 수집의뢰 및 일반사항 ○
라. 검수 ○

2 등록 및 정리

가. 원부작성 ○
나. 대장관리 ○
다. 통계에 관한 사항 ○

3 해제 및 자료집 발간
가. 기본계획 ○
나. 일반사항 ○

4 서고 및 장서
가. 기본계획 ○
나. 일반사항 ○

5 문화재 및 귀중본 관리
가. 지정 및 관리 ○
나. 일반사항 ○

6 개인문고  설치
가. 기본계획 ○
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이용(열람, 촬영, 복제, 

대출)

가. 지정문화재 ○
나. 귀중본 ○
다. 일반고문헌 ○

8
한국고전적종합

목록 구축 운영

가. 기본계획 ○
나.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 ○
다. 일반사항 ○

9 자료실 상설전시
가. 기본계획 ○
나. 일반사항 ○

10 고서위원회 운영
가. 임명 ○
나. 일반사항 ○

11 강좌 등 문화행사
가. 기본계획 ○
나. 일반사항 ○

12 유관기관간 업무협력 ○
13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가. 기본계획 ○
나. 일반사항 ○

14 자료실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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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디지털기획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과장 5급 이상

1
디지털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나. 연간 기본계획 수립 ○

2
디지털콘텐츠 

구축･운영

가. 연간 기본계획 수립 ○

나. 사업발주 및 검수 ○

다. 사업집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온라인자료(웹자원 등) 

수집 및 보존

가. 연간 기본계획 수립 ○
나. 사업발주 및 검수 ○
다. 사업집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라. 온라인자료(웹자원 등) 조사 및 연구 ○

4 디지털도서관의 협력

가. 국내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나. 국제교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다. 국제기구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가.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
나.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 기술보급 ○

6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운영

가. 연간 기본계획 수립 ○
나. 사업발주 및 검수 ○
다. 사업집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디지털도서관위원회 

구성･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자료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나. 관내시스템 구축 및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

9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가. 연간 기본계획 수립 ○
나. 정책정보서비스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정책정보서비스 

협력망의 운영

가. 연간 기본계획 수립 ○
나. 정책정보서비스 

협력망 구성･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다. 협력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
12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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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디지털정보이용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과장 5급 이상

1 이용서비스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도서관 이용서비스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이용서비스 평가 ○

2
이용자 열람공간 

관리 및 운영

가. 열람공간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콘텐츠 기획, 제작 및 운영 ○
다. 시스템 운영 및 디지털 기기 도입 ○
라. 전시물 저작권 관리 ○

3
자료 이용 및 

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자료이용 및 참고봉사 ○
다. 각종 이용 정보원 조사 및 개발 ○
라. 이용자 개발 및 정보제공 ○
마. 자료대출 및 관리 ○
바. 자료 배가관리 ○
사. 훼손자료 처리 ○
아. 소관 서고 미디어자료 운영 및 관리 ○

4 디지털도서관 정보활용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5 각종 이용통계 작성 ○
6 디지털도서관 이용에 관한 각종 건의 ･민원사항 처리 ○
7 기타 디지털도서관 정보이용에 관한 사항 ○

8
디지털자료 구독 

및 서비스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
다. 사업집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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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보시스템운영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부장 과장 5급 이상

1 도서관정보화

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나. 도서관 정보화업무 개발･기획 ○
다. 정보화 사업 평가 ○

2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가. 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나. 서버 및 솔루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
가. 홈페이지 기본계획 수립 ○
나. 홈페이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4
공공도서관 정보화

지원

가. 정보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나.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 ○
다. 공공도서관 시스템 보급에 관한 사항 ○

5 백업센터 관리
가. 통합 백업센터 기본계획 수립 ○
나.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전산자원 관리

가. 전산자원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
나.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업무용 PC 및 S/W 운영관리 ○
라. RFID 관련 전산장비 관리 ○

7 전산행정
가.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8 기타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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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장

전결권자

과장 5급 이상

1 규정의 제･개정, 폐지 ○
2 국회･정당 관련 업무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3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추진실적보고 ○

4 감사자료
가.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
나.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

5 보안관리

가. 자체 보안 업무계획 수립 ○
나. 보안감사 실시 및 수감 ○
다. 보안진단 및 교육 ○
라. 비밀보관 및 파기 ○
마. 비밀문서 외부발간 통제 ○

6 당직, 특근근무 명령 및 당직근무 관련사항 ○
7 관인, 차량, 문서관리 ○
8

청원경찰의 고용보험 ○
비정규직 급여 및 4대보험 ○

9 직원 후생복지 ○

10 인사관리

전보 6급이하 ○
일반행정

각종 증명서발급 ○
보고, 통계 ○

인사기록 관리
PPSS등록관리 ○
인사기록관리 ○

11
국내 교육 및 

훈련

가. 직장훈련
직장교육훈련 계획 수립 ○
직장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

나. 외부 직무교육 파견
4급이상 ○
5급이하 ○

다. 외부직무 교육 처리결과 ○

12 국유재산 관리

가. 관리계획 수립, 가격개정 ○
나. 연간사용･수익허가 ○
다. 허가, 일반관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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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장

전결권자

과장 5급 이상

13
예산편성 및 

결산

가. 세입, 세출 예산요구 및 편성, 세출결산 ○
나. 세출예산 전용, 내역변경 등 ○
다. 세출예산 배정 등 기타 경미사항 ○

14 세입징수
가. 징수결정 및 조정 ○
나. 수납관리 ○

15 지출

가. 지출관계 장부정리 및 증거 

서류 정리 및 편철
○

나. 각종 원가계산 및 시가조사 ○
다. 선급금, 개산금 등 지출 ○

16 물품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물품 운용 결정 ○
다. 일반사항 ○

17 청사관리

가. 청사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조정 ○
나. 용역업체 감독 및 기타 청사 

유지 및 시설관리
○

18

반복적･일상적･정례적 문서처리

(방호일지, 보안점검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일지 등 

각종 대장 작성･관리･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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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장

전결권자

과장 5급 이상

1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발전 기본계획

가. 발전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다. 일반사항 ○

2
국내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협력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
다. 운영에 관한 사항 ○

3
외국 어린이청소년

도서관과의 교류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교류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
다. 회의, 세미나 개최 등 ○
라. 기타 교류에 관한 사항 ○

4
어린이담당사서

전문성 강화

가. 운영계획 수립 ○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다.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5
어린이청소년 

독서 진흥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독서진흥 관련 행사 ○
다.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라. 기타 독서진흥 일반에 관한 사항 ○

6

어린이청소년 

관련 간행물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수립 ○
다. 간행물발간 및 배포 ○
라. 기타 일반사항 ○

7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홍보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수립 ○
다. 홍보지 발간 및 배포 ○
라. 보도자료 배포 ○
마. 기타 일반사항 ○

8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수립 ○
다. 기타 전시관련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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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장
전결권자

과장 5급 이상

1
운영프로그램 

개발･보급

가. 기본계획 ○
나. 프로그램 조사 ○
다. 프로그램 개발･보급 ○
라. 프로그램 운영 ○

2 연구활동 지원

가. 기본계획 ○
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연구자료 개발 ○

3 개인문고 설치 및 운영
가. 기본계획 ○
나. 운영에 관한 사항 ○

4 자료실 관리 및 운영
가. 운영 관련 사항 ○
나. 각종 이용통계 작성 ○

5 장서관리

가. 기본계획 ○
나. KORMARC 운영 ○
다. 자료인수 및 배가관리 ○
라. 자료복제에 관한 사항 ○
마. 훼손자료 처리 ○
바. 기타 장서관리 ○
사. 서고관리에 관한 사항 ○

6 자료이용 및 관리

가. 자료이용 및 참고봉사 ○
나. 각종 이용 정보원 조사 및 개발 ○
다. 이용자 희망도서 조사 ○
라. 이용자 개발 및 정보제공 ○
마. 자료대출 및 관리 ○

7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정보화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H/W 및 S/W 도입 ･운영 ○
다. 관내 정보화 관련 일반사항 ○
라. 전산장비 유지 및 보수 ○
마. 홈페이지 운영 ○
바. 기타 정보화 업무 ○

8
이용관련 

민원사항

가. 정책 등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다. 단순반복 및 경미사항 ○

9
어린이청소년관련 자

료 구입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자료 선정 및 구입 ○
다. 자료검수  ○

10 자료등록
가. 원부작성 ○
나. 통계에 관한 사항 ○

11 자료정리
가. 기본계획 ○
나. 정리방법조사, 연구 ○

12 특별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 ○
13 도서관간 자료 상호대차 업무 ○
14 열람 특근 관리 ○
15 자원봉사자 운영 ○
16 도서관 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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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료보존연구센터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소장 5급 이상

1
자료보존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
다. 일반사항 ○

2
국내외 도서관 자료보존 실태조사･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배포

가. 기본계획 ○
나. 시행계획  및 집행 ○
다. 일반사항 ○

3 자료보존 법령, 기준, 지침 수립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4 도서관자료 보존･복원 연구 및 기술개발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시행계획 및 집행 ○
다. 일반사항 ○

5 도서관 자료의 보존･복원 처리

가. 자료보존상태 점검 및 평가 ○
나. 훼손자료 수선･복원 ○
다. 전문보존처리(자료소독, 탈산, 등) 및 

시설운영
○

라.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보존처리 ○
마. 비도서자료 보존처리 ○
바. 자료제본 ○

6
귀중본(일반서), 도서･비도서 원본

자료 보존관리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7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운영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8 소장자료 장서점검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9 도서관 전체 보존서고 환경점검 및 관리
가. 보존서고 환경점검 및 유지관리 ○
나. 자료보존 통계 작성 ○

10
위탁 보존･복원처리, 기술지원, 실습교육 등 

각종 지원･협력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11 온･오프라인 자료 보존연구 및 표준화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12 기록매체박물관에 관한 일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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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국립장애인
도서관장

과장 5급 이상

1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국가시책 수립 

가. 장애인서비스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기타 일반사항 ○

2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정책, 

현황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

가. 국내 현황 및 실태조사 기본 계획 수립 ○
나. 국외 정책 및 현황조사 ○
다.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3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지침 제정, 평가 및 

컨설팅

가. 지침 제정 기본계획 수립 ○
나. 평가 및 컨설팅 ○
다.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4
장애인을 위한 

특수설비 개발 및 보급

가. 특수설비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기타 일반사항 ○

5
장애유형별 정보

매체 개발

가. 정보매체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기타 일반사항 ○

6

장애유형별 교육

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기타 일반사항 ○

7
장애인 독서행사 

지원

가. 독서행사 기본 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8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망 구축

가. 협력체계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기타 일반사항 ○

9 장애인 정보자료실 확산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10 대체자료 온라인 이용 촉진 

가. 이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기타 일반사항 ○

11

이용자 교육 및 

연구, 이용현황 

평가

가. 이용자교육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기타 일반사항 ○

12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가. 자료실 운영계획 수립 ○
나. 자원봉사 운영 ○
다. 대학생기자단 운영 ○
라. 기타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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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전결권자

국립장애인
도서관장

과장 5급 이상

1 대체자료개발  및 제작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

2
대체자료 조사･수집･구입･
정리 및 목록 구축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다. 대체자료 종합목록구축 ○
라. 기타 일반사항 ○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대체자료 장서개발 정책 수립 ○

다. 세부시행계획 수립

수집 ○
정리 ○
보존 ○

라. 기타 일반사항 ○ ○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제작･제작지원･제공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제작 ○
제작지원 ○
제공 ○

다. 기타 일반사항 ○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표준 제정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다. 표준 제정 및 보급 ○
라. 기타 일반사항 ○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평가･검정･
보급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다. 기타 일반사항 ○

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공유시스템 개발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다. 시스템 자문 및 지원 ○
라. 타 부처와 IT 관련 업무 ○

8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공동 활용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
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9 웹기반 및 모바일 구축
가. 구축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10

홈페이지 자료

관리 및 정보화 

업무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기타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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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국립세종
도서관장

전결권자
과장

1 규정의 제･개정, 폐지 ○
2

국회･정당 

관련 업무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3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추진실적보고 ○

4 보안관리

가. 자체 보안 업무계획 수립 ○
나. 보안감사 실시 및 수감 ○
다. 보안진단 및 교육 ○
라. 비밀보관 및 파기 ○
마. 비밀문서 외부발간 통제 ○

5 당직, 특근근무 명령 및 당직근무 관련사항 ○
6 관인, 차량, 문서관리 ○
7

시간제공무원 국민연금 및 청원경찰 고용보험 ○
비정규직 급여 및 4대보험 ○

8 직원 후생복지 ○

9 인사관리

전보 6급이하 ○
일반행정

각종 증명서발급 ○
보고, 통계 ○

인사기록 관리
PPSS등록관리 ○
인사기록관리 ○

10 국내 교육 및 훈련

가. 직장훈련
직장교육훈련 계획 수립 ○
직장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

나. 외부 교육 훈련
5급이상 ○
6급이하 ○

다. 외부직무 교육 처리결과 ○
11 국유재산 관리

가. 관리계획 수립, 가격개정 ○
나. 연간사용･수익허가 ○
다. 허가, 일반관리사항 ○

12
예산편성 및 

결산

가. 세입, 세출 예산요구 및 편성, 세출결산 ○
나. 세출예산 전용, 내역변경 등 ○
다. 세출예산 배정 등 기타 경미사항 ○

13 세입징수
가. 징수결정 및 조정 ○
나. 수납관리 ○

14 지출

가. 지출관계 장부정리 및 증거 서류 정리 및 편철 ○
나. 각종 원가계산 및 시가조사 ○
다. 선급금, 개산금 등 지출 ○

15 물품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물품 운용 결정 ○
다. 일반사항 ○

16 청사관리
가. 청사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조정 ○
나. 용역업체 감독 및 기타 청사 유지 및 시설관리 ○

17
반복적･일상적･정례적 문서처리

(방호일지, 보안점검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일지 등 각종 대장 작성･관리･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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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국립세종
도서관장

전결권자

과장

1 자료 수집
가. 자료 수집(구입 등) 기본계획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2 자료 등록

가. 원부작성 ○
나. 등록번호 관리 ○
다. 통계에 관한 사항 ○

3 자료 정리
가. 기본계획 ○
나. 정리방법 조사･연구 ○

4 도서관 정보화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H/W 및 S/W 도입 ･운영 ○
다. 관내 정보화 관련 일반사항 ○
라. 전산장비 유지 및 보수 ○
마.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운영 ○
바. 기타 정보화 업무 ○

5
정책정보 공유 협력기관 서비스 

기획･운영 및 관리

가. 기본계획 ○
나. 세부시행계획 ○

6
정책정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획･운영

가. 기본계획 ○
나. 세부시행계획 ○

7
정책정보 포털(POINT)등 

온라인 서비스 기획 ･ 운영

가. 기본계획 ○
나. 세부시행계획 ○

8 정책정보서비스 홍보 및 기타 업무 
가. 기본계획 ○
나. 세부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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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국립세종
도서관장

 전결권자

과장

1 자료실 운영관리 및 기획

가. 기본계획 ○
나. 운영 관련 사항 ○
다. 각종 이용통계 작성 ○

2 장서관리

가. 기본계획 ○
나. 자료인수 및 배가관리 ○
다. 서고운영 및 관리 ○
라. 훼손자료 처리 ○
마. 기타 장서관리 ○

3 자료 이용 및 관리

가. 자료이용 및 참고봉사 ○
나. 각종 이용 정보원 조사 및 개발 ○
다. 이용자 희망도서 조사 ○
라. 이용자 개발 및 정보제공 ○
마. 회원관리 및 관외대출 운영 ○

4
지역커뮤니티 및 교육기관 연계 및 

지원

가. 기본계획 ○
나. 일반사항 ○

5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
나. 일반사항 ○

6 도서관간 자료 상호대차 업무 ○
7 자료실 열람특근에 관한 사항 ○
8 자원봉사자 운영 ○
9 도서관 견학 및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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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

[ 1969. 3. 21.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3호]

규정 제208호 1995.  9. 20.  일부개정 

규정 제235호 1998.  6. 18.  일부개정 

규정 제257호 1999. 11.  5.  일부개정 

규정 제275호 2000.  4. 27.  일부개정 

규정 제290호 2002.  7. 15.  일부개정 

규정 제322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56호 2007.  5. 30.  일부개정 

규정 제375호 2008.  7.  1.  일부개정 

규정 제397호 2009.  7.  6.  일부개정 

규정 제463호 2012. 12. 28.  일부개정 

 규정 제486호 2013. 11. 11.  일부개정

규정 제528호 2016. 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통계의 종류, 보고구분, 작성과 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작성기간) 통계는 보고 구분에 따라 다음 기간의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월보는 월1일부터 말일까지

2. 분기보는 매 분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 연보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제4조(통계의 작성 보고 절차) 통계는 사업주관부서(이하 “작성부서”라 한다)에서 관련 

부서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제5조(보고 등) 도서관 관련 통계의 대외 보고 또는 제출은 기획총괄과에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6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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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5.  9.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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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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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국립중앙도서관통계서식일람표

구분 
호

보고구분 통      계      명 작  성  과

제1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2호

제3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4호

제5호

제6호

월보, 분기보

〃
〃
〃
〃
〃
〃
〃
〃
〃
〃
〃
〃
〃
〃
〃

연보

도서관자료 등록 통계(총괄)

도서관자료 등록 통계(도서)

도서관자료 등록 통계(비도서)

도서관자료 등록 통계(연속간행물)

도서관자료 수집 통계(연속간행물 도서)

도서관자료 수집 통계(연속간행물 비도서)

도서관자료 수집 통계(온라인자료)

장서현황

도서관자료 정리 통계(총괄)

도서관자료 정리 통계(도서)

도서관자료 정리 통계(비도서)

도서관자료 정리 통계(연속간행물 도서)

도서관자료 정리 통계(연속간행물 비도서)

도서관자료 정리 통계(온라인자료)

국제교류자료 수집･발송 통계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통계

도서관 자료 DB구축 통계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국가서지과

국가서지과

국가서지과

국가서지과

국가서지과

국가서지과

국가서지과

국제교류홍보팀

자료운영과

디지털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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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도서관 자료 등록 통계 (총괄 )

(20  .    .     현재)

담당자 사무관 과장

수입구분

 자료별
등록구분

납  본 구  입 기  증 교  환 자체생산

계일반
도서

학위
논문

정부
간행물

연속
간행물

일반
도서

학위
논문

연속
간행물

일반
도서

학위
논문

정부
간행물

연속
간행물

일반
도서

일반
도서

연속
간행물

일반
도서

학위
논문

정부
간행물

연속
간행물

동양서
월계

누계

서양서
월계

누계

고  서
월계

누계

아  동

도  서

월계

누계

비도서

자 료

월계

누계

합  계
월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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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도서관자료 등록 통계 (도서)

(20  .   .    현재)

수입구분

 자료별

등록구분

납   본 구   입 기  증 교   환 자체생산

계일반
도서

학위
논문

정부
간행물

고서
아동
도서

일반
도서

학위
논문

고서
아동
도서

일반
도서

학위
논문

정부
간행물

고서
아동
도서

일반
도서

학위
논문

아동
도서

일반
도서

학위
논문

정부
간행물

고서

동양서

한국서

월계

누계

중국서

월계

누계

일본서

월계

누계

서양서

월계

누계

합 계

월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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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도서관 자료 등록 통계 (비도서)

(20  .   .    현재)

매체별
수집구분

녹음자료 시청각자료 오프라인 전자자료
지 도

기타
비도서
자료

계
카세트
테이프

컴팩트
디스크

기타
녹음자료

비디오
테이프

VIDEO
-CD

DVD
기타

시청각자료
CD-ROM

플로피
디스크

기타
컴퓨터자료

납  본
월계

누계

구  입
월계

누계

기   증
월계

누계

교   환
월계

누계

자체생산
월계

누계

합   계
월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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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도서관자료 등록 통계 (연속간행물)

(20  .    .     현재)

담당자 사무관 과장

금회기간 :

누계기간 :

수입구분
등록구분

납    본

계 구입 기증 교환
자체
생산

합계
일반잡지 공잡지

대학 및 
학회지

신문 점자

국내서
금회

누계

동양서
금회

누계

서양서
금회

누계

아동서
금회

누계

비도서
금회

누계

총계
금회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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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도서관자료 수집 통계 (연속간행물 도서)

(20  .    .     현재)

금회기간 :
누계기간 :

구분

자료별

납 본 구 입 기 증 교 환
자체
생산

기 타 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잡

지

일반

잡지
종권책

정부기관

잡지
종권책

대학 및

학회지
종권책

점자

잡지
종권책

아동

잡지
종권책

소계 종권책

신

문

일반

신문
종권책

정부기관

신문
종권책

대학 및

학회신문
종권책

점자

신문
종권책

아동

신문
종권책

소계 종권책

합 계 종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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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도서관자료 수집 통계 (연속간행물 비도서)

(20  .    .     현재)

금회기간 :

누계기간 :

구분

매체별 

납 본 구 입 기 증 교 환
자체
생산

기 타 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녹

음

자

료

카세트

테이프
종권책

컴팩트

디스크
종권책

기타

녹음

자료

종권책

시

청

각

자

료

비디오

테이프
종권책

VIDEO

-CD
종권책

DVD 종권책

기타

시청각

자료

종권책

오

프

라

인

전

자

자

료

CD-

ROM
종권책

플로피

디스크
종권책

기타

컴퓨터

자료

종권책

지 도 종권책

기타

비도서

자료

종권책

합 계 종권책



일반행정 57

[별지 제1-6호 서식] 

도서관자료 수집 통계 (온라인자료)

(20  .    .     현재)

금회기간 :

누계기간 :

분류별
자료별 구분

납본 수집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아카이빙 계

전자책

월계

누계

전자저널

월계

누계

음성음향자료

월계

누계

영상자료

월계

누계

이미지자료

월계

누계

웹사이트

월계

누계

기타

온라인자료

월계

누계

합 계

월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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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장  서  현  황

( 20    .     .     . 현재)

◈ 등록구분별 현황

관리구분 한국서 일본서 중국서 서양서 고  서 비도서 계

수    량

비율 (%)

◈ 주제별 분포현황

주    제 총    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계

수    량

비율 (%)

◈ 수입구분별 현황

구    분 납    본 구    입 기    증 교    환 자체생산 계

수    량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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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도서관자료 정리 통계 (총괄)

(20  .      .        현재)

담당자 사무관 과장

분 류 별
구  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기타 계

단행자료

월계

누계

연속간행자료

월계

누계

비도서

월계

누계

온라인자료

월계

누계

합  계

월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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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도서관자료 정리 통계 (도서)

(20  .      .        현재)

분류별
구  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기타 계

동

양

서

도서
월계

누계

학위논문
월계

누계

정부간행물
월계

누계

고   서
월계

누계

아동도서
월계

누계

소   계
월계

누계

서

양

서

도서
월계

누계

학위논문
월계

누계

정부간행물
월계

누계

고   서
월계

누계

아동도서
월계

누계

소   계
월계

누계

합   계

월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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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도서관자료 정리 통계 (비도서)

(20  .      .        현재)

분 류별
자료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기타 계

녹음자료

카세트

테이프

월계

누계

컴팩트

디스크

월계

누계

기타

녹음자료

월계

누계

시청각자료

비디오

테이프

월계

누계

VIDEO

-CD

월계

누계

DVD
월계

누계

기타

시청각자료

월계

누계

오프라인 

전자자료

CD-ROM
월계

누계

플로피

디스크

월계

누계

기타

컴퓨터자료

월계

누계

지 도
월계

누계

기타 비도서자료
월계

누계

합 계
월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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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 서식]

도서관자료 정리 통계 (연속간행물 도서)

(20  .      .        현재)

금회기간 :

누계기간 : 

           분류별 
   자료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기타 계

동  

양  

서

한국서

금회

누계

중국서

금회

누계

일본서

금회

누계

아동서

금회

누계

계

금회

누계

서양서

금회

누계

합 계

금회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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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 서식]

도서관자료 정리 통계 (연속간행물 비도서)

(20  .      .        현재)

금회기간 :

누계기간 :

분 류별
자료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기타 계

녹음자료

카세트

테이프

금회

누계

컴팩트

디스크

금회

누계

기타

녹음자료

금회

누계

시청각

자료

비디오

테이프

금회

누계

VIDEO

-CD

금회

누계

DVD
금회

누계

기타

시청각

자료

금회

누계

오프라인 

전자자료

CD-ROM
금회

누계

플로피

디스크

금회

누계

기타

컴퓨터자료

금회

누계

지 도
금회

누계

기타 비도서자료
금회

누계

합 계
금회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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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 서식]

도서관자료 정리 통계 (온라인자료)

(20  .      .        현재)

분류별
자료별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기타 계

전자책

월계

누계

 전자저널

월계

누계

음성음향자료

월계

누계

영상자료

월계

누계

이미지자료

월계

누계

웹사이트 

월계

누계

기타

온라인자료

월계

누계

합  계

월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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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국제교류자료 수집･발송통계

(20  .      .        현재)

교 류 국 가 수： 교 류 처 수：
금월교류국가수： 금월교류처수：

자료별
구  분

단 행 자 료 연 속 간 행 자 료
합  계 비  고

도  서 비도서 도  서 비도서

국

내

자

료

구 입

이      월

수집
금월

누계

발송
금월

누계

재      고

제 공

이      월

수집
금월

누계

발송
금월

누계

재      고

합 계

이      월

수집
금월

누계

발송
금월

누계

재      고

외

국

자

료

교    환
금월

누계

기    탁
금월

누계

가입 국제기구
금월

누계

인    계
금월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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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통계

(20  .      .        현재)

1. 도서관이용자 통계

구        분 이용자수 개 관 일 수 일평균 이용자수

전 월 말 계

이용자

본  관
월    계

누    계

디지털

도서관

월    계

누    계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월    계

누    계

국립세종도서관
월    계

누    계

이용자

(사이버)

본  관
월    계

누    계

디지털

도서관

월    계

누    계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월    계

누    계

국립세종도서관
월    계

누    계

총  월  계

총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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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실 이용자 통계

  가. 본  관 (국립장애인도서관 포함)

구   분 서고자료신청대 정보봉사실 문학실 인문과학실 사회과학실 자연과학실 학위논문실
전 월 말

금    월

누    계

구   분 연속간행물실 신문자료실 정부간행물실 고문헌실 지도자료실 장애인정보누리터 합  계
전 월 말

금    월

누    계

  나. 디지털도서관

구    분 디지털열람실 미디어자료이용실 미디어편집실 복합상영관 세미나실 영상스튜디오 음향스튜디오
전 월 말

금    월

누    계

구    분 UCC 스튜디오 다국어정보실 노트북이용실 IPTV 디지털도서관 로비 합   계
전 월 말

금    월

누    계

  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구    분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서고자료신청실 연구･외국자료실 합  계

전 월 말

금    월

누    계

  라. 국립세종도서관

구    분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정책자료실 합  계

전 월 말

금    월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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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이용 통계 

  가. 본  관 (국립장애인도서관 포함)

구   분 서고자료신청대 정보봉사실 문학실 인문과학실 사회과학실 자연과학실 학위논문실

전 월 말

금    월

누    계

구   분 연속간행물실 신문자료실 정부간행물실 고문헌실 지도자료실 장애인정보누리터 합   계

전 월 말

금    월

누    계

  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구    분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서고자료신청실 연구･외국자료실 합  계

전 월 말

금    월

누    계

  다. 국립세종도서관

구    분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정책자료실 합  계

전 월 말

금    월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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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대출 통계

 가. 국립세종도서관

구        분 대출자 수 대출책 수 일평균 대출자수 / 대출책수 

이용자

일반

전 월 말

월    계

누    계

아동

전 월 말

월    계

누    계

정책

전 월 말

월    계

누    계

총  월  계

총  누  계

작   성   자 :

자료운영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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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도서관자료 DB구축 통계 ⁎

(20  .      .        현재)

금회기간 :

누계기간 :

구           분 책(점)수 누계 건(면)수 누  계 비 고

원문

정보

DB

단행자료

고  서 책 책 면 면

고문서 책 책 면 면

고지도 책 책 면 면

교과서 책 책 면 면

독도관련자료 책 책 면 면

문화체육관광부발간자료 책 책 면 면

박사학위논문 책 책 면 면

신문학100년 대표소설 책 책 면 면

어린이･청소년 관련자료 책 책 면 면

일반도서 책 책 면 면

일본어자료(~1945) 책 책 면 면

정부간행물 책 책 면 면

한국고전백선 책 책 면 면

한국관련외국어자료 책 책 면 면

한글판고전소설 책 책 면 면

해외한국관련기록물 책 책 면 면

계 책 책 면 면

연속간행

자료

관보(1894~1945) 책 책 면 면

신문(1945년 이전) 책 책 면 면

연속간행물 귀중본 책 책 면 면

학술논문 책 책 면 면

계 책 책 면 면

비도서자료 점 점 면 면

합   계 책 면

목차

정보

DB

단 행 자 료 건 건

연속간행자료 건 건

계 건 건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DB 건 건

국가자료종합목록DB 건 건

⁎원문정보DB의 단행자료와 연속간행자료의 세부항목은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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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 1993. 1. 1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166호 ]

 규정 제209호 1995.  9. 20.  일부개정

규정 제236호 1998.  6. 18.  일부개정 

규정 제263호 1999. 11.  5.  일부개정

규정 제280호 2000. 11.  1.  일부개정

 규정 제323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98호 2009.  7.  6.  일부개정

규정 제419호 2010.  3. 11.  일부개정 

규정 제430호 2011.  8. 30.  일부개정

규정 제437호 2012.  7.  1.  일부개정 

                                                  규정 제481호 2013. 11.  1.  일부개정 

규정 제494호 2014.  2. 14.  일부개정 

규정 제518호 2015. 11. 16.  일부개정 

  규정 제538호 2017.  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

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

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사용시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범위(부대설비를 포함한다)는 다

음과 같다.

1. 국제회의장

2. 대회의실(디지털도서관 지하 3층)

3. 전시실(본관 1층, 디지털도서관 지하 3층)

제2조의1(사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자체교육･행
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우리 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도서관 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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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

4.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사용신청) ①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중앙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

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6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

하는 행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사용희망시설

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제4조(사용승인) ①관장은 제3조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

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시설사용승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

영하여야 하며, 전시실 사용에 관해서는 전시운영TF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제2항의 시설사용승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

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기획연수부장

2. 위원 : 총무과장, 기획총괄과장, 자료운영과장, 디지털정보이용과장, 국제교류홍

보팀장 (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

3. 간사 : 총무과 국유재산 담당사무관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각호의 사용승인 제한 여부

2. 관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⑥제2항의 전시운영TF(이하 ‘TF’라 한다)는 팀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팀장 : 기획연수부장

2. 위원 : 총무과장, 기획총괄과장, 자료운영과장, 고문헌과장, 자료보존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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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이용과장, 지원협력과장 (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

3. 간사 : 기획총괄과장

⑦TF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실 관련 제5조 각호의 사용승인 제한 여부

2. 기타 전시실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우리 관 시설을 대여할 수 없다.

1. 제8조 규정에 위배한 자의 재차 사용신청 시

2.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우리 관 운영상 관장이 사용승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①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사용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우리 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우리 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료 100% 반환

-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 반환

-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

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

④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주최)하는 때

2. <삭제>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우리 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제7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①사용자는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 단서에 의하여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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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1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장은 승인

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사용승인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5.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전항의 사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

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우리 

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    칙 <규정 제16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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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9.1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30>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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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4. 2. 14>

이 규정은 2014년 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6>

이 규정은 2017년 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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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인

 단  체  명：                  연락처 전화：

 대표자성명：                  

 주      소：

 신청내용

 행  사  명： 

 행사기간 및 시간：

 행사내용：

 사용희망 시설･설비 및 기간：

 특기사항

위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행사계획서 1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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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서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승인 내용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는 행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우리관 부대시설인 마이크 등 시청각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관 직원의 

협조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우리관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우리관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시설사용 승인만으로 우리관이 해당 사용자의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용자는 우리관 시설 외부에 대형 현수막 설치 등을 지양하고, 행사 후에는 현수막, 홍보물, 

화환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10. 사용자는 행사 진행시 우리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사용자는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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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

[ 1997. 1. 25.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26호]

규정 제237호 1998.  6. 18.  일부개정 

규정 제277호 2000.  6. 26.  일부개정 

규정 제304호 2004.  6.  1.  일부개정 

규정 제311호 2004.  8.  1.  일부개정 

규정 제324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50호 2007.  3. 27.  일부개정 

규정 제368호 2007.  6. 15.  일부개정 

규정 제376호 2008.  7.  1.  일부개정 

규정 제399호 2009.  7.  6.  일부개정 

규정 제420호 2010.  3. 11.  일부개정 

규정 제454호 2012.  9. 27.  일부개정

규정 제553호 2018.  1. 16.  일부개정

규정 제557호 2018.  9.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

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당직근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

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소속 부서의 장(소속기관장 포함)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

람 시스템”이라 한다.)상에 근무상황신청(당직휴무) 후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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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관장하며,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과장 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이하 “총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단, e-사람 시스템을 통한 당직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스템상 승인으

로 갈음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총무과장에

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전항의 당직신고 전에 본관 총무과 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

정지원과 서무담당(이하 “총무과”라 한다)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물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숙직근무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

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별표의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간소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 편성)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편성한다. 다

만,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상위직으로 높이거나 증원할 수 있다.

1. 숙직 : 5급 이하 직원 1명 (단, 여직원의 경우 필요시 2명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일직 : 5급 직원 1명

3. 삭제

4. 신규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칙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보안점검 및 점검표 기재

2. 청사내외의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3.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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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5. 국기 게양 상태의 점검

6. 기타 상급기관 및 관장의 지시사항의 이행

②당직근무자는 청사관리 용역업체의 당직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일직근무자는 당직업무와 이용자 출입업무, 자료실 근무자의 복무점검, 자료실 순

찰, 자료유출자 및 훼손자 처리, 이용자의 안전사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당직근무자는 화재발생, 난동자 등의 침투, 그 

침투에 직면한 때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시는 즉시 다음 각 호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가.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실시

나. 청사내의 화재경보

다. 자체 진화작업이 불가능할 시 관할소방서에의 연락

2. 난동자 등의 침투 또는 직면 시

가.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나.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3. 안전사고 발생시

가. 부상 등 경미한 안전사고는 응급조치 실시하고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

나. 중한 안전사고 시는 인근병원으로 즉시 이송

다. 엘리베이터, 보일러 등 시설고장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는 청사관리 용역업체를 

동원 즉시 수리 등 조치

제1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대장

5. 관외출타신고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국가공무원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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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직근무수칙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현관 출입구에 방

호원을 배치하여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방호원은 당직근무자의 허락 없

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별지 제2호 서식)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

지점을 2회 점검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일과 시간 이후 사무실 잔류자 및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당직실 내에는 당직근무자 이외의 타인을 잔류시키지 못한다.

제13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기타) ①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는 당직근무자 책임 

하에 보관하였다가 익일 업무개시 즉시 총무과에 인계한다.

②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시는 이를 해당과장 및 주무사무관에

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보고)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상세

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종료 1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당직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금요일, 토･일요일 숙직과 일직은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 인수하고 최종 

당직근무자가 종합하여 보고한다.

제15조(당직태만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제8조의 당직근무수칙 및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무과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칙)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부    칙 <1997.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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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8.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

이 규정은 2004.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1>

이 규정은 2004.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6.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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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7>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9. 27>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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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당직용 명찰 규격

국 립 중 앙 도 서 관

당         직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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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당직교체(대직) 승인원

담당 사무관 총무과장

아래와 같이 당직을 교체(대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직
월 일

당 직
구 분

수  명  자 교 체 (대직자) 교체
(대직)
사유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201 년   월    일

수   명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체자(대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총무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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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년도                                             

구 분

 점
 검
 일

①
서류보관상태

②
청 소 상 태

③
소 등 상 태

④
화기단속상태

⑤
문 단 속 상 태 ⑥

비
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

재

최종퇴청자 당직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점  검
시  각

성 명
점  검
시  각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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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 1996. 7. 1.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68호]

1996. 10. 29.  일부개정

       1998.  9. 14.  일부개정

       1999.  6.  1.  일부개정

규정 제327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401호 2009.  7.  6.  일부개정 

                                           규정 제473호 2013.  3.  8.  일부개정

                                           규정 제484호 2013. 11.  1.  일부개정

                                           규정 제542호 2017.  5.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

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

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내에 부설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소관) 도서관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주차장운영시간) ①주차장운영시간은 09:00~22:00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도서관 행사 등 필요 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산정 등)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이용시간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입차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

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제6조(정기주차 차량등록) 도서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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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할 경우에는 <별지1>의 서식에 의한 정기주차 차량등록신

청서를 정기주차 전월에 도서관장에게 제출하고 주차요금 납부 후 정기주차 차량등록

을 하여야 한다.

②정기주차 차량등록신청시간은 매주 평일 09:00~18:00로 한다. 다만, 휴관일 및 토

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③도서관장은 도서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주차 신청자격, 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고, 제8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 운행요일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면제 차량등록) 제8조제1항의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 중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

자 할 경우에는 <별지2>의 서식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차량등록신청서를 소관 부서를 

통해 도서관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차요금 면제･감면) ①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관용차량, 공무수행 차량, 언론기관 로고부착 차량, 구급 및 비상용 차량, 비상발령 

시 응소차량

2. 도서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 참석을 위하여 방문하는 차량

3. 업무상 방문하는 차량

4. 도서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생 및 도서관 자원봉사자 차량

5. 도서관 직원 등 상주기관 임직원 차량

6.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7. 도서관 이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 무료

②다음의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장애인 차량(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 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2.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 차량)

3. 경차(1,000cc이하), 하이브리드 차량(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

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요금은 출차 시 주차이용시간을 산정하여 징수하며, 월 

정기주차 등록차량은 정기주차 차량을 등록할 때 징수하되 주차기간은 등록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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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자동차훼손,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①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주차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

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도서관에서는 주차구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있는 사고에 대비키 위해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관리) ①관리자는 주차장 시설 등 주차장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주차구획선내에 한하며, 인도 등 주차구획선 밖의 

공간에 차량을 주차시킬 수 없다. 다만, 도서관행사 등으로 내관하는 차량이 많을 경

우에는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시킬 수 있다.

③주차관리인은 입･출 차량관리, 요금정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주차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시킬 때

2. 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 시킬 때

3. 기타 주차위반 차량

제12조(주차거부) 주차장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

6. 기타 도서관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방치차량에 대한조치) 특별한 사유없이 주차장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실시하고, 72시간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

동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일반행정 91

제14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주차장내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3. 차량내에 귀중품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본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도서관장은 효율적 주차장관리를 위해 수시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

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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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3. 3.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22>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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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주  차  요  금

구     분 도서관 이용자

기본요금

초과요금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매 15분마다 500원

월정기권

1일 최고요금

회차

 50,000원

 10,000원

 무료(10분이내 회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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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정기주차 차량등록 신청서

◦ 성    명 :

◦ 연 락 처 :

◦ 정기주차기간 :     .    .   ~   .   .   

상기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정기주차를 신청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종 비  고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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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주차요금 면제차량 등록신청서

◦ 면제(감면)사유 :

◦ 신청기간 :     .    .   ～   .   .   (   개월/  일)

국립중앙도서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 차량의 주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감면) 등록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차량 현황>

성 명 차량번호 차종 비고(연락처)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소속 :  ◯◯◯◯◯◯◯과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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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 2007. 10. 22.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370호]

규정 제426호 2010. 3. 23.  일부개정

                                           규정 제549호 2017.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

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

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

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

정에 따른다.

제4조(지휘･감독 등) ①도서관장은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도서관장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도서관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위임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①도서관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중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은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정･현원관리를 위하

여 도서관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의표시) 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소속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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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7. 10.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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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 2009. 7. 6.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02호]

규정 제451호 2012.  9.  6.  일부개정 

규정 제482호 2013. 11.  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

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화재예

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CCTV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기획연수부 총무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를 시설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카메라 대수 및 위치)

           위치
구분

본관 보존관 디지털도서관 주차관리 옥외

대수
회전형 1 1 5 6 9

고정형 90 28 43 25 6

소계 91 29 48 31 15

총합 214

제2장  설치 및 취급시 준수사항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알

아보기 쉽도록 별지1호 형식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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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재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관리책임자･연락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①정보주체는도

서관 관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도서관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

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시간) CCTV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

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

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

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우리도서관의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①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감시실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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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DVR)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

자(중앙감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

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⑤화상정보의 삭제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DVR)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①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

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중앙감시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

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1. 중앙감시실 : 전체 화상정보의 통합관리(모니터 29대, 자동녹화기 15대)

제11조(녹화된 화상정보의 제3자 제공, 열람･재생 사유와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

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3호 서식에 의해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제공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장  보   칙

제12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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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

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

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6>

이 규정은 201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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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CCTV 설치･운영 안내

 설치목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방지･범죄예방･증거확보

      시설안전･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촬영범위 및 시간

      ▸촬영범위 : 도서관 전역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담당부서 : 기획연수부 총무과

      ▸책 임 관 : 시설담당사무관

      ▸연 락 처 : ☎ 02) 590 - 0519

• 입간판 및 벽 부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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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CCTV 운영･관리 기록부
20   년   월   일 (   요일)

결

재

담당 책임관

◦CCTV 주간점검

구 분 내 용
결 과

정상:○ 불량:× 정비:△
고장 / 정비 내용 비 고

CCTV 카메라

 영상표출 상태

 작동(줌, 회전) 상태

 기능설정 상태

 외관, 설치 상태

 전원공급 상태

CCTV 제어부  프리셋 연동상태

녹화장치

(DVR)

 영상녹화 상태

 영상기록물보유 상태

 기능설정 상태

 외관, 설치상태

 전원공급 상태

※ 영상기록물 보유기간 30일

◦주간열람

날짜
열람자
(연락처)

열람사유 열람내용 / 요구사항 처리내용 담당자
기록물  사진

/동영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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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2.01.01 18:30 ~ 2012.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본관/디지털도서관 0층  00자료실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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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 2012. 8. 10.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

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실 및 로비(결혼식장으로 사용)

2. VIP룸(폐백실 및 신부대기실로 사용)

제3조(사용대상자) 도서관의 자체교육･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조의 시설에서 결혼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 또는 그의 직계비속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

3. 차상위계층 또는 그의 직계비속

4. 일반인(신랑･신부 중 어느 한쪽이 내국인이어야 함)

제4조(사용가능일) 국제회의장을 결혼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말(토･일요일)과 도서관 휴관일에 한하며, 사용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신청) ①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예정일 1개월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결혼 당사자(신랑･신부) 인적사항, 사용예정일, 피로연 예상인원 등

②신청인은 결혼 당사자이거나 그의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③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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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승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1일 1건의 결혼식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결혼식장 사용예정일이 도서관 관련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도서관 관련 행사를 우

선으로 하며, 도서관 사정상 결혼식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및 검소한 결혼식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예상하객이 

300명이하의 결혼식에 한하여 사용을 승인한다.

제7조(장소 사용료) ①장소 사용료는 국제회의장 1회 사용을 기준으로 59,09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제5조에 의하여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 이외 별도의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도서관이 부담한다.

제8조(부대시설 이용) ①도서관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무상으로 이용

하게 할 수 있다.

1. 결혼식장 : 주례･사회자 단상, 음향시설, 조명, 혼주석(4석), 주례석(1석), 그랜드

피아노, 꽃장식(조화), 주단, 하객석(기본 200석), 축의금 접수대, 접수대 명패, 웨

딩마치 등 기본음악(MR)

2. 폐백실 : 폐백의상, 폐백용구(보료등침, 돗자리, 교자상보), 병풍

3. 신부대기실 : 신부대기 의자, 파티션

②제1항의 부대시설 설치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시

기에 국제회의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결혼식 예정일이 주말(토･일)인 경우 : 해당 주 금요일

2. 결혼식 예정일이 도서관 정기 휴관일(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인 경우 : 결혼식 예

정일 전주 금요일

3. 결혼식 예정일이 도서관 휴관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 해당

일 전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 전일

제9조(피로연 등 이용) ①도서관은 결혼식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주례, 피로연, 웨딩진

행, 웨딩사진 등 알선)에 관여하지 않으며, 결혼식에 필요한 비품(혼주용 초, 방명록, 

혼인 서약서, 면장갑, 혼주용 장갑 등)은 사용자가 직접 준비한다.

②사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의 일부 장소를 피로연장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하고, 그 피로연 운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내식당 운영업체가 맡되, 알뜰

하고 검소한 결혼식 취지에 맞게 검소한 메뉴 구성이 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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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용자가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피로연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민간업체의 피로연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경우는 국제회의장 로비에서 피로연을 열 수 있도록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제회의실, 폐백실, 신부대기실에는 피로연 음식물을 반

입할 수 없다.

제10조(결혼식 관리) ①결혼식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회의장 결혼식 예약현황을 기

록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관리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결혼식이 종료된 후에는 결혼식 운영현황을 기록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일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1조(근무) 도서관은 결혼식 당일 근무조 편성은 다음과 같으며, 현장 근무인원을 최

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1. 총괄(1) : 총무과 관리계 직원 1명

2. 음향, 조명 지원(2) : 총무과 관리계 직원 1명 및 용역업체 직원 1명

3. 미화 지원(2) : 용역업체 직원 2명

제12조(주차장 이용) 사용자 등이 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시간 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차료를 부과한다.

제13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등) ①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

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 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

입･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

켜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은 그 손해액을 배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도서관 시설 외부에 화환 또는 현수막 설치 등을 지양하고, 결혼식장 내부

의 화환 또는 현수막 등은 결혼식 종료 후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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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국제회의장 결혼식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

1.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본인, 부모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 해당하는 내용에 ☑ 체크하세요                  

2. 인적사항

   가. 신랑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부모님 성함 :  (부)                  (모)               

   나. 신부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부모님 성함 :  (부)                  (모)               

3. 신청내용

         ■ 예식일자 및 시각 :             ■ 피로연예상인원 :     명 

         ■ 국립중앙도서관 식당 피로연 이용여부 :  (이용 또는 미이용)  

위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회의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자료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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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국제회의장 결혼식 관리부

연번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모성명
예식일자
(시  간)

하객인원
(명) 

피로연장이
용인원

신청자
성명

신랑        /
.    .

(     :     )

명 명

신부        /

신랑        /
.    .

(     :     )

명 명

신부        /

신랑        /
.    .

(     :     )

명 명

신부        /

신랑        /
.    .

(     :     )

명 명

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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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국제회의장 결혼식 일지

일 시
결 혼

시 간

신 랑

(혼 주)

신 부

(혼 주)

도서관 

지급 물품
  비 고

(사  진)

식당 이용

현황

근 무 자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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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 2012. 9. 21.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53호]

규정 제479호 2013.  9. 12.  일부개정

규정 제522호 2016. 11.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청사 여부 및 행정조직 규모 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기관의 조직운영 방식 및 지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

터,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조직운영)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은 독립청사와 일정 규

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회계 및 물

품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한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지 못하여 국립중

앙도서관 본관의 “부” 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한다.

③ 자료보존연구센터는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지 못하고, 업무의 

상당부분이 자료관리부의 기능(자료보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자료관리부 소속 부서

(“과” 단위) 형태로 운영한다.

제4조(지원･관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의 업무에 대하여는 본관의 부서(부)별로 자료수집, 자료정리 등 기능에 

따라 지원 및 관리한다.

제5조(본관 주간 주요회의 참석)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주간 부･과장회의에 관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하고, 매주 월요일 주간 부･과장회의에 주

무과장이 참석하며, 매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관･부장(고공단)회의에 관장이 참석한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주간 부･과장회의에 관장 및 각 과장

이 참석한다.

③ 자료보존연구센터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주간 부･과장회의에 센터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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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립세종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주간 부･과장회의에 관장이 참석한다.

부    칙 <2012. 9.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6>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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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 2013. 11. 1.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80호]

규정 제505호 2014.  6. 11.  일부개정

규정 제537호 2017.  2. 1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

증 및 방문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국립어린이청소

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및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실정을 감안

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3조(출입증의 종류)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종      류 발   급   대   상

출 입 증

 ◦시설관리 및 청소 등 입주업체 직원

 ◦공익근무요원

 ◦상시출입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방 문 증

 ◦도서관을 공무로 일시 출입하는 자

 ◦도서관계 교육생

 ◦직원방문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내･외국인

제4조(출입증의 발급권자)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도서관장이 된다.

제5조(규격･제식) ①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

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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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증의 전면 : 명칭, 발급기관 등 기재

2. 출입증의 후면 : 발급번호, 발급권자 등 기재

제6조(발급 및 관리) ①출입증은 총무과 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 국

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이하 ‘총무과’라 한다)에서 발급 및 관리한다.

②출입증에 대한 발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출입하고

자 하는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총무과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총무과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에 발급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호에 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총무과장은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의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출입증 패용사유가 소

멸되어 반납 또는 회수된 출입증은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즉시 폐기조치

한다.

③방문증에 대한 발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방문증은 현관 안내소 및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

2. 현관 안내소 및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방문자기록부에 

기록한다.

3.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각종 행사･교육 및 기타사유로 단

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교부할 

수 있다.

제7조(발급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

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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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이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5.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를 출입증 발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8조(보안서약서의 제출) 총무과장은 출입증 발급 대상자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
출입 및 중요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출입증 패용) ①출입증은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도서관 소속 방호원 및 공무원은 출입증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 소지자에 대해서

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금지) ①출입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관 조치한다.

제11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확인) ①총무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

여야 한다.

②도서관 소속 방호원 및 공무원은 도서관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패용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패용사유가 소멸된 출입증이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출입증을 회수하여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 관리

제13조(도서관 출입관리) ①도서관에 자료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반드

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시킬 수 

있다.

②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는 제한(통제)구역을 일체 출입할 수 없다.

제14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각종 행사 및 기타사유로 단체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관 단체방문 신청서를 방문 전일 또는 당일까지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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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관부서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고, 방문증은 제7조제

3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다.

제15조(물품 반입･반출) ①방호원은 도서관의 보안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도서관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②물품을 현관 안내소(또는 장비 반입구, 기타 출입구 등)로 반입･반출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현관 안내소에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반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보안 교육) ①총무과장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방호인력 등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여야 한다.

1. 외부인 안내 및 응대요령

2. 출입증 패용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출입보안 관련 사항 등

제17조(위･변조 등 점검) ①총무과장은 출입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반기 1회이상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입보안사고 보고) ①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

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파괴 사고

2. 관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3. 기타 출입보안 사고

②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 및 원인

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

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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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호원･청원경찰 근무

제19조(방호･경비총괄)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주간(09:00∼18:00)에는 총

무과장이 총괄하고, 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총괄한다.

제20조(방호･경비담당) ①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방호원, 청원경찰이 담당

한다.

② 방호실장과 청원경찰대장(이하 “청경대장”이라 한다)은 소속 방호원･청원경찰을 

지휘･통솔하여 방호･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③ 총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방호원 및 청원경찰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방호원･청원경찰은 총무과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야 한다.

제21조(책임구역) 방호원･청원경찰의 책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무과장은 상

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방호원은 건물외부로 통하는 각 출입문과 건물내부 전역으로 한다.

2. 청원경찰은 대지 경계선 내부부터 도서관 건물까지의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건물의 

외곽과 건물내부 중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22조(임무)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무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방호원 

가. 제21조의 책임구역 내 도서관 이용자 보호와 도서관 시설의 파손･훼손 예방 

활동

나. 도서관 이용자 및 방문객 안내 

다. 야간 일일보안점검

라. 사무실･자료실･서고 및 입주업체의 비상열쇠 관리

마. 물품의 반입･반출 통제

바. 각종 행사시 의전, 안내 및 질서유지

사. 소란･폭행･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진압(청원경찰 합동)

아. 제21조의 책임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정보주체 동반)

자. 차 없는 거리 주차관리 등

2.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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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1조의 책임구역 내 도서관 이용자 보호와 도서관 시설의 파손･훼손 예방 

활동

나. 건물외곽･울타리 순찰

다. 주차단속 및 주차장 순찰

라. 도서관 이용자 안내

마. 건물외곽 거동 수상자 확인･감시

바. 소란･폭행･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진압 

사. 방문인사 차량 의전 및 안내

아. 제21조의 책임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정보주체 동반)

자. 유관기관(방배경찰서, 서래지구대)과의 긴급연락체계 유지 등

제23조(근무조 편성) ①총무과장은 방호원･청원경찰의 인원수와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방호실장 및 청경대장은 매월마다 소속 방호원･청원경찰에 대한 당직 및 근무지 

배치 등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월 시작 7일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복장) 방호원･청원경찰은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수칙) ①방호원･청원경찰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

2. 방호･경비 책임구역과 근무수칙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

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

상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5.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6.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신속히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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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1~2시간마다 도서관 내외를 순찰한다.

② 방호원･청원경찰은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 시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 시간은 방호원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청원경찰은 

18: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2. 근무시간 중에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근무는 방호원 2인, 청원경찰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근무인

원을 증감할 수 있다.

4. 근무자는 순찰체크기를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한다.

5. 순찰 시 다음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가. 출입문 및 외부로 통하는 창문의 개폐 여부

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여부

다. 각 사무실의 소등 여부

라. 주차장, 화장실 등 은폐된 곳에 불법침입자, 사고자가 있는지 여부

마. 시설물의 파손, 훼손 및 누수 여부

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

사. 기타 시설 방호･경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6.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사전에 도서관 출입이 허용된 자나 당직책임자가 출입을 허

락한 자 이외는 외부인을 도서관 내부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복무감독) ①방호실장 및 청경대장은 근무일지[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를 작

성하여 익일 총무과장 또는 서무담당사무관에게 주･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

야 한다.

②방호실장 및 청경대장은 일일 근무자 현황표[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일(휴일근무자는 휴일 전일) 09:00까지 총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무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방호장비 관리) ①방호원･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가스총･방호봉･무전기･녹음

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방호실장 및 청경대장이 한다.

②방호실장 및 청경대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 관리부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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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스총 및 방호장비의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

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방호원･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총무과장(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

2.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

3.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제28조(교육) ①총무과장은 방호원･청원경찰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직무교육은 방호실장 및 청경

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 ①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긴급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제30조(대민 응대) ①이용자, 민원인에게는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 민원인이 폭언 시에는 녹음을 하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폭언이 계속되면 민원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퇴

거를 요청하며, 퇴거에 불응 또는 폭행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1조(휴대품 검사) 방호원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당한 의심

이 있는 경우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②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휴대품을 검사하고 검사 시에는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입제한) ①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정신분열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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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소란･악취 및 고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

3. 금품을 구걸하고자 하는 사람

4. 행상인 등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5. 업무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자, 위험도구 등을 소지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공휴일 또는 업무가 종료된 근무외의 시간

2. 전시대비훈련 등 군사작전수행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폭언･폭행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3조(부대임무) ①국기는 방호실장 책임하에 관리하되,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게양하지 아니한다.

②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의전은 방호실장 책임하에 수행한다.

부    칙 <2013.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국립중앙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및 국립중앙도서관 방호원･
청원경찰 근무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4. 6.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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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출   입   증

출 입 증
가-1

1. 본 증은 출입기간중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증을습득하신분은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

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허용오차 ± 1mm)

               

               ▷ 바탕색 : 녹색

               ▷ 글씨 및 줄의색 : 검정색

  뒷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 라 】
                가 - 입주업체 직원

                나 - 공익근무요원

                다 - 상시 출입자

                라 - 기   타

<출입증 예시>

54mm

85.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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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방    문    증

방 문 
1

1. 방문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2. 본 증은 출입기간중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3. 용무가끝난후즉시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 바탕색 : 회색

               ▷ 글씨 및 줄의색 : 검정색

54mm

85.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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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출입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출 입 부 서 :  ○ 표시

본  관 자료보존관 국제회의장 디지털도서관 기  타

출  입  목   적 :

재발급신청사유 :

위와 같이 출입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하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과장 (인)

첨  부 : 신분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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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출입증
번 호

발급
일자 소속

(주소)
(전화)

직명
생년
월일

출입
부서

출입목
적

신 규
･

재발급

비  고
(수령인)

결 재

회수
(폐기일자)

성명 담당 주무
서기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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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방문자 기록부

월일 번호

방   문   자

방문부서 방문목적

방문시간

확인자
비 고

(방문증번호)소속(주소)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 부터
- 까지

※ 방문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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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출입함에 따라 귀 기관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우연히 지득

한 공적･사적 제사실을 출입기간 중은 물론 그 후에도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 국가보안법 기타 법규의 규정에 따른 처벌 또는 불이익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소     속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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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출입증 분실신고서

 1. 분 실 일 시

 2. 분 실 장 소

 3. 출입증 발급기관

 4. 출입증 종류 번호 색깔

 5. 분 실 경 위

 위와 같이                증을 분실하였기에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분실신고자 :  소속           직명            성명          (인)

                   (주소)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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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단체방문 신청서

①신청인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전  화

②방문일시         년    월    일 (     )   오전 :    / 오후 : 

③방문목적    

④방문인원 총    (                )명

⑤방문장소

⑥인솔자
직책 :         성명 :         전화 :              

전송(팩스) :

휴대전화 :

⑦요청사항  

※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상 일반인은 개인별로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별첨.

위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단체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과장 (인)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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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물품반입(반출)확인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차량등록  번호

④ 주  소
(또는 직장)

⑤연락처
전  화

핸드폰

⑥ 일  자         월    일 
⑧반입/반출 사유

⑦ 사용장소

물품
반입･
반출
내역

⑨품  명 ⑩규 격(모델) ⑪Serial No. ⑫ 수 량 ⑬용 도 ⑭비 고

  ※ 물품 기재사항이 초과한 경우 별지 사용

상기 물품의 반입(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위 신청사항을 다음 조건하에 승인합니다.

 <허가조건>

    1.

    2.

    3.

년    월    일

        과 장 :                (인)

※ 반입･반출 물품 확인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근무자 :             (인) / 담당공무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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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출입･보안 사고 보고

사 고 종 류  화재 (     ),  파괴 (     ),  침입 (     ),  기타 (     )

사 고 일 시 년    월    일   (    )요일  /  시간 : 

사 고 장 소

 □ 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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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방호장비 관리부

20  년   월

종  류 수량 고 유 번 호  관리자 관리상태 비 고



일반행정 133

[별지 제10호 서식]

방 호 원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결
재

방호실장 주무관 서기관 과 장

전 결일  근  자
(09:00-18:00)

  /  명(휴무:   , 연가:    ) 

  성  명 : 

       시 간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출입문 시건

(확인자)

본 관

디지털
도서관

18:  /

자료보존관
(주차관리 포함)

18:  /

국제회의장 18:  /

순  찰

휴식 (및 출동대기)

<순찰경로> 

순찰시간 순찰자 특이사항 순찰시간 순찰자 특이사항 순찰시간 순찰자 특이사항

 09 13 16

 10 14 17

 11 15 18

특이
사항

 o 일일 방문객 현황 :    명(본관    , NDL    , 자료보존관    , 국제회의장    , 기타    )

당  직  자
(18:00~익일09:00)

    명(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시 간
 구 분 18:00~20:00 20:00~23:00 23:00~    ~05:00 05:00~08:00 08:00~09:00

- - -

- - - -

- - - -

순    찰
(시간)     :   -  :          / (이상유무)                  /(순찰자)

(시간)     :   -  :          / (이상유무)                  /(순찰자)

보안점검
(시간)     :   -  :          / (이상유무)                  /(순찰자)

(시간)     :   -  :          / (이상유무)                  /(순찰자)

특이
사항

 o 공용차량 야간운행 : 이용자           (차량번호 및 운행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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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청 원 경 찰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결
재

대  장 주무관 서기관 과 장

전 결
일  근  자

(09:00-18:00)

   /  명(휴무   , 연가   ,        )  

  성 명 : 

         시 간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비  고

본 관

디지털
도서관

 순찰 

휴식 (및 출동대기)

<순찰경로> 

순찰시간 순찰자 특이사항 순찰시간 순찰자 특이사항 순찰시간 순찰자 특이사항

 09 13 16

 10 14 17

 11 15 18

특이
사항

야 간 근 무
(18:00-23:00)

      명 (성명 :            서명      / 성명:           서명           )

NDL사무실출입구
(및 출동대기)

 

순     찰
(시간)     :   -  :     / (순찰자)          /(특이사항)              

(시간)     :   -  :     / (순찰자)          /(이상유무)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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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일일 근무자 현황 (방호원)

     년    월    일    요일

근무자
현황

     /   명(휴무:  , 연가:    )

 성  명 : 

 (고정근무자)

     시 간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출입문 
시건(확인)

본 관

디지털
도서관

18:  /

자료보존관
(주차관리포함)

18:  /

국제회의장 18:  /

순  찰

휴식 
(및 출동대기)

 (순 찰 자)

순찰시간 순찰자 비  고 순찰시간 순찰자 비  고

09:00 15:00

10:00 16:00

11:00 17:00

13:00 18:00

14:00

주요
행사

특이
사항

당직자       명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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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일일 근무자 현황 (청원경찰)

     년    월    일    요일

근무자
현황

     /   명(휴무:    , 연가:     ,      )

 성  명 

 (고정근무자)

    시 간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비  고

본관
 

디지털
도서관

 

순  찰

휴식
(및 출동대기)

 (순 찰 자)

순찰시간 순찰자 비  고 순찰시간 순찰자 비  고

09:00 15:00

10:00 16:00

11:00 17:00

13:00 18:00

14:00

주요
행사

특이
사항

야간근무자           명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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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 2013. 2. 18.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68호]

규정 제483호 2013. 11.  1.  일부개정 

규정 제504호 2014.  6. 11.  일부개정

규정 제540호 2017.  4.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1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항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

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신분증의 발급･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와 같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도서관장이 된다.

제6조(신분증의 휴대 등)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도서관내에서 늘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분증발급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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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

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등) 각 부서의 장은 소속 무기계약직 등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

분증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총무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납된 신분증은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해 발급하여 사용 중인 출입증은 2013. 2. 28까지 사

용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신분증을 새롭게 발급받는 자의 출입증은 회수하여 

폐기 조치한다.

부    칙 <2013. 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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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뒤 쪽 )                        ( 앞 쪽 )

           (54mm × 86mm)

    ▷ 바탕색: 회색, 녹색, 연두색

    ▷ 글씨색: 검정색

사 진

3cm×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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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 재
신분증 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소속 직위 및 직급 성명 생년월일 신 규･재발급 재발급사유 사진
비 고

(수령인)담 당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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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생년월일 :

  5. 신분증 번호(재발급 시)

  6. 발급(재발급)사유 : 

  붙 임 : 사진 2장

  위와 같이 신분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소속 부서의 장 ◯ ◯ ◯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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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 2019. 6. 1. 제정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6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촬영 공간 및 시간) ①도서관의 자체교육･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외부(지식의 뜰 포함) 

2. 로비와 자료실 

3. 기타 촬영승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곳 

②촬영은 도서관 휴관일 정규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촬영 신청) ①도서관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촬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회사명), 대표자명･주소)

2. 촬영 프로그램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촬영 일시(소요시간)

4. 촬영 인원

5. 대표 출연자(드라마, 영화 등에 한함)

②촬영신청서는 촬영일 기준 20일 전까지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뉴스의 경

우 평일 24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개인 또는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민간업체가 촬영을 신청할 경우, 유관기관의 촬

영 협조 공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촬영 신청의 취소) 촬영자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 촬영을 취소할 경우, 평일 24시

간 이전에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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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촬영의 승인) ①도서관은 제3조의 촬영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를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촬영을 결정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촬영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촬영 내용의 확인을 위해 시나리오 등을 받으며, 촬영 승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의 이미지 및 위상에 부합하는 내용  

2.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 

3. 도서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관련 내용 

4. 기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촬영일정 경합 시 행사의 시급성･중요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촬영승인의 제한)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불허할 수 있다.

1. 촬영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

2. 우리나라와 도서관의 이미지 및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서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촬영승인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기획연수부장

2. 위원 : 총무과장, 자료운영과장, 디지털정보이용과장, 국제교류홍보팀장 (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

3. 간사 : 국제교류홍보팀 담당자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촬영 승인 및 제6조 촬영 승인의 제한 여부

2. 제9조 비용 및 손해배상에 관한 건

3. 기타 도서관 내외부 공간 촬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4촌 이내 

친인척, 사제관계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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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촬영승인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

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촬영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변경을 가할 수 없고, 

도서관 시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특별한 설비를 주요시설이나 중요시설에 반입･설
치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및 손해배상) ①도서관 촬영 따른 공간 대관비용은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촬영으로 인한 딸린 비용(주차료, 복사비 등)은 촬영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③촬영으로 인해 도서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촬영자는 이에 따른 손해액을 지불하여

야하며, 손해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준수사항) 촬영자가 도서관에서 촬영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도서관에서 정한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사항

2. 촬영과 관련된 환경미화 및 정리 

제11조(촬영의 중지) 도서관은 촬영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촬영 승인을 취소하거나 촬영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해당되었을 때 

2.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간이나 시설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심의위원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 

제12조(기타) 도서관 홍보를 위해 도서관 로고 삽입 등 도서관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촬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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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촬영 신청서

※ 뒤쪽의 신청자 준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  ]              승인[  ]             취소[
사유

                           ]     재신청[  ]  

1)프로그램
종류

 [ ] 1. 영화       [ ] 2. 드라마     [ ] 3. 교양 

 [ ] 4. 뉴스       [ ] 5. 광고       [ ] 6. 기타
  6번 해당 시 기재
  [                      ] 

2) 
신청자
정보

신청자이름 소속기관 및 기관장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주소 

3) 촬영 
내용

제작진 및 

출연진

감독(대표작 명시) 작가(대표작 명시)

기획의도 

주연배우① 주연배우②

촬영 

상세 내용

촬영 일시 / 소요시간 촬영인원

장비 / 차량 및 수 (구체적으로 작성, 예. 발전차 1대, 살수차 1대, 탑차 1대)

프로그램 

상세 내용

(줄거리)   

※ 프로그램 내용은 촬영계획서, 시나리오 등을 별첨할 수 있음 

4)개인
정보

수집동의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원활한 촬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목적 : 촬영 신청 확인 및 안내 사항 고지 등
 - 수집정보 : 신청자이름, 소속기관 및 기관장명 등 
 - 보존기간 : 촬영일 기준 1년 
 -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촬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은 위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촬영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관련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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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서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승인 내용 이외의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는 촬영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우리관 시설 및 장소를 이용할 때에는 우리관 직원의 협조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

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우리관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촬영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우리관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시설사용 승인만으로 우리관이 해당 사용자의 촬영을 후원하는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용자는 우리관 시설 외부에 대형 현수막 설치 등을 지양하고, 촬영 후에는 현수막, 홍보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10. 사용자는 촬영 진행시 우리관 이용자 혹은 관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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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1978. 2. 1.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70-1호]

규정 제210호 1995.  9. 20.  일부개정 

규정 제232호 1998.  1. 20.  일부개정 

규정 제238호 1998.  6. 18.  일부개정 

규정 제255호 1998.  9. 22.  일부개정 

규정 제291호 2002.  7. 15.  일부개정 

규정 제299호 2003. 10. 13.  일부개정 

규정 제328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57호 2007.  5. 30.  일부개정 

규정 제377호 2008.  7.  1.  일부개정 

규정 제425호 2010.  5. 25.  일부개정 

규정 제429호 2011.  3. 22.  일부개정 

규정 제432호 2011. 11.  8.  일부개정 

규정 제460호 2012. 12. 27.  일부개정 

규정 제501호 2014.  4. 15.  일부개정  

규정 제523호 2016. 11. 14.  일부개정 

규정 제554호 2018.  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

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

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 전달 매개체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제3조(특수자료 접수) 특수자료는 자료수집과(이하 ‘해당자료 등록과’라 한다)에서 등록

한다. 해당 자료 등록과 이외의 과에서 접수한 경우, 특수자료인계서(별지 제2호 서

식)를 작성하여 자료와 함께 해당자료 등록과에 인계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지정･해제) ①해당자료 등록과장은 제2조에 의거 관장의 결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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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특수자료로 지정한다.

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

부에 문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특수자료로 지정된 자료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

식)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자료의 표제지 오른쪽 상단부 공백에 특수자료인

(별지 제2호 양식)을 날인하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특수자료 해제는 특수자료로서 계속 취급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해당자료 등록과

장은 특수자료 운영부서의 해제결정 후 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특수자료등록

대장(별지 제3호 서식) 비고란과 자료의 표제지 오른쪽 상단부(기 날인 특수자료인 

아래)에 해제인을 날인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해제된 간행물은 해당자료 등록과에서 해제한 후 해당자료 정리부

서에 인계한다.

제5조(특수자료 정리 및 인계) 해당자료 정리부서에서 특수자료로 정리한 자료는 도서

원부 및 특수자료인계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해당자료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관리) ①특수자료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 운영부서 과장이 되며, 관

리부책임자는 해당자료 운영부서 사서사무관이 된다.

②정･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징구한다.

③특수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자료의 보관 및 확인점검

2.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④특수자료는 좌측 상단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양식)를 기재하고 표지여백에 경고문

(별지 제4호양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

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특수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의 사진 촬영 및 스캐너 등 각종 촬영장

비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공익을 위한 방송 및 학술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담당

자와 협의하여 촬영 범위를 결정한다.

제7조(특수자료의 열람) ①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

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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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다만, 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내에 한하며, 전자출판물은 인터넷과 보

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 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특수자료 취급자는 열람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열람･대출대장(별지 제5

호 서식)에 등재하여 해당자료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얻어 열람토록 한다.

제8조(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 ①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 또는 원본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②특수자료를 복사, 양도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과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료 관리책임

자는 무단 복제･복사･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한다.

제9조(특수자료의 대출) ①특수자료에 대한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대출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

②특수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특수자료열람･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무단 복제･복사･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한다.

③제①항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복본이 비치되지 않은 자료나, 참고도서 등 이용빈

도가 높은 자료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④전자출판물의 경우는 대국민 홍보 목적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⑤대출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반납 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제한한다.

제10조(특수자료의 공개 활용) ①관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서를 

제출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통보) ①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익월 2일까지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급기관 일반형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 서식)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익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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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기관 일반형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 서식)

③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하

고, 해당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

2. 특수자료 보관장소 이전사항

제12조(비치서류) 

1.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특수자료 인계서(별지 제2호 서식)

3.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특수자료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 서식)

제13조(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급박한 사태의 발

생시에 대비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1978. 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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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8.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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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1. 3.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 18>

이 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4>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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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수 신 :

1. 본인은 소속기관의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로서 자료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료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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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특 수 자 료 인 계 서

서   명 저  자 발 행 자 권    호 책 수

  위와 같이  인수인계 함

            

                          

                                      년      월      일

                      인계자    직명              성명            (인)

   

                      인수자    직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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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특수자료등록대장(횡)

특수자료 등록대장

관리번호 입수일자 자 료 명 발행자 발행년월일 입수경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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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수 신 :

1. 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복사･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대출후 10일 이내에 대출자료를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한 경우 반납 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자료 열람･대출금지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    .

소        속 :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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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

일자
관리
번호

자 료 명 목 적

열람･대출자 반   납

소속 연락처
생년
월일

성명 일자 책임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특수자료 복사본 관리대장

일자
관리
번호

자 료 명
총복사
매수

복사 확인 폐기 확인

소속･성명 서명 일자 책임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특수자료 양도대장

일자
관리
번호

자 료 명 목 적 인계자 인수자
비고

(복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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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취급기관 일반현황>

연번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기관장
(직책)

정책임자
(직책)

부책임자
(직책)

인가
일자

홈페이지 비고

<특수자료 보유현황>

구    분 전년도 보유건수 증가 건수 계

총    계

정기간행물

단 행 본

시청각자료

기    타

* 일간지, 주간지는 월별로 합철 1건으로 계상

<특수자료 활용실적>

구    분 열  람 대  출 복사(양도)

계      명    회      명    회    개 기관    건

정기간행물      명    회      명    회    개 기관    건

단 행 본      명    회      명    회    개 기관    건

시청각자료      명    회      명    회    개 기관    건

기    타      명    회      명    회    개 기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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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양식]

특수자료 1㎝

2㎝

[별지 제2호 양식]

     특수자료

직경 3㎝
        No.

[별지 제3호 양식]

관리

번호

  ↑
 1.5㎝
  ↓

← 1㎝ → ←   2㎝    →

[별지 제4호 양식]

특 수 자 료

 ↑
 1㎝
 ↓

본 자료는 허가 없이 공개･
복사･반출 등을 할 수 없음

 ↑
 2㎝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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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 1969. 4. 7.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0호]

규정 제182호 1993.  9.  7.  일부개정  

규정 제225호 1997.  1. 25.  일부개정  

규정 제240호 1998.  6. 18.  일부개정  

규정 제329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78호 2008.  7.  1.  일부개정  

규정 제440호 2012.  8. 31.  일부개정  

규정 제539호 2017.  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귀중자료는 학술적 또는 활자나 인쇄상으로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진귀하

여 제3조 기준에 의거 특별한 지정･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준) 귀중자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고사본(古寫本) 및 고간본(古刊本)

가. 한국은 조선조 제17대 효종(孝宗) 이전(1659년)

나. 중국은 명조(明朝) 이전(1644년)

다. 일본은 경장(慶長) 이전(1614년)

라. 서양 및 기타 나라는 1800년 이전

2. 신간본 및 필사자료

가. 1950년 이전 국내 발간자료

나. 1910년 이전 한국관련 외국자료

다. 1945년 이전 독립운동가의 저작물

3. 국내 유일본

4. 현전본(現傳本)이 극히 적어서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5. 왕이나 유명한 학자, 문인 등이 오래 간직하면서 애용하던 책으로 자필서명 또는 

장서인이 있는 것

6. 명가 자필의 고본(稿本)과 서간(書簡)

7. 명가의 필사본(筆寫本)중 특히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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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가의 초판본

9. 100부이내의 한정본, 저명인사가 개인적으로 간행한 책 및 특수장정본 중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

10. 자료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서화

11. 고지도, 탁본(拓本)

12. 기타 희귀자료

제4조(조사) 귀중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운영과장이 귀중자료 

지정 대상자료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 국가서지과장에게 

지정 요청하며 고문헌은 고문헌과에서 지정한다. 다만,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신착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수집과장이 조사한다.

1. 고문헌 : 고문헌과

2.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신착자료 : 자료수집과

3. 어린이청소년자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4. 기타자료 : 자료운영과

제5조(지정) ①귀중자료의 지정은 고문헌은 고서위원회, 기타 자료는 귀중자료지정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지정한다.

②귀중자료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귀중자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귀중자료 번호는 일반도서의 동양서는 동귀, 서양서는 서귀, 잡지는 연귀, 비도서

는 비귀, 고문헌은 고귀로 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귀중자료지정심의회) ①고문헌 이외 자료의 귀중자료 지정 시 귀중자료지정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료관리부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은 관내 과장급 이상 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심의회 구성 시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되,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164 국립중앙도서관 규정집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책임자)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의 서고 관리･운영과장이 된다.

제11조(관리)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귀중자료는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내화, 방범, 방충 및 온도･습도조절 시설이 갖추

어진 장소에 별치 보관하여야 한다.

2. 매 분기 마다 귀중자료 보유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3. 비상시에 대비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 귀중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국가기관･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1969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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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2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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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귀중 대상자료 조사서

자  료  명

저(작)편자
주  해  자
역      자

주기사항판  사  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판정가격 청구기호

납품자 및 입수 경위 등록번호

자     문 비    고

결정사유
및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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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귀중자료

번    호
귀 중 자 료 결 정 서

관리구분

아래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   조  

제   호에 의거 귀중자료로 결정함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사무관 과  장 부  장 관  장

자  료  명

저(작)편자

주  해  자

역      자

주기사항

판  사  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판정가격 청구기호

납품자 및

입수 경위
등록번호

자     문 비    고

결정사유

및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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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 1969. 3. 26.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9호]

규정 제 52호 1976.  6. 24.  일부개정 

규정 제270호 2000.  4. 27.  일부개정 

규정 제330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58호 2007.  5. 30.  일부개정 

    규정 제444호 2012.  8. 31.  일부개정

규정 제533호 2016. 12. 27.  일부개정

규정 제550호 2018.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연속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표제로 권호가 매겨져서 계속적으로 출판할 

것을 목적으로 한 간행물을 말한다.

②연속간행물의 열람용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

를 말한다.

제3조(조사 및 수집) ①자료수집과는 연속간행물의 출판상황을 조사하여 납본을 촉구하

여야 한다.

②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자가 도서관법 제2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의 4에 

의거 납본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자료수집과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9

호 서식 또는 지로용지를 제출받아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법 시행 이전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외국 연속간행물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일반

도서관자료의 구입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계속수집 및 수집 제외대상) ①납본, 구입, 교환에 의하여 수집을 결정한 연속간

행물은 원칙적으로 계속 수집한다. 단, 수증자료는 제외한다.

②납본된 연속간행물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2조에 명시된 ‘도서관자료’의 정의(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명시된 납본제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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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취급상의 구분) 연속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 취급한다.

1. 사용국어에 구애됨이 없이 국내에서 출판된 자료는 국내 연속간행물로 처리한다.

2. 사용국어에 구애됨이 없이 외국에서 출판된 자료는 외국 연속간행물로 처리한다.

3. 간행빈도에 의한 구분은 일간, 주3회, 주2회, 주간, 격주간, 월3회, 반월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3회, 반년간, 연간, 격년간, 3년간, 부정기, 불명, 기타의 18종으

로 나눈다.

제6조(수집처리 및 등록) ①수집한 잡지는 낱권등록한다. 다만,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

료의 수집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는 1부는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신착자료로 인계한다.

2.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 중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본 후 

등록한다.

②수집한 신문은 1부는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제본 후 등록하고, 1부는 접수

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신착자료로 인계한다.

③기타 연속간행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연속간행물의 정리) 연속간행물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

리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연속간행물의 제본) 연속간행물의 제본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

본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자료 폐기)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중에게 열람용신착자료로 2년간 활용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6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6. 24>

이 규정은 197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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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0. 4. 27>

이 규정은 200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30>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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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인 계 자 료 목 록

제차          출력일 :        년    월    일

번호 표      제 발행자 권  호 책수 함번호 제어번호

이  하  여  백

합 계        종      권      책

인계자                (인)                  인수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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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 1969. 3. 26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15호]

규정 제211호 1995.  9. 20.  일부개정 

 규정 제223호 1997.  1. 25.  일부개정

규정 제241호 1998.  6. 18.  일부개정 

규정 제271호 2000.  4. 27.  일부개정 

규정 제292호 2002.  7. 15.  일부개정 

규정 제306호 2004.  6. 14.  일부개정 

규정 제331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59호 2007.  5. 30.  일부개정 

규정 제379호 2008.  7.  1.  일부개정 

규정 제403호 2009.  7.  6.  일부개정 

규정 제441호 2012.  8. 31.  일부개정 

규정 제465호 2013.  2. 18.  일부개정 

규정 제472호 2013.  2. 28.  일부개정 

규정 제491호 2014.  1.  1.  일부개정 

규정 제498호 2014.  4.  1.  일부개정 

   규정 제531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이하 “자
료”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

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 

제2조(자료의 등록) 

1. 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수집한 과에서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후 국가서지과에 인계한다. 단, 수집한 과에서 등록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원부 대신 인계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해당자료 등록과로 인계한다.

2. 등록번호는 1책(점)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1보

관용기(봉투)를 1번호로 한다.

3. 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면 미만일지라

도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등록을 할 수 있다.

4. 등록구분의 결정은 해당자료 등록과에서 한다.

5. 등록원부에는 반드시 인장으로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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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입구분) 자료의 수입구분은 납본(또는 제공), 구입, 수증, 교환, 기탁, 자체생

산, 관리전환, 장외수입, 수량경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등록구분) 자료는 동양서, 서양서, 고서, 아동도서, 비도서자료로 구분한다.

①동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한자문화권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

②서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로마자로 쓰여진 자료 및 전항 이외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

를 말한다.

③고서는 191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동장본을 말한다. 다만 그 이후에 간행 필

사된 동장본은 평가를 통해 고서로 한다.

④아동도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를 말한다. 

⑤비도서자료는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비도서자료와 도서가 

하나의 복합자료를 이루어 출판, 제작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도서자료로 구분

한다.

1.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독립적 이용이 가능한 비도서자료의 형태물

2.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주된 자료를 판정하기 곤란한 비도서자료를 포함한 복합자료

⑥기타 딸림자료가 있고,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주

된 자료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5조(등록원부의 작성) 등록원부는 수입한 과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자료정리규정의 기

술목록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1. 수입선(공급자)이 1인(기관)이상인 경우에는 맨처음 수입선의 성명 또는 기관명 다

음에 “외”자를 첨가 기재한다.

2. 원부번호는 수입구분과 관계없이 등록구분에 따라 1건당 1번호를 부여하고, 당해

년도 내에서 일련번호순으로 한다.

3. 등록원부는 연단위로 등록구분별로 구분하여 제본한다.

제6조(도서관자료총괄부 작성) 도서관자료총괄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등록년월일란에는 등록자료의 등록일자를 기입한다.

2. 원부번호란에는 등록원부 건당 번호를 기입한다.

3. 등록번호란은 1건당 처음 번호화 끝번호를 “…”로 이어 표시한다

4. 수입구분란에는 자료등록규정의 수입구분자료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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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폐기 및 제적처리) 소장된 자료 중 부득이 제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

이 처리한다.

1.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해야 할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한 후 국가서지과에 폐기 또는 제적처리를 의뢰한다.

2. 국가서지과는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제적일자를 기록한다.

3. 국가서지과는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해당자료의 측인, 장

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폐기 또는 제적처리한다.

4. 국가서지과는 폐기 또는 제적대상자료의 목록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6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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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2.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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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4. 4. 2>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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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도서관자료등록원부

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로 아래와 같이 등록함.

수입구분 수입년도 수 입 처 가  격  

원부번호 등록구분 자료구분 책  수

등록번호            부터              까지 등록일자        년      월      일

등 록 번 호 부 여

과 명

직 명

성 명
  

부  서 사무관 과  장 자료관리부장 관  장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한 

전결

[별지 제1-2호 서식]

등록구분 : 원부번호 : 페이지=

등록번호 청구기호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가격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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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적 대상자료 목록

연번 등록번호 청구기호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발행사항 가  격 제적사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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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도 서 관 자 료 총괄부

등록구분 :

등록연월일 원부번호 등 록 번 호 수입구분 책  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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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 양식 (제적인)

2cm

제   적 1cm

별지 제4-2호 양식 (제적인)

1.5cm

제 적 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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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 1995. 9. 20.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16호]

규정 제242호 1998.  6. 18.  일부개정 

규정 제272호 2000.  4. 27.  일부개정 

규정 제293호 2002.  7. 15.  일부개정 

규정 제307호 2004.  6. 14.  일부개정 

규정 제332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60호 2007.  5. 30.  일부개정 

규정 제380호 2008.  7.  1.  일부개정 

규정 제404호 2009.  7.  6.  일부개정 

규정 제434호 2012.  2.  7.  일부개정 

규정 제443호 2012.  8. 31.  일부개정 

규정 제466호 2013.  2. 18.  일부개정 

규정 제496호 2014.  3. 24.  일부개정 

규정 제536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

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리라 함은 등록된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에 대한 분

류, 목록, 장비 등 자료조직을 위한 작업을 말한다.

제3조(복본조사 및 추기) ①등록한 자료에 대하여 이미 소장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

사한다.

②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다만, 자체생산한 복사본은 복본사

항을 추기하고 이어서 ‘複’자를 붙인다.

③소장된 연속간행물로 확인된 자료는 소장사항을 추기한다.

제4조(청구기호의 부여) 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으로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단,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는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제5조(분류기호) ①분류기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1. 동양서: 한국십진분류법(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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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양서: 듀이십진분류법(DDC)

3. 고  서: 한국십진분류표 박봉석편(KDCP)

4. 비도서: 한국십진분류법(KDC) 

단, 미국정부간행물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미국문서국분류기호(Sudocs No.)중 분

류기호(Class Stem)를 부여한다.

5. 온라인자료: 한국십진분류법(KDC), 듀이십진분류법(DDC)

제6조(도서기호) 도서기호법은 자료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동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 저자

기호표

2. 서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카터샌본저자기호표 (Cutter 

Sanbon three figure author table)

3. 고  서: 수입순

4. 비도서: N연대별 수입순기호

단, 미국정부간행물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미국문서국분류기호(Sudocs No.)중 도

서기호(Book Number)를 부여한다.

제7조(별치기호) 자료를 별치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별치기호는 KOLIS 부호관리 프

로그램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목록의 기술) 목록의 기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동양서: 한국목록규칙(KCR)

2. 서양서: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

3. 고  서: 한국목록규칙(KCR)

4. 비도서: 한국목록규칙(KCR)

5. 온라인자료: 한국목록규칙(KCR)

제9조(목록의 입력형식) 목록의 입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동양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2. 서양서: 위호와 동일

3. 고  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4. 비도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5. 온라인자료: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기술세부규칙

제10조(표목) ①기본기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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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양서: 서명 기본기입

2. 서양서: 저자 기본기입

3. 비도서: 서명 기본기입

4. 고  서: 서명 기본기입

②표목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자명과 서명(통일표제) 표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에 따른다.

2. 주제명표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의하여 부여한다.

3. 외국인명의 한글표기는 ‘외래어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다.

제11조(목록의 종류와 배열) ①목록의 종류는 카드목록, 책자목록, CD-ROM목록, 온라

인목록으로 한다.

②고서 이외자료는 카드목록의 출력과 배열을 생략한다.

③고서의 카드목록 배열은 동양서 카드목록 배열규칙에 의한다.

제12조(분류표, 목록규칙 등의 정정 및 대체) ①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의 전개, 일부 

수정 및 오류 정정은 국가서지과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②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 도서기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심의

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장비) ①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인장의 날인, 자료등록번호, 청구기호 레

이블 부착, RFID 칩 부착, 도서재킷 포장 등의 작업을 장비라 한다.

②자료의 소장을 표시하는 인장의 날인(인영인쇄물 부착작업 포함)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에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의 장서인(이하 인영 포함)을 표제

지 이면 중앙상단에서 2cm 띄어 여백에 날인한다. 표제지 이면에 여백이 없을 경

우에는 기타 적당한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단, 고서의 경우는 표제지 상단 오른쪽

의 광곽선(匡郭線)에 도장의 오른편을 맞추어 찍되 도장면의 삼분의 일이 여백에 

찍히도록 날인한다.

2. 비도서에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의 장서인(또는 그 인영)중 하나

를 자료의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 적당한 곳에 날인하거나 부착한다. 다만, 레코드

판,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에는 별지 제1-4호, 제1-5호 양식의 장서인 

(또는 그 인영)을 자료가 훼손되지 않는 적당한 곳에 부착할 수 있다.

3. 연속간행물에는 별지 제1-1호양식의 장서인을 표제 다음 둘째장 뒷면 중앙에 날인

하며, 둘째장 뒷면이 부적당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곳에 날인할 수 있다, 단, 신문

은 제호 상단 중앙에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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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번호인은 장서인 바로 아래 여백에 번호기로 기입(이하 등록번호 인쇄물 부착

작업 포함)한다. 단, 고서의 경우는 표지 뒷면 중앙 상단에서 9cm 띄어 여백에 날

인하여 기입하고 비도서자료인 경우에는 기타 여백에 기입할 수 있다.

5. 별지 제2호양식의 측인은 비도서자료 및 고서를 제외한 각종 자료의 상단에만 날

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별지 제3-1호양식의 기증인은 일반기증도서에, 제3-2호양식의 ○○문고인은 개

인문고에 각각 날인하되 위치는 표제지 뒷면 하단 중앙으로 한다.

③청구기호의 기입을 위한 레이블 부착 작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동양서: 레이블 규격용지(2.5cm×2, 7cm×1cm)를 표제면 다음장 왼쪽하단과 책등 

하단부터 2cm 높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양서: 위호와 동일

3. 비도서: 레이블 규격용지를 자료 이용이 편리한 곳에 부착한다.

4. 고 서: 레이블규격용지(2.5cm×2.5cm)를 표지 하단 우측에 각각 1.5cm 띄우고 

부착하며 부전지(4.5cm×12cm)를 표지 하단 중앙에 부착한다.

④RFID 칩에 대한 부착 작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한다.

1. RFID 칩 부착은 고서와 비도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2. RFID 칩에 태깅되는 정보는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관부호, 배가위치, 대출/반

납정보 이다. 

3. 태깅된 RFID 칩은 자료의 뒷표지 안쪽 면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곳에 붙인다. 

⑤도서재킷 포장 작업은 다음에 의하여 한다.

1. 열람용 일반도서･아동도서 및 일서･중국서･서양서의 도서재킷 보존을 위해 폴리에

틸렌 포켓으로 포장한다.

제14조(자료의 인계) 정리된 자료는 해당자료를 관리하는 과에 인계한다.

제15조(재정리) 정리된 자료가 분류 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의 변동

이 있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9.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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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8.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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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2. 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7>

이 규정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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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별  치  기  호

구    분
자      료

별치기호 비고
종    류 자    료

일반자료

(점자자료

제외)

정책자료 일반도서

잡지
정책

서양자료 일반도서(서양서) W

열람제한도서 특수자료

열람제한도서

특수

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서양서)

박사학위논문(서양서)

DM

DP

WDM

WDP

정부간행물 입법부간행물

사법부간행물

행정부간행물

정부간행물(서양서)

GP

WGP

만화 만화 만

귀중자료 일반도서(동양서)

일반도서(서양서)

잡지

신문

비도서자료

동귀

서귀

연귀

신귀

비귀

국제기구 간행물 유엔자료 UN

실물자료 실물(Realia)

･박제(Specimen)

･견본(Sample)

･유물(Remains)

LA

오브젝트(Object)

･투시화(Diorama)

･모형(Model)

･플라네타륨(Planetarium)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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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료

별치기호 비고
종    류 자    료

일반자료

(점자자료

제외)

실물자료 시각 및 그래픽자료

･미술품(Art original)

･미술복제품(Artreproduction)

･미술인쇄물(Artist’s print)
･플래시카드(Frash card)

･플립도표(Flipchart)

･사진(Photograph)

･그림(Picture)

･그림엽서(Post card)

･입체카드(Stereographcard)

･입체릴(Stereograph reel)

･포스트(Poster)

･Hologram film

･Hologram plate

LC

키트(Kit)

･Constructional set

･Game

･Jigsaw puzzle

･Kit

･laboratory kit
LE

지도 낱장지도(Map)

벽지도(Wall map)

지구의(Globe)

MA

MB

MC

악보 총보(Score)

피스(Part)

NA

NB

컴퓨터 매체

자료

Digital tape

Digital disc

Digital cassette

Digital cartridge

OA

OB

OC

OD

CD-I

CD-G

Combined A&V material

(Video CD)

Digital video disc(DVD)

블루레이디스크

PA

PB

PC

PD

PE



사서행정 189

구    분
자      료

별치기호 비고
종    류 자    료

일반자료

(점자자료

제외)

음향자료 릴테이프(오픈) RT

음향카트리지

(Sound cartridge)

음향카세트

(Sound cassette)

Digital audio tape

컴팩트디스크

(Compact disc)

음향테이프(Sound reel)

음향트랙필름

(Sound track film)

음반(Sound disc)

DASA

SB

SC

SD

SE

SF

SG

영상자료 필름 카트리지

(Cine jcartridge)

필름 카세트

(Cine cassette)

필름 루우프

(Cine loop)

VA

VB

VC

영상자료 필름 릴(Cine reel)

Video cartridge

Video cassette

Video disc

Video reel

Laser disc

VD

VS

VT

VU

VW

VX

마이크로자료 마이크로 피쉬(Microfiche)

마이크로 카트리지

(Micro cartridge)

마이크로 카세트

(Micro cassette)

마이크로투영물

(Micro-opaque)

마이크로릴(Microreel)

마이크로 스립(Microslip)

마이크로필름 : 고서

마이크로필름 : 기타

현미경슬라이드

(Microscope slide)

줄슬라이드(Film strip)

필름 슬립(Film slip)

슬라이드(Slid)

투영물(Transparency)

XA

XB

XC

XD

XE

XF

M古/MF, XG

XH

XO

XS

XT

XU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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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료

별치기호 비고
종    류 자    료

아동자료

(점자자료

제외)

아동자료 아동서(동양서)

아동서(서양서)

아동비도서

만  화

아

W아

아+매체별 

아만

교과서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TXE

TXM

TXH

학습참고서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학초

학중

학고

점자자료
일반자료 일반도서 점+일반자료

별치기호

아동자료 아동도서 점+아동자료

별치기호

고    서
고서 古朝

古

고문서 古文

고서귀중 古貴
古朝貴
古文貴

개인문고 위창문고 위창귀중고서 위창古貴

일산문고 일산귀중고서 일산古貴

우촌문고 우촌귀중고서 우촌古貴

승계문고 승계귀중고서 승계古貴

의산문고 의산귀중고서 의산古貴

무구재문고 무구재

귀중고서

무구재古貴

동곡문고 동곡귀중고서 동곡古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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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료

별치기호 비고
종    류 자    료

개인문고 영해문고 영해

허균문고 허균

백암문고 백암일반자료

백암고서

백암

백암古

일모문고 일모일반자료

일모고서

일모귀중고서

일모

일모古
일모古貴

미륵문고 미륵문고 일반도서

미륵문고 비도서

미륵

미륵(비)

히로시마문고 廣島靑丘

고바우문고 고바우 일반도서

고바우 아동서

고바우

고바우(아)

박항섭문고 박항섭

청강문고 청강

성호문고 성호고서

성호귀중

성호古
성호古貴

강소천문고 강소천 일반도서

강소천 아동서

소천

소천(아)

윤석중문고 윤석중 일반도서

윤석중 아동서

윤석중 비도서

石童
石童(아)

石童(비)

박홍근문고 박홍근

강신재 강신재 일반도서

강신재 비도서

강신재

강신재(비)

박동규 박동규 일반도서

방동규 비도서

박동규

박동규(비)

황문평 황문평 일반도서

황문평 비도서

황문평

황문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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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료

별치기호 비고
종    류 자    료

개인문고 송방송 송방송 문고

송방송 문고 비도서

송방송문고 고서

송방송

송방송(비)

송방송古

마해송 마해송 일반도서

마해송 아동서

마해송 비도서

해송

해송(아)

해송(비)

조흔파 조흔파 일반도서

조흔파 아동서

조흔파 비도서

흔파

흔파(아)

흔파(비)

강원용 강원용목사 일반서

강원용 문고고서

여해

강원용古

노용필 노용필 일반도서

노용필 정부간행물

노용필 아동서

노용필

노용필(정)

노용필(아)

기증도서 미국대사관 미국대사관기증 일반도서

미국대사관기증 비도서

USA

USA(비)

중국의창 중국의창 아동서

중국의창 일반서

중국의창 아동비도서

중국의창 일반비도서

CHJ

CHN

CHJ(비)

CHN(비)

터키대사관 터키대사관 기증일반서 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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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양식] (장서인 또는 그 인영)

[별지 제1-2호 양식] (장서인 또는 그 인영)

[별지 제1-3호 양식] (장서인 또는 그 인영)

[별지 제1-4호 양식] (장서인 또는 그 인영)

[별지 제1-5호 양식] (장서인 또는 그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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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양식]

국

립

중

앙

도

서

관

장

서

      

[별지 제3-1호 양식]

문
화

기    증    자

[별지 제3-2호 양식]

文     庫     名

寄 贈 者

寄贈年度

國 立 中 央 圖 書 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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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 2002. 11. 18.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98호]

규정 제333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81호 2008.  7.  1.  일부개정 

규정 제405호 2009.  7.  6.  일부개정 

규정 제456호 2012. 12. 21.  일부개정

규정 제488호 2014.  1.  1.  일부개정

규정 제517호 2015.  6.  1.  일부개정 

규정 제524호 2016. 11. 14.  일부개정

규정 제558호 2018. 12.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서고

출입관리와 서고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서고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서고출입관리” 라 함은 도서관 자료가 소장되어있는 서고

(본관서고, 자료보존관,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 국립

세종도서관 서고 포함)의 출입관리를 말한다.

제3조(서고구분) 도서관의 서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관리한다.

1. 본관서고: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4서고, BM층: 제5서고~제6서고), 북한

자료실서고(B층: 제2서고), 연속간행물실서고(3, 3M, 4, 4M, 5, 5M층), 신문자료실

서고(3, 3M, 7, 7M층), 고문헌실서고(6층)

2. 자료보존관: 도서자료실서고(B1층: 도서1서고, B2: 도서2서고, B3층: 도서3서고), 

귀중서고(B4층), 고서고(B4층)

3.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 비도서서고(B2층: 비도서서고, B3층: 3-1, 3-2서고), 

도서서고(B3층: 3-3서고, B4층: 4-1~4-5서고, B5층: 5-1~5-4서고) 

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1~3, 3M, 4층)

5. 국립세종도서관 서고(B1층: 제6서고~제8서고, 비도서서고 B2층: 제1서고~제5서고)

제4조(서고출입관리) ①서고출입관리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과장이 총괄하며, 서고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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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운영과장 : 본관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제4서고, BM층: 제5서고, 제

6서고), 연속간행물실서고(3, 3M, 4, 4M, 5, 5M층), 신문자료실서고(3, 3M, 7, 

7M층) / 자료보존관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 제2서고, B2, B3층) / 디지털

도서관 보존서고 (B4층: 4-3서고)

2. 고문헌과장 : 본관 고문헌실서고(6층), 자료보존관 고서고, 귀중서고(B4층)

3. 디지털정보이용과장 :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B2층: 비도서서고, B3층: 3-2서고)

4. 자료보존연구센터장 : 자료보존관 귀중서고(B4층)/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비도

서서고(B3층: 3-1서고), 도서서고(B3층: 3-3서고, B4층: 4-1~4-2서고, 4-4~ 

4-5서고, B5층: 5-1~5-4서고)

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

6. (삭 제)

7.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장 : 국립세종도서관 서고(B1층: 제6서고~제8서고, 

비도서서고, B2층: 제1서고~제5서고)

②서고출입증의 발급권자는 당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담당과장

이 지정양식(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제작하고 일정량의 출입증을 정수 관리하여야 

한다.

③서고담당자는 서고출입상황부(별지서식 제2호)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서고출입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출입 등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서고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서고출입자의 범위) 서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직원

2. 서고 업무지원 근무자

3. 도서관 관련 용역회사 직원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서고출입절차) ①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고출입상황부에 기재한 후 서고

담당자로부터 서고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서고에서 퇴실할 때에는 서고담당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귀중자료 담당자가 귀중서고에 출입할 때에는 귀중서고출입상황부(별지서식 제3

호)에 기재 하고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④귀중자료 담당자이외의 자가 귀중서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관장

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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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패용) ①서고출입자는 반드시 서고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

나 양도할 수 없다.

②서고근무자(업무지원 근무자 포함)가 서고를 출입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서고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치자료, 비품 등의 임의 조작 및 훼손행위 금지 

2. 흡연, 음식물 섭취 등 금지

3. 가방 등 개인물품 반입 금지

4. 출입목적이외의 무단 행동 및 출입허가구역 이외 지역의 무단 출입 금지

②서고담당자는 서고출입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 즉시 퇴실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부서에 통보한다.

제9조(기타) 서고출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2. 11.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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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2. 1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29>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4>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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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58mm

앞

면 서고출입증

1

뒷

면

85mm

주의사항

1. 서고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2. 용무가 끝나는 즉시 

이 증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일련번호 국립중앙도서관

              ◦바탕색 연노랑

              ◦글씨 및 줄색 : 검정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서식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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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서고 출입 상황부 담당자 사무관 과  장

      년    월     일

월일
출 입 자 시  간 출 입 목 적

(구체적으로 작성)
출입증
번  호

서 명 비 고
소속 직급 성 명 입실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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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귀중서고 출입 상황부

월일
출 입 자 시  간 출 입 목 적

(구체적으로 작성)

결   재

소속 직급 성명 입실 퇴실 담당자 사무관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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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 1969. 3. 26.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16호]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73호, 2019.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

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

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이용시간)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

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자  료  실  명 요 일 시  간

문학실

연속간행물실

고문헌실･지도자료실

월 ~ 일요일 09:00-18:00

특수자료열람실 월 ~ 금요일 09:00-18:00

도서자료실, 연구정보실

(야간도서관)

월 ~ 일요일

(월~금요일)

09:00-18:00

(18:00-21:00)

장애인정보누리터

(야간도서관)

월 ~ 일요일

(화, 목요일) 

09:00-18:00

(18:00-21:00)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월 ~ 일요일 09:00-18:00

  

제3조(이용대상 및 절차) ①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소장 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만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②도서관 이용 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증

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이용자는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을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물품

보관함에 넣고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해당 자료실에 반납하고, 일일 이용증

은 출구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정기 이용증은 반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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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용증 발급) ①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

식)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②이용증은 “일일 이용증”과 “정기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분실 시에는 재발

급할 수 있다. 단, 재발급 시에는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④정기 이용증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신청

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이용증 발급실에서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및 자료수) ①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수 등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1. 단  행  본： 5책 이하

2. 연속간행물： 5책 이하

3. 비도서자료： 3점 이하

4. 고  문  헌： 3종 이하

제6조(자료이용)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가자료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 단, 해당 자료

실의 자료를 다른 자료실에서 이용할 경우 신청 가능한 책수는 제5조 각호와 같다.

2. 서고자료

도서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미디어자료이용실 서고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

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단행본

과 연속간행물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5책 이하로 신청하여야 한다.

3. 보존용 자료 

보존용 자료(원본자료)는 대체매체자료(원문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필름)를 이용

하여야 한다. 대체매체가 없는 보존용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주말(토요일, 일요

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금요일 17시까지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

4. 고문헌 원본자료

대체매체가 없는 고문헌 원본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홈페이지, 전자우편 

포함)으로 자료를 예약 신청하고, 고문헌실에서 3일 후에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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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휴관일,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약 신청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5. 야간도서관

야간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당일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신청한 

뒤 18시 이후에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18시 이전까지 도서관내에서 이용하던 

자료는 별도의 신청없이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6.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좌석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고 이

용하여야 하며, 1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 ①이용을 제한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 특수자료, 귀

중자료의 이용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②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1983년 이전 발행자료 등)는 지정석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일부 훼손이 심한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귀중자료 등 중요한 자료의 이용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④사행성, 음란성, 폭력성, 선정성을 조장하는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게임물, 컴퓨터게임, 주식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보관함에 보관하고, 휴대가 허

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②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자료실내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

는 행위

4. 음주･소란･악취 및 고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6. 타인(가족 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7. 자료실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채팅, 주식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

기를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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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

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9.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10. 절도･폭력･무단침입･기물파괴･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11.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 ①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1

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비품 및 시설을 망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는 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13조를 준

용한다.

제10조(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①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은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조치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에 의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사항을 자

료운영과장 및 기타 자료실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료운영과장은 별지 제2호에 의한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를 종합 관리하여

야 한다.

③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은 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제한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이용

자에게 이용제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총무과장 및 정보시스템운영과

장에게 도서관 이용제한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소관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무과장 및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도서관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한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은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11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①도서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당연직 위원(5인) : 기획연수부장(위원장), 자료관리부장(부위원장), 총무과장, 자료

운영과장, 디지털정보이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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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촉직 위원(5인)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위원 5인

3. 간사 : 각 자료실 등 소관과의 담당사무관

③위원회는 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자료실 등 소관

과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도서관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이 그 이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이

상이 경과한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머지 이용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

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69. 3. 26.>

이 규정은 196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6.>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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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경고 1개월
3개월

이상

 2. 자료실내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소란･악취 및 고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6. 타인(가족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7. 자료실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채팅, 주식,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 접속하

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8.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1년

이상

3년

이상

10년

이상

 9.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10. 절도･폭력･무단침입･기물파괴･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11.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경고 1개월
3개월

이상

※ 다수의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 부적격자라고 신고하거나 도서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경고 절차 없이 즉시 당일 도서관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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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만16세 미만(초등학생 제외)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전 화 번 호

주  소

신

청

목

적

① 조사･연구를 위한 자료이용

② 기타

       
연구계획

연구기간

이용자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자료이용을 위해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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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

연번 년월일 시간
위반자 인적사항 조치사항

소관부서
(처리자)

관련근거 
및 기타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경고
이용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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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이용자 등록 신청서

년     월     일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 여

* 회원 ID

비밀번호 키보드에 입력(10~16자리 영문 도는 숫자 혼용, 특수문자 제외)

* 주  소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

* 이메일주소

* 회원유형  □ 일반회원  

 

 정책회원( □ 공무원   □ 공공기관 )

        

SMS 통보 여부  □ 신청

공지사항/새소식
수신여부

 □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새소식을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웹진수신여부  □ 월드라이브러리 웹진 자료를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동안 사용이 없을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며, 

   휴면처리일로부터 3년 이내 재이용 시 정상회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이용자 등록(회원가입) 후 즉시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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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위  임  장

【수임인(위임받는 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이용증 발급)에 의거

하여 상기 수임인에게 위와 같이 이용증 대리수령 관련 사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제출서류] 1.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2. 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인(위임하는 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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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210mm×297mm[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수임인 란에는 위임받는 자(이용증 대리 수령인)의 정보를 적고 위임인 란에는 위임하는 자(이용증 신청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도서관 회원가입 è 위임장 작성 è
대리 수령 준비물 제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è 이용증 대리 수령

위임인
(위임 하는 자)

위임인
(위임 하는 자)

수임인
(위임 받는 자)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증발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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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 1969. 3. 26.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17호]

규정 제188호 1993.  9.  7.  일부개정 

규정 제244호 1998.  6. 18.  일부개정 

규정 제262호 1999. 11.  5.  일부개정 

규정 제282호 2000. 11.  1.  일부개정 

규정 제286호 2001. 10.  1.  일부개정 

규정 제297호 2002.  7. 15.  일부개정 

규정 제335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62호 2007.  5. 30.  일부개정 

규정 제371호 2008.  3. 12.  일부개정 

규정 제382호 2008.  7.  1.  일부개정 

규정 제407호 2009.  7.  6.  일부개정 

    규정 제458호 2012. 12. 21.  일부개정 

    규정 제489호 2014.  1.  1.  일부개정 

규정 제526호 2016. 11. 14.  일부개정 

규정 제560호 2018. 12.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대출의 종류) 자료의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대출 :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상 필요

에 의해하는 대출을 말한다.

2. 상호대차 : 상호대차협의회에 등에 참여한 도서관 간의 대출을 말한다.

제3조(대출자격) 도서관자료의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 및 공공기관

2. 기타 당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3. 상호대차 규약에 동의하는 참여도서관

제4조(대출자료의 범위) ①기관대출의 경우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

료를 제외한 복본 있는 자료로 하며, 복본없이 원본만 소장된 외국자료는 원본으로 

대출한다. 다만 법적 증거물 또는 전시목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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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귀중자료와 고문헌

2. 특수자료

3.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 자료, 신문자료

4. 연속간행물과 참고도서(사전, 편람, 연감, 명감 등)

5. 개인문고

6. 마이크로 형태물

7. 원본 비도서 자료(상호대차의 경우에는 복본 포함)

8.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9.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②상호대차의 대상자료는 제1항 제1호~제9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외한 

복본자료로 하며, 복본없이 원본만 소장된 외국자료는 원본으로 한다.

1. 참여도서관 소장 자료

2. 원문 DB 구축 자료

제5조(대출자료의 수) ①기관대출인 경우 기관(단체)명의 10책(점) 이내로 하되 전시목

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의 책 수로 한다.

②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이하 신청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형태의 자료(점자

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제6조(대출기간) ①기관대출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시

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관대출일 경우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시

에는 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반납일까지 14일로 하며, 1회에 한해 7일 연

장할 수 있다. 단, 자료 예약 등의 사유로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 대출일은 신청도서

관에서 이용자에게 자료 도착을 알린 날이며 반납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자료 반납을 

확인한 날을 의미한다.

제7조(대출신청) ①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

(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한다. 단, 귀중자료와 고문헌의 대출 시에는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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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그 확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호대차는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제8조(대출 및 반납 장소) 대출신청 및 반납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한다.

1. 자료운영과 관리자료 : 자료운영과 사무실

2. 고문헌과 관리자료 : 고문헌과 사무실

3. 디지털정보이용과 관리자료 : 디지털정보이용과 미디어자료이용실

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자료 : 정보서비스과 서고자료신청실

5. 자료보존연구센터 관리자료 : 자료보존연구센터 사무실

6. 상호대차자료 : 자료운영과 도서자료실(자료상담)

단, 상호대차 대상자료의 인수･인계는 자료운영과의 요구가 있을 때 자료를 관리

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자료운영과 도서자료실(자료상담)로 한다.

제9조(대출 및 반납 시간) 대출 및 반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0조(반납독촉 및 제재) ①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반납 독촉한다.

②제1항 및 제12조를 준수하지 않는 자(기관 및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당해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새로운 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반납기일을 30일 이상 초과

하였을 경우 제13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치한다.

제11조(부정 대출자에 관한 처리) 본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대출이 

발견될 경우 주의경고 및 자료 회수 조치하고 해당과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대출자료의 반납 등) ①대출 받은 자(기관 및 단체 포함)는 자료를 관리하는 부

서로부터 대출기한 도래전이라도 장서점검 및 이동 등의 사유로 반납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상호대차에 의해 대출된 자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한 내 반납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13조(망실, 훼손자료에 관한 처리) ①대출한 자료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

료를 현품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금 배상으로 하되 시가의 3배로 한다.

③제2항의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

가격으로 한다.



216 국립중앙도서관 규정집

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보험에 가입한 자료는 보험가로 한다.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자료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장

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6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도서관자료대출에 관한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3. 9. 7>

이 규정은 199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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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30>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4>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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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기관대출 신청서 결

재

담  당 사무관 과 장

관련문서 :

발     신 :

제     목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시행일자 :

 대출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대 출 자 료 목 록

청구기호 등록번호 자  료  명 책(점) 비 고

 

상기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기한을 엄수하겠으며 분실･파손 등으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현품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 

할 때는 제13조 2항에 의하여 변상하겠음.

     년      월      일

대
출
자

 성  명 :             (인)    

 주  소 :                            ☎ 
 근무처 :                           직명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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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 1969. 3. 26.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13호]

규정 제189호 1993.  9.  7.  일부개정 

규정 제260호 1999. 11.  5.  일부개정 

규정 제383호 2008.  7.  1.  일부개정 

규정 제455호 2012. 12. 21.  일부개정 

규정 제490호 2014.  1.  1.  일부개정 

규정 제527호 2016. 11. 14.  일부개정 

규정 제561호 2018. 12.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복제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를 준용한다.

②종류는 일반복제(당일복제), 우편복제 등을 말한다.

제3조(복제금지의 자료)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이를 복제할 수 없다.

1. 비밀취급자료

2. 특수자료(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8조에 의함)

3. 귀중자료 및 대체매체로 변환된 고문헌원본

4. 보존상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5. 기타 도서관장이 복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신청절차) ①자료의 복제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여 복제할 자료를 대출받은 후 복사실에 신청한다.

②우편복제 : 별지 제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사실 또는 해당부서에 신

청한다. 자료에 따른 우편복제 신청 해당부서는 각 호에 의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 자료운영과 도서자료실(자료상담)

단, 고문헌 등 고문헌과 소장자료는 고문헌실로 한다.

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소장자료 : 정보서비스과 서고자료신청실

3. 국립세종도서관 소장자료 : 서비스이용과 일반자료실

단, 정책자료과 소장자료는 정책자료과 정책자료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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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장표시) 복제신청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제물의 여

백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서관 소장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복제제한 및 책임)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복제(1/3)에 한하며, 

복제에 따른 그 책임은 자료를 복제한 이용자 및 자료복제 신청자에게 있다. 

제7조(비용징수 등)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도서관장이 정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자료관리) 복제자료의 대출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6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이전의 복사업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3. 9. 7>

이 규정은 199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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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4. 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4>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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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복제 신청서 복제 신청서

청구기호 자  료  명 자  료  명
복제부분

(페이지)
수   량

상기 자료를 복제함에 있어 저작권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신청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금  액 수 량 계

상기와 같이 복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성    명
신청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복사실(담당자) 귀하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은 당해 도서관장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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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우편복사 신청서

NO.

신청일 접수완료일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E - Mail

청구기호/권호수 책 이름 / 간행물명 연도 자료실 복사면

발송방법  ◦일반우편  ◦빠른우편  ◦FAX(        )

입금확인
 • 입 금 액 :               원정

 • 입 금 일 :  

 • 입 금 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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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복제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

  

確
認
者

職
姓
名

       

  

年

月  

日

國
立
中
央
圖
書
館

藏
書
複
製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은 당해 도서관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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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 1995. 9. 20.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17호 전문개정]
규정 제264호 1999. 11.  5.  일부개정  

규정 제336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445호 2012.  8. 31.  일부개정

규정 제532호 2016. 12. 27.  일부개정

규정 제551호 2018.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제본은 수리제본, 합철제본으로 구분한다.

제3조(원칙) 제본은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합철제본의 경우에는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본결정) 수리제본대상은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철제본대상은 자료를 수

집하는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5조(제본기준) 자료의 제본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수리제본은 오･훼손, 낙장 등으로 인하여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②합철제본은 월간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되, 책등의 두께가 0.5cm이

상인 자료는 제본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등의 두께가 0.5cm 미만인 자료의 경우라도 

보존을 위하여 제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합철할 때에는 표지를 제외한 합철의 두께가 6cm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철

의 두께가 1cm미만의 자료는 제본하지 않고 제8조의 2에 의하여 가제본한다.

제6조(제본단위) 제본단위는 가능한 권별로 하며, 권별표시가 없는 경우 연도별로 한다.

제7조(분할제본금지) 총목차나 색인이 권 또는 분책별로 별도 인쇄된 것은 분할제본해

서는 안된다.

제8조(표지재료와 색상) ①잡지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 이상의 마닐라지와 포(布)-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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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로 하며 색상은 동양서는 감(紺)색, 서양서는 적(赤)색으로 한다.

②신문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이상 합판과 지(紙)-클로스 혹은 1mm이상의 중성판

지를 사용하고, 색상은 합판의 경우는 검정색과 청색마포, 중성판지인 경우는 다래색

과 짙은 녹색으로 한다.

제8조의2(가제본의 규격･색상･재료) 가제본의 규격, 색상, 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

에 따라 변경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

①규격은 B5, A4, 타블로이드판, 타블로이드배판으로 한다.

②재료와 색상은 겉표지의 경우 0.8㎎이상의 투명 합성수지, 밑표지는 1.5g/㎡이상의 

마닐라지 또는 합판을 사용하고, 검정색 포클로스로 하며, 철 좌측에 구멍을 뚫어 철

끈으로 철한다.

③겉표지 하단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인쇄한다.

제9조(책등문자 표시위치) 책등문자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시하고, 동일한 간

행물은 책등문자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간격은 고르게 유지되어야 한다.

①잡지의 책등문자 표시는 도서관마크(이하 “로고”라 한다), 표제, 권호차, 연월차 순

으로 한다. 다만, 권호차가 없을 때에는 통권호를 표시하며, 4･6배판 및 국판의 머리

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1.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cm로 하

며, 표제는 로고에서 1.5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밑글자는 책등 하단에서 

6cm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신문의 책등문자 표시는 로고, 표제, 연차, 월차 순으로 하고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

단에서 2.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5cm로 하며, 표제는 로고

에서 2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제10조(책등문자의 종류･크기･배열) ①책등문자의 종류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1. 잡지：동양서의 표제는 1호 명조로 하고 권호차, 통 권호, 연월차 등은 3호 명조로 

하며, 영문활자는 표제, 권호차, 통권호, 연월차 등을 모두 3호와 4호 명조로 한다.

2. 신문：표제는 초호명조, 연차는 1호 명조, 월차는 2호 명조로 한다.

②글자의 배열은 책등의 두께에 따라 가로 세로행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제본절차와 인수인계) ①제본대상 자료는 제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고, 제본자료목록(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본업무를 관장하는 부

서로 제본의뢰하여야 한다.

②제본된 자료는 제본의뢰한 부서에서 제본양식, 책수, 책등문자의 인쇄등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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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여 제본완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도서관의 전례와 업무절차에 따라 제본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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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  본  의  뢰  서

NO

서
명

권

호

년

월

[별지 제2호 서식]

제 본 자 료 목 록

NO 서        명 권  호 년  월 책  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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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개인문고 운영규정

[ 1995. 9. 20.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18호 전문개정]
규정 제273호 2000.  4. 27.  일부개정 

 규정 제294호 2002.  7. 15.  일부개정 

  규정 제337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84호 2008.  7.  1.  일부개정 

 규정 제408호 2009.  7.  6.  일부개정 

 규정 제439호 2012.  8. 21.  일부개정 

규정 제510호 2015.  1.  2.  일부개정

  규정 제534호 2016.  12. 27. 일부개정

  규정 제541호 2017.  4. 26.  일부개정

  규정 제569호 2019.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인문고라 함은 개인이나 단체가 기증한 도서관자료와 이를 보존하고 이

용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심의) 개인문고 설치를 위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외부전문가와 관내 사무관

급 이상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 심의한다.

1. 고서 : 고문헌과

2. 어린이청소년자료 : 정보서비스과

3. 고서 및 어린이청소년자료 이외 모든 자료 : 자료수집과

제4조 삭제

제5조(심의 기준) 개인문고 설치는 원칙적으로 가치 있는 국내문헌에 한하며(단, 희귀자료 

등 자료가치가 큰 외국문헌의 경우 예외), 기증 자료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합당하고, 

기증자가 개인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다만, 설치기

준과 달라도 관장이 개인문고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1592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20책 이상 기증

2. 1910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100책 이상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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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50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200책 이상 기증

4. 1965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 500책 이상 기증

5. 1966년 이후 간인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 1,000책 이상 기증(다

만, 외국자료의 경우 국내자료와 대비하여 미 소장자료의 가중치를 1/4(0.25)로 

산정한다)

②삭제

제5조의2(설치 신청 등) ①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증자는 개

인문고 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기증자 정보(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

출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기증자료 인수 후, 수량 등을 확인하여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의 자료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증자 예우) ①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본인 및 직계후손에

게는 자료 이용에 있어 우대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개인문고명은 기증자의 희망에 따른다.

⑤개인문고 자료에는 문고명과 기증자를 표시한다. 

⑥개인문고를 설치할 때에는 전시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감사장 또 감사패를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

여기준과 달라도 관장이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기증자료 중 등록자료 1,000책 이상일 경우 감사패를 수여한다.

2. 기증자료 중 등록자료 500책 이상 1,000책 미만일 경우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7조(정리) 개인문고의 정리절차는 일반자료의 절차에 따르되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제8조(설치 및 운영) ①개인문고 설치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자료별로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되, 자료 유형이 다양한 경우 다수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부서를 정한다.

1. 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 자료운영과

2.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 디지털정보이용과

3. 고서 : 고문헌과

4. 어린이청소년자료 : 정보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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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인문고 설치 장소는 자료 성격 및 유형에 따라 전시실, 자료실 및 서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개인문고 기증자의 사진, 약력 및 기증사유 등을 게시할 수 있다.

④개인문고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

로 한다.

⑤개인문고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해당 부서의 

장은 개인문고 설치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접근 및 이용) ①기개인문고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자료목록 등

을 온라인상에 게재･운영할 수 있다.

②자료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체를 변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995.9.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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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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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인문고 설치 신청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문헌 보존 및 이용에 보탬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기증하고 

개인문고 설치를 신청합니다.

  다음의 기증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은 귀 도서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1. 개인문고명 :

2. 기증자료명 : ※ 목록 별첨

3. 자 료 수 :

4. 등록제외 자료 처리방법

  □ 반송을 원함    □ 재기증 등 도서관 임의처리 □ 기타

5. 기타 요구사항 : 

6. 신청자 정보

  ① 성  명 : 

  ② 주  소 :

  ③ 연락처 :

  ④ 소  속 :

  ⑤ 이메일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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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인문고 기증자 정보

 1. 학력 및 주요 경력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사진 1매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2. 주요 저서 

 

번호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 비 고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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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기증자료 인수증

              귀하

  귀중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증하신 자료는 

국가문헌으로 등록하여 후대전승을 위한 영구보존과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증자료 수 ;                     등      책

  ※ 기증자료는 복본조사 결과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로 등록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으며, 등록

된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TEL. 02-590-0756,0659 FAX. 02-590-0620  E-mail: donation@mail.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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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 2014. 1. 1.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87호]

규정 제497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

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기탁”이란 기관, 단체가 발행, 제작 또는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

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한다.

②“수탁”이란 기탁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수탁 자료”라 함은 국가문헌으로 제공 및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학술연구 및 정책

지원, 그 밖에 도서관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수탁 보관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수탁 신청)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를 기탁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

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 자료 심의위원회) ①수탁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중앙도

서관 소속으로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수탁 자료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탁 기간 및 연장 여부

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료관리부장이 되고, 관내 관련 부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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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자료 심의결과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

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①국립중앙도서관장과 기탁자(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3

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 자료 이관목록, 서지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 

2. 수탁 자료의 이관 및 반환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수탁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수탁 자료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5. 수탁 자료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 증서 교부)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수탁선정이 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수

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수탁여부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비 수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 자료 대상 및 이관) ①수탁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종 2책까지 이관 

받을 수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귀중서, 기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자료에 대하

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의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다.

②기탁자는 이관할 수탁 자료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이관목

록, 서지목록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수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8조(비용) 기탁자는 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수탁 자료의 보

관 및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기탁자와 협

의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수탁보관기간) 수탁보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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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탁 자료의 이용 및 관리

제10조(이용 및 활용) ①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는 수탁 자료는 공동목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활용한다.

②수탁 자료는 기탁자가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를 요청한 자료를 제외하고, 국립중앙

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열람, 대출, 활용하며, 희귀본 자료는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수탁 자료의 이용 요청이 다수인 경우, 기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④기탁자와의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관리 및 폐기) ①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수탁 자료는 수탁기관별, 자료형태별, 수

탁기관에서 정리한 청구기호 순서로 서가에 배가하여 관리한다.

②이관된 수탁 자료 중 기존 자료와 중복되거나 파･오손으로 수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재기증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수탁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처리하

고, 분실 자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적할 수 있다.

제13조(수탁 자료 반환) ①기탁자가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수탁자료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기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4>

이 규정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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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탁 자료 신청서

자 료 명 수 량 비  고(특이사항)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제3조)”에 따라 위 자료를 기탁

하고자 합니다.

    가. 사유 : 

    나. 기간 : 

년      월      일

기 관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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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수탁 자료 심의결과

연번 서  명 수량 결과 비고

합 계 :       종      책(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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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협약서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협약당사자) 국립중앙도서관과 기탁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제2조(수탁 자료 이관) 기탁자는 이관할 수탁 자료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이

관목록, 서지목록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 기탁자는 기탁 자료의 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수탁자료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기탁자와 협의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수탁 자료의 활용) 국립중앙서관은 수탁 자료에 대하여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열람, 대출, 활용하

며, 희귀본 자료는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탁자가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를 

요청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리 및 폐기 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협약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이관된 수탁 자료 중 기존 자료와 중복되거나 파･오손으로 수선 복원이 불가능하여 이를 재기

증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나. 수탁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이를 제적하는 경우

제6조(수탁보관 협약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된 때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며,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기탁자가 본 협약서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7조(수탁 자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협약 당자와 협의하여 

반환한다.

가. 기탁자가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최초 기탁 후 5년이 경과한 때에 가능, 다만 특정자료

에 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수탁자료 중 기존자료와 중복되거나 훼손으로 활용이 불가할 때

제8조(기타) 위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도서관 관련 

규정을 존중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기탁자는 위의 사항을 준수키로 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기관이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탁자)                         (인)

(수탁자)      국립중앙도서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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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예 비) 수 탁 증 서

발 급

제       호

기  탁  자 : (기관명 :                   대표자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수 탁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   명 수 량 비 고 

위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수탁기간 동안 정히 보관 ･ 관리하겠습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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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 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수탁 증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 청 자                    (인)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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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수탁 자료 반환 요청서

서   명 수 량 비 고 

  귀 관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

붙  임 : 수탁증서 1부.

년      월      일

성명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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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기탁 자료 인수증

연번 서  명 수량 비고

합 계 :       종      책(점)

  국립중앙도서관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를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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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2014. 5. 15.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

집･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자료”라 함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출판하기 위해 QuarkXpress, Indesign 

등의 출판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한 원천파일을 말하며, “디지털자료”에
는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파일도 포함된다. 

2. “위탁”이란 출판사가 소장한 디지털자료를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에 맡

기는 것을 말한다.

3. “수탁보존”이란 출판사에서 위탁한 디지털자료를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도서

관에서 맡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 신청) 도서관에 디지털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지

털자료 보존위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보존 결정) 도서관장은 제3조로 위탁 신청한 자료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보

존과 후대 전승에 필요하다고 판된되는 경우 수탁보존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체결) 제4조에 의해 수탁보존이 결정 되면 도서관장과 위탁자(이하 “양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00출판사 디지털자료 위탁보존 업무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위탁 자료 이관) ① 위탁자는 이관할 위탁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

으로 위탁 목록, 서지메타데이터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존서버로 이관되는 위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도서관 보존 서버 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7조(수탁 증서 교부) 도서관장은 제6조에 의한 위탁자료 이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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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보존기간) 위탁보존기간은 영구적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호조치) 도서관은 제5조에 따라 협약 체결한 출판사의 디지털자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

   1. 디지털자료 : 외부와 네트워크가 차단된 별도 서버 및 스토리지에 적재

   2. 파일수록 매체(CD, DVD, 외장HDD 등) : 시건 장치된 독립된 공간에 보관

   3. 인적보안 : 파일 접근권한 통제, 작업가능 PC 지정, 접속기록 관리

제10조(활용 및 제공) ① 수탁보존 자료는 해당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

공 및 서비스 할 수 없다.

② 유사시 해당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 수탁보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11조(반환) ① 위탁자가 위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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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디지털자료 보존위탁 신청서

순번 자료명 자원유형 비고(특이사항)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위탁 신청)”에 따라 위 자료를 위탁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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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OO출판사 디지털자료 위탁보존 업무협약서(안)

  국립중앙도서관과 ○○출판사는 양 기관의 발전 및 상호 가치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디지털

자료의 보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출판사가 출간한 도서 디지털자료의 안전한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①○○출판사는 출간한 도서의 디지털자료 보존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위탁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자료의 무단 접근･복제･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디지털자료 제공 및 보존) ①○○출판사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디지털자료를 제공하며, 

제공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사에서 제공한 디지털자료를 망에서 분리된 저장장치와 접근이 

통제되는 공간에 보존하되, 필요시 ○○출판사와 협의하여 포맷변환 된 복제본을 동시에 보존

할 수 있다.

③○○출판사에서 제공되는 원본파일은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제4조(디지털자료 유출 시 책임)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한 디지털자료 

유출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선의의 관리자로서 그 책

임을 진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하거나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 및 호혜 원칙에 따라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출판사는 위와 같이 합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국 립 중 앙 도 서 관

관장  

OO 출판사

대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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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수 탁 증 서

발 급

제       호

위  탁  자 : (기관명 :                   대표자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위 탁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번 자료명 자원유형 비고

    위 자료를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위탁

기간 동안 정히 보존하겠습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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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

순번 자료명 자원유형 비고

귀 관에 위탁하였던 위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 

붙  임 : 수탁증서 1부.

                              년      월      일

                   성명 (기관명)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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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위탁 자료 인수증

순번 자료명 자원유형 비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위탁하였던 위 자료를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성명(기관명)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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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 1969. 3. 26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8호]

규정 제190호 1993.  9.  7.  일부개정 

규정 제250호 1998.  6. 18.  일부개정 

규정 제274호 2000.  4. 27.  일부개정 

규정 제305호 2004.  6. 14.  일부개정 

규정 제340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64호 2007.  5. 30.  일부개정 

 규정 제471호 2013.  2. 18.  일부개정 

규정 제520호 2016.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협력 및 교류방법)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또는 자료의 교류는 외교경로를 통한 양

국 정부간의 협정 또는 기관간의 협약에 의하며, 자료교류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상호교환

2. 한국학 연구기관에 한국 관련 자료 지원

3. 국제기구 등 발간물 기탁에 따른 자료 수집

제3조(협력 및 교류처)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교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류상대국의 기관과 행한다.

1. 각국의 대표도서관

2. 한국학･한국관련 연구단체 및 기관

3. 대표적인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교류원칙) 자료의 교류는 전량 또는 선택교류의 방식으로 하되, 선택교류는 등량･
등가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국제교류용 자료의 국내수집 및 발송) 국제교류용 국내자료의 수집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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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교류용 국내자료는 구입, 수증 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국내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제교류용국내자료

접수목록을 작성한다. 

3. 국제교류용 국내자료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제교류용국내자료발

송대장을 작성하고, 교류처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제교류자료발송목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교류처에 송부한다.

제6조(외국교류자료의 접수처리) 국제교류처로부터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료와 함께 자료수집과에 인계하고, 1부

는 국제교류홍보팀에 보관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6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서관자료국제교환업무규정(국립중앙도서관 내규 제1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3. 9. 7>

이 규정은 1993. 9.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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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8>

이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15>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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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국제교류용국내자료접수목록

구분  본 표 제 간행빈도 발 행 자 권 호 명 수량 누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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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국제교류용국내자료발송대장

번호 서  명 발행기관 간별 권  호  명 수량 교류처수 발송책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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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국제교류자료발송목록

T I T L E AUTHOR PUBLISHER YEAR ISBN PRICE QUANTITY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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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인계자료 목록

번 호 번 호 등록구분 교류처명 서명 권호 발행년 비고

합 계                                                                                종     권     책

인계자                  (인)                                            인수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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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 1999. 11. 5.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66호]

개정 2004.  6.  7 규정 제302호
개정 2004.  7. 12 규정 제308호
개정 2006.  4. 21 규정 제338호
개정 2007.  5. 30 규정 제363호
개정 2009.  7.  6 규정 제409호
개정 2012.  9.  4 규정 제449호
개정 2017. 12. 20 규정 제548호
개정 2019.  1. 25 규정 제56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19조제

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

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

다.

제3조(교육훈련목표) 교육훈련의 목표는 도서관 사서 및 직원을 직무수행 전문성과 미

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과 국민문화복지 향상

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4조(교육훈련대상자)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 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서관직원 

3. 도서관 및 문고의 봉사업무 관련 직원 등

4. 기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민간기업체의 위탁교육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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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육훈련운영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인재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교육훈

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②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

인원･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이러닝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시행한다.

④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6조(교육훈련과정) ①교육훈련과정은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기타

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운영하며, 각 과정별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신규채용자 또는 채용후보자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2. 전문교육훈련과정은 사서직원 등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수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3. 기타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교육한다.

제7조(과정별 교과목편성) 교육훈련과정별 교과목편성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되, 최신의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을 중심

으로 하고, 교과목당 교육시간배정은 실습시간을 최대한 반영하며, 교육기간 및 평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방법) ①교육훈련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

의, 시청각교육,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교육훈련계획에 의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육생의 수준 및 등급에 따라 등급

별･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직원 

등 해당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③이러닝은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사서교육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된다. 

단,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세부운영계획) 과정별 교육훈련은 교과목, 강의교수,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262 국립중앙도서관 규정집

포함한 과정별 교육훈련 세부운영계획(이하 “세부운영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

한다.

제10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의교수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의교수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

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작 전에 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

게 할 수 있으며,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배부할 수 있다.

③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이러닝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과정장 또는 강의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 교육훈련과정의 개선･발전과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자

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사서교육훈련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학사관리

제12조(교육훈련인원 배정) ①교육훈련인원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훈련기회를 균등하

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수요기관별로 형평성을 유지

하여 배정한다.

②이러닝이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될 경우에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운영계

획에 따른다.

제13조(교육대상자 선발) ①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은 과정별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

에 의한다.

②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은 과정의 특성, 목표, 해당기관의 업무형편, 교육훈련 수

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

육시작 1개월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1. 과정명

2. 교육훈련기간

3. 교육훈련 목표

4. 주요 교육훈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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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 대상자의 자격(직급, 직렬, 담당직무, 경력 등)

6. 기관별 배정인원

7. 선발된 교육훈련대상자 명단 통보 기한

8. 유･무상 구분과 유상인 경우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기한

제14조(등록) ①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

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부에 서명으로 등록한다.

②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

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교육훈련계획 대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교육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이러닝과정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서교육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정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⑤이러닝은 해당 과정의 1차시 학습을 완료하기 전에는 본인이 등록한 해당 교육과정

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단, 1차시 학습을 완료한 경우에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

하여야 한다.

제15조(퇴학처분) ①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국립중앙도서관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의 교육훈련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

을 수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의 규정에 의하

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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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성적평가) ①교육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모든 항목평가 점수는 가감하며, 근무태도 평가 

점수는 감점하여 산정한다.

②평가는 학습평가, 연구실적평가, 실습평가 및 근무태도평가로 구분하고, 연구실적

평가는 개인연구실적과 분임연구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선택 또는 통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평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습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출제한 문제를 평가장소에서 배부하여 주어진 시간 내

에 답안지를 직접 작성케 하고 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개인연구실적평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

로 평가한다. 

3. 분임연구실적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임연구실적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실습평가는 강의교수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5. 근무태도평가는 교육기간중의 출석상황과 학습활동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해

당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한다

④교육훈련과정별 평가의 종류와 학습평가관리는 각 과정별 세부운영계획에 의해서 

정한다. 다만, 근태평가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연구실적평가의 결과는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⑥이러닝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습진도율 평가 :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

2. 과제물 평가 :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

3. 수료평가(종합평가) :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사서교육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

4. 학습참여도평가 :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제17조(수료) ①평가 대상과정 교육생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수료

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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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러닝과정의 수료기준, 과목의 이수기준은 당해연도 이러닝과정운영계획에 따르

며, 다른 과정에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기준에 의한다.

④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교육과정 미수

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8조(학적부의 작성 및 관리)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 대하여는 각 교육과정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우등상 시상 및 표창) ①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수료자에게 우등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우등상은 교육훈련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상위 5% 이내에 해

당되는 자에게 수여하며, 상장을 수여한다. 

③교육기간 중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수료자에 

대하여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시상과 표창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⑤시상이나 표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교수요원관리

제20조(교수요원의 구분) 교수요원은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및 분임지도교수로 구

분･운영한다.

제21조(강의교수) 강의교수는 교재의 집필, 강의 및 교과운영을 담당하며, 공무원인재

개발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22조(교육운영교수) 교육운영교수는 사서교육문화과장이 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 직원 중에서 교육운영교

수를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2. 과정별 교육훈련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교육훈련운영평가 및 결과 보고

4. 교육생의 실습 및 현장학습의 지도

5. 교안･교재의 연구 및 편찬

6. 기타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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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정장) 각 과정에 과정장을 두고, 과정장은 사서교육문화과장이 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사서교육문화과의 5급이상 직원 중에

서 과정장을 지정한다.

1.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총괄

2. 교육생의 지도･감독

3. 기타 교육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24조(분임지도 교수) 각 분임에 분임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분임지도교수는 제21

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촉 또는 지명하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의 연구 및 토의활동의 지도

2. 분임지도결과의 평가

3. 기타 분임지도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①강의교수, 과정장 및 분임지도교수 등이 강의･분임연구지도･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세미나･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교육생관리 

제26조(교육생 준수사항) ①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시간에는 소정의 명찰을 패용한다.

2. 교육시설물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파손 시에는 변상한다.

3. 강의실 및 복도 등 건물 내에서 흡연을 금한다.

4. 면회는 휴식시간에 한하여 휴게장소를 이용한다.

5. 수강시간을 준수하고, 강의시작 2분전까지 다음 강의에 대비한다.

②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출･결석･조퇴 또는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교수요원은 교육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교육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하여야 하고, 교육생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수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교육운영교수는 사서교육훈련 홍보 및 교육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개인정

보(사진, 동영상, 인적사항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를 교육기간 중에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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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교육생자치회)   삭제

제28조(교육생 대표 등의 역할) ①교육생 대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

5. 기타 자치활동 관련사항 

②분임장은 교육생대표를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단위의 교육

운영 및 자율활동 등을 주관한다.

③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토의 및 발표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

④총무는 교육생대표를 보좌한다.

제29조(고충상담)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과정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정장은 교육생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훈련운영평가 

제30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매 교육훈련과정마다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목표달성도, 

교육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전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설문조사의 방법･조사항목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표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교육훈련운영결과의 보고) 각 교육훈련과정이 종료된 때에는 그 운영결과를 관

장에게 보고한다.

제32조(교육훈련운영 평가) ①연도별 교육훈련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의 교육훈련계획

과 그 운영결과 등 당해연도 교육훈련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평가한다.

1. 교과목 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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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단계의 체계성･합리성

4. 강의교수 선정의 적정성

5. 피교육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

8. 기타 교육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제33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활용)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관장에게 보고

하고, 다음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운영에 활용한다.

제7장  유상교육훈련

제34조(유상교육훈련과정의 설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유상교육

훈련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유상교육훈련 과정을 설치 할 때에는 전년도 유상교육훈련실적과 정부예산편성지

침 및 공무원인재개발업무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유상으로 실시할 교육훈련과정과 그 인원은 당해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한다.

④다른 행정기관,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훈련을 실시 할 때에

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에게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유상교육훈련비 단가) 유상교육훈련비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비 표준단

가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과정의 특성과 교육인원 및 교육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36조(수입금 처리) 유상교육훈련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예산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유상교육훈련비의 반환) 유상교육훈련비를 납입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납입한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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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과규정)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1999년도 교육훈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

으로 본다.

③(다른규정의 폐지) 사서교육훈련운영규정(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30호 및 제248호)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4.  6.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9.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0>

①(시행일)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정의 폐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지침(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5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9.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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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인 연구실적 평가표

(규정 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 과정명 :                                

○ 평가일 :     년   월   일

○ 평가자 : 직위        성명          (인)

교번 성  명 평점 비고 교번 성  명 평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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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분임 연구실적 평가표

(규정 제16조제3항제2호 관련)

○ 과 정 명 :                               

○ 평가일자 :      년    월     일

○ 평 가 자 :          직         성 명          (인)   

평가항목

분 인
임 원

과제에 대한
이해도
(6점)

내용의 체계성
(6점)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분석도

(6점)

창의성
(6점)

실무적용의 
실용도
(6점)

계
(30점)

1

2

3

4

5

6

7

8

9

10

※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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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수  료  통  보

(규정 제17조제2항 관련 서식)

○ 교육훈련기관 :

○ 교육훈련종별 :    

○ 교 육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

소속기관명 근 무 처 직명 성 명 수료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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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학    적    부

(규정 제18조 관련 서식)

○ 교육구분 :                        

○ 교육과정 :    

○ 교육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료증
번호

직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근무처 종합성적 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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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근무태도 평가 기준표

(규정 제16조제3항제4호 관련)

감점해당사항
단   위 감점 점수 비  고

구  분 사  유

 1. 등 록  등록시간 지참 30분 초과 1.0

 2. 결 석

 무단 1일 2.5

 승인 1일 1.5

 3. 지 각 1시간 0.3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4. 조퇴, 결강, 

외출, 이석

 무단 1시간 0.8 〃
 승인 0.5

 5. 학습생활

 지시사항 불이행 0.4

 서류제출지연

 (등록카드, 과제물)
0.3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2.0

 기타 학습태도 불량행위 0.4

 ※ 감점합계가 10일과정의 경우 5.0점 이상, 

   감점합계가 5일과정의 경우 2.5점 이상,

   감점합계가 3일과정의 경우 1.5점 이상,

   감점합계가 2일과정의 경우 1점 이상,

   감점합계가 1일과정의 경우 0.5점 이상이면 퇴학처분.

 ※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가 및 특별휴가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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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서교육 강사료 지급 기준

□ 일반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원)

지  급  대  상

공 공 분 야 민 간 분 야

일

반

교

육

특별

강사

(Ⅰ)

1시간당 1,000,000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관장이 특별히 인정하

는 자

특별

강사

(Ⅱ)

1시간 400,000

∘ 전･현직 장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250,000

특별

강사

(Ⅲ)

1시간 300,000

∘ 전･현직 차관(급), 공직유

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

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

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관

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200,000

일반

강사

(Ⅰ)

1시간 230,000 ∘ 전･현직 4급 이상, 공직유

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 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초과

(매시간)
110,000

일반

강사

(Ⅱ)

1시간 120,000

∘ 전･현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초과

(매시간)
90,000

내부

강사

1시간 90,000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직원

  ※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여비의 경우 내부강사 근무처 기준으로 근무지내 강의는 지급하지 

않으며, 근무지외 강의는 별도 지급한다.(해당 과에서 여비지급 확인 

후 중복지급 불가)

초과

(매시간)
45,000

보조

강사
1시간당 40,000 ∘ 실습 및 교육보조 강사

정

보

화

교

육

정보화

교육

강사

1시간 80,000

∘ 정보화교육 강사초과

(매시간)
70,000

보조

강사
1시간당 40,000 ∘ 실습 및 교육보조 강사

 ※ 위 지급대상에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2018.1.17.)｣[별표 2]에 따라 구분

되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예시: 국공립학교 교직원 및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의 

상한액은 [별표 2] 제1조 나목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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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퍼

실

리

테

이

터

(Ⅰ) 1시간당 20
∘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Ⅱ) 1시간당 13

∘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Ⅲ) 1시간당 11

∘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Ⅳ) 1시간당 8 ∘ 퍼실리테이터 Ⅰ, Ⅱ, Ⅲ 이외의 강사

 ※ FT 요건 : 1일 3시간 이상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3시간 미만의 경우 일반강사 조건으로 지급)

□ 지도･평가 등 강사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1시간당 10
∘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1회당 10 ∘ E-mail, 서면으로 요청시

10문제당 3 ∘ 시험문제 제출 강사

 1

부

당

10페이지 미만 1 ∘ 보고서 평가자(단, 페이지수, 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이상 ~ 30페이지 미만 2

30페이지 이상 4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 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지급기준’ 을 적용할 수 있음.

□ 지급특례

구분 특  례  사  항

강의시간 산출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중복출강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강의명 포함)이 다른 강의

보조강사
∘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지급

기준
∘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내부결재를 받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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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여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원)

지  급  대  상

여비

서울 시내 10,000 ∘서초구 관내 강사 제외

수도권 지역 20,000 ∘인천, 경기 등

중부 지역 40,000 ∘강원, 충청지역

영･호남 지역 100,000 ∘대구, 광주, 부산 등 

※ 제주도 지역은 여비 실비 지급함

□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내    용

지급대상 ∘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4,000원을 지급

지급한도 ∘ 1시간당 한글 원고 A4용지 5면까지만 지급

A4용지 1면 산정방법

∘ 기본규격 : 바탕체, 글자크기 13p(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mm, 좌우여백 25mm, 머리말･꼬리말 15mm

∘ 200자 원고지 4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PPT 원고는 슬라이드 4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A4용지 1/2이하로 작성한 경우 20줄을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의 지급기준
∘ 기존에 활용 중인 원고를 수정할 경우 수정분량 만큼 지급

  (※ 기 활용 교재 미지급)

기  타

∘ 표지, 목차, 간지, 복사원고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하되, 참고문헌은 산정함 

∘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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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사용규정 

[ 2009. 7. 6.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11호 ]

규정 제452호 2012.  9. 18  일부개정   

규정 제556호 2018.  6. 2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미디어센터 내 영상스튜디오, 음향스튜디오, 

UCC스튜디오(이하 “영상･음향･UCC 스튜디오”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이용에 대한 편리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국립

중앙도서관 이용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라 함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영상･음향･UCC 스튜디오를 의미

한다.

②‘장비’라 함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용 장비를 말한다.

③‘운영자’라 함은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도서관으로부터 고용･용역계약 등에 의거 

영상･음향･UCC 스튜디오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이용자’라 함은 영상･음향･UCC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말한다.

⑤‘이용시간’이라 함은 도서관 개관시간이며 각 시설물의 세부사용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용신청) ① 영상･음향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는 사용 희망일의 2일 전까지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예약시스템을 통

해 사용신청을 하여야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이 아닌 자 는 사전에 회원가

입을 해야 한다.

② 영상･음향스튜디오 사용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

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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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중앙도서관 영상･음향 스튜디오 사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국립중앙도서관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③ 운영자는 영상･음향 스튜디오 사용 승인을 최종 결정하며 사용신청 접수 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영상･음향 스튜디오 사용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영상･음향 스튜디오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중 허가받은 사람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조작미숙 등의 이유로 이용자의 장비운용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UCC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

용 희망일까지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한다.

⑦ UCC 스튜디오를 사용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 사용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사용시간) ① 영상･음향 스튜디오 사용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UCC 스튜디오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③ 정기휴관일 등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정하는 휴관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제6조 삭제

제7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도서관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영상･음향･UCC 스튜디오의 관리 유지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립중앙도

서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 목적을 위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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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8조(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 ① 이용자는 사용 중 영상･음향･UCC 스튜디오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사용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영상･음향･UCC 스튜디오의 시설, 기자재,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

손, 손실, 분실에 대하여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④ 이용자가 영상･음향･UCC 스튜디오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

용할 시 국립중앙도서관 전기안전운영자와 전기실의 입회 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⑤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자는 시설사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사용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

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

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

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국립중앙도서

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입관 이용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입관을 거절

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질환자 

2. 만취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운영자가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사용제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는 7일 간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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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을 한 후 별도의 취소 없이 대여를 안 할 경우

2. 신청자 본인이 직접 스튜디오 대여와 사용 반납을 안 할 경우

3. 신청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 대여를 할 경우

4. 대여 및 반납 시간을 어길 경우

5.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6. 조작 미숙과 관리 소홀로 인한 장비 파손 및 분실시

7. 기타 당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사용규정을 어길 경우

제12조(적용규정) ①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신청인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제2장  시설이용 

제13조(준수사항) ①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이용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등록 

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하는 정기 또는 일일 이용증을 소지하여야 영상･음향･
UCC 스튜디오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기기, 장비, 비품, 기타 집기 등이 파손, 

훼손,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이용자는 사용 종료 후 대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⑧ 이용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⑨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14조(퇴실 및 확인) ① 신청자 및 이용자는 퇴실하기 전 운영자에게 각 실의 사용 상황

과 변동사항, 기자재 배치 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② 퇴실 확인을 거부하거나 퇴실 확인을 받지 않고 그냥 퇴실하는 경우 이용규정 불이

행으로 간주하여 제11조 사용제재 규정을 적용하며, 파손된 기물이나 기자재, 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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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었을 경우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퇴실 확인 시 파손된 기물이나 기자재, 장비가 발견되었을 경우는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제3장  장비 대여･배상 

제16조(장비 대여 자격과 책임) ① 신청인 본인만이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며 장비 대여 

이후 일체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② 신청인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하거나 재 대여 시 대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7조(장비 대여) ① 영상･음향･UCC 스튜디오는 장비 점검,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장비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영상･음향･UCC 스튜디오의 모든 대여 장비는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③ 장비 사용시 기자재의 이상이 있을 경우 대여자는 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상업적 사용금지) ① 대여한 장비를 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재 대여

하는 것을 금한다.

② 대여한 장비는 순수한 창작을 위한 작품제작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의도적인 상업

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작품제작에는 사용을 금한다.

제19조(장비 파손 시 배상 규정) ① 대여 장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대여자가 

파손 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거나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파손에 대한 “배
상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며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 부분 손상에 대해 현금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산정한 

비용을 변상토록 한다.

③ 부분파손의 경우일지라도 그로 인해 전체 기기의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 

장비에 대한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

④ 전체 파손 장비에 대해 변상방법은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보상을 원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분실시 배상 규정) 대여자의 부주의로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 제19조의 전체 

파손 시 배상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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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배상 금액의 납부기한) 배상금액은 파손, 분실 신고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22조(배상 금액 미납자) ① 제 21조에서 정한 납부 기한이 경과하여 7일이 지난 이후

에도 배상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배상금액 납부 독촉장을 발송

하며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② 납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일의 14일 이후에도 미납되었을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

은 미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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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영상스튜디오 사용 신청서

※ 작성법 : 해당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성       명
ID

직업 및 소속

생 년 월 일

주        소

메 일  주 소 @ 

연   락   처 • 유선           • 휴대전화            • FAX 

이용시간 20  년    월    일         ~   (예:2009년5월25일 9:00~17:00)

사용장비

□ JVC -HD200U 카메라 (수량 :    개) 

□ 외장형 하드(150G) (수량 :    개)

□ 메모리 레코더(Focus FS-H200 PRO) (수량 :    개) 

※ 시설 및 장비사용에 대한  인력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및 장비 
이용경험

※  전문 영상 장비 관련 이용 경험 혹은 전문 교육 수강 이력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혹은 공동작업자)

제작 내용

이 용 자
(공동작업자 

포함)

총              명

공동
작업자

성명 :           (ID :                ) 

미성년자         명 성명 :           (ID :                ) 

일반인           명 성명 :           (ID :                ) 

위와 같이 영상스튜디오 이용을 신청하며,

이용함에 있어 영상스튜디오 이용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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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음향스튜디오 사용 신청서

※ 작성법 : 해당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성        명

ID

직업 및 소속

생 년 월 일

주        소

메 일  주 소 @ 

연   락   처 • 유선           • 휴대전화            • FAX 

이용시간 20  년    월    일         ~       (예:2009년5월25일 9:00~17:00)

사용장비

□ 스튜디오 전용 컨덴서 마이크 (수량 :    개)

□ 헤드폰 (수량 :    개)

※ 시설 및 장비사용에 대한  인력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및 장비 
이용경험

※ 전문 영상 장비 관련 이용 경험 혹은 전문 교육 수강 이력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혹은 공동작업자)

제작 내용

이 용 자
(공동작업자 

포함)

총              명

공동
작업자

성명 :          (ID :                ) 

미성년자        명 성명 :          (ID :                ) 

일반인          명 성명 :          (ID :                ) 

위와 같이 음향스튜디오 이용을 신청하며, 

이용함에 있어 음향스튜디오 이용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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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회원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미디어센터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이용규정에 동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과 만약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9조(장비 파손 시 배상 규정) ①대여 장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대여자가 파손 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거나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파손에 대한 “배상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

을 작성 제출하며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부분 손상에 대해 현금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산정한 비용을 변상토록 

한다.

③부분파손의 경우일지라도 그로 인해 전체 기기의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 장비에 대한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

④전체 파손 장비에 대해 변상방법은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보상을 원할 경우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분실 시 배상 규정) 대여자의 부주의로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 제19조의 전체 파손 시 배상규

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     소 :

생년월일 : 연락처 :

성     명 :                         (서 명)

20        .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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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회원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미디어센터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예약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정보수집 항목

성명, ID, 직업 및 소속, 생년월일, 주소, 메일주소, 연락처, 시설 및 장비 이용경험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예약자 본인의 신상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제공

- 시설 및 장비 이용 경험 관련 자료 제공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됨 (최대 1년)

4.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5.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가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예약 및 이용이 

불가능함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                          (서       명)

20         .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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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장비 배상 사유서

                                         접수번호 : 

주관기관
(개인 신청자 미작성)  

사업자번호
(개인신청자 미작성)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장 비 명 자산번호

사용기간 ~
배상 방안

(현물, 현금)

구   분 장비 고장 (  )                         장비 분실 (  )

장비 배상사유

               는(은) 위의 사유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자산인                     을 

20      년     월    일까지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사서행정 289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 2016. 12. 15.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30호]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67호, 2019.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

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

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이용제한’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하

여 이용자의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제한 자료의 종류)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청소년 유해매체

물 : ｢청소년보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심의기준과 이를 근거로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되어 고시된 간행물, 음반･파일 등과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된 영화･비디오물

②공공장소 이용불가 자료 :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사행성･음란성･폭력성･선정성 등

으로 인하여 도서관의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인만화, 성인잡지, 영화･비
디오물로서 해당 자료의 운영･관리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료

③비공개 요청자료 : 저자 및 발행자가 저작권 보호 등의 사유로 비공개 요청한 자료

④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공공간행물

⑤법원 판결 등에 의해 출판･배포･판매가 금지된 자료

⑥저작권법에 의한 일시적 열람불가 자료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항｣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 

⑦교체한 자료의 기존자료

⑧매체변환, 전시, 보존처리, 자료이동 등 현재 작업 중인 자료

⑨파손 우려가 높거나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소재불명자료, 재정리 중인 자료 등 업무상 관리가 필요한 자료

⑩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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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용제한 담당부서) 이용제한 자료는 자료 수집부서에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

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자료는 자료 정리 부

서에서 처리한다.

②공공장소 이용불가 자료는 해당 자료의 운영･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자료가 이미 배가된 후 비공개 요청 및 출판･배포･판매금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운영･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저작권법에 의한 일시적 열람불가 자료는 운영･관리 부서에서 저작권법에서 허용

하는 발행일 6개월 시점까지 일시적 열람제한 및 해제 처리한다.

⑤제3조 7~10항의 자료는 해당 자료의 운영･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이용제한의 범위) ①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②공공장소 이용불가 자료에 대해서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③비공개 요청자료는 저자 및 발행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제한의 범위를 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처리한다. 

④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공공간행물은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⑤법원 판결 등에 의해 출판･배포･판매가 금지된 자료는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단, 

학술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특수자료의 열람)에 준하여 

열람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⑥저작권법에 의한 일시적 열람불가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⑦교체한 자료의 기존자료에 대해서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⑧제3조 8항의 사유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서지정보 검색이 가능하게 하며, 

열람 제한 사유를 안내하되, 제3조 9~10항의 자료에 대해서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제6조(이용제한의 해제) ①이용제한의 제한사유가 소멸된 경우 해당 자료의 운영･관리 

부서에서는 즉시 이를 해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해당 자료의 운영･관리 부서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파손 우려가 높은 자료 : 귀중자료 지정 또는 매체변환 

2.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 수리제본 또는 대체자료 제작

3.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 매체변환

4. 소재불명 자료 : 대체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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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용제한 자료의 운영･관리 부서는 ‘이용제한 자료 처리 현황’을 연도말 기준 익월 

7일까지 점검하여야 한다.

④이용제한 자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대체 불가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등록규정 제7조에 의거, 폐기 및 제적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567호, 2019.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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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도서관 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자료구분 □ 인쇄자료 □ 온라인자료 □ 비도서

자 료 명   

발 행 자  

발 행 일             년          월          일

ISBN

발간등록번호

(비공개 및 공개 중 택 1)

□ 비공개 

 (범 위)      □ 검색 제한      □ 열람 제한

 (사 유)

 (기 간)                                          ※ 기간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처리할 수 없음

□ 공  개  (사 유)                                                           ※ 비공개 자료를 공개로 전환 시 작성

 

신청자
(기관)

 신청기관 :  부  서 :

 담 당 자 :  연락처 :

위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5조제3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비

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공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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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 2017. 11. 2.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4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도서관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구 분 지원자격

국립중앙도서관 만18세 이상

국립장애인도서관 만18세 이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만13세~18세 또는 중･고등학생

국립세종도서관 만13세 이상

제3조(지원자격) 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도서관 이용제한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신청 및 선정) ①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정운

용인원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봉사시간)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시간을 준수하여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봉사활동시간은 봉사활동의 특성에 맞게 해당 부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활동 내용)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이용안내 및 자료정리

2. 이용자료 배가 및 훼손자료 보수

3. 이용자 질서유지 및 정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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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서비스 관련 활동

5. 그 밖에 도서관에서 필요한 활동

제7조(확인서 발급) ①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를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확인서 발급 후 “자원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 확인서는 발급 후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이후 폐기한다.

④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설

치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자격정지) ① 해당 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신청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2회 이상 무단 결석을 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

2. 3회 이상 지각 또는 무단으로 봉사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

3. 1회 이상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

4. 1회 이상 욕설, 폭행 등을 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

5. 기타 도서관의 정당한 지시와 결정에 불복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

② ①항의 1, 2,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원봉사자가 재위반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

부    칙 <2017. 11.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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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성명 생년월일

학교/소속 연락처

주소

상기 본인은 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다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정보수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교/소속, 연락처, 주소)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도서관 자원봉사를 수행한 결과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 제공

   - 서류상 본인임을 증명할 최소한의 기본정보 제공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됨.

4.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5.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가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원봉사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함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신청자(대리인) :                      (인)

○○○○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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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자 원 봉 사 확 인 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소  속  

자원봉사
활동사항

봉사기관  

봉사부서  

봉사기간  

봉사시간  

봉사내용  

용   도  

위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서관장 (장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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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 2017. 12. 8.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46호]
개정 2019. 6. 1. 규정 제56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되는 도서관자료(이하 ‘납본자료’라 한다)의 수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서장은 납본자료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①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

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발행처”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출판사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행･제작되는 도서관자료를 납본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료(이하 

“납본제외자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복본자료, 재쇄(중쇄)자료, 원문DB 구축자료

나. 일반적인 자료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내용이 거의 없는 자료(다이어리, 

스티커북, 그림연습장, 독후감노트 등) 

다. 미제본형 일회성 자료(활용 후 가치가 소멸되는 자료)

라. 학원교재 및 강의 자료로 정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방문 학습 교재 

마. 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등이 발행･제작한 저작물

바.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표지, 판권지 등을 달리하면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제작한 자료

사. 통상적인 자료의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 한, 가격이 현저하게 

고가(高價)인 자료

아. 주로 광고정보, 판촉정보, 상품정보를 게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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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자료

가. 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하는 체험판 또는 웹상에서 연재 중인 자료

나. 동일한 내용을 합본과 분책으로 발행한 경우 가독성과 보존･이용가치가 낮은 

자료

다. 짧은 주기로 연속 발행되어 일반적인 개정판으로 볼 수 없는 자료

라. 출판물 자체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을 표시하지 않은 자료  

3. 그 외 납본제외자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및 ｢납본

수집지침｣을 준용한다.

4. 위 기준 외에 납본제외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수집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납본제외자료의 처리) ①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본제

외로 결정된 자료를 해당 발행처에 반송한다.

②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대하여 해당 발행처가 납본불가 사유서를 요청

할 경우 ‘납본 불가 사유서’ [별지서식 1]를 발급하여 해당 발행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반송한 자료를 해당 발행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수취를 거부하고, 자료를 최초로 반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수취 

거부 자료를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5조(납본보상금 지급 및 가격증빙)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 보상 청구를 받으면 ｢
도서관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의거하여, 시가(市價)(출판문화

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정가(定價)를 표시한 자료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를 표시

한 납본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

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 항목 중 해

당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

2. 제작단가(자료출판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서류 등) 및 제작량 

3.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서점의 납품계약서 및 납품실적

4. 기타 판매실적 등(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료(이하 “납본보상금 지급 제외자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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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자료의 경우 출판물 자체에 정가를 표시하지 않은 자료 

2. 납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로서 납본 관련 제출 서류가 누락된 자료

③ 기타 납본자료 보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다.

제6조(납본자료의 교체) ①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본자료는 원칙적으로 반

환하지 않는다. 단, 납본의무자가 내용 오류 등의 정정목적으로 기존자료를 교체 요

청할 경우, ‘납본자료 교체 요청서’[별지서식 2] 또는 ‘학위논문 교체 요청서’[별지서

식 3]를 접수한 후 교체자료는 신규 등록하고 기존자료는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한다.

② 자료수집과는 [별지서식 4-1, 4-2] 양식의 ‘교체인’을 기존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처리한다.

③ 그 외 자료 교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및 ｢납본 수

집 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납본대행 및 수수료) ①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납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납본 대행 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일괄하여 납본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본을 대행하는 기관에는 납본 책(건･부･점) 수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납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부    칙 <제546호, 2017.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66호, 2019.6.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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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납본 불가 사유서

자 료 명

저 자 명

발 행 처
*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출판사 또는 기관

발 행 일             년          월        일

가  격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해당항목

위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본제외자료에 

해당하므로 반송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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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납본자료 교체 요청서

교체자료명

저 자 명

발 행 처
      

 *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출판사 또는 기관

발 행 일        년      월      일

페이지, 크기

가    격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발간등록번호

교체사유

□ 인쇄 파본                     □ 제목 수정                      □ 내용 수정

□ 기타(                                                                              )

교체 내용 (상세하게 기술)

요청일         년      월      일 

요청자                        (인)

발행처                        (인)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기존자료는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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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

학위논문 교체 요청서

교체논문명

저 자 명

학위수여기관                     대학교                   대학원                             전공

학위종별
및 수여년도

[석사□ / 박사□]            년               월 

저작권 이용허락
책자 파일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교체사유

□ 인쇄 파본                   □ 논문제목 수정                □ 논문내용 수정

□ 기타(                                                                               )

교체 내용 (상세하게 기술)

요청일        년       월       일 

요청자                         (인)

대학명                         (인)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기존자료는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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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4-1호 양식] (교체인)

2cm

교   체 1cm

[별지서식 4-2호 양식] (교체인)

1.5cm

교 체
0.5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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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 2018 6. 12.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55호 ]

규정 제572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

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

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제공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및 “연구정

보서비스 업무 지침서”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정보서비스”라 

함은 연구자가 국가장서를 활용하여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정보실 및 참

고상담 등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제반의 서비스를 말한다. 

② “연구자”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③ “연구기관”이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및 연구개발을 수행

하는 기관으로, 국가, 대학, 기업, 재단 등이 만든 기관을 말한다.

④ “정부기관”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법에 근거한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령

2. 국회법 및 관련 법령

3. 법원조직법 및 관련 법령

4.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

⑤ “학술지”란 연구자들이 집필한 논문을 게재하는 잡지를 말한다.

⑥ “학술단행본”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도서를 말한다.

1.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자인 경우

⑦ “박사후연구원”은 학술 연구 기관에서 특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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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박사 학위 소지자를 말한다.

⑧ “연구교수”는 학술 연구 기관에서 특정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연구원

을 말한다.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연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⑨ “연구계획서”란 연구자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명, 

기간, 제출처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⑩ “연구결과물”이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계획서에 따라 생산한 저작물을 말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에 대하여 적용하되, 디지털도서관 및 소속 도서관은 

제외한다.

제5조(연구정보서비스 신청 및 자격) ① 학위 및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구정보서

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 별표 1-1과 같

다. 단, 도서관은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연구자에게 요

청할 수 있다.

1. 연구정보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2. 연구계획서(별지 제1-1호)

3. 도서관자료 활용목록(별지 제1-2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3호)

5. 연구자 추천서(별지 제1-4호)

6. 연구정보실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5호)

②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

칙 시행세칙 제4조1항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제6조(이용 기간) ① 연구정보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연구자료조사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② 연구정보서비스의 시작일은 연구자 이용교육(오리엔테이션) 참석일로부터 시작되

며,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연구자의 연구정보실 이용 횟수, 연장 및 중지에 따라 전체 이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제7조 (연구정보실 이용) ① 제5조에 따라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 연구정보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연구자는 연구정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연구정보실 이용시간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시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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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연구 자료 이용

2. 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열람과 출력

3. 자료의 복사 및 출력

4. 1인 지정 연구석 및 개방형 연구석 

5. 세미나실

6. 개인 소지품 보관함

7. 참고 상담 서비스

8. 리서치 리터러시 교육

9. 기타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④ 다음 각 호의 연구정보실 이용을 위하여 연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 3항 2호 1인 지정 연구석

2. 제7조 3항 3호 개인소지품 보관함

⑤ 연구정보실 내 세미나실 이용을 위하여 연구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정보실 시

설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서식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미나실 사용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 중인 연구자와 그 동행

2. 학회, 협회,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행사, 회의, 교육 등의 주최자 

3. 정책정보서비스 회원

제8조(연구자료 이용) ① 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

규칙 시행세칙 제5조(이용 신청 및 자료수) 및 제6조(자료이용)를 준용하되, 서고 및 

보존용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 책수 : 1인 1회 20책

2. 이용 기간 : 20일(2회 연장, 최대 60일)

3. 자료 이용 절차 : 온라인 신청

4. 자료 이용하는 곳 : 연구정보실 

② 개가자료, 고문헌 원본 자료는 제 8조 1항 1호에 포함한다.

③ 특수자료, 귀중자료의 이용은 별도 규정에 의하되, 귀중자료 이용은 별지 제3호를 

연구정보실로 사전 제출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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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무단 도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즉시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이 취소되고, 취소일자로부

터 1년간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② 연구자는 연구정보서비스 신청 승인 이후에 연구자 이용 교육(오리엔테이션)에 반

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 이후 연구자 이용증을 발급받고 연구정보실에 개인 소지품

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연구자의 연구결과물 제출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세

부 내용은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부    칙 <2018.  6.  8.>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 >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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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연구정보서비스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신청 프로그램 자격

과제
지원 
부문

1. 국가연구과제 ž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과제 수행자 또는 수행팀원

2. 학술단행본

ž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최근 10년 이내 

KCI 및 SCI 혹은 그에 준하는 등재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등재한 자 또는 

학술단행본 1권 이상 집필한 자

ž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학술단행본을 

집필하고자 하는 자

3. 학술지 논문
ž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최근 10년 이내 

KCI 및 SCI 혹은 그에 준하는 등재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등재한 자 또는 

학술단행본 1권 이상 집필한 자

ž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

4. 연구자료 조사
ž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료를 단

기간(3주 이내) 동안 조사하고자 하는 자

5. 박사학위논문 ž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ž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

연구자 
지원 
부문

6. 재외연구자 ž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ž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재외 학술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7. 박사후연구원
ž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최근 10년 이내 

KCI 및 SCI 혹은 그에 준하는 등재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등재한 자 또는 

학술단행본 1권 이상 집필한 자

ž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로 연구를 목적으로 학술 연구 

기관에 소속된 자8. 연구교수

[별표 1-1]  

제출서류

공통서류
제출서류

프로그램 추가서류

ž 별지 제 1호 연구정보서비스신청서 

ž 별지 제 1-2호 도서관자료활용목록 

ž 별지 제 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 5호 연구정보실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

국가연구과제 ž 연구계약서(협약서)

학술단행본

학술지논문

연구자료조사

박사학위논문

ž 별지 제 1-1호 연구계획서

재외연구자

ž 별지 제 1-1호 연구계획서

ž 학위 증빙 서류 또는 별지 제 1-4호 연구자 추천서(재외

연구자) 또는 학술 연구 기관 소속 증빙 서류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ž 별지 제 1-1호 연구계획서

ž 학술 연구 기관 소속 증빙 서류

(임용계약서, 연구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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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연구정보서비스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양 쪽)

담당자 확인란                               접수[ ]  승인[ ]  취소[
사유

                      ]  재신청[ ]  

1) 신청
프로그램

 [ ] 1. 국가연구과제   [ ] 2. 학술단행본       [ ] 3. 학술지논문 

 [ ] 4. 연구자료조사   [ ] 5. 박사학위논문 

 [ ] 6. 재외연구자     [ ] 7. 박사후연구원     [ ] 8. 연구교수

  [ ] 1인 지정 연구석
  [ ] 개방형 연구석 

2) 이용자
정보

이름 이용자ID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

3) 연구
정보

학력

학위취득연도 학교명

학위 전공

학위논문명

연구실적

(최근 10년 

이내)  

  

자료명 발행년도 출판사 역할  

    

      

관련 규정과 모든 지시 시항을 준수하면서 연구정보서비스를 성실히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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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신청 프로그램 

  - 연구석은 1인 1석을 초과할 수 없음

  - 1인 지정 연구석이 모두 이용중인 경우에는 개방형 연구석으로 승인될 수 있음.

2) 이용자 정보

  - 이용자 ID는 국립중앙도서관 회원 ID임

3) 연구 정보 

   - 국가연구과제 수행팀 소속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수행팀 소속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학력 및 학교명: 최종 학력 및 학교명을 기재    

  ㅇ 연구실적

    - 자료명은 단행본은 제목, 논문은 해당 논문명과 게재 학술지명을 모두 기재 

    - 학술지 논문일 경우, 발행년도와 출판사와 게재 학술지의 발행년도와 발행 기관을 기재

    - 최근 10년 이내 학술논문 또는 발간 학술 단행본 실적을 3건 이내로 작성

    -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제1저자, 교신ž 참여 저자 역할도 모두 기재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8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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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연구계획서

연구

과제

정보

1) 연구제목(과제명)
  

2) 연구기간

  

3) 제출처

4) 연구개요

5) 목차(학술단행본 프로그램 신청자만 작성)

  

  

작성방법

  1) 연구 제목 : 연구하고자 하는 과제명(논문명 또는 도서명 등)을 기재함

  2) 연구 기간 : 연구계획서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며,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기간이 될 수 있음.

  3) 제 출 처 : 학위논문은 학위수여기관, 학술지논문은 학회, 논문집은 연구소, 학술단행본은 출판사 또는 출판 지원 

기관 등 결과물을 제출할 곳을 기재

  4) 연구 개요 : 과제의 연구 방향과 요약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함

  5) 목차 : 학술단행본의 경우에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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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도서관 자료 활용 목록

연번 자료명 출판사 발행연도 청구기호

작성방법

Ÿ 연구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후 필요한 서지정보를 기재

Ÿ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목록을 반출한 목록(엑셀형식)으로 대체 가능함

Ÿ 검색 결과가 없는 국외서의 경우 비치희망신청이 가능하므로 연구정보실로 문의 후 신청

Ÿ 인쇄자료 이외에 이용하고자 하는 학술데이터베이스 기재도 가능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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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립중앙도서관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목적 ‣ 연구정보서비스 제공

수집항목

‣ 연구자 이용증 발급용 사진 

‣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프로그램

‣ 이용자 정보(이름, 이용자 ID,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

‣ 학력사항(학위취득연도, 학교명, 학위, 학위논문명, 전공)

‣ 연구실적(자료명 및 수록지, 발행년도, 출판사, 수행역할)

‣ 연구계획(과제명, 연구기간, 제출처)

개인정보 보유 근거, 보유 

목적, 보유 기간

‣ 보유 근거 : 정보주체(연구정보서비스 신청자)의 동의

‣ 보유 목적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여 연구정보서비스 이

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연구정보서비스 재신청 및 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보유 기간 : 3년간 보유･이용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해

당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연구정보서비스 신청자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연구정보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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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연구자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 for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신청프로그램(Research Program) : 재외연구자(Overseas Researchers)      

   신청자(Name of Applicant) :                                     

   본인은 위 신청자가 우리 기관의 소속원으로 신청서 내용과 동일한 학위 과정을 수행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해당 주제 분야에서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바,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

서비스에 적합한 연구자로 추천합니다.

   (I have confirmed that the applicant is a member of our institution and is conducting the 

same degree program as the application form. In addition to, as applicant are conducting 

his/her research in the subject area in good faith, I am also recommending the applicant as 

a researcher suitable for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년        월        일

소속(AFFILIATION) :                                            

직책(TITLE/POSITION) :                                          

  

추천인(Name Recommender) :                     (서명 Signature)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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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 신청서

담당자 확인란                                          접수[ ] 승인 [ ] 취소[사유                      ]

이용
프로그램

[ ] 1. 국가연구과제 [ ] 2. 학술단행본 [ ] 3. 학술지논문  [ ] 4. 연구자료조사 

[ ] 5. 박사학위논문  [ ] 6. 재외연구자 [ ] 7. 박사후연구원 [ ] 8. 연구교수

이용자
정보

이름 이용자ID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과제
정보

연구제목

연구자

연구기간     연구계획서의 기간과 동일

연장
신청
기간

필요시 연구 기간 확인용 증빙 서류 제출               

위와 같이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신청안내]
 Ÿ 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신청은 종료일 2주전부터 가능하며, 3일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함
 Ÿ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함(규정 제6조 1항)

210mm×297mm(일반용지 8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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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귀중자료 열람 신청서

접수[ ] 승인 [ ] 취소[사유                      ]

신청인
이름 이용자ID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용
프로그램

[ ] 1. 국가연구과제      [ ] 2. 학술단행본     [ ] 3. 학술지논문        [ ] 4. 연구자료조사 

[ ] 5. 박사학위논문      [ ] 6. 재외연구자     [ ] 7. 박사후연구원      [ ] 8. 연구교수

연구과제명

신청자료

청구기호 서명 책수

귀중 자료의 이용 사항을 준수하는데 동의하며 위와 같이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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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연구정보실 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 ] 승인 [ ] 취소[사유                      ]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여부

예[  ]
[ ] 1. 국가연구과제     [ ] 2. 학술단행본      [ ] 3. 학술지논문 

[ ] 4. 연구자료조사     [ ] 5. 박사학위논문    [ ] 6. 재외연구자

[ ] 7. 박사후연구원     [ ] 8. 연구교수        [ ] 정책정보서비스 회원

[ ] 학회, 협회,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행사, 회의, 교육 등의 주최자
아니오[  ]

신청인

이름 이용자ID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

신청내용

사용일자 및 시간

사용목적/행사명   ※�행사계획서 첨부 가능

사용인원

사용 시설 및 
장비

[ ] 세미나실 1 (2~15인)  [ ] 세미나실 2 (2~15인)  [ ] 전체(20인 이상)

[ ] 무선협업시스템  [ ] 무선마이크  

[ ] 빔프로젝트  [ ] 대형모니터 [ ] 랩탑

위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실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사용 안내]
 Ÿ 연구정보실 내 세미나실은 사용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들간의 협업 공간 및 연구자 개인 리서치 라운지 등

의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연구자 1인 이용 가능)
 Ÿ 연구정보실 내 세미나실을 2인 이상 이용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

고, 필요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함
 Ÿ 연구정보실 운영 시간에 준하며, 당일신청도 가능함. 단,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을 해야함

  

이용일 이용시간 시설  장비 신청

월~금
09:00~18:00 ○ ○/X 수시

18:00~21:00
○ X 수시
○ ○ 사전예약

토~일 09:00~18:00
○ ○ 사전예약
○ X 수시

210mm×297mm(일반용지 8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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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실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의 회원으로서 연구정보실 내 시설 사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과 만약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함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용자는 연구정보실 내 시설의 최초 사용 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르고, 아래 항목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귀중품 등의 분실은 도서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가. 1인 지정 연구석

   나. 개인소지품 보관함

   다. 세미나실

 2. 개인소지품 보관함의 개인소지품은 이용 만료 후 3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이후 습득된 소지품은 7일 

동안 도서관에서 보관 후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한다. 

 3. 사용자는 세미나실 부대시설인 마이크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협조하에 사용하

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세미나실 시설 설비의 일부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래 항목에 준하여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사용 장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파손 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거나 교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장비 파손에 대한 “배상사유서”(붙임 1)를 작성 제출하며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나. 부분 손상에 대해 현금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산정한 비용을 변상토록 한다.

   다. 부분파손의 경우일지라도 그로 인해 전체 기기의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 장비에 대한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

   라. 전체 파손 장비에 대해 변상방법은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보상을 원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마. 사용자의 부주의로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 전체 파손 시 배상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사용 승인만으로 도서관이 해당 사용자의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시 도서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시설 이용에 관하여 사용 서약서에 정하지 않은 바는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주    소 :

생년월일 : 연락처 :

성    명 :                            (서 명)

20        .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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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장비 배상 사유서

                                         접수번호 :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장 비 명 자산번호 (담당자 기재)

사용기간 ~
배상 방안

(현물, 현금)

구   분 장비 고장 (  )                         장비 분실 (  )

장비 배상사유

                          는(은) 위의 사유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자산인                                         을   

               년      월     일까지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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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규정

 

[ 2001. 2. 26.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한국문헌번호의 운영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번호의 체계 및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

2. 시행보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부 각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출판 또는 도서관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출판계･서적유통업계･도서관계･전산분야･표준화업무분야 및 관련학계 인사 중에

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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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8조(연구위원) ①관장은 한국문헌번호운영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 연구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과제별 연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제4조제2항제2호에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학술회

의를 개최하거나 관계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01.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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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 1999. 11. 5.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65호]

규정 제343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65호 2007.  5. 30.  일부개정 

규정 제442호 2012.  8. 31.  일부개정

규정 제52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 및 2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

(ISNI) 등 도서관 자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식별체계(이제부터 “국제표준식별체계”라 

한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서지표준센터(이제부터 “표준센터”라 한다)의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표준식별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표준센터를 설치한다.

제3조(업무) 표준센터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한국도서번호, 한국연속간행물번호 배정 및 관련 정보 등록에 관한 일

2. 국내 국제표준이름식별자 배정 및 관련 정보 등록에 관한 일 

3. 국제표준식별체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일

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일

5.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일

6.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일

제2장  한국문헌번호 운영 

제4조(정의)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한국문헌번호라 함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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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

번호’(이제부터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제부터 “한국연속간행

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제5조(자문) 한국문헌번호와 관련된 표준센터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문헌번호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제6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한

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

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전자출판물, 점자자료, 

지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

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

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

제7조(절차) 

1. 표준센터는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와 연간출판(예정)목록(별

지 제1호 서식), 출판사신고확인증 사본을 제출 받아야 한다. 

2. 표준센터는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

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을 받아야 한다. 무가지의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

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번호배정) 표준센터는 발행자번호를 신청한 발행자의 출판량에 의해 발행자번호 

자리수를 결정하며 연속간행물의 경우 제호가 바뀌면 새로운 번호를 배정한다. 

제9조(통보의무) 

1. 발행자번호를 배정받은 자는 자료를 인쇄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한국도서번

호통보서와 필요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정정통보서를 보내야 하며 표

준센터에서는 이를 전산 입력하여 발행자에게 오류를 수정토록 하고 일반인에게는 

출판도서정보를 제공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배정받은 자는 번호가 표기된 첫번째 호를 표준센터로 보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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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표기방법)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출판물에 바코드형식으로 EAN과 부

가기호를 표기하고 그 하단에 OCR-B 문자로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한다. 그 표기 위

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도서번호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의 표지 뒷면 등쪽 하단에 바코

드와 함께 또는 번호만을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

의 판권지 하단에도 번호를 표시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의 표지 앞면 등쪽 하단

에 바코드와 함께 번호를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번호

만을 표기 시는 자료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제11조(변경통보) 발행자는 출판사에 관련된 내용이 바뀌면 해당사항을 기재한 한국도

서번호정정통보서와 변경된 출판사신고확인증 사본을, 통보된 도서 정보가 바뀌면 도

서번호정정통보서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변경통보서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제12조(등재부 관리) 번호를 배정받은 발행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등재부

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한국문헌번호 운영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

제3장  국제표준이름식별자 운영 

제14조(정의) 국제표준이름식별자라 함은 창작자 등에게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임의의 16자리로 구성된 고유식별자이다.

제15조(부여대상) 국제표준이름식별자는 문화예술 및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창작, 연

구, 발명, 제작 및 실연 등을 행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게 부여될 수 있다.

제16조(국제표준이름식별자 컨소시엄 운영) 국제표준이름식별자의 부여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999. 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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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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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 1995. 9. 20.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20호]

규정 제229호 1997.  7. 18.  일부개정 

규정 제284호 2001.  2. 26.  일부개정 

규정 제295호 2002.  7. 15.  일부개정 

규정 제345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469호 2013.  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장서개발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구입자료 선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자료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관내 과장급 직원과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선정기준) ①장서용 자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국내자료 중 미소장 고서와 1964년 이전에 출판된 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2. 외국자료는 한국관련자료, 일반참고자료, 문헌정보학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3. 외국자료 중 같은 내용이 수개국어로 간행된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으로 선정한다.

②기타 자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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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자료추천위원) ①외국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주제 분야별로 외국자료추천위

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천위원은 구입하는 외국자료의 추천업무를 수행하며 관내직원과 관계분야 전문

가 중에서 외국자료를 추천하는 담당과에서 위촉한다.

③추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료수집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과 자료조사 및 추천, 선정업무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5.9.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규정 제181호 국립중앙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7.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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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 1969. 10. 31.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4호]

규정 제185호 1993.  9.  7.  일부개정 

규정 제253호 1998.  6. 18.  일부개정 

규정 제346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386호 2008.  7.  1.  일부개정 

규정 제446호 2012.  8. 31.  일부개정 

규정 제547호 2017.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고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고문헌에 대한 이해와 덕망이 높은 관내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항을 심의한다.

①고문헌의 수집, 정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②고문헌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기타 고문헌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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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학예연구관이 되고 서기는 학예연구사가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6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7>

이 규정은 199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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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위원회규정

[ 1998. 6. 18.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54호]

규정 제348호 2006.  4. 21.  일부개정 

규정 제412호 2009.  7.  6.  일부개정 

규정 제447호 2012.  8. 31.  일부개정 

제1조(설치) 디지털도서관 주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

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

에 응한다.

1. 디지털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정보화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보존과 개발･서비스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관련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도서관망 등 국가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도서관 관련 법･제도에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문헌정보 또는 정보기술 및 표준화 분야 인사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에서 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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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디지털기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디지털기획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장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

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의안을 자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

나 관계 인사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998.6.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05호 도서관전산화협의회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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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9. 7.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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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2008. 7. 1.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372호]

규정 제435호 2012.  3. 15.  일부개정  

규정 제459호 2012. 12. 21.  일부개정                     

규정 제500호 2014.  4.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도서관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③기타 도서관 이용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 관련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자료운영과 담

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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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5>

①(시행령)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16호)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위원회의 위원 2인”을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위원 2인”으로 한다. 

부    칙 <2012. 1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5>

이 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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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 2008. 7. 1.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388호]

규정 제464호 2012. 12. 28.   일부개정 

규정 제513호 2015.  1. 20.   일부개정 

규정 제514호 2015.  2. 25.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설치된 분야별 위원회(이하 ‘분야별 위원회’라 하며 별표와 같

다.)의 위원장 단,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내부직원이거나 선출되지 않은 경우, 

부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지명한 자

2. 도서관 및 사회･문화･출판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

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한 자

③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소속 분야별 위원회의 임기와 같

고,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

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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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총괄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

중앙도서관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200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19>

이 규정은 201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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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번호 위원회명

1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2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

3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4 삭제<2015. 2. 25.>

5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6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위원회

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

8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

9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

10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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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11. 11. 3.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31호]

규정 제503호 2014.  6.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

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

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직 경력 과(부

서)장이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

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6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을 과반수 이상

(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

2. 7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 

보좌서기관,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사무관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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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

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

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직 경력 과

(부서)장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

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5조(보통징계위원회)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립

중앙도서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

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과(부서)장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 

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

3.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

4.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6조(의결) ①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간사는 인사담당서기관 및 인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

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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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1. 11.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칙)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동 규정에서 정한 인사 관련 위원회 외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임용규칙을 참고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14. 6.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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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 2013. 3. 25.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74호]

개정 2019. 5. 15. 규정 제56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의 장애인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지원협력과장, 자료개발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도서관 및 정보취약계층 분야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위촉한자가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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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제반 사무와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

며, 간사는 지원협력과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원협력과 담당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계획과 결과를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 의안을 자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인사를 회의에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

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장애계, IT분야, 언론계 종사자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위촉

한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도서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자료개발과장

이, 간사는 자료개발과 사무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필요 시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제9조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3.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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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령

도서관법
[법률 제15167호, 2017. 12. 12.,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1호, 2019. 10. 8.,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

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

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

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
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
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

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

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

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
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

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

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

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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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5167호, 2017. 12. 12.,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1호, 2019. 10. 8.,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

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

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

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

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
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

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병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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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

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

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

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

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

한다.

7의2. “사서”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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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

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
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

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

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9. 

3. 25.>

제2조(인정요건 및 절차) ①｢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관･정보센

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②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

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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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

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

여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③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

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제목개정 2009. 3. 25.]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6. 7. 26.]

제6조(사서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

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②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제4조(사서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13.>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8. 1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

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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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 2012. 2. 17.>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

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2. 17.]

31., 2012. 8. 13.>

[제목개정 2012. 8. 13.]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야 한다.

③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

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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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

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9조(금전 등의 기부) ①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
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

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4. 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제10조 삭제 <2009. 3. 25.>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①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

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2

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2. 

8. 13.>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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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정 2009. 3. 25.>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

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

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 3. 25.>

④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

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사무기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위

원회에 두는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2.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3.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의 협의 및 조정

4. 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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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의 지

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

휘･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

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8.]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 4.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1. 4. 5., 

2012. 2. 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개정 2011. 4. 5.>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제6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등) ①법 제13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교육

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

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

통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9. 21., 

2010. 3.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0. 8.>

②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

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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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4. 5., 2016. 2. 3.>

⑦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⑧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0. 8.>

 [제목개정 2019. 10. 8.]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서관위원회위

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

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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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

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②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①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

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9. 21., 2012. 8. 1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

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

하여 3월 31일까지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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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09. 9. 21.>

[제목개정 2009. 9. 21.]

제16조(재원의 조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

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

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

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4조제3항

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

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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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 3. 25.>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
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

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3. 25.>

③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

제11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

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

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②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도서관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

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자료의 제공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제목개정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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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9. 3. 25., 2016. 2. 3.>

④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⑤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

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

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2017. 12. 12.>

④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

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1조

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9. 21., 2016. 7. 26., 2019. 7. 2.>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

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

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납본

제8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① ｢도서관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

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

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4. 9. 26., 2016. 

8. 3.>

② 삭제 <2016. 8. 3.>

③ 삭제 <2014. 9. 26.>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

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의2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9. 25., 2014. 9. 26., 2016. 8. 3.>

1. 삭제 <2014. 9. 26.>

2. 삭제 <2014. 9. 26.>

[제목개정 200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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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2016. 

2. 3.>

⑤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제목개정 2009. 3. 25.]

과 법 제2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디지

털 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7. 26.>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

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④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

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

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

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

다. <개정 2009. 9. 21.,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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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7. 26.>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2부.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3부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1부

⑥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2014. 8. 12., 2016. 

7. 26.>

[제목개정 2009. 9. 21.]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

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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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9., 2017. 7. 26.>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지명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7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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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

[본조신설 2009. 9. 21.]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

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

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

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

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

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

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

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

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

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8. 12.>

④ 삭제 <2014. 8. 12.>

 [본조신설 2009. 9. 21.]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

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367

도서관법
[법률 제15167호, 2017. 12. 12.,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1호, 2019. 10. 8.,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본조신설 2009. 3. 25.]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지명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7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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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

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

[본조신설 2009. 9. 21.]

제13조의5(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① 법 제20조

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

는 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

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
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

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

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9. 21.]

[제13조의4에서 이동 <2014. 8. 12.>]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

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

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1조

제8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① ｢도서관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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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

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

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

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9. 21., 2016. 7. 26., 2019. 7. 2.>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

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

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납본

과 법 제2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디지

털 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7. 26.>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

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

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4. 9. 26., 2016. 

8. 3.>

② 삭제 <2016. 8. 3.>

③ 삭제 <2014. 9. 26.>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

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의2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9. 25., 2014. 9. 26., 2016. 8. 3.>

1. 삭제 <2014. 9. 26.>

2. 삭제 <2014. 9. 26.>

[제목개정 200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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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④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

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

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

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

다. <개정 2009. 9. 21., 2016. 7. 26.>

⑤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7. 26.>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2부.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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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1부

⑥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2014. 8. 12., 2016. 

7. 26.>

[제목개정 2009. 9. 21.]

 

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

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

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

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

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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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3.25>

제22조(설치 등)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②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09. 3. 25.]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

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

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2. 

8. 13.>

②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09. 3. 25.>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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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

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도
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

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

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

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

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 2. 3.>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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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

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

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

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3. 25.>

②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09. 3. 25.]

제16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5항(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

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9. 9. 21., 2016. 7. 26.>

  [제목개정 2009. 9. 21.]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3.25>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

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09. 3. 25.]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

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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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

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

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

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

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

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

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0.,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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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

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
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25.>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

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3.>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

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

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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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

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

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31조의3(청문) 시･군･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

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본조신설 2009. 3. 25.]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국가는 제31조제1

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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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5., 2016. 2. 3.>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

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6. 2. 3.>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09. 3. 25.]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

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09. 9. 21.]

제5장  대학도서관 

제34조(설치)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

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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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15. 3. 27.>

제35조 삭제 <2015. 3. 27.>

제36조 삭제 <2015. 3. 27.>

제6장  학교도서관 

제37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

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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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
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장  전문도서관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
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7.>

④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법 제4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

한다. <개정 2012. 8. 13.>

  [전문개정 2009. 9. 21.]

제41조(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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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

력활동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2조(준용)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이를 준

용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
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

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2. 17.]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1. 

1. 17., 2012. 8. 13., 2019. 10. 8.>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

다)의 주민

[제목개정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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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

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제목개정 2012. 2. 17.]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① 국립중앙도서

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

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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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
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9장  보   칙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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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3.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 전문

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6. 2. 3.]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제2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4조제3항

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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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5167호, 2017. 12. 12.,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1호, 2019. 10. 8.,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전문개정 2009. 3. 25.] <개정 2016. 7. 2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48조 삭제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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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7. 26.>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 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

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
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

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

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자료열람

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

상일 것)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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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신설 2016. 7. 26.>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

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별표 2] <개정 2012.8.13.>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

도서관 및 법 제2조제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

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

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

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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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2.8.13.>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비고

  1.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

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가. 도서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

서관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구분 자격요건

1. 1급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

위를 받은 사람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

사 자격을 받은 사람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지정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 2급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

위를 받은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을 이수한 사람

 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은 사람

 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준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

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

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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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17>

도서관 인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도서관의 
종류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도서관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단체의 설
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결재 è 인정서 작성  è 통보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도서관 인정서

1. 도서관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4. 인정 연월일:              년    월    일

5.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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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8.17>

사서자격증

 [  ] 발급

 [  ] 재발급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주 소

 ※ 다음 사항은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청자격  [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  준사서

자격요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         )    사서자격요건     제        호

 출 신 학 교
              대학                  과(학부) 졸업(                   학 전공/부전공)

                 대학원               학위(                   학 전공)

 기존 소지자격 [  ]  2급정사서 [  ]  준사서 [  ] 해당사항 없음

 이수교육과정

 ※ 다음 사항은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격증
종 별 [  ]  1급정사서 [  ]  준사서 [  ]  준사서

번 호 발급연월일

재발급
신청사유

 ※ 다음 사항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격종별  [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  준사서

변경사항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 발급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2.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서자격증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이수교육 과정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확인 ･ 결재  è 자격증 작성  è 자격증 교부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수탁협회

(사서자격증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수탁협회

(사서자격증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수탁협회

(사서자격증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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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8.17>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사서자격증 담당)
(경유)
제  목  사서자격증 발급 신청
 
         본교           대학           과(학부)를     년   월   일 졸업(          학 전공, 부전공)
하게 됨으로써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    ) 사서자격이 있는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의 발급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학용

연번 학위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비고

※ 지정교육기관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학력 기존 소지자격

경력
(년･월)

비고

※ 비고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사서의 자격요건 중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사 서 자 격 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3. 자    격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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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9.26.>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10일 연장가능)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도서관자료명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도서관법｣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8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è 접 수 è 확 인 è 처 리 è 결 재 è 통 보

청구인 처리기관 :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기획과)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4.9.26.>

제     호

개인정보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

               귀하

주  소:

① 도서관 자료명

② 접수 연월일

③ 정정･삭제 결정내용

④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⑤ 그 밖의 안내사항

1. ｢도서관법｣｣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삭제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립중

앙도서관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인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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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14.9.26.>

제     호

개인정보 정정･삭제조치 기간 연장통지서

               귀하
주  소 :

① 도서관자료명

② 접수 연월일

③ 당초 정정･삭제 조치기간

④ 정정･삭제조치 기간 연장사유

⑤ 정정･삭제조치 예정기간

⑥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도서관법｣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
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삭제조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
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
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의4서식] <개정 2014.9.26.>

제     호

개인정보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

               귀하
주  소 :

① 도서관자료명

② 접수 연월일

③ 정정･삭제거부 내용 전부/일부 (                                            )

④ 정정･삭제거부 사유

⑤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⑥ 그 밖의 안내사항

1. ｢도서관법｣ 제20조의2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의6제4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
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삭제 거부처분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인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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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8. 3.>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사이트
(http://seoji.nl.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발행자명
(한글 또는 한자)

대표자 성명
(영문)

주소
□ □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판사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주소

 출판사 신고(등록)번호 출판사 신고(등록) 연월일

 도서번호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현재까지 기발행
도서 종수

                  종
주요 출판 분야

 전년도 1년간 출판 
종수

                  종
금후 연간 출판 예정 
종수 약     종

 특기 사항
  위의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제1호에 따라 국제표준도서번호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간 출판(예정)목록 1부
 2.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첨부 서류 확인 및 

검토
è 승인 è 통보

신청인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

터
(ISB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B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B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BN담당)

 ￭ FAX번호 : (02) 590-0621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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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9. 10. 7.>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사이트
(http://seoji.nl.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①발행처명
한글(한자) 
영문

②주소   
 □ □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③대표자명 ④출판사 등록번호 ⑤출판사 등록년월일

⑥배정사유

 [  ] 발행예정간행물

 [  ] 현재 서명으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
 [  ] 폐간된 자료의 재발행

 [  ] 발행예정일 :        년    월     일
 [  ] 번호적용일 :        년    월     일
 [  ] 창      간 :        년    월     일
 [  ] 재발행일 :          년    월     일
                (          권호)부터

⑦간행물명
한글(한자)  
영문      

⑧변    경 
  간행물명
⑨변경  전 
  간행물명

 

⑩관    련
  간행물명

 

⑪간 행 물
  등록번호

⑫간행빈도

⑬본문언어 ⑭기타언어판
⑮발 행 국 ⑯발행형태
⑰발 행 처 
  E-mail  [  ] 수신 ⑱특기사항

⑲휴 대 폰  [  ] SMS수신
⑳발 행 처 
  홈페이지
㉑온라인저널  
  URL

  위의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에 
따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FAX번호 : (02) 590-0621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1부

 2.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 1부(유가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판사 신고확인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무가지의 경

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발행처명: 출판사 또는 학회, 재단명 등을 적습니다.
③대표자명: 판권지면의 발행인을 적습니다.
④출판사 등록번호: 잡지사업등록증 또는 출판사 신고확인증 등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단, 학회와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배정사유: 해당되는 사유의 [  ]에 √표를 합니다. "창간년"은 반드시 적습니다.
⑨변경 전 간행물명: 간행물명 또는 발행형태(인쇄 또는 온라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간행물명을 적습니다.
관련 간행물명: 다른 물리적 매체로 된 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간행물명을 적습니다.
  예 : Focus(Online), Focus(CD-ROM)
간행물 등록번호: 유가지의 경우 정기간행물등록증의 번호를 적습니다.
  ※ 정기간행물등록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합니다.
간행빈도 
  예: 월간, 반년간, 계간, 연간, 1년 2회, 1년 3회, 부정기 등으로 적습니다.
본문언어: 본문언어 외에 요약문 또는 초록에 언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밖의 언어도 적습니다.
㉑온라인저널 URL: 온라인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 온라인저널 표제화면(타이틀스크린)의 URL을 적습니다.
※ 기타항목: 해당될 때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첨부 서류 확인 및 

검토
 è 승인 è 통보

신청인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S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S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S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SN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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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8.17>

도서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확인  è 결 재  è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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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8.17>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도서관 시설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이용자 수            명

시        설

부      지 면       적                           ㎡

건      물
면       적                           ㎡

용도별 면적                           ㎡

열  람  석

좌  석  수                           석

열 람 실 별

좌       석

기계 ･ 기구

자        료

도      서                                                 권

연속간행물                                                 종

비도서자료                                                 종

그 밖의 자료

직       원

                                           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2.8.17>

제             호

도서관 등록증

1. 도서관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4. 등록 연월일 :

5. 도서관의 종류 :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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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8. 3.>

도서관 폐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설 립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유   폐업일
 ｢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업자

도서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확인  è 결 재  è 폐관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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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제13973호, 2016. 2. 3., 일부개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1호, 2012. 8. 13.,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

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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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제13973호, 2016. 2. 3., 일부개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1호, 2012. 8. 13., 제정]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
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

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시범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지구의 지정이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시범지구의 지정에 대한 해당 지역 다른 공공도서관 및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지구 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제5조(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

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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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제13973호, 2016. 2. 3., 일부개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1호, 2012. 8. 13., 제정]

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시범지구 사업의 계획서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시범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명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범지구의 지정･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2.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 

사업

3.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시범지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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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973호, 2016. 2. 3., 일부개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1호, 2012. 8. 13., 제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

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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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    칙 

제14조(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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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6호, 2014.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

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

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 2. 28.>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월 5일(어린이날)에 휴관하지 

아니한다.

③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제5조(이용자 등록 등) ① 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을 제외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

하려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28.>

②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를 관외대출하려는 사람은 국립세종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4. 2. 28.>

③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ㆍ대출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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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료) 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8조(질서유지)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

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 상호대차(相互貸借：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절차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66호, 2014.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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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령

저작권법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

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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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

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

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

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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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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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

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

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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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

의 유형적 복제물･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

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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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절  저작자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6. 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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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

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
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

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

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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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 12. 2.>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

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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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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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 4. 22., 2016. 3. 22.>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제24조 (생략)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

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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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

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6. 11.]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

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

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

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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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

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

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

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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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제목개정 2016. 9. 21.]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

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

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

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4. 22.>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

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

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
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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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2009. 4. 22.>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

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0. 1. 27., 2012. 4. 12., 2015. 7. 13., 2016. 9. 21.>

1.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가.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있

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나.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

권대리중개업자”라 한다)

     2)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나.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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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

할 것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8항(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4. 12., 

2015. 7. 13., 2019. 4. 16.>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7. 22., 2013. 10. 16.>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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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

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9. 7. 22.>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제목개정 2009. 7. 22.]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가. 삭제 <2013. 10. 16.>

나. 삭제 <2013. 10. 16.>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

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15조의2(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8. 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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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

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3. 10. 16.]

제15조의3(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10. 16.]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

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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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12. 30.>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7. 16.>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한다. <개정 2011. 6. 30.>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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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목개정 2011. 6. 30.]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개정 2011. 6. 30.>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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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

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

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신설 2009. 4. 22.>

[제목개정 2009. 4. 22.]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

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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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

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

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0. 1. 27., 2012. 4. 12., 2015. 7. 13., 2016. 9. 21.>

1.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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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가.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있

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나.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

대리중개업자”라 한다)

     2)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나.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8항(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4. 12., 

2015. 7. 13.,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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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08. 2. 29.>

제20조(의견제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2., 2015. 7. 13.>

1.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할 것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

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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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
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자료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2., 2015. 7. 1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2. 4. 12.>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제23조(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

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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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절  배타적발행권 <개정 2011.12.2>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

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 12. 2.>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

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08. 12. 3., 2010. 1. 27., 201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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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저작재산권

자의 검인

3. 배타적발행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제목개정 2012. 4. 12.]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②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2. 2.>

[제59조에서 이동 <2011. 12. 2.>]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제60조에서 이동 , 종전 제59조는 제58조의2로 이동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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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①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

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

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2. 2.>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제61조에서 이동 , 종전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2조에서 이동 , 종전 제61조는 제60조로 이동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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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

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 <2011. 12. 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신설 2011.12.2>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종전 제63조는 제62조로 이동 <2011. 12. 2.>]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

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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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

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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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5.>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

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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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한다.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장  삭    제 <2009.3.5>

제7조 삭제 <2009. 3. 5.>

제4장  독서 진흥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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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

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12조(시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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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1. 16., 타법개정]

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 16.>

제5장  보    칙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

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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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606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개정 2009.3.25>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26.>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

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

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

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

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3. 30.>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

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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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

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

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
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정

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26.>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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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9.3.25>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지원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7. 만화산업의 육성･지원

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

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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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

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

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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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7.]

제7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0. 7.]

제6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2.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

기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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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

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

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12. 24.>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제2조(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

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

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0. 16.]

제3조(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

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0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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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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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

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

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

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6. 25.>

② 시장등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

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9. 6.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확인증이 헐어서 못 쓰

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전문개정 2009. 10. 16.]

제10조 삭제 <2009. 3. 25.>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

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12. 24.>

③ 시장등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폐업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

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

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등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

업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

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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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

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

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7. 

3. 21.>

④ 시장등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 영업

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

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5. 18., 2017. 

3. 21.>

[전문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18. 12. 24.]

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

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4장  삭제 <2012.1.26>

제12조 삭제 <2012. 1. 26.>

제13조 삭제 <2012. 1. 26.>

제14조 삭제 <2012. 1. 26.>

제15조 삭제 <2012. 1. 26.>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0.3.17, 2012.1.26>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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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16조의2(진흥원의 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직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1. 26.]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① 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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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

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
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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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

능을 말한다)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2. 1. 26.]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

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 1.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26.>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한다. <개정 2012. 1. 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

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2. 1. 26.>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 26.>

[전문개정 2009. 3. 25.]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6.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10. 7.]

 [제목개정 2012. 6. 19.]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

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

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9.>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3. 언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의

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간행물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별

지 제4호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목록 1부

2.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 각 1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

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신청

에 대한 의견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

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려

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의견 또는 위원회

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릴 때에는 제1항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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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 1. 26.]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제작･유통 및 비평

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 교육 관련 단체 및 협회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
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 그 밖에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전문개정 2009. 10. 7.]

간행물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개정 2011. 9. 15., 2012. 1. 26.>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아목 및 자목에 따

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삭제 <2012. 1. 26.>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09. 3. 25.]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2. 6. 19.>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1의2.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

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가 심의를 의뢰

한 간행물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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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 10. 7.]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

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

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

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

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9. 15.>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간행물을 유해간

행물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수입자 또는 세관장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수

입자에게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의 유해

간행물 결정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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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 1. 26.>

④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9조의2(고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면 간행물의 유통을 업

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도 제1항의 고시 사항을 알

릴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9조의3(의견문의)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발행

인 및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는 

자는 그 간행물이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

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

출판물을 말한다.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의

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간행물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별

지 제4호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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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으면 

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1.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잡지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간행물

2.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

물을 제외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되는 외국간행물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

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그 외국간행물을 통관시키기 

전에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문의를 받은 

때에는 문의를 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의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의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본조신설 2012. 6. 19.] 첨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목록 1부

2.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 각 1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

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신청

에 대한 의견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

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려

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의견 또는 위원회

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릴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간행물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

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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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

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19.>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6. 19.>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 6. 19.>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19.>

⑤ 삭제 <2012. 6. 19.>

⑥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

2. 6. 19.>

  [전문개정 2009. 10. 7.]

  [제목개정 2012. 6. 19.]

제20조의2 삭제 <2016. 2. 3.>

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의2(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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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본조신설 2010. 3. 17.]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

2. 1. 26., 2014. 5. 20.>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5.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

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

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2012. 1. 26., 2014. 5. 20.>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

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

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

다.

②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개정 2010. 6. 15., 2012. 6. 19., 2014. 

11. 19.>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

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8. 1. 23.>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가. 간행물의 제목

나. 출판사

다. 저자 및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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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26., 2014. 5. 20.>

1. 삭제 <2014. 5. 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삭제 <2014. 5. 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

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5. 20.>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

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09. 3. 25.]

라. 발행인

마. 발행일

바.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

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

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

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가. 현재의 정가

나. 변경 후 정가

다. 삭제 <2018. 1. 23.>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진흥

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

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1. 19.>

⑤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6. 19., 2012. 8. 3., 2014. 11. 19.>

⑥ 법 제22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

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2. 6. 19., 2014. 11. 19., 2016. 1. 22.>

1. 삭제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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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4. 11. 19.>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다만,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

로 하여 발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

고 간행물

[전문개정 2009. 10. 7.]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

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

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

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

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

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판된 간행

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①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4. 7. 16.]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삭제 <2014. 11. 20.>

② 삭제 <2014. 11. 20.>

③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 7. 24.>

[본조신설 201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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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면 출판사, 인쇄사,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

된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 간행물의 도서판매집계 제외명령

4.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5. 그 밖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2014. 1. 28.>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9. 3. 25.]

제24조 삭제 <2009. 3. 25.>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등)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등”이
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제18조(증표)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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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06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즉시 수거하

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하거나 폐

기하게 할 수 있다.

1.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나 

그 밖에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2. 유해간행물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

입하거나 검사･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물등의 배포자에게 내주

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

기 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거･폐기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전문개정 200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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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06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25조의2(포상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

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액은 1건당 200만원 이내로 한

다.

②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의 행위를 한 자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

한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금 지급 전에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

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16.]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

임한다. <개정 2010. 6. 15., 2012. 6. 19., 2014. 7. 16.>



46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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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1. 삭제 <2012. 6. 19.>

2.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

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3.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

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5조의

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

설 2014. 7. 16.>

[전문개정 2009. 10. 7.]

[시행일:2012. 7. 1.]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

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9. 3. 25.]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1. 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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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3.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의 임직원

[전문개정 2009. 3. 25.]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

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

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

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0.]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14. 5. 20.>]

제7장  벌   칙 <개정 2009.3.25>

제27조의3(벌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4. 5. 20.>]

제27조의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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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0.>

  [본조신설 2014. 1. 28.]

  [제27조의3에서 이동 <2014. 5. 20.>]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28., 2014. 5. 20.>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

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2. 1. 26.>

3. 삭제 <2012. 1. 26.>

4. 삭제 <2012. 1. 26.>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

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

매한 자

6.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

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

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6. 19., 

2014. 7. 16.>

  [전문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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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등

이 부과･징수하고, 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

과･징수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28., 2017. 

3. 21.>

[전문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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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제13조 관련)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

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나.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다. 불법･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나. 동물과의 성행위, 시신과의 성행위, 집단 성행위, 가학성(加虐性)･피학성(被虐
性)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다. 강간(强姦), 윤간(輪姦)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 잔혹한 살인･폭행･고문 행위 등 각종 물리적 형태의 폭력 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명백히 조장하는 것

   나. 마약 등 중독성 약물의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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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개정 2016.1.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1)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

위를 한 경우

   가)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나) 신고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다)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 법 제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다) 변경신고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라)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않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100만원

다.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

300만원

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200만원

마.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100만원

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사.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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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출판사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è 접   수 è 검  토 è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25.>

출판사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제          호

명칭 및 

소재지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소

   신고 연월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판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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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자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상호

주소

재발급

신청사유

분실 훼손 기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

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출판사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25.>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    분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출판

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일련번호 구분
신고번호 신고

출판사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변경

신고일
대표자

변경신고(변경 전)
사항(변경 후)신고일 전화번호

 * 작성 시 유의사항

  1. 구분란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폐업, 직권말소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폐업 또는 전입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란에 그 날짜를 적습니다.

행 정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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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출판사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신고
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출판사 신고확인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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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2호, 2019. 8. 2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8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중학교·국립전통예술

고등학교·국립전통예술중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

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을 둔

다. <개정 2012. 3. 30., 2012. 5. 23., 2014. 2. 17., 2015. 10. 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

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개정 2015. 7. 13.>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제10조 (생략) 제2조 ~ 제7조 (생략)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문화정책관·예
술정책관·지역문화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9. 4.>

② 실장,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과 지역문화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및 지역

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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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1. 문화,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인문정신문화, 전통·민족문화, 한국학 자원의 발굴·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5.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6. 문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7.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1.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2.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4.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홍보

15. 어문, 정신문화, 전통·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16. 문화재청에 관한 사항

1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8.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9.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21.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9. 4.>

②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인문정신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

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지역문화

정책과ㆍ문화기반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ㆍ국제문화

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지역문화정책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문화기반과장

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9. 4.>

③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1.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5. 국민문화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 국민문화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인문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부 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11.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2. 부 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3.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4.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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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23. 주요 한국문화 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4.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 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5.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6.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27. 예술인의 복지증진

28.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29.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30.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31. 문화예술 창작·기획·경영·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32.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33.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34.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3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36.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7.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38.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39.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40. 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중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

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1. 지역문화, 여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42.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43. 지역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44.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15.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1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1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19. 삭제 <2019. 5. 7.>

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ㆍ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ㆍ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ㆍ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국립국어원ㆍ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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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

46. 생활문화 관련 연구·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47.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8.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49.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50.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51.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사립 박물관 육성·지원

52.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및 지원

53.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54.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관련 단체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5.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56.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5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④ 문화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 6., 2017. 9. 4.>

⑤ 예술정책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9. 27., 2017. 9. 4.>

⑥ 지역문화정책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9. 4.>

[본조신설 2014. 10. 23.]

⑤ 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1. 전통문화, 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2. 전통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전통문화 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 전통ㆍ민족문화, 정신문화, 한국학 관련 연구 및 보급

6. 전통ㆍ민족문화, 정신문화,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⑥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7. 9. 4.>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의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 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5.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추진

6.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9.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1. 한국 소개 문화행사의 계획 수립 및 지원

12.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⑦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9.,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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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의2. 예술인의 권익증진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7. 문학의 창작 활동 및 문학인, 문학단체의 지원 등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9. 문학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16.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ㆍ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관련된 업무

17. 한국문학번역원 및 국립한국문학관에 관련된 업무

18.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⑧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1. 4., 2017. 9. 4.>

1. 음악ㆍ무용ㆍ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ㆍ전통무용ㆍ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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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확충ㆍ공간 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7. 예술요원의 편입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연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ㆍ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0.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11.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2. 삭제 <2017. 9. 4.>

13. 전통예술의 원형보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전통예술의 대중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국립중앙극장ㆍ국립국악원ㆍ예술의 전당ㆍ정동극장ㆍ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ㆍ
국악방송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립극단ㆍ
국립현대무용단과 관련된 업무

16.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

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17. 공연장 안전에 관한 사항

⑨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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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시각예술의 창작ㆍ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4.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공예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법령ㆍ제도 개선

9.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 9. 4.>

12.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국립ㆍ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7. 9. 4.>

1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16.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⑩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

8.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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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⑪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7.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여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2. 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13. 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14. 여가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15.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16. 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17. 국민의 여가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18.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19.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분석ㆍ유지에 관한 사항

20.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21.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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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23.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4.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5.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6. 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7. 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⑫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1.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3.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4.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

5.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6.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7.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8.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

9.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⑬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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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7.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8.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9.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1.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⑭ 삭제 <2016. 4. 4.>

⑮ 삭제 <2016. 4. 4.>

⑯ 삭제 <2016. 4. 4.>

[전문개정 2014. 10. 23.]

제12조~제20조 (생략) 제9조 ~ 제16조 (생략)

제2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 제5장 (생략)

제22조~제41조 (생략)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43조(관장)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제28조(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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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한다.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자료관리부 및 디지털자료운영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

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

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

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7., 2015. 7. 13.>

제45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6. 9. 27.>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평가

2. 조직관리·혁신·감사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인 관리 및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4.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시설관리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13.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제29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4. 8., 2008. 12. 31.>

② 기획연수부에 총무과ㆍ기획총괄과ㆍ사서교육문화과 및 국제교류홍보팀을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사서교육문화과장은 서기관

으로, 국제교류홍보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4., 2010. 2. 11.>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2010. 7. 2.>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 2. 11.>

5.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2. 11.>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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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3. 예산 및 국회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협력망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전시업무에 관한 사항

6.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7. 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⑤ 사서교육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2. 11.>

1.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

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4. 각종 도서관의 직원에 대한 연수

5.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⑥ 국제교류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 2. 11., 2010. 7. 2., 2013. 

9. 12., 2016. 9. 29.>

1. 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

2. 외국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

4.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7.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및 지원

9.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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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⑦ 삭제 <2009. 5. 4.>

제46조(자료관리부)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료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5. 1. 6., 2016. 9. 27.>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한정한다)의 

납본과 구입·구독·수집·분류·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출판예정도서목록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삭제 <2016. 9. 27.>

8.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9.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운영

10. 삭제 <2015. 1. 6.>

11. 자료실·학위논문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

12. 삭제 <2016. 9. 27.>

13. 서고자료의 관리

14. 고문헌의 수집·등록·보존·이용·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자료관리부)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자료관리부에 자료수집과ㆍ국가서지과ㆍ자료운영과 및 고문헌과를 두되, 자료수

집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서지과장ㆍ자료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고

문헌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4., 2012. 4. 17., 

2016. 9. 29.>

③ 자료수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2012. 4. 17., 2013. 

9. 12., 2015. 1. 6., 2016. 9. 29., 2019. 5. 7.>

1. 장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내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로 한정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본, 보상, 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수집ㆍ구입ㆍ기증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관리ㆍ운영

6. 도서관자료 등록ㆍ수집 관련 통계 관리

7. 국외도서의 수집을 위한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8. 외국자료 선정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 9. 29.>

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에 대한 자료 운영 지원 및 관리

11. 한국 관련 외국자료 및 국외발간 학술자료 수집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9. 5. 7.>

13.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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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4. 17., 2013. 9. 12., 2015. 

1. 6., 2016. 9. 29.>

1. 도서관자료의 분류ㆍ목록ㆍ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등 표준화 및 시행

3. 출판예정도서목록제도의 운영

4. 국가 서지의 발간 및 보급

5. 신착도서 표지ㆍ목차 정보의 구축ㆍ제공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 및 운영

8.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ㆍ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제도 및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

제도의  운영

9. 연속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

⑤ 자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2010. 2. 11., 2010. 

7. 2., 2012. 4. 17., 2013. 9. 12., 2015. 1. 6., 2016. 9. 29., 2019. 5. 7.>

1. 자료운영과 소속의 자료실 운영 및 관리

2. 삭제 <2016. 9. 29.>

3.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4. 삭제 <2013. 9. 12.>

5. 삭제 <2013. 9. 12.>

6. 자료운영과 소관 자료이용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0. 7. 2.>

8.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서 추천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10. 도서자료 이용자 연구 및 이용서비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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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대문학자료 관리 및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⑥ 고문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9.>

1. 고전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외국 소재 한국 고문헌의 수집ㆍ조사ㆍ영인 및 연구

3.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ㆍ운영

4. 국내외 민간 소장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5. 고문헌 관련 국내외 업무협력

6. 고문헌과 소속의 자료실 및 서고의 운영과 장서의 관리

제46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5. 1. 6., 

2016. 9. 27.>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2. 온라인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는 제외한다)의 수집·정리·보
존·활용 및 통계관리 업무

3.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5.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운영

6.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9.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개발

10.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 4. 17.]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에 디지털기획과ㆍ디지털정보이용과 및 정보시스템운영과를 두

되, 디지털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

로,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2. 11., 2012. 4. 17., 

2013. 12. 12., 2015. 12. 30.>

③ 디지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2. 11., 2012. 4. 17., 2015. 1. 6.>

1. 디지털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2.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보존

3. 제2호에 따라 수집된 온라인자료의 등록ㆍ정리 및 통계 등에 관한 업무

4. 삭제 <2016. 9. 29.>

5. 삭제 <2015. 1. 6.>

6. 국내외 온라인자료 공유 활동 협력ㆍ지원

7. 디지털도서관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8. 삭제 <2013. 9. 12.>

9.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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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11.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12.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2., 2016. 9. 29.>

1.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

2. 디지털도서관 이용봉사제도의 개발ㆍ보급

3. 삭제 <2015. 1. 6.>

4.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연구 및 이용서비스 평가

5.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열람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도서관 온라인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디지털도서관 비도서 서고자료 운영 및 관리

8. 디지털도서관 정보활용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⑤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4. 17.>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 1. 6.>

7.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의 연구ㆍ분석 및 기술 지원

8.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용



48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2호, 2019. 8. 2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8호, 2019. 8. 27, 일부개정]

9.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 5. 4.]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한다.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

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

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

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

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

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6. 9. 27.>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9. 27.>

③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 9. 27.>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존

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

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

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2016. 9. 27.>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

2. 31.>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ㆍ
기획협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0. 13.>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0. 13., 2009. 5. 4., 2010. 

7. 2., 2015. 1. 6.>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감사 및 사정 업무

7.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8.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0. 13., 2009. 5. 4., 2013. 9. 12.>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조사 및 연구

3. 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사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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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6. 9. 27.] 6. 전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청소년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보급

8.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0. 13., 2009. 5. 4.>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3. 서고관리 및 열람ㆍ대출ㆍ제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5.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7. 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의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구입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등록ㆍ분류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32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①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

다. <개정 2016. 9. 29.>

②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2013. 3. 23., 

2013. 9. 12., 2016. 9. 29.>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서관 관련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

3. 삭제 <2013. 9. 12.>

4. 도서관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삭제 <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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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서관 관련 조사ㆍ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 삭제 <2012. 4. 17.>

8. 삭제 <2012. 4. 17.>

9. 삭제 <2016. 9. 29.>

10. 삭제 <2016. 9. 29.>

11. 삭제 <2016. 9. 29.>

12. 도서관자료(기록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ㆍ복원 연구

13. 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처리 및 관련 시설 운영

14. 도서관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15. 도서관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16. 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관련 표준화 업무

[제목개정 2016. 9. 29.]

제49조(국립장애인도서관) ①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2. 

8. 13.>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3., 2012. 9. 5., 2013. 3. 23.>

③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8. 13.>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장애

인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

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

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8. 13., 2015. 7. 13.>

제33조(국립장애인도서관)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

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지원협력과 및 자료개발과를 두되, 지원협력과장은 행정사무

관으로, 자료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지원협력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

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4.>

③ 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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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 8. 13.]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7.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8.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9. 삭제 <2013. 9. 12.>

10.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④ 자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2.>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에 관한 업무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에 관한 업무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7.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2. 9. 7.]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관(이하 "세종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세종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세종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종도서

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

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국립세종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세종도서관에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자료과장 및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

한다.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1.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2.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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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본조신설 2013. 9. 3.]

4. 예산, 회계 및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7. 9. 4., 2019. 5. 7.>

1. 장서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 국내외 정책자료와 일반ㆍ어린이ㆍ장애인 자료의 수집, 구입, 기증, 등록 등

3. 등록원부 및 통계관리

4. 자료 분류ㆍ목록ㆍ제적 등

5.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6. 정책자료의 수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7. 9. 4.>

8. 정책자료 서비스 개발

9. 홈페이지 및 정책정보포털 운영

10.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11.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1. 자료실 운영 및 관리

2. 소장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3. 서고 운영 및 관리

4.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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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문화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의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본조신설 2013. 9. 12.]

제7장 ~ 제12장 (생략)

제50조~제69조 (생략)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7. 13., 2016. 4. 4., 2018. 3. 30., 2018. 5. 29., 2018. 8. 21., 2019. 5. 7.>

③ 삭제 <2010. 2. 8.>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3. 3. 23., 2015. 7. 13.>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8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1. 12. 

8., 2017. 11. 28., 2018. 3. 30., 2018. 12. 31.>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ㆍ5급 1명, 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

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저작권업무

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1명, 6급 4명),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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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5. 7. 20., 2015. 11. 4., 

2016. 4. 4., 2017. 9. 4., 2018. 3. 30., 2019. 2. 26., 2019. 5. 7.>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의 충원 및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 2013. 3. 23., 

2014. 2. 17., 2014. 10. 23., 2015. 7. 20., 2016. 4. 4., 2017. 9. 4., 2019. 2. 26.>

1. 교육부 소속 사서주사 1명: 지역문화정책관

2.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 관광산업정책관

3. 삭제 <2015. 7. 20.>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1명(행정

사무관 1명), 인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②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2. 5. 23., 2015. 11. 4.>

③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2. 5. 23., 2015. 11. 4.>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 담당) 2명, 행정주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담당) 6명, 전문경력

관 나군(디자인 담당) 3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 1명(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담당)]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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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2. 4. 17., 2012. 5. 23., 2013. 9. 12., 2013. 12. 12., 2019. 2. 26.>

⑤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5. 23.>

⑥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3. 9. 12.>

⑦ 별표 5의 정원 중 도서관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2명(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

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고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7명(서기관 또는 사서사

무관 1명,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 세종도서관 

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 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보 1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186명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도서관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13. 

9. 12., 2013. 12. 12., 2015. 1. 6., 2019. 2. 26.>

⑧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별표 6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

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

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9. 12., 2013. 12. 12., 2015. 5. 26., 2015. 11. 4.>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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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9. 12., 2015. 11. 4.>

⑩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9. 12.>

⑪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2. 

9. 7., 2013. 9. 12.>

⑫ 국립한글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4. 2. 17.>

⑬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2. 9. 7., 2013. 

1. 24., 2013. 9. 12., 2014. 2. 17., 2015. 5. 26.>

⑭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2. 9. 7., 2013. 

9. 12., 2014. 2. 17., 2015. 5. 26.>

⑮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2. 9.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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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 2014. 2. 17., 2015. 5. 26.>

⑯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2016. 9. 29.>

⑰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직 정원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1., 

2012. 5. 23., 2012. 9. 7., 2013. 9. 12., 2013. 12. 12., 2014. 2. 17., 2015. 7. 20.>

제4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

원은 별표 2 제2호,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2호, 별표 5 제2호, 별표 5의2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 7의2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9.]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제4조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24조제1

항ㆍ제28조ㆍ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ㆍ디지털소통관ㆍ국립국어원장ㆍ
국립중앙도서관장ㆍ국립국악원장 및 국악연구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0. 7. 2., 2012. 

2. 8., 2013. 3. 23., 2014. 2. 17., 2014. 10. 23., 2015. 1. 6., 2015. 3. 23., 2015. 

7. 20., 2015. 11. 4., 2016. 4. 4., 2017. 9. 4., 2018. 6. 29., 2019. 5. 7.>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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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 

2012. 2. 8., 2012. 8. 7., 2012. 8. 17., 2012. 9. 7., 2013. 3. 23., 2013. 7. 19., 

2013. 9. 12., 2013. 12. 12., 2014. 2. 17., 2014. 10. 23., 2015. 1. 6., 2015. 11. 

4., 2016. 4. 4., 2018. 6. 29., 2018. 8. 21., 2019. 5. 7.>

1. 제7조제7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 삭제 <2015. 11. 4.>

3. 삭제 <2013. 3. 23.>

4. 삭제 <2014. 10. 23.>

5. 제10조제9항에 따른 디지털소통기획과장

6. 제10조제12항에 따른 디지털소통제작과장

7. 제14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과장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

9. 제25조제4항에 따른 언어정보과장

10. 삭제 <2013. 3. 23.>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12. 제35조제6항에 따른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13.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

14. 제40조제5항에 따른 전시운영과장

제14장  (생략)

부    칙 <제30052호, 2019.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8호, 2019.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0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8. 27.>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

(제47조제6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총  계 33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9

    일반직 계 329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사서사무관 22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12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사서주사 48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공업주사 2

      시설주사 4

      전산주사 8

      행정주사보 11

      사서주사보 63

      사서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방호주사보 1

      공업주사보 4

      전산주사보 6

      행정서기 2

      사서서기 52

      방호서기 1

      공업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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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 <개정 2019. 8. 27.>
      전산서기 2

      방송통신서기 1

      행정서기보 4

      사서서기보 6

      방호서기보 9

      운전서기보 3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사 11

      전기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농림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4

      전문경력관 나군(국제조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대체자료 작성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사서서기보 2.0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

(제47조제6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총계 33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9

     일반직 계 329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사서사무관 22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502

       행정주사 12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사서주사 48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공업주사 2

       시설주사 4

       전산주사 8

       행정주사보 11

       사서주사보 63

       사서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방호주사보 1

       공업주사보 4

       전산주사보 6

       행정서기 2

       사서서기 52

       방호서기 1

       공업서기 1

       전산서기 2

       방송통신서기 1

       행정서기보 4

       사서서기보 6

       방호서기보 9

       운전서기보 3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사 11

       전기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농림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4

       전문경력관 나군(국제조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대체자료 작성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사서서기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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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55호, 2011.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종교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  

기관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

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관련 행사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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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후원명칭 승인 신청절차) ① 사용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②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장관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업무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

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행사목적이 국가시책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3.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4.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

5.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

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 일시, 장소 

등을 후원명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관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

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확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내용

3. 행사참가자 인원

4. 행사결과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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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

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

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155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관련 업무지침｣(2009.12.31.)
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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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기
관

기 관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담 당 자 생 년 월 일

요   청   사   유

행 사 명

행 사 목 적

행 사 내 용

행 사 주 최

행 사 주 관

후 원 예 정  기 관 명

행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후 원 명 칭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행 사 장 소

참 석 대 상

참 석 예 정 인 원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귀 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첨부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3.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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