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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버스 : 강남역, 강남역 세무서 앞, 강남역 사거리 하차

찾아오시는길

국립중앙도서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국립중앙도서관 방향)에서 걸어서 10분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7번 출구, 7호선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15분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우)137-702
Tel : 02)590-0729  Fax : 02)590-0549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35-1번지 우)135-080
Tel : 02)3451-0800  Fax : 02)345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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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어제와오늘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외의 지적 문화

유산을 수집·보존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도모하며, 국내외 도서관 간 교류·협력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광복의 해인 1945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이라

는 이름으로 소공동에 자리를 잡고 개관하 습니다. 해방 공간의 혼

란과 불안정 속에서 국립도서관은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공공기관이었습니다. 

1963년‘도서관법’이 제정되어 현재의「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한 이후, 명실상부 최고의 국가도서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1965년‘도서관법’시행령 공포로 납본제도가 시행되어

국내에서 발간되는 도서를 총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12월, 소공동에서 남산 옛 어린이회관 자리로 본관을

이전하여 운 하다가 1988년 현재의 위치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전산실 설치와 함께 도서관 전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수많은 자료 DB를 구축하 고, 1996년에는 인터넷 홈페

이지 서비스를 개시하여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자료 검색과 일부

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습니다. 

1991년의‘도서관진흥법’, 1994년의‘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을 통하여“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 기능

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 습니다. 

2004년 9월에는 6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국내 최초로 500

만 장서를 달성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2004년 11월 (직

제 개정으로) 도서관 정책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으

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28일, 역삼동의 옛 학위논문관 자리에 그

동안 우리 도서관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개관하 습니다. 

앞으로 2008년 국립디지털도서관이 완공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 지식 문화유산의 총본산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서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도서관으로 도약함으로써 한국의 도서관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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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연수관 자료보존관 도서관본관

국립디지털도서관(2008년완공)

기획연수부 자료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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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조직도

국립중앙도서관건물안내도 국립중앙도서관연혁

1945.10.15. 국립도서관으로 개관(서울 중구 소공동)
1963.10.28. 도서관법 제정,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
1965. 3.26. 납본제도 시행
1974.12. 2. 본관 이전(소공동에서 남산으로)
1981. 9.30. 분관 신축 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1982. 8. 7. 도서관 전산화사업 본격 시작(전산실 설치)
1988. 5.28. 본관 신축 이전(서초구 반포동)
1990. 8. 24.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 운 시작
1991. 3. 8. 도서관진흥법 제정
1991. 4. 8.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소속 변경
1997. 11.25. 전자도서관 시범 시스템 개통
2002. 7. 2. 출판시도서목록(CIP)제도 시범 실시
2004.9. 15. 500만 장서 달성
2004.12. RFID 적용 경 정보 시스템(MIS) 도입
2005.10.14. 국립중앙도서관 2010 비전 선포
2005.12.16. 국립디지털도서관 기공식
2006.6.2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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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1F
❶ 국립디지털도서관 홍보관(U-Library 2008)

국가 디지털 정보 종합센터로 건립 중인

NDL의 건축 개념과 공간 구성을 볼 수

있는 조감도, 투시도 및 모형물 전시 홍보

관. NDL 홍보 상물 상

❷ 이용증 발급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나 1층 로비의 이용자 등록용 PC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 발급실에서 일일 이용증/정기 이용증 발급

일일이용증과정기이용증
일일이용증: 도서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용 등록 후 일일 이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발급부터는일일이용증발급기를통하여발급. 퇴관시출구에설치된
회수기에반납

정기이용증 : 이용자등록시등록기간을정하여사용할수있는이용증
최대등록가능한기간은3년. 연장가능

❸ 전시실
복합 문화 공간.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기획 전시와 대관 전시 개최

❹ 물품보관실
노트북, 필기구 등을 제외한 개인 소지품 보관

자료운송시스템
서고 자료의 신속한 대출을 위하여 지하 서고에서부터 1층 서고자료신청대까지 약 2m45cm
의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 서고에 주제 분야별로 7개의 스테이션 설치, 신청자의 자료를
찾은후전용북카(Book Car)에책을적재하면자동으로1층까지운송된다. 서고자료대출
시간단축과자료의반납업무간편화에일조

❺ 정보봉사실
도서관 이용 안내, 참고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관문. 각종 백과 사전, 어학 사전, 

주제별 전문 사전 등 참고 자료 소장. 야간 도서관 서비스, 우편 복사 서비스, 국제 문헌 복사

서비스 및 국제 참고 상담 서비스 제공

[주요 시설] 소장자료 검색 PC, 자가반납기, 노트북 코너, 장애인 전용 열람석, 저시력인용 확대

독서기

❻ 서고자료신청대
최근5년이전에발행된자료와각층자료실에서이용할수없는자료를신청하여이용하는대출대.

자료신청후전광판에신청자의이름이나오면자료를받아서열람

[주요 시설] 자료 운송 시스템, 전광판, 서고 자료 예약용 PC, 열람석

자가반납대
야간도서관(18:00-22:00)에서이용한자료를반납하는자동무인반납기

RFID 기반도서관경 정보시스템
2004년 RFID 기술을 활용한 MIS 시스템을 도입하여 RFID 장서 관리 시스템, 국립중앙도

서관 통합 정보 시스템(KOLIS), 이용증 발급 시스템을 연계. 실시간으로 이용자 수, 자료

이용 현황 등 도서관 이용 통계를 산출, 분석하여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와 과학적인 도서관

경 구현

국립중앙도서관자료실안내

❶

❸
❷

❹

❺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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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❶ 어·문학·문헌정보학실
최근 5년간 발행된 어학·문학·문헌정보학

단행본과 문헌정보학 관련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소장

자료열람기
RFID 장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자료실소장자료의실시간이용현황을파악하고자료

이용통계를산출하기위한장비로서, 여기서집계되는통계는장서구입과서비스에반

❷ 동북아·특수 자료실
중국·일본·러시아·몽골등동북아지역국가에서발간된자료와북한원전및특수자료소장

고구려사, 발해사,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 자료 등 핵심 수집 자료와 한국 관련 해외수집기록물 소장

[주요시설] Web DB용PC, 해외수집기록물이용코너, 세미나실, 프로젝터와스크린

특수자료
북한 및공산권국가에서발행된정치·이념적 자료로서『국립중앙도서관특수자료취급규정』
에의거하여관리되는 자료

해외수집기록물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문서등해외소재한국관련근현대사관련수집자료

3층

❶ 정부간행물실·국제기구기탁자료실
관보, 연감, 통계 자료 등 정부 각 부처에

서 발간한 단행본(복본자료), 대한민국 현

행 법령집 및 색인 자료, 연속간행물 실시

간 자료, 미국 정부간행물 기탁자료(GPO

마이크로피쉬)와 국제기구 기탁자료 소장

[주요 시설] MF 리더 프린터, 국제기구 온라인 자료 열람용 PC 

❷ 연속간행물실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학술지, 대학요람, 연감류 등과 마이크로필름 자료 소장

[주요 시설] MF 리더 프린터, 연속간행물 서지 정보 및 목차 검색용 PC

❸ 신문자료실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와 주간지, 지방지, 전문지와 마이크로필름 자료 소장

최근 10년간 발행된 중앙 일간지 제본 자료, 실시간 신문 자료 30여 종 개가 이용

[주요 시설] MF 리더 프린터, 자료 사진 촬 대, 신문 전용 복사기

실시간 자료
열람자에게좀더빠르고신속한자료열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최소한의정리과정을
거친후개가하여이용자열람서비스에제공하는자료

국제기구기탁자료
UN 및산하기구발간자료. OECD, ADB 등10개국제기구로부터기탁도서관으로지정되어
기증받는각종회의록, 연감, 통계자료, 단행본

3F2F
❶

❷
❶

❷

❶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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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❶ 인문과학실
총류, 철학, 종교, 예술, 체육, 역사,

지리 등 주제 분야의 최근 5년간 발간된

국내서와 최근 4년간 발간된 서양서 소장.

각종 참고자료, 지적도, 지번도, 교통

도로지도 등 지도 자료와 낱장 지도 열람

❷ 사회과학실
경제, 사회, 정치, 행정, 교육, 민속, 국방 등 사회 과학 주제 분야의 최근 5년간 발간된 국내서

와 최근 4년간 발간된 서양서 소장

❸ 자연과학실
수학, 물리, 화학, 의학, 공학, 가정등자연과학, 기술과학분야의국내서와최근4년간발간된

서양서소장

5층

❶ 디지털자료실
음반, 비디오, CD-ROM, DVD 등 시청

각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 소장.  

국내외학술지및원문데이터베이스정보

검색, 인터넷 정보 검색, 주문형 비디오

(VOD) 서비스, 위성방송을 통한 월드 뉴스

시청, 종합 상음향실의 상물과음악감상서비스제공.

좌석예약시스템을이용하여좌석예약후자료열람

매체별 좌석 예약 시스템(자료 신청 : 09:00-17:00)

[주요 시설] 좌석 예약용 PC, 종합 상음향실, 장애인용 PC 등 장애인 이용 장비

장애인이용서비스
높낮이 조절 가능 테이블, 각도 조절용 키보드(Adjustable Keyboard), 발로 조작하는 발

마우스(Nohands Mouse), 헤드포인터(Clear-View Headpointer) 등 컴퓨터를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11종의 장비를 비치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도서관 자료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Screen reader 프로그램과 약시자를 위한

모니터 확대 프로그램도 설치

6층

❶ 고전운 실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재를 비롯

하여 족보, 문집, 지지(地誌) 등 26만 여

책의 고문헌 소장.

위창문고 등 고서 개인문고와 고바우문

고, 양장 족보, MF 자료, 소장 고서 원

문 DB 열람

[주요 시설] 귀중본 상설 전시관, MF 자료 리더 프린터, 고서 원문 DB 검색 열람용 PC

7층

❶ 학위논문실
국내외 석박사 학위논문 자료와 학위논문

원문 DB 이용

[주요 시설] 학위논문 원문 DB용 PC

개인문고
개인으로부터기증받은자료들을개인문고로설치하여보존열람서비스제공.  17개개인문고
중고서개인문고와고바우문고는고전운 실에서운 , 일모문고등일반서개인문고는주제
정보과에서운

학위논문별치기호
DP  박사학위 논문 DM 석사학위 논문

6/7F4/5F
❶

❷
❸

❶

❶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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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 교육 훈련을 위한 교육관. 

국립중앙도서관은 1963년 처음 사서직 교육을 실시한 이후, 1994

년에는 직무 분야별로 전문 교육 훈련을 실시하 고 1998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문 교육 훈련 기관으로 지정. 

매년 사서직 공무원과 기업체 도서관, 사립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

서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주제전문 사서 초·중급 과정, 도서

관 커뮤니케이션 과정, 독서지도 기초 과정 등 30여 개 이상의 교육

훈련 과정을 운

[주요 시설] 국제회의장, 대강의실, 소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

교육실, 세미나실, 사서연구실

국가 문헌 자료를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에 건립한 보존서고동. 약 360만 책 수장 가능.

30여 만 책을 수장할 수 있는 고서고와 조습 패널, 결로 방지, 가스

식 소화 시설 등의 설비를 갖춘 귀중 서고 설치. 소장 자료의 체계적

이고 전문화된 보존 처리를 위해 수선·복원실, 훈증소독실, 마이크

로필름 보존처리실, 탈산처리실 등 최신 시설 및 장비 설치

[주요 시설] 전문 항온·항습 시설, 감압훈증실, 귀중 서고 내

조습패널, 결로방지, 가스식 소화시설 등

국립디지털도서관(NDL) 사서연수관

자료보존관

13

지상 3층, 지하 5층의 38,000㎡ 규모로 건립 중인 국가 디지
털 정보 종합센터. 
디지털 출판물의 등장, 온라인 정보 자원의 효용성 증대, 미디어
산업의 발전 등과 같은 정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는 새
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과 유기
적인 연계 기능을 가진 새 차원의 도서관. 
사업 기간은 2002~2008년(7년간). 
자연 친화적인 최첨단 시설로 기존 본관 건물과 하나로 재통합
되는 개념으로 건립

이용자 시설 : 종합 상음향실, 학술 DB 편집실, 멀티미디어 및

온라인/전자 출판물 이용 시설

업무용 시설 : 콘텐츠 기획 개발실, 온라인 자료 수집실, 

주제 DB 정리실, 프로그램 운 실, 

비도서 자료 수세실

서고시설: 도서서고, 비도서서고, 항온·항습실, 자료인수실등.

서고 수장 능력 1,200만 책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수집·축적하여 다양한 웹 콘텐츠를 공공에게 제공
하는, 미래세대를위한디지털지적문화유산보존프로젝트.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웹사이트와 연구 보고서, 통계 자료 등 개별 디지털 자원
(Individual Digital Resource), 국내의사회적이슈가되는웹자원수집·보존사업. 200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여 2006년 2월 인터넷 홈페이지(www.oasis.go.kr)를
통한대국민서비스를개시하 고, 2010년까지100만웹자원수집을목표로사업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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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참고정보서비스
주제전문 사서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사서에게 물어보세요’를 통하여 웹상으로 접수되는 이용자의

질의에답변을제공하는서비스. 응답소요기간은5일

우편복사서비스
도서관을직접방문할수없는이용자를위하여도서관의자료를복사하여우편이나팩스로제공하는

서비스

전체 분량의 1/3 이내만 복사 가능(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는 전권 가능)

문의 : 정보봉사실 ☎ 02)590-0586   Fax 02)590-0608

고전운 실 ☎ 02)590-0678   Fax 02)590-0712

야간도서관이용서비스
야간(18:00-22:00)에 자료를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각 주제별 자료실(2층, 4층)에서 필요한 자료

를 대출 신청하여 정보봉사실에서 이용하거나, 인터넷·팩스·전화 등을 통해 미리 자료를 신청한

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예약 신청 : 당일 오후 5시까지 ☎ 02)590-0586

토 일요일예약자료이용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해당 자료실에서 예약 신청(서고자료신청대, 동북아·특수자료실, 고전운 실,

학위논문실)

매주 월~금요일에 자료를 예약 신청하여 토·일요일에 이용(단, 고전운 실은 토요일에만 이용

가능)

장애인이용서비스
이용 시설 : 장애인 전용 주차 시설, 휠체어 리프트, 시각 장애인용 유도 블록, 휠체어(2대),

장애인용 승강기(1층), 저시력자용 PC 및 확대기, 장애인 화장실 등

이용 자료 : 점자 자료(1층 서고자료신청대), 시각 장애인용 홈페이지(http://sigak.nl.go.kr),

화면 읽기(Screen reader) 프로그램, 시각 장애인용 원문 DB 등

디지털자료실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테이블 설치, 각도 조절용 키보드(Adjustable Keyboard),

발로 조작하는 발 마우스(Nohands Mouse), 헤드 포인터(Clear-View

Headpointer) 등 컴퓨터를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장비 11종 비치

국립중앙도서관의편리한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의편리한서비스

※ 도서관 이용 시간 : 9:00~18:00 / 디지털자료실 9:00~17:30 / 야간도서관 18:00~22:00(월~금)

※ 매월 2,4주 월요일 / 공휴일은 휴관(단,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

물품보관
노트북, 필기구를 제외한 개인용품과 책은 입구에 있는 물품보관실에 보관

일일 정기이용증발급
이용자 등록 후 이용증 발급실에서 발급
이용증은 도서관 출입 및 자료 이용 시 사용
출입구의‘이용증 인식기’에 이용증 인식 확인

자료이용
정보봉사실과 각 자료실에서 자료의 소장 여부 및‘자료 이용하는 곳’을 확인한 후
해당자료실에서이용
원하는 자료를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 신청
- 직접 이용 : 개가 자료
- 이용신청: 폐가자료(서고자료신청대, 정부·연속·신문자료실, 고전운 실,  

학위논문실)
검색용 PC에서 자료를 찾아 온라인상에서 또는 자료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이용
하고, 이용을 마친 자료는 데스크에 반납

※ 소장자료는 도서관 내부에서만 열람 가능

자료복사
층별 복사실 이용
복사 요금 : 자율 복사 - 1장/40원 원본 고서 - 1장/100원, 

칼라 복사 - 1장/1,000원
※ 복사는 저작권법에 따라 부분 복사(1/3 이내)만 가능

이용종료
대출 자료를 반납하고, 출입구에서 이용증 확인 후 퇴관

1

2

3

4

5

국립중앙도서관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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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호대차서비스
자료의 공동 이용(Resource Sharing)을 위하여 외국의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상호 대차/문헌 복사 서비스 제공

문의 : 정보봉사실 ☎ 02)590-0586  Fax 02)590-0608 

국립중앙도서관편의시설

북레스토랑·책사랑카페
사서연수관 1층 300석 규모. 식권 판매

이용 시간 : 11:00~16:00(책사랑카페 11:00~18:00)

편의시설
1층 문화상품관

2층 만남의 장소, 공중전화

근린공원
서리풀 공원, 몽마르뜨 공원, 서래 근린 공원

어린이와청소년의미래를열어가는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꿈과 상상력,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린이 도서관 관련 업무자와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

국문 완성  2006.8.31 5:49 PM  페이지16   003 Best_ps 1200DPI 100LPI

creo




18 19

1층

어린이자료실
우리 나라에서 발행된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료와 학년별로 교과 연계 도서 등을 모아 둔 공간

외국아동자료실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림책, 동화책, 교과서, 참고 도서와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 고학년 자료를 열람

2층

멀티미디어실
‘멀티미디어 코너’, ‘어학실’, ‘ 상음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정보와 어린이·청소년용의
다양한 전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 공간

전시실
어린이·청소년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전시 활동 전용 공간

3층

청소년자료실
청소년에게 유용한 도서, 연속간행물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간

연구자료실
어린이·청소년 관련 이론서, 아동문학 관련 자료, 독서지도 자료, 아동문학가 개인문고(강소천,
박홍근, 윤석중), 국내외 어린이 도서관 현황 등을 비치하여 관련 연구자, 일반인들에게 제공

4층

강당/세미나실/독서토론실
각종 학술 모임, 세미나, 토론 모임, 연수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의 장이자 독서진흥의 장으로 활용

서고자료실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는 아동서, 교과서, 학습서 등 개가 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없는 자료 20여 만
책을 신청하여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용절차

소지품보관
1층 물품 보관실에 개인 소지품 보관

이용증발급
이용자 등록 후 이용증 발급실에서 이용증 발급
*18세 미만은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자료이용
자료찾기

‘도서관이 궁금해요!(1층 정보안내센터)’, 또는 각 자료실에 마련된 검색용 PC에서
필요한자료검색
자료이용
자료이용하는곳을확인하여직접이용, 또는자료신청
- 직접이용: 개가자료→필요한자료를서가에서직접찾아이용
- 이용 신청 : 폐가 자료(서고 자료) → 자료 검색용 PC, 또는 자료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이용하고, 이용이끝난자료는해당자료실에반납

※자료는도서관내부에서만열람가능

이용종료
이용이 끝나면 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이용증도 반납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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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용안내

이용 시간 : 9:00~18:00

휴관일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공휴일

자료 이용
어린이자료실, 외국아동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연구자료실의 자료를 직접 찾아 이용
멀티미디어실, 서고자료실 자료는 대출 신청하여 이용

서고자료실(토·일요일) 자료 예약 신청·이용
서고자료실 자료는 매주 월~금요일에 자료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
예약 신청한 자료(5책 이내)는 토·일요일에는 연구자료실(3층)에서 이용

야간도서관 자료 이용
- 이용 시간 : 18:00~22:00
- 이용 장소 : 3층 연구자료실
- 대상 자료 : 청소년자료실 및 연구자료실 자료를 직접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여 이용

견학 안내
유치원, 초·중·고 및 기타 희망 단체의 견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견학 2주 전까지 예약
☎ 02)3451-0749

- 요일 및 시간표

구 분 월 화·수 목 금

견학 대상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생, 청소년 일반인, 기타

견학 시간 10:00~11:00

견학 인원 1회 10~30명

소요 시간 1시간 내외

http://www.dlibrary.go.kr
/WONMUN/Index.jsp

http://www.nl.go.kr/toge
ther

http://www.nl.go.kr/educ
ation

http://sigak.nl.go.kr/

http://www.nlcy.go.kr/

http://www.oasis.go.kr

http://www.nl.go.kr/policy

http://www.nl.go.kr/ecip

http://www.nl.go.kr/nl
_classics

http://www.nl.go.kr/sun

http://www.nl.go.kr/isbn
_issn

http://www.nl.go.kr/isbn
_issn

업무명 담당 이메일 전화 관련 사이트

고서·족보·귀중본 고전운 실 oldrare@mail.nl.go.kr 02-590-0678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webadmin@mail.nl.go.kr 02-590-0570
전자도서관

국제 상호 대차 주제정보과 ill@mail.nl.go.kr 02-590-0587

국제 자료 교환 정책자료과 exchange@mail.nl.go.kr 02-590-0738

국제 협력 도서관정책과 nlkpc@mail.nl.go.kr 02-590-0548

도서관 견학 주제정보과 tour@nl.go.kr 02-590-0584

도서관 협력망 관리자 작은도서관진흥팀 together@mail.nl.go.kr 02-590-0652

동북아 자료 동북아자료실 norea@mail.nl.go.kr 02-590-0785

문헌정보학 자료 어문학문헌정보학실 information@mail.nl.go.kr02-590-0595

사서직 교육 사서능력발전과 02-590-0552

사회과학 자료 사회과학실 social@mail.nl.go.kr 02-590-0602

서고 자료 이용 서고자료신청대 02-590-0761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sigak@mail.nl.go.kr 02-590-0572

신문 자료 신문자료실 sinmun@mail.nl.go.kr 02-590-0600

어린이·청소년 자료 국립어린이청소년 nlcy@mail.nl.go.kr 02-3451-0800
도서관

어학·문학 자료 어문학문헌정보학실 literature@mail.nl.go.kr 02-590-0595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정보화담당관실 oasis@mail.nl.go.kr 02-590-0549

이용증 발급실 주제정보과 02-590-0708

인문과학 자료 인문과학실 human@mail.nl.go.kr 02-590-0601

자연과학 자료 정책자료과 science@mail.nl.go.kr 02-590-0603

정보봉사 서비스 정보봉사실 yeolram@mail.nl.go.kr 02-590-0686

정책정보 서비스 정책자료과 policyserv@mail.nl.go.kr 02-590-0717

출판시도서목록서비스 자료기획과 cip@mail.nl.go.kr 02-590-0644
(CIP)

코리스넷(KOLIS-Net) 정보화담당관실 kolisnet@mail.nl.go.kr 02-590-0727

학위논문 학위논문실 dmdp@mail.nl.go.kr 02-590-0642

한국고전적
종합목록시스템

고전운 실 kobm@mail.nl.go.kr 02-590-0575

해외 인자료 수집 해외 인자료실 kormo@mail.nl.go.kr 02-590-0787

햇살가득다락방 자료기획과 donation@mail.nl.go.kr 02-590-0756

ISBN 자료기획과 issnkc@mail.nl.go.kr 02-590-0695

ISSN 연속간행물실 issnkc@mail.nl.go.kr 02-590-0623

국립중앙도서관주요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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