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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소장기관 기술 규칙(ISDIAH) 기술
   

영역 기술요소 설명

식별 영역

(Identity 

Area)

식별기호

(Identifier)
NA31900(출처: 국회 조직연혁 정보)

인가 형식의 명칭

(Authorised form(s) of 

name)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대등 형식의 명칭

(Parallel form(s) of 

name)

National Assembly Archives

이형의 명칭

(Other form(s) of name)
-

기록 소장기관 유형

(Type of institution 

with archival holdings)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연락 영역

(Contact Area)

위치 및 주소

(Locationandaddress(es))

(우: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

서관 국회기록보존소(여의도동)

전화, 팩스, 이메일

(Telephone, fax, email)

Tel: 02-6788-4213

Fax: 02-6788-4059

E-mail: archives@nanet.go.kr

연락인

(Contact persons)

[기록물 열람 관련] 김정희 주무관(02-6788-4234)

[기록물 기증 관련] 김희진 주무관(02-6788-3319)

기술 영역

(Description 

Area)

기록 소장기관 이력

(History of the 

institution with 

archival holdings)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면서 「국회사무처직제」가 전부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0년 1월 1일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국회기록보

존소가 설치되었다. 2009년 4월 27일 「국회도서관직

제」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국회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1과 3담당).

2013년 12월 13일 「국회도서관직제」 개정으로 국회

기록보존소가 '국(局)' 단위로 승격됨에 따라 국회기

록보존소에 '기록정보서비스과'와 '기록정보관리과'가 

신설되었다(1소 2과 5담당). 2018년 6월 18일 「국회

도서관직제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기록정보서비

스과'를 '기록정책과'로, '기록정보관리과'를 '기록관

리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지리 및 문화적 맥락

(Geographical and 

cultural context)

국회사무처 소속 당시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박물관

(舊‘헌정기념관’) 건물에 있었으나, 2009년 국회도

서관으로 이관되면서 국회도서관 건물로 이전하였다

국회도서관 1층과 2층에 전시 공간을 두고 있고, 의정

관 지하에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서고, 시청각

기록물 서고, 한시기록물 서고, 평가․분류실, 마이크로

필름실 등 각종 기록관리 관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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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한 국회도서관 건물은 여의도 국회 부지 내

에 있으며, 국회 정문을 기준으로 우측에 자리 잡고 

있다. 국회의정관과 붙어 있으며, 국회의사당 본관, 

의원회관, 사랑재, 헌정회 등 여러 국회의 건물이 인

근에 있다. 국회 외부에 서강대교, 국회의사당역(9호

선), KBS한국방송공사,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여의도공원 등이 있다.

법규/전거의 출처

(Mandates/Sources of 

authority)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법

행정구조

(Administrative 

structure)

국회도서관 소속 부서(국 단위/ 1소 2과 5담당)

기록관리 및 수집정책

(Records management and 

collecting policies)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정, 국회 의정

활동기록물 수집․관리 정책

건물

(Building(s))
국회도서관 5층 518-1, 518-2호

기록 및 기타 소장물

(Archival and other 

holdings)

국회 소속기관의 이관기록물(국회회의록, 의안문서, 

행정문서, 카드, 도면, 사진기록, 영상기록, 음성기

록, 행정박물류, 간행물류, 전자문서 등), 의정활동  

기록물(국회의장 선물류,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

술기록, 국회의원 및 정당 등의 수집(기증) 기록물 

등), 임시의정원 관련 역사 기록물, 기타  수집기록물

검색도구, 가이드, 출판물

(Finding aids, guides 

and publications)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의 검색 기능을 통한 기록물 

검색이 가능하다(제헌~2004년8월, 2014~2015년 생산 

기록물). 의안문서 및 국회회의록은 연결된 관련 시스

템(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내 임시의정원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

이 가능하다.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의 국회기록정보 콘텐츠 메뉴

를 통해 가공된 형태의 기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장단의 구술기록을 바탕으로 발간한 국회

의장 구술총서 시리즈, 임시의정원 관련 '해제집' 및 

'목록집' 등 각종 기록정보 자료집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영역

(Access Area)

개관시간

(Opening times)

월~금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오프라인 열람 시간: 월~금 14:00~16: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접근∙이용 조건과 요건

(Conditions and 

requirements for access 

and use)

공개기록물에 한하여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및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열람은 1회 5건, 1

일 10건으로 제한되며, 당일 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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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용가능성

(Accessibility)

온라인: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http://archives.nanet.go.kr/)
건물 이용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또는 6번 출구 

– 도보이동 /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 도보이동 또

는 버스환승

[버스] 153, 461, 463, 6623, 5615, 5618, 1002, 108

번 버스 승차 – 국회의사당역 하차 - 도보이동

[자가용] 국회둔치주차장에 주차(국회도서관 안내대에

서 확인 도장을 받으면, 2시간 무료주차 가능)

서비스 영역

(Services 

Area)

연구서비스

(Research services)

기록물 열람 서비스 또는 정보공개청구(열린국회정보 

> 국회도서관)를 통해 연구를 위한 공개 기록물 열람

이 가능하다. 

한편 비공개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일부 국회기록물(일반문서 및 임시의정원 기록물)의 

경우 온라인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재생산 서비스

(Reproduction services)

기록물 열람을 통한 기록물 복사, 정보공개청구를 통

한 전자/비전자 형태의 사본 신청 등이 가능하다.

공적영역

(Public areas)

국회도서관 1층에 마련된 현금인출기, 복사실, 카페, 

검색대, 기록물 전시공간(2층 포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어 영역

(Control Area)

기술 식별기호

(Description identifier)
-

기관 식별기호

(Institution identifier)

사용된 규칙/규약

(Rules and/or 

conventions used)

ISDIAH - 기록물 소장기관 기술규칙, 1판, 2008

상태

(Status)
작성 중

상세수준

(Level of detail)

생산/개정/삭제일자

(Dates of creation, 

revision of deletion)

2021-11-29

언어와 문자

(Language(s) and 

script(s))

한국어, 영어

출처

(Sources)
http://archives.nanet.go.kr/main.do

유지관리 주기

(Maintenance notes)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