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지식협력단지 자료 공개 구입

2. 신청자격
- 개인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단체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자료 공개 구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료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구입절차
자료매도신청 서류접수→서류심사→평가대상 선정 자료 개별통지→실물자료접수→자료구입평가위원회 개
최→자료구입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매매협의→매매계약 또는 제외 자료 반환

1. 구입대상자료
4. 접수방법
분야
경제일반

대상 자료

- 이메일 접수: parano21@kdi.re.kr(이메일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접수)

◦ 금융실명제 관련 자료

- 우편 접수는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IMF 외환위기 자료(문서, 영수증, 사진, 표어 등)

※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전시동 3층(글로벌지식협력단지 자료구입 담당자)

◦ 1960년대~198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 당시 수출장려 관련 자료(포스터, 표어 등)
◦ 1960년대~1980년대 독일(서독), 베트남, 중동 지역 등 해외 파견근로자 자료(편지, 의복, 장
비, 문서, 포스터, 표어 등)
사회⋅교육

6. 매도신청(서류접수)시 제출서류

◦ 중학교 무시험 관련 자료(추첨기, 신문기사, 문서 등)

- 자료매도신청서(서류심사용) 1부(소정양식)

◦ 가발, 방직산업에 활용된 장비 자료(재봉틀, 방직기, 소도구 및 장비 등)

- 매도대상자료명세서(소정양식) 각 1부 및 자료사진 1매(3x5 사이즈, 매도대상자료명세서에 부착)*

◦ 1981년 KIA산업(KIA자동차)에서 출시된 봉고 자료(광고 및 사진⋅문서자료 등)
중화학공업

2019년 11월 7일(목) ~ 11월 20일(수)

◦ 1950년대 사범대학교 교수 및 학생 관련 자료(수업 사진, 문서, 교육자료 등)
◦ 1950년대 문맹퇴치운동 관련 자료(포스터, 사진, 표어 등)

경공업

5. 접수기간

*사진은 300Kbyte 저용량으로 대표이미지 1~2컷으로 선정하여 제출

◦ 1990년~1994년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된 스쿠프 및 엑센트 자료(광고 및 사진⋅문서 자료 등)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우리나라 최초 생산된 알파엔진 관련 자료(홍보물, 기념품, 사진, 신문기사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인 경우)

◦ 시발자동차, 새나라자동차, 포니엑셀 자료(수출 및 개발자료, 유인물, 문서 등)

-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인 경우)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삼보(SE-8001, Trigem20, Trigem20XT), 삼성(SPC-800), 금성(FC-100) 컴퓨터

- 소장 내력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금성라디오 A501 및 상기 품목과 관련된 각종 자료

※ 제출양식은 http://www.gkedc.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품

※ 문화재 불법 매매ㆍ교환 대상 자료의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매도대상자료명세서의 ‘소장

- 삼성(SCH-370, SPH-M2500, SPH-M220, SCH-B100), LG(LDP-200), 팬택(IM-A720L, IM-A780L,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IM-A810K, IM-A820L, IM-A830K, IM-A840S, IM-A840SP, IM-A880S, IM-A890L)
※ 위 제품 외의 자료는 수집에서 제한
전자산업

◦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CDMA 및 W-CDMA, Wibro 관련 자료(사보, 신문광고, 문서자료 등)
◦ 우리나라 최초 MP3 플레이어(MP MAN) 및 관련 자료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휴대용 CD플레이어(금성, 삼성 등)
◦ 1970년대 초기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자료(사진, 업무일지, 신문기사, 제품 등)
◦ 1984년~1994년 삼성전자에서 생산된 64K, 256K, 1M, 4M, 16M, 64M, 256M 반도체
◦ 반도체 및 상기 품목과 관련된 각종 자료(사보, 신문기사, 기념품 등)

문화
우편
공통

◦ 한류문화 관련 자료
◦ 경제 및 산업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회화, 민족기록화, 조형물, 공예품 등 문화예술 작품
◦ 제1~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특별우표(총 25종)
※ 우표는 전지 및 시트를 우선적 수집
◦ 상기 분야 관련 문서, 증서, 출판ㆍ인쇄물, 사진, 동영상, 유품, 기념품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

7. 참고사항
-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수집
- 정기간행물, 시리즈 자료 등 일괄자료를 개별적으로 나눠 매도하는 경우 접수하지 않음.
- 구입대상 자료의 성격과 맞지 않는 자료의 경우 접수하지 않음.
- 도굴품, 장물 등의 불법자료는 매도신청 불가
-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실물 자료 접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지식협력단지(02-6312-4024, 4021)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