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지식협력단지 자료 공개 구입

분야

대상 자료
- 1945년 이후 시대상을 반영하는 회화, 민족기록화, 조형물 등 문화예술 작품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자료 공개 구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료소장자 여러분의

- 1950년~1990년대 가계부, 용돈기입장 등 당시 물가를 알 수 있는 문서 등 관련 자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사회

-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된 사진 및 문서 자료

1. 구입대상자료

-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관련 자료

분야
라디오

전화기

대상 자료

및
조선소

- 1998년 이후 4대개혁(기업, 공공, 금융, 노동) 관련 자료

- 금성라디오 A501

- 1950년~1970년대 나일론 관련 자료

- 상기 품목과 관련된 각종 자료

- 1950년~1970년대 연탄 관련 자료

-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세계 첫 CDMA 휴대전화(LG LDP-200)

- 1960년~1990년대 소주 관련 자료
- 1960년~1990년대 농심, 한국야쿠르트, 라면 관련 자료, 1963년 삼양라면 관련 자료

- 최초 음성인식휴대전화(삼성 SCH-370), 최초 MP3휴대전화(삼성 SCH-M2500), 최초 TV 휴
대전화(삼성 SPH-M229), 최초 위성 DMB 휴대전화(삼성 SCH-B100)

제철소

상품

및 시영아파트,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1990년대 초반 주택건설 자재 중 바다모래 사용 등)

- 제철 및 조선 분야 수출 또는 기술 선진화 관련 자료

- 1969년 신세계백화점 신용카드, 1978년 최초 외환은행 신용카드, 1990년대 신용카드 시

- 최초 건조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 국내 최조 개발 LPG선 ‘코리아 가스’ 관련 자료

- 1994년대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된 엑센트 관련 광고 및 사진⋅문서 자료
자동차

- 하동환자동차, 새나라자동차, 시발자동차, 포니, 포니엑셀 등의 수출 및 개발자료, 유인물, 문서 등

산업

- 현지공장 설립 관련 문서, 사진, 현지직원 사용 용품 등 각종 자료(현대자동차 1997년 터

장 확대 관련 자료 등
- 1963년~1980년까지 독일(서독) 파견 간호사 및 광부 관련 자료
해외 파견
근로자

- 1950년대 우리나라 철도, 도로, 항만 등 전후 복구 관련 사진 자료
- 1962년~1992년 제1차~제4차 경제개발계획, 제5차~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관련 자료(예:
울산개발사업, 고속도로사업,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등)

원조 및
경제 관련
해외
유관기관

기타

- 해방 이후 현재까지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다양한 형태의 자료

- 국내·외 경제원조 관련 자료, 원조 및 경제 관련 해외 유관 기관 자료
※ 기관 예시: 미국국제개발처(USAID), 미국대외원조기관(USOM), UN개발계획(UNDP), 세
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해외경
제협력기금(OECF), 국제무역기구(WTO) 등

※ 각 시대별 교복, 교련용 교구, 생활기록부, 성적표, 학교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안내문
및 가정환경조사서 관련 자료

※ 그 외 토지구획정리사업, 간척사업 관련 사진 및 문서 자료
노동

※ 그 외 해외 파견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서 및 경제적 사료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

- 1945년~2015년 고등학생 관련 자료

- 1992년~1997년 신경제5개년계획 관련 자료(예: 인프라조성사업, 경부고속전철사업 등)
- 1972년~현재까지 제1차~제4차 국토종합계획 관련 사진⋅문서 및 관련 자료

- 1970년~1980년대 해외건설 파견 근로자(사우디아라비아 등) 관련 자료
형의 자료(예시: 일기, 편지, 급여명세서 등)

키 현장 공장건설, 1998년 인도 현장 공장건설 등, 기아자동차 2005년 미국 조지아 현지
공장 건설 등)

- 1950년~1990년대 아파트 관련 자료
※ (최초 아파트 1957년 종암아파트, 1962년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 마포아파트, 1970년대 주공

- 초기 제철소 및 조선소 준공 관련 자료(포항, 광양제철 등)

- 1981년 KIA산업(KIA자동차)에서 출시된 봉고 관련 광고 및 사진⋅문서자료

국토개발

- 1986년~1988년 우리나라 3저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관련 자료

공통

- 상기 분야 관련 문서, 증서, 출판ㆍ인쇄물, 사진, 동영상, 유품, 기념품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

- 1960년대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서울특별시 구로동, 가산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조성
무역

관련 사진 및 관련 자료
- 1990년~현재까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조성 및 운영 관

2. 신청자격
- 개인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단체

련 문서 및 다양한 유형의 자료
3. 구입절차
- 1960년대~1990년대 산아제한정책 관련 포스터 및 캠페인 관련 자료
인구정책

- 2006년~현재 출산장려정책과 관련 국가정책 및 장려 포스터 및 관련 자료

자료매도신청 서류접수→서류심사→평가대상 선정 자료 개별통지→실물자료접수→자료평가심의위원회개최
→평가심의결과에 따른 매매협의→매매계약 또는 제외 자료 반환

- 베이비부머(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 관련 자료
※ 해방 이후 우리나라 인구정책 사진⋅문서 및 관련 자료

4.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parano21@kdi.re.kr(이메일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본관 3층(글로벌지식협력단지 자료구입 담당자)
5. 접수기간
2018년 10월 11일(목) ~ 10월 24일(수)
6. 매도신청(서류접수)시 제출서류
- 자료매도신청서(서류심사용) 1부(소정양식)
- 매도대상자료명세서(소정양식) 각 1부 및 자료사진 1매(3x5 사이즈, 매도대상자료명세서에 부착)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인 경우)
-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인 경우)
※ 제출양식은 http://www.together70.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문화재 불법 매매ㆍ교환 대상 자료의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매도대상자료명세서의 ‘소장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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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