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방문 유의사항 안내문 
 

관리원 입문 절차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저희 관리원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관리원 방문 대상이 제한적으로 허

용되고 있는 점 양해바라며, 관리원 방문 시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

도록 협조 바랍니다. 

<관리원 반입·반출 금지품> 

구분 반입·반출 금지품 

정보통신기기 노트북, 무선통신매체 등 

보조기억매체 메모리 스틱(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CD, MP3 등  

종이출력물 관리원에서 생성된 출력물 

기록장치 사진기, 캠코더, 녹음기 등 

기타 데이터 케이블, USB 충전기, 멀티리코더 등 
 

2. 관리원 출입을 위한 행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 협조 공문 송부 (방문 2주 전) 

- 수신: 기획전략과 

2) 온라인 방문 신청 (방문 3일 전) 

- 관리원 홈페이지(www.nirs.go.kr)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 

- 방문 구분을 ‘단체’로 선택  

- 접견자: 기획전략과 송신아 주무관  

- 출입을 계획하는 모든 분의 정보를 입력  

- 개인 휴대품 정보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하셔야 주차 가능합니다. (단체의 경우, 버스 이동 권유) 

* 방문신청 절차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및 방문증 발급을 위한 필수사항 
 

3. 관리원을 방문하시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 및 출입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진행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사전에 방문자분들께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시어 방문 당일 혼선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1) 관리원 임시출입증 발급절차 

- 관리원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 가능  • 외국인 : 여권 

- 관리원 면회동에 오시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분증을 맡기고 아래의 보안

사항에 동의하는 전자서명을 하신 후,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습니다. 



"본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방문/견학에 있어 관리원 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하겠으며 관리원의 보안정책을 수용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외국인은 붙임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전자서명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원 출입을 위한 절차이므로 인솔자는 사전에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방문하시는 외국인들

께 충분한 사전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관리원 출입 절차  

- (외부) 회전식 게이트 통과 

- (본관) 스피드 게이트 통과 

- 소지품 및 반입 물품 X-Ray 검색대 통과 

-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검색 (Body Scan) 

- 관리원 내부에서는 출입증 상시 패용 
 

4. 관리원 홍보관 견학 절차 및 유의사항 

1) 소요시간 : 60분 ~ 90분 

2) 견학 순서 

- 4층 이동 → 홍보관 견학 → 브리핑실 이동 → 홍보 동영상 시청 → 일반현황 브리핑 → 질의·응답 → 기

념 촬영 → 1층 이동 

3) 관리원 내에서는 단체로 이동하며, 관리원 내 별도 촬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도록 부탁드리며, 도착 10분 전에 담당자(042-250-5273)

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원을 찾아오시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네비게이션에서 도착지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천문연구원”(화암동 소재)으로 검색해서 오셔도 됩니다. (천문연구원과 100m거리 맞은편에 있음) 
 

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주시기 바라며, 입문 전 체온 측정과 손소독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인솔자(정)(부)를 필수로 지정해주시고, 이동 중 담당자가 안내하는 안전 유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보안 서약서(외국인용)  

NON-DISCLOSURE AGREEMENT 
NIRS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is designated as a national institution 
which is specified in and protected by the Korean Law with the highest level of 
security. Therefore, we politely ask the visitors to kindly sign the agreement below 
with the basis of mutual trust. 

 

I declare not to provide nor disclose any information that I would collect or acquire 
visually and aurally during my stay in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to any 
third party for the purpose of gaining any personal or public profits. 

   .   .   (DD.MM.YY) 

 

No. Affiliation Name Signatur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