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때 이른 추위가 다가오면서, 만물은 조금 빠르게 다음 해를 준비하고 있습

니다. 쌀쌀한 날씨가 일찍 닥쳐오자 조금 길게 다음해를 준비하는 자연을 보면서, 주어진 

여건에 대처하면서 아름답게 생존해 가는 자연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같은 

자연의 교훈을 본 받아, 변화된 문화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 모색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훼손 멸실 위기에 처한 민간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러한 전통 기록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과정에

서 이 자료들이 연구 사료로서의 가치를 넘어 문화산업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그 속에 들어 있는 한국문화의 핵심 가치들은 우리가 지금도 공유해

야 할 것들이며, 나아가 세계에도 통할 수 있는 가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창작자들에게 전통의 창작 소재를 제공하는 ‘스토리 테마파크’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문화 자원 발굴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학관련 후발 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여러 국학관련 

기관들의 많은 도움도 받고, 또 많은 일들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각 기관들이 소장한 자료들의 성격과 각기 특성화 된 전문영역들에 주목하였고, 이것이 

대한민국 차원에서 보면 모두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

께 소통하고 힘을 합치면 우리 전통문화에 바탕한 콘텐츠가 세계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크게 감동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한류를 지속시키고, 더 나아가 한류를 확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첫 걸음을 떼는 자리입니다. 함께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기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선도적으로 전통문화 자산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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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을 산업적 가치로 재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험과 활동들

을 함께 공유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보다 더 의미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문화 창작 전문가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입니다. 국학관련 기관들 간의 작은 소통을 넘어, 그것을 활용하는 창작 전문가들과 큰 

틀에서 소통함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창작 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간의 협업도 결국은 창작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단순 담론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산업

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연대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특히 전통문화 유산 연구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그것을 문화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을 잡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덕분

에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콘텐츠진

흥원과 힘을 합하여 이번 콘퍼런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그리

고 이번에 참가한 주관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학관련 막내 기관으로서 함께 

참여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후원으로 도와주신 문화산업 현장의 여러 직능 

단체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창작현장에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일정을 

잠시 물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전통창작소재 제공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창작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의미있고 보람

찬 자리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6일

6개 주관기관을 대표하여, 

한국국학진흥원장 김병일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문화융성의 시대 원년인 2013년을 돌아보

고 내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기에, ‘이야기 한국, 전통창작소재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애쓰는 여러 기관들이 문화산업 현장과 좀 더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협업의 길로 들어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야기’는 모든 문화의 원천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며, 애니

메이션이 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나 ‘반지의 제왕’과 같은 사례는 문화콘텐츠에서 원천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국가를 넘어 세계 속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와 드라마, 가요 등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문화 

중심으로 확산된 한류는, 곧 시들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뒤로 하고,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반만년의 우리 역사 속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문화의 깊이와 넓이를 알리고 세계인들을 감동시킬 방법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랫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문화원형을 디지털화하여 콘

텐츠 소재를 축적하고,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조선시대 일기류 중심의 ‘한국형 스토리테마

파크’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의 전통

과 인문적 자산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창작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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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참석하신 문화산업계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각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콘퍼런스를 공동으로 준비해 주신 교육부를 비롯하여,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진 룡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의 원활한 소통과 현대적 재창조를 위한 자리인 이야기 한국, 전통

창작소재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우리 전통에 대한 창조와 계승은 관련 기관의 협업과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자리

이기에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라마와 팝음악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열기를 더해 가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 콘텐츠가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도 얻어 왔습니다.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재창조가 창조 경제 시대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보유한 전통 자료에 대한 연구 축적은 중국의 동북공정 

및 일본의 역사 왜곡 등에 반박할 고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 승정원일기 등 전통문화의 지식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학술 

정보가 민간 영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소재에 대한 발굴과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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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는 정부 관계자 및 관련 연구기관뿐 아니라, 전통문화의 대중적 활용에 관심

을 갖고 계신 산업계의 전문가 분들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콘퍼런스의 

토론과 강연을 통해 기존에 구축된 전통 자료를 확인하고, 앞으로 전개될 서비스 구축 방안

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6일

교육부장관  서 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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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10 발표1  국사편찬위원회 DB화 성과 및 창작 소재
∙ 류준범(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

15:10~15:30 발표2  한국학중앙연구원 DB화 성과 및 창작 소재
∙ 양창진(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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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지(동북아역사재단 홍보교육실)

15:50~16:00 휴식 (커피브레이크)

Session3 전통자료의 콘텐츠 개발과 창작 소재로의 활용

16:00~16:20 발표4  한국고전번역원 콘텐츠 개발과 창작 소재
∙ 한문희(한국고전번역원 고전정보센터)

16:20~16:40 발표5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과 창작 소재
∙ 이도형(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창작기반팀)

16:40~17:00 발표6  한국국학진흥원 콘텐츠 개발과 창작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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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8:00 종합토론및토론자 사회: 유동환 (안동대학교문화산업대학원교수)

최재봉(회장/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신연철(사무국장/한국영화프로듀서 조합)

박영주(상임이사/한국방송작가협회) 차성진(만화작가) 하원준(작가/영화시나리오 작가)

최희수(교수/상명대) 백기동(부장/한국문화정보센터)

8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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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자료소개 편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류 준 범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

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고대사에서 근현대사에 이르는 소중한 역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비롯하여 조선 중기 이후 

국가 최고 의결기관인 비변사에서 처리한 사건을 기록한 비변사등록 등 조선시대의 역사자

료를 한눈에 만날 수 있다. 또 고려시대를 아는데 기본이 되는 역사서인 고려사, 독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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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상들의 열망과 희생이 묻어나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대한민국 발전의 역동성이 

생생히 숨 쉬는 이승만서한철,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초기에 이르는 관료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록, 근현대 역사 인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근현대인

물자료, 각종 근현대 신문 잡지자료 등 진귀한 역사 기록물이 가득하다.

한국 고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해동고승전, 입당구법순

례행기와 같은 접하기 힘든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고대 역사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발췌한 자료도 있고 고대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금석문, 목간자료 등을 

디지털화한 귀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에서 보이듯이 역사는 생생한 현실의 문제이다. 이제 

역사는 단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우리 민

족의 근간이 되는 역사를 국민 모두의 것으로 돌려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어떨까. 

국사편찬위원회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역사 자료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7년 3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지식 정보에 관한 관심과 지원하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역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료로 보는 역사 지식을 제공하여 국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한국사 및 한국문화 관련 교육 자원의 확대와 대국민 문화수준 

향상의 토대가 되고 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연구 기여도, 사회적 활용도, 보존가치 등을 기준으로 구축되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해당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조선왕조실록)와 활용빈도가 

높은 종합자료(사서, 신문, 잡지), 분야별 전문자료(인명록, 재판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또

한 국내 유일본과 귀중본은 보존가치를 고려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1) 사진유리필름자료

사진 자료는 조선사편수회가 1927년 5월에서 1935년 9월 사이 우리나라, 일본, 만주 지방

에 산재해 있는 사료를 수집 촬영한 것(2,263종 5,580건)과 근래에 수집한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근대 관련 자료(121건)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필름은 본 위원회에서 간행한 일본공사관

기록 부분을 제외한 것(4,802건)으로서 이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진 자료와 중복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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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건의 자료는 새로운 것이다. 각 자료는 크게 고서, 고문서, 근대 문서, 금석, 유물 유적, 

서화, 인물,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경성도(京城圖), 공민왕 교서, 이순신 사부유서(賜符諭書), 

대한제국 황제의 전신(電信), 순종의 윤음(綸音), 명성황후 친필 서한, 진흥왕 순수비, 강감찬 

필적, 백제 무령왕 동경, 조선 세조 화상(畵像), 김시습 화상, 환구단 등 다양한 자료의 이미지

와 함께 주기 사항, 소장처, 자료 설명도 제공하고 있다.

2) 중국정사조선전

중국정사조선전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중국정사조선전 역주(전 4책, 1987~1990

년)를 디지털화한 자료이다. 사기(史記)에서 청사고(淸史稿)에 이르는 24종의 중국 정사에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국 고대국가의 사료가 중국 왕조의 본사인 ‘본기’와 구별되어 

‘동이열전’ 또는 ‘외국열전’과 같은 별도의 항목에 기록되었다. 중국정사조선전에는 한중 교류 

관련 사료뿐만 아니라 중국인이 남긴 생생한 풍습 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중국정사조선전 역주의 원문과 국역 전문을 디지털화하여 웹 서비스

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원문과 국역에 상세한 주석을 달아 사료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3) 한국고지도목록

한국고지도목록은 국사편찬위원회, 간송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

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고지도에 대

한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95년도 한국사연구지원 과제의 

결과물을 토대로 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조선시대까지 편찬된 고지도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였으나 1910년대 이후의 지도도 포함하였다. 총 1,500여 건의 지도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이 소장처별로 웹 서비스되고 있다.

4) 한국사료총서

한국사료총서는 국사편찬위원회를 대표하는 역사 자료집으로, 195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간행되고 있다. 한국사료총서는 유실되기 쉬운 국내외 사료를 조사 수집하여 영구 보존

하고, 한국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여 한국사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사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들을 선정하여 간행한 자료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사료총서를 순차적으로 웹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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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사연구휘보

한국사연구휘보는 한국사 관련 연구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등의 서지사항과 목차 정보를 

수록한 자료로, 1973년 이래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발간된 한국사연구휘보 자료와 2003년에 간행된 한국사종합논저목록을 통합하여 웹 서비스

하고 있다.

6) 한국사연표

한국사연표는 한국 역사상의 주요 사건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연표 자료이다. 본 데이터베

이스는 시대별 연표와 주제별 연표로 제공되고 있다. 시대별 연표는 고대사, 근대사, 대한민

국사연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별 연표는 광고연표, 회사기업가연표, 기상재해연표, 농민항

쟁연표 등과 같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7) 해외사료총서

해외사료총서는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조사 수집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각국

의 문서보관소와 컬렉션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목록을 정리 간행한 자료이다. 국사편찬위

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에 소재한 한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에 힘입어 2001년부터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 이전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영국 등에 소재한 한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주요 자료를 선별 수집하였다. 이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가기록원 등 국내 유관 기관의 소장 자료를 능가하는 최대 규모이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8) 국사관논총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국역사 논문집인 국사관논총을 디지털화하여 웹 서비스하

고 있다.

9) 한국사론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 역사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한국사론을 간행하였고 이를 디지털

화하여 웹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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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삼국사기

삼국사기(三國史記)는 현존하는 한국 고대사의 최고(最古) 역사서로 고려 인종의 명을 받

아 김부식 등이 1145년(인종 23)에 완성하였다. 삼국사기는 본기(本紀), 표(表), 지(志), 열전

(列傳)으로 구성된 기전체 역사서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삼국사기 정덕본(보물 723호)을 정본으로 삼아 교열 작업을 진행하

였고 판본별 비교 대조작업을 통해 교감을 수행하였다. 판본별 차이점은 교감주로 서비스하

고 있다. 국역의 경우 다양한 판본 및 최신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국역 및 주석 작업을 

새로이 수행하였다. 아울러 문화재청으로부터 원본이미지[옥산서원본(보물 525호), 성암본

(보물722호), 정덕본(보물 723호)]를 제공받아 웹 서비스하고 있다.

11)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고려시대에 편찬된 한국 고대의 역사상을 전하는 귀중한 역

사서이다. 삼국유사는 왕력(王歷), 기이(紀異),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

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 등 9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사(國師)를 지낸 

일연(一然)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교 관련 사료, 신화, 설화 등을 삼국유사에 수록

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사찬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고증주의를 기반으로 풍부한 한

국 고대 문화의 다양한 사료가 실려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삼국유사 임신본을 기준으로 교열 작업을 진행하고 여러 판본별 

비교 대조작업을 거쳐 교감 작업을 수행하였다. 판본별 차이점은 교감주로 서비스하고 있다. 

다양한 판본 및 서적을 참고하여 국역 작업을 새로이 수행하였고 기존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

여 주석 정보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문화재청으로부터 원본 이미지[규장각본(국보 306-2호),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보물 419-2호), 범어사 소장본(419-3호), 고려대학교 소장본(보물 

419-4호)]를 제공받아 웹 서비스하고 있다.

1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은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에서 1992년에 발행한 역주(譯註) 한국고대

금석문(韓國古代金石文)을 디지털화한 자료이다. 금석문 자료는 당대인들이 당시의 사건과 

그들의 생각을 직접 기록한 한국 고대의 일급 사료이다. 이와 같은 금석문 자료는 현존하는 

문헌 사료가 갖고 있는 사료상의 결함을 상당 부분 메워 줄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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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한국고대금석문에서는 고구려, 백제, 낙랑, 신라, 가야, 통일신라, 발해 등 한국 고대 

국가의 주요 금석문을 정리하여 통합하고 개관, 판독문, 해석문, 참고문헌을 수록하였다. 

원문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로보기’ 기능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국사편찬위원회

에서 구축한 기타 금석문 자료와 연계하여 각 금석문에 대한 여러 판독 자료를 제공하였다. 

금석문에 해당 이미지가 있는 경우 이미지 자료를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13) 일본육국사 한국관계기사

일본육국사 한국관계기사는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에서 1994년에 발행한 일본육국사(日

本六國史) 한국관계기사(韓國關係記事)를 디지털화한 자료이다. 일본육국사는 일본이 왕가

의 위상을 절대시하려는 의도로 편찬한 관찬사서(官撰史書)로서, 고대 한일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일본서기(日本書紀) 속일본기(續日本記) 일본후기(日本後紀) 속일본후기(續日

本後紀) 일본문덕천황실록(日本文德天皇實錄)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등에서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기사를 모두 발췌하여 국역과 주석을 붙이고 원문을 정리하였다. 특히 내용

별 연도별로 기사를 분할하고 주요 내용으로 제목을 표시하여 이용의 편의를 높였다.

14) 입당구법순례행기

입당구법순례행기는 9세기 일본 교토 엔랴쿠사(延曆寺)의 승려 엔닌(圓仁)의 일기로, 그가 

일본 큐슈(九州) 하카타를 출발하여 9년간(838~847) 당나라에 머문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사료이다.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과 관련된 기록은 2권과 4권에 실려 있다. 재당 

신라인의 활동상과 청해진 대사 장보고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원문텍스트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아

울러 여러 판본을 교감하고 기존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최고의 전문 국역과 주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5)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5년에 간행한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
(전 3책)을 디지털화한 자료이다.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원자료로 인식되고 있는 금석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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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망라하였다. 금석문 연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은 정확한 판독문을 작성하는 일이

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며 마모된 글자를 판독하는 자업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 자료는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에 수록된 금석문을 국가별로 분류하여 전문 입력하였

다. 각 금석문마다 다양한 판독문을 소개하고 같은 금석문에 여러 판독문이 있을 경우 판독자

를 표기하고 판독문을 연대순으로 수록하였다. 판독문 비교보기를 통하여 서로 다른 판독문

을 대조해 볼 수 있게 하였다. 판독문 다음에는 해당 금석문에 대한 논저 목록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여 관련 연구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판독문에 해석문과 상세한 주석을 달아 

금석문 내용의 이해를 도왔다.

16) 한국고대목간자료

목간 자료는 우리 학계에서 대나무에 글씨를 쓴 죽간, 나무에 글씨를 쓴 목독을 총괄하여 

일컫는 이름이다. 중국의 경우 이미 한나라 때부터 사용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6세기 전후, 

일본은 7세기대의 것이 주로 발견되었다. 삼국시대부터 나타나는 한국 목간은 주로 왕궁이나 

관청 등 행정 중심지나 사찰, 지방의 거점 산성 등에서 발견되고, 최근에는 수중고고학의 

성과로서 침몰 선박 등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목간자료는 내용상 행정문서와 짐꼬리표, 

논어와 같은 경전류 및 문장을 연습하는 자료 등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고대목간자료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 서

비스하기 시작한 자료로서, 1978년 안압지 출토 목간으로부터 2009년도 태안 마도 출토 목간

까지 450건의 목간 자료를 아우르고 있다. 백제 목간으로는 부여 능산리 사지, 관북리 쌍북

리, 궁남지와 동남리, 금산 백령산성, 나주 목암리 목간이, 신라 목간으로는 함안 성산산성, 

하남 이성산성, 익산 미륵사지, 경주 안압지, 월성 해자, 황남동, 울산 반구동 목간이, 논어 

목간으로는 김해 봉황동과 인천 계양산성 목간 등이 포괄되어 있다. 또한 수중 고고학의 

성과로서 태안 앞바다와 신안 앞바다의 고려 목간이 소개되어 있다. 

17)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은 국사편찬위원회가 2006년에 간행한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

편(전 7책)을 디지털화한 자료이다. 이 자료집은 중국의 각종 사서류, 시문집류, 총서류 

등 95종 9,310권의 중국 고서에서 한국 고대사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간행한 역작이다. 여기

에는 고조선부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936년까지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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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관련된 일본, 거란, 말갈, 돌궐 등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집은 한국 고대사 

관련 기록을 총망라하여 한국 고대사 연구의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사료들을 집대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18) 해동고승전

해동고승전은 고려 고종 2년(1255)에 각훈(覺訓)이 편찬한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승전(僧

傳)이다. 이 책은 한동안 실전되었는데 1910년경에 다시 유포되었다. 해동고승전의 원래 체

제가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지금은 2권 1책만이 전하고 있다. 순도(順道), 마라난타

(摩羅難陀), 아도(阿道), 원광(圓光), 혜업(惠業) 등 여러 승려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다.

1931년에 수집한 국사편찬위원회본을 기준으로 중추원 필사본, 천견윤태랑(淺見倫太郞)본, 

규장각본, 한국불교전서본 등과 대조하여 교감하였고, 이를 국역하여 웹 서비스하고 있다.

19) 고려사

고려사는 정인지(鄭麟趾) 등이 1451년(조선 문종 원년)에 편찬한 역사서로 고려시대 연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고려사는 1449년(세종 31)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2년 반 만에 

완성을 보고, 1454년(단종2)에 간행하였다. 책의 구성은 기전체 방식을 따랐으며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표(表) 2권, 열전(列傳) 50권, 목록 2권 등 총 13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9년부터 1단계로 구점본(句點本) 고려사를 규장각 원본이미지와 연

계하여 서비스하고, 이용의 편의를 위해 권별, 날짜별, 주제별(세가, 지, 표, 열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0년에는 2단계로 문장 부호, 색인어 태그(인명, 지명, 서명, 관직명), 기사제

목 등이 포함된 표점본(標點本) 고려사를 서비스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20) 각사등록

각사등록은 각 지방 관아와 중앙 관청 사이의 각종 문서와 이를 베껴 적은 등록을 알아보기 

쉽도록 새롭게 정서하여 편찬한 조선시대 연구의 기초 사료집이다. 이 문서들은 대부분 임진

왜란 이후부터 1910년 국권피탈까지의 기록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

장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일부 남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각사등

록 가운데 칙사등록, 조하등록, 전객사일기를 디지털화하여 웹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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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각사등록 근대편

각사등록은 각 지방 관아와 중앙 관청 사이의 각종 문서와 이를 베껴 적은 등록을 알아보기 

쉽도록 새롭게 정서하여 편찬한 조선시대 연구의 기초 사료집이다. 이 문서들은 대부분 임진

왜란 이후부터 1910년 국권피탈까지의 기록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

장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일부 남아 있다. 각사등록 근대편은 서울대학

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1880년대~대한제국기의 정치 외교 통상

재정 사법 왕실 등에 관련된 80여 종의 공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22) 고종시대사

고종시대사는 1863년 고종 즉위년부터 1910년 한국이 일제에 강점될 때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각 관아 기록 외교 문서 및 개인 저작 등을 기초로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고종실록, 순종실록에 오류가 많아 조선왕조실록을 계승한다는 사명으로 만든 자료

집으로 1967~1972년에 6책으로 간행되었다. 날짜별로 중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기사를 만들

고 이를 요약한 제목을 붙였다. 각종 화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3) 대마도종가문서자료집

대마도(對馬島) 종가(宗家) 문서는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가 조선사편찬 사업

과 식민 통치의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였던 것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접수한 자료

이다. 일본 에도 시대 대마번(對馬藩)이 조선과의 통교 및 무역을 독점하였던 만큼 대마도

종가문서에는 중요한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부산 왜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선과 

일본의 교섭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외교문서와 각서, 서간, 무역 관계 증서 그리고 방대한 

양의 번정(藩政) 문서를 담고 있다. 또한 한일 간의 교류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음악 복

식 음식 등 문화사 또는 지역사와 같은 분야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수록되

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방대한 대마도종가문서 자료들 가운데 ‘분류기사대강’을 우선적으로 선

별하여 웹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졌던 복잡한 통교의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편년체로 편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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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학농민혁명사 논저목록

동학농민혁명사 논저목록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수집한 동

학농민혁명 관련 국내외 연구논저를 토대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 국내의 연구논저는 

단행본(1946~2006년) 306권, 일반논문(1955~2005년) 1,309건, 학위논문(1959~2005년) 285

권, 외국 연구논저는 일본 197건, 중국 1,349건의 서지사항을 수록하였다. 저자, 제목, 발행

처, 발행일, 목차 등을 제공하고 있다.

25)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동학농민혁명사 일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간행한 동학

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연구 분석에 해당하는 결과물이다. 1869년부터 1893년까지의 교조신

원운동과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진행된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동학농민군, 관군, 일본군, 

중앙 정부의 활동 내용을 주제별 일자별로 정리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본 자료와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반영하여 연구자 및 일반인들이 동학

농민혁명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6) 동학농민혁명 자료총서

동학농민혁명 자료총서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간행한 동학농민

전쟁사료총서 1~30권(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6년)을 디지털화한 자

료이다. 오하기문, 동학사(초고본), 용담유사, 동경대전 등 동학 관련 주요 사료들이 해제와 

함께 이미지로 제공된다. 경란록, 김약제일기, 취어, 수록, 동도문변 등 일부 자료는 국역되어 

있다. 주제별, 일자별 검색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27) 비변사등록

비변사등록(국보 제152호)은 조선 중 후기의 국가최고 회의기관이었던 비변사의 활동을 

기록한 자료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관찬 사료로 손꼽힌다. 조선

시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유산이다. 비변사등록 가운데 1617년 이전 등록은 전해지고 있지 않으며 1617년부터 

1892년까지의 등록 중에서도 54년 간의 등록이 없어졌다. 따라서 현존하는 비변사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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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광해군 9)부터 1892년(고종 29)까지의 등록 가운데 273책만이 남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비변사등록 탈초본(28책, 1959～1960)” 간행, “비변사등록 색인(2책/인명 

기사편 1책, 기사목록편 1책, 1987~1997)” 간행, “비변사등록 원문 DB 구축(2005~2010)”, “비

변사등록 국역본(30책, 광해군 9년~영조 7년, 1989~2007)”간행, “비변사등록 국역본 DB 구축

(2000-2012)” 등의 사업성과를 이루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비변사등록 원문 및 국역본

을 웹 서비스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28) 근대 한일외교자료

근대 한일외교자료는 개항 전후 초량 왜관 자료를 비롯하여 부산 일본총영사관 자료까지 

망라하고 있어 근대 한일 외교의 단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국사편찬위

원회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의 협조로 제공받은 자료를 적절히 가공하여 웹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교린수지(18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을 위한 최초의 한국어 

학습서), 조선사무서(일본외무성 조선사무과에 보존된 과거 문헌을 년 월별로 정리 집대성

한 것), 항한필휴(일본이 조선에 대한 정치, 외교 교섭의 수행에 참고하기 위해 만든 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2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통감부문서

주한일본공사관기록 통감부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유일 소장하고 있는 1894년부터 

1910년까지의 주한일본공사관 통감부의 문서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근대 한일관계사를 비롯

한 국제 관계사, 정치사, 경제사 등 한국 근대사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이다. 주한일본공사관

영사관과 일본 외무성, 각국 주재 일본 공사관 영사관과 일본 외무성 등이 주고받은 비밀 

전보 공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 경시청 헌병대의 비밀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명성황후 시해사건, 러일전쟁, 한일의정서 을사조약 한일신협약 체

결, 고종의 강제 퇴위 관계, 안중근 의거, 국권 침탈 등에 관한 일본의 정책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내용이 매우 자세할 뿐 아니라 밀담이나 수정되기 이전의 초안들이 많아 정책의 

집행 과정은 물론 수립 과정까지도 상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이 기록에는 주한 일본 외교관들

이 한국의 정치세력이나 열강의 동정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첩보원을 통해 입수해 본국에 

보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원문 이미지, 

원문 텍스트, 번역본을 웹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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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추원조사자료

중추원조사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유일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중추원, 조선사편수회 

등에서 조사 정리한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관습조사사업에 관한 내용과 부동산법조사회 법

전조사국 취조국 참사관실 등이 조사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일제가 

한국의 관습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식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웹 서비스하고 있는 총 48건의 번역 자료는 편의상 경제관계, 관습관계, 풍속관계,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번역 대상 자료에 대한 선별 기준은 ①실제 조사 자료일 것, ②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정리된 자료일 것, ③기타 식민지기 연구에 유용할 것 등이다. 경제관계에는 시장과 

소작 조사 등의 자료, 풍속관계에는 조선의 제례, 의식, 종교 등에 관련된 조사 자료들 및 

이들 조사에 대한 정리보고 서류, 관습관계에는 조선의 민법 상법과 관련된 관습, 즉 구관 

조사 및 각 지역의 특별한 관습에 대한 조사 자료, 기타에는 조선사편수회 회의록 및 서무철, 

중추원 관제, 식민지 조선의 일반적 사정 등에 관한 조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31) 직원록자료

직원록자료는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초기의 공무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대상 자료는 1908년판 대한제국 직원록, 1910년부터 1943년까지의 조선총독부 직

원록, 1952년판 대한민국 직원록이다. 이들 자료에는 대한제국, 조선총독부,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부처에 소속된 직원들의 이름과 관직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32) 한국근대사자료집성

한국근대사자료집성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여러 해 동안 조사 수집한 국내외 한국근대사 

관련 자료를 정리한 자료집이다. 현재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수집한 <외무성기록> 

중 요시찰한국인거동(1~3권), 한일어업관계(5권), 한일경제관계(6~7권), 국권회복(8권), 간

도 연해주 관계(9~10권)를 웹 서비스하고 있다.

33) 한국근현대신문자료

한국근현대신문자료는 한국 근현대 연구에 필수적인 신문 자료를 모아 놓은 자료군이다. 

한국근현대잡지자료와 함께 이 시기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들의 필수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신문 자료를 통해 당대의 시대적 이슈와 생활상, 여론 동향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신문 자료는 



50 _ 

기사제목과 색인어 등을 통한 검색으로 원하는 기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하고 있다.

34)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국근현대인물자료는 한국 근현대에 활동한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 각 인물별로 관련 1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근현대 역사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여러 자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인물 정보를 인물별로 집대성한 것으로 인물 사전과 같은 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장차 한국근현대인명사전을 만들기 위한 예비 작업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35) 한국근현대잡지자료

한국근현대잡지자료는 한국근현대 연구에 필수적인 잡지 자료를 모아 놓은 자료군이다. 

한국근현대신문자료와 함께 이 시기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들의 필수 자료로 이용되고 있

다. 이들 자료를 통해 당대의 시대적 이슈와 생활상, 여론 동향을 상세히 알 수 있다. 개벽
대동아 동광 삼천리 등 19개 잡지는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무휘보 근우 문
교의 조선 등 64개 잡지는 목차만을 제공하고 있다.

36) 국내외항일운동문서

국내외항일운동문서는 국내를 비롯한 만주, 상해,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국외 한인 사회에 

대한 자료로 해외 한인 사회운동 및 국내 주요 사건 운동에 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소장하

고 있는 ‘일제 경성 지방법원’문서이다. 여기에는 각종 편철 문서와 신문, 재판 기록이 존재한

다. 이 자료는 ‘국내 경제 관계자료’, ‘국내 항일운동자료’로 정리되었으며 그 중 신문, 재판 

기록은 ‘일제하 사회 사상운동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

된 한국 관계 자료로 일본 정부가 수집한 해외의 한국인 생활 실태, 농업 상황, 항일 운동가 

및 단체 동향, 첩보 자료 및 외교 활동에 관한 보고서들이다.

3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은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자료를 종합적이

고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간행한 자료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

집 45책, 별책 6책을 디지털화하여 웹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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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제시기 희귀자료

일제시기 희귀자료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고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희귀 

자료 94종 1,036책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이 협력

하여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산업지, 경상남도직원록, 경상남도토목요람, 부산이사

청법규류집, 부산상공안내, 경상남도보 등 주로 부산 경남지역의 사회 문화 행정에 관한 자

료이다.

39)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 간행한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전

13권)를 원문대로 디지털화한 자료이다.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

여 일제의 침략 정책과 그에 대한 저항 운동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여 주요 사건을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

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 비밀문서 및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문서, 속기록 등의 기초 자료뿐 아니라 광범위한 보조 자료를 이용하였다.

40) 한국근대지도자료

한국근대지도자료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1916년부터 1927년까지 발행한 지도이

다. 종로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국 59개 권역의 633도엽의 지도(1/50,000)이다. 국사편찬

위원회가 종로도서관과 협정을 맺어 이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전체 지도에서 일부가 누락

되어 있어 2009년 추가로 업데이트하였다. 현재는 종로도서관 소장 지도인 633도엽과 누락

분 89도엽을 합하여 722도엽을 웹 서비스하고 있다(조선전도일람표 및 지도 봉투를 포함하

여 총 747건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41) 한국근대지지자료

한국근대지지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종로도서관과 협정을 맺어 종로도서관 소장 지지

(地誌) 자료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1927년부터 1930년까지 조사된 13개도 119개 군의 지리적 

특색(연혁, 지세, 특산물, 명승고적, 행정구획, 토지 면적, 기상, 인구, 교육, 교통 등)을 기록

한 자료이다. 이들 자료 외에 1937년에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경전(京電) 하이킹코

스 제3~5집(풍납리토성, 당인리, 양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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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 근현대 경제사 연구의 기본 자료인 기

업과 기업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만든 자료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본점을 두었던 

34,000여 회사, 일본 및 외국회사로 조선에 지점을 두었던 1,200여 회사, 조선 내 각종 조합류 

6,710여 개에 관한 정보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존재하였던 32,000여 

기업체의 정보가 수록되었다. 또한 일본어 자료의 경우 적합한 한국어로 바꾸어 입력하여 

의미 전달이 쉽도록 하였다.

43) 한국독립운동사자료

한국독립운동사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1970년부터 간행을 시작하여 총 40책으로 완간

한 대표적인 독립운동사자료집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24책을 선별해 디지털화하였다. 대한

민국임시정부, 3 1운동, 안중근의사, 의병운동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다.

44)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가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총 71책으로 완간

한 대표적인 독립운동 관련 자료집이다. 독립 운동 단체, 3 1운동 등에 투신한 국내외 독립운

동가들에 대한 일제의 신문(訊問), 재판기록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에만 소장되어 있는 자료이다. 국역문, 일본어 원문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45) 미군정기 군정단 군정중대 문서

미군정기 군정단 군정중대 문서는 1945~48년 시기 남한의 지방을 점령하고 통치하였던 

주한미군정 지방 군정부대들에 관한 자료들이다.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후 남한에는 주한미군정이 수립되어 점령통치를 시작하였다. 1946년 

1월 주한미군정청이 설치됨으로써 중앙(주한미군정 사령부)-도 군정(군정단)-시 군 군정(군

정중대)-(군정중대파견대)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군정단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파견되

어 도 군정을 운영하였고, 산하의 군정중대를 감독하였다. 군정중대는 시 군 단위 지방에 

파견되었고, 지역에 따라 군정중대는 하나 또는 수개의 군정중대파견대를 상시 혹은 임시로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군정단의 규모는 대개 장교 13명, 사병 26명(정원은 장교 20명, 사병 

52명)이었고, 군정중대는 장교 12명, 사병 60명(정원은 장교 20명, 사병 56명)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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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남한의 각 지역에 주둔한 총 7개 군정단과 37개 군정중대 등 총 44개 군정부대가 

해당 지역을 통치하며 기록한 자료이다. 해방 이후 지방의 실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 군 단위의 지방 현대사를 복원하는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46) 반민특위조사기록

반민특위조사기록은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특별검찰

부의 심문 조서이다. 친일 인물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국사편찬위원회 유일 소장 자료

이다. 1948년 9월,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리법을 제정한 후 10월에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이는 친일부역자를 조사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민특위가 조사 대상으로 잡은 수효가 

7,000여 명, 그 가운데 취급 건수가 682건인데 현재까지 발굴된 원자료는 이 64명에 관한 

기록뿐이다. 이 자료는 당시 반민특위 활동상과 친일파의 변호 논리, 그 밖의 증언과 재판 

내용 등을 원사료의 형태로 가장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어 이 분야 연구의 1차 자료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47) 유엔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미 국무부의 문서

유엔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미 국무부의 문서는 1949년의 유엔한국위원단(United Nations 

Committee on Korea: UNCOK)의 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의 출처는 미국 국립문서기

록관리청(NARA)이 소장하고 있는 RG 59 문서군이다. 1948년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ttee on Korea: UNTCOK)의 활동에 관한 자료는 유엔한국임시위

원단 관계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유엔은 2차례에 걸쳐 한국 문제를 조사 해결하기 위해 위원단을 구성해 한국에 파견하였다.

1947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1948년 2월 남한에 파견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첫 번째 

임무는 한국 통일 문제에 관한 여론을 수합해 유엔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측의 입북 수용 거부로 남한만의 여론을 수합해 유엔 소총회에 보고하였으며, 그 후 5 10 

총선거 감시 및 결과 보고로 임무가 변경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임무 종결에 따라 

1949년 유엔은 재차 유엔한국위원단을 조직해 한국의 통일문제 해결에 주력케 하였다. 이 

위원단은 1949~50년 시기 남한에 체류하면서 평화통일의 진전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

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자료에는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부터 유엔한국위원단의 조직과 활동, 5 10 총선거 감시, 

유엔 위원단의 구성과 활동,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응과 조치, 주한미대사관의 대응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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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당국의 반응 등이 발생한 사건과 경과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48)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 문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 문서는 유엔이 파견한 1948년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ttee on Korea: UNTCOK)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의 출처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소장하고 있는 RG 59 문서군이다. 1949년의 유엔한국위

원단(United Nations Committee on Korea: UNCOK)의 활동에 관한 자료는 유엔의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미 국무부의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유엔은 2차례에 걸쳐 한국문제를 조사 해결하기 위해 위원단을 구성해 한국에 파견하였

다. 1947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1948년 2월 남한에 파견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첫 

번째 임무는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여론을 수합해 유엔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측의 입북 수용 거부로 남한만의 여론을 수합해 유엔 소총회에 보고하였으며, 그 후 

5 10 총선거 감시 및 결과 보고로 임무가 변경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임무종결에 

따라 1949년 유엔은 재차 유엔한국위원단을 조직해 한국의 통일문제 해결에 주력케 하였다. 

이 위원단은 1949~50년 시기 남한에 체류하면서 평화통일의 진전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자료에는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부터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조직과 활동, 5 10 총선거 

감시, 유엔위원단의 구성과 활동,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응과 조치, 주한미대사관의 대응과 

조치, 남북한 당국의 반응 등이 발생한 사건과 경과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49) 이승만서한철

이승만서한철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1944~1965) 총 10권

과 이승만 관계 하와이 법정자료인 대한인국민회와 이승만(1915~1936)을 묶어서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승만서한철의 기본 자료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보 선전분야 고문이었던 올리버

(Robert T. Oliver) 박사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한 개인 소장 자료이다. 이 밖에 미국의 

맥아더기념관(MacArthur Memorial),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 Archives, 

Stanford University)의 굿펠로우콜렉션(Milard Preston Goodfellow Collection), 유엔문서보

관소(U.N. Archives, New York)에 소장되어 있는 이승만 관련 서한, 문서, 자료를 선별한 

것이다. 이 서한 자료를 통해 해방 직후부터 4 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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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 경제상황, 한미관계, 한국과 유엔의 관계 등에 관한 생생한 역사를 알 수 있다.

50) 자료대한민국사

자료대한민국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역사를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집이다. 당시 

신문 자료를 중심으로 관보, 국회속기록, 미국이 작성한 해당 시기 관련 자료, 각종 통계와 

일지류 등을 토대로 편찬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과 미국과 소련의 대한 정책, 

6 25전쟁 발발과 전개 과정, 휴전 협상 과정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사회의 단면과 

변화상을 보여주는 자료, 문화와 생활상 등에 관한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특히 중앙에서 

발행된 신문뿐 아니라 지방에서 발행된 신문까지 포괄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

켰다. 현재 이 자료는 가장 이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다.

51) 친일파관련문헌

친일파관련문헌은 민족정기의 심판 반민자 대공판기 반민자죄상기 친일파군상
등 친일파 관련 4종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이다. 이 책들은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던 시기에 출판된, 친일파의 반민족 

범죄 행위를 자세하게 밝힌 귀중한 자료이다. 비록 민간에서 출판된 책으로 사실관계에서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부 기록만 남아 있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의 반민특위 재판기록과 더불어 친일파 문제를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52) 휴전회담회의록

휴전회담회의록은 1953년 7월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체결된 휴전협정에 관한 회의 자료

이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휴전회담 기록 가운데 유엔군 측이 작성한 가장 정확

한 공식문서이다. 휴전회담의 상대방이었던 공산 국가 측의 기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상황

에서 이 회의록은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과 쟁점, 휴전회담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의 원 제목은 <1951~53년간 유엔군사령부 한국 휴전회담(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1951~1953)>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사 수집한 회의록의 

원본은 미국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Collegepark)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NARA)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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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사업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사업은 2011년 기초조사를 거쳐 2012년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

되어 2013년 현재 2차년도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완료까지 총 22년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까지 3년간은 본격적인 번역에 앞서 사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초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크게 보아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몇몇 부분을 선별적으로 발췌하

여 번역하는 샘플 번역 작업과 영문 역사용어용례사전 제작을 위한 용어 및 용례 발췌 작업, 

그리고 실록에 보이는 외국계 고유명사 정리작업 등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실제 번역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약 500여년간에 걸친 조선왕조의 정사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기술, 군사, 외교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들과 아울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담은 기록유산의 보고이다. 일찍이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면, 

1997년에는 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된 바 있듯이 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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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여다보는 창(窓)으로서 조선왕조실록이 갖는 가치는 소수의 전문 역사가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일반 독자에게까지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감대는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국사편찬위원회의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즉 전란을 

피해 깊은 산속 사고(史庫)에서 보관되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차단되었던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인 1955∼1958년의 4년간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축쇄영

인본으로 간행되어 사실상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된다. 물론 1928년부터 1932년까지 

경성제국대학이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을 제작한 바 있지만, 이때는 30부만을 간행하여 극소

수의 연구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1950년대 국사편찬위원회의 영인본 간행

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세상에 내놓은 첫 결과물이었다. 이후 1993년 26년간

의 노력 끝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 의해 조선왕조실

록 국역본 총 413책이 발간되었고, 1995년에는 서울시스템에 의해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전

질이 CD-ROM으로 제작, 보급되어 한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손쉽게 조선왕조실록

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서울시스템과 함께 1995년부터 2000년까

지 조선왕조실록 원문의 표점 교감본을 CD-Rom형태로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2005년부터 조선왕조실록 원문 교감본과 국역문, 그리고 태백산본 실록 원문 이미

지에 대한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하여, 소수의 역사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사 연구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각종 문화 컨텐츠 개발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사업은 조선왕조실록의 국내 보급과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왕조실록을 전 세계에 보급하여 국외에서의 한국사 및 동아시아사 연구에 기여하고,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는 외국의 일반 독자들에게 한국을 알리며, 나아가 세계인들의 기록문

화유산이라는 그 위상에 걸맞도록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사업은 영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

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실제로 원래 계획대로 

20여년에 걸쳐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내 영자신문사가 한 해에 생산하는 영문기사 총 분량의 

절반가량을 매년 번역, 출간해야 한다. 즉 한 개인이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이 불가피한 바, 그러한 집단적인 작업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번역작업에 앞서서 작업 체제 및 번역 방식, 용어 사용 등에 대한 통일된 

작업 지침이 필수적이다. 이에 사업의 첫 3년 동안은 조선왕조실록 본문에 대한 번역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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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준비 작업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

진다. 첫 번째는 실록 본문에 대한 번역작업이다. 다만 그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우리 고전에 

대한 영역 작업이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 번역의 추진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2년에는 실록 샘플 번역을 시작하였다. 즉 정종 태종 세종 세조 종실록

에서 모두 230건, 한문 기준 5만자 분량의 기사를 추출하여 번역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

서 용어표기 문제, 본문 가운데 한자 병기 여부, 특히 고유명사의 로마자 표기 방안 등 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던 각종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에 2013년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실록 즉위년 및 원년 기사에서 

지난해보다 2.5배 증가한 12만 5천자 분량을 번역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영문 역사용어용례집 작성 작업이다. 이는 기존에 한국사 용어를 영문으로 옮길 

경우, 일관성 없이 개개 학자들이 자기 견해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번역한 사정을 감안하여 

한국사 용어 번역의 원칙을 세우기 위함이다. 실제로 영미권의 한국사 관련 각종 서적에서는 

조선시대 국방 문제를 담당한 병조(兵曹)를 Board of War, Ministry of War,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등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연구자간에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

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지금까지 한국사 용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구체적으로 어떠

한 문맥에서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미권에서 출판된 한국사 관련 각종 연구서

를 조사하여 번역 사례들을 수집, 정리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약 10,400

건의 용어, 용례를 수집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5,000건을 수집할 예정이다. 물론 이 가운데 

중복이나 해석 오류 등에 의해 제외될 것들도 있겠지만, 이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어떤 것보다 방대한 규모의 영문 역사용어용례집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집된 각각의 용어 번역 사례가 어떠한 학문적 맥락 속에서 

선택되고 사용되었는지를 규명하고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조선왕조실록 

영역 사업에서 용어 번역의 일관성을 확립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한국사 표준 용어용례집

(글로서리)을 만드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방향의 작업은 조선왕조실록속에 나타나는 외국계 고유명사 정리 작업이다. 현재 

조선왕조실록 국역본에는 한자로 표기된 외국계 인명이 한국식 발음 그대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면 후금(後金)의 건국자 누르하치는 노추(奴酋), 혹은 노을가적(老乙可赤) 등으로 표

기되어 있는데, 이는 누르하치(Nurhaci)라는 여진 이름을 한자로 음차한 것이다. 특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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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의 경우에는 한국식 한자 독음으로 표기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적 관념이 반영되

어 있어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일본 도쿠가와 막부 창건자인 도쿠가와 이에야

스[德川家康]가 조선왕조실록에서 언급될 때, 우리나라 전통에는 없는 묘우지[苗字]에 해당하

는 德川대신 우리에게 익숙한 우지[氏]에 해당하는 源을 붙여 源家康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표기법은 외국 인명을 점차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는 추세와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해외의 역사연구자는 물론, 해당 지역의 역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우리나라

의 많은 독자들에게도 누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또한 여진/몽골계 

인명의 경우 한문으로 음차된 발음대로 읽을 경우 마치 그들이 한자로 상징되는 중국문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그들이 갖고 있는 강한 내륙아시아문화의 전통을 

간과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15세기 전반 여진 추장으로 조선왕조실

록에 童猛哥帖木兒로 기록된 인물의 경우, 이를 ‘동맹가첩목아’로 읽을 경우 단지 중국 변방

의 소수민족의 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통몽거티무르’, ‘퉁밍거티무르’, 혹은 ‘몽케테무

르’로 읽을 경우에는 이 인물을 내륙아시아와 전통의 맥락속에서 볼 수 있게끔 한다. 이상에

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선왕조실록속 외국계 고유명사 정리 작업은 외국 인명과 지명을 가급

적 원래 발음대로 표기하고 국문 및 영문으로 그 설명을 달아서, 외국인명의 한문 표기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외 독자들도 실록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작업을 통해서 국외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실록이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전체를 아우르는 자료의 보고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방대한 규모 때문에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축쇄영인본을 제작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고, 국역분을 완성하는데는 한 세대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사업도 그에 못지않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세계

화라는 이 사업의 장기적 효과가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인지를 예상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2년간 실시하고 있는 준비 작업을 통해서 한문으로 된 우리 고전의 

영어 번역 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한국사 연구를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영문 역사용

어용례집을 작성하고, 조선왕조실록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인 외국계 

고유명사 정리 작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성과들은 조선왕

조실록 기초 작업의 가시적 성과로서 국내외 역사학계는 물론이고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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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국왕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왕명출납 및 제반 행정사무 등을 기록

한 관찬자료로 국보 303호이며,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에 등재되었다.

1) 연혁

승정원일기는 조선초기부터 기록되어왔으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인조2년(1624) 이

괄(李适)의 난과 영조 20년(1744) 승정원의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그러나 영조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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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에 일기청이 설치되면서 인조대 이후부터 개수되었고, 1910년까지 모두 3,243책, 288

년간의 기록물로 남아 있다.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2) 사료적 가치

단일 기록으로는 최대의 역사 기록(총 3,245책, 2억 4천만자 내외)이며 조선왕조실록이 

5,400만자이고, 중국 二十五史가 3,990만자)이다. 뿐만 아니라 내용상에 있어서 매일의 기상

기록, 왕에 대한 진찰기록과 약 30만명을 넘는 관료, 상민, 노비의 이야기가 288년간의 기록

안에 수록되어 있다.

3) 대중화사업

국사편찬위원회는 30년 이상을 이 콘텐츠의 보급을 위해 매진해 왔다. 1960년부터 1977년

까지 18년동안 승정원일기 초서 원본을 탈초하여 영인본 141책을 간행한 바 있으며, 2001년

부터 현재까지 원문을 전산화하는 정보화사업을 통해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 서비스하고 

있다(sjw.history.go.kr). 최근의 정보화사업은 한국학 연구의 심화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다는 목표아래 한적(漢籍) 자료 전문가를 발굴 및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인문적 토양

을 배양하며, 역사 문화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4) 최근의 경향

승정원일기는 자료의 방대함 때문에 전공자들조차 좀처럼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본 위원회

의 정보화사업을 통해 최근 조선후기 정치사 연구는 물론 왕실 문화 사회사 생활사 등을 

중심으로 차츰 연구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실례로 2009년승정원일기, 소통의 정치를 논하

다라는 대중서를 통해 흥미로운 소재들이 소개된 바 있어 향후 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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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료로’ 우리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 운영하는 사이트가 우리역사넷입니다. ‘한국사 대중화’

와 ‘역사 교육 강화’를 목표로 2010년부터 웹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매년 콘텐츠를 추가하여 

현재 11개 아이템이 서비스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우리역사넷의 시작 화면이다.

 

우리역사넷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주요 아이템을 소개하면 다음의 자료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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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 현대사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한 사진 자료를 주

제별로 선별하여 해설과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2012년에 처음으로 3개의 주제 컬렉션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20년대 사회상”, 

“농촌생활과 새마을 운동”)을 구축해 서비스

하고 있다.

2) [신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1973년부터 6년에 걸쳐 

한국사 25책을 간행하였고, 이후 새롭게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1993년부터 9

년에 걸쳐 한국사 52책을 간행하였다. 한
국사 52책을 텍스트와 웹북 형식으로 서비

스하고 있는 ‘[신편] 한국사’를 통해 선사 시

대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한국

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3) 한국의 역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4년에 재외 동

포들의 모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행한 한국의 역사를 텍스트와 웹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는 한국어

와 영어로 쓰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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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한국사의 중요 주제를 풍부한 사료를 활용

하여 강의한 것으로 2011년부터 서비스를 하

고 있다. 네 개의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는

데, 각각의 제목은 “한국의 건국 신화 읽어보

기”, “이야기 고려사”, “고종과 대한제국의 개

혁과 좌절”, “한반도 신탁통치안”이다.

5) 교과서 주요 사료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간행된 중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료 827건을 선별하여 원

문과 번역문에 해설을 덧붙여 서비스하고 

있다. 2013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도 사료를 추가로 120건을 선별하여 콘

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6) 교과서 이미지 자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간행된 중 고

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이미지 자

료를 주제와 유형별로 분류하여 해설과 함

께 서비스하고 있다. 2013년 3월부터 서비

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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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역대 국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 디지털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역대 국사 교과서’에서는 개화기부터 2011년까

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된 한국사 교과서를 볼 수 있다. 교과서 편찬 시기를 개화기 및 대한 

제국기(1985~1910), 일제 강점기(1910~1945),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1945~1954), 제1~7

차 교육과정(1955~)의 4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교과서를 2종씩 선정하여 

텍스트와 웹 북 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는 개화기부터 미국정기 및 교수 요목기에 

간행된 교과서 6종과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간행된 교과서 2종이 서비스되고 있다. 1차부터 

6차 교육과정에 의해 간행된 교과서 12종 18책은 현재 서비스를 위해 준비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다.

8) 역사 속 오늘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 

history.go.kr)에서 서비스되

고 있는 근대사 연표와 대
한민국사 연표(3책)에 실린 주요 사건을 일 단위로 매일 20건 내외씩 선별하여 보여주고 

있다. 올 해 ‘역사 속 오늘’의 시간 범위를 조선시대로 확장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내년에는 

조선시대의 사건들도 역사 속 오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표2 발표자료 편

양  창  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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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자료소개 편

과거 급제 기록에 나타난 콘텐츠 소재의 다양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콘텐츠 소개

양 창 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정보화실)

1. 머리말

사극(史劇)이 연일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모으고 있다.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퓨전 사극”

이라는 장르가 출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바야흐로 사극 전성시대이다. 

최근의 사극에는 과거와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과거에는 주로 조선시대를 다루었는데 이제는 시대를 거슬러 고려를 지나 고대(古

代)까지 올라간다. 둘째, 왕실의 싸움이나 전쟁 등 이 주된 소재였으나 이제는 노비, 상인, 

백정, 하급 무사 등 우리와 친숙한 사람들의 삶도 많이 다루고 있다. 셋째, 고증(考證)이 

매우 치밀해지고 있다.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등이 신선하기 때문에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고에서 잠자던 전통문화 자료들이 디지털 지식 정보로 탄생하여 

대중과 소통하면서, 콘텐츠 창작 소재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

진 것이다. 이런 현상의 바탕에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기록문화가 있다. 기록문

화들이 여러 유관기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학중

앙연구원이 보유한 정보 중에서 문화 콘텐츠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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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개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은 급속한 산업화로 밀어닥친 서구문화가 우리 전통문화

를 흔들고 정체성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을 때 원로 철학자 박종홍(朴鍾鴻) 박사 등이 백년

대계의 민족교육을 담당할 연구기관 설립을 정부에 건의한데서 태동하였다. 그리하여 문교

부(현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1978년 6월 30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개원하였

고, 2005년 1월 한중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중연은 한국학대학원, 장서각,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학지식정보센터, 한국학학술정보

관 등의 조직을 두고 한국학 전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장서각(藏書閣)은 

규장각(奎章閣)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적문화재 수장고로, 조선 왕실도서관인 구 장서

각에 소장되었던 것을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다. 모든 자료는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누구

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DB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정보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학전자도서관은 장서각 및 도서관 

소장 40만책의 목록과 고서원문, 본원 출판물, 고문헌 해제를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유관 기관들과 같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21세기형 

동국여지승람으로 불리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을 지방 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연구업적으로는 개원 이래 12년간에 걸쳐 민족문화를 집대성하여 총 27권으로 편찬

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 1만 6000여 명의 정보를 담은 

한국인물대사전, 전국의 구비문학 자료를 집대성한  한국구비문학대계 등 1,800여 종에 

달하는 연구서들이 있다.

3. 한중연 주요 콘텐츠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이 사전은 한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하여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

하는 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 문화 전 분야를 오늘날의 관점과 연구 성과 속에서 체계화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 문화를 총괄적 문화 외면적 문화 내면적 문화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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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 셋을 각기 셋으로 나누어 민족, 강역, 역사, 자연과의 관계, 생활, 사회, 사고, 언어와 

정보전달, 예술의 9주제로 상위범주를 설정하여 ‘민족문화분류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1~25권의 본문, 26권의 연표와 편람, 27권의 총색인 등 27권으로 편찬되었다.

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9628호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80년 4월 10일 제1차 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3백여 명의 편집진과 3천 8백여 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그 결과 1991년에 27권으로 편찬된 사전은 총면수 24,748면에 6만 5천여 항목, 4만여 

종의 도판을 수록하였다.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하여 2001년에 개정증보판이 CD-ROM으로 발간되었으며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되

고 있다.

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전국 230여 시 군 구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수

집 연구하여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지역문화 백과사전의 

순환형 지식정보 시스템’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중앙 중심적 관점에서 편찬된 것이

라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지방적 시각이 중심을 이룬다. 이 지역문화 백과사전은 “21세

기형 동국여지승람” 편찬을 목표로 지역의 역사, 전통, 풍물과 생활, 자연환경, 예술과 유물, 

유적 등 지역의 모든 향토 문화유산 정보를 텍스트 항목을 기반으로 사진, 음향, 동영상, 

가상현실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이런 방대한 정보는 교육, 관광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와 GPS 

좌표 및 지리 정보를 결합한 활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3) 장서각디지털 아카이브(yoksa.aks.ac.kr)

한중연은, 장서각 소장 고전적이 보다 쉽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고전번역원 등 대표적인 국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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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이 아카이브에서는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료도 제공되고 있다. 전국의 설화를 채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 전국 방언을 채록하여 수록한 “한국방언자료집” 및 삶의 현장을 채록하

여 정리한  “한국민요대관” 등이 그것이다.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제공되는 자료의 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문헌 원문 이미지 : 203만면

∙고문헌 텍스트 : 5300만자

∙한국구비문학대계 음성파일 : 1만 2천개

∙한국민요대관 음성파일 : 2만개

∙한국방언자료집 음성파일 : 5천 3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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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구비문학대계(gubi.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 녹취자료는 민요 및 설화연구를 위해 전국에서 직접 음성 채록한 자료들이

다. 1979년부터 1985년에 걸쳐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고, 간행은 1980~1992년에 이루어졌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이 방대한 조사사업은 1978년 6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창립과 함께 진행하였다. 조사기

간 동안에 실제로 채록이 행해져 보고서가 간행된 시군 지역과 대상지역은 서울 도봉구1, 

경기11, 강원9, 충북6, 충남6, 전북8, 전남9, 경북14, 경남10, 제주4개 등 총 78개 시군이

다. 총서에 수록된 자료의 총량은 설화 1만 4,941편, 민요 5,922편, 무가 375편에 달한다. 

이 결과는 1988년까지 모두 82책으로 간행되었고 2002년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녹취자료의 전사 텍스트와 음성이 동시에 서비스되고 있어서 민요와 설화의 지역적 

차이 연구에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과거 “전설의 고향” 등의 드라마 소재의 

주된 출처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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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people.aks.ac.kr)

한중연 장서각(藏書閣)은 조선 왕실이 소장하던 10만여 점의 고문헌과 명문가에서 기탁한 

50만여 점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왕실 비빈이나 궁녀들이 보던 한글 소설과 각종 고문헌 

등 다른 곳에 볼 수 없는 희귀자료들은 중요한 기록 유산들이다. 한중연은 이러한 기록유산을 

활용하여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people.aks.ac.kr)’라는 최대의 역대인물 정보를 구축하여 제

공하고 있다. 이 정보 시스템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DB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구축되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 26,000여 명을 수록한 인물사전과 고려 및 조선

의 과거 급제자 명단, 성씨와 본관정보 등 인물 관련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과거를 보지 않고 관직에 오른 음관 정보 등을 통합 서비스하고 있다. 수록 인물은 약 

10만여 명이다. 이 인물 정보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에도 탑재되어 인명 

한자 및 생몰년 동시 입력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의 양은 다음과 같다.

∙인물 생애 정보 : 25,000명

∙고려조 과거 합격자 : 1,400명, 해제 60매

∙조선조 문과 합격자 : 15,000명, 해제 60매 

∙조선조 무과 합격자 : 22,000명, 해제 60매

∙조선조 잡과 합격자 : 7,000명, 해제 60매 

∙조선조 생원 진사시 합격자 : 40,000명, 해제 60매

∙조선조 음관정보 : 2,000명, 해제 60매

∙성씨 본관 : 1,000개 성씨

∙조선조 관직명 : 1,000항목

3.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와 과거 급제자 정보1)

역대인물정보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 과거 급제자 정보의 출처가 바로 방목(榜目)이다. 방

1)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양창진, 맛있는 한국사 인물전(이숲, 2009)의 내용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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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문과방목>

목은 모든 과거 시험이 끝난 후 만들어졌고 

급제자들은 이것을 베껴서 평생의 영광으로 

알고 보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목

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은 문치주의 

국가여서 문과급제자의 기록인 문과방목은 

모두 남아 있다. 하지만 무과방목은 약 20%, 

생원 진사시 급제 기록인 사마방목은 약 80% 

정도만 남아 있어 현재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을 복원해 가고 있다.

방목은 급제자들의 신상명세서이다. 합격

자 본인의 생년, 본관 및 아버지, 할아버지, 

합격 당시의 거주지 등 다양한 가계 정보까

지 같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는 방목이 전산

화됨으로써 다양한 통계가 가능해 지게 되었

다. 이러한 통계는 다양한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방목에 나타난 

특징적인 기록을 살펴보겠다.

1) 과거 기록으로 보는 가문의 영광

과거 급제는 예나 지금이나 개인은 물론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런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어른들이 ‘우리 집은 몇 대가 과거에 장원했고 정승 판서를 

몇 명 배출했다’는 식의 과장을 자식들에게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종합적으

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런 과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급제와 관련된 하나의 흥미있는 

사실 통계를 보자

가장 많은 대를 이어 급제자를 배출한 가문은 어디일까? 순흥안씨이다. 고려와 조선조 

과거 제도사를 이야기할 때 뺄 수 없는 기록인데, 고려부터 조선까지 무려 11대를 연이어 

과거에 급제하였다. 역대인물정보를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11대에 걸친 순흥안씨 과거합

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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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향 - 시호 문성공

 2. 안우기

 3. 안목

 4. 안원숭

 5. 안원(초명 안정)

 6. 안종약

 7. 안구

 8. 안지귀

 9. 안호

10. 안처선

11. 안정

이 외에도 압해정씨 가문은 세조 6년 1460년 정자급(丁子伋)이 평양별시에서 3등으로 문과

에 등과한 이후, 숙종 20년 1694년 정도복(丁道復)이 별시에서 병과19등으로 등과할 때까지 

무려 9대 234년에 걸쳐 대를 이어 문과에 합격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한편, 달성서씨 가문도 

연속 7대에 걸친 합격자를 내서 압해정씨에 버금가는 기록을 남겼다. 한편 다음의 집안은 

5형제가 다 과거에 급제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한 명의 급제자도 힘든 상황에서 다섯 형제가 

과거에 급제하였다면 그 영광은 더할 나위 없었을 것이다.

급    제    자 부  명 본 관

김연조(金延祖), 김영조(金榮祖), 김봉조(金奉祖)
김응조(金應祖), 김숭조(金崇祖)

김대현(金大賢) 풍산(豊山)

박거린(朴巨鱗), 박형린(朴亨鱗), 박홍린(朴洪鱗)
박종린(朴從麟), 박붕린(朴鵬麟)

박  눌(朴  訥) 함양(咸陽)

윤길(尹{日+吉}), 윤탁(尹晫), 윤철(尹瞮)
윤구(尹昫), 윤서(尹曙)

윤민신(尹民新) 남원(南原)

이예장(李禮長), 이지장(李智長), 이함장(李諴長)
이효장(李孝長), 이서장(李恕長)

이사관(李士寬) 전의(全義)

이극감(李克堪), 이극배(李克培), 이극증(李克增)
이극균(李克均), 이극돈(李克墩)

이인손(李仁孫) 광주(廣州)

정익(鄭榏), 정석(鄭晳), 정식(鄭植)
정박(鄭樸), 정적(鄭樍)

정효준(鄭孝俊) 해주(海州)

[5형제 과거 합격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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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기록에 나타난 천재들

과거 기록에는 많은 천재들의 흔적도 있다. 어렵다는 문과에서 두 번 장원한 천재들이 

있다. 집현전 학사로 유명한 정인지(鄭麟趾, 1396∼1478)는 과거에 두 번 장원한 천재였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문과에서 두 번 장원하였다.

∙정인지(鄭麟趾) : 1414년 갑오식년문과 장원 / 1427년 정미중시문과 장원 

∙김수온(金守溫) : 1466년 병술발영문과 장원 / 1466년 병술등준문과 장원 

∙신종호(申從濩) : 1480년 경자식년문과 장원 / 1486년 병오중시문과 장원

∙권  홍(權 弘) : 1497년 정사별시문과 장원 / 1507년 정묘중시문과 장원 

∙정윤희(丁胤禧) : 1556년 병진알성문과 장원 / 1566년 병인중시문과 장원 

∙홍만용(洪萬容) : 1662년 임인정시문과 장원 / 1666년 병오중시문과 장원 

∙김일경(金一鏡) : 1702년 임오식년문과 장원 / 1707년 정해중시문과 장원

∙이기경(李基敬) : 1739년 기미정시문과 장원 / 1757년 정축중시문과 장원 

∙조덕성(趙德成) : 1763년 계미증광문과 장원 / 1773년 계사등준문과 장원 

∙신봉조(申鳳朝) : 1795년 을묘식년문과 장원 / 1796년 병진중시문과 장원 

그런데 천재라고 해서 꼭 역사에 명성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위의 인물들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은 한 두 명 정도 이다. 이 외에도 생원시, 문과를 같은 해에 장원한 인물, 

생원시 진사시 모두 장원한 인물 등 다양한 통계를 볼 수 있다.

3) 과거에 나타난 시대상

조선시대 문과는 보통 33명을 선발하였다. 그런데 어떤 해 무과에서는 5천 명 이상을 선발

하기도 했고 1만 명을 선발했다는 기록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데,  

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 때문에 무인을 많이 충원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련 기록을 

간단히 살펴보자.2)

2)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연구 , 200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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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기 선발인원(명) 선 발 이 유

1618 (광해 10) 3,200 명나라의 파병 요청

1620 (광해 12) 약 3,000 명나라의 파병 요청

1621 (광해 13) 4,031 명나라의 파병 요청

1637 (인조 15) 5,536 병자호란

1651 (효종  2) 1,236 북벌 준비

1676 (숙종  2) 17,652 북벌 준비

1784 (정조  8) 2,692 왕세자 책봉

1889 (고종 26) 2,513   
1894 (고종 31) 1,147  

광해군 때는 임진왜

란 때 왜군을 물리치도

록 도와준 명나라가, 중

원을 위협하는 후금과 

싸우기 위해 원병을 요

청하자 파병을 위해 대

규모로 무인을 선발하

였다. 인조 때는 정묘호

란과 병자호란의 치욕

을 겪으면서 군대를 충

원할 필요가 있었고, 효

종과 숙종 때는 북벌 준비를 위해 많은 무인을 선발하였다. 문과의 경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 1891년(고종28) 신묘증광문과의 경우도 78명 안쪽인 것을 볼 때, 1,000명 이상을 

선발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비교적 안정되었던 정조대에도 많은 무인들이 수시로 선발되었다. 

정조대는 조선의 문예부흥기로 알려질 정도로 안정되고 산업이 발전하던 때였다.

회수 연  도 시 험 종 류 문 과(명) 무 과(명)

 1 정조  7(1783) 증광시 38 146

 2 정조  8(1784) 정 시 18 2692

 3 정조 13(1789) 식년시(정기) 60 28

 4 정조 14(1790) 증광시 47 308

 5 정조 16(1792) 식년시(정기) 59 374

 6 정조 18(1794) 춘당대시 6 31

 7 정조 19(1795) 별 시 5 56

 8 정조 19(1795) 식년시(정기) 49 202

 9 정조 24(1800) 별 시 41 80

정조실록 문무과 합격자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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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조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정조라는 인물 자체가 매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관계로 많은 사극과 영화의 소재가 되었다. 잘 알려진 TV 사극 

이산 , 영화 영원한 제국 등이 정조를 다룬 것들이다. 정조는 영조의 둘째 아들인 장헌세

자(일명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759년(영조35) 세손에 책봉되었지만 

1762년 아버지가 정쟁에 휘말려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정조는 1775년에 

영조의 명으로 대리청정을 하다가 다음 해 영조가 죽자 25세로 왕위에 올랐다. 정조는 세손으

로 있는 동안에도 암살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우여곡절 끝에 홍국영 등의 도움으로 왕이 

된 후에도 늘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 당시의 군대는 반대 세력인 노론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조는 자신의 친위군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 장용영을 설치하여 무인을 대거 충원했

다. 장용영은 1785년에 창설된 장용위(壯勇衛)가 확대된 것이다. 장용위에 충원할 무인 선발

을 위해  1784년에 실시된 정시(庭試) 과거에서 문과는 18명을 선발한 반면, 무과에서는 2,692

명을 선발하였다. 이 시험이 문관 보다는 무관 선발을 위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

도 정조는 무과를 여러 번 실시하여 매회 200명 이상의 무인을 선발하였다. 그 결과 정조는 

재위기간 동안 노론 세력에 대항하여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장용영

이 정조의 친위군 성격이 강하다 보니, 정조가 죽은 후 노론이 다시 집권하자 1802년(순조

2)에 혁파되었다.

4) 과거에 나타난 비 고시파의 서러움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공신이나 고위 관료의 자손은 시험을 보지 않고 벼슬에 오를 수 있었

다. 이를 문음 또는 음서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해서는 모두가 우러러 

보고 대대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고위직, 이른바 청요직3)에 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의 국가체제가 안정되면서 정승 등 고위직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의 급제가 필수

적인 요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양반 지배층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했지만, 무엇보다도 과거에서 급제하여 요직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  과거 

출신들도  자신들의 결속력을 이용하여 홍문관 등 주요 관직에 음서 출신들이 진출하는 것을 

3) 청요직(淸要職)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모든 관리들이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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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였다. 옛날에는 문관들이 모여 술 마시며 글짓기하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음서 출신을 많이 따돌렸다.

 

옛 풍습에 문주회가 있으면 관원들이 술을 가득히 따르며 선생이라 호칭하였는데, 고관으

로부터 아래로 낮은 관직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게 했다. 참여자는 비록 현달한 관원과 

귀인이라 할지라도, 만약 과거합격을 못했으면,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대인(大人)이라 불

렀다. 지금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자는 이러한 모임을 피하니, 이는 대인이란 소리를 듣

기 싫어함이었다.

- 필원잡기 제2권, 고전국역총서에서

 

음서 출신들이 얼마나 차별을 느꼈으면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렸을까? 황수신(黃

守身, 1407~1467) 같은 사람은 음서로 관직에 나가 세조대에 이르러 최고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영의정까지 올랐지만, 따돌리는 관료 분위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늘 탄식하곤 했다고 한다. 황수신과 관련된 아래의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황수신과 충간공 남지(南智)는 모두 재상이 되어 공명이나 부귀가 세상에 견줄 자 없었으

나 항상 서로간에 말하기를, “사내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별 볼일이 없는 사람이다.”라

고 한탄하며, 평생에 이로서 이것을 자신의 흠으로 삼았다.

- 연려실기술 제5권, 고전국역총서에서

 

황수신은 세종 조 명 제상으로 알려진 황희(黃喜, 1363~1452)의 아들로서 명문 출신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했다는 자괴감에 늘 시달렸던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한 후에도 다시 공부하여 문과를 보고 당당히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하여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뉴스가 오늘날도 자주 들리는데, 이러한 의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여러 연구에

서도 나타나듯이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인물들 중 상당수가 다시 과거를 보고 급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관리로 성공하는데 유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였다가 다시 과거를 보고 급제한 사례를 역대인물정보에서  

“문음 & 급제”를 입력하거나 “음관 & 급제”를 입력하여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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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의 음관, 진사급제, 문과급제 기록>

5) 과거 급제, 취소, 복권

과거는 급제했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급제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1519년 현량과가 그 예이다. 현량과는 중국 한나라 때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본떠 만든 것으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에 의해 대책(對策) 만을 시험보고 채용

하는 제도이다. 

1518년부터 중종이 조광조 등 신진 사류들의 건의에 따라 널리 인재를 구할 것을 하교하였

다. 그 결과 한양과 지방에서 천거된 인물들을 궁궐에 모아 왕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시험

하였다. 120명의 후보자들이 모여 시험을 본 결과, 문과에서 김식(金湜) 등 28명, 무과에서 

정린(鄭麟) 등 46명을 선발하였다.

하지만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실각한 후에 이 시험 중 문과 급제자는 합격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준경(李浚慶)의 건의로 1568년(선조1)에 다시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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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년(광해군 13)에 치러진 별시 문과에서는 40명을 선발하였으나, 광해군의 처남 유희

분(柳希奮)의 아들과 조카 4인이 동시에 합격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어서 파방되었

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조방목에는 인조반정 이후 다시 시험을 봐서 다만 11인을 

취하고 그 나머지는 합격자 명단에서 삭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인물정보를 검색

해 보변 1623년(인조 1) 개시(改試) 급제자 24명 중 11명은 1621년에 급제가 취소되었던 

사람들이었다.

<1621년 별시 문과 파방 기록>

6) 전쟁 시 과거는 천민 출세의 지름길

우리는 과거합격자 하면 한자로 된 장중하고 근엄한 이름을 연상한다. 그런데 역대인물정

보에서 제공하는 조선시대 무과 합격자 명단을 보면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 16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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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시 무과 합격자를 보면, 안끝남[安唜男] 주얼동[朱於里同] 정끝동[鄭唜同] 옥글동[玉文里

同]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 이름들은 평민들이 붙이던 것으로서 “마지막에 겨우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끝동이, 

“글을 잘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글동이라고 이름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를 보면서 이름을 한자로 적어서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끝”, “얼”, “글”은 해당하는 한자

가 없어서 한자를 이용하여 이두식4)으로 표기한 것이다. 조선시대 문과 합격자 전체를 수록

한 국조문과방목5)에는 이와 유사한 이름들이 안 보이며, 주로 무과방목에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은 이름에서 보듯이 양반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이 치러졌던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무과를 통해 많은 인원을 선발한 경우는 주로 국가가 전쟁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던 때였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북쪽 국경인 압록강 북쪽에 흩어져 살던 여진족은 1616년에 후금(後

金)을 세우고, 강해진 힘을 앞세워 조선에 대해 명나라와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

의 임금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극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는 외교 정책을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방향으로 돌렸다. 1636년 12월, 청나라 태종은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淸)으로 바꾸고, 

직접 12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입하였다. 12월 16일 청나라 군사들이 인조가 피신한 

남한산성에 이르렀고, 다음해 1월 1일에는 청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직접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 결국 인조는 항복하였다.

1637년은 이렇게 국토가 오랑캐에게 유린되던 어수선한 시기였다. 조정에서는 전란을 극

복하기 위해 대규모로 무인을 선발했고 무과 응시 자격을 양반의 범위를 넘어 평민에게까지 

확대했던 것이다. 그 결과 양반과 평민을 포함하여 5,000명이 넘는 인원을 한 번에 선발한 

것이다. 이 경우 무과는 단순한 무관 선발 시험이 아니라 억눌려 살았던 하층민이 신분 상승

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난세에 영웅이 탄생하듯, 전란은 출세의 기회를 제공했

던 것이다.

4) 이두(吏讀) : 한자에 의한 한국어 표기법. 삼국 시대부터 시작하여 19세기 말까지 사용되었다.

5) 방목(榜目) :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를 기록한 명부. 문과방목, 무과방목, 사마방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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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무과 급제 일부 기록>

7) 인간 출세와 몰락의 기록

엄택주의 일은 인간 윤리의 문제이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로 윤리를 제일로 삼는데,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것은 삼강오륜의 윤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할 만하니, 그대들 의견이 내 뜻과 같다. 엄히 처벌한 후, 흑산도로 유배해 영원히 

노비로 삼고, 대과(大科) 소과(小科) 방목(榜目)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도록 하라.

- 영조실록 61권, 1745년(영조21) 5월 26일

 

엄택주는 누구인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임금이 노하며 과거 합격 기록을 삭제하고 노비로 

삼아 유배를 명했던 것일까? 1745년(영조21) 3월 7일, 정언 홍중효가 올린 하나의 상소가 

조정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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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감 엄택주는 본래 전의현(全義縣) 이씨 성을 가진 관리의 아들로 나이 13, 4세에 죄 

없이 도망하여 성과 이름을 바꾸어 과거를 보아 출세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의심하였습니다. …[중략]…그가 비록 미천하나 일이 윤리를 어기는 일에 관계되니 그가 

아비를 배반하고 임금을 속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엄택주를 

잡아다가 엄히 따져 법을 바루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 영조실록 61권, 1745년(영조21) 3월 7일

엄택주가 천한 신분을 속이고 과거에 급제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현직 관리일 지라도 단호

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였다. 천한 신분의 엄택주는 어떻게 공부하여 신분을 뛰어넘고 

과거에 급제하였을까? 국조방목과 사마방목에 따르면, 엄택주는 1689년 엄완(嚴)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본관은 영월이다. 이 모든 기록은 거짓이었다. 국조방목에 추가된 

기록에 따르면 본명은 이만강(李萬江)이고 전의현 관청의 노비였다. 그는 이름을 엄택주로 

바꾸고 1719년에 생원시에, 1725년에 문과에 전체 15위로 급제하였다. 급제 동기생이 44명이

니 성적은 꽤 뛰어났던 것 같다. 그 후 연일 현감이 되었고, 1740년에는 제주에서 판관 벼슬을 

한 것으로 보아 15년 이상 벼슬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동소만록”에 따르면 엄택주는 벼슬을 

그만둔 후 태백산 기슭에 거주하며 마을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결국은 발각되어 흑산도

로 유배되었다. 귀양간지 1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그런데 1746년 

5월, 지평 이진의(李鎭儀)가 올린 상소가 올라왔다. “죄인 이만강(李萬江)이 멋대로 섬을 떠나 

서울을 왕래한 일은 매우 무엄한 짓이니, 당연히 체포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

다. 유배는 중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따라서 유배지 무단 이탈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모험이었다.

<드라마로 제작된 “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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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육지로 나왔을까? 신분이 밝혀질 때부터 그를 죽여야 한다는 주장이 조정을 흔들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른 기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잘 무마되어 엄택주는 다시 흑산도로 유배갔다. 이후 엄택주는 잠시 역사에서 

사라졌다. 9년이 흐른, 1755년 1월, 윤지(尹志, 1688~1755) 등이 전라도 나주 객사에 나라를 

비방하는 벽서를 붙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모자 윤지와 이하징 등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는

데 조사 과정에 엄택주가 다시 등장하였다. 유배지에서 윤지와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포착된 

것이다. 엄택주는 서울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다. 실록에는 “이만강”이란 이름으로 

5차례 이상 고문을 받은 기사가 등장한다. 가혹한 고문을 못 이겨 자백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글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받아 멀리 섬으로 귀양을 

갔었기 때문에 원한이 마음속에 가득하였고 이로 인해 윤지 등과 어울렸다.”고 진술하였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다. 실록에 의하면 “죄인 이만강이 물고(物故)되었다”고 한다. 고문을 

받다가 죽은 것이다. 이만강에서 엄택주로, 엄택주에서 다시 이만강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

은 신분제라는 높은 벽을 넘으려는 한 인간의 출세와 몰락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4. 콘텐츠 소스북의 필요성

과거 시험 기록 하나 하나는 드라마라 할 수 있다. 최연소 또는 최고령 과거 급제자, 급제자

의 거주지 통계, 장원 급제 2회 이상한 인물 등, 과거 급제자 정보에는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내용이 한자로 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나마 자료들이 한글로 정리되어 인물정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어 약간 도움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급제 기록에 특정인의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엄택주의 기본 모티브를 과거 급제 기록에서 찾고 왕조실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머지 살을 붙이듯이 다른 자료와 병행할 때 콘텐츠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측 과거 급제 기록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콘텐츠와 연계된 

하위 콘텐츠도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가 맨 바닥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관련 

자료를 찾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역사자료가 가지는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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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분류에 따른 “콘텐츠 소스북”(contents source book)이 제작되면 

좋을 것이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역사자료 전체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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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자료소개 편

동북아 역사화해를 향한 큰 걸음
―역사화해와 평화공영을 위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주 성 지 (동북아역사재단 홍보교육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역사화해를 모색하기 위해 2006년 9월에 출범

한 공공법인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가 역사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번

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개발, 교류협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

는 싱크탱크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신뢰와 우호에 기초하여 상생공영(相生共榮)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전 | VISION : 동북아시아 평화공영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1) 역사연구와 정책개발의 중심

동북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넓고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북아시아 역사연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성

과를 바탕으로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역사화해를 이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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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대화와 교류협력의 허브

동북아시아의 상호이해와 평화공영을 위해서는 자국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웃 나라

의 역사도 존중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내외의 역사연구자, 역사

교육자, 역사관련 NGO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사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3) 동아시아공동체의 기반 조성과 동아시아 교육의 창

동북아시아의 역사에는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은 이러한 사실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호

와 신뢰에 기초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활동방향 | MISSION

1) 평화와 공영의 역사인식을 위한 연구

가) 동북아시아 고대사 연구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는 물론 한국사와 한국문화의 기원을 찾아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고대사를 연구합니다. 동북아시아의 고대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

인 연구를 통해 한국사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한국문화의 전통을 풍성하게 합니다.

◦고구려, 발해 연구

◦동북아시아 상고사와 북방사 연구

<그림 1> 고구려 기와들 <그림 2> 고구려 학술회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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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웃나라의 한국관(韓國觀) 연구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가 평화롭게 공영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역사인식이 필요합니

다. 자국중심의 역사인식이 지나치면 다른 나라와 역사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이웃 

나라의 한국사 인식을 연구하고 평화와 공영의 관점에서 올바른 한국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중국의 한국사 인식에 대한 연구

◦일본의 한국사 인식에 대한 연구

<그림3> 3.1운동 9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9.3.9.)

<그림4>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학술회의(2009.6.22.)

2) 독도 동해 연구 및 홍보

가) 독도에 관한 학제적 연구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기회

가 있을 때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공고히 

하고,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한 연구와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독도 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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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해(東海) 명칭의 국제적 확산

동해는 한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배어 있는 명칭입니다. 동해라는 명칭은 한민족이 지난 

2천 년 동안 사용해 왔고, 지금도 8천여 만명의 한민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동해라는 명칭의 역사성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용하도록 연구와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동해 연구

◦동해표기 확산 활동

<그림5> 독도 사진 <그림6> 동해독도고지도전(2010)

3) 동아시아공동체 기반 구축

가)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동아시아상’의 모색

동아시아의 역사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구하고 전파함으로써 공동의 역사인식을 모

색합니다. 일국사(一國史)에 치우친 역사인식을 지양하여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영을 추구합니다.

◦동아시아공동체 기반 연구

◦동아시아사 연구

◦동아시아사 교육

나) 한 중 일 공동의 역사인식 지향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기술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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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합니다.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교재를 개발하고, 교사 학생 시민의 교류와 협력을 주선

하여 동아시아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교과서의 한국 관련 기술의 개선

◦한 중 일 공동 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림8>  조천 연행록을 통해 본 한중관계 학술회의
(2012.11.24.)

<그림7> 광개토왕릉비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2012.10.18~19)

<그림9> 일본군 ‘위안부’ 문제 토론회(2012.3.8.) <그림10> 임진왜란 관련 국제학술회의(2012.9.10.) 

4) 국제 교류와 협력의 중심 역할

가) 학술교류와 역사화해

편협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자 교육자 오피니언 리더 등의 학술회의와 역사대화를 마련하여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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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 관련 학술 교류

◦전문가 네트워킹

나) 시민사회의 교류와 협력 강화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평화공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사

와 문화를 매개로 한 시민사회의 우호 협력을 통해 건강한 역사의식과 신뢰관계를 쌓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제 NGO 교류협력

◦역사 문화의 해외 교류

<그림11> 국제NGO포럼 <그림12> 청소년 대상 역사콘서트

독도체험관(Dokdo Museum Seoul) 운영

1) 독도체험관 이용안내

◦이용시간 : 매주 화~ 일 09:00~18:00 (월요일 휴관)

◦위    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지하 1층

◦관 람 료 : 무료

2012년 9월 개관한 독도체험관은 ‘독도의 자연과 역사의 소통’이라는 전시 주제 아래 다양

한 기능을 겸비한 신개념 전시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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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체험관은 독도 관련 역사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하고 전시하는 수도권 내 최초의 독

도 박물관입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내용과 

연계되어 학습할 수 있는 입체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도체험관은 크게 역사 미래관 , 자연관 , 4D영상관 , 기획전시관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 미래관 은 특수 영상 ‘독도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1500년 독도 역사를 소개

하고 있으며, 자연관 에서는 독도의 지리 지질 기후 해양 생태계 정보, 독도와 주변 해역

의 자연조건을 재현한 독도 대형모형(1/120 축소판) 등을 통해 우리 땅 독도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습니다. 4D영상관 은 특수 제작된 영상과 기술을 구현하여 마치 독도 주변 바다 

속에 들어간 듯한 가상 체험을 통해 독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획전시관

에는 1977년 최초로 독도를 그린 이후 꾸준히 ‘독도문화심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현대미

술의 거장 이종상 화백의 독도 그림 4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은 물론 누구나 우리 땅 독도를 보다 가깝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자료센터 운영

1) 동북아역사자료센터 이용안내

◦이용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토, 일 휴관)

◦위   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5층

동북아시아 역사에 대한 학문연구를 지원하고 일반인에게 역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각

종 자료를 수집 정리 제공하는 동북아역사자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센터는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발간한 동아시아의 역사

외교 독도와 동해 영토 역사교과서 등에 관련된 도서 6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학술지와 전자저널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직접 자료센터를 방문하거나 재단 홈페이지 전자도서관(http://www.hflib.kr)을 

이용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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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동북아역사넷

<그림13> 독도체험관 <그림14> 동북아역사자료센터 열람실

동북아역사넷(http://contents.nahf.or.kr)

동북아역사넷은 한국사의 테두리를 넘어서 동아시아사의 틀 속에서 주변국과의 관계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역사화해와 갈등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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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관련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조직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역사현안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

를 해소하며, 나아가 누구라도 원문자료를 통해 쉽게 역사현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디렉토리 검색

역사현안에 관련된 다양한 원문자료를 제공하는 메뉴로서 형태분류(도서, 문서, 연표, 유

물 유적, 연구자료, 법령자료, 고지도)와 시대분류(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 통사(로 구분하

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감계사등록

감계사등록(勘界使謄錄)은 조선과 청국 간에 주고받은 각종 공문서와 보고서, 개인 일기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간도 귀속 문제에 대하여 조선과 청나라와의 회담 과정과 후기를 기록하

고 있어 당시 외교사와 국경사 연구의 주요자료가 됩니다.

3) 고조선 단군 부여자료집

고조선 단군 부여자료집은 한국과 중국의 관찬사서와 사찬사서류, 개인문집류, 지리지류, 

총서류 등 다양한 자료에서 고조선 단군 부여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

집으로 엮은 것을 디지털화한 자료입니다.

4) 동문휘고(同文彙考)

동문휘고(同文彙考)는 17세기 초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조선이 청, 일본과 주고받았던 

외교문서를 모은 외교자료집으로 특히 조선시대 한중관계사 및 국경문제를 정리한 자료입니

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강계 범월 관련 사료에 대해여 표점작업과 번역작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동문휘고 전문에 대한 DB구축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제24

집(1978)의 자료를 저본으로 하였으며, 원문 이미지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의 협조로 공동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발해사자료집

발해사자료집은 남북국시대 발해의 역사에 관련된 각종 사료를 모아서 발간한 자료를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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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화한 것입니다. 삼국사기 소재 발해 관련 자료를 비롯한 국내사서와 중국사서, 일본사서, 

금석문 및 기타자료 등 흩어져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구성된 자료집으로서 발해사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를 망라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6) 백두산정계비자료집

백두산정계비자료집은 1712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및 18세기 국경문제와 관련된 조선측 

자료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 백두산 일대 지리조사 및 국경문제와 관련된 중국측 

자료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편집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백두산정계비는 1931년 7월경 

없어져 현존하는 것은 탁본에 불과하지만, 기록 속에 남겨진 건립과 논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DB입니다.

7) 조선시대북방사자료집

조선시대북방사자료집은 조선 후기에 작성된 기록 가운데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조선 

영토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595년(선조28)부터 1908

년(융희2) 사이에 작성된 요동 간도지역 견문록 등 총 16종의 자료입니다.

8) 조 청국경회담자료집

조 청국경회담자료집은 국경의 위치와 이거민(移居民)으로 인해 불거진 조선과 청의 국경

회담에 대한 자료집입니다. ‘을유감계회담’(1885)과 ‘정해감계회담’(1887)을 비롯하여, 회담

의 전후과정과 당시 문제가 되었던 간도지역에 대한 연원을 정리한 8가지 사료를 종합하여 

전문(全文, Full-Text)으로 제공하였고 회담의 주요 자료를 시대 순으로 배치하여,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9) 중국정사외국전

중국정사외국전은 재단에서 간행 중에 있는 역주 중국정사 외국전(2009~)을 디지털화한 

자료입니다. 외국전은 중국정사 열전 중에 포함된 여러 나라의 기록 중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에서 간행한 조선전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기록입니다. 돌궐, 토번, 회흘, 흉노 등 북방, 

서방, 남방 민족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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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대한국외교문서(近代韓國外交文書)

근대한국외교문서(近代韓國外交文書)는 1864년 고종 원년으로부터 1910년 국권 상실에 

이르기까지 조선과 대한제국이 수행하였던 외교적 행위 및 당시 주요 열강들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중요 외교문서를 발굴 수록하였습니다.

11) 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외교문서는 한 일관계의 핵심자료로 평가되는 자료군입니다. 한일 양국은 1950년

부터 1965년 1차의 예비회담 및 7차례의 본회담을 진행한 끝에 마침내 ‘한일협정’으로 불리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약칭 한일기본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약칭 한일청구권협정)’ 등 

4개의 부속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정 체결과정의 문서 전문을 텍스트로 제공합니다.

12) 대외관계사연표

890년(진성여왕4)부터 1400년(정종2)까지의 대외관계사에 관한 사항을 항목으로 정리한 

연표입니다. 고려를 비롯하여 송 명의 중국과 일본을 포괄한 기타 지역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대외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대외관계를 연도별로 자세하게 정리하여 고려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13) 고분벽화

고구려 고분벽화는 고구려 고분 가운데 벽화가 그려진 고분들을 말하는데, 이 벽화의 내용

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당시의 생활과 습속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벽화의 

속성 상 망실되어가기 때문에 디지털로 복원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화의 그림 하나

하나에 대해서 해설자료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4) 도록 보고서

재단에서 발간된 도록과 발굴 등 보고서 자료를 모아서 제공합니다. 재단은 설립 이래 

고구려 관련 도록 등 자료를 꾸준하게 간행하였으며, 크라스키노 등 발해 관련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그 보고서도 계속 발간 중입니다. 향후 재단에서 발간되는 도록 보고서 역시 지속

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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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암각화

암각화 도상자료집은 선사 고대 암각화를 조사하여 한국 민족문화의 기원과 계통을 파악

하는 자료입니다. 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 지역의 바위 그림의 조형 양상을 파악하고, 

중앙아시아지역과 우리나라 선사시대 암각화를 비교 연구하는 주요자료입니다.

16) 중국소재 고구려 금석문

중국소재 고구려 금석문은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2005)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고구려 관련 금석문 중 기존의 금석문 이외에도 최신 발견된 묘지명 등을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금석문에 명기된 이름을 중심으로 판독문을 텍스트로 구축하였고, 이

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해설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17) 동북아역사논총

동아시아의 역사현안 문제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국경문제, 위안부, 일본교과서 등의 

주제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목록으로 제공합니다. 

18) 연구논저목록

동아시아의 역사현안 문제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국경문제, 위안부, 일본교과서 등의 

주제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목록으로 제공합니다. 연구성과의 기본적인 정

보인 제목과 저필자, 발행처 등의 서지사항과 세부목록(일부)을 제공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

원의 원문정보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9) 영문저널

동아시아의 역사현안 문제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국경문제, 위안부, 일본교과서 등의 

주제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목록으로 제공합니다.

20)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은 독도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사)대한국제법학회가 2009년부

터 2011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DB로 구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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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PCIJ) 및 상설중재법원(PCA)의 영토 해양관련 판결원문 30건 전체가 수록

되어 있습니다.

21) 독도 동해관련 고지도

독도 동해관련 고지도는 독도연구소에서 수집한 독도 동해 관련 각종 지도를 모아서 디지

털화하고 해제를 더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국립중

앙도서관 소장 고지도 중에서 독도와 동해표기 관련 지도를 메타데이터 연계하여 통합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17> 동문휘고 권8 進賀2 <그림16> 고구려문화유산자료 중국지역 분포도

<그림18> 한일회담외교문서
(이케다수상이 박의장에게 보낸 서신, 19672.11.3)

<그림19> 고분벽화(덕흥리고분벽화 기마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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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암각화자료
(몽골고비지역 하난하드 암각화 사냥꾼)

<그림22> 동해독도관련고지도
(신찬조선국전도[新撰朝鮮國全圖], 1894 :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그려진 일본지도)

22) 역사이슈

동북아시아에서 현안이 되는 역사문제에 대한 알기 쉬운 콘텐츠로서 고구려 발해, 독도, 

한일관계, 한중관계에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역사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고분벽

화 가상체험, 독도 3D기행, 사이버 독도 역사관 등의 자료는 딱딱한 역사자료를 벗어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보다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고구려박물관은 옛고구

<그림23> 강서대묘 벽화고분 3D체험 <그림24> 디지털고구려박물관 고구려유적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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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일본군 위안소 지도 <그림25> 3D 독도교육

려에서 발견된 유물 유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일본군위안소지

도를 제작하여 동아시아에 방대하게 퍼져있던 일본군 위안소의 위치 및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3) 역사교육

역사문제에 대한 온라인역사강좌, 동아시아사 교육, 독도 교육 등 동북아 역사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제기와 설명으로 짜여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일본군위안부, 일본교과서 

문제, 동북공정, 백두산, 독도, 동해표기라는 7대 현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동아시아사 교육자료를 72개 테마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독도 

교육 자료인 ‘초 중 고교 부교재’는 학제 및 학년에 따라 맞춤형 콘텍츠로 제작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림27> 역사강좌(야스쿠니 신사) <그림28> 역사강좌(백두산)



Session2 발표3 : 동북아역사재단 _ 133

<그림29> 독도교육자료(초 중 고등학생용) <그림30> 동아시아사 수업자료(온라인 PPT 수업자료)

24) 동북아콜렉션

동북아역사넷에 구축되고 개발된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콘텐츠를 특정 주제별로 일관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된 메뉴이며, 이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5) 자료실

◦이미지자료실 : 동북아역사넷의 각종 콘텐츠 중 이미지 데이터를 통합하여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도표자료실 : 동북아역사넷의 각종 콘텐츠 중에서 도표로 제작된 자료만 모아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통자료의 콘텐츠 개발과 창작 소재로의 활용

발표4｜한국고전번역원 콘텐츠 개발과 창작 소재

[발표자료 편 / 자료소개 편]

∙ 한문희(한국고전번역원 고전정보센터)

발표5｜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과 창작 소재

[발표자료 편 / 자료소개 편]

∙ 이도형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창작기반팀)

발표6｜한국국학진흥원 콘텐츠 개발과 창작 소재

[발표자료 편 / 자료소개 편]

∙ 이상호(한국국학진흥원 디지털국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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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4 발표자료 편

한  문  희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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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서  명 표제 및 전거 참조 시기 분   류 발행년

가례도감의궤 嘉禮都監儀軌 18 정법류(政法類) 1999

가례도감의궤(영조정순왕후) 嘉禮都監儀軌 18 정법류(政法類) 1997

가례증해01 家禮增解 18 유가류(儒家類) 2011

가례증해02 家禮增解 18 유가류(儒家類) 2011

가례증해03 家禮增解 18 유가류(儒家類) 2011

가례증해04 家禮增解 18 유가류(儒家類) 2011

가례증해05 家禮增解 18 유가류(儒家類) 2011

가례증해06 家禮增解 18 유가류(儒家類) 2011

가례집람01(도설) 家禮輯覽 16 유가류(儒家類) 2005

발표4 자료소개 편

한국고전번역원의
국내 발간 고전번역서 목록자료

한 문 희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정보센터)

∙이 목록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고전번역서 서지정보DB 구축 사업’을 통해1945년부터2013년

10월말까지 수집 정리한 국내 고전번역서4,729책의 번역서명, 시기, 분류, 발행연도를 번역서명

별 한글음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일람용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일람의 편의를 위하여 ‘국역’ ‘교감국역’ ‘역주’ ‘교감역주’ ‘역해’ ‘신역’ ‘국역주해’ 등 번

역편찬작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수식어는 생략했으며, 발행연도는 수집본 기준이므로 초판 발행연

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서지정보DB’를 이용하시면, 국내에서 간행되는 모든 고전번역서의 

서지사항과 전체목차, 해제 등의 상세정보 및 국내 고전번역서 통계정보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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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서  명 표제 및 전거 참조 시기 분   류 발행년

가례집람02(통례 관례 혼례) 家禮輯覽 16 유가류(儒家類) 2005

가례집람03(상례) 家禮輯覽 16 유가류(儒家類) 2005

가례집람04(상례 제례) 家禮輯覽 16 유가류(儒家類) 2005

가례향의(상) 家禮鄕宜 17 유가류(儒家類) 2011

가례향의(하) 家禮鄕宜 17 유가류(儒家類) 2011

가운선생문집 可雲先生文集 20 별집류(別集類) 1994

가정이곡한시집 稼亭李穀漢詩集 14 별집류(別集類) 2007

가정집01 稼亭集 14 별집류(別集類) 2006

가정집02(색인첨부) 稼亭集 14 별집류(別集類) 2007

가정집 목은집 稼亭集, 牧隱集 14 총집류(總集類) 1980

가천세고 可川世稿 19, 20 총집류(總集類) 1995

각사등록01(경기도편01)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4

각사등록02(경기도편02)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5

각사등록03(경기도편03)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5

각사등록04(경기도편04)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6

각사등록05(경기도편05)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6

각사등록06(경기도편06)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7

각사등록07(경기도편07)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7

각사등록08(경기도편08)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7

각사등록09(경기도편09)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7

각사등록10(경기도편10)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8

각사등록11(경기도편11)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8

각사등록12(경기도편12)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8

각사등록13(경기도편13)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8

각사등록14(경기도편14)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8

각사등록15(경기도편15)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9

각사등록16(경기도편16)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9

각사등록17(경기도편17)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9

각사등록18(경기도편18)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9

각사등록19(경기도편19)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2009

각사등록20(경기도편20) 各司謄錄 19 편년류(編年類) 2010

각사등록21(경기도편21) 各司謄錄 18,19 편년류(編年類) 2010



Session3 발표4 : 한국고전번역원 _ 161

번  역  서  명 표제 및 전거 참조 시기 분   류 발행년

각사등록22(경기도편22) 各司謄錄 19 편년류(編年類) 2010

각사등록23(경기도편23) 各司謄錄 19 편년류(編年類) 2011

각사등록24(경기도편24) 各司謄錄 19 편년류(編年類) 2011

각사등록25(경기도편25) 各司謄錄 19 편년류(編年類) 2011

각사등록26(경기도편26) 各司謄錄 19 편년류(編年類) 2011

각사등록27(충청도편01) 各司謄錄 19 편년류(編年類) 2011

각사등록28(충청도편02) 各司謄錄 19 편년류(編年類) 2012

각사등록29(충청도편03) 各司謄錄 19 편년류(編年類) 2012

각사등록30(충청도편04) 各司謄錄 19 편년류(編年類) 2012

각사등록31(충청도편05) 各司謄錄 19 편년류(編年類) 2012

각사등록32(충청도편06) 各司謄錄 19 편년류(編年類) 2012

각사수교:조선중기 새 법령 모음 各司受敎 16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2002

각헌유고 覺軒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96

간독01 簡牘 16~19 서간류(書簡類) 2013

간독첩 簡牘帖 17 예술류(藝術類) 2004

간양록 看羊錄 16 지리류(地理類) 2005

간양록:조선 선비 왜국 포로가 되다 看羊錄 17 지리류(地理類) 2006

간옹우묵 艮翁疣墨 16 수필류(隨筆類) 2010

간우일고 澗愚逸稿 20 별집류(別集類) 1985

간이산문선 簡易散文選 17 별집류(別集類) 2012

간이집 簡易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간이집01 簡易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간이집02 簡易集 17 별집류(別集類) 2000

간이집03 簡易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간이집04(색인) 簡易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간재 전우(조선 최후의 성리학자 간재 전우, 중용을 탐구하다) 田愚 中庸記疑 20 사서류(四書類) 2010

간재연보:현군 영조대왕의 큰 스승 충정공 최규서 일대기 艮齋年譜 18 전기류(傳記類) 2009

간정집 艮庭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간찰의 멋과 향기 簡札   서간류(書簡類) 2009

갈암집01 葛庵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갈암집02 葛庵集 17 별집류(別集類) 2000

갈암집03 葛庵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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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암집04 葛庵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갈암집05 葛庵集 17 별집류(別集類) 2005

갈암집06 葛庵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갈암집07 葛庵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갈암집08(색인) 葛庵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갈천선생문집 葛川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94

감계사등록(상) 勘界使謄錄 19 정법류(政法類) 2008

감계사등록(하) 勘界使謄錄 19 정법류(政法類) 2010

감화집 甘華集 18 별집류(別集類) 1998

강남악부 江南樂府 18 사곡류(詞曲類) 1991

강도고금시선(전집) 江都古今詩選 20 별집류(別集類) 2010

강도시축 재와첩 江都詩軸, 䏁窩帖 19 별집류(別集類) 2010

강도일기 江都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12

강원감영지 江原監營誌 19 정법류(政法類) 2006

강원도지(상) 江原道誌 20 지리류(地理類) 2005

강원도지(하) 江原道誌 20 지리류(地理類) 2005

강재 박기현 선생의 일기 강재일사 剛齋日史 20 잡사류(雜史類) 2002

강재유고 强齋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13

강진(康津)과 다산(茶山)   19 별집류(別集類) 1997

강해문집 江海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12

강화학파의 문학과 사상05:경재 이건승의 해경당수초를 중심으로 海耕堂收艸(耕齋 李建昇) 20 별집류(別集類) 2012

개암문집 介庵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10

거관대요 居官大要 조선후기 직관류(職官類) 1983

거문고에 귀신이 붙었다고 야단:패설집(稗說集) 慵齋叢話, 稗官雜記 13~16 수필류(隨筆類) 2006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설화집(說話集) 三國遺事 외 12~18 수필류(隨筆類) 2006

거산유고 巨山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08

거창의 효자와 열녀 居昌 孝子 烈女 20 전기류(傳記類) 1992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20 지리류(地理類) 2001

건재선생문집 健齋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81

검요 檢要 19 의가류(醫家類) 2008

격몽요결 擊蒙要訣 16 유가류(儒家類) 2013

격몽요결 擊蒙要訣 16 유가류(儒家類)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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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몽요결 擊蒙要訣 16 유가류(儒家類) 2008

격몽요결 擊蒙要訣 16 유가류(儒家類) 1975

격암선생일고 格菴先生逸稿 16 별집류(別集類) 1993

격치고 格致稾 19 의가류(醫家類) 2002

견한잡록 遣閒雜錄 16 별집류(別集類) 1980

겸암선생문집 謙菴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97

겸와유고 부 도남초고 謙窩遺稿 附 道南草藁 20 별집류(別集類) 1987

경국대전 經國大典 15 정법류(政法類) 1978

경국대전 번역편 經國大典 15 정법류(政法類) 1985

경국대전 주석편 經國大典 15 정법류(政法類) 1987

경국대전주해 經國大典註解 16 정법류(政法類) 2009

경당선생문집(상) 敬堂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경당선생문집(하) 敬堂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경당일기 敬堂日記   잡사류(雜史類) 2012

경당집 敬堂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경도재선생문집01(건) 景陶齋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1

경도재선생문집02(곤) 景陶齋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1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9

경모궁의궤 景慕宮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13

경북 동해안 산수유람기 蔡壽 望洋亭記 외   지리류(地理類) 2012

경산일록01 經山日錄 19 잡사류(雜史類) 2009

경산일록02 經山日錄 19 잡사류(雜史類) 2009

경산일록03 經山日錄 19 잡사류(雜史類) 2009

경산일록04 經山日錄 19 잡사류(雜史類) 2009

경산일록05 經山日錄 19 잡사류(雜史類) 2009

경산일록06 經山日錄 19 잡사류(雜史類) 2009

경산지 京山志 17 지리류(地理類) 2000

경상도선생안 慶尙道先生案 17 전기류(傳記類) 1997

경상도함안군총쇄록01 慶尙道咸安郡叢瑣錄 19 정법류(政法類) 2003

경상도함안군총쇄록02 慶尙道咸安郡叢瑣錄 19 정법류(政法類) 2003

경세유표01 經世遺表 19 정법류(政法類) 1997

경세유표01 經世遺表 19 정법류(政法類)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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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01 經世遺表 18 정법류(政法類) 2004

경세유표02 經世遺表 19 정법류(政法類) 1997

경세유표02 經世遺表 19 정법류(政法類) 1986

경세유표02 經世遺表 18 정법류(政法類) 2004

경세유표03 經世遺表 19 정법류(政法類) 1997

경세유표03 經世遺表 19 정법류(政法類) 1982

경세유표03 經世遺表 18 정법류(政法類) 2004

경세유표04(색인) 經世遺表 19 정법류(政法類) 1986

경세제민의 혼신 다산의 시문(상):폐허산하 적지천리 백성은 어쩌라고 與猶堂全書 18~19 별집류(別集類) 2002

경세제민의 혼신 다산의 시문(하):폐허산하 적지천리 백성은 어쩌라고 與猶堂全書 18~19 별집류(別集類) 2002

경암 왕성순의 규문궤범 閨門軌範 20 유가류(儒家類) 2005

경옥선생유집 景玉先生遺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경재선생실기 警齋先生實紀 16 전기류(傳記類) 1985

경재선생실기 :17세기 경상도 의성(義城), 처사의 실기 敬齋先生實記 17 전기류(傳記類) 2011

경재선생유고 敬齋先生遺稿 15 별집류(別集類) 2002

경재선생유고 敬齋先生遺稿 15 별집류(別集類) 1994

경재일고 警齋逸稿 17 별집류(別集類) 2000

경제문감 經濟文鑑 14 정법류(政法類) 2009

경제야언 經濟野言 18 정법류(政法類) 1973

경조부지 京兆府誌 19 직관류(職官類) 1992

경주김씨 급류정계 간찰첩(선세첩 감모첩 동당첩 존경첩) 慶州金氏 急流亭系 簡札帖
(先世帖 感募帖 同堂帖 尊敬帖)

18 예술류(藝術類) 2010

경주선생안 慶州先生案 19 전기류(傳記類) 2002

경학대장 經學隊仗 9 잡가류(雜家類) 1976

경학대장 經學隊仗 9 잡가류(雜家類) 2002

경학대장 經學隊仗 9 잡가류(雜家類) 2001

경현록 景賢錄 15 별집류(別集類) 2004

계곡집01 谿谷集 17 별집류(別集類) 1994

계곡집02 谿谷集 17 별집류(別集類) 1995

계곡집03 谿谷集 17 별집류(別集類) 1995

계곡집04 谿谷集 17 별집류(別集類) 1996

계곡집05 谿谷集 17 별집류(別集類) 1997



Session3 발표4 : 한국고전번역원 _ 165

번  역  서  명 표제 및 전거 참조 시기 분   류 발행년

계곡집06(색인) 谿谷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계남연하각가승 溪南烟霞閣家乘 20 전기류(傳記類) 1993

계담정선생문집 桂潭鄭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86

계상수록 溪上隨錄 19 유가류(儒家類) 2010

계서야담 溪西野譚 19 소설류(小說類) 2003

계서야담 어우야담 溪西野談, 於于野談 17~18 소설류(小說類) 1993

계서예집:퇴계선생의 예절에 대한 담론집 溪書禮輯 19 정법류(政法類) 2008

계암선생문집 溪巖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0

계원필경집01 桂苑筆耕集 9 별집류(別集類) 2009

계원필경집02 桂苑筆耕集 9 별집류(別集類) 2010

고간첩01 古簡帖 16~17 예술류(藝術類) 2005

고간첩02 古簡帖 17~18 예술류(藝術類) 2006

고금소총 古今笑叢 19 소설류(小說類) 2010

고당집01 顧堂集 20 별집류(別集類) 2012

고대일록(상) 孤臺日錄 16 잡사류(雜史類) 2009

고대일록(하) 孤臺日錄 16 잡사류(雜史類) 2009

고려도경 高麗圖經 12 잡사류(雜史類) 1977

고려묘지명집성01(상) 高麗墓誌銘集成 10~13 금석류(金石類) 2001

고려묘지명집성02(하) 高麗墓誌銘集成 13~15 금석류(金石類) 2001

고려묘지명집성03(색인) 高麗墓誌銘集成 13~15 금석류(金石類) 2001

고려보조국사법어 高麗普照國師法語 12 석가류(釋家類) 1948

고려사01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1982

고려사01(세가01)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8

고려사02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1982

고려사02(세가02)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8

고려사03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1982

고려사03(세가03)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8

고려사04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1982

고려사04(세가04)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8

고려사05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1982

고려사05(세가05)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8

고려사06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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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06(세가06)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8

고려사07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1982

고려사07(세가07)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8

고려사08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1982

고려사08(세가08)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8

고려사09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1982

고려사09(세가09)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8

고려사10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1982

고려사10(세가10)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8

고려사11(색인)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1982

고려사11(세가11)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8

고려사12(세가12)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8

고려사13(志01)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11

고려사14(志02)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11

고려사15(志03)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11

고려사16(志04)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11

고려사17(志05)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11

고려사18(志06)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11

고려사19(志07)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11

고려사20(열전01)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6

고려사21(열전02)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6

고려사22(열전03)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6

고려사23(열전04)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6

고려사24(열전05)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6

고려사25(열전06)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6

고려사26(열전07)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6

고려사27(열전08)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6

고려사28(열전09)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6

고려사29(색인01)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11

고려사30(색인02)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11

고려사 백관지 역주 高麗史 百官志 14 정사류(正史類) 2009

고려사 병지 역주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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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선거지 역주 高麗史 選擧志 15 정사류(正史類) 2012

고려사 식화지 高麗史 食貨志 15 정사류(正史類) 1996

고려사 악지 高麗史 樂志 15 정사류(正史類) 1974

고려사 악지:아악 당악 속악 高麗史 樂志 15 정사류(正史類) 2011

고려사 여복지 역주 高麗史 輿服志 15 정사류(正史類) 2013

고려사 열전 高麗史 15 정사류(正史類) 2001

고려사 형법지 역주 高麗史 刑法志 14 정사류(正史類) 2009

고려사악지 高麗史 樂志 15 정사류(正史類) 2011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 高麗史 五行志 15 정사류(正史類) 2011

고려사절요01 高麗史節要 15 편년류(編年類) 1977

고려사절요02 高麗史節要 15 편년류(編年類) 1977

고려사절요03 高麗史節要 15 편년류(編年類) 1977

고려사절요04 高麗史節要 15 편년류(編年類) 1977

고려사절요05(색인) 高麗史節要 15 편년류(編年類) 1977

고려시대 한시읽기     별집류(別集類) 2009

고문서로 읽는 영남의 미시세계     기타 2009

고문헌 김해사료집01(史書篇) 金海史料集 11~18 초사류(鈔史類) 1990

고문헌 김해사료집02(地理書篇) 金海史料集 15~19 초사류(鈔史類) 1991

고봉전서01 高峯全書 16 별집류(別集類) 2007

고봉전서02 高峯全書 16 별집류(別集類) 2007

고봉전서03 高峯全書 16 별집류(別集類) 2007

고봉전서04 高峯全書 16 별집류(別集類) 2007

고봉집01 高峯集 16 별집류(別集類) 1989

고봉집02 高峯集 16 별집류(別集類) 1989

고봉집03 高峯集 16 별집류(別集類) 1988

고봉집04(색인) 高峯集 16 별집류(別集類) 1997

고사십이집01 攷事十二集 18 농가류(農家類) 2011

고사십이집02 攷事十二集 18 농가류(農家類) 2011

고사십이집03 攷事十二集 18 농가류(農家類) 2012

고산 윤선도 시선 孤山尹善道詩選 17 별집류(別集類) 2007

고산급문록(상) 高山及門錄 19 전기류(傳記類) 2011

고산급문록(하) 高山及門錄 19 전기류(傳記類)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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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유고 孤山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4

고산유고01 孤山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11

고산유고02 孤山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12

고성총쇄록 固城叢瑣錄 19 잡사류(雜史類) 2007

고암가훈 顧菴家訓 19 전기류(傳記類) 1976

고암집 부 송간행록 顧菴集 附 松磵行錄 19 총집류(總集類) 1982

고양금석문대관 高陽金石文大觀   금석류(金石類) 1998

고운 최치원 시선 孤雲崔致遠詩選 9 별집류(別集類) 2007

고운 최치원 시집 孤雲崔致遠詩集 9 별집류(別集類) 1997

고운선생문집(상 계원필경집) 孤雲先生文集 9 별집류(別集類) 1972

고운선생문집(하) 孤雲先生文集 9 별집류(別集類) 1973

고운집 孤雲集 9 별집류(別集類) 2009

고은선생실기 孤隱先生實記 15 별집류(別集類) 2009

고전산문산책:조선의 문장을 만나다   18~19 별집류(別集類) 2008

고종대례의궤(상) 高宗大禮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12

고종대례의궤(하) 高宗大禮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13

고종신축진연의궤01 高宗辛丑進宴儀軌 20 정법류(政法類) 2001

고종신축진연의궤02 高宗辛丑進宴儀軌 20 정법류(政法類) 2001

고종정해년진찬의궤:조대비 만경전 팔순잔치 進饌儀軌 20 정법류(政法類) 2009

고종정해진찬의궤 高宗丁亥進饌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08

고죽집 孤竹集 16 별집류(別集類) 2002

고현향약 古縣鄕約 15 유가류(儒家類) 2011

곡운공기행록(남유록 교남일록 수의기행 서정일록 금릉별곡) 谷耘公紀行錄 19 지리류(地理類) 2007

곡운문고 谷雲文稿 20 별집류(別集類) 2009

골동록 :18세기 한 영남 남인의 지적 관심과 기록 汨蕫錄 18 수필류(隨筆類) 2011

공사견문록 公私見聞錄 18 잡사류(雜史類) 1983

과농소초 課農小抄 18 농가류(農家類) 1987

과암선생문집 果菴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8

과정록 過庭錄 19 전기류(傳記類) 1997

과정록:나의 아버지 박지원 過庭錄 19 전기류(傳記類) 1998

과천탁본자료집 果川 拓本資料集   금석류(金石類) 2001

곽우록 藿憂錄(李瀷) 18 유가류(儒家類)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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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지(상) 關東誌 19 지리류(地理類) 2007

관동지(하) 關東誌 19 지리류(地理類) 2007

관동총록(상) 關東總錄 19 지리류(地理類) 2013

관상감이 기록한 17세기 밤하늘 星變謄錄 17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13

관수재유집 觀水齋遺集 20 별집류(別集類) 2006

관원일록 灌園逸錄 16 별집류(別集類) 2006

관천유고 觀川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11

관포집 灌圃集 17 별집류(別集類) 1998

관해유고 觀海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12

광개토성릉비문 廣開土聖陵碑文 20 금석류(金石類) 1973

광릉지 光陵誌 18 지리류(地理類) 2012

광산거의록 光山擧義錄 18 잡사류(雜史類) 2012

광이세적01(上代編) 廣李世蹟(廣州李氏)   - 전기류(傳記類) 1995

광이세적02-1 廣李世蹟(廣州李氏)   - 전기류(傳記類) 1998

광이세적02-2 廣李世蹟(廣州李氏)   - 전기류(傳記類) 1998

광이세적02-3 廣李世蹟(廣州李氏)   - 전기류(傳記類) 1998

광이세적02-4 廣李世蹟(廣州李氏)   - 전기류(傳記類) 1998

광주읍지 光州邑誌 18 지리류(地理類) 1994

광주읍지 光州邑誌 18 지리류(地理類) 1990

광한루기 廣寒樓記 19 소설류(小說類) 1997

괴정문집 槐亭文集 20 별집류(別集類) 2011

교궁기집록 校宮記輯錄   지리류(地理類) 2003

교린지 交隣志 19 정법류(政法類) 1979

교방가요 敎坊歌謠 19 예술류(藝術類) 2002

교산허균선생문집 蛟山許筠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교운일기:애국지사 이택화 한시집 橋雲日記 20 별집류(別集類) 2009

교은선생문집 郊隱先生文集 14 별집류(別集類) 2009

구급간이방언해01 救急簡易方諺解 15 의가류(醫家類) 2007

구급간이방언해02 救急簡易方諺解 15 의가류(醫家類) 2008

구급간이방언해03 救急簡易方諺解 15 의가류(醫家類) 2008

구급간이방언해06 救急簡易方諺解 15 의가류(醫家類) 2008

구급간이방언해07 救急簡易方諺解 15 의가류(醫家類)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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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방심 求放心   총집류(總集類) 2007

구사당집01 九思堂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구서유고 苟棲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09

구성공 전상의장군 실기 龜城公全尙毅將軍實記 19 전기류(傳記類) 2010

구수략01(乾) 九數略 17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구수략02(坤) 九數略 17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구암집 久庵集 16 별집류(別集類) 1993

구완집 九畹集 17 별집류(別集類) 1993

구운기 九雲記   소설류(小說類) 2001

구일집01(천) 九㊀集 18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구일집02(지) 九㊀集 18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구일집03(인) 九㊀集 18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구재세고 懼齋世槁 20 전기류(傳記類) 1999

구전선생문집 苟全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구촌유고 龜村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92

구충당문집 求忠堂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0

구포집(상) 鷗浦集 17 별집류(別集類) 2011

구포집(하) 鷗浦集 17 별집류(別集類) 2011

구황방고문헌집성01(조선의 구황방: 충주구황절요 구황
촬요 충주판 구황촬요 영천판 구황촬요 자휼전칙 조선증
보 구황촬요 구황지남 구휼국사 충주구황절요 구황촬요)

忠州救荒切要, 救荒撮要 외 16~20 농가류(農家類) 2010

구황방고문헌집성03(조선시대의 종합농서1 :농가설 농가
집성 색경 치생요람 증보산림경제 고사신서 해동농서 
과농소초 농포문답 농정서 목민심서 농정회요)

農家說, 農家集成, 穡經 외 7~19 농가류(農家類) 2010

구황방고문헌집성04(임원경제지 죽교편람) 林園經濟志, 竹僑便覽 19 농가류(農家類) 2010

국담집 菊潭集 17 별집류(別集類) 1990

국민대학교박물관 소장 명현들의 간찰:선인들의 편지 모음집 簡札   서간류(書簡類) 2013

국조보감01 國朝寶鑑 15 편년류(編年類) 1996

국조보감02 國朝寶鑑 15 편년류(編年類) 1995

국조보감03 國朝寶鑑 16 편년류(編年類) 1994

국조보감04 國朝寶鑑 17 편년류(編年類) 1994

국조보감05 國朝寶鑑 17 편년류(編年類) 1995

국조보감06 國朝寶鑑 18 편년류(編年類)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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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07 國朝寶鑑 18 편년류(編年類) 1996

국조보감08 國朝寶鑑 19 편년류(編年類) 1996

국조보감09(색인) 國朝寶鑑 15~19 편년류(編年類) 1997

국조상례보편 國朝喪禮補編 18 정법류(政法類) 2008

국조역상고 國朝曆象考 18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4

국조오례의01 國朝五禮儀 15 정법류(政法類) 1981

국조오례의02 國朝五禮儀 15 정법류(政法類) 1981

국조오례의03 國朝五禮儀 15 정법류(政法類) 1982

국조오례의04 國朝五禮儀 15 정법류(政法類) 1982

국조오례의05 國朝五禮儀 15 정법류(政法類) 1982

국조인물고01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1999

국조인물고02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0

국조인물고03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0

국조인물고04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0

국조인물고05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1

국조인물고06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1

국조인물고07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1

국조인물고08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1

국조인물고09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2

국조인물고10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2

국조인물고11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2

국조인물고12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2

국조인물고13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3

국조인물고14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3

국조인물고15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3

국조인물고16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3

국조인물고17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3

국조인물고18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4

국조인물고19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4

국조인물고20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4

국조인물고21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4

국조인물고22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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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인물고23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5

국조인물고24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5

국조인물고25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5

국조인물고26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5

국조인물고27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6

국조인물고28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6

국조인물고29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6

국조인물고30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6

국조인물고31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6

국조인물고32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6

국조인물고33(색인01)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7

국조인물고34(색인02) 國朝人物考 14~18 전기류(傳記類) 2007

국조전례고 國朝典禮考 19 유가류(儒家類) 2010

국조정토록 國朝征討錄 16 별사류(別史類) 2009

국헌실기 菊軒實紀 17 별집류(別集類) 2003

국헌일고 菊軒逸稿 17 별집류(別集類) 1995

국헌집 菊軒集 15 별집류(別集類) 1991

국혼정례 國婚定例 18 정법류(政法類) 2007

군표일반록 群豹㊀斑錄   전기류(傳記類) 2011

귀원집 歸園集 19 별집류(別集類) 1985

귀정선생문집 龜亭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0

귀천군충숙공유고 龜川君忠肅公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85

규곤요람 음식방문 주방문 술빚는법 감저경장설 월여농가 閨壼要覽 酒方文 甘藷耕藏說 月
餘農歌 19 농가류(農家類) 2010

규장각지(상) 奎章閣志 18 직관류(職官類) 2011

규장각지(중) 奎章閣志 18 직관류(職官類) 2011

규장각지(하) 奎章閣志 18 직관류(職官類) 2011

규창집 葵窓集 17 별집류(別集類) 2010

균여전 均如傳 11 전기류(傳記類) 1986

귤은재문집 橘隱齋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84

극암집 克菴集 19 별집류(別集類) 2006

근묵(信) 槿墨 19 예술류(藝術類)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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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암집 近庵集 18 별집류(別集類) 2005

근역서화징(상) 槿域書畵徵 20 예술류(藝術類) 1998

근역서화징(하) 槿域書畵徵 20 예술류(藝術類) 1998

근유첩 近儒帖 16~18 예술류(藝術類) 2003

근재선생실기 覲齋先生實紀 15 전기류(傳記類) 1984

근재유고 謹齋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11

글로 세상을 호령하다 - 수필류(隨筆類) 2010

금강산 답사기(동유기 유금강산기 유금강록 유금강록 관동
일록 유금강산기 금강록 금강록) 李穀 東遊記 외    14-18 지리류(地理類) 1998

금강산 사군유산기 역주 연구 金剛山 四郡遊山記 16 지리류(地理類) 2001

금강산 유람기(동유기 어가동순록 유금강산기 유금강록 풍
악산시 유금강산기 풍악록 동유기 유금강록 동행산수기) 李穀 東遊記 외    13~19 지리류(地理類) 1999

금강산건봉사사적 金剛山乾鳳寺事蹟 20 지리류(地理類) 2003

금강삼매경론 金剛三昧經論 7 석가류(釋家類) 2010

금강삼매경론 金剛三昧經 7 석가류(釋家類) 2000

금강삼매경론(상) 金剛三昧經論 7 석가류(釋家類) 2006

금강삼매경론(중) 金剛三昧經論 7 석가류(釋家類) 2010

금강삼매경론(하) 金剛三昧經論 7 석가류(釋家類) 2010

금계집(상) 錦溪集 19 별집류(別集類) 2009

금계필담 錦溪筆談 19 수필류(隨筆類) 2001

금곡유문집 金谷遺文集 12~20 총집류(總集類) 2010

금대전책 錦帶殿策 18 정법류(政法類) 2011

금릉군지 金陵郡誌 20 지리류(地理類) 2011

금서유고01 琴西遺稿 19 별집류(別集類) 1994

금시당선생문집 今是堂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0

금암유고 錦菴遺稿 18 별집류(別集類) 2006

금암집 琴巖集 17 별집류(別集類) 1986

금애유고 錦涯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08

금오승람 金鰲勝覽 -  지리류(地理類) 2010

금오신화 金鰲新話 15 소설류(小說類) 1974

금오신화 金鰲新話 15 소설류(小說類) 1973

금오신화 金鰲新話 15 소설류(小說類) 2009

금오신화 金鰲新話 15 소설류(小說類)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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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신화 金鰲新話 15 소설류(小說類) 2013

금오신화 매월당집 金鰲新話, 梅月堂集 15 별집류(別集類) 1998

금오신화 양반전 허생전 외 金鰲新話 15 소설류(小說類) 2009

금오신화 전등신화 金鰲新話, 剪燈新話 14~15 소설류(小說類) 2010

금오신화에 쓰노라 金鰲新話 15 별집류(別集類) 2005

금은유고 琴隱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9

금호유고 錦湖遺稿 16 별집류(別集類) 2011

금화집 金華集 18 별집류(別集類) 2012

긍재문집(상) 兢齋文集 20 별집류(別集類) 1994

긍재문집(하) 兢齋文集 20 별집류(別集類) 1994

기년통고01(건) 紀年通攷 17 편년류(編年類) 1992

기년통고02(곤) 紀年通攷 17 편년류(編年類) 1992

기문총화01 記聞叢話 19 소설류(小說類) 1996

기문총화02 記聞叢話 19 소설류(小說類) 1999

기문총화03 記聞叢話 19 소설류(小說類) 1999

기문총화04 記聞叢話 19 소설류(小說類) 1999

기문총화05 記聞叢話 19 소설류(小說類) 1999

기봉집 岐峯集 16 별집류(別集類) 2004

기봉집 騏峯集 17 별집류(別集類) 1978

기암집 奇巖集 17 석가류(釋家類) 2011

기언01 記言 17 별집류(別集類) 2006

기언02 記言 17 별집류(別集類) 2008

기언03 記言 17 별집류(別集類) 2007

기언04 記言 17 별집류(別集類) 2008

기언05 記言 17 별집류(別集類) 2007

기언06 記言 17 별집류(別集類) 2008

기언07 記言 17 별집류(別集類) 2007

기언08 記言 17 별집류(別集類) 2007

기우집 騎牛集 15 별집류(別集類) 1989

기은유고 棄隱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12

기인기사:조선의 별난 사람 별난 이야기 奇人奇事 20 소설류(小說類) 2008

기재기이 企齋記異 16 소설류(小設類)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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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측체의01 氣測體義 19 유가류(儒家類) 1986

기측체의02(색인첨부) 氣測體義 19 유가류(儒家類) 1986

기학 :19세기 한 조선인의 우주론 氣學 19 잡저류(雜著類) 2008

기해봉사 향약 초려정훈 己亥封事, 鄕約, 草廬庭訓 17 별집류(別集類) 2007

김득신의 시(청풍명월을 노래한 김득신의 시) 金得臣 柏谷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김립 시선 金笠詩選 19 별집류(別集類) 2010

김매순 산문선:뽑히지 않는 바위처럼 金邁淳 臺山集 18 별집류(別集類) 2010

김삿갓 시 모음집 金炳淵 19 별집류(別集類) 2001

김삿갓 시집 金炳淵 19 별집류(別集類) 1988

김삿갓 시집 金炳淵 19 별집류(別集類) 1982

김상덕 간찰집 독립운동가 서한집02 金商悳 20 서간류(書簡類) 2013

김시습 선집:길 위의 노래 梅月堂全集 15 별집류(別集類) 2006

김시습 조동오위요해의 역주 연구 曹洞五位君臣圖序要解 15 석가류(釋家類) 2006

김억 한시역선 岸曙金億全集 20 별집류(別集類) 1988

김육 金堉 17 별집류(別集類) 1992

김윤식의 지도유배일기 智島流配日記 20 잡사류(雜史類) 2010

김창협의 농암진적 金昌協 農巖眞蹟 18 서간류(書簡類) 2012

김택영의 조선시대사 한사계(韓史綮) 韓史綮 20 편년류(編年類) 2001

김해금석문총람 金海金石文總覽 16~20 금석류(金石類) 1999

김해읍지 金海邑誌 20 지리류(地理類) 2001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옛날 여인 이야기 劍女 외   총집류(總集類) 2003

나는 어떤 사람인가:선인들의 자서전 朴齊家 小傳 외   잡저류(雜著類) 2010

나말여초금석문(하) 羅末麗初金石文 10 금석류(金石類) 1996

나부황선생문집 懦夫黃先生文集 15 별집류(別集類) 1983

나은여선생문집 蘿隱呂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83

낙음선생문집 洛陰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낙재선생문집01 樂齋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낙재선생문집02 樂齋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낙재선생문집03 樂齋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낙재선생문집04 樂齋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낙재선생일기 樂齋先生日記 16 별집류(別集類) 2008

낙주재선생실기 洛洲齋先生實記 17 전기류(傳記類)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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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파유고 樂波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11

난계선생유고 蘭溪先生遺藁 15 별집류(別集類) 1993

난와집 懶窩集 18 별집류(別集類) 2011

난적휘찬 亂蹟彙撰 16 잡사류(雜史類) 2010

난졸재선생문집 懶拙齋先生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12

난중일기 亂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2010

난중일기 亂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1973

난중일기 亂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1979

난중일기 亂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1993

난중일기 亂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2012

난중일기 亂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1996

난중일기 亂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1989

남계선생문집 藍溪先生文集 15 별집류(別集類) 1982

남계선생실기 南溪先生實紀 16 전기류(傳記類) 1998

남려유고 南廬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08

남명 그 위대한 일생:  행장 비문의 번역 南冥曹先生冥行狀 외 16 전기류(傳記類) 2010

남명 그 학덕을 그리며:제문과 만사 南冥 祭文 挽章 20 전기류(傳記類) 2011

남명 전기 자료01:조선왕조실록 등에 보이는 남명 조식 南冥 曺植 -  전기류(傳記類) 2009

남명 전기 자료02:조선왕조실록 등에 보이는 남명 조식 南冥 曺植 -  전기류(傳記類) 2009

남명 조식 시선 南冥曺植詩選 16 별집류(別集類) 2008

남명문집 南冥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12

남명선생문집 南冥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93

남명선생문집 南冥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80

남명선생편년 南冥先生編年 19 전기류(傳記類) 2011

남명의 산문선 南冥 散文選 16 별집류(別集類) 2006

남명의 한시선 南冥 漢詩選 16 별집류(別集類) 2006

남명조식의 문인들 南冥 曺植 16~17 전기류(傳記類) 2012

남명집 南冥集 16 별집류(別集類) 1995

남명집 南冥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남명집 南冥集 16 별집류(別集類) 2001

남문창의록 오산사지 南門倡義錄, 鰲山祠誌 16 정법류(政法類) 1997

남사록 南槎錄 17 잡사류(雜史類)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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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록(상) 南槎錄 16~17 잡사류(雜史類) 2008

남사록(하) 南槎錄 16 잡사류(雜史類) 2009

남사일록 南槎日錄 17 잡사류(雜史類) 2001

남성재지 南城齋誌 12 정법류(政法類) 2009

남아가 한번 눈물을 훔친 뜻은     소설류(小說類) 1997

남애집 南厓集 18 별집류(別集類) 2011

남유록과 남행집 :18세기초 호남기행 南遊錄, 南行集 18 지리류(地理類) 2003

남유록 달고사 탐라별곡 훈민편 南遊錄, 達告辭, 耽羅別曲, 訓民篇 18~19 지리류(地理類) 1999

남파선생문집 南坡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11

남한기략 南漢紀略 17 잡사류(雜史類) 2012

남한일기 南漢日記 17 잡사류(雜史類) 1992

남한일기 南漢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12

남한일기(병자) 南漢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7

남환박물:남쪽 벼슬아치가 쓴18세기 제주 박물지 南宦博物 17 지리류(地理類) 2009

내 가슴에 매화 한 그루 심어놓고: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매화 동산 姜世晃 등 -  총집류(總集類) 2001

내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가 쓴다   12~21 서간류(書簡類) 1999

내면기행:선인들 스스로 묘비명을 쓰다 成渾 墓誌 외 -  잡저류(雜著類) 2010

내부일기 다대진공문일록 萊府日記, 多大鎭公文日錄 19 잡사류(雜史類) 1995

내성지 奈城誌 18 소설류(小說類) 2007

내영정적 萊營政蹟 18 정법류(政法類) 1997

내영지 萊營誌 19 지리류(地理類) 2001

내훈 內訓 15 유가류(儒家類) 1994

내훈 內訓 15 유가류(儒家類) 1998

내훈 內訓 15 유가류(儒家類) 1989

내훈 內訓 15 유가류(儒家類) 1991

내훈 內訓 15 유가류(儒家類) 2011

내훈 內訓 15 유가류(儒家類) 2011

노계집 蘆溪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노귤시집 화암시집 老橘詩集 禾菴詩集 19~20 총집류(總集類) 2000

노박집람역주 老朴集覽譯註 16 역학류(譯學類) 2011

노봉문집01 蘆峰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01

노봉문집02 蘆峰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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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유고01 魯西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9

노서유고02 魯西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9

노서유고03 魯西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9

노서유고04 魯西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9

노석유고 老石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8

노송당일본행록 老松堂日本行錄 15 지리류(地理類) 1991

노암문집 魯菴文集 20 별집류(別集類) 1998

노정헌유고 露頂軒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9

노촌선생문집 老村先生文集 15 별집류(別集類) 2006

녹천유고 鹿川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94

논산금석문대관 論山金石文大觀   - 금석류(金石類) 2007

논산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호서읍지) 論山 地理志   - 지리류(地理類) 2005

논산지역의 현판 論山 懸板   - 예술류(藝術類) 2008

논어고금주01 論語古今註 19 사서류(四書類) 2010

논어고금주02 論語古今註 19 사서류(四書類) 2010

논어고금주03 論語古今註 19 사서류(四書類) 2010

논어고금주04 論語古今註 19 사서류(四書類) 2010

논어고금주05 論語古今註 19 사서류(四書類) 2010

농가설 위빈명농기 농가월령 농가집성 農家說, 渭濱明農記, 農家月令, 農家集成 17 농가류(農家類) 2004

농산세헌 農山世獻 16~17 총집류(總集類) 2000

농수선생문집 農叟先生文集 18 별집류(別集類) 1997

농암잡지 農巖雜識 17 별집류(別集類) 2005

농암잡지평석 農巖雜識評釋 17 별집류(別集類) 2007

농암집01 農巖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농암집02 農巖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농암집03 農巖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농암집04 農巖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농암집05 農巖集 17 별집류(別集類) 2005

농암집06 農巖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농와유고 農窩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94

농정서 農政書 -  농가류(農家類)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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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신편 農政新編 19 농가류(農家類) 2002

농정회요01 農政會要 19 농가류(農家類) 2005

농정회요02 農政會要 19 농가류(農家類) 2006

농정회요03 農政會要 19 농가류(農家類) 2007

농포문답 農圃問答 18 농가류(農家類) 1974

농포선생문집 農圃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70

농포집 農圃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뇌천 김부식과 그의 시문 金富軾 11~12 별집류(別集類) 2002

누워서 노니는 산수:조선시대 산수유기 걸작선 臥遊錄, 山水遊記 12~20 수필류(隨筆類) 2002

눌연선생일고 訥淵先生逸稿 17 별집류(別集類) 1984

눌재 박상 한시선 訥齋朴祥漢詩選 16 별집류(別集類) 1997

눌재선생문집 부 사세유고 訥齋先生文集 附 四世遺稿 16 별집류(別集類) 2010

눌재집 訥齋集 16 별집류(別集類) 1979

눌재집(상) 訥齋集 15 별집류(別集類) 1994

눌재집(중) 訥齋集 15 별집류(別集類) 1994

눌재집(하) 訥齋集 15 별집류(別集類) 1994

늑당윤제규선생문집 扐堂尹濟奎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12

능허선생문집 凌虛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다부 茶賦 15 정법류(政法類) 2011

다부 주해 茶賦 註解 15 정법류(政法類) 2009 

다산 정약용 산문집2판 與猶堂全書 19 별집류(別集類) 1994

다산 정약용 시선 茶山丁若鏞詩選 19 별집류(別集類) 2007

다산 정약용 시선집 茶山丁若鏞詩選集 19 별집류(別集類) 1994

다산과 대산 연천의 경학논쟁 與猶堂全書, 臺山集 19 유가류(儒家類) 2000

다산과 문산의 인성논쟁 與猶堂全書, 文山集 19 유가류(儒家類) 1996

다산과 석천의 경학논쟁 與猶堂全書, 石泉遺稿 19 유가류(儒家類) 2000

다산논설선집 茶山論說選集 19 별집류(別集類) 1996

다산대학(대학공의, 대학강의) 茶山大學 18~19 사서류(四書類) 2010

다산맹자요의 茶山孟子要義 19 사서류(四書類) 1994

다산문선 茶山文選 19 별집류(別集類) 1997

다산문학선집 茶山文學選集 19 별집류(別集類) 1996

다산산문선 茶山散文選 19 별집류(別集類)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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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시문집01 茶山詩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94

다산시문집02 茶山詩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94

다산시문집03 茶山詩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94

다산시문집04 茶山詩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82

다산시문집05 茶山詩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83

다산시문집06 茶山詩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84

다산시문집07 茶山詩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85

다산시문집08 茶山詩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86

다산시문집09 茶山詩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86

다산시문집10(색인) 茶山詩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97

다산시선 茶山詩選 19 별집류(別集類) 1991

다산어록청상 茶山語錄淸賞 20 별집류(別集類) 2010

다산의 경학세계 與猶堂全書 19 유가류(儒家類) 2002

다산의 마음:정약용 산문 선집 與猶堂全書 19 별집류(別集類) 2008

다산의 풍경:정약용 시 선집 與猶堂全書 19 별집류(別集類) 2008

다시 옛 시정을 더듬어:한국역대 한시 평설     총집류(總集類) 2003

단곡경험방01 丹谷經驗方 18 의가류(醫家類) 2007

단곡경험방02 丹谷經驗方 18 의가류(醫家類) 2007

단암만록 丹巖漫錄 18 별집류(別集類) 1993

달빛 아래 연경에서 노닐며:조선인의 눈에 비친19세기 연경의 시적 형상화 游燕藁 19 정법류(政法類) 2010

달서재선생문집 達西齋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6

담계유고 澹溪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4

담암일집 淡庵逸集 14 별집류(別集類) 2012

담원문록(상) 薝園文錄 20 별집류(別集類) 2006

담원문록(중) 薝園文錄 20 별집류(別集類) 2006

담원문록(하) 薝園文錄 20 별집류(別集類) 2006

담정 김려 시선 藫庭金鑢詩選 19 별집류(別集類) 1997

담헌서01 湛軒書 18 별집류(別集類) 1986

담헌서02 湛軒書 18 별집류(別集類) 1986

담헌서03 湛軒書 18 별집류(別集類) 1986

담헌서04 湛軒書 18 별집류(別集類) 1986

담헌서05(색인) 湛軒書 18 별집류(別集類)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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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선생실기 棠山先生實記 16 전기류(傳記類) 2009

당의통략 黨議通略 19 잡사류(雜史類) 1998

당의통략 黨議通略 19 잡사류(雜史類) 2012

당쟁을 예고한 동고 이준경선생 문집02 東皐遺稿 16 별집류(別集類) 1993

당촌문집 塘村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10

당촌한화 塘村閑話 17 수필류(隨筆類) 2011

대각국사 문집 大覺國師文集 11 별집류(別集類) 2010

대각국사문집 大覺國師文集 11 별집류(別集類) 1989

대각국사집 大覺國師集 11 석가류(釋家類) 2012

대곡사 大谷寺   별집류(別集類) 2011

대구읍지 大丘邑誌 18 지리류(地理類) 1997

대덕의 제영기 大德 題詠記   지리류(地理類) 2006

대동기문(상) 大東奇聞 20 소설류(小說類) 2000

대동기문(중) 大東奇聞 20 소설류(小說類) 2000

대동기문(하) 大東奇聞 20 소설류(小說類) 2000

대동기문:쉽게 풀어쓴 대동기문(상) 大東奇聞 20 소설류(小說類) 2001

대동기문:쉽게 풀어쓴 대동기문(하) 大東奇聞 20 소설류(小說類) 2001

대동수경 大東水經 19 지리류(地理類) 2001

대동야승 01(용재총화 필원잡기 추강냉화 사우명행록 소문쇄
록 병진정사록 패관잡기) 大東野乘 15~17 잡사류(雜史類) 1985

대동야승02(오산설림초고 해동악부 청파극담 음애일기 해동야언) 大東野乘 15~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 03(기묘록보유 기묘록속집 기묘록별집 을사전문록
용천담적기 견한잡록) 大東野乘 15~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04(석담일기 기축록 기축록속) 大東野乘 15~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05(해동잡록) 大東野乘 15~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06(계갑일록 계미기사 시정비 상촌잡록 난중잡록) 大東野乘 15~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07(난중잡록 속잡록) 大東野乘 15~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08(속잡록) 大東野乘 15~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09(재조번방지) 大東野乘 15~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10(광해조일기) 大東野乘 15~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11(응천일록) 大東野乘 15~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12(응천일록) 大東野乘 15~17 잡사류(雜史類)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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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야승13(광해초상록 장빈거사호찬 기재잡기 기재사초
동각잡기 기옹만필 운암잡록) 大東野乘 16~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14(문소만록 갑진만록 송와잡설 송계만록 월정만필 오
음잡설 청강선생후청쇄어 정무록 일사기문 청백일기 연평일기) 大東野乘 16~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15(계해정사록 묵재일기 혼정편록) 大東野乘 16~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16(혼정편록) 大東野乘 16~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17(혼정편록 유천차기 죽창한화 송도기이 자해필
담 하담파적록 부계기문) 大東野乘 16~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야승18(색인) 大東野乘 16~17 잡사류(雜史類) 1982

대동운부군옥 大東韻府群玉 16 유서류(類書類) 2008

대동운부군옥01 大東韻府群玉 16 유서류(類書類) 2003

대동운부군옥02 大東韻府群玉 16 유서류(類書類) 2003

대동운부군옥03 大東韻府群玉 16 유서류(類書類) 2003

대동운부군옥04 大東韻府群玉 16 유서류(類書類) 2003

대동운부군옥05 大東韻府群玉 16 유서류(類書類) 2003

대동운부군옥06 大東韻府群玉 16 유서류(類書類) 2003

대동운부군옥07 大東韻府群玉 16 유서류(類書類) 2003

대동운부군옥08 大東韻府群玉 16 유서류(類書類) 2003

대동운부군옥09 大東韻府群玉 16 유서류(類書類) 2003

대동운부군옥10 大東韻府群玉 16 유서류(類書類) 2003

대동운부군옥11 大東韻府羣玉 16 유서류(類書類) 2007

대동운부군옥12 大東韻府羣玉 16 유서류(類書類) 2007

대동운부군옥13 大東韻府羣玉 16 유서류(類書類) 2007

대동운부군옥14 大東韻府羣玉 16 유서류(類書類) 2007

대동운부군옥15 大東韻府羣玉 16 유서류(類書類) 2007

대동운부군옥16 大東韻府羣玉 16 유서류(類書類) 2007

대동운부군옥17 大東韻府羣玉 16 유서류(類書類) 2007

대동운부군옥18 大東韻府羣玉 16 유서류(類書類) 2007

대동운부군옥19 大東韻府羣玉 16 유서류(類書類) 2007

대동운부군옥20 大東韻府羣玉 16 유서류(類書類) 2007

대동지지01(경도 한성부 경기도) 大東地誌 19 지리류(地理類) 2004

대동지지(직산현, 목천현, 천안군) 大東地志 19 지리류(地理類) 2006

대둔사지 大芚寺志 19 지리류(地理類) 1997

대록삼강실록 大麓三綱實錄 20 전기류(傳記類)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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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록지 大麓誌 18 지리류(地理類) 2000

대륙으로 고증한 신난중일기 新亂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2010

대방세가언행록 帶方世家言行錄 18 전기류(傳記類) 1993

대방세가언행록 부 연행일기 명도자탄사 帶方世家言行錄 附 燕行日記 命道自嘆辭 18 전기류(傳記類) 1986

대산선생실기 大山先生實紀 18 전기류(傳記類) 2012

대산집02 大山集 18 별집류(別集類) 2008

대산집03 大山集 18 별집류(別集類) 2009

대산집04 大山集 18 별집류(別集類) 2011

대산집05 大山集 18 별집류(別集類) 2011

대산집07 大山集 18 별집류(別集類) 2012

대산집08 大山集 18 별집류(別集類) 2009

대산집09 大山集 18 별집류(別集類) 2012

대승기신론 소 별기 大乘起信論 7 석가류(釋家類) 1991

대승기신론내의약탐기 大乘起信論內義略探記 8 석가류(釋家類) 2011

대암선생문집 臺巖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대암선생문집(상) 大庵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11

대암선생문집(하) 大庵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11

대은선생문집 臺隱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대전사송유취:잊혀진 법학자 신번 대전사송유취 大典詞訟類聚 16 정법류(政法類) 2012

대전속록 부 경국대전주해(대전속록-15, 대전후속록 경국대전주해-16) 大典續錄 附 經國大典註解 정법류(政法類) 1975

대전회통 大典會通 19 정법류(政法類) 1982

대전회통 색인 大典會通 19 정법류(政法類) 1997

대전회통 연구(권수 이전편) 大典會通 19 정법류(政法類) 1996

대전회통 연구(병전편) 大典會通 19 정법류(政法類) 1996

대전회통 연구(형전 공전편) 大典會通 19 정법류(政法類) 1996

대전회통 연구(호전 예전편) 大典會通 19 정법류(政法類) 1994

대학장구보유 속대학혹문 大學章句補遺 續大學或問 16 유가류(儒家類) 2008

대한계년사 大韓季年史 20 별사류(別史類) 2012 

대한계년사01 大韓季年史 19 별사류(別史類) 2004

대한계년사02 大韓季年史 19 별사류(別史類) 2004

대한계년사03 大韓季年史 19 별사류(別史類) 2004

대한계년사04 大韓季年史 19 별사류(別史類)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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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계년사05 大韓季年史 19 별사류(別史類) 2004

대한계년사06 大韓季年史 19 별사류(別史類) 2004

대한계년사07 大韓季年史 19 별사류(別史類) 2004

대한계년사08 大韓季年史 19 별사류(別史類) 2004

대한계년사09 大韓季年史 19 별사류(別史類) 2004

대한계년사10(색인) 大韓季年史 19 별사류(別史類) 2004

대호선생유고 大瓠先生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11

덕계집01 德溪集 16 별집류(別集類) 2013

덕계집02 德溪集 16 별집류(別集類) 2013

덕곡집 德谷集 17 별집류(別集類) 2012

덕봉집 德峰集 16 별집류(別集類) 2012

덕수이씨가 선비들의 옛 편지 李植 외   예술류(藝術類) 2006

덕수이씨세계열전 德水李氏世系列傳 17 전기류(傳記類) 2001

덕은문집 德隱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96

덕천사우연원록 德川師友淵源錄 20 전기류(傳記類) 2011

덕천시고 德泉詩稿 19 별집류(別集類) 1995

덕파문면행선생고문헌집 德坡文冕行先生古文獻集 19 별집류(別集類) 2004

덕포선생유고 德浦先生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97

도덕지귀:성리학자 서명응의 열린 노자읽기 道德指歸 18 도가류(道家類) 2008

도봉선생문집 道峰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12

도산잡영:퇴계, 도산서당에서 시를 읊다 陶山雜詠 16 별집류(別集類) 2005

도산제현유묵 陶山諸賢遺墨   - 예술류(藝術類) 2010

도연선생문집 道淵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12

도운 관양 시문집:달빛 쏟아지는 남새밭에서 李眞望 陶雲詩文選, 李匡德 冠陽 詩文選 18 총집류(總集類) 2002

도원기서 道源記書 19 동학류(東學類) 1991

도은선생문집 陶隱先生文集 14 별집류(別集類) 1982

도은집 陶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8

독고록 讀古錄 19 시문평류(詩文評類) 2012

독곡선생집 獨谷先生集 15 별집류(別集類) 1988

독립운동가유묵:만번 죽어도 변치않는 마음 姜泌 외 19~20 예술류(藝術類) 2009

돈산문집 遯山文集 20 별집류(別集類) 2004

돈재선생문집 遯齋先生文集 15 별집류(別集類)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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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선생전서01 東岡先生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5

동강선생전서02 東岡先生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5

동강선생전서03 東岡先生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5

동경대전 東經大全 19 동학류(東學類) 2009

동경잡기 東京雜記 17 지리류(地理類) 2009

동경통지 東京通誌 20 지리류(地理類) 1990

동계집01 桐溪集 17 별집류(別集類) 2000

동계집02 桐溪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동계집03(색인첨부) 桐溪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동고유고:국난을 극복한 동고 이준경선생 문집01 東皐遺稿 16 별집류(別集類) 1991

동고유고(상) 東皐遺稿 16 별집류(別集類) 1986

동고유고(하) 東皐遺稿 16 별집류(別集類) 1986

동고집 東皐集 17 별집류(別集類) 2000

동국병감 東國兵鑑 15 별사류(別史類) 1974

동국병감 東國兵鑑 15 별사류(別史類) 1984

동국병감 東國兵鑑 11 별사류(別史類) 1987

동국병감 이야기 東國兵鑑 15 별사류(別史類) 1973

동국산수기 東國山水記 18~19 지리류(地理類) 2012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 19 농가류(農家類) 1997

동국세시기:한 권으로 집대성한 우리나라 세시풍속 東國歲時記 19 농가류(農家類) 2009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경도잡지 동경잡기 東國歲時記, 冽陽歲時記, 京都雜志, 東京雜記 17~19 농가류(農家類) 1991

동국이상국집01 東國李相國集 13 별집류(別集類) 1980

동국이상국집02 東國李相國集 13 별집류(別集類) 1980

동국이상국집03 東國李相國集 13 별집류(別集類) 1978

동국이상국집04 東國李相國集 13 별집류(別集類) 1978

동국이상국집05 東國李相國集 13 별집류(別集類) 1979

동국이상국집06 東國李相國集 13 별집류(別集類) 1979

동국이상국집07(색인) 東國李相國集 13 별집류(別集類) 1981

동국전란사(내란편) 東國戰亂史 20 별사류(別史類) 1988

동국전란사(외란편) 東國戰亂史 20 별사류(別史類) 1988

동국통감 東國通鑑 15 편년류(編年類) 1990

동국통감01 東國通鑑 15 편년류(編年類)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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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통감02 東國通鑑 15 편년류(編年類) 1996

동국통감03 東國通鑑 15 편년류(編年類) 1996

동국통감04 東國通鑑 15 편년류(編年類) 1997

동국통감05 東國通鑑 15 편년류(編年類) 1996

동국통감06 東國通鑑 15 편년류(編年類) 1997

동국통감07 東國通鑑 15 편년류(編年類) 1997

동국통감08(색인) 東國通鑑 15 편년류(編年類) 1998

동기집 東磯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동도일사 東渡日史 19 정법류(政法類) 2012

동림일고 東林逸稿 18 별집류(別集類) 2009

동명왕의 노래:이규보 작품집 東明王篇 외 12 별집류(別集類) 2005

동명왕편 제왕운기 東明王篇, 帝王韻紀 13 별사류(別史類) 1974

동명집01 東溟集 17 별집류(別集類) 2011

동명집04 東溟集 17 별집류(別集類) 2009

동명집05 東溟集 17 별집류(別集類) 2009

동몽선습 童蒙先習, 중판 16 유가류(儒家類) 2001

동몽선습 격몽요결: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고 깨우쳐야 할 덕목 童蒙先習, 擊蒙要訣 16 유가류(儒家類) 2011

동몽선습 동몽의학 유몽선습 유몽선습 童蒙先習, 童蒙宜學, 幼蒙先習, 幼蒙先習 16~20 유가류(儒家類) 2008

동무유고 李濟馬 東武遺稿 19 별집류(別集類) 1999

동문선01 東文選 15 총집류(總集類) 1982

동문선02 東文選 15 총집류(總集類) 1982

동문선03 東文選 15 총집류(總集類) 1982

동문선04 東文選 15 총집류(總集類) 1982

동문선05 東文選 15 총집류(總集類) 1982

동문선06 東文選 15 총집류(總集類) 1982

동문선07 東文選 15 총집류(總集類) 1982

동문선08 東文選 15 총집류(總集類) 1982

동문선09 東文選 15 총집류(總集類) 1986

동문선10 東文選 15 총집류(總集類) 1984

동문선11 東文選 15 총집류(總集類) 1982

동문선12(색인) 東文選 15 총집류(總集類) 1986

동문휘고 범월 사료01 同文彙考 犯越 史料 18 정법류(政法類)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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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 사료02 同文彙考 犯越 史料 17~19 정법류(政法類) 2010

동문휘고 범월 사료03 同文彙考 犯越 史料 18 정법류(政法類) 2011

동문휘고 범월 사료04 同文彙考 犯越 史料 18 정법류(政法類) 2012

동복오씨문헌록1 同福吳氏文獻錄 17 총집류(總集類) 1983

동복오씨문헌록2 同福吳氏文獻錄 17 총집류(總集類) 1983

동사 東史 18 별집류(別集類) 2004

동사강목01 東史綱目 18 편년류(編年類) 1982

동사강목02 東史綱目 18 편년류(編年類) 1982

동사강목03 東史綱目 18 편년류(編年類) 1978

동사강목04 東史綱目 18 편년류(編年類) 1982

동사강목05 東史綱目 18 편년류(編年類) 1982

동사강목06 東史綱目 18 편년류(編年類) 1982

동사강목07 東史綱目 18 편년류(編年類) 1982

동사강목08 東史綱目 18 편년류(編年類) 1982

동사강목09 東史綱目 18 편년류(編年類) 1982

동사강목10(색인) 東史綱目 18 편년류(編年類) 1982

동사록 東槎錄 18 정법류(政法類) 2007

동상기 東廂記 18 소설류(小說類) 2008

동상기찬 東廂記纂 20 소설류(小說類) 2004

동상선생문집 東湘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5

동시화 東詩話 20 시문평류(詩文評類) 1995

동악선생집01 東岳先生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동악선생집02 東岳先生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동악선생집03 東岳先生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동악선생집04 東岳先生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동안거사집 動安居士集 13 별집류(別集類) 2009

동안거사집 부 제왕운기 動安居士集 附 帝王韻紀 13 별집류(別集類) 1995

동암세고 東巖世稿 18~19 총집류(總集類) 1996

동연록 同筵錄 20 총집류(總集類) 2000

동영중기(상) 東營重記 19 정법류(政法類) 2012

동영중기(하) 東營重記 19 정법류(政法類) 2013

동원유고 東園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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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첩 東遊帖 19 지리류(地理類) 2005

동유학안01:한국유학의 서막을 연 유학자들 東儒學案 20 전기류(傳記類) 2008

동유학안02:퇴계를 계승한 유학자 東儒學案 20 전기류(傳記類) 2008

동유학안03:영남의 유학자들 東儒學案 20 전기류(傳記類) 2008

동유학안04:기호의 유학자들 東儒學案 20 전기류(傳記類) 2008

동유학안05:호락논쟁의 유학자들 東儒學案 20 전기류(傳記類) 2008

동유학안06:경세 수도 청은의 유학자들 東儒學案 20 전기류(傳記類) 2008

동은집 峒隱集 17 별집류(別集類) 1990

동의보감 東醫寶鑑 17 의가류(醫家類) 1969

동의보감(신석 동의보감) 東醫寶鑑 17 의가류(醫家類) 1983

동의보감:탕액편·천지운기문 東醫寶鑑 17 의가류(醫家類) 2011

동의보감1:내경 외형편 東醫寶鑑 17 의가류(醫家類) 2005

동의보감2:잡병편 東醫寶鑑 17 의가류(醫家類) 2005

동의보감3:탕액침구편 東醫寶鑑 17 의가류(醫家類) 2005

동의수세보원 東醫壽世保元 19 의가류(醫家類) 1990

동의수세보원 東醫壽世保元 19 의가류(醫家類) 2002

동의수세보원 역해:입체음양오행으로 풀이한 동의수세보원 東醫壽世保元 19 의가류(醫家類) 2009

동인시화 東人詩話 15 총집류(總集類) 1998

동인시화 東人詩話 15 총집류(總集類) 1980

동인시화 東人詩話 15 총집류(總集類) 2000

동인시화 東人詩話 15 총집류(總集類) 2003

동전문집 東田文集 20 별집류(別集類) 2001

동책정수 東策精粹 16 정법류(政法類) 2006

동천유고 東川遺稿 16 별집류(別集類) 2012

동춘당집01 同春堂集 17 별집류(別集類) 1997

동춘당집02 同春堂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동춘당집03 同春堂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동춘당집04 同春堂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동춘당집05 同春堂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동춘당집06 同春堂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동춘당집07 同春堂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동춘당집08 同春堂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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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패락송 東稗洛誦   소설류(小說類) 1996

동평위 공사문견록 公私聞見錄 18 잡사류(雜史類) 1985

동학:퇴계학과 실학을 계승한 청소년 인성교육서 東學 20 동학류(東學類) 2011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01(취어 양호초토등록 양호전기
선봉진일기 순무사정보첩) 東學農民革命國譯叢書 19 동학류(東學類) 2007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02(순무선봉진등록) 東學農民革命國譯叢書 19 동학류(東學類) 2007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03(수록 동비토록 김기술문서 박봉
양경력서 갑오척사록 동요일기 토비대략 소모일기) 東學農民革命國譯叢書 19 동학류(東學類) 2008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04(금번집략 홍양기사 남유수록
피난록 동비토론 임영토비소록 황해도동학당정토약기 갑
오해영비요전말)

東學農民革命國譯叢書 19 동학류(東學類) 2008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05(영상일기 석남역사 임하유고
갑오사기 갑오약력 겸산유고 동도문변 김낙철역사 김낙
봉이력 염기 강재유고 난파유고 연파집 오남집 사복재
집 복재집 송사집 면암집)

東學農民革命國譯叢書 19 동학류(東學類) 2009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06(시문기 약사 경란록 감오동란
록 갑오기사 의산유고 복암사집 금산의병순의비 홍성금
석문 갑오일기 정운경가 동학고문서 세장년록 나암수록
시경록 기문록 농산집 유하집 백곡지)

東學農民革命國譯叢書 19 동학류(東學類) 2009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07(양호우선봉일기 장계 계초존
안 찰이전존안 금영래찰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 광양
현포착동도성명성책 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 전라
도각읍소착동도수효급소획집물병록성책 전라도각읍소획
동도수효급장렬성명병록성책)

東學農民革命國譯叢書 19 동학류(東學類) 2010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08(선봉진정보첩 선봉진서목 선
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 선봉진상순무사서부잡기 이규태
왕복서병묘지명 순무사각진전령 선봉진전령각진)

東學農民革命國譯叢書 19 동학류(東學類) 2010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09(갑오실기 소모사실 교남수록
경상도소모영전곡입하실수성책 효유문 전주부전전라

도각읍상납중비류소탈전목미태구별성책 전라도각읍매사
읍작통규모관사조약별록성책 도인경과내력 등 문건 공산
초비기 모충사전망장졸씨명록 호연초토영각읍절의열행
인성명성책 남정일기 사정일기)

東學農民革命國譯叢書 19 동학류(東學類) 2011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0(면양해견일기 김약제일기 백
석서독 노정약기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 東學農民革命國譯叢書   동학류(東學類) 2012

동학란 東學亂 19 잡사류(雜史類) 1985

동행일록 東行日錄 19 정법류(政法類) 2008

동호선생문집 東湖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88

두류단실기 頭流壇實記 20 지리류(地理類) 2011

둔촌선생유고 遁村先生遺稿 14 별집류(別集類) 1989

등촌조숭조선생문집 燈村趙崇祖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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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미학, 애제문(哀祭文) :옛 선비들의 애틋한 글 哀祭文   별집류(別集類) 2012

마과회통 麻科會通 18 의가류(醫家類) 2009

만기요람01 萬機要覽 19 정법류(政法類) 1986

만기요람02 萬機要覽 19 정법류(政法類) 1982

만기요람03(색인) 萬機要覽 19 정법류(政法類) 1986

만사록 萬死錄 17 잡사류(雜史類) 1986

만사문집 晩沙文集 20 별집류(別集類) 2003

만송유고01 晩松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9

만송유고02 晩松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9

만송유고03 晩松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9

만은유고 晩隱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11

만전홍선생문집 晩全洪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69

만절당집 晩節堂集 15 별집류(別集類) 1995

만창유고01(건) 晩蒼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4

만창유고02(곤) 晩蒼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7

만하몽유록 晩河夢遊錄 20 소설류(小說類) 2005

만화집 晩華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만회유고 晩悔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85

만회집(상) 晩悔集 17 별집류(別集類) 1997

만회집(하) 晩悔集 17 별집류(別集類) 1997

만휴당유고 晩休堂遺稿 16 별집류(別集類) 2005

망국의 한:일제치하를 산 한 산촌인이 눈물로 쓴 시 古齋集 20 별집류(別集類) 1999

망암집 望菴集 16 별집류(別集類) 1996

망우선생문집 忘憂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매계집 梅溪集 15 별집류(別集類) 2009

매계처사 안후상과 목미암 梅溪處士 安後相 木美菴 17 별집류(別集類) 2003

매곡집 梅谷集 16 별집류(別集類) 2001

매국당집 梅菊堂集 18 별집류(別集類) 1999

매씨서평 梅氏書平 19 서류(書類) 2002

매월당 김시습 시선 梅月堂金時習詩選 15 별집류(別集類) 2007

매월당전집 每月堂全集 15 별집류(別集類) 2000

매월당집01 梅月堂集 15 별집류(別集類)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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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당집02 梅月堂集 15 별집류(別集類) 1977

매월당집03 梅月堂集 15 별집류(別集類) 1978

매월당집04 梅月堂集 15 별집류(別集類) 1979

매월당집05 梅月堂集 15 별집류(別集類) 1980

매죽헌문집 梅竹軒文集 15 별집류(別集類) 2002

매창 시집 梅窓詩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매천야록 梅泉野錄 20 잡사류(雜史類) 1995

매천야록 梅泉野錄 20 잡사류(雜史類) 2008

매천야록 梅泉野錄 20 잡사류(雜史類) 2006

매천야록(상) 梅泉野錄 20 잡사류(雜史類) 2008

매천야록(상) 梅泉野錄 20 잡사류(雜史類) 2005

매천야록(중) 梅泉野錄 20 잡사류(雜史類) 2008

매천야록(하) 梅泉野錄 20 잡사류(雜史類) 2008

매천야록(하) 梅泉野錄 20 잡사류(雜史類) 2005

매천집01 梅泉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매천집02 梅泉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매천집03 梅泉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매천집04 梅泉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매천황현시집(상) 梅泉黃玹詩集 19 별집류(別集類) 2007

매천황현시집(중) 梅泉黃玹詩集 19 별집류(別集類) 2007

매천황현시집(하) 梅泉黃玹詩集 19 별집류(別集類) 2007

매헌실기 梅軒實記 17 전기류(傳記類) 1999

매헌집 梅軒集 16~17 별집류(別集類) 2010

매화는 피리소리에 취하여 향기롭구나   -  소설류(小說類) 1997

매화시첩(퇴계 선생 매화시첩) 梅花詩帖 16 별집류(別集類) 2011

면암 최익현가 간찰자료01 勉菴 崔益鉉家 簡札資料 19 서간류(書簡類) 2010

면암 최익현가 간찰자료02 勉菴 崔益鉉家 簡札資料 19  서간류(書簡類) 2010

면암집01 勉菴集 19 별집류(別集類) 1986

면암집02 勉菴集 19 별집류(別集類) 1986

면암집03(색인첨부) 勉菴集 19 별집류(別集類) 1986

면앙집(상) 俛仰集 16 별집류(別集類) 1995

면앙집(하) 俛仰集 16 별집류(別集類)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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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보묵 名家寶墨 16~18 예술류(藝術類) 2011

명가의 가언선행 嘉言善行 18 유가류(儒家類) 1986

명곡선생문집 明谷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명곡유고 明谷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98

명산답사기 名山踏査記 13~19 지리류(地理類) 1997

명암집 明庵集 18 별집류(別集類) 2003

명의록(색인첨부) 明義錄 18 전기류(傳記類) 2006

명재유고01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6

명재유고02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7

명재유고03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9

명재유고04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9

명재유고05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9

명재유고06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8

명재유고07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9

명재유고08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8

명재유고09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8

명재유고10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9

명재유고11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11

명재유고12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8

모당선생문집01(건) 慕堂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모당선생문집02(곤) 慕堂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모당선생시문집(상) 慕堂先生詩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12

모당선생시문집(하) 慕堂先生詩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12

모암유고 茅菴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97

모은선생실기 茅隱先生實記 12 전기류(傳記類) 1978

모재전집(상) 慕齋全集 16 별집류(別集類) 1990

모재전집(하) 慕齋全集 16 별집류(別集類) 1990

모헌실기 慕軒實紀 - 전기류(傳記類) 2012

목민고 목민대방 牧民攷 牧民大方 18 직관류(職官類) 2012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93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2001

목민심서 牧民心書, 중판 19 직관류(職官類)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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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95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2000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2001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72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9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2002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93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74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2011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2002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5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56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62

목민심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73

목민심서(상)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4

목민심서(상)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75

목민심서(중)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5

목민심서(하)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75

목민심서(하-1)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6

목민심서(하-2)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7

목민심서(하-3)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8

목민심서(하-4)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8

목민심서:목민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서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2012

목민심서01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71

목민심서01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8

목민심서01(부임 ·해관)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6

목민심서02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71

목민심서02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8

목민심서02(율기)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6

목민심서03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71

목민심서03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9

목민심서03(봉공 ·애민)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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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04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8

목민심서04(이전)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6

목민심서05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5

목민심서05(호전:상)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6

목민심서06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5

목민심서06(호전:하)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6

목민심서07(예전)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6

목민심서08(병전)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6

목민심서09(형전)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6

목민심서10(공전)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6

목민심서11(진황)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1986

목민심서2판 牧民心書 19 직관류(職官類) 2011

목우자수심결언해 사법어언해 牧牛子修心訣諺解, 四法語諺解 15 석가류(釋家類) 2009

목은 이색 시선 牧隱李穡詩選 14 별집류(別集類) 2005

목은선생연보 牧隱先生年譜 18 전기류(傳記類) 1985

목은시고01 牧隱詩藁 14 별집류(別集類) 2000

목은시고02 牧隱詩藁 14 별집류(別集類) 2000

목은시고03 牧隱詩藁 14 별집류(別集類) 2002

목은시고04 牧隱詩藁 14 별집류(別集類) 2002

목은시고05 牧隱詩藁 14 별집류(別集類) 2003

목은시고06 牧隱詩藁 14 별집류(別集類) 2003

목은시고07 牧隱詩藁 14 별집류(別集類) 2004

목은시고08 牧隱詩藁 14 별집류(別集類) 2004

목은시고09 牧隱詩藁 14 별집류(別集類) 2005

목은시고10 牧隱詩藁 14 별집류(別集類) 2005

목은시고11 牧隱詩藁 14 별집류(別集類) 2007

목은시고12 牧隱詩藁 14 별집류(別集類) 2007

목은집01 牧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0

목은집02 牧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1

목은집03 牧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1

목은집04 牧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1

목은집05 牧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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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집06 牧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2

목은집07 牧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3

목은집08 牧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3

목은집09 牧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3

목은집10 牧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1

목은집11 牧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2

목은집12(색인) 牧隱集 14 별집류(別集類) 2005

목은한시선 牧隱漢詩選 14 별집류(別集類) 1999

몽관집 夢關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묘갈명 墓碣銘 20 금석류(金石類) 1998

묘갈명 및 행장록 墓碣銘 行狀 - 금석류(金石類) 1998

무경실중어록 無竟室中語錄 18 별집류(別集類) 2013

무경집 無竟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무과총요 연구 武科總要 19 정법류(政法類) 2005

무등산유산기 無等山遊山記 - 지리류(地理類) 2010

무릉속집 武綾續集 16 별집류(別集類) 1979

무수옹집 無愁翁集 17 별집류(別集類) 2011

무신수지 武臣須知 18 병가류(兵家類) 1986

무안보첩 務安報牒 19 정법류(政法類) 2002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 18 병가류(兵家類) 2001

무예도보통지(실연 완역) 武藝圖譜通志 18 병가류(兵家類) 1996

무의자 혜심 선시집 無衣子慧諶禪詩集 13 별집류(別集類) 2013

무의자문집 無衣子文集 13 별집류(別集類) 2013

무의자시집 無衣子詩集 13 별집류(別集類) 1997

무의자시집 無衣子詩集 13 별집류(別集類) 2008

무진조천별장첩 戊辰朝天別章帖 17 예술류(藝術類) 2001

무첨재선생문집 無忝齋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12

묵사집산법01(천) 默思集筭法 17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묵사집산법02(지) 默思集筭法 17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묵사집산법03(인) 默思集筭法 17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묵와집 黙窩集 18 별집류(別集類) 1991

묵재선생문집 黙齋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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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재실기 黙齋實紀 15 전기류(傳記類) 2000

묵헌이만운선생문집(상) 黙軒李萬運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0

묵헌이만운선생문집(하) 黙軒李萬運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0

문경공 만사실기 晩沙實記 15 전기류(傳記類) 1980

문무자 이옥 시집 文無子李鈺詩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문산집 文山集 20 별집류(別集類) 2007

문월당문집 問月堂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10

물재선생문집 勿齋先生文集 15 별집류(別集類) 1987

물재유고 勿齋遺稿 18 별집류(別集類) 2006

미수 이인로 시집 眉叟李仁老詩集 13 별집류(別集類) 1998

미수기언01 眉叟記言 17 별집류(別集類) 1986

미수기언02 眉叟記言 17 별집류(別集類) 1986

미수기언03 眉叟記言 17 별집류(別集類) 1986

미수기언04 眉叟記言 17 별집류(別集類) 1986

미수기언05 眉叟記言 17 별집류(別集類) 1986

미수기언06(색인) 眉叟記言 17 별집류(別集類) 1986

미암 유희춘 후손가 연운당 고문서: 고문서로 본 선비들의 생활세계 眉巖 柳希春 19 기타 2009

미암일기01 眉巖日記草 16 잡사류(雜史類) 1992

미암일기02 眉巖日記草 16 잡사류(雜史類) 1993

미암일기03 眉巖日記草 16 잡사류(雜史類) 1994

미암일기04 眉巖日記草 16 잡사류(雜史類) 1996

미암일기05 眉巖日記草 16 잡사류(雜史類) 1996

미양서원지 薇陽書院誌   지리류(地理類) 2001

미호집01 渼湖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미호집02 渼湖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미호집03 渼湖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미호집04 渼湖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미호집05 渼湖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민보의 민보집설(부 어초문답) 民堡議, 民堡輯說(附 漁樵問答) 19 병가류(兵家類) 1989

민충정공유고 閔忠正公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00

밀양손씨충효록 密陽孫氏忠孝錄   - 전기류(傳記類) 2004

박세당의 노자(어느 유학자의 노자 읽기) 道德經 17 도가류(道家類)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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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당의 서계유묵 朴世堂 筆蹟 西溪遺墨 17 예술류(藝術類) 2012

박세당의 장자읽기:남화경주해산보1 南華經註解刪補 17 도가류(道家類) 2012

박제가(북학의) 朴齊家 18 정법류(政法類) 1992

박제형(조선정감) 朴齊炯 20 잡사류(雜史類) 1992

박죽서의 삶과 문학세계:조선 여인의 노래 朴竹西 竹西詩集 19 별집류(別集類) 1998

박지원 朴趾源 18 별집류(別集類) 1992

박지원 작품집:나는 껄껄 선생이라오 朴趾源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2004

반계수록01(전제) 磻溪隨錄 17 정법류(政法類) 1962

반계수록02(교선제) 磻溪隨錄 17 정법류(政法類) 1962

반계수록03(임관, 직관, 녹제) 磻溪隨錄 17 정법류(政法類) 1966

반계수록04(병제, 속편, 보유) 磻溪隨錄 17 정법류(政法類) 1968

반계수록(전제편) 磻溪隨錄 17 정법류(政法類) 1959

반아유고 槃阿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11

반천유고(시직공유고 시직공유묵) 盤泉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11

발췌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84

발해고 渤海考 18 잡사류(雜史類) 2001

발해고 渤海考 18 잡사류(雜史類) 2006

밝은 달아 수 놓은 베개를 엿보지 말아다오     - 소설류(小說類) 1997

밤바람아 무슨 일로 비단 휘장을 걷느냐     - 소설류(小說類) 1997

방랑 김립시집 金笠詩集 19 별집류(別集類) 1948

방랑시인 김병연:죽장에 삿갓쓰고 書藝作品用 漢詩 19 별집류(別集類) 2009

방랑시인 김삿갓시집 金炳淵 19 별집류(別集類) 2000

방랑시인 김삿갓의 한시2판 金炳淵 19 별집류(別集類) 2002

방산이방헌선생문집(상) 方山李邦憲先生文集 20 별집류(別集類) 2008

방산이방헌선생문집(중) 方山李邦憲先生文集 20 별집류(別集類) 2008

방산전집 舫山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83

방시한집 方是閒集 18 별집류(別集類) 2006

방촌황희선생문집 厖村黃喜先生文集 15 별집류(別集類) 1980

백곡선생문집 栢谷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10

백곡집 柏谷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백련사지 白蓮社志 20 지리류(地理類) 1998

백불암선생문집 百弗庵先生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02



198 _ 

번  역  서  명 표제 및 전거 참조 시기 분   류 발행년

백불암선생언행록 百弗庵先生言行錄 18 전기류(傳記類) 2002

백사 이항복 유묵첩과 북천일록 白沙先生北遷日錄 17 잡사류(雜史類) 2005

백사집01 白沙集 17 별집류(別集類) 1998

백사집02 白沙集 17 별집류(別集類) 1998

백사집03(색인첨부) 白沙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백암선생문집 栢巖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백암선생문집 속집 栢巖先生文集續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백암정토찬 栢庵淨土讚 17 석가류(釋家類) 2010

백운 이규보 시선 白雲李奎報詩選 13 별집류(別集類) 2003

백운거사 이규보 시집 白雲居士 李奎報 詩集 13 별집류(別集類) 1997

백운소설 白雲小說 13 시문평류(詩文評類) 2012

백운유고 白雲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91

백운화상어록 白雲和尙語錄 14 석가류(釋家類) 1998

백원록 부 심성휘선 百源錄 附 心性彙選 19 유가류(儒家類) 1986

백졸집 百拙集 17 별집류(別集類) 2012

백촌공유사록 白村公遺事錄 15 전기류(傳記類) 1979

백하일기 白下日記 20 수필류(隨筆類) 2011

백헌선생집01 白軒先生集 17 별집류(別集類) 2011

백헌선생집02 白軒先生集 17 별집류(別集類) 2011

백헌선생집03 白軒先生集 17 별집류(別集類) 2011

백헌시집 부(附) 도운 관양시선:청천강을 밤에 건너며 白軒詩選 附 陶雲, 冠陽詩選 17 별집류(別集類) 2000

백헌총요 百憲總要 18 정법류(政法類) 1979

백호 임제 시선 白湖林悌詩選 16 별집류(別集類) 2002

백호시선 白湖詩選 16 별집류(別集類) 2011

백호전서01 白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5

백호전서02 白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5

백호전서03 白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5

백호전서04 白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6

백호전서05 白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6

백호전서06 白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7

백호전서07 白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6

백호전서08 白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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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전서09 白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7

백호전서10 白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7

백호전서11 白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7

백호전서12(색인) 白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2004

백호전집(상) 白湖全集 16 별집류(別集類) 1997

백호전집(하) 白湖全集 16 별집류(別集類) 1997

번역 남고선생문집 南皐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5

범망경술기 梵網經述記 7 석가류(釋家類) 2011

벽역신방 辟疫神方 17 의가류(醫家類) 2012

벽위편 闢衛編 20 잡사류(雜史類) 1987

변례집요01 邊例集要 16~19 정법류(政法類) 2000

변영만 전집(상) 卞榮晩全集 20 별집류(別集類) 2006

별동선생문집 別洞先生文集 15 별집류(別集類) 1987

병곡선생문집(상) 屛谷先生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01

병곡선생문집(하) 屛谷先生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01

병산선생문집 缾山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90

병세재언록 :18세기 조선인물지 幷世才彦錄 18 전기류(傳記類) 1997

병와연보 甁窩年譜 18 전기류(傳記類) 1979

병와집01 甁窩集 18 별집류(別集類) 1990

병와집02 甁窩集 18 별집류(別集類) 1990

병와집03 甁窩集 18 별집류(別集類) 1990

병자남한일기 丙子南漢日記 17 잡사류(雜史類) 1977

병자록 丙子錄 17 잡사류(雜史類) 1985

병자록(병자호란) 丙子錄 17 잡사류(雜史類) 1947

병자봉사 丙子封事 17 정법류(政法類) 2012

병자일록 丙子日錄 17 잡사류(雜史類) 1997

병장설 진법 兵將說 陣法 14~15 병가류(兵家類) 1983

병학지남연의01 兵學指南演義 18 병가류(兵家類) 1995

병학지남연의02 兵學指南演義 18 병가류(兵家類) 1996

병학지남연의03 兵學指南演義 18 병가류(兵家類) 1997

보림사 중창기 寶林寺重刱記 17~19 지리류(地理類) 2001

보백당선생실기 寶白堂先生實紀 16 전기류(傳記類)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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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조전 步兵操典 20 병가류(兵家類) 1998

보성의 금석문 寶城 金石文 20 금석류(金石類) 2009

보한재전서(상) 保閑齋全書 15 별집류(別集類) 1984

보한재전서(중) 保閑齋全書 15 별집류(別集類) 1984

보한재전서(하) :해동제국기 북정록 保閑齋全書 15 별집류(別集類) 1984

보한집 補閑集 13 시문평류(詩文評類) 1995

보한집 補閑集 13 시문평류(詩文評類) 1984

보한집 補閑集 13 시문평류(詩文評類) 2003

보한집 補閑集 13 시문평류(詩文評類) 2010

보한집 補閑集 13 시문평류(詩文評類) 2012

복암집 復菴集 19 별집류(別集類) 2006

복재선생실기 復齋先生實 16~17 별집류(別集類) 2011

복재집 復齋集 19 별집류(別集類) 1988

복천유고(상) 復泉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11

본초유함요령 本草類函要領 19 의가류(醫家類) 2011

본초정화01 本草精華 17 의가류(醫家類) 2011

본초정화02 本草精華 17 의가류(醫家類) 2011

봉강문집01 鳳岡文集 19~20 별집류(別集類) 2012

봉강문집02 鳳岡文集 19~20 별집류(別集類) 2012

부도지 符都誌 5 잡사류(雜史類) 2002

부북일기 赴北日記 17 정법류(政法類) 2012

부산금석문 釜山金石文 11~20 금석류(金石類) 2002

부석사 한시:산승은 동녘바람 등지고 낙화를 쓰네 浮石寺 16~19 총집류(總集類) 2011

부아기정 赴俄記程 19 정법류(政法類) 2011

부여 회고 한시선:백마강, 한시로 읊다 扶餘懷古漢詩選 - 별집류(別集類) 2011

부자유친:조선시대 육아일기 부자 왕복 편지   19 총집류(總集類) 2012

부족해도 넉넉하다 : 천년의 지혜와 만나는 안대회의 세상 이야기   - 수필류(隨筆類) 2009

부해문집01 浮海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8

부해문집02 浮海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9

부휴당대사집 浮休堂大師集 16 별집류(別集類) 2013

부휴자담론 浮休子談論 15 잡사류(雜史類) 2004

부휴자담론 浮休子談論 15 잡사류(雜史類)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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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휴자담론 浮休子談論 15 잡사류(雜史類) 2008

북산산고 北山散稿 20 별집류(別集類) 2004

북상기 北廂記 19 소설류(小說類) 2011

북유시집 北遊詩集 20 별집류(別集類) 1986

북정일기 北征日記 17 잡사류(雜史類) 1980

북학의 北學議 18 정법류(政法類) 1991

북학의 北學議 18 정법류(政法類) 1974

북학의 北學議 18 정법류(政法類) 2002

북학의 北學議 18 정법류(政法類) 2003

북학의 北學議 18 정법류(政法類) 2013

북학의:시대를 아파한 조선 선비의 청국 기행 北學議 18 정법류(政法類) 2003

북한산03:시문집   - 별집류(別集類) 2004

북한산 역사지리(북한지) 北漢誌 - 지리류(地理類) 1995

북한지 北漢誌 18 지리류(地理類) 1994

분문온역이해방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分門瘟疫易解方,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16 의가류(醫家類) 2009

불교문헌설화집 佛敎文獻說話集 -  수필류(隨筆類) 1999

불멸의 중봉 조헌01 重峯 趙憲 16 별집류(別集類) 2004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  석가류(釋家類) 2011

불우헌문집 不憂軒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09

불우헌집 不憂軒集 15 별집류(別集類) 2009

불우헌집(색인첨부) 不憂軒集 15 별집류(別集類) 1998

불조직지심체요절 佛祖直指心體要節 14 석가류(釋家類) 1997

불조직지심체요절 佛祖直指心體要節 14 석가류(釋家類) 1996

불조진심선격초 佛祖眞心禪格抄 18 석가류(釋家類) 2013

비변사등록01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비변사등록02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비변사등록03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비변사등록04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비변사등록05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비변사등록06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비변사등록07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2

비변사등록08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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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등록09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3

비변사등록10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3

비변사등록11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3

비변사등록12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4

비변사등록13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4

비변사등록14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4

비변사등록15 備邊司謄錄 17 편년류(編年類) 1995

비변사등록16 備邊司謄錄 17~18 편년류(編年類) 1995

비변사등록17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1996

비변사등록18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1996

비변사등록19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1997

비변사등록20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1997

비변사등록21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1998

비변사등록22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1998

비변사등록23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1999

비변사등록24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1999

비변사등록25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비변사등록26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비변사등록27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비변사등록28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비변사등록29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비변사등록30 備邊司謄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비변사등록(신안군관계 기사자료집) 備邊司謄錄 17~19 편년류(編年類) 1998

비응도 급가도 치패 영남 김해부 대동 한 래 양조선 등록 飛鷹島及駕島致敗金海府大同寒來兩漕船謄錄 19 잡사류(雜史類) 2013

빈 방에 달빛 들면:조선 선비, 아내 잃고 애통한 심사를 적다 宋時烈 외 16~19 총집류(總集類) 2005

사가 서거정 시선 四佳徐居正詩選 15 별집류(別集類) 1998

사가명저선(동인시화 필원잡기 골계전) 四佳名著選 15 총집류(總集類) 2000

사가문집 四佳文集 15 별집류(別集類) 1997

사가집01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4

사가집02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4

사가집03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5

사가집04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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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집05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6

사가집06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6

사가집07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7

사가집08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6

사가집09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7

사가집10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8

사가집11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8

사가집12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9

사가집13 四佳集 15 별집류(別集類) 2009

사경재집 思敬齋集 18 별집류(別集類) 1984

사계전서01 沙溪全書 17 별집류(別集類) 2000

사계전서02 沙溪全書 17 별집류(別集類) 2003

사계전서03 沙溪全書 17 별집류(別集類) 2003

사계전서04 沙溪全書 17 별집류(別集類) 2004

사계전서05 沙溪全書 17 별집류(別集類) 2001

사계전서06 沙溪全書 17 별집류(別集類) 2005

사계전서07 沙溪全書 17 별집류(別集類) 2005

사계전서08(색인) 沙溪全書 17 별집류(別集類) 2006

사단칠정논쟁01 : 퇴계 고봉, 율곡 우계의 사단칠정논쟁을 중심으로 四端七情 16 유가류(儒家類) 2009

사단칠정논쟁02:사칠논변 이후 정개청에서 정약용까지 四端七情 16 유가류(儒家類) 2009

사례편람 四禮便覽 18 유가류(儒家類) 1992

사례편람 四禮便覽 18 유가류(儒家類) 2003

사례편람 四禮便覽 18 유가류(儒家類) 2010

사립문 앞에서 친구를 맞아오네   - 소설류(小說類) 1997

사명당집 四溟堂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사문수간 師門手簡 16 서간류(書簡類) 2008

사미헌집01 四未軒集 19 별집류(別集類) 2013

사변록 思辨錄 17 사서류(四書類) 1986

사산비명 四山碑銘 9 금석류(金石類) 1987

사소절 士小節 18 유가류(儒家類) 1983

사소절 士小節 18 유가류(儒家類) 1979

사소절 士小節 18 유가류(儒家類)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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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유집 四松遺集 17 별집류(別集類) 1994

사숙재전집 私淑齋全集 15 별집류(別集類) 2009

사숙재집 私淑齋集 15 별집류(別集類) 1999

사암집 思庵集 16 별집류(別集類) 1979

사우당집(상) 四友堂集 17 별집류(別集類) 1986

사우당집(하) 四友堂集 17 별집류(別集類) 1986

사월당선생문집 沙月堂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사의01 士儀 19 유가류(儒家類) 2006

사의02 士儀 19 유가류(儒家類) 2006

사의03 士儀 19 유가류(儒家類) 2006

사의04 士儀 19 유가류(儒家類) 2006

사의경험방 의가필용 四醫經驗方, 醫家必用 17 의가류(醫家類) 2007

사의당지, 우리집을 말한다 :18세기 사대부가의 주거 문화 洪敬謨 四宜堂志 19 지리류(地理類) 2009

사직서의궤 社稷署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12

사직악기조성청의궤 社稷樂器造成廳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08

사칠신편 四七新編 18 유가류(儒家類) 1999

산가요록 山家要錄 15 농가류(農家類) 2004

산림경제 山林經濟 18 농가류(農家類) 1997

산림경제01 山林經濟 18 농가류(農家類) 1982

산림경제02(색인첨부) 山林經濟 18 농가류(農家類) 1983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백두산기 유백두산기 남
명소승 유한라산기 유두류록 두류산기행록 동유기 유금강
산기 유금강록 관동록 풍악기우기 호동서락기 유칠보산기
유묘향산록 묘향산소기 뇌옹사리찬 유천마성거양산기 유

송악기 설악기 유설악기 유화악산기 두타산일기 오대산기
유치악대승암기 유태백산기 유원주법천사기 등)

洪世泰 白頭山記 외 - 지리류(地理類) 2007

산사에 가면 시가 보이네:옛 선비들의 사찰 기행시   - 총집류(總集類) 2001

산사에도 그리움이 있었네   - 총집류(總集類) 2002

산술관견 算術管見 19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산중일기 山中日記 17 별집류(別集類) 1999

산중일기(상) 山中日記 17 수필류(隨筆類) 2012

산중일기(하) 山中日記 17 수필류(隨筆類) 2012

산학본원(이수신편 제21권) 算學本源 18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산학입문(이수신편 제22권) 算學入門 18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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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입문(이수신편 제23권) 算學入門 18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삼가향교현판집성 三嘉鄕校懸板集成 - 지리류(地理類) 2007

삼경천견록(詩 書 周易) 三經淺見錄 14 총경류(總經類) 1999

삼국사기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3

삼국사기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76

삼국사기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2012

삼국사기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60

삼국사기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76

삼국사기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7

삼국사기(상)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5

삼국사기(하)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5

삼국사기01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8

삼국사기01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6

삼국사기01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3

삼국사기01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71

삼국사기01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7

삼국사기01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2001

삼국사기01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2

삼국사기01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40

삼국사기01(신라본기)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2012

삼국사기02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8

삼국사기02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6

삼국사기02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3

삼국사기02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70

삼국사기02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7

삼국사기02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5

삼국사기02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2

삼국사기02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43

삼국사기02(고구려 백제본기)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2012

삼국사기02(번역편)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7

삼국사기03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6

삼국사기03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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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03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2

삼국사기03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47

삼국사기03(잡지 열전)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2012

삼국사기03(주석편 상)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7

삼국사기04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6

삼국사기04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2

삼국사기04(주석편 하)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7

삼국사기05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6

삼국사기05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2

삼국사기05(색인편)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8

삼국사기06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2009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상)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2000

삼국사기 고구려본기(하)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2000

삼국사기 상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6

삼국사기 신라본기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2008

삼국사기 열전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4

삼국사기 하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6

삼국사기신강(고구려 백제 본기 편)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90

삼국사기신강(신라본기 편)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5

삼국사기신강(연표 잡지 열전 편) 三國史記 12 정사류(正史類) 1985

삼국사절요01 三國史節要 15 편년류(編年類) 1996

삼국사절요02 三國史節要 15 편년류(編年類) 1996

삼국시대 해양관련 사료집(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이십오사초) 三國史記 외 - 초사류(抄史類) 1999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3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1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94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94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83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96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2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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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94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2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78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99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46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89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93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11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2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95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81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82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56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99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9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12

삼국유사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10

삼국유사(상)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81

삼국유사(하)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81

삼국유사01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74

삼국유사01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86

삼국유사01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97

삼국유사01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2

삼국유사02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73

삼국유사02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86

삼국유사02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97

삼국유사02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2

삼국유사03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3

삼국유사04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3

삼국유사05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3

삼국유사-상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1

삼국유사-상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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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상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79

삼국유사-상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1

삼국유사-중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1

삼국유사-하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1

삼국유사-하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2

삼국유사-하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2002

삼국유사-하 三國遺事 13 잡사류(雜史類) 1979

삼금당민공행록 三錦堂閔公行錄 18 전기류(傳記類) 1998

삼두재유집 三斗齋遺集 18 별집류(別集類) 1998

삼명시화 三溟詩話 19 시문평류(詩文評類) 2006

삼봉집 三峯集 14 별집류(別集類) 2009

삼봉집 三峯集 19 별집류(別集類) 2012

삼봉집 三峯集 14 별집류(別集類) 2013

삼봉집01 三峯集 14 별집류(別集類) 1982

삼봉집01 三峯集 14 별집류(別集類) 2009

삼봉집02 三峯集 14 별집류(別集類) 2009

삼봉집02(색인첨부) 三峯集 14 별집류(別集類) 1982

삼봉집03 三峯集 14 별집류(別集類) 2009

삼오당문집 三吾堂文集 17~18 별집류(別集類) 2011

삼은합고(야은선생일고 뇌은선생실기 경은선생실기) 三隱合稿 19 총집류(總集類) 2005

삼의당 김씨 시선 三宜堂金氏詩選 19 별집류(別集類) 2008

삼죽금보의 역보(譯譜) 및 주석 三竹琴譜 19 예술류(藝術類) 1998

삼충실기 三忠實紀 17 전기류(傳記類) 1994

삼탄집01 三灘集 15 별집류(別集類) 2008

삼탄집02 三灘集 15 별집류(別集類) 2008

삼탄집03(색인첨부) 三灘集 15 별집류(別集類) 2008

삼한습유 三韓拾遺 19 전기류(傳記類) 2003

삼한습유 三韓拾遺 19 전기류(傳記類) 1998

삼한시귀감 三韓詩龜鑑 14 총집류(總集類) 2002

삼현실기 三賢實記 14 전기류(傳記類) 2009

삼호재집 三乎齋集 20 별집류(別集類) 2010

상량문집(보수시 발견된 상량문) 上樑文集 -  지리류(地理類) 1991



Session3 발표4 : 한국고전번역원 _ 209

번  역  서  명 표제 및 전거 참조 시기 분   류 발행년

상변통고01 常變通攷 18 유가류(儒家類) 2009

상변통고02 常變通攷 18 유가류(儒家類) 2009

상변통고03 常變通攷 18 유가류(儒家類) 2009

상변통고04 常變通攷 18 유가류(儒家類) 2009

상변통고05 常變通攷 18 유가류(儒家類) 2009

상변통고06 常變通攷 18 유가류(儒家類) 2009

상변통고07 常變通攷 18 유가류(儒家類) 2009

상변통고08 常變通攷 18 유가류(儒家類) 2009

상변통고09 常變通攷 18 유가류(儒家類) 2009

상변통고10 常變通攷 18 유가류(儒家類) 2009

상정일고 橡亭逸稿 15 별집류(別集類) 2010

상촌집01 象村集 17 별집류(別集類) 1994

상촌집02 象村集 17 별집류(別集類) 1994

상촌집03 象村集 17 별집류(別集類) 1994

상촌집04 象村集 17 별집류(別集類) 1990

상촌집05 象村集 17 별집류(別集類) 1990

상촌집06 象村集 17 별집류(別集類) 1994

상촌집07(색인) 象村集 17 별집류(別集類) 1996

새벽 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상) 紀聞叢話 19 소설류(小說類) 2008

새벽 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중) 紀聞叢話 19 소설류(小說類) 2008

새벽 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하) 紀聞叢話 19 소설류(小說類) 2008

색경 穡經 17 농가류(農家類) 2001

생각 세 번 名句 - 총집류(總集類) 2012

서계선생일고 西溪先生逸稿 17 별집류(別集類) 2011

서계연록 西溪燕錄 17 정법류(政法類) 2010

서계유고 書溪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12

서계집01 西溪集 17 별집류(別集類) 2009

서계집02 西溪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서계집03 西溪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서계집04 西溪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서궐영건도감의궤 西闕營建都監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03

서담선생문집 西潭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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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선생집01 西堂先生集 18 별집류(別集類) 2005

서당선생집02 西堂先生集 18 별집류(別集類) 2005

서당선생집03 西堂先生集 18 별집류(別集類) 2005

서당선생집04 西堂先生集 18 별집류(別集類) 2005

서당선생집05 西堂先生集 18 별집류(別集類) 2005

서당의 일상 紫巖日錄 20 전기류(傳記類) 2013

서당일록 瑞堂逸錄 17 별집류(別集類) 1995

서산대사어록 西山大師語錄 16 석가류(釋家類) 2009

서산선생전집 西山先生全集 15 별집류(別集類) 2000

서수일기 西繡日記 19 잡사류(雜史類) 2013

서암선생문집 西庵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92

서애시 西厓詩 17 별집류(別集類) 2007

서애전서(군문등록) 西厓先生文集 軍門謄錄 16 별집류(別集類) 2001

서애전서(근폭집) 西厓先生文集 芹曝集 16 별집류(別集類) 2001

서애전서(서) 西厓先生文集 書 16 별집류(別集類) 2001

서애전서(잡저) 西厓先生文集 雜著 16 별집류(別集類) 2001

서애전서(진사록1) 西厓先生文集 辰巳錄 16 별집류(別集類) 2001

서애전서(진사록2) 西厓先生文集 辰巳錄 16 별집류(別集類) 2001

서애전서(징비록) 西厓先生文集 懲毖錄 16 별집류(別集類) 2001

서애집01 西厓集 16 별집류(別集類) 1982

서애집02(색인첨부) 西厓集 16 별집류(別集類) 1982

서운관지 書雲觀志 19 직관류(職官類) 1999

서운관지 書雲觀志 19 직관류(職官類) 2003

서울, 세시, 한시 都下歲時記俗詩 19 별집류(別集類) 2003

서재집 西齋集 18 별집류(別集類) 2004

서정록 西征錄 16 잡사류(雜史類) 1989

서천의 금석문 舒川 金石文 - 금석류(金石類) 2009

서파유고 西坡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9

서파집 상 西坡集 17 별집류(別集類) 1992

서파집 하 西坡集 17 별집류(別集類) 1992

서포만필 西浦漫筆 17 수필류(隨筆類) 2009

서포만필(상) 西浦漫筆 17 수필류(隨筆類)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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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만필(하) 西浦漫筆 17 수필류(隨筆類) 2010

서포집(산문) 西浦集 17 별집류(別集類) 2011

서포집(시) 西浦集 17 별집류(別集類) 2010

서하선생 임춘 시집 西河先生林椿詩集 13 별집류(別集類) 1998

서하집 西河先生集 13 별집류(別集類) 1984

서하집 西河先生集 13 별집류(別集類) 2008

서하집 西河先生集 13 별집류(別集類) 1985

서화담문선 徐花潭文選 16 별집류(別集類) 1988

서화담문집 徐花潭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3

석곡산고 석곡심서 포상기문 石谷散稿, 石谷心書, 浦上奇聞 19 의가류(醫家類) 2009

석곡선생문집 石谷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1

석담일기 石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1998

석담일기(상) 石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1983

석담일기(하) 石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1983

석릉세적 石陵世蹟 -  전기류(傳記類) 1996

석북시집 자하시집 石北詩集, 紫霞詩集 18~19 총집류(總集類) 1975

석북시집 자하시집 石北詩集, 紫霞詩集 18~19 총집류(總集類) 2003

석우유고 石愚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0

석재일록 碩齋日錄 19 잡사류(雜史類) 2009

석주유고(상) 石洲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8

석주유고(하) 石洲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8

석주집 石洲集 16 별집류(別集類) 2009

석주집01 石洲集 16 별집류(別集類) 2006

석주집02(색인첨부) 石洲集 16 별집류(別集類) 2007

석천지 石泉誌 - 지리류(地理類) 1994

석탄선생유집 石灘先生遺集 14 별집류(別集類) 1988

석탄집 石灘集 14 별집류(別集類) 2008

석헌집 石軒集 16 별집류(別集類) 2002

선가귀감 禪家龜鑑 16 석가류(釋家類) 1962

선가귀감 禪家龜鑑 16 석가류(釋家類) 2003

선가귀감 禪家龜鑑 16 석가류(釋家類) 1984

선가귀감 禪家龜鑑 16 석가류(釋家類)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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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귀감 禪家龜鑑 16 석가류(釋家類) 1976

선가귀감 禪家龜鑑 16 석가류(釋家類) 1982

선가귀감 禪家龜鑑 16 석가류(釋家類) 2009

선가귀감 禪家龜鑑 16 석가류(釋家類) 1984

선가귀감 禪家龜鑑 16 석가류(釋家類) 2000

선가귀감 禪家龜鑑 16 석가류(釋家類) 1994

선가귀감 禪家龜鑑 16 석가류(釋家類) 2008

선가귀감:깨달음의 거울 禪家龜鑑 16 석가류(釋家類) 2003

선가귀감:깨달음의 거울 개정판 禪家龜鑑 16 석가류(釋家類) 1992

선무 호성 청난 일만임란구국공신록 宣武扈聖淸難 ㊀萬壬亂救國功臣錄 16 전기류(傳記類) 1988

선문사변만어 禪門四辨漫語 19 석가류(釋家類) 2012

선문수경 禪文手鏡 19 석가류(釋家類) 2012 

선문염송염송설화01 禪門拈頌拈頌說話 13 석가류(釋家類) 2009

선문염송염송설화02 禪門拈頌拈頌說話 13 석가류(釋家類) 2009

선문염송염송설화03 禪門拈頌拈頌說話 13 석가류(釋家類) 2009

선문염송염송설화04 禪門拈頌拈頌說話 13 석가류(釋家類) 2009

선문염송염송설화05 禪門拈頌拈頌說話 13 석가류(釋家類) 2009

선문염송염송설화06 禪門拈頌拈頌說話 13 석가류(釋家類) 2009

선문염송염송설화07 禪門拈頌拈頌說話 13 석가류(釋家類) 2009

선문염송염송설화08 禪門拈頌拈頌說話 13 석가류(釋家類) 2009

선문염송염송설화09 禪門拈頌拈頌說話 13 석가류(釋家類) 2009

선문염송염송설화10 禪門拈頌拈頌說話 13 석가류(釋家類) 2009

선배왕복 제가서독 진신첩 先輩往復, 諸家書牘, 搢紳帖 17~19 예술류(藝術類) 2012

선비 안숙 일지:그 삶과 저항의 서시 위당유고 韋堂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10

선성지 宣城誌 17 지리류(地理類) 1993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03(유두류록 유산록 두류록 방
장유록 유천왕봉기 유쌍계기 두류산회화기 지리산기
두류록 지리산행기 유두류록 불일암유산기 두류산기
유방장기)

智異山 15~17 지리류(地理類) 2009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04(영남일기 촉석동유기 덕산동
유기 문산재동유기 유두류록 유덕산기 유무주암기 두류
기 안식동기 장항동기 유두류록 지리산북록기 두류산기
두류유기 유방장산기 남유기행 두류록 두류산중문견기
유청학동일기 두류록)

智異山 15~17 지리류(地理類)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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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05(두류기행 유쌍계칠불암기 유
대원암기 두류산음수기 두류행기 유두류록 화악일기 악
양정회유기 유방장록 지리산유상록 유두류록 두류록 유
쌍계사기 두류산기행록)

智異山 15~17 지리류(地理類) 2013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06(유두류록 유두류록 유두류록
순두류록 강우일기 유불일폭기 유불일폭기 두류산유록
유방장산기 두류산유기 천왕봉기 유방장산기행 유천왕
봉연방축 두류기행 방장산유행기 두류산기

智異山 15~17 지리류(地理類) 2013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지리산기 유두류록 지리산일과
두류기행록 유두류록 두류산기행록 두류산일록 유두류
산록 방장산선유일기)

智異山 15~17 지리류(地理類) 2001

선인들의 편지 모음집 최근첩 㝡近帖 -  예술류(藝術類) 2012

선조실록수정청의궤 宣祖實錄修正廳儀軌 17 정법류(政法類) 2004

선조유묵 가서 (先祖遺墨)家書 16 예술류(藝術類) 2011

선포집 仙圃集 19 별집류(別集類) 2011

선학입문 禪學入門 19 석가류(釋家類) 2013

선현간독(선현간독 고간첩) 先賢簡牘(先賢簡牘·古簡帖) - 예술류(藝術類) 2008

선현실기 先賢實記 -  전기류(傳記類) 1981

설뫼문고간찰01: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 서간류(書簡類) 2011

설뫼문고간찰02: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 서간류(書簡類) 2012

설뫼문고간찰03: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 서간류(書簡類) 2013

설수외사:북학 또 하나의 보고서 雪岫外史 19 정법류(政法類) 2011

설월당선생문집 雪月堂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0

설주유고 雪舟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09

설촌가수집고문서집(가장간찰첩편) 雪村家蒐集古文書集 -  기타 2003

설촌가수집고문서집(탈초 정자편) 雪村家蒐集古文書集 - 기타 2000

성강유고 星江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92

성남금석문대관 城南金石文大觀 -  금석류(金石類) 2003

성당집 誠堂集 20 별집류(別集類) 1994

성대중 처세어록:경박한 세상을 나무라는 매운 가르침 成大中 靑城雜記 18 수필류(隨筆類) 2005

성도일록 成都日錄 19 잡사류(雜史類) 2008

성리논변 性理論辯 19 유가류(儒家類) 2006

성리유선(상) 性理類選 16 유가류(儒家類) 2005

성리유선(하) 性理類選 16 유가류(儒家類) 2005



214 _ 

번  역  서  명 표제 및 전거 참조 시기 분   류 발행년

성소부부고01 惺所覆瓿藁 17 별집류(別集類) 1982

성소부부고02 惺所覆瓿藁 17 별집류(別集類) 1983

성소부부고03 惺所覆瓿藁 17 별집류(別集類) 1984

성소부부고04 惺所覆瓿藁 17 별집류(別集類) 1981

성소부부고05(색인) 惺所覆瓿藁 17 별집류(別集類) 1985

성암유고 星巖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94

성은선생일고 城隱先生逸稿 16 별집류(別集類) 2009

성임의 시와 삶 安齋詩集 15 별집류(別集類) 1992

성재선생실기 省齋先生實紀 16 전기류(傳記類) 1982

성주누정록 星州樓亭錄 - 지리류(地理類) 2011

성학과 경(敬) 聖學十圖, 聖學輯要 16 유가류(儒家類) 1982

성학십도 聖學十圖 16 유가류(儒家類) 2001

성학십도 聖學十圖 16 유가류(儒家類) 2000

성학십도 聖學十圖 16 유가류(儒家類) 2009

성학십도 聖學十圖 16 유가류(儒家類) 1998

성학십도 聖學十圖 16 유가류(儒家類) 1982

성학십도 聖學十圖 16 유가류(儒家類) 2001

성학십도 논사단칠정서 聖學十圖, 論四端七情書 16 유가류(儒家類) 1987

성학십도 동국십팔선정 聖學十圖, 東國十八先正 16 유가류(儒家類) 1997

성학집요 聖學輯要 16 유가류(儒家類) 2009

성학집요 聖學輯要 16 유가류(儒家類) 2007

성호 시경질서 詩經疾書 18 시류(詩類) 1996

성호 이익이 가려 뽑은 퇴계학의 정수 이자수어 李子粹語 16 유가류(儒家類) 2010

성호사설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97

성호사설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99

성호사설01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78

성호사설02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76

성호사설03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78

성호사설04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78

성호사설05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78

성호사설06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78

성호사설07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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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사설08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78

성호사설09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77

성호사설10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77

성호사설11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86

성호사설12(색인)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1979

성호사설 선집: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다 星湖僿說 18 유서류(類書類) 2010

성호사설정선(상) 星湖僿說精選 18 유서류(類書類) 1998

성호사설정선(중) 星湖僿說精選 18 유서류(類書類) 1998

성호사설정선(하) 星湖僿說精選 18 유서류(類書類) 1998

성호잡저 星湖雜著 18 정법류(政法類) 1972

성호전집01 星湖全集 18 별집류(別集類) 2007

성호전집04 星湖全集 18 별집류(別集類) 2011

성호전집13 星湖全集 18 별집류(別集類) 2011

성호전집14 星湖全集 18 별집류(別集類) 2010

성호전집15 星湖全集 18 별집류(別集類) 2011

성호전집16 星湖全集 18 별집류(別集類) 2010

성호전집17 星湖全集 18 별집류(別集類) 2010

성호질서(논어 대학 중용) 星湖疾書 18 사서류(四書類) 1998

소고박승임선생실기 嘯皐朴承任先生實紀 16 전기류(傳記類) 2005

소고선생문집(건) 嘯皐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7

소고선생문집(곤) 嘯皐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7

소고조진용공문집 小皐趙鎭容公文集 20 별집류(別集類) 1998

소곡세고 巢谷世稿 18 총집류(總集類) 2009

소동재문집 부 농은유고 小東齋文集 附 農隱遺稿 19 별집류(別集類) 1997

소리당삼세고(素履堂文集 華崗遺稿 惜陰遺稿) 素履堂三世稿 19~20 총집류(總集類) 2001

소문대요 素問大要 20 의가류(醫家類) 2010

소문사설 謏聞事說 18 잡저류(雜著類) 2010

소문사설, 조선의 실용지식 연구노트 :18세기 생활문화 백과사전 謏聞事說 18 잡저류(雜著類) 2011

소문쇄록 謏聞瑣錄 15 수필류(隨筆類) 1997

소산실기 蘇山實紀 16 전기류(傳記類) 1983

소설집 掃雪集 16 별집류(別集類) 2001

소성세덕 邵城世德 20 전기류(傳記類)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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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속록 邵城續錄 18 별집류(別集類) 2007

소수박물관의 목판과 현판   -  예술류(藝術類) 2009

소수서원 잡록:운원잡록 잡록 강소잡록 紹修書院雜錄 - 잡사류(雜史類) 2005

소요당일고 逍遙堂逸稿 16 별집류(別集類) 1987

소요당집 逍遙堂集 16 별집류(別集類) 1998

소의신편 昭義新編 19 정법류(政法類) 2006

소재선생문집 蘇齋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87

소재유고 素齋遺稿 16 별집류(別集類) 1984

소총유고 篠叢遺稿 16 별집류(別集類) 1997

소파시문선고 小波詩文選稿 19 별집류(別集類) 2009

소현동궁일기01 昭顯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소현동궁일기02 昭顯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소현동궁일기03 昭顯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소현동궁일기04 昭顯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소현동궁일기05 昭顯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소현동궁일기06 昭顯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소현분조일기 昭顯分朝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소현심양일기01 昭顯瀋陽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소현심양일기02 昭顯瀋陽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소현심양일기03 昭顯瀋陽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소현심양일기04 소현을유동궁일기 昭顯瀋陽日記, 昭顯乙酉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소화시평 小華詩評 18 시문평류(詩文評類) 1995

속대전 續大典 18 정법류(政法類) 1965

속동국병감 續東國兵鑑 20 별사류(別史類) 1974

속동국병감 續東國兵鑑 20 잡사류(雜史類) 1992

속음청사 續陰晴史 19 잡사류(雜史類) 2005

손곡 이달 시선 蓀谷李達詩選 16 별집류(別集類) 2001

손곡집 蓀谷集 16 별집류(別集類) 2006

손곡집 蓀谷集 16 별집류(別集類) 2006

손끝에 남은 향기:읽을수록 깊고 새로운 우리 한시   20 총집류(總集類) 2007 

손암유고 부 맥로집 遜菴遺稿 附 麥老集 15~17 별집류(別集類) 1987

송강선생문집01 松江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74



Session3 발표4 : 한국고전번역원 _ 217

번  역  서  명 표제 및 전거 참조 시기 분   류 발행년

송강선생문집02 松江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74

송강집 松江集 16 별집류(別集類) 1988

송강집(상) 松江集 16 별집류(別集類) 1986

송강집(하) 松江集 16 별집류(別集類) 1986

송경지01 松京誌 17 지리류(地理類) 1988

송경지02 松京誌 17 지리류(地理類) 1989

송경지03 松京誌 17 지리류(地理類) 1991

송경지04 松京誌 17 지리류(地理類) 1991

송계문집 松溪文集 15 별집류(別集類) 2009

송계선생실기 松溪先生實紀 16 전기류(傳記類) 1990

송곡선생연보 松谷先生年譜 17 전기류(傳記類) 2011

송교유고(상) 松郊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96

송교유고(하) 松郊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96

송남잡지01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남잡지02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남잡지03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남잡지04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남잡지05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남잡지06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남잡지07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남잡지08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남잡지09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남잡지10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남잡지11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남잡지12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남잡지13(색인) 松南雜識 19 총집류(總集類) 2008

송담집 松潭集 17 별집류(別集類) 1997

송당선생문집 松堂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90

송당집 松塘集 16 별집류(別集類) 1994

송당집 松堂集 15 별집류(別集類) 2012

송도인물지 松都人物志 20 전기류(傳記類) 2000

송암선생임란창의(의병도대장) (義兵都大將)松菴先生壬亂倡義 - 전기류(傳記類)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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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실기 松菴實記 14 전기류(傳記類) 2002

송애선생문집 松崖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83

송애집 松崖集 17 별집류(別集類) 1996

송와집 松窩集 15 별집류(別集類) 2004

송자대전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91

송자대전01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8

송자대전02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2

송자대전03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4

송자대전04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4

송자대전05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5

송자대전06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6

송자대전07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3

송자대전08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2

송자대전09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2

송자대전10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2

송자대전11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3

송자대전12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0

송자대전13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1

송자대전14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1

송자대전15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88

송자대전16(색인)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1995

송자시선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2010

송재선생실기 松齋先生實紀 15 별집류(別集類) 2009

송재유고집 松齋遺稿集 16 별집류(別集類) 1985

송천유고 松泉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13

송천집 松川集 16 별집류(別集類) 1988

송천필담01 松泉筆譚 18 수필류(隨筆類) 2009

송천필담02 松泉筆譚 18 수필류(隨筆類) 2009

송촌집 松村集 17 별집류(別集類) 2012

송파유고 松坡遺稿 16 별집류(別集類) 2010

송하유고 松下遺稿 19 별집류(別集類) 1997

송호실적 松湖實蹟 15 별집류(別集類)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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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미록(상) 쇄尾錄 17 잡사류(雜史類) 1990

쇄미록(하) 쇄尾錄 17 잡사류(雜史類) 1990

수가유고 守稼遺稿 15 별집류(別集類) 1984

수교정례 율례요람 受敎定例, 律例要覽 -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1970

수교집록 受敎輯錄 17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2001

수당유고 修堂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11

수당집01 修堂集 19 별집류(別集類) 1997

수당집02 修堂集 19 별집류(別集類) 1998

수당집03 修堂集 19 별집류(別集類) 1999

수세비결01 壽世秘訣 20 의가류(醫家類) 2007

수세비결02 壽世秘訣 20 의가류(醫家類) 2007

수연등록 壽宴謄錄 17 정법류(政法類) 2004

수원부계록01 水原府啓錄 19 정법류(政法類) 2012

수원부계록02 水原府啓錄 19 정법류(政法類) 2012

수원하지초록 水原下旨抄錄 18 잡사류(雜史類) 2007

수월일고 水月逸稿 17 별집류(別集類) 2002

수월재선생일고 水月齋先生逸稿 17 별집류(別集類) 1989

수은 간양록 睡隱看羊錄 17 별집류(別集類) 2001

수은집 睡隱集 16 별집류(別集類) 1989

수이전 殊異傳 11 소설류(小設類) 2011

수이전 일문 殊異傳逸文 - 소설류(小說類) 1996

수정망우선생문집 忘憂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3

수진경험신방01 袖珍經驗神方 20 의가류(醫家類) 2008

수진경험신방02 袖珍經驗神方 20 의가류(醫家類) 2008

수촌만록 水村謾錄 18 시문평류(詩文評類) 2001

수촌만록 水村漫錄 18 시문평류(詩文評類) 2008

수파집 守坡集 19 별집류(別集類) 2008

수헌시고:매화꽃 핀 좌수영 睡軒詩稿 20 별집류(別集類) 2002

수헌유고 睡軒遺稿 19 별집류(別集類) 1996

숙빈최씨자료집01(護産廳日記 戊戌苫次日記 昭寧園誌) 淑嬪崔氏資料集 17 전기류(傳記類) 2009

숙빈최씨자료집02(祭廳及石物造成時謄錄 墓所祭廳塗褙謄錄) 淑嬪崔氏資料集 17 전기류(傳記類) 2009

숙빈최씨자료집04(山圖, 碑文) 淑嬪崔氏資料集 17 전기류(傳記類)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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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빈최씨자료집05(箋文, 祭文, 御製御筆) 淑嬪崔氏資料集 17 전기류(傳記類) 2010

숙종강학청일기 숙종춘방일기01 肅宗講學廳日記, 肅宗春坊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숙종조기해진연의궤 肅宗朝己亥進宴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1

숙종춘방일기02 肅宗春坊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숙종춘방일기03 肅宗春坊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숙종춘방일기04 肅宗春坊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순당집 蓴塘集 17 별집류(別集類) 1991

순암집01 順庵集 18 별집류(別集類) 1996

순암집02 順庵集 18 별집류(別集類) 1997

순암집03 順庵集 18 별집류(別集類) 1996

순암집04 順庵集 18 별집류(別集類) 1996

순암집05 順庵集 18 별집류(別集類) 1997

순언 醇言 16 유가류(儒家類) 2010

순오지 旬五志 18 시문평류(詩文評類) 1982

순오지 旬五志 18 시문평류(詩文評類) 1974

순조기축진찬의궤01 純祖己丑進饌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07

순조기축진찬의궤02 純祖己丑進饌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07

순조기축진찬의궤03 純祖己丑進饌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07

순조무자진작의궤 純祖戊子進爵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06

순천옛시(고려말~조선말) 順天 13~20 총집류(總集類) 2004

술몽쇄언 述夢瑣言 19 수필류(隨筆類) 1994

숨어사는 즐거움 한정록:자연과 함께 사는 삶의 여유와 지혜 閑情錄 17 수필류(隨筆類) 2010

습재선생문집01 習齋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5

습재선생문집02 習齋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6

습재선생문집03 習齋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7

습재선생문집04 習齋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8

습재선생문집05 習齋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9

승정원일기(고종00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0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0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0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0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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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고종00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0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0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0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1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1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1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1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1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1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고종01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1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1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1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2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2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2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2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2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2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2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2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2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2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3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3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3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3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3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3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3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3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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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고종03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3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4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5

승정원일기(고종04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4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4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4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4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4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4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4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4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5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5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5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5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5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5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5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5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5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5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6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6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6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6

승정원일기(고종06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6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6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6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6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6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6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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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고종07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7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7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7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7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7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7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7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7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7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8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8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8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8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8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8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7

승정원일기(고종08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8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8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8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9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9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9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9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9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9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9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9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9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09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10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10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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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고종10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10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10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10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10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10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8

승정원일기(고종10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0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1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1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1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1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1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1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1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1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1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1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2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2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2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2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1999

승정원일기(고종12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2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2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2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2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2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3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3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3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3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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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고종13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3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3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3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3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0

승정원일기(고종13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4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4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4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4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4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4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4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4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4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4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5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5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5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5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5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55)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56)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1

승정원일기(고종157)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58)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59)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60)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61)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62)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63)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64)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65:승선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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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고종166:승선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67:궁내부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68:비서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69: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70: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71: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72: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73: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74: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75: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76: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77: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78: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79: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고종180: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81: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82: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83: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84: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85: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86: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87: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88: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89: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90: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91: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92: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93: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94: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95: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96: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고종197: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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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고종198: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고종199: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고종200: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고종201: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고종202:비서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고종203:비서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고종204:비서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고종205:비서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고종206:비서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고종207:비서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고종208:비서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고종209:비서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고종210:비서감일기) 承政院日記 19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순종01) 承政院日記 20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순종02) 承政院日記 20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순종03) 承政院日記 20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순종04) 承政院日記 20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순종05) 承政院日記 20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순종06) 承政院日記 20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순종07 색인) 承政院日記 20 편년류(編年類) 1994

승정원일기(영조001)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07

승정원일기(영조002)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영조003)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0

승정원일기(영조004)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0

승정원일기(영조005)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0

승정원일기(영조006)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0

승정원일기(영조007)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0

승정원일기(영조008)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0

승정원일기(영조009)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0

승정원일기(영조010)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11)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12)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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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영조013)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14)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15)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16)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17)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18)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19)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20)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21)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22)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23)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24)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25)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26)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1

승정원일기(영조027)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28)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29)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30)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31)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32)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33)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34)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35)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36)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37)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38)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39)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영조040) 承政院日記 18 편년류(編年類) 2012

승정원일기(인조01)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인조02)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2

승정원일기(인조03)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인조04)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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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인조05)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인조06)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인조07)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3

승정원일기(인조08)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인조09)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인조10)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인조11)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4

승정원일기(인조12)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13)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14)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15)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16)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17)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18)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19)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20)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21)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22)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23)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24)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25)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5

승정원일기(인조26)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승정원일기(인조27)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승정원일기(인조28)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승정원일기(인조29)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승정원일기(인조30)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승정원일기(인조31)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승정원일기(인조32)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승정원일기(인조33)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승정원일기(인조34)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승정원일기(인조35)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승정원일기(인조36)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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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인조37)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승정원일기(인조38)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6

승정원일기(인조39)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7

승정원일기(인조40)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7

승정원일기(인조41)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7

승정원일기(인조42)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7

승정원일기(인조43)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7

승정원일기(인조44)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7

승정원일기(인조45)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7

승정원일기(인조46)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7

승정원일기(인조47)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7

승정원일기(인조48)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7

승정원일기(인조49)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7

승정원일기(인조50)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8

승정원일기(인조51)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8

승정원일기(인조52)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8

승정원일기(인조53)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8

승정원일기(인조54)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8

승정원일기(인조55)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8

승정원일기(인조56)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8

승정원일기(인조57)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8

승정원일기(인조58)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8

승정원일기(인조59)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8

승정원일기(인조60)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61)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62)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63)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64)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65)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66)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67)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68)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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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인조69)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70)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71)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72)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73)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74)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75)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09

승정원일기(인조76) 承政院日記 17 편년류(編年類) 2010

시경강의01 詩經講義 19 시류(詩類) 2008

시경강의02 詩經講義 19 시류(詩類) 2008

시경강의03 詩經講義 19 시류(詩類) 2008

시경강의04 詩經講義 19 시류(詩類) 2008

시경강의05 詩經講義 19 시류(詩類) 2008

시명다식 詩名多識 19 시류(詩類) 2007

시산양매당유집 是山養梅堂遺集 17~18 별집류(別集類) 1997

시악화성 詩樂和聲 18 예술류(藝術類) 1996

시암집 時菴集 17 별집류(別集類) 1998

시은일고 是隱逸稿 20 별집류(別集類) 2005

시폐(市弊) :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市弊 18 산업류(産業類) 2013

시화총림 詩話叢林 16~17 시문평류(詩文評類) 2011

시화총림(상) 詩話叢林 18 시문평류(詩文評類) 1993

시화총림(하) 詩話叢林 18 시문평류(詩文評類) 1993

시화총림(상) 詩話叢林 18 시문평류(詩文評類) 1993

시화총림(하) 詩話叢林 18 시문평류(詩文評類) 1993

시흥금석총람 始興金石總覽  - 금석류(金石類) 1988

식료찬요 食療纂要 15 의가류(醫家類) 2004

식성군실기 息城君實記 17 전기류(傳記類) 1991

식우집 拭疣集 15 별집류(別集類) 2001

신기비결 神器秘訣 17 병가류(兵家類) 2011

신기천험01 身機踐驗 19 의가류(醫家類) 2008

신기천험02 身機踐驗 19 의가류(醫家類) 2008

신독재전서01 愼獨齋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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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독재전서02(색인첨부) 愼獨齋全書 17 별집류(別集類) 2001

신라사산비명 新羅四山碑銘 9 금석류(金石類) 1995

신보수교집록 新補受敎輯錄 18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2000

신선태을자금단 간이벽온방 벽온신방 神仙太乙紫金丹, 簡易辟瘟方, 辟瘟新方 15~17 의가류(醫家類) 2009

신암공문집 愼庵公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90

신암실기 信菴實記 14 전기류(傳記類) 1979

신자하 시선 申紫霞詩選 19 별집류(別集類) 2008

신재집 新齋集 16 별집류(別集類) 1989

신주무원록:억울함을 없게 하라 新註無寃錄 15 정법류(政法類) 2003

신증동국여지승람01 新增東國輿地勝覽 16 지리류(地理類) 1985

신증동국여지승람02 新增東國輿地勝覽 16 지리류(地理類) 1985

신증동국여지승람03 新增東國輿地勝覽 16 지리류(地理類) 1985

신증동국여지승람04 新增東國輿地勝覽 16 지리류(地理類) 1985

신증동국여지승람05 新增東國輿地勝覽 16 지리류(地理類) 1985

신증동국여지승람06 新增東國輿地勝覽 16 지리류(地理類) 1985

신증동국여지승람07(색인) 新增東國輿地勝覽 16 지리류(地理類) 1971

신찬벽온방 新纂辟瘟方 17 의가류(醫家類) 2012

신포유고 莘圃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86

신흠 선집: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강물이 되어 象村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실사총담01 實事叢譚 20 수필류(隨筆類) 2009

실사총담02 實事叢譚 20 수필류(隨筆類) 2009

실험단방 實驗單方 18 의가류(醫家類) 2010

심곡선생문집 深谷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심노숭 산문선:눈물이란 무엇인가 沈魯崇 孝田散稿 19 별집류(別集類) 2001

심도기행 沁都紀行 20 지리류(地理類) 2008

심리록01 審理錄 18 정법류(政法類) 1998

심리록02 審理錄 18 정법류(政法類) 1999

심리록03 審理錄 18 정법류(政法類) 1999

심리록04 審理錄 18 정법류(政法類) 2000

심리록05 審理錄 18 정법류(政法類) 2006

심리록06(색인) 審理錄 18 정법류(政法類) 2007

심산유고 心山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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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사행일기 入使瀋陽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13

심양장계:심양에서 온 편지 瀋陽狀啓 17 정사류(正史類) 2008

심양장계01 瀋陽狀啓 17 잡사류(雜史類) 1999

심양장계02 瀋陽狀啓 17 잡사류(雜史類) 2000

심양장계03(색인첨부) 瀋陽狀啓 17 잡사류(雜史類) 2000

심와집 心窩集 19 별집류(別集類) 2011

십사의사록 十四義士錄 19 전기류(傳記類) 1993

쌍괴당유고 雙槐堂遺稿 19 별집류(別集類) 1987

쌍매당선생문집 雙梅堂先生文集 14 별집류(別集類) 1999

쌍충집 雙忠集 19 전기류(傳記類) 1984

아계유고01 鵝溪遺稿 16 별집류(別集類) 1997

아계유고02(색인첨부) 鵝溪遺稿 16 별집류(別集類) 1998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외로운 밤 찬 서재서 당신 그리오   15~19 총집류(總集類) 2011

아방강역고 我邦疆域考 19 지리류(地理類) 2001

아방강역고 我邦疆域考 19 지리류(地理類) 1995

아버지, 내 삶의 거울   -  총집류(總集類) 2008

아버지의 편지   16~19 서간류(書簡類) 2008

아암집 兒菴集 19 별집류(別集類) 1997

아언각비 雅言覺非 19 정음류(政音類) 1976

아정 이덕무 시집 雅亭李德懋詩集 18 별집류(別集類) 1997

아천번역문집(화산가훈 쌍충실기) 花山家訓, 雙忠實紀 - 별집류(別集類) 1997

아헌선생문집 啞軒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악원고사 樂院故事 17 직관류(職官類) 2006

악인열전:풍류가무를 즐긴 역사 속의 예인들 樂人列傳 - 예술류(藝術類) 2005

악학궤범 樂學軌範 15 예술류(藝術類) 2000

악학궤범 樂學軌範 15 예술류(藝術類) 1991

악학궤범 樂學軌範 15 예술류(藝術類) 2013

악학궤범01 樂學軌範 15 예술류(藝術類) 1985

악학궤범02(색인첨부) 樂學軌範 15 예술류(藝術類) 1985

안계유고 安溪遺稿 18 별집류(別集類) 1987

안동김씨 문정공파 기증유물 安東金氏 文正公派 17~19 기타 2009

안동대도호부사 동농 김가진의 기우일기 祈雨日記 20 농가류(農家類)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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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부읍지 예안군읍지 安東府邑誌, 禮安郡邑誌 19 지리류(地理類) 2012

안동여류한시(정부인 안동장씨 광산 김씨 호연당 김씨 설죽)
:그리움, 설레임, 기다림 17~18 총집류(總集類) 2002

안태등록 安胎謄錄 - 정법류(政法類) 2007

알아주지 않은 삶:조선조 후기 전(傳)과 기사(記事) 모음집   - 별집류(別集類) 2005

야계선생문집 倻溪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0

야수실기 野叟實記 16 별사류(別史類) 2010

야언기략 野言記略 17 잡사류(雜史類) 2007

야은길선생문집 冶隱吉先生文集 15 별집류(別集類) 1965

야은선생언행습유 속집 冶隱先生言行拾遺 15 별집류(別集類) 1980

약산시부01 藥山詩賦 18 별집류(別集類) 2012

약산시부02 藥山詩賦 18 별집류(別集類) 2012

약산호고종방촬요 식의심감 若山好古腫方撮要, 食醫心鑑 -  의가류(醫家類) 2010

약천집 藥泉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약천집01 藥泉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약천집02 藥泉集 17 별집류(別集類) 2005

약천집03 藥泉集 17 별집류(別集類) 2005

약천집04 藥泉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약천집05 藥泉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약천집06 藥泉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약천집07 藥泉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양무신편 兩無神編 20 의가류(醫家類) 2007

양민공집 襄敏公集 15 별집류(別集類) 1982

양민공집 증보판 襄敏公集 15 별집류(別集類) 2009

양산군 이문 왕복 초 梁山郡移文往復抄 19 잡사류(雜史類) 2013

양심당집 養心堂集 16 별집류(別集類) 2000

양아록 :16세기 한 사대부의 체험적 육아일기 養兒錄 16 잡저류(雜著類) 1997

양아록:선비의 육아일기를 읽다, 단맛 쓴맛 매운맛 더운맛 
다 녹인18년 사랑 養兒錄 16 잡저류(雜著類) 2008

양은유고 楊隱遺稿 19 별집류(別集類) 1990

양은천미 揚隱闡微 -  소설류(小說類) 2000

양전편고 兩銓便攷 19 직관류(職官類) 1978

양졸재선생실기 養拙齋先生實紀 16 전기류(傳記類)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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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 권근 시선 陽村權近詩選 14 별집류(別集類) 1999

양촌집01 陽村集 14 별집류(別集類) 1985

양촌집02 陽村集 14 별집류(別集類) 1985

양촌집03 陽村集 14 별집류(別集類) 1985

양촌집04 陽村集 14 별집류(別集類) 1985

양촌집05(색인) 陽村集 14 별집류(別集類) 1982

양파유고 陽坡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10

양호당일기(상) 養浩堂日記 16 잡사류(雜史類) 2012

양호당일기(하) 養浩堂日記 16 잡사류(雜史類) 2012

양화소록 養花小錄 15 농가류(農家類) 1974

양화소록: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 養花小錄 15 농가류(農家類) 2012

양화소록:선비화가의 꽃 기르는 마음 養花小錄 15 농가류(農家類) 1999

어변당선생실기 모우당일고 죽림재문집 魚變堂先生實紀, 慕憂堂逸稿, 竹林齋文集 15~18 총집류(總集類) 1998

어수신화 禦睡新話 19 소설류(小說類) 2010

어안정선 魚雁精選 20 총집류(總集類) 2008

어우야담 於于野譚 17 소설류(小說類) 2006

어우야담 於于野談 17 소설류(小說類) 2001

어우야담01 於于野談 17 소설류(小說類) 2001

어유야담:나 홀로 가는 길 於于野談 17 별집류(別集類) 2002

어은유고 漁隱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88

언해구급방 諺解救急方 17 의가류(醫家類) 2011

언해두창집요 諺解痘瘡集要 17 의가류(醫家類) 2011

언해두창집요 諺解痘瘡集要 17 의가류(醫家類) 2009

언해태산집요 諺解胎産集要 17 의가류(醫家類) 2011

언해태산집요 諺解胎産集要 17 유가류(儒家類) 2010

여령정재홀기(고종황제50세 경축연향) 女伶呈才笏記 18 정법류(政法類) 2001

여사제강01 麗史提綱 17 편년류(編年類) 1997

여사제강02 麗史提綱 17 편년류(編年類) 1998

여사제강03 麗史提綱 17 편년류(編年類) 1998

여사제강04(색인) 麗史提綱 17 편년류(編年類) 1998

여산송씨 기증고문서 礪山宋氏寄贈古文書 20 기타 2002

여유당전서:뜬세상의 아름다움 與猶堂全書 19 별집류(別集類) 2001



236 _ 

번  역  서  명 표제 및 전거 참조 시기 분   류 발행년

여유당전서 경집01(대학공의 대학강의 중용자잠 중용강의보) 與猶堂全書 19 총경류(總經類) 1986

여유당전서 경집02(논어고금주) 與猶堂全書 19 총경류(總經類) 1989

여유당전서 경집03(논어고금주) 與猶堂全書 19 총경류(總經類) 1989

여유당전서 경집04(논어고금주) 與猶堂全書 19 총경류(總經類) 1989

여유당전서 경집05(맹자요의) 與猶堂全書 19 총경류(總經類) 1995

여유당전서 미수록 다산 간찰집   19 서간류(書簡類) 2012

여주의 옛 문서 驪州 15~20 기타 2009

여지도서01(강도부)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02(경기도01)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03(경기도02)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04(경기도 보유)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05(경조 보유)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06(송도보유01)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07(송도보유02)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08(충청도01)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09(충청도02)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10(충청도03)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11(충청도04)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12(충청도05)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13(충청도06)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14(충청도 보유)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15(강원도01)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16(강원도02)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17(강원도03)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18(평안도01)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19(평안도02)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20(평안도03)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21(평안도04)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22(평안도05)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23(황해도01)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24(황해도02)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25(황해도03)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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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서26(황해도04)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27(함경도01)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28(함경도02)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29(함경도03)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30(함경도04)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31(경상도01)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32(경상도02)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33(경상도03)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34(경상도04)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35(경상도05)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36(경상도06)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37(경상도07)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38(경상도08)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39(경상도09)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40(경상도10)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41(경상도 보유01)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42(경상도 보유02)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43(경상도 보유03)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44(전라도01)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45(전라도02)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46(전라도03)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47(전라도04)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48(전라도 보유01)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49(전라도 보유02)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50(전라도 보유03) 輿地圖書 18 지리류(地理類) 2009

여지도서 강도부지 輿地圖書 江都府誌 18 지리류(地理類) 2005

여한십가문초(색인첨부) 麗韓十家文鈔 19 총집류(總集類) 1989

여헌선생수찰 旅軒先生手札 16~17 서간류(書簡類) 2010

여헌집01 旅軒集 17 별집류(別集類) 1996

여헌집02 旅軒集 17 별집류(別集類) 1997

여헌집03 旅軒集 17 별집류(別集類) 1998

여헌집04 旅軒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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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흥민씨 오세충효록:운촌공일고 언시공일고 삼계공실기
현감공실기 참봉공실기 교관공실기 驪興閔氏 五世忠孝錄 16~18 전기류(傳記類) 2004

역대고승비문01(신라편) 歷代高僧碑文 8~10 금석류(金石類) 1994

역대고승비문02(고려편01) 歷代高僧碑文 10 금석류(金石類) 1994

역대고승비문03(고려편02) 歷代高僧碑文 10~11 금석류(金石類) 1995

역대고승비문04(고려편03) 歷代高僧碑文 12 금석류(金石類) 2000

역대고승비문05(고려편04) 歷代高僧碑文 12~14 금석류(金石類) 2000

역대고승비문06(조선편01) 歷代高僧碑文 14~17 금석류(金石類) 1999

역대덕수이문시선집 德水李氏世稿 17 총집류(總集類) 2001

역대병요01 歷代兵要 15 별사류(別史類) 1991

역대병요02 歷代兵要 15 별사류(別史類) 1991

역대병요03 歷代兵要 15 별사류(別史類) 1992

역대병요04 歷代兵要 15 별사류(別史類) 1992

역대병요05 歷代兵要 15 별사류(別史類) 1994

역대한묵첩 歷代翰墨帖 18 예술류(藝術類) 2009

역리의 새로운 해석 先天四演 18 역류(易類) 1987

역옹패설 櫟翁稗說 14 시문평류(詩文評類) 1983

역옹패설 櫟翁稗說 14 시문평류(詩文評類) 1997

역옹패설 櫟翁稗說 14 시문평류(詩文評類) 1974

역옹패설 櫟翁稗說 14 시문평류(詩文評類) 2009

역옹패설 櫟翁稗說 14 시문평류(詩文評類) 1995

역옹패설 櫟翁稗說 14 시문평류(詩文評類) 2012

역적 여환 등 추안:중 풍수가 무당들이 주모한 반란의 심문 기록 推案及鞫案 17 정법류(政法類) 2010

연경, 담배의 모든 것 烟經 18 잡사류(雜史類) 2008

연기신편 演機新編 17 병가류(兵家類) 2010

연려실기술01 燃藜室記述 18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1985

연려실기술02 燃藜室記述 18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1982

연려실기술03 燃藜室記述 18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1982

연려실기술04 燃藜室記述 18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1982

연려실기술05 燃藜室記述 18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1982

연려실기술06 燃藜室記述 18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1982

연려실기술07 燃藜室記述 18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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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08 燃藜室記述 18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1982

연려실기술09 燃藜室記述 18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1982

연려실기술10 燃藜室記述 18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1982

연려실기술11 燃藜室記述 18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1982

연려실기술12(색인) 燃藜室記述 18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1985

연방세고 聯芳世稿 16 별집류(別集類) 2001

연병지남 練兵指南 17 병가류(兵家類) 2012

연봉선생문집 蓮峯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10

연사일록 燕槎日錄 19 정법류(政法類) 2011

연소천지문답 演小天地問答 18 의가류(醫家類) 2007

연암 박지원 문학 선집:지금 조선의 시를 쓰라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2007

연암 박지원의 예술론과 산문미학:비슷한 것은 가짜다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2000

연암 박지원의 이상과 그 문학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2005

연암 박지원이 가족과 벗에게 보낸 편지: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燕岩先生書簡帖 18 서간류(書簡類) 2006

연암 산문집 燕巖散文集 18~19 수필류(隨筆類) 2011

연암산문정독01:역주 고이 집평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2007

연암산문정독02:역주 고이 집평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2009

연암선생서간첩: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燕岩先生書簡帖 18  서간류(書簡類) 2010

연암선집01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1956

연암집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2009

연암집(상)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2007

연암집(중)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2007

연암집(하)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2007

연암집: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1997

연암집01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2005

연암집02 燕巖集 18 별집류(別集類) 2004

연천의 옛 읍지(연천현읍지 연천군읍지 마전군읍지) 漣川 19 지리류(地理類) 2002

연행록 燕行錄 17 정법류(政法類) 2009

연행록 燕行錄 19 정법류(政法類) 2005

연행록선집01(표해록 조천기) 燕行錄選集 15~16 정법류(政法類) 1982

연행록선집02(동환봉사 연행록 조천항해록 조경일록) 燕行錄選集 16~17 정법류(政法類) 1982

연행록선집03(연도기행 연행록) 燕行錄選集 17 정법류(政法類)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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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록선집04(연행일기) 燕行錄選集 18 정법류(政法類) 1982

연행록선집05(경자연행잡지 연행기) 燕行錄選集 18 정법류(政法類) 1982

연행록선집06(연행기사 연행록) 燕行錄選集 18 정법류(政法類) 1982

연행록선집07(무오연행록 연대재유록) 燕行錄選集 18 정법류(政法類) 1982

연행록선집08(계산기정) 燕行錄選集 19 정법류(政法類) 1982

연행록선집09(심전고, 부연일기) 燕行錄選集 19 정법류(政法類) 1982

연행록선집10(연원직지) 燕行錄選集 19 정법류(政法類) 1982

연행록선집11(연원직지, 몽경당일사) 燕行錄選集 19 정법류(政法類) 1982

연행록선집12(색인) 燕行錄選集 - 정법류(政法類) 1982

연행일기 燕行日記 19 정법류(政法類) 2008

연행일기초 燕行日記草 17 정법류(政法類) 2010

열반경종요 涅槃經宗要 7 석가류(釋家類) 1984

열암문집 悅菴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08

열하를 여행하며 시를 짓다 熱河紀行詩註 18 별집류(別集類) 2010

열하일기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2003

열하일기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2009

열하일기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2001

열하일기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2003

열하일기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2010

열하일기(상)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2004

열하일기(중)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2004

열하일기(하)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2004

열하일기01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1985

열하일기01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2009

열하일기01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1948

열하일기02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1982

열하일기02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2009

열하일기02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1948

열하일기03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2009

열하일기03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1948

열하일기04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1948

열하일기05 熱河日記 18 정법류(政法類)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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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보권문 念佛普勸文 18 석가류(釋家類) 2012

염호문집 濂湖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09

영가지 永嘉誌 17 지리류(地理類) 1991

영계일고 潁溪逸稿 19 별집류(別集類) 1985

영광한시선집02 靈光漢詩選集 14~20 총집류(總集類) 1990

영남선비들의 유묵, 첩이 되다   -  서간류(書簡類) 2008

영남악부:유배지에서 역사를 노래하다 嶺南樂府 - 사곡류(詞曲類) 2011

영남인물고 嶺南人物考 18 전기류(傳記類) 1967

영남진지(절영진지 다대진지 다대진사례 부산진지) 嶺南鎭誌 19 지리류(地理類) 1996

영동지방 율곡자료 집성 嶺東地方 栗谷資料 集成 -  기타 2009

영모당통강제자록 永慕堂通講諸子錄 -  전기류(傳記類) 2001

영빈유고 潁濱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89

영산서원의식 英山書院儀式 -  정법류(政法類) 2001

영영일기 영영장계등록 嶺營日記, 嶺營狀啓謄錄 18 잡사류(雜史類) 2004

영접도감의궤 迎接都監儀軌 17 정법류(政法類) 2011

영조비빈자료집02(비지, 책문, 교지, 제문) 英祖妃嬪資料集 -  전기류(傳記類) 2011

영조조갑자진연의궤 英祖朝甲子進宴儀軌 18 정법류(政法類) 1998

영종대왕실록청의궤(상) 英宗大王實錄廳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7

영종대왕실록청의궤(하) 英宗大王實錄廳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8

영주삼읍지(순흥·풍기 편) 榮州三邑誌(順興·豐基) -  지리류(地理類) 2012

영주삼읍지(영천편) 榮州三邑誌(榮川) -  지리류(地理類) 2012

영첨 靈籤 19 기타종교류(其他宗敎類) 2004

영총 營總 19 정법류(政法類) 2007

영해창수록 :16세기 제주와 영월에서 시(詩)로 나눈 우정의 기록 嶺海唱酬錄 16 별집류(別集類) 2011

영화(詠畵) :오도일의 연행별장(燕行別章) 詠畵, 吳道㊀ 17 예술류(藝術類) 2011

예곡선생문집 禮谷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93

예곡선생유집 禮谷先生遺集 18 별집류(別集類) 2001

예송논쟁01 : 원종추숭논쟁(元宗追崇論爭)과 기해 갑인
예송(己亥 甲寅禮訟; 서인계)을 중심으로 禮訟論爭 17 유가류(儒家類) 2009

예송논쟁02:기해 갑인예송(己亥 甲寅禮訟;남인계)과 조
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禮訟論爭 17 유가류(儒家類) 2009

옛 문인들의 초서 간찰 簡札 16~18 서간류(書簡類)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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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59인의 공부 산책:학문의 즐거움을 주는 조선인들의 
공부 이야기   15~20 총집류(總集類) 2003

옛 선비들의 속리산 기행(속리남유록 유속리산록 속리산기
속리산기 속리행기 유속리산기 유속리산기 속리회우기 유
속리산기)

俗離山 17~19 지리류(地理類) 2009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01(유청량산록 주경유청량산록발
백운암기 보현암벽상서전후입산기 일동산수기 신당일록

청량산유상록 유청량산기병서 서청량산유록후 유청량산일
기 청량산유록)

淸凉山 17 지리류(地理類) 2007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02(청량산기 유청량산기 청량산
유람록기 청량산행기 제백운암당실도 제권자강청량록후
유고산록 제청량산록후제 청량산유록 유청량산서 청량산)

淸凉山 17 지리류(地理類) 2009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03(유청량산기 동유록 경서유청량
산제명록후 제청량제명록후이절병서 서청량지말편입려석천
인답련대암주시후 청량유산기 청량기 유청량산록 청량유록
유청량산시서 청량기행 유청량산병서 자태백지청량산기

서족증손만초청량유록후 청량지대명봉호변 여우학부해찬유
청량병서 서청량기행시후 청량산기 서금강양군청량록후)

淸凉山 18~20 지리류(地理類) 2012

옛 시정을 더듬어01   -  총집류(總集類) 2011

옛 시정을 더듬어02   -  총집류(總集類) 2011

오가산지 吾家山誌 淸凉山 16 지리류(地理類) 2012

오남문집 梧南文集 20 별집류(別集類) 1985

오랜 해후(수성궁몽유록 허생전 최척전 최고운전 강도몽유
록 오유란전 이생규장전) :한문소설걸작모음 壽聖宮夢遊錄 외 -  소설류(小說類) 1990

오리선생문집 梧里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5

오봉 정사제선생 문집 五峰鄭思悌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7

오산유고 鰲山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7

오산집01 五山集 16 별집류(別集類) 2005

오산집02 五山集 16 별집류(別集類) 2005

오산집03 五山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오산집04(색인첨부) 五山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오성지 烏城誌 -  지리류(地理類) 1992

오수선생실기 迂叟先生實記 17 전기류(傳記類) 2008

오우당연행록 五友堂燕行錄 18 정법류(政法類) 1993

오음유고(색인첨부) 梧陰遺稿 16 별집류(別集類) 2007

오재집 悟齋集 20 별집류(別集類)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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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세고 梧亭世稿 -  별집류(別集類) 2005

오주서종박물고변 五洲書種博物考辨 19 유서류(類書類) 2008

오주연문장전산고05 五洲衍文長箋散稿 19 유서류(類書類) 1982

오주연문장전산고16 五洲衍文長箋散稿 19 유서류(類書類) 1985

오주연문장전산고17 五洲衍文長箋散稿 19 유서류(類書類) 1985

오주연문장전산고18 五洲衍文長箋散稿 19 유서류(類書類) 1985

오주연문장전산고19 五洲衍文長箋散稿 19 유서류(類書類) 1985

오주연문장전산고20 五洲衍文長箋散稿 19 유서류(類書類) 1981

오천세고(상:운암선생일고 후조당선생문집 읍청정유고) 烏川世稿 16 총집류(總集類) 2005

오천세고(하:근시재선생문집 매원유고 과헌일고) 烏川世稿 16~17 총집류(總集類) 2005

오촌선생실기 인묵헌문집 梧村先生實記, 忍默軒文集 17 총집류(總集類) 1996

오하기문:황현이 쓴 동학농민전쟁의 역사 梧下記聞 20 잡사류(雜史類) 1994

오한문집 聱漢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86

오한선생문집 聱漢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2

옥 같은 너를 어이 묻으랴   13~19 총집류(總集類) 2001

옥계선생문집 玉溪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3

옥계선생속집 玉溪先生續集 16 별집류(別集類) 2003

옥과현 지리지 총서 玉果縣 12~20 지리류(地理類) 2013

옥담사집 玉潭私集 17 별집류(別集類) 2009

옥담유고 玉潭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9

옥봉 백광훈 시선 玉峯白光勳詩選 16 별집류(別集類) 1992

옥봉선생문집 玉峯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1

옥봉 죽서 시선 玉峯竹西詩選 16,19 별집류(別集類) 1997

옥봉유고 玉峯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08

옥소 권섭의 꿈세계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옥소고 玉所稿 18 별집류(別集類) 2003

옥오재집01 玉吾齋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옥오재집02 玉吾齋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옥천군지(1760년 경진판) 玉川郡誌 18 지리류(地理類) 1997

옥천연방고 玉泉聯芳稿 18 총집류(總集類) 1993

옥천유고 玉泉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10

온계전집 溫溪全集 16 별집류(別集類) 1979

온재유고 溫齋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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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당전집01 阮堂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95

완당전집02 阮堂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88

완당전집03 阮堂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86

완당전집04(색인) 阮堂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96

완산지 完山誌 19 지리류(地理類) 2009

완역당유고 玩易堂遺稿 18~19 별집류(別集類) 2008

왕산전서 旺山全書 19 별집류(別集類) 1985

왕산지 王山誌 20 지리류(地理類) 2011

왕양명선생실기 王陽明先生實記 20 전기류(傳記類) 2011

왕양명실기 王陽明先生實記 20 전기류(傳記類) 2010

왕오천축국전:혜초, 천축 다섯 나라를 순례하다 往五天竺國傳 8 석가류(釋家類) 2010

왜인구청등록01 倭人求請謄錄 17~18 정법류(政法類) 2004

왜인구청등록02 倭人求請謄錄 17~18 정법류(政法類) 2005

왜인구청등록03 倭人求請謄錄 17~18 정법류(政法類) 2006

왜인구청등록04 倭人求請謄錄 17~18 정법류(政法類) 2007

왜인구청등록05 倭人求請謄錄 17~18 정법류(政法類) 2008

외암 이간의 철학과 삶01:외암유고 巍巖遺稿 18 별집류(別集類) 2008

외암 이간의 철학과 삶02:외암유고 巍巖遺稿 18 별집류(別集類) 2008

외암 이간의 철학과 삶03:외암유고 巍巖遺稿 18 별집류(別集類) 2008

외암 이간의 철학과 삶04:외암유고 巍巖遺稿 18 별집류(別集類) 2008

요략 要略 -  의가류(醫家類) 2007

요로원야화기 要路院夜話記 18 수필류(隨筆類) 2010

요승처경추안 妖僧處瓊推案 17 정법류(政法類) 2013

요헌유고 了軒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11

욕담선생문집 浴潭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용강저작집 庸岡著作集 19 별집류(別集類) 1987

용만선생문집 龍巒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10

용비어천가(상) 龍飛御天歌 15 사곡류(詞曲類) 1992

용비어천가(중) 龍飛御天歌 15 사곡류(詞曲類) 1993

용비어천가(하) 龍飛御天歌 15 사곡류(詞曲類) 1994

용사일기 龍蛇日記 16 잡사류(雜史類)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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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세고(유일재선생일고 갈봉선생유고 만취헌일고 석당유고) 龍山世稿(惟㊀齋先生逸稿 葛峯先
生遺稿 晩翠軒逸稿 石塘遺稿)

16~17 총집류(總集類) 2011

용성지 龍城誌 18 지리류(地理類) 1995

용암유집 龍巖遺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용재집01 容齋集 16 별집류(別集類) 1998

용재집02 容齋集 16 별집류(別集類) 1999

용재집03 容齋集 16 별집류(別集類) 2000

용재집04(색인) 容齋集 16 별집류(別集類) 2004

용재총화 慵齋叢話 15 수필류(隨筆類) 1997

용재총화 慵齋叢話 15 수필류(隨筆類) 2009

용재총화 慵齋叢話 15 수필류(隨筆類) 2012

용천세고01 龍川世稿 18 총집류(總集類) 2007

용천세고02 龍川世稿 18 총집류(總集類) 2007

용천세고03 龍川世稿 18 총집류(總集類) 2007

용학변의(중용변의 대학변의) 庸學辨疑 18 사서류(四書類) 2006

우계집01 牛溪集 16 별집류(別集類) 2000

우계집02 牛溪集 16 별집류(別集類) 2001

우계집03 牛溪集 16 별집류(別集類) 2002

우계집04(색인) 牛溪集 16 별집류(別集類) 2003

우곡선생문집 愚谷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5

우담전집01 愚潭全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우담전집02 愚潭全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우당 윤희구 선생이 장자 시영(時榮)에게 보낸 간찰:자애(慈愛) 于堂 尹喜求 20 서간류(書簡類) 2000

우당집 憂堂集 15 별집류(別集類) 1983

우득록 愚得錄 16 별집류(別集類) 1988

우리 겨레의 미학사상:옛 선비33인이 쓴 문학과 예술론 崔行歸 외 10~19 별집류(別集類) 2006

우복집01 愚伏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우복집02 愚伏集 17 별집류(別集類) 2005

우복집03 愚伏集 17 별집류(別集類) 2005

우복집04 愚伏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우복집05 愚伏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우복집06(색인) 愚伏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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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만고 愚山晩稿 20 별집류(別集類) 1998

우산시고 愚山詩稿 20 별집류(別集類) 1999

우서01 迂書 18 정법류(政法類) 1985

우서02(색인첨부) 迂書 18 정법류(政法類) 1982

우암김주문집 寓庵金澍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5

우암선생문집 寓庵先生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10

우암송선생시집 宋子大全 17 별집류(別集類) 2004

우잠만고 우잠잡저 愚岑漫稿, 愚岑雜著 19 의가류(醫家類) 2010

우재집 愚齋集 16 별집류(別集類) 1982

우재집 愚齋集 16 별집류(別集類) 2009

우정규(경제야언) 禹禎圭 18 정법류(政法類) 1992

우해이어보:한국 최초의 어보 牛海異魚譜 19 보록류(譜錄類) 2010

우해이어보(한국 최초의 어보 우해이어보) 牛海異魚譜 19 보록류(譜錄類) 2004

운강이강년전집 雲崗李康秊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93

운계서원지 雲溪書院誌   지리류(地理類) 1998

운곡 원천석시선 耘谷元天錫詩選 14 별집류(別集類) 1999

운곡시사 耘谷詩史 14 별집류(別集類) 2007

운곡잡저01:신안향토사료지 雲谷雜楮 19 별집류(別集類) 2004

운봉선사심성론 雲峯禪師心性論 17 석가류(釋家類) 2011

운악선생문집 雲嶽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2

운옥재문집 韞玉齋文集 20 별집류(別集類) 2001

운제록 雲堤錄 17 별집류(別集類) 2001

운초기완01 雲楚奇玩 -  별집류(別集類) 2010

울산부선생안 蔚山府先生案 -  전기류(傳記類) 2012

웅천현읍지(삼국사기, 고려사, 경상도 지리지, 세종실록, 
경상도속찬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람, 웅천현읍지) 熊川懸邑誌 -  지리류(地理類) 1993

(원 신보) 수교집록 사송류취 受敎輯錄, 詞訟類聚 16~18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1964

원감국사집 圓鑑國師集 13 별집류(別集類) 1988

원감국사집 圓鑑國師集 13 별집류(別集類) 2010

원감국사집 圓鑑國師集 13 별집류(別集類) 2011

원주금석문집01 原州金石文集 -  금석류(金石類) 2007

원주지01(건) 原州誌 -  지리류(地理類)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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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02(곤) 原州誌 -  지리류(地理類) 2003

원주지03(감) 原州誌 -  지리류(地理類) 2004

원주지04(리) 原州誌  - 지리류(地理類) 2005

원행을묘정리의궤 園幸乙卯整理儀軌 18 정법류(政法類) 1996

원효성사전서01 元曉聖師全書 7 석가류(釋家類) 1987

원효성사전서02 元曉聖師全書 7 석가류(釋家類) 1987

원효성사전서03 元曉聖師全書 7 석가류(釋家類) 1987

원효성사전서04 元曉聖師全書 7 석가류(釋家類) 1988

원효성사전서05 元曉聖師全書 7 석가류(釋家類) 1988

원효성사전서06 元曉聖師全書 7 석가류(釋家類) 1989

월담선생실기 月潭先生實紀 15 전기류(傳記類) 2008

월사집01 月沙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월사집02 月沙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월사집03 月沙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월사집04 月沙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월사집05 月沙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월사집06 月沙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월사집07 月沙集 17 별집류(別集類) 2005

월사집08 月沙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월송사고 月松私稿 20 별집류(別集類) 2013

월주실기 月洲實紀 18 별집류(別集類) 1992

월주집 月洲集 19 별집류(別集類) 2000

월주집 月洲集 17 별집류(別集類) 2000

월천집 月川集 15 별집류(別集類) 2008

월파집 月波集 20 별집류(別集類) 1998

월헌집 月軒集 16 별집류(別集類) 2009

월헌집 月軒集 16 별집류(別集類) 1996

위양공실기 威襄公實紀 15 전기류(傳記類) 1997

위정집 葳汀集 19 별집류(別集類) 2007

위한조(魏漢祚)와 그 제자들의 예언 운학선생사적 雲鶴先生事蹟 17 별집류(別集類) 2010

유계집 柳溪集 17 별집류(別集類) 2011

유근첩 간독소집 儒近帖 簡牘小集 18~19 예술류(藝術類)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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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금 시집:말똥구슬 柳琴 蜋丸集 18 별집류(別集類) 2006

유당시집 酉堂詩集 20 별집류(別集類) 2003

유득공 산문선:누가 알아주랴 柳得恭 18 별집류(別集類) 2005

유림단독립운동실기 瀋中日記 20 전기류(傳記類) 2001

유서필지 儒胥必知 -  유서류(類書類) 2006

유술록:조선시대 과거시험 거부의 기록 酉戌錄 18 잡사류(雜史類) 2012

유씨구고술요도해 劉氏勾股述要圖解 19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유암총서(표해시말 운곡선설 거설답객난 제거설) 柳菴叢書  19 총집류(總集類) 2005

유원총보역주01 類苑叢寶 17 유서류(類書類) 2009

유원총보역주02 類苑叢寶 17 유서류(類書類) 2010

유재집 裕齋集 20 별집류(別集類) 2000

유헌속록 輶軒續錄 19 정법류(政法類) 2010

유헌집 游軒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유형지의 애가 茶山丁若鏞詩選集 19 별집류(別集類) 1981

유회당집01 有懷堂集 18 별집류(別集類) 2006

유회당집02 有懷堂集 18 별집류(別集類) 2006

유회당집03 有懷堂集 18 별집류(別集類) 2006

육선생유고(색인첨부) 六先生遺稿 15 별집류(別集類) 1999

육전조례(병전 형전편) 六典條例 20 정법류(政法類) 1967

육전조례(예전 공전) 六典條例 20 정법류(政法類) 1974

육전조례(이전편) 六典條例 20 정법류(政法類) 1966

육전조례(호전) 六典條例 20 정법류(政法類) 1973

육효록(덕탄선생실기 반곡공실기 무위당공실기 노촌공실
기 수구재공실기 개암공실기) 六孝錄 -  전기류(傳記類) 1997

육휴당유고선집 六休堂遺稿選集 17 별집류(別集類) 1989

윤기 산문선:차라리 벙어리로 살리라 尹愭 無名子集 19 별집류(別集類) 2009

윤승길선생 남악유집 南岳遺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윤증의 상소와 편지(얼굴없는 재상 윤증의 상소와 편지) 尹拯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4

윤증의 시(얼굴없는 재상 윤증의 시) 尹拯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4

윤증의 의례문답(얼굴없는 재상 윤증의 의례문답) 尹拯 明齋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4

윤지당유고 允摯堂遺稿 18 별집류(別集類) 2001

윤치호국한문일기(상 :1883-1885) 尹致昊日記 20 잡사류(雜史類)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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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호국한문일기(하 :1886-1889) 尹致昊日記 20 잡사류(雜史類) 1975

윤치호일기01 尹致昊日記 20 잡사류(雜史類) 2001

율간선생실기 栗澗先生實記 15 전기류(傳記類) 1982

율곡 이이 시선 栗谷李珥詩選 16 별집류(別集類) 2000

율곡 이이의 노자: 순언(醇言) 전통 주자학의 노자 읽기 醇言 16 유가류(儒家類) 2001

율곡선생 글모음 自警文, 天道策 16 별집류(別集類) 1998

율곡성리학전서 栗谷性理學全書 16 유가류(儒家類) 1961

율곡어록 栗谷語錄 16 별집류(別集類) 1980

율곡의 노자 풀이 ‘순언’ 醇言 16 유가류(儒家類) 2002

율곡의 사상(만언봉사 천도책 격몽요결) 栗谷先生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73

율곡의 사상(시 서 격몽요결 성학집요) 栗谷先生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0

율곡의 사상(시 서 동호문답 격몽요결 성학집요) 栗谷先生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3

율곡의 사회사상(인심도심도설 만언봉사 진시폐소) 栗谷先生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3

율곡전서 栗谷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78

율곡전서01(辭 賦 詩) 栗谷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7

율곡전서02(疏箚 啓 議) 栗谷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4

율곡전서03(書 序 跋 記 說 論 贊 銘 箴 表箋 祭文) 栗谷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7

율곡전서04(雜著 神道碑銘 墓碣銘 墓誌銘 行狀 拾遺) 栗谷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8

율곡전서05(聖學輯要) 栗谷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5

율곡전서06(擊蒙要訣 祭儀鈔 經筵日記 語錄) 栗谷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6

율곡전서07(年譜 行狀 諸家記述雜錄) 栗谷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8

율곡전서정선 栗谷全書精選 16 유가류(儒家類) 1957

율곡집 栗谷集 16 별집류(別集類) 1976

율곡집 栗谷集 16 별집류(別集類) 2009

율곡집 栗谷集 16 별집류(別集類) 2013

율곡집01 栗谷集 16 별집류(別集類) 1977

율곡집02(색인첨부) 栗谷集 16 별집류(別集類) 1977

율리정사지 栗里精舍誌 20 별집류(別集類) 2009

율원선생문집 栗園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97

은대조례 銀臺條例 20 직관류(職官類) 1978

은대조례:조선조 승정원의 업무규정집 銀臺條例 20 직관류(職官類) 2012

은봉야사별록 隱峰野史別錄 17 잡사류(雜史類)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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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전서01 隱峯全書 17 별집류(別集類) 2002

은진송공 추파선생문집 恩津宋公 秋坡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12

을병조천록 乙丙朝天錄 17 정법류(政法類) 2005

음애집 陰崖集 16 별집류(別集類) 2009

읍취헌유고 挹翠軒遺稿 15 별집류(別集類) 2008

읍취헌유고(색인첨부) 挹翠軒遺稿 15 별집류(別集類) 2006

응제시집주 應制詩集註 15 별집류(別集類) 1999

응지진농서01(진어농서 순창군수응지소 신계현농서조대
구농서응지소 상농서 농포문답 응지진농무책자오조 농서
농소 농서 응지농정소 농서총론)

應旨進農書 18 농가류(農家類) 2009

응지진농서02 應旨進農書 18 농가류(農家類) 2009

의가비결 醫家秘訣 20 의가류(醫家類) 2008

의감중마(목판본) 醫鑑重磨 19 의가류(醫家類) 2009

의감중마(필사본) 醫鑑重磨 19 의가류(醫家類) 2009

의방합부01 意方合部 -  의가류(醫家類) 2007

의방합부02 意方合部 -  의가류(醫家類) 2007

의병도대장 송암선생실록 松菴先生實錄 16 전기류(傳記類) 1978

의본 별초단방 醫本, 別抄單方 -  의가류(醫家類) 2007

의사규당유고 義士葵堂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96

의사만송유고 義士晩松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89

의산문답 毉山問答 18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8

의산문답 毉山問答 18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13

의암 유인석의 사상 宇宙問答 20 별집류(別集類) 1984

의암집01 毅菴集 19 별집류(別集類) 2006

의암집02 毅菴集 19 별집류(別集類) 2007

의암집03 毅菴集 19 별집류(別集類) 2007

의암집04 毅菴集 19 별집류(別集類) 2008

의암집05 毅菴集 19 별집류(別集類) 2009

의암집06 毅菴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의암집01(천) 毅菴集 19 별집류(別集類) 2009

의암집02(지) 毅菴集 19 별집류(別集類) 2009

의암집03(인) 毅菴集 19 별집류(別集類) 2009

의원거강01 依源擧綱 -  의가류(醫家類) 2010



Session3 발표4 : 한국고전번역원 _ 251

번  역  서  명 표제 및 전거 참조 시기 분   류 발행년

의원거강02 依源擧綱 -  의가류(醫家類) 2010

의휘01 宜彙 19 의가류(醫家類) 2009

의휘02 宜彙 19 의가류(醫家類) 2009

의휘03 宜彙 19 의가류(醫家類) 2009

의휘04 宜彙 19 의가류(醫家類) 2009

의휘05 宜彙 19 의가류(醫家類) 2009

이가원전집09(한국명인소전 한국호랑이이야기 동의수세보원)   19 총집류(總集類) 1986

이가원전집15(골계잡록 태평한화골계전 촌담해이 어면순 속어면순 명
엽지해 파수록 어수신화 담정총서 진담록 성수패설 교수잡사 기문) 15~19 총집류(總集類) 1986

이가원전집16(열하일기역주)   18 총집류(總集類) 1986

이가원전집18(금오신화 구운몽)   15, 17 총집류(總集類) 1986

이가원전집19(이조한문소설선역주)   17~20 총집류(總集類) 1986

이가원전집24(퇴계시역주)   16 총집류(總集類) 1987

이가환 시전집 李家煥 詩文艸 18 별집류(別集類) 2009

이계선생문집 耳溪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12

이계집 尼溪集 18 별집류(別集類) 2010

이규보 산문선:봄 술이나 한잔하세 東國李相國集 13 별집류(別集類) 2009

이규보 선집:욕심을 잊으면 새들의 친구가 되네 東國李相國集 13 별집류(別集類) 2006

이규보 작품집:조물주에게 묻노라 東國李相國集 12 별집류(別集類) 2005

이규보시문선 東國李相國集 13 별집류(別集類) 1997

이덕무 산문집:책에 미친 바보 靑莊館全書 18 수필류(隨筆類) 2011

이덕무 선집:깨끗한 매미처럼 향기로운 귤처럼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2008

이륜행실도 二倫行實圖 16 유가류(儒家類) 2010

이문역주01 吏文譯註 -  정법류(政法類) 2012

이문역주02 吏文譯註 -  정법류(政法類) 2012

이문역주03 吏文譯註 -  정법류(政法類) 2012

이산서원지 伊山書院誌 -  지리류(地理類) 2010

이상한 이야기 수이전 殊異傳 -  소설류(小說類) 2001

이석간경험방 李石澗經驗方 16 의가류(醫家類) 2010

이소재실기 履素齋實記 16 전기류(傳記類) 1998

이십일도회고시 二十㊀都懷古詩 18 총집류(總集類) 2009

이언진 시집:골목길 나의 집 李彦瑱 松穆閣遺稿 18 별집류(別集類) 2009

이옥 단편 모음:일곱 가지 밤 李鈺 19 별집류(別集類)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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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 문집 李鈺文集 18~19 별집류(別集類) 2011

이옥 산문집:선생, 세상의 그물을 조심하시오 李鈺 19 수필류(隨筆類) 2001

이옥전집01 李鈺全集 19 별집류(別集類) 2001

이옥전집01 李鈺全集 18 별집류(別集類) 2009

이옥전집02 李鈺全集 19 별집류(別集類) 2001

이옥전집02 李鈺全集 18 별집류(別集類) 2009

이옥전집03 李鈺全集 18 별집류(別集類) 2009

이용휴, 이가환 산문선:나를 돌려다오 惠寰雜著 외 18 별집류(別集類) 2003

이우당실기 二憂堂實記 14 별집류(別集類) 1989

이장의 二障義 7 석가류(釋家類) 2004

이재선생문집 頤齋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0

이제현 작품집:길에서 띄우는 편지 李齊賢 益齋集 14 별집류(別集類) 2005

이조시대 서사시(상) 李朝時代敍事詩 15~19 총집류(總集類) 1992

이조시대 서사시(하) 李朝時代敍事詩 15~19 총집류(總集類) 1992

이조한문단편집(상) 중판 李朝漢文短篇集 18~20 총집류(總集類) 1984

이조한문단편집(중) 중판 李朝漢文短篇集 18~20 별집류(別集類) 1982

이조한문단편집(하) 중판 李朝漢文短篇集 18~20 잡저류(雜著類) 1982

이충무공전서(상) 李忠武公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9

이충무공전서(하) 李忠武公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9

이충무공진중일기01 李忠武公陣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2007

이충무공진중일기02 李忠武公陣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2010

이퇴계의 자성록 自省錄 16 별집류(別集類) 2003

이학규 산문선:아침은 언제 오는가 李學逵 洛下生集 19 별집류(別集類) 2006

이향견문록 里鄕見聞錄 19 지리류(地理類) 1997

이향견문록(상) :조선시대 서민들 이야기 里鄕見聞錄 19 지리류(地理類) 1996

이향견문록(하) :조선시대 서민들 이야기 里鄕見聞錄 19 지리류(地理類) 1996

이현실기 二賢實記 13 전기류(傳記類) 1988

이황 선집:도산에 사는 즐거움 退溪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익산(상) 翼算 正負論 19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익산(하) 翼算 堆垜設 19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익재집01 益齋集 14 별집류(別集類) 1984

익재집02(색인첨부) 益齋集 14 별집류(別集類)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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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재집 효행록 孝行錄 14 전기류(傳記類) 1995

인왕경소 仁王經疏 7 석가류(釋家類) 2010

인일정유고 引逸亭遺稿 19 별집류(別集類) 1984

인재선생문집 忍齋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73

인재유고 麟齋遺稿 14 별집류(別集類) 2012

인재집 寅齋集 15 별집류(別集類) 2012

인정01 人政 19 정법류(政法類) 1986

인정02 人政 19 정법류(政法類) 1986

인정03 人政 19 정법류(政法類) 1986

인정04 人政 19 정법류(政法類) 1982

인정05(색인첨부) 人政 19 정법류(政法類) 1984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0

인천도서지역의 지지자료 仁川島嶼地域 地誌資料 17~19 지리류(地理類) 2010

인천채씨문헌고 仁川蔡氏文獻攷 -  전기류(傳記類) 2008

인천항관초(상) 仁川港關草 19 정법류(政法類) 2009

인천항관초(하) 仁川港關草 19 정법류(政法類) 2010

인촌문집(상) 仁村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99

인촌문집(하) 仁村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99

일관기: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日觀記 18 정법류(政法類) 2006

일기청등록 日記廳謄錄 -  잡사류(雜史類) 2005

일동기유 日東記游 19 정법류(政法類) 1962

일두집 ㊀蠹集 15 별집류(別集類) 2004

일득록:정조대왕어록 日得錄 18 유가류(儒家類) 2008

일본록: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日本錄 18 정법류(政法類) 2006

일본표해록 日本漂海錄 19 석가류(釋家類) 2010

일성록(영조0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일성록(영조0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영조0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영조0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영조0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영조0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9

일성록(영조0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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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영조0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0

일성록(정조00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1998

일성록(정조00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1999

일성록(정조00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1999

일성록(정조00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1999

일성록(정조00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1999

일성록(정조00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1999

일성록(정조00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0

일성록(정조00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0

일성록(정조00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0

일성록(정조01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0

일성록(정조01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0

일성록(정조01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0

일성록(정조01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0

일성록(정조01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0

일성록(정조01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0

일성록(정조01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1

일성록(정조01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1

일성록(정조01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1

일성록(정조01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3

일성록(정조02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3

일성록(정조02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3

일성록(정조02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4

일성록(정조02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4

일성록(정조02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4

일성록(정조02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4

일성록(정조02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4

일성록(정조02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4

일성록(정조02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4

일성록(정조02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4

일성록(정조03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4

일성록(정조03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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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정조03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4

일성록(정조03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4

일성록(정조03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3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3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3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3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3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4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4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4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4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4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4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4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4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4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5

일성록(정조04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일성록(정조05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일성록(정조05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일성록(정조05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일성록(정조05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일성록(정조05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일성록(정조05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일성록(정조05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1

일성록(정조05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1

일성록(정조05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1

일성록(정조05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1

일성록(정조06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1

일성록(정조06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2

일성록(정조06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1

일성록(정조06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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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정조06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2

일성록(정조06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2

일성록(정조06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2

일성록(정조06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2

일성록(정조06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2

일성록(정조06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2

일성록(정조07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2

일성록(정조07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3

일성록(정조07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3

일성록(정조07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3

일성록(정조07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3

일성록(정조07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3

일성록(정조07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3

일성록(정조07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3

일성록(정조07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3

일성록(정조07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일성록(정조08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일성록(정조08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일성록(정조08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일성록(정조08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6

일성록(정조08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일성록(정조08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일성록(정조08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일성록(정조08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일성록(정조08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일성록(정조08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일성록(정조09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일성록(정조09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일성록(정조09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일성록(정조09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7

일성록(정조09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정조09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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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정조09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정조09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정조09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정조09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정조10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정조10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정조10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정조10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정조10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정조10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8

일성록(정조10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9

일성록(정조10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9

일성록(정조10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9

일성록(정조10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9

일성록(정조11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9

일성록(정조11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9

일성록(정조11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9

일성록(정조11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9

일성록(정조11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9

일성록(정조11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09

일성록(정조11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0

일성록(정조11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0

일성록(정조11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0

일성록(정조11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0

일성록(정조12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0

일성록(정조12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1

일성록(정조12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1

일성록(정조12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1

일성록(정조12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1

일성록(정조12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1

일성록(정조12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1

일성록(정조12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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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정조12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2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3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3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3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3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3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3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3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3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3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3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4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2

일성록(정조14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3

일성록(정조14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3

일성록(정조143)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3

일성록(정조144)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3

일성록(정조145)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3

일성록(정조146)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3

일성록(정조147)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3

일성록(정조148)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3

일성록(정조149)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3

일성록(정조150)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3

일성록(정조151)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3

일성록(정조152) 日省錄 18 편년류(編年類) 2013

일승법계도원통기 ㊀乘法界圖圓通記 10 석가류(釋家類) 2010

일옹집 ㊀翁集 17 별집류(別集類) 1990

일재선생문집 ㊀齋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2

일포집 逸圃集 19 별집류(別集類) 2004

일회헌집 ㊀悔軒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임관정요 臨官政要 18 직관류(職官類) 1982

임관정요 臨官政要 18 직관류(職官類)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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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정요 臨官政要 18 직관류(職官類) 2012

임원경제지 관휴지01 林園經濟志 灌畦志 18 유서류(類書類) 2010

임원경제지 관휴지02 林園經濟志 灌畦志 18 유서류(類書類) 2010

임원경제지 만학지01 林園經濟志 晩學志 18 유서류(類書類) 2010

임원경제지 만학지02 林園經濟志 晩學志 18 유서류(類書類) 2010

임원경제지 본리지01 林園經濟志 本利志 18 유서류(類書類) 2008

임원경제지 본리지02 林園經濟志 本利志 18 유서류(類書類) 2008

임원경제지 본리지03 林園經濟志 本利志 18 유서류(類書類) 2009

임원경제지 위선지01 林園經濟志 魏鮮志 19 유서류(類書類) 2011

임원경제지 위선지02 林園經濟志 魏鮮志 19 유서류(類書類) 2011

임원경제지에 담긴 옛사람의 집 짓는 법:산수간에 집을 짓고 林園經濟志 19 유서류(類書類) 2005

임원십육지 정조지 林園十六志 鼎俎志 18 유서류(類書類) 2007

임윤지당 允摯堂遺稿 18 별집류(別集類) 1998

임재일기 臨齋日記 19 잡사류(雜史類) 2011

임진 의병장 노인의 금계집 錦溪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임진년 난리를 당하매:임진왜란에 조국을 지킨 아홉 의병장 작품집 郭再祐 외 16 총집류(總集類) 2005

임진록 壬辰錄 16 소설류(小說類) 2000

임진록 壬辰錄 16 소설류(小說類) 1988

임진록 박씨전 壬辰錄, 朴氏傳 16 소설류(小設類) 1962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備禦考, 民堡議 19 병가류(兵家類) 2001

임진왜란의 명장 무민공 황진장군 武愍公 黃進將軍 20 전기류(傳記類) 2008

임진일록 壬辰日錄 16 잡사류(雜史類) 2012

임진장초 壬辰狀草 16 잡사류(雜史類) 1976

임진장초:충무공 진중보고문 壬辰狀草 16 잡사류(雜史類) 1997

임충민공실기 林忠愍公實紀 17 전기류(傳記類) 1985

임하경륜·의산문답 林下經綸, 毉山問答 18 별집류(別集類) 1999

임하필기01 林下筆記 19 유서류(類書類) 1999

임하필기02 林下筆記 19 유서류(類書類) 1999

임하필기03 林下筆記 19 유서류(類書類) 1999

임하필기04 林下筆記 19 유서류(類書類) 1999

임하필기05 林下筆記 19 유서류(類書類) 1999

임하필기06 林下筆記 19 유서류(類書類)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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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필기07 林下筆記 19 유서류(類書類) 2000

임하필기08 林下筆記 19 유서류(類書類) 2000

임하필기09(색인) 林下筆記 19 유서류(類書類) 2003

입암집 立巖集 16 별집류(別集類) 1989

자비도량참법집해 慈悲道場懺法集解 15 석가류(釋家類) 2011

자산어보 玆山魚譜 19 보록류(譜錄類) 1998

자산어보 玆山魚譜 19 보록류(譜錄類) 1977

자암집 自菴集 16 별집류(別集類) 2010

자연당유고 自然堂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7

자족재유집 自足齋遺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자하묵수 紫霞墨藪 19 예술류(藝術類) 2011

자하선생시집:다옥에 손님 오니 연기가 피어나네 紫霞先生詩集 19 별집류(別集類) 1998

자학 字學 18 정음류(政音類) 2008

자헌대부 이조판서 이공경증 신도비명 李公景曾 神道碑銘 -  전기류(傳記類) 2010

작법귀감 作法龜鑑 19 석가류(釋家類) 2010

잠곡에서 김육이 들려주는 이야기:사람다움 潛谷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12

잠곡유고01 潛谷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98

잠곡유고02 潛谷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99

잠곡유고03 潛谷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99

잠곡유고04(색인) 潛谷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4

잠암선생일고 潛庵先生逸稿 16 별집류(別集類) 2008

잠와선생실기 潛窩先生實紀 17 전기류(傳記類) 1975

장녕시문 長寧詩文 -  총집류(總集類) 2012

장릉지 莊陵誌 17 잡사류(雜史類) 1979

장릉지속편 부 장릉지보유 莊陵誌續編 附 莊陵誌補遺 -  잡사류(雜史類) 2011

장양공전서:장양공 이일(李鎰) 장군 연구 壯襄公全書 16 별집류(別集類) 2010

장용영고사 壯勇營故事 18 병가류(兵家類) 2005

장유 선집:개구리 울음소리 張維 谿谷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장천원사적 長川院事蹟 19 잡사류(雜史類) 1978

재거감흥시제가집해 齋居感興詩諸家集解 18 별집류(別集類) 2012

재사당선생일집 再思堂先生逸集 15 별집류(別集類) 1983

재영남일기 在嶺南日記 16 잡사류(雜史類)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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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지(梓鄕誌) 順興邑誌 19 지리류(地理類) 2009

저헌선생문집 樗軒先生文集 15 별집류(別集類) 1988

적라지 赤羅誌 -  지리류(地理類) 1996

적성지(천) 赤城誌 19 지리류(地理類) 1999

전객사별등록01 典客司別謄錄 17 정법류(政法類) 2009

전객사별등록02 典客司別謄錄 17 정법류(政法類) 2010

전객사별등록03 典客司別謄錄 18 정법류(政法類) 2011

전객사별등록04 典客司別謄錄 17 정법류(政法類) 2012

전라도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사료집(이문-갑오년 동학이
야기 오사카 아사히신문 등) 全羅道 長興地域 東學農民革命 史料集 19 동학류(東學類) 2010

전록통고(예전 병전) 典錄通考 18 정법류(政法類) 1974

전록통고(이전 호전 공전) 典錄通考 18 정법류(政法類) 1974

전록통고(형전) 典錄通考 18 정법류(政法類) 1969

전률통보(상) 典律通補 18 정법류(政法類) 1971

전률통보(하) 典律通補 18 정법류(政法類) 1972

전주부성 축성록 全州府城築城錄 18 지리류(地理類) 2010

전주이씨(백헌상공파)기증고문서 全州李氏(白軒相公派)寄贈古文書 - 기타 2003

점필재 김종직 시선 佔畢齋金宗直詩選 15 별집류(別集類) 1998

점필재집01 佔畢齋集 15 별집류(別集類) 1996

점필재집01 佔畢齋集 15 별집류(別集類) 2010

점필재집02 佔畢齋集 15 별집류(別集類) 1996

점필재집02 佔畢齋集 15 별집류(別集類) 2010

점필재집03 佔畢齋集 15 별집류(別集類) 1997

정감록 鄭鑑錄 -  술수류(術數類) 2001

정감록:민족 종교의 모태 鄭鑑錄 -  술수류(術數類) 2013

정관대사 일선 시집 靜觀大師㊀禪詩集 16 별집류(別集類) 2000

정관집 靜觀集 16~17 별집류(別集類) 2011

정기록 正氣錄 16 전기류(傳記類) 1978

정다산문선 丁茶山文選 19 별집류(別集類) 1987

정다산시문선 丁茶山詩文選 19 별집류(別集類) 1991

정다산의 대학공의 與猶堂全書 19 사서류(四書類) 1992

정당유고 政堂遺稿 16 별집류(別集類)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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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록(壬辰變生後日錄) 征蠻錄 17 잡사류(雜史類) 2002

정백현 서울 일기 藥峰見聞集 20 별집류(別集類) 1995

정부인안동장씨실기 貞夫人安東張氏實紀 17 전기류(傳記類) 1999

정상기(농포문답) 鄭尙驥 農圃問答 18 농가류(農家類) 1992

정선총쇄록 旌善叢瑣錄 19 정법류(政法類) 2002

정속언해 경민편 正俗諺解, 警民編 16 유가류(儒家類) 2010

정수사지 淨水寺志 -  지리류(地理類) 1995

정씨삼충유사 鄭氏三忠遺事 -  전기류(傳記類) 1994

정암조선생문집 靜菴趙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78

정약용 丁若鏞 與猶堂全書 19 별집류(別集類) 1992

정우당선생실기 淨友堂先生實紀 16 전기류(傳記類) 2002

정유각집(상) 貞蕤閣集 18 별집류(別集類) 2010

정유각집(중) 貞蕤閣集 18 별집류(別集類) 2010

정유각집(하) 貞蕤閣集 18 별집류(別集類) 2010

정유집 초정전서:궁핍한 날의 벗 貞蕤集, 楚亭全書 18 별집류(別集類) 2000

정유피란기 丁酉避亂記 17 잡사류(雜史類) 1986

정일당유고 靜㊀堂遺稿 19 별집류(別集類) 2002

정재무도홀기 呈才舞圖忽記 19 정법류(政法類) 2005

정재무도홀기 呈才舞圖笏記 19 정법류(政法類) 1998

정재무도홀기(조선궁중무용) 呈才舞圖笏記 19 정법류(政法類) 2000

정재집 貞齋集 14 별집류(別集類) 1989

정조국장도감의궤01 正祖國葬都監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5

정조국장도감의궤02 正祖國葬都監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5

정조국장도감의궤03 正祖國葬都監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5

정조국장도감의궤04 正祖國葬都監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5

정조어찰 正祖御札 18 예술류(藝術類) 2011

정조어찰첩 正祖御札帖 19 서간류(書簡類) 2009

정조와 홍대용, 생각을 겨루다:  서연문답 書筵問答 18 수필류(隨筆類) 2012

정조임금 편지 正祖御札 18 서간류(書簡類) 2009

정조치세어록:난세를 사는 이 땅의 리더들을 위한 정조의 통치의 수사학 正祖  18 전기류(傳記類) 2011

정철 시선 鄭澈詩選 16 별집류(別集類) 2009

정철 박인로 윤선도 작품집: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關東別曲 외 16~17 총집류(總集類)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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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전중변:조선후기 예송에 대한 다산의 인식 正體傳重辨 19 유가류(儒家類) 1995

정충록:무민공 황진, 우윤공 고득뢰, 청계공 안영 旌忠錄 -  전기류(傳記類) 2008

정토보서 淨土寶書 17 석가류(釋家類) 2010

정해부연별장첩(附 三帖) 丁亥赴燕別章帖 16~17 예술류(藝術類) 2002

정헌영해처감록 靜軒瀛海處坎錄 19 별집류(別集類) 2006

제봉전서(상) 霽峯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0

제봉전서(중) 霽峯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0

제봉전서(하) 霽峯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0

제승방략(색인첨부) 制勝方略 15 병가류(兵家類) 1999

제왕운기 帝王韻紀 13 별사류(別史類) 1999

제주계록 濟州啓錄 19 정법류(政法類) 2012

제주고기문집(濟州 古記文集) :제주풍토록 남명소승 제주풍토기 탐라록 濟州 古記文集 16~18 별집류(別集類) 2007

제주의 고문서 濟州 古文書 -  기타 2012

제천의병 자료01 堤川義兵資料 19 전기류(傳記類) 2007

제천의병 자료02 堤川義兵資料 19 전기류(傳記類) 2008

제천의병 자료03 堤川義兵資料 19 전기류(傳記類) 2009

제천향토사료집:조선시대 제천읍지류를 중심으로 堤川邑誌類 -  지리류(地理類) 2008

조계산송광사사고:산림부 曹溪山松廣寺史庫 20 석가류(釋家類) 2009

조계산송광사사고:인물부 曹溪山松廣寺史庫 20 석가류(釋家類) 2007

조선 사람들의 개성 여행 蔡壽 遊松都錄 외 15~18 지리류(地理類) 2012

조선 선비, 일상의 사물들에게 말을 걸다(六十銘) 六十銘 16 수필류(隨筆類) 2009

조선 선비의 일본견문록:대마도에서 도쿄까지 海游錄 18 정법류(政法類) 2009

조선경국전 논사단칠정서 성학십도 율곡소서 동호문답 화
서문집 아언, 중판

朝鮮徑國典, 論四端七情書, 聖學十圖,
栗谷疏書, 東湖問答, 華西文集, 雅言 14~19 총집류(總集類) 1986

조선묘지명01 朝鮮墓誌銘 -  전기류(傳記類) 2011

조선묘지명02 朝鮮墓誌銘 -  전기류(傳記類) 2012

조선무속고 朝鮮巫俗考 20 기타종교류(其他宗敎類) 1991

조선불교통사01(佛化時處1) 朝鮮佛敎通史 20 석가류(釋家類) 2010

조선불교통사02(佛化時處2) 朝鮮佛敎通史 20 석가류(釋家類) 2010

조선불교통사03(三寶源流) 朝鮮佛敎通史 20 석가류(釋家類) 2010

조선불교통사04(二百品題1) 朝鮮佛敎通史 20 석가류(釋家類) 2010

조선불교통사05(二百品題2) 朝鮮佛敎通史 20 석가류(釋家類)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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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불교통사06(二百品題3) 朝鮮佛敎通史 20 석가류(釋家類) 2010

조선상고사 한국통사 朝鮮上古史, 韓國痛史 20 잡사류(雜史類) 2012

조선시대 경주부 선정비:돌에 새긴 백성의 마음 慶州府 善政碑 -  금석류(金石類) 2010

조선시대 관혼상제01(관례 혼례편) 朝鮮時代冠昏喪祭 17~19 유가류(儒家類) 1999

조선시대 관혼상제02(상례편1) 朝鮮時代冠昏喪祭 18 유가류(儒家類) 1999

조선시대 관혼상제03(상례편2) 朝鮮時代冠昏喪祭 17, 19 유가류(儒家類) 2000

조선시대 관혼상제04(상례편3) 朝鮮時代冠昏喪祭 18 유가류(儒家類) 2000

조선시대 관혼상제05(제례편) 朝鮮時代冠昏喪祭 19 유가류(儒家類) 2000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해설과 역주 茶禮 14~20 정법류(政法類) 2008

조선시대 단양의 이모저모 各司謄錄 20 편년류(編年類) 1997

조선시대 대사례와 향사례 大射禮儀軌, 林園經濟志 18 정법류(政法類) 2009

조선시대 명인 간찰첩 簡札 17~18 서간류(書簡類) 2010

조선시대 명현 간찰첩 簡札 -  서간류(書簡類) 2010

조선시대 서원일기 黃渭周 외 -  지리류(地理類) 2007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북정록 백두산기 북정일기
백두산기 백두산유록 유백두산기 백두산일기) 金指南  北征錄 외 17~19 지리류(地理類) 1998

조선시대 한시읽기(상)   14~16 별집류(別集類) 2010

조선시대 한시읽기(하)   16~19 별집류(別集類) 2010

조선시대군사관계법(경국대전 대명률) 經國大典, 大明律 15 정법류(政法類) 1986

조선시대전기농서(촬요신서 농사직설 금양잡록 한정록 농가집성) 撮要新書 외 14~17 농가류(農家類) 1984

조선왕실의 안태와 태실 관련 의궤 元子阿只氏藏胎儀軌 외 -  정법류(政法類) 2006

조선왕조실록:경종수정실록 景宗修正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경종실록01 景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경종실록02 景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경종실록03 景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경종실록04(색인) 景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5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01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02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03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04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05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06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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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07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08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09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10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11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12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13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14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15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16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17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18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19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20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21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22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23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24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25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26(색인 상)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5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27(색인 하) 光海君日記 17 편년류(編年類) 1995

조선왕조실록:단종실록01 端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7

조선왕조실록:단종실록02 端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7

조선왕조실록:단종실록03 端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7

조선왕조실록:단종실록04(색인) 端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01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02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03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04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05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06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07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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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08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09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10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11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12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13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14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15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16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17(색인) 明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문종실록01 文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7

조선왕조실록:문종실록02 文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7

조선왕조실록:문종실록03 文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7

조선왕조실록:문종실록04(색인) 文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선조수정실록01 宣祖修正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선조수정실록02 宣祖修正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선조수정실록03 宣祖修正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선조수정실록04 宣祖修正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01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02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03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04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05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06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07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08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09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10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11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12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13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14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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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15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16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17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18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19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20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21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22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23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24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25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26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27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28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29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30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31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32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33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34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35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36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37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38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39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40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41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42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43(색인 상)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4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44(색인 중)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4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45(색인 하) 宣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4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01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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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02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0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03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0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04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0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05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0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06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0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07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1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08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1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09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1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10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1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11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1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12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1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13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14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15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16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17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18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19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20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21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3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22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3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23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3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24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3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25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4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26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4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27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4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28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4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29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30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31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32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33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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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34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35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36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37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38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39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40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41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42(색인 상)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95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43(색인 하) 成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95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01 世祖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7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02 世祖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8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03 世祖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8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04 世祖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8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05 世祖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8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06 世祖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8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07 世祖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8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08 世祖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9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09 世祖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9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10 世祖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9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11 世祖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9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12(색인) 世祖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01(연대기1)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68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02(연대기2)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68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03(연대기3)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69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04(연대기4)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69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05(연대기5)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69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06(연대기6)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3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07(연대기7)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3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08(연대기8)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0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09(연대기9)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0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10(연대기10)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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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11(연대기11)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1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12(연대기12)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1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13(연대기13)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1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14(연대기14)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1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15(연대기15)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1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16(연대기16)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1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17(연대기17)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1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18(연대기18)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2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19(연대기19)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2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20(오례의1)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3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21(오례의2)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3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22(악보1)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3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24(지리지1)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1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26(칠정산 내편)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3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27(칠정산 외편)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4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29(연대기 색인)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6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30(지리지 색인) 世宗莊憲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5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01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02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03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04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05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06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07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08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09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10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11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12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13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7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14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15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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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16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17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18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19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20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21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22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23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24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25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26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8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27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28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29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30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31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32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33(색인 상)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4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34(색인 하) 肅宗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4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01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02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03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04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05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06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07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08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09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10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11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12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13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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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14(색인) 純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4

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01 燕山君日記 16 편년류(編年類) 1972

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02 燕山君日記 16 편년류(編年類) 1974

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03 燕山君日記 16 편년류(編年類) 1974

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04 燕山君日記 16 편년류(編年類) 1974

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05 燕山君日記 16 편년류(編年類) 1974

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06 燕山君日記 16 편년류(編年類) 1975

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07 燕山君日記 16 편년류(編年類) 1975

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08 燕山君日記 16 편년류(編年類) 1975

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09(색인) 燕山君日記 16 편년류(編年類) 1976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01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02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03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04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05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06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07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08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09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10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11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12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13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14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15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16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17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18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19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20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21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22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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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23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24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25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26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27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28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29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30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31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32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33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34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35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36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37(색인 상)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4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38(색인 하) 英祖實錄 18 편년류(編年類) 1994

조선왕조실록:예종실록01 睿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9

조선왕조실록:예종실록02 睿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9

조선왕조실록:예종실록03(색인) 睿宗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95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01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02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03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04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05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06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07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08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09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10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11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12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13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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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14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15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16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17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18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19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20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21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인조실록22(색인) 仁祖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4

조선왕조실록:인종실록(색인첨부) 仁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6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01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02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03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04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05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06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07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08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09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10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11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12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13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14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15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16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17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18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19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20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21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22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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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23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24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25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26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27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28(색인 상)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5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29(색인 하) 正祖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5

조선왕조실록:정종공정대왕실록(색인첨부) 定宗恭靖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01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6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02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6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03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6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04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7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05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7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06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8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07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8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08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8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09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9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10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8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11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9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12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9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13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9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14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79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15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0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16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0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17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0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18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0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19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0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20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1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21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1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22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1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23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1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24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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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25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26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27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28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29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30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3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31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3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32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3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33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3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34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3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35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4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36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4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37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4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38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4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39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40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4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41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42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43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44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45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46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47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48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49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50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51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52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5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53(색인 상)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54(색인 중)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55(색인 하) 中宗實錄 16 편년류(編年類) 1989

조선왕조실록:철종실록01 哲宗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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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철종실록02 哲宗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철종실록03(색인) 哲宗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태조강헌대왕실록01 太祖康獻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2

조선왕조실록:태조강헌대왕실록02 太祖康獻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2

조선왕조실록:태조강헌대왕실록03(색인) 太祖康獻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2

조선왕조실록:태종공정대왕실록01 太祖康獻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2

조선왕조실록:태종공정대왕실록02 太宗恭定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4

조선왕조실록:태종공정대왕실록03 太宗恭定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6

조선왕조실록:태종공정대왕실록04 太宗恭定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6

조선왕조실록:태종공정대왕실록05 太宗恭定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6

조선왕조실록:태종공정대왕실록06 太宗恭定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7

조선왕조실록:태종공정대왕실록07 太宗恭定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7

조선왕조실록:태종공정대왕실록08 太宗恭定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77

조선왕조실록:태종공정대왕실록09(색인) 太宗恭定大王實錄 15 편년류(編年類) 1984

조선왕조실록:헌종실록01 憲宗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헌종실록02 憲宗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헌종실록03(색인) 憲宗實錄 19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01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02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03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04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05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06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07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08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09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10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11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12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2

조선왕조실록:현종개수실록13(색인) 顯宗改修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5

조선왕조실록:현종실록01 顯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실록02 顯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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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현종실록03 顯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실록04 顯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실록05 顯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실록06 顯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실록07 顯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실록08 顯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실록09 顯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현종실록10(색인) 顯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5

조선왕조실록:효종실록01 孝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효종실록02 孝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효종실록03 孝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효종실록04 孝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0

조선왕조실록:효종실록05 孝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효종실록06 孝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효종실록07 孝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효종실록08 孝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1

조선왕조실록:효종실록09(색인) 孝宗實錄 17 편년류(編年類) 1994

조선유교연원 朝鮮儒敎淵源 20 유가류(儒家類) 2009

조선유교연원(상) 朝鮮儒敎淵源 20 유가류(儒家類) 1975

조선유교연원(중) 재판 朝鮮儒敎淵源 20 유가류(儒家類) 1981

조선유교연원(하) 재판 朝鮮儒敎淵源 20 유가류(儒家類) 1981

조선유교연원01 朝鮮儒敎淵源 20 유가류(儒家類) 1998

조선유교연원02 朝鮮儒敎淵源 20 유가류(儒家類) 1998

조선의 무기01(훈국신조군기도설 훈국신조기계도설) 訓局新造軍器圖說, 訓局新造器械圖說 19 병가류(兵家類) 2004

조선의 무기02(융원필비) 戎垣必備 18 병가류(兵家類) 2004

조선의 음담패설 紀伊齋常談 -  소설류(小說類) 2010

조선조 성균관의 교원과 태학생의 생활상 泮中雜詠 18 별집류(別集類) 1999

조선초기 고문서 이두문 역주 吏讀文 15 기타 2006

조선환여승람(김제) 朝鮮寰輿勝覽 20 지리류(地理類) 2000

조선환여승람(남원) 朝鮮寰輿勝覽 20 지리류(地理類) 2000

조선환여승람(서산) 朝鮮寰輿勝覽 20 지리류(地理類) 1998

조선환여승람(성주) 朝鮮寰輿勝覽 20 지리류(地理類)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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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환여승람(순창군) 朝鮮寰輿勝覽 20 지리류(地理類) 2004

조선환여승람(연기군) 朝鮮寰輿勝覽 20 지리류(地理類) 1999

조선환여승람(정선) 朝鮮寰輿勝覽 20 지리류(地理類) 2000

조선환여승람(정읍) 朝鮮寰輿勝覽 20 지리류(地理類) 2001

조선환여승람(제천) 朝鮮寰輿勝覽 20 지리류(地理類) 1999

조선환여승람(진주) 朝鮮寰輿勝覽 20 지리류(地理類) 2006

조선환여승람(천안군) 朝鮮寰輿勝覽 20 지리류(地理類) 2005

조선환여승람(통영) 朝鮮寰輿勝覽 20 지리류(地理類) 1999

조선후기 김려의 시와 글:글짓기 조심하소 金鑢 18 별집류(別集類) 2006

조선후기 성(性) 소화(笑話) 선집   -  소설류(小說類) 2010

조선후기 세태소설선(지봉전 정향전 종옥전 오유란전 배비
장전 이춘풍전 삼선기 옹고집전) 朝鮮後期世態小說選 18~19 소설류(小說類) 1999

조선후기 수교자료 집성01(형사편) 受敎定例, 受敎謄錄 19 정법류(政法類) 2009

조선후기 수교자료 집성02(형사편) 特敎定式, 受敎謄錄 19 정법류(政法類) 2010

조선후기 수교자료 집성03(형사편) 聽訟定例, 受敎謄錄 19 정법류(政法類) 2012

조선후기 인물전   -  전기류(傳記類) 2005

조성당일기 操省堂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10

조수삼 작품집:이야기 책 읽어주는 노인 趙秀三 秋齋集 19 별집류(別集類) 2005

조야신필 朝野信筆 19 잡사류(雜史類) 2009

조양각시문집 朝陽閣詩文集 14~18 총집류(總集類) 1983

조영복의 연행일록 燕行日錄 18 정법류(政法類) 1998

조용문선생집 趙龍門先生集 16 별집류(別集類) 1997

조중회의 입조일기 入朝日記 18 잡사류(雜史類) 2000

조천증행록 朝天贈行錄 17 정법류(政法類) 2010

조헌전서 趙憲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74

조희룡 산문선:매화 삼매경 趙熙龍 壺山外記 외 19 별집류(別集類) 2003

조희룡과 추사파 중인의 시대 論畵截句, 香雪館尺牘鈔存 19 별집류(別集類) 2012

조희룡전집01(석우망년록) 趙熙龍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99

조희룡전집02(화구암난묵) 趙熙龍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99

조희룡전집03(한와헌제화잡존) 趙熙龍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99

조희룡전집04(우해악암고 일석산방소고 고금영물근체시 예림갑을록) 趙熙龍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99

조희룡전집05(수경재해외적독 우봉척독) 趙熙龍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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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룡전집06(호산외기) 趙熙龍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99

존재선생문집 存齋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9

존재집01 存齋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존재집02 存齋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존재집03 存齋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존재집04 存齋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존재집05 存齋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존재집06 存齋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졸고천백(색인첨부) 拙藁千百 14 별집류(別集類) 2006

졸수재집01 拙修齋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졸수재집02 拙修齋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졸탄선생실기 拙灘先生實記 16 전기류(傳記類) 2009

종고유고 宗皐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5

종묘의궤01 宗廟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8

종묘의궤02(색인첨부) 宗廟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8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 宗廟親祭規制圖說屛風 -  정법류(政法類) 2010

종북소선 鐘北小選 18 별집류(別集類) 2010

주곡유고 舟谷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9

주역사전01 周易四箋 19 역류(易類) 2007

주역사전02 周易四箋 19 역류(易類) 2007

주역사전03 周易四箋 19 역류(易類) 2007

주역사전04 周易四箋 19 역류(易類) 2007

주역사전05 周易四箋 19 역류(易類) 2007

주역사전06 周易四箋 19 역류(易類) 2007

주역사전07 周易四箋 19 역류(易類) 2007

주역사전08 周易四箋 19 역류(易類) 2007

주영편(상) 晝永編 18 잡가류(雜家類) 1974

주영편(하) 晝永編 18 잡가류(雜家類) 1974

주왕산지 周王山志 19 지리류(地理類) 2009

주자대전차의집보01 朱子大全箚疑輯補 19 유가류(儒家類) 2011

주자대전차의집보02 朱子大全箚疑輯補 19 유가류(儒家類) 2011

주자대전차의집보03 朱子大全箚疑輯補 19 유가류(儒家類)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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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대전차의집보04 朱子大全箚疑輯補 19 유가류(儒家類) 2011

주자언론동이고 朱子言論同異攷 18 유가류(儒家類) 2002

죽계일기(상) 竹溪日記 16 잡사류(雜史類) 1999

죽계일기(하) 竹溪日記 16 잡사류(雜史類) 1999

죽계지 竹溪志 16 지리류(地理類) 2009

죽봉선생문집 竹峯先生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10

죽석관유집01 竹石館遺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죽소부군일기 竹所府君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12

죽암집 竹庵集 17 별집류(別集類) 1993

죽유전서 竹牖全書 17 별집류(別集類) 2000

죽창선생집 竹窓先生集 17 별집류(別集類) 2005

죽천집 竹川集 16 별집류(別集類) 2003

죽포집 竹浦集 16 별집류(別集類) 2010

죽포집 竹圃集 18 별집류(別集類) 1997

준경묘 영경묘 영건청의궤 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 19~20 정법류(政法類) 2012

준천사실 주교지남 濬川事實, 舟橋指南 18 정법류(政法類) 2001

중강유고 中岡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85

중국에 소개된 조선시 한객건연집 韓客巾衍集 18 총집류(總集類) 2011

중봉시역주 重峯詩譯註 16 별집류(別集類) 2004

증보문헌비고(교빙고01)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4

증보문헌비고(교빙고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4

증보문헌비고(병고01)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5

증보문헌비고(병고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6

증보문헌비고(상위고01)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0

증보문헌비고(상위고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79

증보문헌비고(색인01)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6

증보문헌비고(색인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6

증보문헌비고(색인03)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6

증보문헌비고(선거고01)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4

증보문헌비고(선거고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4

증보문헌비고(선거고03)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4

증보문헌비고(시적고)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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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악고01)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4

증보문헌비고(악고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4

증보문헌비고(악고03)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4

증보문헌비고(악고 상)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4

증보문헌비고(악고 하)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4

증보문헌비고(여지고01)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78

증보문헌비고(여지고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78

증보문헌비고(여지고03)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78

증보문헌비고(여지고04)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78

증보문헌비고(예고01)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0

증보문헌비고(예고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1

증보문헌비고(예고03)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1

증보문헌비고(예고04)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0

증보문헌비고(예고05)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1

증보문헌비고(예문고)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0

증보문헌비고(재용고)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0

증보문헌비고(전부고01)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8

증보문헌비고(전부고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9

증보문헌비고(제계고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79

증보문헌비고(제계고03)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79

증보문헌비고(직관고01)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5

증보문헌비고(직관고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5

증보문헌비고(직관고03)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5

증보문헌비고(학교고01)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5

증보문헌비고(학교고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5

증보문헌비고(형고01)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6

증보문헌비고(형고02)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87

증보문헌비고(호구고) 增補文獻備考 19 정법류(政法類) 1995

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18 농가류(農家類) 2003

증보산림경제01 增補山林經濟 18 농가류(農家類) 2003

증보산림경제02 增補山林經濟 18 농가류(農家類) 2003

증보산림경제03 增補山林經濟 18 농가류(農家類)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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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교린지(색인첨부) 增正交隣志 18 정법류(政法類) 1997

지도군총쇄록 :110년 전 초대군수 오횡묵이 남긴 정무일기 吳宖默 智島郡叢瑣錄 19 정법류(政法類) 2008

지리산 유람록: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유지리
산록 유천왕봉기 유두류록 두류산선유기 유두류산록 역
진연해군현 잉입두류 상쌍계신흥기행록 유청암서악기 지리
산기 지리산청학동기 유두류산기 두류산기 유두류산기
두류록 방장만록 유용유담기 유지리산기 두류록 청학동
록 두류산유행록 남유기)

遊智異山錄 외 -  지리류(地理類) 2008

지범유사 志范遺事 16 별집류(別集類) 2005

지봉유설(상) 5판 芝峰類說 17 유서류(類書類) 1982

지봉유설(하) 3판 芝峰類說 17 유서류(類書類) 1978

지봉유설정선 芝峯類說精選 17 유서류(類書類) 2000

지산세고 芝山世稿(芝村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84

지산유고 志山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7

지산집 芝山集 20 별집류(別集類) 1987

지산집01 芝山集 16 별집류(別集類) 2002

지산집02 芝山集 16 별집류(別集類) 2002

지산집03 芝山集 16 별집류(別集類) 2003

지산집04(색인) 芝山集 16 별집류(別集類) 2005

지선문집 止善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9

지암유집 止庵遺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지암의 해산록 海山錄 遲庵先生文集 18 지리류(地理類) 1995

지연재유고 止淵齋遺稿 20 별집류(別集類) 1985

지영록 知瀛錄 17 정법류(政法類) 2006

지재당 강담운 시집:그대 그리움을 아는가 只在堂 姜澹雲 19 별집류(別集類) 2002

지재유집 支齋遺集 18 별집류(別集類) 2012

지족당문집 知足堂文集 18 별집류(別集類) 1999

지지당선생시집 止止堂先生詩集 15 별집류(別集類) 2002

지지당유고 知止堂遺稿 16 별집류(別集類) 1992

지천서원지 知川書院誌 16 지리류(地理類) 2009

지천선생집01 遲川先生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지천선생집02 遲川先生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지천선생집03 遲川先生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지포선생문집 止浦先生文集 13 별집류(別集類)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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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선생문집01(건) 止軒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2

지헌선생문집02(곤) 止軒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2

지헌선생일고 止軒先生逸稿 16 별집류(別集類) 1989

직산영소정어제시갱화첩 稷山靈沼亭御製詩賡和帖 18 총집류(總集類) 2002

직우당 안창훈과 송매정 職憂堂 安昌勳과 松梅亭 19 별집류(別集類) 2003

직재집 直齋集 17 별집류(別集類) 1996

직지: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 直指 14 석가류(釋家類 1997

진경시로 노래하는 금강산 金剛山 17~19 총집류(總集類) 2000

진락당선생문집 眞樂堂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3

진산세고(통정집, 완역재집, 인재집) 晉山世稿 15 총집류(總集類) 2003

진산세고(통정집, 완역재집, 인재집) 晉山世稿 15 총집류(總集類) 2011

진양 하씨 세 어른 문집(호정선생문집 경재선생문집 단계선생실기) 浩亭先生文集, 敬齋先生文集, 丹溪先生實記 15 별집류(別集類) 1972

진양신방 晋陽神方 19 의가류(醫家類) 2009

진양지 晉陽誌 17 지리류(地理類) 1991

진연의궤(고종 임인년) 01 進宴儀軌 20 정법류(政法類) 2005

진연의궤(고종 임인년) 02 進宴儀軌 20 정법류(政法類) 2008

진우신방 晋寓神方 -  의가류(醫家類) 2009

진일유고 眞逸遺稿 15 별집류(別集類) 2002

진일재선생문집 眞㊀齋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98

진종동궁일기01(을사년, 병오년) 眞宗東宮日記 18 잡사류(雜史類) 2012

진종동궁일기02(무신년, 기유년, 경술년, 신해년) 眞宗東宮日記 18 잡사류(雜史類) 2012

진주류씨문집 晋州柳氏文集 -  총집류(總集類) 2003

진주목읍지 晉州牧邑誌 19 지리류(地理類) 1991

진주초군작변등록 晋州樵軍作變騰錄 19 정법류(政法類) 2005

진폐록 陳弊錄 18 정법류(政法類) 2007

집설01 輯說 18 별집류(別集類) 2013

징비록 懲毖錄 16 잡사류(雜史類) 2007

징비록 懲毖錄 16 잡사류(雜史類) 1975

징비록 懲毖錄 16 잡사류(雜史類) 1983

징비록 懲毖錄 16 잡사류(雜史類) 1994

징비록 懲毖錄 16 잡사류(雜史類) 1985

징비록 懲毖錄 16 잡사류(雜史類)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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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비록 懲毖錄 16 잡사류(雜史類) 1985

징비록 懲毖錄 17 잡사류(雜史類) 2001

징비록(상) 懲毖錄 16 잡사류(雜史類) 1960

징비록(하) 懲毖錄 16 잡사류(雜史類) 1961

징비록 부 임진록 懲毖錄 附 壬辰錄 16 잡사류(雜史類) 1987

징비록 동국병감 懲毖錄, 東國兵鑑 15~16 잡사류(雜史類) 1983

차근방몽구 借根方蒙求 19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차원부설원기 車原頫雪寃記 15 별집류(別集類) 1998

차충걸추안:도참을 믿고 생불을 대망했던 민중들의 심문 기록 推案及鞫案 17 정법류(政法類) 2010

창명유고 滄溟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04

창암집01, 02 滄菴集 20 별집류(別集類) 1997

창암집03, 04 滄菴集 20 별집류(別集類) 1997

창암집05, 06 滄菴集 20 별집류(別集類) 1997

창암집07 滄菴集 20 별집류(別集類) 1997

창애집 蒼崖集 20 별집류(別集類) 2008

창의록 :17세기 호란 시 경상도 한 의병장의 기록 倡義錄 17 별집류(別集類) 2009

창주문집 蒼洲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97

창주유고 滄洲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90

창주집 滄洲集 15 별집류(別集類) 1998

창주집 滄洲集 17 별집류(別集類) 1985

척재문집 拓齋文集 20 별집류(別集類) 1999

척주지 陟州誌 17 지리류(地理類) 2001

척주집(척주지 척주선생안 척주절의록 척주지) 陟州集 17, 19 지리류(地理類) 1997

척주한시집(상) 陟州漢詩集 -  총집류(總集類) 1997

천곡선생집 부 충열사지 泉谷先生集 附 忠烈祠誌 16 별집류(別集類) 2001

천도책 자경문 天道策, 自警文 16 별집류(別集類) 1984

천묵재집 天黙齋集 17 별집류(別集類) 1998

천예록 天倪錄 17 소설류(小說類) 2005

천예록 天倪錄 17 소설류(小說類) 2003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18 석가류(釋家類) 2011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18 석가류(釋家類) 2012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  석가류(釋家類)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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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사교의 天台四敎儀 10 석가류(釋家類) 2011

천파문집 天坡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89

첨모당선생문집 瞻慕堂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85

청간유고 聽澗遺稿 -  별집류(別集類) 1985

청강소와(상) 淸江笑囮 16 별집류(別集類) 2011

청강소와(하) 淸江笑囮 16 별집류(別集類) 2011

청강일기 淸江日記 18 잡사류(雜史類) 2013

청강집 부 청강쇄어 淸江集 附 淸江瑣語 16 별집류(別集類) 1992

청계지:정천익 선생의 목면사적 淸溪誌 20 전기류(傳記類) 1990

청계천을 가꾸다: 준천계첩 연구 그리고 청계천의 역사 濬川稧帖 18 정법류(政法類) 2004

청광집 淸狂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청구야담 靑邱野談 19 소설류(小說類) 1995

청구풍아 靑丘風雅 15 시문평류(詩文評類) 2002

청구풍아(상) 靑丘風雅 15 시문평류(詩文評類) 1998

청구풍아(하) 靑丘風雅 15 시문평류(詩文評類) 2000

청권집유 淸權輯遺 19 전기류(傳記類) 1991

청도 사족의 운문산 유람록(유운문산록 유운문록) 李重慶 遊雲門山錄 16~20 지리류(地理類) 2009

청도문헌고 淸道文獻考 -  지리류(地理類) 2009

청량지 淸凉誌 -  지리류(地理類) 2012

청련집 靑蓮集 16 별집류(別集類) 1992

청렴결백한 동고 이준경선생 문집03 東皐遺稿 16 별집류(別集類) 1993

청백리 아곡박선생실기 莪谷朴先生實記 16 전기류(傳記類) 1985

청성잡기 靑城雜記 18 수필류(隨筆類) 2006

청송심씨 만포가 기증고문서 靑松沈氏晩圃家寄贈古文書 -  기타 2007

청야담수01 靑野談藪   소설류(小說類) 2004

청옹선생문집 聽翁先生文集 18 별집류(別集類) 1999

청음집01 淸陰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청음집02 淸陰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청음집03 淸陰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청음집04 淸陰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청음집05 淸陰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청음집06 淸陰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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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음집07 淸陰集 17 별집류(別集類) 2007

청음집08(색인) 淸陰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청장관전서01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78

청장관전서02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78

청장관전서03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79

청장관전서04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79

청장관전서05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80

청장관전서06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80

청장관전서07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80

청장관전서08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80

청장관전서09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81

청장관전서10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81

청장관전서11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81

청장관전서12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81

청장관전서13(색인) 靑莊館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82

청재박선생충절록 淸齋朴先生忠節錄 15 전기류(傳記類) 1985

청죽선생유고 聽竹先生遺稿 17 별집류(別集類) 1999

청천당집 聽天堂集 16 별집류(別集類) 1996

청취당집 淸翠堂集 18 별집류(別集類) 2009

청풍당선생일고01(건) 淸風堂先生逸稿 15 별집류(別集類) 1997

청풍당선생일고02(곤) 淸風堂先生逸稿 15 별집류(別集類) 1997

청풍부원군유고 학해시선 淸風府院君遺稿, 學海詩選 17~19 별집류(別集類) 2010

청해이씨 기증고문서 靑海李氏寄贈古文書 15 기타 2002

청허당집 淸虛堂集 16 별집류(別集類) 1987

체암나대용장군실기 遞菴羅大用將軍實記 17 전기류(傳記類) 1976

초간일기 草澗日記 16 잡사류(雜史類) 2012

초연재미정고 超然齋未定藁 20 별집류(別集類) 1987

초의시고 草衣詩藁 19 별집류(別集類) 2011

초의집01(초의시고) 草衣集(草衣詩藁) 19 별집류(別集類) 2010

초의집02(일지암문집 초의선과 선문사변만어) 草衣集(㊀枝庵文集 艸衣禪課
禪文四辨漫語)

19 별집류(別集類)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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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집03(동다송 다신전 진묵조사유적고) 草衣集(東茶頌 茶神傳
震默祖師遺蹟攷)

19 별집류(別集類) 2010

초정선생유고 草亭先生遺稿 17 별집류(別集類) 2011

초종제례가 初終祭禮歌   유가류(儒家類) 2003

최송설당 오효원 시선 崔松雪堂, 吳孝媛詩選 20 별집류(別集類) 2008

최익현 선생 순국시 보내온 제문과 만장 면암선생제만록01 勉菴先生祭輓錄 20 전기류(傳記類) 2011

최치원 선집:새벽에 홀로 깨어 孤雲先生文集 9 별집류(別集類) 2008

최치원전집01(사산비명) 崔致遠全集 9 금석류(金石類) 1998

최치원전집02(고운문집) 崔致遠全集 9 별집류(別集類) 1999

추강집01 秋江集 15 별집류(別集類) 2007

추강집02(색인첨부) 秋江集 15 별집류(別集類) 2007

추관지01 秋官志 18 직관류(職官類) 1975

추관지02 秋官志 18 직관류(職官類) 1975

추관지03 秋官志 18 직관류(職官類) 1975

추관지04(부 증수무원록) 秋官志, 增修無寃錄 18 직관류(職官類) 1975

추봉책봉의궤 追封冊封儀軌 -  정법류(政法類) 2007

추사김정희 시전집 阮堂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99

추사집(秋史集) 阮堂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1976

추산집 秋山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추안급국안 중 갑신정변 관련자 심문 진술 기록 推案及鞫案 19 정법류(政法類) 2009

추연선생일기 秋淵先生日記 16 잡사류(雜史類) 2008

추재 조수삼 시선 秋齋趙秀三詩選 19 별집류(別集類) 1997

추재기이 秋齋紀異 19 전기류(傳記類) 2010

추재기이(18세기 조선의 기인 열전) 秋齋紀異 19 전기류(傳記類) 2008

추천문집 秋泉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8

추탄선생문집 楸灘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80

추탄선생유집 楸灘先生遺集 17 별집류(別集類) 1994

추파집 추파수간 秋波集 秋波手柬 18 별집류(別集類) 2011

추호유고(상, 詩扁) 秋湖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2

추호유고(하) 秋湖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3

춘감록01 春鑑錄 20 의가류(醫家類)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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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감록02 春鑑錄 20 의가류(醫家類) 2008

춘관지(상) 春官志 18 직관류(職官類) 1976

춘관지(하) 春官志 18 직관류(職官類) 1976

춘수당문집 春睡堂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9

춘정집01 春亭集 15 별집류(別集類) 1998

춘정집02(색인첨부) 春亭集 15 별집류(別集類) 2001

춘향신설 현토한문춘향전 春香新說, 懸吐漢文春香傳 -  소설류(小說類) 1998

충렬사지 忠烈祠志 18 지리류(地理類) 1978

충렬실록 忠烈實錄 19 전기류(傳記類) 2005

충무공 이순신 수록 난중일기 亂中日記 16 잡사류(雜史類) 1953

충무공 정충신 忠武公 鄭忠信 17 전기류(傳記類) 1978

충무공이순신전집01(진중일기) 忠武公李舜臣全集 16 잡사류(雜史類) 1999

충무공이순신전집03(임진장초) 忠武公李舜臣全集 16 잡사류(雜史類) 1999

충신류복립유록 忠臣柳復立遺錄 19 전기류(傳記類) 2010

충신오부자열전 忠臣五父子列傳 19 전기류(傳記類) 2000

충암집(상) 冲庵集 16 별집류(別集類) 1998

충암집(하) 冲庵集 16 별집류(別集類) 1998

충의공권응수장군실기 忠毅公權應銖將軍實紀 16 전기류(傳記類) 2000

충재선생문집 冲齋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82

충절사지 忠節詞誌 -  전기류(傳記類) 2008

충주의 지지 忠州 地誌 -  지리류(地理類) 2009

충효록 忠孝錄 16~17 전기류(傳記類) 1990

충효록 忠孝錄 18 전기류(傳記類) 1980

취애선생문집 翠厓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취재일고 翠齋逸稿 20 별집류(別集類) 1998

측량도해 測量圖解 19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2006

치문경훈 緇門警訓 17 석가류(釋家類) 1983

치종지남 치종비방 治腫指南, 治腫秘方 16 의가류(醫家類) 2008

치평요람01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1

치평요람02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1

치평요람03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2

치평요람04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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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평요람05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3

치평요람06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3

치평요람07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4

치평요람08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4

치평요람09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5

치평요람10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5

치평요람11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5

치평요람12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6

치평요람13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6

치평요람14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7

치평요람15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7

치평요람16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7

치평요람17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7

치평요람18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8

치평요람19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8

치평요람20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8

치평요람21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8

치평요람22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8

치평요람23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9

치평요람24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9

치평요람25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9

치평요람26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9

치평요람27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09

치평요람28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0

치평요람29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0

치평요람30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0

치평요람31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0

치평요람32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0

치평요람33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0

치평요람34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0

치평요람35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1

치평요람36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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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평요람37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1

치평요람38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1

치평요람39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2

치평요람40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2

치평요람41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2

치평요람42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2

치평요람43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2

치평요람44 治平要覽 15 직관류(職官類) 2012

친경친잠의궤 親耕親蠶儀軌 18 정법류(政法類) 1999

칠곡지 漆谷誌 19 지리류(地理類) 2002

칠곡지리지 漆谷 地理誌 -  지리류(地理類) 2005

칠졸재행록 七拙齋行錄 -  별집류(別集類) 2011

칠탄지 七灘誌 -  별집류(別集類) 1989

칠현사지 七賢祠誌 -  전기류(傳記類) 1990

침굉집 枕肱集 17 석가류(釋家類) 2012

침구경험방 치종방 鍼灸經驗方, 治腫方 17 의가류(醫家類) 2011

탁영선생문집 濯纓先生文集 15 별집류(別集類) 1994

탁영선생문집 濯纓先生文集 15 별집류(別集類) 2012

탁지지01 度支志 18 직관류(職官類) 1977

탁지지02 度支志 18 직관류(職官類) 1977

탁지지03 度支志 18 직관류(職官類) 1977

탁청유고 濯淸遺稿 19 별집류(別集類) 1999

탁청헌선생실기 濯淸軒先生實紀 16 전기류(傳記類) 1999

탄옹문집(상) 炭翁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7

탄옹문집(하) 炭翁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7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제주 르포 耽羅聞見錄 18 지리류(地理類) 2008

탐라지 耽羅志 17 지리류(地理類) 2002

탐라지초본(상) 耽羅誌草本 19 지리류(地理類) 2007

탐라지초본(하) 耽羅誌草本 19 지리류(地理類) 2008

태고집 太古集 14 석가류(釋家類) 1991

태교신기 胎敎新記 18 의가류(醫家類) 1991

태릉지 泰陵誌 -  지리류(地理類)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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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등록 胎封謄錄 -  정법류(政法類) 2006

태암선생문집 苔巖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7

태천집 苔泉集 17 별집류(別集類) 1991

태평한화골계전 太平閑話滑稽傳 15 소설류(小說類) 2011

태평한화골계전01 太平閑話滑稽傳 15 소설류(小說類) 1998

태평한화골계전02 太平閑話滑稽傳 15 소설류(小說類) 1998

태학지(상) 太學志 18 직관류(職官類) 1994

태학지(하) 太學志 18 직관류(職官類) 1994

태허정집 太虛亭集 15 별집류(別集類) 1997

택당집01 澤堂集 17 별집류(別集類) 1997

택당집02 澤堂集 17 별집류(別集類) 1996

택당집03 澤堂集 17 별집류(別集類) 1999

택당집04 澤堂集 17 별집류(別集類) 1997

택당집05 澤堂集 17 별집류(別集類) 2000

택당집06 澤堂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택당집07(색인) 澤堂集 17 별집류(別集類) 2002

택리지 擇里志 18 지리류(地理類) 1996

택리지 擇里志 18 지리류(地理類) 2002

택리지 擇里志 18 지리류(地理類) 1982

택리지 擇里志 18 지리류(地理類) 1974

택리지 擇里志 18 지리류(地理類) 1985

택리지 擇里志 18 지리류(地理類) 1975

택리지 擇里志 18 지리류(地理類) 1987

택리지 擇里志 18 지리류(地理類) 2007

택리지 擇里志 18 지리류(地理類) 1992

택리지01 擇里志 18 지리류(地理類) 1990

택리지02 擇里志 18 지리류(地理類) 1990

택풍당유사록 澤風堂遺事錄 17 별집류(別集類) 2002

통문관지01 通文館志 18 직관류(職官類) 1998

통문관지02 通文館志 18 직관류(職官類) 1998

통문관지03 通文館志 18 직관류(職官類) 1998

통문관지04(색인) 通文館志 18 직관류(職官類)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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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대부 사헌부 장령 변경붕 문집 邊景鵬 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10

퇴계 마을의 노래 退溪李滉自選詩集 16 별집류(別集類) 1997

퇴계 매화시첩 梅花詩帖 16 별집류(別集類) 2007

퇴계 이황 시선 退溪李滉詩選(개정증보판) 16 별집류(別集類) 2001

퇴계 이황, 아들에게 편지를 쓰다 退溪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퇴계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退溪語錄 17 전기류(傳記類) 2011

퇴계가 손자에게 보낸 편지:안도에게 보낸다 退溪先生文集 16 서간류(書簡類) 2005

퇴계선생문집:다시 도산 매화를 찾아 退溪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95

퇴계선생문집고증01(퇴계학연구19) 退溪先生文集考證 18 별집류(別集類) 1999

퇴계선생문집고증02(퇴계학연구20) 退溪先生文集考證 18 별집류(別集類) 2000

퇴계선생문집고증03(퇴계학연구21) 退溪先生文集考證 18 별집류(別集類) 2001

퇴계선생자성록 退溪先生自省錄 16 별집류(別集類) 1995

퇴계선집 退溪選集 16 별집류(別集類) 1993

퇴계시01 退溪詩 16 별집류(別集類) 1990

퇴계시02 退溪詩 16 별집류(別集類) 1990

퇴계시 풀이01 退溪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7

퇴계시 풀이02 退溪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7

퇴계시 풀이02 退溪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98

퇴계시 풀이03 退溪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7

퇴계시 풀이04 退溪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7

퇴계시 풀이05 退溪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7

퇴계언행록 退溪言行錄 16 전기류(傳記類) 1983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高峯集 16 서간류(書簡類) 2003

퇴계일기 退溪日記 16 잡사류(雜史類) 2000

퇴계잡영:이황, 토계마을에서 시를 쓰다 退溪雜詠 16 별집류(別集類) 2009

퇴계전서01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1

퇴계전서02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1

퇴계전서03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89

퇴계전서04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0

퇴계전서05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0

퇴계전서06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1

퇴계전서07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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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전서08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2

퇴계전서09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2

퇴계전서10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2

퇴계전서11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3

퇴계전서12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3

퇴계전서13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4

퇴계전서14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4

퇴계전서15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4

퇴계전서16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4

퇴계전서17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4

퇴계전서18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6

퇴계전서19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6

퇴계전서20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7

퇴계전서21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6

퇴계전서22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7

퇴계전서23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8

퇴계전서24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8

퇴계전서25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9

퇴계전서26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9

퇴계전서27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2000

퇴계전서28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2000

퇴계전서29 退溪全書 16 별집류(別集類) 2001

퇴계집 退溪集 16 별집류(別集類) 2003

퇴계집01 退溪集 16 별집류(別集類) 1977

퇴계집02 退溪集 16 별집류(別集類) 1977

퇴재선생실기 退齋先生實記 14 전기류(傳記類) 2009

퇴헌일기 退軒日記 17 잡사류(雜史類) 1999

파수록 진담록 破睡錄, 陳談錄 18 소설류(小說類) 2010

파수추 破睡椎 18 소설류(小說類) 2004

파한집 破閑集 13 시문평류(詩文評類) 2012

파한집 破閑集 13 시문평류(詩文評類) 1975

파한집 破閑集 13 시문평류(詩文評類)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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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한집 破閑集 13 시문평류(詩文評類) 1977

파한집 破閑集 13 시문평류(詩文評類) 2003

파한집 역주 破閑集 13 시문평류(詩文評類) 2013

파한집 보한집 역옹패설 破閑集, 補閑集, 櫟翁稗說 13~14 시문평류(詩文評類) 1972

파한집 용재총화(재판) 破閑集, 慵齋叢話 13, 15 수필류(隨筆類) 1975

팔거세고(성주도씨 청송당공파) 八莒世稿(星州都氏靑松堂公派) - 총집류(總集類) 1999

팔회당문집 八懷堂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03

패림01(정종기사01-06)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02(정종기사07-14)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03(정종기사15-22)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04(정종기사23-28)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05(정종기사29-34)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06(정종기사35-39)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07(순조기사01-05)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08(순조기사06-11)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09(순조기사12-17)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10(순조기사18-23)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11(헌종기사01-06)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12(헌종기사07-13)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13(철종기사01-04)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14(철종기사05-08)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패림15(철종기사09-12) 稗林 19 잡사류(雜史類) 2009

편옥기우기(신발굴 한문소설 편옥기우기) 片玉奇遇記 -  소설류(小說類) 2002

평민열전(호산외기 이향견문록 희조질사) : 19세기 평민시대에 쓰여진 평민전기 壺山外記 외 16~19 전기류(傳記類) 2002

평성부원군충렬공실기 平城府院君忠烈公實記 15 전기류(傳記類) 1997

평택의 금석문01 平澤 金石文 -  금석류(金石類) 2001

포은 정몽주 시선 圃隱鄭夢周詩選 14 별집류(別集類) 2010

포은선생집 圃隱先生集 14 별집류(別集類) 2007

포은선생집속록 圃隱先生集續錄 14 별집류(別集類) 2007

포은정선생문집 圃隱鄭先生文集 14 별집류(別集類) 1985

포저집01 浦渚集 17 별집류(別集類) 2005

포저집02 浦渚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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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저집03 浦渚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포저집04 浦渚集 17 별집류(別集類) 2005

포저집05 浦渚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포저집06 浦渚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포저집07 浦渚集 17 별집류(別集類) 2006

포저집08(색인) 浦渚集 17 별집류(別集類) 2008

폭포는 돼지가 다 먹었지요:패설집(稗說集) 於于野談, 公私見聞錄 15~19 소설류(小說類) 2006

표롱을첨(상) 縹礱乙㡨 19 별집류(別集類) 2006

표롱을첨(중) 縹礱乙㡨 19 별집류(別集類) 2006

표롱을첨(하) 縹礱乙㡨 19 별집류(別集類) 2006

표암 강세황 산문전집 豹菴遺稿 18 별집류(別集類) 2008

표암유고 豹菴遺稿 18 별집류(別集類) 2010

표은선생유집 豹隱先生遺集 18 별집류(別集類) 2006

표해록 漂海錄 15 지리류(地理類) 2006

표해록 漂海錄 15 지리류(地理類) 1979

표해록 漂海錄 15 지리류(地理類) 2004

표해록 漂海錄 18 지리류(地理類) 1979

표해록 漂海錄 18 지리류(地理類) 2009

표해록:조선 선비 중국을 표류하다 漂海錄 15 지리류(地理類) 2006

표해록(금남선생 표해록) 漂海錄 15 지리류(地理類) 1989

품산집 品山集 19 별집류(別集類) 2011

풍거집 楓渠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풍성세고(검간선생일고 유담유고 모암선생문집 입재유고 소헌유고) 豊城世稿(豊城趙氏世稿) 16~18 총집류(總集類) 2003

풍월정집 風月亭集 15 별집류(別集類) 1990

풍정도감의궤 豊呈都監儀軌 17 정법류(政法類) 1999

풍천노씨가학십도 豊川盧氏家學十圖 19 전기류(傳記類) 2012

풍천유향 風泉遺響 18 정법류(政法類) 1990

필원잡기 筆苑雜記 15 수필류(隨筆類) 2008

하강시역주 荷江詩譯註 19 별집류(別集類) 2006

하거집 荷居集 19 별집류(別集類) 2005

하곡집01 霞谷集 18 별집류(別集類) 1985

하곡집02 霞谷集 18 별집류(別集類)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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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곡집03(색인) 霞谷集 18 별집류(別集類) 1983

하늘 끝 백마산성 白軒散文選 17 별집류(別集類) 2001

하담김시양문집 荷潭金時讓文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하동정씨문헌록 河東鄭氏文獻錄 15 총집류(總集類) 1983

하동정씨삼세충효록 河東鄭氏三世忠孝錄 -  전기류(傳記類) 1984

하서 김인후 시선 河西金麟厚詩選 16 별집류(別集類) 2000

하서전집(상) 河西全集 16 별집류(別集類) 1993

하서전집(중) 河西全集 16 별집류(別集類) 1993

하서전집(하) 河西全集 16 별집류(別集類) 1993

하재일기01 荷齋日記 20 잡사류(雜史類) 2005

하재일기02 荷齋日記 20 잡사류(雜史類) 2007

하재일기03 荷齋日記 20 잡사류(雜史類) 2008

하재일기04 荷齋日記 20 잡사류(雜史類) 2008

하재일기05 荷齋日記 20 잡사류(雜史類) 2009

하재일기06 荷齋日記 20 잡사류(雜史類) 2009

하재일기07 荷齋日記 20 잡사류(雜史類) 2009

하재일기08 荷齋日記 20 잡사류(雜史類) 2009

하학지남 下學指南 18 유가류(儒家類) 1991

학가재선생문집 學稼齋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89

학거선생실기 鶴渠先生實紀 16 전기류(傳記類) 2007

학고일고 鶴皐逸稿 17 별집류(別集類) 1988

학교등록01 學校謄錄 17-18 정법류(政法類) 2010

학교등록02 學校謄錄 17-18 정법류(政法類) 2010

학교등록03 學校謄錄 17-18 정법류(政法類) 2010

학교등록04(색인첨부) 學校謄錄 17-18 정법류(政法類) 2010

학기유편:사람다움의 길 배움의 길 學記類編 16 유가류(儒家類) 2002

학봉전집 鶴峰全集 16 별집류(別集類) 1976

학봉전집01 鶴峯全集 16 별집류(別集類) 1998

학봉전집02 鶴峯全集 16 별집류(別集類) 1999

학봉전집03 鶴峯全集 16 별집류(別集類) 2000

학봉전집04 鶴峯全集 16 별집류(別集類) 2000

학봉전집05 鶴峯全集 16 별집류(別集類)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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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봉전집06(색인) 鶴峯全集 16 별집류(別集類) 2002

학산한언01 鶴山閑言 18 소설류(小說類) 2006

학산한언02 鶴山閑言 18 소설류(小說類) 2007

학서선생문집 鶴棲先生文集 19 별집류(別集類) 2000

학성지 鶴城誌 18 지리류(地理類) 2010

학주집(상) 鶴洲集 17 별집류(別集類) 1993

학주집(중) 鶴洲集 17 별집류(別集類) 1993

학주집(하) 鶴洲集 17 별집류(別集類) 1993

학천선생유집 鶴川先生遺集 16 별집류(別集類) 2012

학촌집 일석집 수헌집 농와유고 鶴村 ㊀石 睡軒 聾窩集合稿 16-18 별집류(別集類) 1993

학파선생실기 鶴坡先生實紀 15 전기류(傳記類) 1985

학포양팽손문집 學圃梁彭孫文集 16 별집류(別集類) 1992

학포집 鶴圃集 19 별집류(別集類) 1990

한강집01 寒岡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한강집02 寒岡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한강집03 寒岡集 17 별집류(別集類) 2003

한강집04 寒岡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한강집05(색인) 寒岡集 17 별집류(別集類) 2005

한경지략 漢京識略 19 지리류(地理類) 1974

한계일기(상) 寒溪日記 19 별집류(別集類) 2009

한국 여류 한시선   -  총집류(總集類) 1994

한국 여류한시의 세계   7~20 총집류(總集類) 2002

한국 한시100선:그림 속에 내가 있네   20 총집류(總集類) 1991

한국고금한시선집 韓國古今漢詩選集 -  별집류(別集類) 2010

한국고대금석문01(고구려 백제 낙랑 편) 韓國古代金石文 5~7 금석류(金石類) 1992

한국고대금석문02(신라1 가야 편) 韓國古代金石文 5~7 금석류(金石類) 1992

한국고대금석문03(신라2 발해 편) 韓國古代金石文 8~9 금석류(金石類) 1992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상(교감역주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  기타 2000

한국고전문학04(구운몽) 韓國古典文學, 5판 17 소설류(小說類) 1984

한국고전문학전집04(임진록)   16 소설류(小說類) 1993

한국고전문학전집09(양원유집 해학유서 명미당집 소호당집 심재집)   19~20 총집류(總集類) 1993

한국고전문학전집10(원감국사가송 근재집 익재집 급암집)   13~14 총집류(總集類)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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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문학전집17(육미당기)   19 소설류(小說類) 1995

한국고전문학전집19(목은집)   14 별집류(別集類) 1995

한국고전문학전집20(면앙집 청송집 호음잡고 허응당집 나암잡저)   16 총집류(總集類) 1995

한국고전문학전집28(홍재전서 영재집 금대집 정유집)   18 총집류(總集類) 1996

한국고전문학전집36(삼한습유)   19 전기류(傳記類) 2005

한국고전비평론01(조선중기)   - 시문평류(詩文評類) 2006

한국고전비평론02(조선중기 후기)   - 시문평류(詩文評類) 2007

한국고전비평론03(신라 조선중기)   - 시문평류(詩文評類) 2008

한국고전비평론04(조선중기)   -  시문평류(詩文評類) 2009

한국고전비평론05(조선중 후기)   -  시문평류(詩文評類) 2010

한국고전비평론06(조선 중 후기)   -  시문평류(詩文評類) 2011

한국고전비평론 자료집01(신라 고려편) 韓國古典批評論 資料集 7~14 총집류(總集類) 2002

한국고전비평론 자료집(조선전기편) 韓國古典批評論 資料集 14~18 총집류(總集類) 1998

한국기인전(화헌파수록) 청학집(靑鶴集) 華軒罷睡錄, 靑鶴集 16 도가류(道家類) 1990

한국명가한시선01 韓國名家漢詩選 9~14 총집류(總集類) 1999

한국명장전 韓國名將傳 18 전기류(傳記類) 1974

한국불가한시선(대동시선 총림) 大東詩選 叢林 20 총집류(總集類) 2001

한국선시 韓國禪詩 7~19 총집류(總集類) 1985

한국역대 명시전서 韓國歷代名詩全書 -  별집류(別集類) 1997

한국역대여류한시문선(상) 韓國歷代女流漢詩文選 -  별집류(別集類) 2005

한국역대여류한시문선(하) 韓國歷代女流漢詩文選 -  별집류(別集類) 2005

한국역대한시선집01 韓國歷代漢詩選集 -  별집류(別集類) 2007

한국역대한시선집02 韓國歷代漢詩選集 -  별집류(別集類) 2007

한국의 가전문학(상) 假傳文學 8~18 소설류(小說類) 1997

한국의 가전문학(하) 假傳文學 18~21 소설류(小說類) 1999

한국의 고전 명문선 -  총집류(總集類) 2002

한국의 근대사상(갑신일록 한국통사 독립신문 시일야방성
대곡 조선혁명선언 조선불교유신론) 19~20 잡사류(雜史類) 1981

한국의 민속 종교사상(삼국유사 정감록 토정집 삼일신고
동경대전 용담유사 조선무속고) 13~20 기타종교류(其他宗敎類)

한국의 불교사상(대승기신론 금강삼매경론 화엄일승법계도
화엄일승법계도기총수록 권수정혜결사문 수심결 진심직설) 7~13 석가류(釋家類) 1981

한국의 서 발 序, 跋 13~20 총집류(總集類)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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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학사상(반계수록 성호사설 연암집 북학의 경세유표)   17~19 정법류(政法類) 1981

한국의 역사사상(동사강목 해동역사 연려실기술 고구려론 발해고)   18~19 잡사류(雜史類) 1981

한국의 유학사상(퇴계집 율곡집)   16 별집류(別集類) 1981

한국의 인물전   12~18 전기류(傳記類) 1997

한국의 차문화 천년01:조선후기의 차문화(시)   - 총집류(總集類) 2009

한국의 차문화 천년02:조선후기의 차문화(산문)   - 총집류(總集類) 2009

한국의 차문화 천년03:삼국, 고려의 차문화   -  총집류(總集類) 2011

한국의 차문화 천년04:조선초기의 차문화   -  총집류(總集類) 2012

한국통사 韓國痛史 20 잡사류(雜史類) 1975

한국통사 韓國痛史 20 잡사류(雜史類) 2010

한국통사(속) 韓國痛史 20 잡사류(雜史類) 1974

한국통사:국망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 韓國痛史 20 별사류(別史類) 2012

한국한시01(고조선-조선중기) 韓國漢詩 -  총집류(總集類) 1989

한국한시02(조선중기-근대) 韓國漢詩 -  총집류(總集類) 1989

한국한시03(여류시편) 韓國漢詩  -  총집류(總集類) 1989

한국한시감상 韓國漢詩鑑賞 -  총집류(總集類) 1983

한국한시대관01(상대제가시 최치원 임춘 진화 백분화
김구 홍간 이달충 이집)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1998

한국한시대관02(이규보)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1998

한국한시대관03(이규보)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1998

한국한시대관04(이승휴 이곡 정포)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1998

한국한시대관05(안축 이제현 민사평)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1998

한국한시대관06(한수 정몽주 김구용 정총)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2001

한국한시대관07(이숭인 정추 이첨)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2001

한국한시대관08(원천석)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2001

한국한시대관09(이색)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2001

한국한시대관10(이색)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2001

한국한시대관11(이색)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2001

한국한시대관12(혜심 천책 충지 보우 혜근)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2001

한국한시대관13(정도전 권근 최항)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2002

한국한시대관14(변계량 유방선)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2002

한국한시대관15(김수온 이석형 신숙주 성삼문) 韓國漢詩大觀 -  총집류(總集類)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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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시선 韓國漢詩選 -  총집류(總集類) 1992

한국한시선 韓國漢詩選 -  별집류(別集類) 1973

한국한시선:해동시선 韓國漢詩選 -  총집류(總集類) 1982

한국행초서발문선01 韓國行草序跋文選 17 예술류(藝術類) 2009

한만수시집 韓晩水詩集 20 별집류(別集類) 2011

한말의병장 담산실기 澹山實紀 20 전기류(傳記類) 1983

한문서사의 영토01:한문단편소설 成俔 關東漫遊 외 15~19 소설류(小說類) 2012

한문서사의 영토02:한문단편소설 蔡齊恭 萬德傳 외 15~19 소설류(小說類) 2012

한성부래거문(상) 漢城府來去文 19 정법류(政法類) 1996

한성부래거문(하) 漢城府來去文 19 정법류(政法類) 1997

한성부북부장호적 漢城府北部帳戶籍 17 정법류(政法類) 1999

한수재집01 寒水齋集 18 별집류(別集類) 1991

한수재집02 寒水齋集 18 별집류(別集類) 1991

한수재집03 寒水齋集 18 별집류(別集類) 1991

한수재집04 寒水齋集 18 별집류(別集類) 1990

한수재집05 寒水齋集 18 별집류(別集類) 1990

한수재집06(색인) 寒水齋集 18 별집류(別集類) 1996

한시로 읽는 다산의 유배일기:한밤중에 잠깨어 與猶堂全書 19 별집류(別集類) 2012

한시문01 漢詩文 16~19 총집류(總集類) 1992

한시문02 漢詩文 16~19 총집류(總集類) 1995

한음선생문고(상) 漢陰先生文稿 16 별집류(別集類) 1992

한음선생문고(하) 漢陰先生文稿 16 별집류(別集類) 1992

한재집 寒齋集 15 별집류(別集類) 2012

한정록01 閑情錄 17 수필류(隨筆類) 1997

한정록02 閑情錄 17 수필류(隨筆類) 1997

한천대실록 寒泉臺實錄 20 별집류(別集類) 2004

함계선생문집 涵溪先生文集 18 별집류(別集類) 1994

함인록(채제공 연행시) 含忍錄 18 별집류(別集類) 1995

함종세고(상) 咸從世稿 15 별집류(別集類) 2001

함종세고(하) 咸從世稿 15 별집류(別集類) 2001

항재선생문집 恒齋先生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2

항해병함(상) 沆瀣丙函 19 별집류(別集類)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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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병함(하) 沆瀣丙函 19 별집류(別集類) 2006

해괴제등록 解怪祭謄錄 17 정법류(政法類) 2005

해금오달운문집 海錦吳達運文集 18 별집류(別集類) 1993

해동고승전 海東高僧傳 13 전기류(傳記類) 1975

해동고승전 동사열전 대동선교고 동국승니록 海東高僧傳, 東師列傳,
大東禪敎攷, 東國僧尼錄

전기류(傳記類) 1994

해동농서01 海東農書 18 농가류(農家類) 2008

해동농서02 海東農書 18 농가류(農家類) 2008

해동명신전01 海東名臣傳 17 전기류(傳記類) 1974

해동명신전02 海東名臣傳 17 전기류(傳記類) 1974

해동명신전03 海東名臣傳 17 전기류(傳記類) 1974

해동명장전 海東名將傳 18 전기류(傳記類) 1987

해동명장전01 海東名將傳 18 전기류(傳記類) 1971

해동명장전02 海東名將傳 18 전기류(傳記類) 1971

해동사부 海東辭賦 17 총집류(總集類) 2008

해동속소학 海東續小學 19 유가류(儒家類) 1983

해동악부(한시로 읽는 우리 역사 해동악부) 海東樂府 18 사곡류(詞曲類) 2008

해동역사01 海東繹史 19 별사류(別史類) 1996

해동역사02 海東繹史 19 별사류(別史類) 1996

해동역사03 海東繹史 19 별사류(別史類) 1998

해동역사04 海東繹史 19 별사류(別史類) 2001

해동역사05 海東繹史 19 별사류(別史類) 2000

해동역사06 海東繹史 19 별사류(別史類) 2002

해동역사07 海東繹史 19 별사류(別史類) 2002

해동역사08 海東繹史 19 별사류(別史類) 2003

해동역사09(색인) 海東繹史 19 별사류(別史類) 2004

해동운기(제왕운기 동명왕편 이십일도회고시 해동죽지) 海東韻記 13~20 총집류(總集類) 1970

해동이적:한국 선인과 이인의 총화 增補海東異蹟 18 전기류(傳記類) 2011

해동전도록 청학집 海東傳道錄, 靑鶴集 19 도가류(道家類) 1998

해동제국기 海東諸國紀 15 정법류(政法類) 1962

해동제국기 海東諸國紀 15 정법류(政法類) 2004

해상록 海上錄 17 잡사류(雜史類)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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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심밀경소01(서품) 解深密經疏 7 석가류(釋家類) 2013

해심밀경소02(승의제상품) 解深密經疏 7 석가류(釋家類) 2013

해심밀경소03(심의식상품 일체법상품) 解深密經疏 7 석가류(釋家類) 2013

해암문집 懈菴文集 17 별집류(別集類) 1994

해운대의 옛모습이 담긴 동하면고문서 東下面古文書 20 정법류(政法類) 1994

해유록:조선 문인의 일본견문록 海游錄 18 정법류(政法類) 2011

해유록:조선 선비 일본을 만나다 海游錄 18 지리류(地理類) 2006

해은일록01 海隱日錄 19 정법류(政法類) 2008

해은일록02 海隱日錄 19 정법류(政法類) 2009

해은일록03 海隱日錄 19 정법류(政法類) 2010

해은일록04 海隱日錄 19 정법류(政法類) 2011

해은일록05 海隱日錄 20 정법류(政法類) 2012

해은일록06 海隱日錄 20 정법류(政法類) 2013

해주오씨문집(돈암공문집 목은공문집 경암공문집 양정공문집 만오공문집) 海州吳氏文集 16~18 총집류(總集類) 1998

해평윤씨세승 海平尹氏世乘 -  전기류(傳記類) 2012

해학유서 海鶴遺書 19 별집류(別集類) 1997

해행총재01(봉사일본작시 해동제국기 해사록 해유록) 海行摠載 14~18 정법류(政法類) 1985

해행총재02(해유록 간양록 해사록 동사상일록) 海行摠載 17~18 정법류(政法類) 1985

해행총재03(부상록 동사록 병자일본일기 표주록) 海行摠載 17 정법류(政法類) 1982

해행총재04(해사록 사상록 동사록) 海行摠載 17 정법류(政法類) 1982

해행총재05(동사록 해사록 계미동사일기 부상록) 海行摠載 17 정법류(政法類) 1985

해행총재06(문견별록 동사록 동사일록) 海行摠載 17 정법류(政法類) 1984

해행총재07(해사일기 수창록 각처서계) 海行摠載 18 정법류(政法類) 1982

해행총재08(일본행록 일본왕환기 해상록) 海行摠載 17 정법류(政法類) 1982

해행총재09(금계일기 동사일기) 海行摠載 17~18 정법류(政法類) 1982

해행총재10(봉사일본시문견록 동사록 일동기유) 海行摠載 18~19 정법류(政法類) 1985

해행총재11(일사집략 사화기략 동사만록) 海行摠載 19 정법류(政法類) 1982

해행총재12(색인) 海行摠載 -  정법류(政法類) 1985

해헌유고 海軒遺稿 20 별집류(別集類) 2001

행사실기 杏史實紀 19 전기류(傳記類) 2010

향산집01 響山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향산집02 響山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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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집04 響山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향약집성방(상) 鄕藥集成方 15 의가류(醫家類) 1998

향약집성방(중) 鄕藥集成方 15 의가류(醫家類) 1998

향약집성방(하) 鄕藥集成方 15 의가류(醫家類) 1998

향토고전번역총서01(임영세고 향호선생집) 臨瀛世稿, 香湖先生文集 15 총집류(總集類) 2009

향토고전번역총서02(칠봉함선생유고 동명집 동원세고) 七峯先生遺稿, 東溟菊雨兩世遺集, 東原世稿 - 총집류(總集類) 2010

향토고전번역총서03(동원세고후집 명원세기) 東原世稿, 溟源世紀 18,19 별집류(別集類) 2011

향토고전번역총서04(덕수이씨세계열전 덕수이씨세계열전
속편 정랑공소초)

德水李氏世系列傳, 德水李氏
世系列傳續篇, 正郞公疏草 16~18 전기류(傳記類) 2012

허균 許筠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92

허균 산문선:누추한 내방 許筠全集 17 별집류(別集類) 2001

허균 선집:나는 나의 법을 따르겠다 許筠 惺所覆瓿藁 17 별집류(別集類) 2012

허균문선 許筠全書 17 별집류(別集類) 1974

허균이 가려뽑은 조선시대의 한시01 國朝詩刪 17 총집류(總集類) 1999

허균이 가려뽑은 조선시대의 한시02 國朝詩刪 17 총집류(總集類) 1999

허균이 가려뽑은 조선시대의 한시03 國朝詩刪 17 총집류(總集類) 1999

허난설헌 시집 許蘭雪軒詩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허백당집 虛白堂集 15 별집류(別集類) 2009

허백당집01 虛白堂集 15 별집류(別集類) 2008

허백당집02 虛白堂集 15 별집류(別集類) 2011

허백당집03 虛白堂集 15 별집류(別集類) 2011

허백당집04 虛白堂集 15 별집류(別集類) 2012

허씨 오문장가 한시 국역집(초당집 악록집 하곡집 난설헌집 성소부부고) 許氏五文章家漢詩國譯集 16~17 총집류(總集類) 2000

허위전집 許蔿全集 19 별집류(別集類) 1985

허응당집 虛應堂集 16 별집류(別集類) 2008

허응당집(보우대사 시문집) 虛應堂集 16 별집류(別集類) 2004

허재집 虛齋集 17 별집류(別集類) 1996

허정문집 虛靜文集 18 별집류(別集類) 2013

허정집 虛靜集 18 별집류(別集類) 2008

허주유고 虛舟遺稿 18 별집류(別集類) 2008

허필 시전집 許佖詩全集 18 별집류(別集類) 2011

헌릉지 獻陵誌 18 잡사류(雜史類)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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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무신진찬의궤01 憲宗戊申進饌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04

헌종무신진찬의궤02 憲宗戊申進饌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05

헌종무신진찬의궤03 憲宗戊申進饌儀軌 19 정법류(政法類) 2007

현륭원원소도감의궤 顯隆園園所都監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6

현수갑고(상) 峴首甲藁 19 별집류(別集類) 2006

현수갑고(하) 峴首甲藁 19 별집류(別集類) 2006

현종강서원일기 현종동궁일기01 顯宗講書院日記, 顯宗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현종동궁일기02 顯宗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현종동궁일기03 顯宗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현종동궁일기04 顯宗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현종동궁일기05 顯宗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현호쇄담 玄湖瑣談 18 시문평류(詩文評類)

형양선생실기 滎陽先生實紀 12 전기류(傳記類) 1991

형재시집 亨齋詩集 15 별집류(別集類) 2012

형전사목 흠휼전칙 刑典事目, 欽恤典則 18 정법류(政法類) 1976

혜정요람 惠政要覽 18 정법류(政法類) 1980

혜환 이용휴 산문전집(상) 惠寰雜著, 惠寰公札 18 별집류(別集類) 2007

혜환 이용휴 산문전집(하) 惠寰雜著, 惠寰公札 18 별집류(別集類) 2007

혜환 이용휴 시전집 惠寰居士詩集 18 별집류(別集類) 2002

호계선생유집 虎溪先生遺集 20 별집류(別集類) 2011

호남병자창의록 湖南丙子倡義錄 18 잡사류(雜史類) 2013

호남역지 湖南驛誌 19 정법류(政法類) 1992

호남의록 삼원기사 湖南義錄, 三寃記事 17 잡사류(雜史類) 2013

호남절의록 湖南節義錄 -  전기류(傳記類) 2010

호남창의록 湖南倡義錄 20 잡사류(雜史類) 1997

호락논쟁01:외암(巍巖) 남당(南塘)의 호락논쟁을 중심으로 湖洛論爭 18 유가류(儒家類) 2009

호락논쟁02: 남당(南塘)의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을 중심으로 湖洛論爭 18 유가류(儒家類) 2009

호산록 湖山錄 17 지리류(地理類) 1999

호산청일기 護産廳日記 -  잡사류(雜史類) 2007

호수선생실기 湖叟先生實紀 16 전기류(傳記類) 1976

호수선생실기 湖叟先生實紀 16 전기류(傳記類) 2013

호질 양반전 외 虎叱, 兩班傳 18~19 소설류(小說類)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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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질 양반전 허생전 외, 2판 虎叱, 兩班傳, 許生傳 18~19 소설류(小說類) 2000

홍길주 산문선:상상의 정원 洪吉周 峴首甲藁 외 19 별집류(別集類) 2008

홍길주의 수여방필4부작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생각 창고 睡餘放筆, 睡餘演筆, 睡餘瀾筆, 睡餘瀾筆續 수필류(隨筆類) 2006

홍대용 선집:우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湛軒書 18 별집류(別集類) 2006

홍만종 선집(해동이적 순오지 명엽지해):우리 신선을 찾아서 海東異蹟, 旬五志, 蓂葉志諧 18 별집류(別集類) 2010

홍무예제 洪武禮制 15 정법류(政法類) 1986

홍석주의 노자:정노(訂老), 기호 주자학자의 노자 읽기 訂老 19 도가류(道家類) 2001

홍씨독서록 洪氏讀書錄 19 서지류(書誌類) 2006

홍애선생 홍간 시집 洪崖先生洪侃詩集 13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01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02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03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04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05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06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07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08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09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10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11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12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2000

홍재전서13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2000

홍재전서14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9

홍재전서15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16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2000

홍재전서17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1998

홍재전서18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2000

홍재전서19(색인)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2003

홍재전서20(색인) 弘齋全書 18 별집류(別集類) 2003

화담선생문집 신주도덕경 花潭先生文集, 新註道德經 16~17 별집류(別集類) 1971

화담집 花潭集 16 별집류(別集類) 2004

화담집 花潭集 16 별집류(別集類)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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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집 사변록 花潭集, 思辨錄 16~17 별집류(別集類) 1972

화랑세기 花郞世紀 8 전기류(傳記類) 1989

화랑세기 花郞世紀 8 전기류(傳記類) 1999

화랑세기 花郞世紀 8 전기류(傳記類) 1997

화랑세기 역주 花郞世紀 8 전기류(傳記類) 2009

화랑세기 해동고승전 花郞世紀, 海東高僧傳 -  전기류(傳記類) 2008

화산선생일고 花山先生逸稿 15 별집류(別集類) 1990

화서집 華西集 19 유가류(儒家類) 1975

화성성역의궤(상) 華城城役儀軌 18 정법류(政法類) 1977

화성성역의궤(중) 華城城役儀軌 18 정법류(政法類) 1978

화성성역의궤(하) 華城城役儀軌 18 정법류(政法類) 1979

화성성역의궤(수정화성성역의궤) 華城城役儀軌 18 정법류(政法類) 2001

화순군의 지지류집성01 和順郡 地誌類集成 -  지리류(地理類) 2002

화순의 옛 시 和順 13~20 총집류(總集類) 1991

화양동지 華陽洞志 18 지리류(地理類) 2009

화영일록 華營日錄 19 잡사류(雜史類) 2004

화영중기 華營重記 19 정법류(政法類) 2008

환구음초 環璆唫艸 19 별집류(別集類) 2011

환구음초:한국인 최초로 세계를 일주하면서 보고 느낀 새로운 
세계를 담은 시문집 環璆唫艸 19 별집류(別集類) 2010

환구일기 環璆日記 19 정법류(政法類) 2010

환단고기 桓檀古記 20 잡사류(雜史類) 1986

환단고기01 桓檀古記 20 잡사류(雜史類) 1998

활효재집 活孝齋集 18 별집류(別集類) 2011

황고선생집 黃皐先生集 18 별집류(別集類) 2012

황녹차집 黃綠此集 19 별집류(別集類) 2007

황매천 및 관련인사 문묵췌편(文墨萃編)(상) 梅泉 黃玹 20 총집류(總集類) 1985

황매천 및 관련인사 문묵췌편(文墨萃編)(하) 梅泉 黃玹 20 총집류(總集類) 1985

황매천 시선 黃梅泉詩選 20 별집류(別集類) 1979

황매천시집 속집 黃梅泉詩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황매천시집 후집 黃梅泉詩集 19 별집류(別集類) 2010

회당선생문집 悔堂先生文集 16 별집류(別集類)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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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양당산고 부 변례집설 晦養堂散稿 附 變禮集說 18 별집류(別集類) 2010

회재선생전서 晦齋先生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62

회재전서 晦齋全書 16 별집류(別集類) 1991

회재집 悔齋集 20 별집류(別集類) 1989

회재집 懷齋集 16 별집류(別集類) 1994

회헌선생실기 晦軒先生實紀 13 전기류(傳記類) 2000

회헌선생증보일고 檜軒先生增補逸稿 15 전기류(傳記類) 2010

회헌실기 晦軒實紀 13 전기류(傳記類) 1984

효령대군사적 청권집유 淸權輯遺 19 전기류(傳記類) 1980

효령대군사적 청권집유 속오(續五) 淸權輯遺 19 전기류(傳記類) 1996

효빈잡기 效嚬雜記 17 수필류(隨筆類) 2007

효열록 孝烈錄 19 전기류(傳記類) 1997

효종동궁일기01 孝宗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효종동궁일기02 孝宗東宮日記 17 잡사류(雜史類) 2008

효행록(나주전씨 삼세삼효) 孝行錄(羅州田氏 三世三孝) 18~20 전기류(傳記類) 1998

후광세첩(오음공 사적록) 厚光世牒(梧陰公 尹斗壽 ) 16 전기류(傳記類) 2009

후릉수개도감의궤(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 厚陵修改都監儀軌 17 정법류(政法類) 2008

후지당실기 後知堂實記 16 전기류(傳記類) 1988

후추집 後瘳集 17 별집류(別集類) 2004

휘찬여사01(세가) 木齋家塾 彙纂麗史 17 별사류(別史類) 2012

휘찬여사02(지1) 木齋家塾 彙纂麗史 17 별사류(別史類) 2012

휘찬여사03(지2) 木齋家塾 彙纂麗史 17 별사류(別史類) 2012

휘찬여사04(열전1) 木齋家塾 彙纂麗史 17 별사류(別史類) 2012

휘찬여사05(열전2) 木齋家塾 彙纂麗史 17 별사류(別史類) 2012

휘찬여사06(열전3) 木齋家塾 彙纂麗史 17 별사류(別史類) 2012

휴암선생실기 休庵先生實記 16 전기류(傳記類) 1981

휴정과 선가귀감 禪家龜鑑 16 석가류(釋家類) 1985

흠흠신서01 欽欽新書 19 정법류(政法類) 1999

흠흠신서01 欽欽新書 19 정법류(政法類) 1985

흠흠신서02 欽欽新書 19 정법류(政法類) 1999

흠흠신서02 欽欽新書 19 정법류(政法類) 1986

흠흠신서03 欽欽新書 19 정법류(政法類)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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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신서03 欽欽新書 19 정법류(政法類) 1987

흥감자집 興感自集 20 별집류(別集類) 1995

흥원천봉등록 興園遷奉謄錄(興宣大院君) 20 정법류(政法類) 2006

희암유집 希庵遺集 19 별집류(別集類) 2007

17세기 애정전기소설(주생전 위경천전 운영전 상사동기 최척전), 수정판 17 소설류(小設類) 2003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01   17 총집류(總集類) 2006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02   17 총집류(總集類) 2006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03   17 총집류(總集類) 2006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04   17 총집류(總集類) 2006

17세기 한 영남 도학자의 생애:갈암 이현일의 연보 외   18 전기류(傳記類) 2001

17세기 한문소설집(왕시붕기우기 유소랑전 최문헌전 왕경
룡전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17 소설류(小設類) 2000

17세기 호란과 강화도 江都日錄 江都被禍記事 記江都事 17 잡사류(雜史類) 2012

17세기의 금강산 기행문(유금강산기 구사금강록 금강록 유
금강일록 유금강내외산제기 유금강소기 유풍악기 풍악록
풍악일기 금강산록 동유기 풍악일기 유금강산록)

李廷龜 遊金剛山記 외 17 지리류(地理類) 2000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01   18 총집류(總集類) 2010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02   18 총집류(總集類) 2010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03   18 총집류(總集類) 2010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04   18 총집류(總集類) 2010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05   18 총집류(總集類) 2010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06   18 총집류(總集類) 2010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07   18 총집류(總集類) 2010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08   18 총집류(總集類) 2010

18 19세기 성균관 상재생 이옥의 글:봉성에서   19 수필류(隨筆類) 2001

19세기 경상우도 학자들(상)   19 전기류(傳記類) 2012

19세기 선비의 의주 금강산 기행   19 지리류(地理類) 2005





발표5 발표자료 편

이  도  형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창작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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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5 자료소개 편

글로벌 콘텐츠 스마트 KOCCA

이 도 형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창작기반팀)

1.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

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산업인 콘텐츠산업의 효율적인 성장

을 지원하기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대한민국

의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콘텐츠 강국도약을 목표로 

콘텐츠 상생협력 생태계조성, 제작과 유통 활성화, 해외 진출지원, 차세대 콘텐츠 

개발지원, 정책연구, 산업분야 등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콘텐츠

산업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 문화원형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발현하고 산업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획/ 시나리오/디자인/상품화의 산업단계에서 필요한 독창적인 

창작 및 기획소재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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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인 소재 발굴과 전통소재의 산업적인 활용을 

위해서 창작소재(創作素材)를 발굴하여 문화콘텐츠닷컴에 서비스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문화콘텐츠창작 및 기획에 필요한 독창적인 소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우리의 전

통문화자산을 문화콘텐츠 창작의 핵심동인 및 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역사나 전통문화를 소재로한 문화콘텐츠(영화, 사극, 드라마 등)

가 세계시장에서 큰성공을 거두면서 흥미롭고 창의적인 소재발굴을 위한 문화원형 콘텐

츠 과제개발이 이루어진 209개의 과제들이 문화콘텐츠닷컴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습

니다.

►문화원형콘텐츠가 디지털로 개발되어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사이

트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활용사례들을 영화, 방송, 

에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문화콘텐츠의 

창작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전통문화원형을 콘텐츠산업의 창작의 보고(寶庫)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의 창작기반 조성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며, 

이 활용사례들이 널리 공유되고 확산되어 휼률한 콘텐츠기획자와 제작자에게 방송, 

영화,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의 영역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콘텐츠닷컴에 서비스중인 자료  (2013년 12월 현재)

구 분
연차별 예산규모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과제수
(개)

39 22 45 34 20 16 11 11 11 0 0 0 209

개발량
(천건)

117 33 57 31 12 26 7 9 4 0 0 0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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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 추진경과

1) 2002년도 사업 추진경과(2002.1~2003.9)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공모사업)

◦ 조선시대 검안기록을 재구성한 수사기록물 등 39개 과제 개발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2) 2003년도 사업 추진경과(2003.1~2004.11)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공모사업)

◦ 사찰건축 디지털 세트 개발 등 22개 과제 개발

►우리 문화원형 창작소재의 동북아 지역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북한, 중국, 일본 지역의 우리 문화원형에 대한 기초 연구사업

►문화원형 콘텐츠 활성화시범사업

◦에듀테인먼트, 출판만화 등 2개 과제 개발 완료

3) 2004년도 사업 추진경과(2004.1~2005.11)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공모사업)

◦ 서울의 근대공간 복원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45개 과제 개발

►문화원형 활성화시범사업

◦ 모&가 , 암행어사 정약용 등 2개 과제 개발 완료

►문화콘텐츠닷컴 서비스 오픈

◦’04.06.23 : 오프닝 행사 개최 (장관님 참석)

4) 2005년도 사업 추진경과(2005.1~2006.11)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공모사업)

◦ 한국 호랑이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29개 과제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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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원형콘텐츠 개발 지원

◦ 삼별초 문화원형 기반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5개 과제 개발 완료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성화 사업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용 확산 마케팅

  (컨퍼런스, 공모전, 총람 등 시작품 제작 및 다양한 홍보사업 등)

  ※2006 문화원형 컨퍼런스 및 창작콘텐츠 공모전 주요 결과

∙공모전 수행 : ’05.12.05~’06.02.21 (18개 작품 당선, 30개 작품 입선)

∙컨퍼런스 개최 : ’06.02.21 (국사편찬위원장 등 약450명 참석)

►사업의 성과 점검 및 향후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중 장기 로드맵 수립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 가치평가 연구

5) 2006년도 사업 추진경과(2006.1~2007.11)

►창작소재 개발

◦‘우리 장승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20개 과제 개발 완료

►창작소재 활성화

◦메타데이터 고도화 진행 완료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용가이드북 제작 완료

◦활용 촉진 : 창작소재 활용 워크숍 추진

   ※2007 문화원형 컨퍼런스 및 창작콘텐츠 공모전 주요 결과

∙공모전 수행 : ’06.11.29 ~ ’07.01.23 (10개 작품 당선, 10개 작품 입선)

∙컨퍼런스 개최 : ’07.02.15 (장관, 국회의원 등 약 540명 참석)

◦산업장르별 창작소재 활용 제작지원 과제 개발 완료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에듀테인먼트 장르 총 11개 과제 개발 완료

6) 2007년도 사업 추진경과(2007.1~2008.11)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2차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007년1월24일/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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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10개 과제 개발 완료

◦문화기관 보유 전통문화자원의 문화원형콘텐츠화 개발 활용 사업 진행 완료

►창작소재 활성화

◦파일럿 제작 지원사업 10개 과제 개발 완료

◦문화원형콘텐츠에 기반한 한국형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 진행 완료

◦이용환경 개선 : 문화콘텐츠닷컴 운영 및 고도화 진행 완료

◦활용 촉진 : 마케팅 대행사를 통한 컨퍼런스 및 공모전 추진 완료

※2008 문화원형 컨퍼런스 및 창작콘텐츠 공모전 주요 결과

∙공모전 수행 : ’08.06.17 ~’08.09.26 (17개 작품 당선, 7개 작품 입선)

∙컨퍼런스 개최 : ’08.09.26 (장관님, 국회의원 등 약 600명 참석)

7) 2008년도 사업 추진경과(2008.1~2009.9)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6개 과제 개발 완료(과제사이트 서비스 예정)

►문화콘텐츠 한스타일화 지원

◦문화콘텐츠 한스타일화 5개 과제 개발 완료

   ※한스타일 지원사업 중 ‘오리엔탈 온’(믹스크리에이티브)공연 성과

∙(국외) 영국 템즈페스티벌 참가 : ’09.09.12~13(‘몬스터극장’ 총 3회 공연)

∙(국내) ‘몬스터극장’ 총 8회 공연(’09.09.08 / CJ아지트, ’09.09.24~27 / 명동아트센터)

◦KBS 스토리텔링클럽 <이야기발전소>의 공동기획 제작 지원 완료

  (08.07~08.12, 25회분)

►창작소재의 활용 저변 확대

◦문화콘텐츠닷컴 운영 및 활성화 추진 완료

◦문화원형 창작소재 성과분석사업 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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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9년도 사업 추진경과(2009.1~2010.2)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자유공모) 4개 과제 개발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지정공모) 2개 과제 개발

►문화원형 글로벌 콘텐츠화 지원사업

◦글로벌 콘텐츠화 지원 5개 과제 개발

◦문화원형 전시상품 개발 지원 추진

►문화원형 창작소재 성과 확산

◦문화원형 스토리텔링 워크숍 추진 완료

 ※문화원형 스토리텔링 워크숍 주요 결과

∙컨퍼런스(스토리텔링워크숍)개최: ‘09.9.9(콘텐츠 관련 산학계 약530여명 참석)

∙전시 : ’09.9.8~9.12(문화원형 미디어아트 전시 추진)

◦문화원형 컨퍼런스(2009.12.10) 추진

►문화콘텐츠닷컴 고도화

◦문화콘텐츠닷컴 운영 및 활성화 추진중

9) 2010년도 사업 추진경과(2010.4~2011.4)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자유공모) 9개 과제 개발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지정공모) 2개 과제 개발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장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기념공연 ‘디지로그 4D 퍼포먼스’

◦2010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박 시 공연

◦역사교사연수 : 문화원형을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연계한 역사수업 관심 고조

►문화콘텐츠닷컴 운영활성화

◦문화콘텐츠닷컴 운영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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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1년도 사업 추진경과(2010.3~2011.5)

►문화원형 이용환경개선사업

◦문화원형통합포털 구축

◦209과제개발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문화콘텐츠닷컴 재개통(12.02.01)

►문화원형 콘텐츠저작권 해소

◦문화원형콘텐츠 개발 결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저작권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콘텐츠

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동의확보

◦231개 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이용동의확보(77%)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홍보

◦문화원형총람집(2002~2010)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프로그램운영

◦문화원형콘텐츠를 활용한 역사교사연수, 문화원형 컨퍼런스

    (문화원형사업의  활용에 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기조발표 및 문화원형을 활용한 

각종 사례발표 : 패션, 웹툰, 전통건축, 만화, 문화상품 미디어 아트 등)

◦문화원형 활용 공모전 실시(총응모작품 724편중 30편 수상)

►문화원형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문화원형을 소재로한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

∙1부 : 창작의 원천

∙2부 : 글로벌 성공조건

3.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의 현황과 성과

1) 사업개요

2000년에 들어서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가 신화를 모티브로 한 세계콘텐츠 시장의 작품

들이 큰 흥행을 일으키면서 성공한 사례는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남겨 주었다. 이를 



Session3 발표5 : 한국콘텐츠진흥원_ 337

<그림1> 문화원형사업의 개념

계기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사업’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의 주도하에 지난 10여 년(2002~2010) 동안 추진되어 왔다.

2) 사업의 목적

우리 전통문화의 문화원형을 창조적으로 발현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시나

리오/디자인/ 상품화의 산업단계에서 필요한 독창적인 창작 및 기획소재 제공을 위해 추진되

었었다. 또한, 세계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인 소재를 발굴과 전통소재의 산업적인 

활용을 위해서 창의적인 창작소재(創作素材)를 발굴하여 문화콘텐츠닷컴에 서비스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여 왔다.

3) 사업의 주요내용

가) 문화원형사업의 의미

문화콘텐츠창작 및 기획에 필요한 독창적인 소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자산을 문화콘텐츠 창작의 핵심 동인 및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높아져 있는 상황

이었다. 또한, 역사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영화, 사극드라마 등)가 세계시장에

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흥미롭고 창의적인 소재발굴을 위한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사업이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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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형 디지털로 개발된 문화원형 콘텐츠는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 

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문화콘텐츠의 창작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 문화원형사업의 추진 실적

문화원형사업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의 사업기간 동안 총 209개 과제가 개발되

었고 이를 통하여 개발된 콘텐츠들은 30만 건에 달한다.

사업연도 2002 2003 2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개발

과제수
39 22 45 34 20 16 11 11 11 209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내부자료

<과제 개발현황 : 209개과제완료> (단위 : 개)

사업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콘텐츠 
개발 수량

11.7 3.3 5.7 3.1 1.2 2.6 0.7 0.9 0.4 29.7

<서비스현황 : 30만건의 아이템> (단위 : 만)

사업기간동안(2002~2010) 문화콘텐츠관련 학과 및 업체 연구소 등에서 14개의 주제 분

야(정치/경제/생업, 종교/신압, 인물, 문화, 의/식/주, 화화, 미술/공예, 음악, 군사/외교, 

교통/통신/지리, 과학기술/의약, 천문/풍수, 의례/놀이/연희, 문화/기타 등) 209개 과제, 

30만개 아이템을 개발하였고 문화원형포털인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

과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네이버(Naver)를 통하여 백과사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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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원형사업의 성과

문화원형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결과물들이 다양한 영역(방송드라마, 영화를 비롯하여 

캐릭터, 패션, 디자인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부문이 안닌 

공공부문에서도 교과부(학술정보진흥원,국정교과서), 국회홈페이지, 외교부(재외동포재

단), 경주EXPO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사업 적극추진하여 공공과 교육중심으로 확대 활용되

고 있다.

한편, 산업적인 활용이 기대되는 창작소재개발사업 추진은 인문학 및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및 해당전문가들의 참여로 창의력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성과를 낳을 

수 가 있었다. 기초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문화산업과의 연계는 인문학기반의 문화

콘텐츠학회 및 문화콘텐츠학과의 개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인문콘텐츠학회 창립(200년 

6월)은 문화콘텐츠관련 이슈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컨퍼런스와 포럼을 개최하면서 문화

콘텐츠산업이 전통문화를 소재로한 다양한 기획과 창작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세계적인콘

텐츠의 성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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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문화원형콘텐츠 활용사례

사례(작품명) 활용과제 활용기관 활용효과 비고(시각자료)

영

화

모던보이
서울의 근대공간

복원 디지털콘텐츠
개발

KnJ
엔터테인먼트

조선총독부, 경성역, 
남대문 등의 3D 및 
엽서콘텐츠(70종) 

활용

왕의남자
조선후기 한양도성

조선후기 궁궐
(주)이글픽쳐스 관객 1,230만명

신기전 전체과제
KnJ

엔터테인먼트

조선시대 관련 
문화원형콘텐츠

활용

방

송

KBS 문화지대 
문화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씨”

전체 과제
KBS

 한국방송
문화원형콘텐츠

전체

KBS 느티나무 전체 과제

(주)아이앤티
디지털,

TV매니아
프로덕션

문화원형콘텐츠
전체

MBC 드라마 
‘별순검’

조선시대 검안기록을
재구성한 수사기록물

MBC 드라마넷

케이블 사상 최초
4% 시청률 돌파
’08년 10월부터

시즌2 방영
다양한 장르로
OSMU 추진 중

MBC 드라마 
‘주몽’

고대국가의 건국설화
고구려 고분벽화

(주)올리브나인
시청률 46.2%

(06. 12. 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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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작품명) 활용과제 활용기관 활용효과 비고(시각자료)

방

송

KBS 드라마 
‘황진이’

조선시대 기녀문화
한국의 전통 장신구

(주)올리브나인
시청률 26.8%

(’06.12.31 기준)

오감의 매혹
우리술
(2부작)

한국 술 문화의
디지털콘텐츠화

디지털
에볼루션

(자체기획)

중앙방송
히스토리 채널 방영 

방송판매 로열티 
수입 약1400만원
(’08년 7월 기준)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용문양
운곡

프로비젼
문양을 응용한

방장 제작에 활용

KBS
명작스캔들

아리랑 악보
디지털 파일

KBS
한국방송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민요 아리랑을 
재조명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주제에

활용

디
자
인

섬유디자인
개발

단청문양, 자수문양
능화문, 궁중문양

대구경북
섬유산업협회

수출 92만달러 계약
(600만 달러 예상)

연하장 제작 자수문양
㈜

바른손카드
30만장 판매

전

시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한국 디지털
 문화원형 展)

전체과제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2007
조직위원회

총 471,231명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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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작품명) 활용과제 활용기관 활용효과 비고(시각자료)

전

시

안동전통
문화콘텐츠

박물관

조선시대 유산기 등
8개 과제 활용

안동시

개발된 안동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시
(총 371건 활용)

국립공연
예술박물관

(상설전시실)

한국 근대 음악의
원형

국립중앙극장

전시 영상물
제작 관련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국립극단 
57년전

한국사에 등장하는
첩보활동

서울의 근대공간
국립극장

부민관 관련 
사진 콘텐츠 활용

고구려 
고분벽화전 

고구려 고분벽화
동북아

역사재단

미국(LA), 일본(벳부), 
베트남(하노이)

현지 전시,
고구려 고분벽화 

디지털콘텐츠 전시
및 작품 설명

영상 제작

SICAF 2011 
국제디지털

만화전

한국의 도깨비
기산풍속도

건국설화 이야기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만화를 사랑한 
한구전통문화, 

디지털로 소통하다
전시 부스에 활용

캐
릭
터

뿌까,
묘&가

자수문양, 능화문 ㈜부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과 총 60만달러

계약 체결

170여 개국에 진출해 
캐릭터 상품은 물론 

패션에도 활용

국외 로열티 수입 
160억원

포

털

테마한국학
(선덕여왕)

우리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주)SK
커뮤니

케이션즈

선덕여왕 관련
콘텐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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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작품명) 활용과제 활용기관 활용효과 비고(시각자료)

게
임

온라인게임
(RPG) rjtkd

선사에서 조선까지
해상선박 및 해전

(주)조이온 400만명(회원수)

출
판

엘릭시르
(VIP Magazine)

한국전통놀이
관련 과제

(주)CSD

잡지 제작에
전통놀이 관련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교
육

빨간펜
(교재)

한국미술에 나타난
길상

(주)교원
동물(까치, 호랑이 등) 
관련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공
공

분
야

국사교과서
신여성교육 등
26개 자료 활용

국사편찬위원
회

연간 60만권
(5년간, 총 300만권)

영문
홈페이지

우리 음악의 원형,
한국의 고인돌문화,

사이버 전통한옥마을
등 총 33개

국회
국회 공식 

영문홈페이지 적용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조선시대 한양 및
근대음악 음원

관련 과제
서울문화재단

축제 홍보물 제작시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한국관광
및 문화

홍보사이트
(외국인 대상)

조선시대 유산기 등
9개 과제

한국관광공사

사이트(www.visitkor
ea.or.kr) 내 한국 

고미술 관련 이미지 
게재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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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작품명) 활용과제 활용기관 활용효과 비고(시각자료)

공

공

분

야

서울시
GIS

포털시스템
서울의 근대공간 서울시

숭례문
3D콘텐츠
활용한

테마관광
서비스

VR(가상현실) 체험

유네스코
세계문화
개막공연

디지로그
4D 퍼포먼스

디스트릭트
홀딩스

4D 디지로그
공연

서울4대
문안길

QR code
서비스 

이름스토리 개발
한국산업

정보
연구소

QR code
20개 길 서비스



발표6 발표자료 편

이  상  호
(한국국학진흥원 디지털국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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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6 자료소개 편

지방과 일상인, 그 현장의 콘텐츠

이 상 호 (한국국학진흥원 디지털국학센터)

1. 한국국학진흥원은?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한 민간소장 국학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것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시대에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국내 여타의 국학관련 기관들과 달리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방

의 일상사나 생활사 등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문서와 일기류 문

집류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연구와 콘텐츠 개발 등은 바로 이와 같은 미시사나 

일상사 중심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기록자료 중심의 수집과 보존을 진행하면

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교목판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동시에 

지금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기록자료의 수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학자들 및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과 

활용을 모색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서들과 고전적들에 대한 번역 사업을 통해 현대인들

이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 있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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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한국국학진흥원은 순수한 연구 범주를 넘어서 중요한 전통의 기록자료들을 문화

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자료를 바탕

으로 유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교문화박물관>을 운영하고, 전통 기록자료에서 

창작 소재를 만드는 ‘한국형 스토리테마파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을 

대상으로 창작을 하시거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연수’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창작자 여러분들을 전통의 현장으로 

모시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를 무릎위에 앉혀 놓고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인

성을 다듬었던 전통의 지혜를 부활시켜, 전통기록자료 속에 있는 선현들의 감동어린 

이야기들로 무장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을 양성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어린이

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랑을 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

기 할머니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2013년 11월말 현재)

분 류 고 서 고문서 목 판 현 판 서 화 기 타 합 계

수 량 118,376 191,091 64,398 972 3,134 2,504 380,475

2.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

▸한국국학진흥원의 소장 자료는 지방에서 살았던 일상인들의 기록들입니다. 따라서 한

국국학진흥원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들은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을 쫒는 작업과 그들이 기록해 놓은 일상의 내용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내용들을 <스토리의 소재>로 활용 가능한 부분과 <사람들의 삶과 인물정보>

를 찾을 수 있는 부분, 다양한 <삶의 공간과 지역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누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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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리의 소재와 자료들

가) 스토리 테마파크

◦http://story.ugyo.net

◦스토리 테마파크는 조선시대 일상인들이 남겼던 일기류 기록자료 번역 결과물들을 

다시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소재로 가공한 것으로, 이를 통해 창작자이 

창작모티프를 얻거나 또는 단위 장면들의 디테일을 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일기는 지금과 같은 단순한 매일의 기록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일상 

기록과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을 기록했던 기록의 원천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일기 기록자료는 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조정이나 중앙의 기록들과는 달리, 지

역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세밀한 ‘일상의 기록’인 동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공동체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사극이나 전통관련 창작물의 방향이 일상인이나 민간인

으로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일기류 기록자료에는 어떠한 내용

이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분류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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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관련 일기류

일기종류 내        용 대  표  일  기

영건 영당
일기

∙서원이나 향교를 세우고 짓는 과

정의 기록

∙향촌사회에서 공의를 모으는 과

정이나 건축 규모 및 그와 관련된 

경제 부담 등을 알 수 있는 기록

∙서원이나 향교에서 일어난 다양

한 사건 기록

∙戊庚日錄 : 안동향교 일지

∙陶山書院廟變時日記 : 도산서원 위패도난과 

새위패를 만드는 과정의 기록

∙法城日記 : 金尙憲의 배향 서원 건립과 관련되

어 찬성과 반대의 갈등을 기록한 일기

∙鳳岡影堂營建日記 : 봉강서원 건립 당시의 전

말과 투입 예산 및 건립절차 등에 대한 기록

소청 변무
일기

∙상소를 올리기 설치된 소청에서 

상소를 올리는 전말을 기록한 

일기

∙師門追送錄 : 갈암 이현일의 신원을 위한 집단 

상소 일기

∙疏廳日錄 : 이상정의 고산서원 배향 상소 전말

∙闡揮錄 :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묶은 책

∙請斬普雨日記 : 영남 사림의 보우 처단 관련 

상소 전말에 대한 기록

묘소 묘비
관련일기

∙묘소나 묘비를 세우는 과정, 또

는 묘지를 개장하는 과정 등의 일

들을 기록한 일기 

∙沙金洞立石日記 : 퇴계 둘째 부인의 비문 교체 

상황의 전말을 기록

∙燕谷改喝時追感錄 : 이현보의 선조인 참의공

의 신도비 중수 일기

∙祖妣金氏夫人墓改葬日錄 : 묘소 개장의 과정

을 기록한 일기

문집 발간
관련 일기

∙문집의 발간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쟁이나 사건 등을 기록

한 일기

∙당시 지역 학자들의 입장과 학통 

승계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

의 인식을 엿볼 수 있음

∙大溪集刊役時日記 : 대계 이주정의 문집 발간

의 전말을 기록한 일기

∙汾李講誣事變日錄 : 龍巖續集 발간시 퇴계 

호칭문제 관련 문중간 시비 전말 기록

∙先生文集改刊日記 : 퇴계집 개간 당시 전말

을 기록한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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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기류

일기종류 내        용 대  표  일  기

사환일기

∙관직생활의 과정들을 기록한 일

기

∙특히 지방관으로 생활하면서 쓴 

일기들이 많으며, 이를 통해 당

시 지방행정의 다양한 실상들을 

확인할 수 있음

∙苟全先生講院日錄 : 이중청이 正言 재직시 朝

廷事를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

∙關東錄 : 김개국이 강원도 도사 재직시 일기

∙北征記 : 권대림의 함경도 도사 부임시 일기

∙崇齋日錄 : 김두흠이 崇陵別檢으로 재직할 때 

생활 및 개인 신변잡사를 기록한 일기

유배일기

∙선비들의 유배와 관련된 전말과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일기

∙유배의 과정과 유배지에서의 생

활을 세밀하게 알 수 있는 일기 

∙庚午日錄 : 조상문집 관련 유배 전말 및 유배지

에서의 생활 기록

∙丙寅日記 : 李秉鐸이 부친의 강진 고금 유배갈 

때 따라갔던 내용을 기록한 일기

∙公山日記 : 조익이 공산에서의 유배생활을 기록

한 일기

여행일기

∙여행의 과정과 함께 갔던 인물, 

그리고 견문의 감상 및 시와 기문

들을 기록한 일기

∙다양한 지역의 경치와 당시 여행

의 문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

들어졌던 다양한 문학작품에 관

한 일기

∙산을 다니면서 기록한 유산일기

도 포함 

∙東遊日錄 : 금강산으로 유람 일기

∙遊淸凉山日錄 : 류진의 청량산 유산록

∙海山紀行錄 : 관리로 부임시 금강산을 기행한 

일기

사행일기

∙사행을 다녀오는 과정을 기록한 

일기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박지

원의 열하일기임

∙당시의 국제정세와 조선의 대외 

외교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임

∙皇華日記 : 조익이 서장관으로 사행을 수행하면

서 매일을 기록한 일기

∙裵三益日記 : 배삼익이 陳思使로 명나라에 다

녀온 기록

∙日記-己未 : 동지사로 사행 다녀온 일기



Session3 발표6 : 한국국학진흥원_ 371

일기종류 내        용 대  표  일  기

전쟁, 피난,
의병 일기

∙전쟁 또는 전쟁과정의 피난, 그리

고 의병이 일어나서 활동했던 다

양한 양상들을 기록한 일기로 대

표적인 것이 난중일기임

∙戊申日記: 이인좌의 난과 관계하여 민간차원에

서의 대처 일기

∙龍蛇日記 : 도세순의 임진왜란 피난일기

∙倡義錄 : 이인좌 란에 대한 안동 중심의 창의과

정을 그린 일기

∙赤猿日記 : 안동 인근의 개화 반대 창의일기

독서,
강학일기

∙선비들의 개인공부와 서원이나 

서당에서 이루어진 강학관련 일

기

∙廬江記聞錄 : 이우가 부친 이상정을 모시고 호

계서원에서 강론한 일기

∙杜陵日記 : 유휘문이 두릉에서 유정원을 배알

하고 講問한 일기

∙就正日錄 : 김흥락에게 강문하기 위해 가는 과

정을 그린 일기

고종록,
문상일기

∙부친이나 스승의 임종과 장례에 

관해서 기록한 일기

∙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추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일기

∙考終日記 : 장인의 임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

한 기록

∙蹈海日記 : 망국후 아버지 김도현이 자살하는 

과정을 기록한 일기

∙考終錄 : 남한호의 임종과정을 제자이자 친우

가 기록한 일기

∙靑邱日記 : 향산 이만도가 망국 후 단식 자결하

는 과정을 그린 일기

생활일기

∙일상적인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록

∙일기 작성자의 다양한 삶과 인적 

관계양상을 들여다 볼 수 있음

∙山天錄: 이상정의 일대기를 연보형식으로 기록

한 일기

∙輸聞錄 : 유영희의 1년 생활일기

∙日記:辛酉 : 사대부가의 생활일기

∙三代日記 : 김두흠과 김병황, 김정섭의 3대에 

걸친 일기를 모아 둔 것으로, 총 100여 년에 이르

는 일상 풍산김씨 가문의 일기



372 _ 

◦일기류는 사람들이 부딪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세밀한 기록으로, 전쟁으로부터 일상

에 이르기까지, 갈등으로부터 개인의 공부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극적 상황으로부

터 평상의 생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물론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기들은 실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므로, 당시

를 복원하여 드라마나 영화, 다큐 등에 있어서 ‘디테일’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한국국학

진흥원에서 이를 가공하여 ‘이야기 소재 은행’인 ‘스토리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는 이유

입니다.

◦단위별 이야기 소재 추출 : 일기 기록자료는 매일매일의 기록이므로, 이것을 사건 

중심의 이야기로 바꾸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스토리테마파크 사업

에서는 우선 일자별 기록을 사건 중심 기록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여, 다양한 이야

기의 소재들을 추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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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정보 및 용어사전 : 단위별 이야기 소재가 추출되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의미들을 창작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

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단위별 이야기 소재들에 대한 배경정보와 그것이 가진 

의미, 그리고 다양한 용어와 인물정보에 대한 용어 사전을 만들어서 함께 웹에 탑재

합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 : 예컨대 건물의 모습이나 복식, 소품 등은 텍스트로 기술

해 두는 방식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단위별 이야기 소재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양

한 그래프나 사진, 3D복원 등의 작업들을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건축물과 복식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하나의 이야기 소재 : 그 외에도 원문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원문을 제공하고, 

국사편찬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같은 날짜의 왕조실록 기록 등을 볼 수 있도록 만들

어 갈 예정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소재는 이처럼 단위별 이야기 소재와 그에 부가된 

배경정보 및 용어사전,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러한 이야기 소재 1,800여 건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스토리 테마파크 구축의 두 가지 원칙

①한국국학진흥원은 ‘사실 정보’ 중심의 ‘소재’만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자들을 위한 

‘소재 인프라’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소재 선택과 창작은 철저하게 창작자들의 

몫으로 넘기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스토리테마파크는 신뢰도 높은 정보

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가진 의미와 체계들을 정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②첫 번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스토리 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는 ‘자유로운 활용’

을 위한 저작권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 소스만 밝혀 주시는 선에서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향후 1만 여건 이상의 이야기 소재를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진행하

며, 창작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현장 중심의 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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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http://life.ugyo.net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활하였을까?”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조선시대와 근 현대 관련 다양한 기록자료들을 활용한 

선인들의 삶의 영역을 포괄해 낼 수 있도록 ‘사이버 박물관’의 형태로 제작한 것입

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와 근현대 시기 다양한 문서의 형식과 그것이 구현된 

실질적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창작의 현장에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소재로의 활용 및 문서 그 자체를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습니다.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은 선인들의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생활문서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문화 관련 고문서 및 기록자료들을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

써,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 현장이나 혹은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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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및 다큐멘터리 등에서 그대로 소품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족 등 6가지 주제관에서 관련 문서 전시를 통해 선인들

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주 전시공간으로, 조선 초에서 1945년 해방 전후 사이의 문서들

을 대상으로 한 조선시대관과 근대관으로 구성 되어 1,500여 건의 문서들이 사이버 

상에 전시되어 서비스 중입니다. 

◦더불어 생활문화전시관 문서들 중 촬영소품 등 문화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자료들을 선별 가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생활사 문서들을 실제 사용자가 

입력하여 고문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인들

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가상의 신문기사 및 멀티미디어 

연표 등을 통해 옛 문서들의 시대 배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사행록 역사 여행

◦http://saheng.ugy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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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행 전말을 기록한 기행문인 40종의 대표적인 사행록(使行錄)을 콘텐츠

화함으로써 조선시대의 국제교류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사행록

에 담긴 풍부한 이야기 요소들을 발굴해 문화콘텐츠 창작자에게 새로운 창작소재

를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역학 관계, 공식 

및 비공식의 국제 무역과 경제적 상황, 중국인의 생활과 문화 등에 관한 풍부하고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풍부한 이야기꺼리의 원천으로서도 중요한 기록입

니다. 

◦사행의 과정을 기록한 사행기록을 에피소드 단위로 분절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사행기록관’, 사행록 속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시놉시스화해 시나

리오 창작자들이 사행관련 이야기 소재를 창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스토리

뱅크인 ‘사행 이야기관’, 사행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행에 쓰였던 

복식과 소품, 사행단이 다녀왔던 건축물을 3D로 복원한 ‘사행 박물관’, 일반인들이 

흥미롭게 사행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 ‘사행 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조선시대 사행문화 콘텐츠’는 조선시대의 대중외교인 사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대중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나리오 창작자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창작소재 및 관

련 멀티미디어를 제공하여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입

니다. 

◦특히 이 콘텐츠는 스토리 테마파크 구축의 기초를 닦았던 사업으로, 이야기 소스와 

다양한 종류의 시놉시스, 사행 경로 등에 3D 및 VR 제작을 했으며, 온라인으로 사행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 등을 제작함으로써 사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케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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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선의 교육

◦http://edu.ugyo.net

◦‘조선의 교육문화’는 ‘조선의 유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이므로, 그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 대중화 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텐츠로 구축하

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조선시대 교육문화 관련 기록자료를 멀티미디어화함

으로써 전통교육문화를 대중화하고, 이것을 교육자료 및 영상 전시 산업 등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하려고 기획하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교육관련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고문서나 일기류와 같은 기록자료들을 

다면적인 정보로 구성한 고문서 멀티미디어 DB를 구축하고, 3D 교육소품이나 교육관

련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였으며, 이것을 생활사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로 확정되는 교육문화 전반을 콘텐츠화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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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일기류들을 멀티미디

어 애니메이션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조선의 교육문화 콘텐츠 역시 창작자들에게 다양한 2차 창작물에게 새로운 소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문화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시대의 교육이념인 유교는 통치 이념이자 국가의 윤리적 지향점이었기 때문에 

유교의 인재를 양성하는 당대의 교육기관 및 교육계 인물들은 교육문화를 넘어 조선

의 정신문화를 대변하는 요소이므로, 이것들은 조선시대를 표현하는 다양한 창작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원일기 등의 기록물과 관련 고문서 설화 풍속화 

등의 원천자료에서 문화 산업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에피소드 중심의 소재를 많이 

선별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교육에 대한 소개로부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전문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기관인 서원이나 향교 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가지고 조선시대의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

니다.

2) 사람들의 삶과 인물정보

가) 사이버 선비문화체험관_유학자의 삶

◦http://http://hanok.koreastudy.or.kr

◦이 콘텐츠는 가상의 인물 ‘한국학’을 내세워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가상 

한옥고을에서 일상, 교육 행정 등 세 가지 주제영역에서 전개되는 선비로서의 삶, 

교육자로서의 삶, 수령으로서의 삶 등을 통해 전통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한 

콘텐츠입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전통문화를 체

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감을 최대한 살리고 상호작용적인 조작과 체험의 개념

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한옥마을을 3D로 재현한 사이버 한옥마을의 이번트관에서 서비스되고 있

는 것으로,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상들을 보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특히 일상적 삶을 사는 ‘선비의 하루’와 교육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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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학자의 하루’,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수령의 하루’로 구성되

어, 그들의 삶이 각각의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선비의 하루에서는 선비들이 살았던 반가와 사랑방, 가묘 등을 사이버 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학자의 하루에서는 서원체험과 그들이 입었던 복식을 

체험하고 강당이나 동서재, 누각 등의 공간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령의 

하루에서는 동헌이나 수령이 들고 다니는 소품, 그리고 읍성 남문 등을 체험공간으로 

구성하여 수령의 부임행차와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전체가 3D 체험형으로 구축되어 체험자들이 직접 옷을 입히고 특정 공간

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그에 관한 자세한 텍스트를 통해 각각의 의미들과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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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사체험 콘텐츠_유교문화권 인물

◦http://www.ugyo.net ➞유교문화지도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물들 사이의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북도 

북부 11개 지역(유교문화권 지역)의 중요 유교유적에 대해 역사체험 콘텐츠로 개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유교 유적과 관계된 인물망을 함께 서비스하여 그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퇴계 이황의 경우, 상세한 인물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산서원 또는 도산서당, 퇴계종택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들이 살았던 공간들을 유교문화권 전자문화지도에 구현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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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생활 영역과 삶의 범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씨별로 대상 인물을 

구분하여 인맥 형성의 가장 원초적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이들 인물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유교 유적과 연계시켜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살았던 삶과 활동 공간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살았

던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인물 정보는 가능한 폭넓게 정리하여, 전체 ‘생애이야기’와 가족 및 본관을 자세하게 

설명한 ‘가족이야기’, 학맥을 중심으로 학문적 업적과 교유인물을 서술하고 있는 ‘학문

이야기’, 나아가 대사 인물이 저술하였던 저작물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여 소개하고 있

는 ‘저작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 인물이 쓴 기록자료를 중심으로 ‘원문 자료’

를 제공하고, 유학 학맥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

습니다.

다) 학맥도

◦http://www.ugyo.net/hak/frameD.jsp?sSch_Cls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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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04년 많은 문인록과 문집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퇴계학

맥도를 출간하였고, 이후 계속적으로 인물이 추가되고 오류 수정도 필요해 지면

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반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학맥도로 서비스하게 되었습

니다. 

◦<퇴계학맥도>를 구축한 이후, 한국 유학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율곡학맥도>에 

대한 구축 역시 필수적 사안으로 제기되면서, <율곡학맥도>를 구현하기 위해 고려

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주어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맥도를 기반으로 유교-넷은 폭넓은 ‘인물정보’ 

DB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이것은 ‘인터넷 인물 사전’의 성격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콘텐츠는 웹으로 구현되면서 검색과 인물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동시에 알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전체를 하나의 관계도표로 만들어 위아래 클릭 

한번으로 사승관계를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전체 계통에 대한 확인과 상세한 

검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관계도를 파악하는 데 최고의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3) 공간정보

가) 유교문화권 유적

◦http://www.ugyo.net ➞유교문화지도

◦2000년부터 시작된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과 연동하여 경상북도 북부 11개 지역, 즉 

유교문화권 지역(안동 영주 봉화 문경 예천 상주 의성 영양 청송 울진 영덕)의 중요

한 유교 유적들을 기록자료와 연결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유교문화권으로 여행하는 고급 

사용자들로 하여금 유용한 역사체험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지역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속에 남아 있는 전통의 향기나 

이야기 들을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적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자료들을 

확인하여 그 유적들이 가진 의미나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다층적

인 정보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지도라는 공간상에서 바로 확인할 



Session3 발표6 : 한국국학진흥원_ 383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문화지도 개념으로 작성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적은 종택과 누정, 서원, 향교, 정사, 관아, 산성, 경관, 박물관 등으로 나누어 총 

800여 곳의 중요 유적들을 콘텐츠로 구축하였으며, 각 콘텐츠 별로 파노라마 VR과 

건물의 이야기, 마을 이야기, 포토 갤러리, 동영상, 원문 자료 등을 동시에 제공함으로

써, 유적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유적 정보는 공간별 지역별로 구성되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지역의 많은 이야기와 유적 복원관 및 사이버 건축관 등이 구축되

어 사이버 상에서 가보지 않고도 가본 것 이상의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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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버 한옥고을

◦http://http://hanok.koreastudy.or.kr

◦이 콘텐츠는 유교문화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고, 가상의 

인물 캐릭터를 창조하여 자연스럽게 일상의 모습과 주변 건축, 구조물, 유물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한 가상 체험 콘텐츠입니다. 

◦전통적인 지방의 동성마을을 모델로 하여 가상의 마을을 구성하고 그 내부에 행정공

간, 교육공간, 생활공간 및 민가공간을 구성하여 영역을 구분하였다. 각각의 영역에 

접근하여 영역별 공간 구조를 살펴보고 다시 영역 내에서 구성요소들에 접근하여 

최종적인 콘텐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체험관은 배치 정보와 

타 체험관으로의 이동 등에 활용되는 전체적인 체험관을 중심으로 3~4개의 체험관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체험관에 입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공간을 직접 들여

다보며 원하는 대상을 움직여보거나 대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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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한옥마을은 전체 정보지도를 중심으로 ‘행정공간, 교육공간, 생활공간, 민가

공간’의 4개 공간으로 나누어 해당 공간으로의 이동 기능과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하부 구조를 갖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인 한옥고을 정보지도에는 ‘건물 

바로 가기’ 메뉴를 두어 한옥고을 정보지도에 있는 모든 대상 건물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사용자가 공간과 구역, 개별 하부 구조의 순서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대상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공간에 따라 각 구역에 들어가면 개별 건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행정공간

에는 관아구역과 읍성구역, 교육공간에는 향교구역, 서원구역, 서당구역, 생활공간에

는 재실구역, 반가구역, 민가구역 등으로 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구역에 개별 

건물을 배치하고 대상 건물 정보는 3D 이미지, 애니메이션, 3D VR, 사진, 설명자료로 

구성하여 대상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 건축물이

나 마을의 공간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양한 3D 오브젝트를 통해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유적 복원관과 사이버 건축관

◦http://www.ugyo.net ➞멀티미디어➞유적복원관, 사이버건축관

◦한국국학진흥원은 사이버 세계로 떠나는 전통적인 유교 건축 기행을 목표로 다양

한 유교 건축물들을 보여주는 유교건축관을 콘텐츠로 구축하여 제공합니다. 유교 

건축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는데, 하나는 유교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요 유교 건축물들 가운데 보존되지 못한 것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복원’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요성이 인정되는 유교 건축물을 현장에 가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현재 존재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원형에 가깝게 구현함으로써, 혹시라

도 발생할 수 있는 유적의 훼손에 대비하였습니다. 

◦유적 복원관 기록으로는 남아 있지만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은 유적 및 현대화 과정에

서 사라졌던 전통의 읍성이나 성곽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3D로 복원함으로써, 

가상 현실에서 유교 유적을 만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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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복원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기록들과 지도 및 그림 등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검증된 유교 유적을 복원해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원내역

∙안동읍성

- 사라진 옛 읍성과 재지사림들의 삶의 공간을 복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축된 

콘텐츠로, 지방 읍성의 다양한 공간 구조와 삶의 터전들을 그대로 복원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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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

- 기록과 역사를 중시했던 조선 문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축

된 것입니다. 왕조실록을 보관했던 태백산사고를 3D로 완벽하게 복원해 냄

으로써 기록을 중시했던 조선시대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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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 지형이 문화에 미친 영향과 그것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선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원하였습니다. 특히 지금 관광단지로 남아 있는 문경새재와는 

달리, 문경새재 본래의 모습들을 복원함으로써 그 지형을 슬기롭게 이용하였던 

선현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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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감영

- 사라진 관아의 대표적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복원하였습니다. 대구로 이전하기 

전에 경상북도 상주에 있었던 경상 감영의 건물 31개를 완벽하게 복원하고 고지도

를 통해 그 배치까지 확인함으로써, 감영이 있었던 지역 거점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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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객사

- 사라진 객사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복원하였습니다. 중앙이 지방을 통치하는 

상징적 공간인 객사의 복원을 통해, 객사의 기능을 이해하고 중앙과 지방이 이어지

는 다양한 방식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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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령 옛길

- 울진에 있던 12령 옛길은 보부상들이 걸었던 길로, 옛날의 길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전설과 민담을 바탕으로 한 

길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그 길문화를 인터넷 상에서 새롭

게 복원하였습니다.

 

◦사이버 건축관은 각 지역의 유물들 가운데 중요한 건축물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사이버 상에서 복원하여 일반인이 쉽게 전통 건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

서 기획되었습니다. 전통건축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3D로 복원함으로써, 사이버 

상에서 건축물의 세밀한 형상과 전체적인 자연과의 조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체되어 가는 전통마을에 대한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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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건축물들은 주로 중요 건축물(도산서원이나 병산서원 등)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향교 건물(문경향교, 봉화향교, 상주향교, 평해향교, 영해 향교 등) 등이 복원되어 있

습니다. 더불어 자연과 마을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생활터전인 전통 마을들이 복원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회마을이나 오천 군자리, 영주 무섬마을, 봉화 닭실 마을, 

예천 맛질 마을, 상주 승곡마을, 의성 산운 마을, 영덕 인량리 마을, 영양 주실마을, 

울진 괴시리 마을 등이 3D로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복원 건축물들은 세부적으로 <건물보기>, <영역보기>, <체험동선>, <테마관람>, <상

세정보보기>의 메뉴에 따라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건축물은 

고증과 3D 시뮬레이션을 거쳐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실사에 가깝게 복

원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세밀한 부분과 구조, 용도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가해 

두었습니다. 미리 하늘에서 보듯 건축물들을 보시고 현장을 다녀가신다면 훨씬 더 

고품격의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Note _ 395



396 _ 



Note _ 397



398 _ 



Note _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