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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곤(KBS 프로듀서)

의궤는 왕실과 국가의 주요한 행사를 마친 다음에 제작하는 보고서 형식의 책이다. 의궤의 내용은 국왕의
명령·공문서·담당자 및 장인의 명단과 급료 지급, 제작된 물품·비용 등 행사의 모든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의궤에는 악기·의복·건물·기물·기계·도구 등의 그림과 의식의 행렬도인 반차도가 실려 있어 현장의
모습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의 의례와 문화를 알려주는 기록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으며, 규장각은 546종, 1,570건, 2,897책의 의궤를 소장하고 있다. 2018년 봄에는
규장각 소장 의궤 전체를 디지털 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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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개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한국학 연구의 중심기관을 지향합니다. 한국학 연구의
기초자료인 규장각 도서를 보존·연구·출판하여 학계에 제공하고,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을 조직·지원하며, 전시실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대중에게 전통시대 기록
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규장각은 1776년 정조(正祖)가 즉위하면서 설립한 왕실도서관이자 정책연구기관입니다. 11세
에 아버지 사도세자에 이어 동궁이 된 정조는 경희궁 존현각(尊賢閣) 옆에 정색당(貞賾堂)이
라는 도서관을 짓고 많은 도서를 비치하며 학문에 힘썼습니다. 즉위 직후 정조는 창덕궁에
규장각을 설립하여 서적을 수집·간행하고, 젊은 학자들을 소속시켜 학문에 힘쓰고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다양하고 방대한 기록물을 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가의 공식 연대기나 행사에 관한 기록은 오랜 시간 동안 일관
되게 정리되어 왔기에 기록의 영구한 보존을 목표로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를 인정받아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왕조실록·일성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과 같은 연대기와
의궤 등은 국가 지정 문화재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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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요 콘텐츠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 http://kyudb.snu.ac.kr/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메인화면>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고도서 17만 5천여책, 고문서 5만여점, 책판 1만 8천여점 등 총 30만여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는 대부분 국보급 가치를 지닌 자료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10종 7,166책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26종 2,328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일성록 등 4종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소장 자료에 대한 목록과 해제, 원문 이미지 및 텍스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화사업을 통해 디지털화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시대 기록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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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자료센터 의궤 종합정보
▸ http://kyujanggak.snu.ac.kr/center

<의궤 종합정보 메인화면>
∙ 의궤는 왕실과 국가의 주요한 행사를 마친 다음에 제작하는 보고서 형식의 책입니다. 의궤의 내용은 국왕
에게 아뢴 말과 국왕의 명령, 공문서, 담당자 및 장인의 명단, 제작된 물품, 비용, 급료 지급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 가운데는 악기, 의복, 건물, 기물, 기계, 도구 등의 그림과 의식의 행렬도인 반차도(班次圖)
가 들어 있어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시각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반차도는 의식 참여 인원, 의
장, 가마 등을 사실적으로 그린 채색화로서,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의 의례와 문화를 알려주는 기록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의궤를
규장각, 사고 등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수량이 남아 있습니다. 규장각은 546종, 1,570건,
2,897책의 의궤를 소장하고 있어 ‘의궤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학자료센터 의궤종합정보에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한 의궤 전종의 원문 이미지를 주제 및
시기 분류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궤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의궤의 역사와 제작 및 보관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궤에 있는 그림 자료와 반차도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2017 전통창작소재 콘퍼런스

20

기록, 기억을 잇다. 이야기를 상상하다

▸ 한국학자료센터 지리지 종합정보
▸ http://kyujanggak.snu.ac.kr/geo

<지리지 종합정보 메인화면>
∙ 지리지는 지역의 역사, 지리, 인물, 풍속, 통치 기초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지리지는
‘나라에 사(史, 역사서)가 있다면 고을에는 지(誌, 읍지)가 있다’는 문화 전통 속에서 편찬된 동아시아 지역
의 역사지리 또는 인문지리 장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리지, 도를 대상으로 한 도지, 고을을 대상으로 한 읍지, 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지 등을 편찬하였습니다. 이들 지리지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읍지이며, 전국지리
지나 도지는 기본적으로 읍별 기록들을 한데 모은 읍지 모음이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조선시대 읍지는
현재 1,000 여종이 현존하고 있으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770여종의 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한국학자료센터 지리지종합정보에서는 규장각 소장 지리지를 현대지명과 조선시대 지명별 및 시기별 분류
에 따라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지 속의 지도 모음”, “지리지이야기”, “1871
년 편찬 8도 도지”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조선시대 지리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
▸ http://kyujanggak.snu.ac.kr/dohae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 메인화면>
∙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은 조선시대 왕실문화의 요체와 정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다양한 도해 자료
들을 조선시대의 국가 전례서(典禮書)와 의궤(儀軌), 등록(謄錄), 전문서, 각종 회화(繪畫) 및 기록화 등으
로부터 폭넓게 추출하여 심도 있게 해설한 것입니다. 총 1,695 항목의 표제어를 주제별 12분류와 오례
(五禮)별 분류 체계를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조선시대 왕실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돕고 이용자들의
열람과 검색상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발표자]

[창작자]

이상호(한국국학진흥원)

원동연(리얼라이즈픽처스 대표)

만인소는 조선 후기 만여 명에 달하는 재야 지식인들이 연명해서 왕에게 올린 청원서이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총 7번의 만인소 운동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청원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권력
집단의 옳지 않은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 이념인 유교에 기반한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만인소 운동이 그 자체로 목숨을 건 실천운동이 되었던 이유이다. 이 때문에 만인소는 재야
지식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자기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두
자필로 이름을 적고 수결手決(sign)을 했다. 만인소를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론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테마파크 사이트에는 다양한 민간의 기록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만인소와 만인소 작성 과정을 담은 기록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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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소개
∙ 한국국학진흥원은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한 민간소장 국학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과
학적으로 보존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문화시대에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 국내 여타의 국학관련 기관들과 달리 지방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향촌의 일상사나
생활사 등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문서와 일기류, 문집류, 목판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상사 중심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와 콘텐츠 개발이 다
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히 영남사림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의 유교목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현재까지 7만여
장에 이르는 목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은 기록자료의 수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학자들 및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DB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디지털화를 통한 연구 저변의 확대와 활용을
모색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서들과 고전적들에 대한 번역 사업을 통해 현대인들이 우리의 언
어로 읽을 수 있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 나아가 한국국학진흥원은 순수한 연구 범주를 넘어서 중요한 전통의 기록자료들을 문화적 자
산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자료를 바탕으로 유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교문화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를 무릎위에 앉혀 놓고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인성을 다듬었던 전통의 지혜를 부
활시켜, 전통기록자료 속에 있는 선현들의 감동어린 이야기들로 무장한 ‘아름다운 이야기 할
머니’들을 양성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어린이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랑을 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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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주요 콘텐츠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자료는 주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인들의 기록들입니다. 따라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들은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을 쫒는 작업과 그들이 기록해 놓은 일상의 내용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스토리테마파크
▸ http://story.ugyo.net

<스토리테마파크 메인화면>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

∙ 스토리테마파크는 조선시대 일상인들이 남겼던 일기류 기록자료 번역 결과물들을 다시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소재로 가공한 것으로,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창작모티프를 얻거나 또는 단위 장면들의 세밀
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스토리테마파크 이야기 소재를 활용한 창작 콘텐츠를 웹진<담談>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담談>은
매달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이야기 소재를 스토리테마파크에서 선별하여 창작들에게 소개, 창작자들은 이
야기 소재를 모티프로 자유로운 창작 콘텐츠를 만들어 웹진에 싣고 있습니다. 매달 다양한 작품으로 스토
리테마파크의 다양한 창작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테마파크 구축 사업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
보면 원본 자료의 이미지 촬영과 탈초(脫草)를 통한 텍스트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현대어 번역, 그
리고 번역을 활용한 스토리 소재의 개발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본 이미지와 탈초 및 원문번
역까지 전문 연구자와 전통기록자료를 활용하는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꾸며진 DB가 ‘일기류 기록자료 DB'
로 이는 유교넷(www.ugyo.net)을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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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류 기록자료 DB
▸ http://www.ugyo.net/ ➞ 일기류

<유교넷 일기류 DB 중 봉강영당영건일기 세부 화면>

▸ 역사체험 콘텐츠 _ 유교문화권 11개 시․군 문화포털
▸ http://www.ugyo.net ➞ 유교문화지도

<유교넷의 유교문화지도 화면>

<유교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인물정보>

∙ 유교문화권 11개 지역(유교문화권 지역-안동․영주․봉화․문경․예천․상주․의성․영양․청송․울진․영덕)의 중요 유교유
적과 국학진흥원 소장 기록자료를 연계하여 역사체험 콘텐츠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유교 유적
과 이와 관계된 인물망을 함께 서비스하여 그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퇴계 이
황의 경우, 상세한 인물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산서원 또는 도산서당, 퇴계종택 등과 직접적으로 연
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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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맥도

http://www.ugyo.net/hak/frameD.jsp?sSch_Clss=11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04년 많은 문인록과 문집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퇴계학맥도를 출간하였고, 이
후 계속적으로 인물이 추가되고 오류 수정도 필요해 지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반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학맥도로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유교넷의 퇴계학맥도에서 살펴 본 인물정보>

▸ 전통과 기록  조선시대 전통문화 콘텐츠의 보고
▸ http://portal.ugyo.net

<전통과 기록 메인화면>
∙ ‘전통과 기록’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기획한 조선시대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유교문화(multi.ugyo.net), 조선의 가례(form.ugyo.net), 조선의 교육(edu.ugyo.net),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life.ugyo.net), 사행록 역사여행(saheng.ugyo.net), 디지털하회마을(hahoe.ugyo.net), 조선
의 전통가옥(hanok.ugyo.net), 스토리테마파크(story.ugyo.net), 목판아카이브(mokpan.ugyo.net) 등 총 9
종의 콘텐츠 사이트를 종합해서 검색할 수 있으며, 상세한 정보는 개별 사이트로 접근하여
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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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 문서를 통해 보는 선인들의 삶
▸ http://life.ugyo.net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메인화면>
∙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활하였을까?”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조선시대와 근․현대 관련 다양한 기록자료들에서 엿볼 수 있는 선인들의 삶을 ‘사이버 박물관’의 형태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와 근현대 시기 다양한 문서의 형식과 그것이 구현된 실질적인 사례
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창작의 현장에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소재로의 활용 및 문서 그 자체를
출판 및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에서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사행록 역사여행 - 디지털콘텐츠로 보는 조선의 외교기록
▸ http://saheng.ugyo.net

<사행록 역사여행 메인화면>
∙ 구체적인 사행 전말을 기록한 기행문인 40종의 대표적인 사행록使行錄을 콘텐츠화함으로써 조선시대의
국제교류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사행록에 담긴 풍부한 이야기 요소들을 발굴해 문화콘텐츠
창작자에게 새로운 창작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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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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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교육 - 사람됨과 인재 양성의 요람
▸ http://edu.ugyo.net

<조선의 교육 메인화면>
∙ ‘조선의 교육문화’는 ‘조선의 유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이므로, 그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
대중화 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조선시대 교육
문화 관련 기록 자료를 멀티미디어화 함으로써 전통교육문화를 대중화하고, 이것을 교육자료 및 영상․전시
산업 등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하려고 기획하였습니다.

▸ 가례 - 멀티미디어로 보는 조선의 통과의례(관․혼․상․제)
▸ http://form.ugyo.net

<가례 메인화면>
∙ 가례는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예절이라는 의미로 통과의례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서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보내고 죽기까지의 겪게 되는 모든 의식이 포함됩니다. 조선가례에는 관‧혼‧상‧제
의 각 통과의례의 절차와 방법, 의식에 사용하는 도구 등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소개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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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문화 - 유물자료와 함께 보는 조선시대 선비의 삶
▸ http://multi.ugyo.net

<유교문화 메인화면>
∙ 유교문화를 찾아가는 길은 단지 과거로의 여행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삶을 만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
아보고, 열린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체험입니다. ‘유교문화’는 선조들이 남긴 기록과 유물을 통해 당대의 삶
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선비관, 교육관, 예술관, 기록관, 경제관, 의례관, 향촌관, 공직
관에서는 선비의 일생 가운데, 주요한 삶의 영역을 중심으로 선비의 삶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선
시대 유물관에서는 고도서, 고문서, 각종 목판을 비롯한 다양한 조선시대 유물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랑방 둘러보기, 서원 둘러보기, 서원의 향사, 누와 정 둘러보기 등으로 구성된 체험관을 통해 선비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조선의 전통건축 - 사이버 세계에서 만나는 전통 한옥
▸ http://hanok.ugyo.net

<조선의 전통건축 메인화면>
∙ 유교주거문화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주변 건축, 구조물, 유물 등에 대
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한 콘텐츠입니다. 공간별 특징, 유형별 건축 형태, 지형에 따른 전통 건
축을 관점에 따라 설명하였으며, 체험관에서는 전체 정보지도를 중심으로 ‘행정공간, 교육공간, 생활공간,
민가공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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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지
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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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역사재단

[발표자]

[창작자]

주성지·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조정래(영화감독)

일본군 ‘위안부’는 태평양전쟁 동안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여성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유린한 제도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의 주요한 역사적·정치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여성인권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인 역사적 이슈로서 기억·기록
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따라서 당시를 살아오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억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공개하며, 기록의
간극을 메꿀 기억을 채록하여 다시 기록화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역사넷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집을 비롯하여 일본군 위안소 자료, ‘위안부’ 관련
도서 및 연구자료, 그리고 카툰 및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자료까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자료를
디지털로 제공하며, 꾸준한 구축작업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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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소개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를 둘러싼 잘못된 역사관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직시하여 장기적 종합적 연구 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를 도모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 동북아 역사 현안 연구와 조사
한국 상·고대사 심화연구, 동아시아 공동 역사 연구, 한·일 역사현안 분석 및 대응논리개발,
한·중 역사현안 분석 및 대응논리개발 등 한중일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한국사를
인식시키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고찰합니다.

- 독도·동해 현안 분석과 대응
독도와 동해에 대한 역사·지리연구 및 사료조사, 국제법적 고찰을 비롯하여 독도·동해 관련
표기오류 시정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 정책 대안 모색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역사·영토 관련 동향에 다각적 접근을 통해 동
아시아 역사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발합니다.

- 역사 인식 공유를 위한 교육과 홍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아시아 관련 서적과 학술지를 발간하고, 국
내외 NGO를 지원합니다.

- 역사·영토 정보 구축
동아시아 역사·영토·해양 관련 도서와 다양한 형태의 원문자료를 수집하고, DB구축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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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주요 콘텐츠
▸ 동북아역사넷
▸ http://contents.nahf.or.kr

<동북아역사넷 메인화면>

∙ 동북아역사넷은 한국사의 테두리를 넘어 동아시아의 틀 속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자
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고·고대사 자료에서부터 근현대 사료까지 17만 여건에
이르는 자료를 구축하고, 일부 자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역사넷을
통해 동북공정, 일본군 ‘위안부’, 독도·동해 등 역사현안 자료 및 교육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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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역사넷 제공 콘텐츠
◦ 사료라이브러리
∙ 역사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원문 역사자료를 형태와 시대에 따라 형태별 분류(도서, 문서, 유물․유적, 연구자
료, 법령자료, 고지도)와 시대별 분류(고대, 조선, 근현대, 통사)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동북아역사넷 사료라이브러리 형태별 분류
가. 도서

나. 문서

다. 유적유물

감계사등록

근대한국외교문서

고구려문화유산자료

고조선단군부여자료집

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고구려벽화

동문휘고

한일회담 관련 미국무부문서

도록·보고서

발해사자료집

한일회담 관련 일본문서

상고사관련 문화유산자료

백두산정계비자료집

한일회담외교문서

암각화

사고전서 속의 한국고대사

중국소재 고구려금석문

사료로 보는 독도

크라스키노발해성

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조선시대북방사자료집
조청국경회담자료집
중국정사외국전
청계중일한사료
라. 연구자료
동북아역사논총
역사현안 연구성과 아카이브
연구논저목록
영문저널(JNAH)
영토해양연구
재단 간행도서
JTMS

마. 법령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바. 고지도
독도동해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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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이슈
∙ 동북아시아의 역사 현안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알기 쉬운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동북아역사넷 역사이슈 제공화면>
가. 고구려·발해
•고구려·발해문화유산지도 :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 분포현황과 해당 유적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
•고구려벽화 : 고구려벽화를 디지털로 복원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3D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
•고구려성 : 고구려인의 뛰어난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고구려성을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 제공
•고구려평양성 : 고구려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수도와 핵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한 평양성을 3D로 복원하여 제공
나. 일본군‘위안부’
•위안부의 진실 : 일본군'위안부'제도에 대하여 A부터 Z까지 알기 쉽게 자세한 내용을 소개
•일본군‘위안부’ 관련 공문서 : 일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박물관’(WAM :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에서 제공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공문서를 링크형식으로 제공
•일본군‘위안부’ 증언자료 :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2004년 발간한 자료를 텍스트기반 웹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
•일본군 위안소지도 : 일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박물관’(WAM :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에서 제공한 일본군 위안소 분포현황을 디지털화하여 제작·제공
다. 독도
•3D독도기행 : 독도의 지형현황과 지명설명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3D콘텐츠
•독도전시회 : 2012년 재단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독도전시회의 전시콘텐츠를 웹서비스하는 자료
•사이버독도역사관 : 독도현황, 독도침탈사, 역사속의 독도, 독도위인전 등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황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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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중관계
•한중역사현안바로알기 : 중국의 동북공정(2002~2007)에 포함된 고구려·발해 등 우리 고대사를 비롯하여,
백두산, 장성문제 등 한·중간의 불거지는 역사현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
마. 한일관계
•일본에 전해준 우리문화 :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간 이루어진 양국의 문화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콘텐츠
바. 동아시아
•동아시아역사읽기 : 동아시아에서 주요 현안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디지털 자료와 연계하여 원
문 및 원본, 관련 데이터를 제공
•동아시아 역사인물 : 동아시아사를 무대로 활동하였던, 정치가, 학자, 문인, 무인, 과학자, 사상가, 종교인,
예술인 등을 선정하여 업적을 발굴하고 소개
•멀티미디어자료 : 고구려·발해, 역사교과서문제, 독도, 동해표기, 야스쿠니신사문제, 일본군'위안부', 백두산
등 역사현안 각 주제에 맞게 제작된 동영상을 서비스
•카툰&애니 : 역사현안에 대한 카툰과 애니메이션 자료를 제공

◦ 역사교육
∙ 역사문제에 대한 교육 콘텐츠로 온라인역사강좌, 동아시아사 교육, 독도교육, ‘위안부’ 교육 그리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제공합니다.

<동북아역사넷 역사교육 제공화면>

◦ 다국어사이트
∙ 동해 속의 독도, 전쟁과 여성인권 일본군‘위안부’, 고구려·발해 우리 고대사 등 주요 역사현안에 대한 원문
역사자료와 웹콘텐츠를 영어·일어·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URL
- 영문페이지 : http://contents.nahf.or.kr/english
- 일문페이지 : http://contents.nahf.or.kr/japanese
- 중문페이지 : http://contents.nahf.or.kr/chinese

❚(특별발표)충남문화산업진흥원

[발표자]

김은경(충남문화산업진흥원)
창작의 숲 in 충남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협업을 통해 구축되었다.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은 충남 문화자원이 다양한 콘텐츠 창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3년간 문화 유산, 인물 등의
정보를 집적하였으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작가의 자문을 통해 스토리를
개발하고 DB 정보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충남의 문화자원 DB
를 통합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창작의 숲 in 충남’은 4,000여 건의 충남문화유산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테마스토리 외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검색어와 연관된
인물, 유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검색 서비스인 연계정보 트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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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산업진흥원 소개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충청남도 지역의 문화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2005년에
개원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백제, 내포, 기호 유교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문화산업 융합 수요처 외에 문화산업 전공 학과가 포진하여 관련
전공자가 연 1만 명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Art&
Technology, 디자인, 관광, 콘텐츠, 전통문화 분야 등의 육성과 산업분야와 융합 전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지역 특화 콘텐츠 산업 육성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을 위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창작 콘텐츠 과제를 공모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콘텐츠 사업을 통해 시․군과 공동으로 지역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컨
설팅/창업 활동 공간 제공 등 단계별 창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 및 조성 중인 시설입니다.
∎ 충남콘텐츠코리아랩 : 미디어창작ㆍ전시ㆍ홍보공간, 공동사무실 등 창작자 편의 제공
∎ 충남음악창작소(10월 개소 예정) : 공연장, 스튜디오, 연습실, 지역 뮤지션 음반 제작지원
∎ 천안시 창작스튜디오 : 지역 웹툰 작가 양성 및 입주 공간
∎ 아트큐브136 : 천안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율적 문화 활동 거점 공간
∎ 천안시영상미디어 센터 : 영상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문화시설
∎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 천안 원도심 창업지원 및 문화공간
∎ 천안청년몰 흥흥발전소(10월 개소 예정) : 전통시장 유휴 공간 내 청년창업 지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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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산업진흥원 주요 콘텐츠
▸ 창작의 숲 in 충남  창작자를 위한 충남 문화자원 정보 검색 서비스
▸ http://www.chungnamstory.com

<창작의 숲 in 충남 메인화면>

∙ ‘창작의 숲 in 충남’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협업 사업을 통해 구축된 홈페이지
입니다.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은 충남 문화자원이 다양한 콘텐츠 창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3년간 문화
유산, 인물 등의 정보를 집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작가 자문을 통해 스토리를 개발하고 DB 정보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충남 문화자원 DB를 통합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현재 ‘창작의 숲 in 충남’은 4,000여 건의 충남문화유산 DB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테마스토리외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검색어와 연관된 설화, 유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검색 서비
스인 연계정보 트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

[발표자]

[창작자]

변구일(한국고전번역원)

김이령(작가)

전통시대 문인들이 저술한 개인문집을 집성한 한국문집총간 1,259종 500책에 수록된 인물의 전기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색인 DB이다. 총 20,492명에 대한 62,827건의 인물정보를 색인화하고, 승려‧
기녀‧노비 등과 같은 특수신분과 여성, 외국인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자료의 활용성과 검색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학 연구·고전번역·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
문집총간 소재 인물들에 대한 평전, 주제별 인물 열전, 문화사‧생활사 및 묘비명‧제문‧자서전을 가려 뽑은
선집 등 다양한 종류의 인문서를 기획‧집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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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 소개
∙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하여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에

우리 가슴에
우리 고전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는 1965년 학·예술
계의 원로 50여 명이 모여 “학문과 예술로 민족얼을 부흥시켜 국가
의 이상을 실현하게 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크게 민족문화를 앙양시
킨다”는 취지

아래 고전의 현대화를 통한 민족정통성 확립을 표방

하였으며, 고전의 번역과 편찬, 번역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 1966년 《연려실기술》 번역을 시작으로 《동문선》, 《다산시문집》, 《율곡집》, 《퇴계
집》,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등 문학·역사·철학 전반에 걸친 번역서,
원전 교감표점서, 고전번역연감, 학술이론서, 해제·색인,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등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대중기획서 등 총 1,510종 2,300여 책을 간행하였다. 그중 우리나라 역대문집
1,259종을 집대성하여 영인한 《한국문집총간》 500책은 선인들의 문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학계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또 지원사업인 권역별 거점연구소 사업을 통해
전국 주요 대학의 거점연구소와 함께 협동으로 문집 87종 270책, 해외 고전발간 지원 사업으로
화담집 교주서 등 3종 3책을 발간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학술지 《민족문화》와 국내외 학자
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학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본원 간행물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1974년 번역자 양성을 위한 국역연수원을 개원한 이래, 2017년 2월까지 1,693명의 고전번역
자를 양성하여, 졸업생들이 번역사업 및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주요 대학
의 고전번역 협동과정 석박사 지원을 통하여 163명을 배출하였으며, 서울교육원과 더불어
전주분원(1999), 밀양분원(2012)을 통해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

∙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된 이후 고전문헌 정리와 번역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번역사업 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고전번역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중과의 소통 강화와 학계 및 한국학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고전의 현대화를 선도하는 한국학 중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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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 주요 콘텐츠

▸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메인화면>
∙ 한국고전종합DB는 고전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문집총간 등 한국고전번역원의 사업
성과물을 DB구축하여 웹서비스를 통해 연구자에게 한국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일반 국민에게
우리 고전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고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고전문헌 종합 데이터베이스이다.
∙ 고전번역 콘텐츠로는 문집류, 역사류, 법제류, 총집류, 의궤류 등 다양한 장르의 고전번역서와 역사문헌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이 있으며, 유관기관의 양질의 번역서도 DB구축하여 국내 고전번역서DB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 고전원문 콘텐츠로는 신라시대부터 1910년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주요 인물들의 문집을 영인ㆍ표점한 한국
문집총간과 번역대상서목이면서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되지 않은 고전원문이 있다.
∙ 그밖에 한문 고전의 교육용 자료로 제작한 경서성독 음성자료와 고전문헌 해제자료, 고전번역서서지정보검색,
고전번역서각주정보검색, 이체자정보검색, 고전용어시소러스 등 특화된 콘텐츠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2017년 한국고전종합DB 고도화사업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스마트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기반에서 한국고전종합DB의 열람 및 검색
이 가능하다.
∙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고전종합DB'는 9억여 만자의 텍스트와 78만 면의 이미지, 500만 건의 메타
데이터 등 방대한 규모의 한문고전문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수가 120만 명(2016년 기준),
해외 이용자수가 8만 명으로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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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구축현황
(2016년 말 기준)

구분
고전번역서

고전원문

구축대상
202종
854책

DB구축 실적
187종
802책

조선왕조실록

29종

413책

29종

413책

승정원일기

4종

395책

4종

375책

일성록

2종

193책

2종

193책

한국문집총간

1,259종

500책

1,183종

476책

한국문집총간 해제

1,259종

11책

1,259종

11책

고전원문

32종

118책

32종

118책

승정원일기 교감표점서

2종

52책

1종

23책

한국문집 교감표점서

57종

143책

34종

95책

7종

7책

7종

7책

경서성독
고전번역서각주정보

632,313건

고전번역서서지정보

5,672건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62,840건

고전용어시소러스

15,100건

한자이체자정보

14,033건

비고

2017.10.

<한국고전종합DB 서명별 제공화면>

◦ 고전번역서
∙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계원필경집》, 《동국이상국집》, 《삼봉집》 등 우리나라 주요 문집류, 《연려실기
술》, 《동사강목》 등의 역사서류, 《가례도감의궤》, 《종묘의궤》 등의 의궤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르의 번역
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202종 854책(색인 제외)을 간행하였고, 그 중에서 187종 802책
을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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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조실록
∙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에 걸친 조선왕조실록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 조선왕조실록의 원문텍스트
와 일부 원문이미지를 국사편찬위원회와 URL 방식으로 연계함으로써 자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승정원일기
∙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 제반 행정사무, 의례적 사항을 기록한 일기이다. 한국고전번
역원에서는 1996년 승정원일기 고종대부터 번역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4종(고종, 인조, 영조, 순종) 395
책을 간행하였으며,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순종대 번역을 완료하였다. 현재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
는 자료는 고종대, 인조대, 순종대 전체와 영조대 즉위년부터 4년 3월까지이다. 이용자에게 자료의 활용성
을 높이기 위하여 원문텍스트는 국사편찬위원회, 원문이미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승정원일
기DB에 날짜단위(국사편찬위원회는 기사단위)로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일성록
∙ 일성록은 1752년(영조 28)부터 1910년(융희 4)까지 국왕의 동정과 주요 국정사항을 기록한 일기이다. 한국
고전번역원에서는 1998년 정조대부터 번역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정조대(즉위년~24년 7월), 영조대(36
년~52년) 2종 193책을 간행하였으며,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
원의 원문텍스트 및 원문이미지와 날짜단위로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한국문집총간
∙ 신라시대부터 1910년 이전까지 생존했던 우리나라 역대 주요 인물의 문집 1,259종을 수집·정리하고 표점을
더하여 간행한 것으로 국내 고전적 정리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료이다. 1988년부터
간행에 착수하여

2005년에 정편 350집을 완간하였고, 2012년에 속편 150집을 모두 완간하였다. 현재 속

편 126집까지 1,183종 476책의 원문텍스트와 이미지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 중이다. 문집마다
에는 해당 문집의 간행 및 내용에 대해 안내한 해제가 연계되어 있다.

◦ 고전원문
∙ 《고려사절요》, 《대동야승》, 《연행록선집》, 《지봉유설》,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장르의 고전도 서비스하고 있다.

◦ 경서성독

∙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전통방식으로 성독한 음성자료로서,
교양한문 및 한문 독해력 증진을 위한 학습용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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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검색
[고전번역서 서지정보 검색]

∙ 광복 이후 국내에서 간행된 고전번역서를 수집하여 서지사항,
목차, 해제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총 5,900여건
의 서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고전번역서 각주정보 검색]

∙ 난해한 한문고전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번역서에 수록된
각주를 별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과 이용에 편의를 제공
하고 있다. 현재 총 66만 건(2016년 말 기준)의 각주정보를 서
비스하고 있다.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 전기류]

∙ 한국문집총간 500책에 수록된 인물 총 20,492명에 대한 전기적
자료 62,840건의 편목(篇目)색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물별,
문집별로 관련 인물정보, 편목정보를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
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체자 정보 검색]

∙ 한국문집총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수집된 이체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 중이다. 이체자 1만4천여
자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유니
코드한자검색시스템과 연계하여 글자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다.

[고전용어 시소러스 검색]

∙ 한국문집총간에 나타난 고전용어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인 전문검색 서비스이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들의 통제어(우선어), 유의어, 관련어, 상ㆍ하위어 등의
관계를 규정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발표자]

[창작자]

김영두(국사편찬위원회)

김한솔(KBS 프로듀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서는 조선시대 법령자료 DB라는 이름으로 『대전통편』을
비롯한 조선시대 법령자료 6종을 제공하고 있다. 조선시대 법령자료는 종합 법전 뿐 아니라, 형률과
의례, 제도 및 관서의 운영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 사목, 관서지 등을 포괄한다. 이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법령 자료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규정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
는 당시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참여하였던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일반적인 모습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여러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력기관의 발명 이전 수운은 화물
운송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고, 국방의 측면에서도 수군의 역할은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법전의 여러 규정을 통해 전통시대 국가는 바다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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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소개

∙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수집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
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부 소속 기관입니다.
∙ “함께하는 역사, 미래로 세계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국사 연구의 사료 기반 구축, 최고의
사료·역사 정보 서비스, 역사 교육 강화, 역사 대중화 실현, 한국 역사학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여 범국가적 공동 활용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정책 수립과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 한국사 연구·편찬
1955년에 《조선왕조실록》을 간행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600여 책의 한국사 관련
자료집, 연구서, 교양서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 정보화
한국사 자료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 한국역사
종합정보센터’로서 한국사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 진흥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 대중화를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실시를
비롯하여 사료연수과정, 역사교원 장·단기 연수, 공무원 국사교육과정 등 각종 연수 과정의
운영,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연구자 및 학회에 대한 한국사 연구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사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의 세계화
《조선왕조실록》영문판 보급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용어의 영어표기 표준화, ‘신 한류’
의 원천 및 글로벌 창조사회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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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주요 콘텐츠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메인화면>
∙ 한국사 자료의 보고라 칭할 수 있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사의 주요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로 한국사 관련 주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역사자료 전문데이터베이스입니다.
∙ 한국사 주요 자료를 이용자가 쉽게 찾고 본문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정제된 데이터를 자료 이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제공
하고 있으며, 자료의 원래 질서와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에 맞추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제작되어있습니다.
∙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는 83종, 7백22만여건, 13억 5천만여자에 이르는 방대한 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자료
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사 연구자부터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한국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사
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검색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한국 역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많은 역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사 자료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 한국사 기초 자료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독립운동사자료, 근현대 신문 자료 등 한국
역사의 핵심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살필 수 있도록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편찬)를
비롯하여 한국사 연구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는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전 시기를
망라하고 있으며 형태별로도 고도서, 문서류의 텍스트 기반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도, 사진, 연표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역사 자료는 원래 소수만 볼 수 있는 제한된 자료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조선시대에는 제한된 목적에서 아주 한정된
몇몇만 일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비변사등록도 백성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일제 시기 경찰들의
조사 문서도 당시 한국인들은 접근할 수 없던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자료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역사 자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

에게 모든 자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다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국민 모두가 한국 역사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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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조실록
▸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조선왕조실록 메인화면>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實錄)을 합친 것으로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장구한 시기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로서 그 역사 기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아 국보
151호로 지정됨은 물론 1997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왕조실록》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하고, 민족 문화 유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역사자료와의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민족
문화 유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대국민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2007년부터는 《고종·순종실록(高宗·純宗實錄)》을 추가로 제공하고, 조선왕조실록의 원문, 즉 한문 텍스트를
표점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실록 내용 전체를 현대어로 번역한 국역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원본 자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세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태백산본 실
록을 저본으로 한 원본의 이미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의 경우 최종본이라
고 할 수 있는 정족산본 정초본(正草本)과 함께 태백산본 중초본(中草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조선왕조실록의 원본과 원문 텍스트, 국역문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5년에는 검색 기능을 향상시키고 웹 페이지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5년 12월 새롭게 개선된 조선왕조실록 웹 서비스를 오픈하여 한국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조선왕조실록》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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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정원일기
▸ http://sjw.history.go.kr/main.do

<승정원일기 메인화면>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기관인 승정원에서 역대 국왕의 하루 일과와 지시,
명령, 각 부처의 보고, 각종 국정 회의, 상소 등 국정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일기 형식으로 매일 기록한
자료입니다. 국보 제 303호이며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총 3,245책, 2억
2천 600백만 자로 연대기로는 세계 최대 분량으로 당시의 정치·경제·국방·사회·문화·등에 대한 생생한 역사
를 담고 있는 《승정원일기》는 288년간 매일 기록된 날씨와 천문 정보를 담고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더욱
높습니다.
∙ 2001년부터 추진된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은 2015년에 이르러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960년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탈초·영인한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간행 총 141책)를 저본으로 그
전문을 입력하고, 철저한 교정, 교열, 교감을 거친 후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색인어, 현대적 문장 부호인
표점 및 기사별 핵심내용을 요약한 기사제목을 부가하여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2005년도부터 서울대학교 규장각(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초서원본 이미지와 일자별 연계를 시작하
였으며, 2006년도부터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종대 국역본과 기사별 연계와

조선왕조실록

과 일자별 연계, 2007년부터 규장각(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원본이미지와 기사별 연계를 구축하였습니
다. 2011년에는 비변사등록과의 일자별 연계를 추가하였고, 현재 원본이미지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역문(인조, 영조, 고종 대 일부)은 한국고전번역원과 연계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은 국사
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등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축된 자료에 대해서 유관
기관 및 관련자료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15년간 약 2,300명이 참여한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이 2015년에 마무리되며 모든 자료를 웹 서비스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웹페이지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개선하고, 검색기능을 향상시키는 고도화 사업
을 통해 사용자들은 좀 더 새롭고 편하게 승정원일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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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역사넷
▸ http://contents.history.go.kr/front/index.do

<우리역사넷 메인화면>
∙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자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역사넷은 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운영하는 사이트로 일반 대중을 위한 한국사 교양 콘텐츠
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한국사 웹서비스입니다.
∙ 전문연구자에게 국한되었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역사 교육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구축하여
역사 교육의 심화와 한국사의 대중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웹서비스를 시작하여, 매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추가하고 있습니다.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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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다양한 역사관련 전문기관이 전문센터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역사자료 통합 데이
터베이스로, 역사자료를 역사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사(한국학) 관련 사이트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연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연계 대상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작성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
검색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다양한 역사 전문기관의 한국사 자료를 한국역사정보통합
시스템에서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9월 현재 30개 사이트의 1,000여 만 건의 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자]

[창작자]

양창진(한국학중앙연구원)

정명섭(작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장서각이 소장하던 10만여 건의 고문헌과 전국 명문가가 기탁한 50만여 점의 고문서
를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타 분야의 지식 및 생산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식정보 시대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조선시대에 생산된 다양한 서적의
출판 및 유통과정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직업을 살펴본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영조 때부터 ‘책쾌(冊
儈), 서쾌(書儈)’라는 서적 중개상이 등장한다. 그리고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책, 즉 세책(貰冊)도 등장한
다. 그런데 조선시대 문물을 부흥했다고 알려지는 정조 임금은 풍속의 혼란을 우려하여 소설의 유포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인들은 이윤을 위해 인기 있는 책을 빨리 필사하여 유포하였
다. 책쾌로 시작하여 조선의 직업세계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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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개
∙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은 급속한 산업화로 밀어닥친 서구문화가 우리 전통문화를
흔들고 정체성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을 때 원로 철학자 박종홍(朴鍾鴻) 박사 등이 백년대계
의 민족교육을 담당할 연구기관 설립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한 데서 태동하였습니다. 그
리하여 문교부(현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1978년 6월 30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개원하였고, 2005년 1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 한중연은 한국학대학원, 장서각,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학지식정보센터, 한국학학술정보관 등
의 조직을 두고 한국학 전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서각(藏書閣)은
규장각(奎章閣)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적 문화재 수장고로, 조선 왕실도서관인 구 장
서각에 소장되었던 것을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서각에 소장된 모든 자료는 마이크
로필름에 수록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1997년부터는 장서각에 소장된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전자도서관은 장서각 및 도서관 소장 40만여 책의 목록과 고서원문, 출판
도서, 고문헌 해제를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들과 같이 “한국역사
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에도 참여하고 있고, 21세기형 동국여지승람으로 불리는 “한
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을 지방 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업적으로는 개원 이래 12년간에 걸쳐 민족문화를 집대성하여 총 27권으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 1만 6,000여명의 정보를 담은
≪한국인물대사전≫, 전국의 구비문학 자료를 집대성한
에 달하는 연구서들이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등 1,800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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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주요 콘텐츠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메인화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이 사전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하여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 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 문화 전 분야를 오늘날의 관점과 연구 성과 속에서 체계화하기 위해 편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문화를 총괄적 문화, 외면적 문화, 내면적 문화로 나누고, 다시 그 셋을 각기 셋으로 나누어 민족,
강역, 역사, 자연과의 관계, 생활, 사회, 사고, 언어와 정보전달, 예술의 9주제로 상위범주를 설정하여 ‘민족
문화분류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1∼25권의 본문, 26권의 연표와 편람, 27권의 총색인 등 27권으로
편찬되었습니다.
∙ 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9628호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한 후,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3백여 명의 편집진과 3천 8백여 명의 집필자가 참여
하였습니다.
∙ 그 결과 1991년에 편찬된 사전은 총면수 24,748면에 6만 5천여 항목, 4만여 종의 도판을 수록하였다.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2001년에 개정증보판이 CD-ROM으로
발간되었으며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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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http://www.grandculture.net/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메인화면>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전국 230여 시, 군, 구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수집, 연구하여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지역문화 백과사전의 순환형 지식정보 시스템’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중앙 중심적 관점에서 편찬된 것이라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지방적

시각이

중심을 이룹니다. 이 지역문화 백과사전은 “21세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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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정보는 교육,
관광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와 GPS
좌표 및 지리 정보를 결합한 활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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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각디지털 아카이브
▸ http://yoksa.aks.ac.kr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메인화면>
∙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설화를 채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 전국 방언을 채록하여 수록한 “한국방언자료집” 및 삶의 현장을 채록하여 정리한
“한국민요대관” 등이 그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자료 서비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제공되는 자료의 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문헌 원문 이미지 - 203만면
◈ 고문헌 텍스트 - 5300만자
◈ 한국구비문학대계 음성파일 - 1만 2천개
◈ 한국민요대관 음성파일 - 2만개
◈ 한국방언자료집 음성파일 - 5천 3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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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자료센터
▸ http://www.kostma.net

<한국학자료센터 메인화면>

∙ 한국의 대표적인 고문서, 고서 등 국내외에 산재한 각종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하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가공・집적하여 한국학 지식콘텐츠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10년간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전북대학교 전라문화
연구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강원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고서 및 고문서에 대한 통합 검색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지도 및 전자연표, 서체
및 서명 용례사전, 인물관계정보 등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17 전통창작소재 콘퍼런스

110 기록, 기억을 잇다. 이야기를 상상하다

▸ 한국 고문서자료관
▸ http://archive.kostma.net

<한국 고문서자료관 메인화면>

∙ 한중연 장서각에서는 30여년에 걸쳐 추진한 고문서 조사 및 연구사업의 핵심 결과물로서『고문서집성』을
발간하였습니다. 고문서자료관은 고문서집성에 흑백으로 수록되어 있는 고문서를 칼라로 재촬영하고 한국학
자료 표준안에 맞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웹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검색 서비스를 기본으로 『고문서집성』책에 익숙한 연구자들을 위하여 책별 분류로도 볼 수 있도록 편의성
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 재조명되고 있는 한글편지를
별도의 서비스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편지는 원문과 함께 판독문, 현대어역, 주석문 등을
제공하며 편지명칭, 발신자, 수신자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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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구비문학대계
▸ http://gubi.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 지역별 화면>

∙ 한국구비문학대계 녹취자료는 민요 및 설화연구를 위해 전국에서 직접 음성 채록한 자료들입니다. 1979년
부터 1985년에 걸쳐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고, 간행은 1980년∼199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 이 방대한 조사사업은 1978년 6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기간 동안에
실제로 채록이 행해져 보고서가 간행된 시군 지역과 대상지역은 서울 도봉구 1, 경기 11, 강원 9, 충북 6,
충남 6, 전북 8, 전남 9, 경북 14, 경남 10, 제주 4개 등 총 78개 시군입니다. 총서에 수록된 자료의 총량
은 설화 1만 4,941편, 민요 5,922편, 무가 375편에 달합니다. 이 결과는 1988년까지 모두 82책으로 간행
되었고 2002년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녹취자료의 전사 텍스트와 음성이 동시에 서비스
되고 있어서 민요와 설화의 지역적 차이 연구에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과거 “전설의 고향” 등
의 드라마 소재의 주된 출처로 활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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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 http://people.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메인화면>

∙ 한중연 장서각(藏書閣)은 조선 왕실이 소장하던 10만여 점의 고문헌과 명문가에서 기탁한 50만여 점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왕실 비빈이나 궁녀들이 보던 한글 소설과 각종 고문헌 등 다른 곳에 볼 수
없는 희귀자료들은 중요한 기록 유산들입니다. 한중연은 이러한 기록유산에서 인물관련 정보만을 추려내고
가공하여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people.aks.ac.kr)’라는 최대의 역대인물 정보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
습니다. 이 정보 시스템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DB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구축되었습니다.
∙ 내용을 보면 우리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 26,000여 명을 수록한 인물사전과 고려 및 조선의 과거 급제
자 명단, 성씨와 본관정보 등 인물 관련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를 보지 않고
관직에 오른 음관 정보 등을 통합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수록 인물은 약 10만여 명입니다. 이 인물 정보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에도 탑재되어 인명 한자 및 생몰년 동시 입력 도구로도 활용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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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인물정보에 수록된 자료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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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여개 성씨
◈ 조선조 관직명 : 1,000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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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
▸ http://glossary.aks.ac.kr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 검색화면>

∙ 외국과의 교류 활성화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정수를 외부로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전해지는
정보는 양적으로 급증하는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왜곡 및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쟁 등에
서, 국내에서의 활발한 움직임과 달리 해외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한국 학계의 학문적 연구 성과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번역되어 해외에 보급되지 못하는
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연구자들은 한국 문화 및 한국학 연구 성과를 세계어로 자리
잡은 영어로 번역하여 보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학 용어에 대응되는 영문 용어
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 번역 및 학술 교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문 용어의 표준
화가 어려운 이유는 연구자에 따라 하나의 용어를 매우 다양하게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 사전’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학 용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줌으로써 한국학 영문 용어를 선정하고, 더 나아가 표준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DB는 2005년부터 구축되어 200권이 넘는 자료에서 추출
한 7,000여 개의 용례 및 예문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꾸준히 양질의 번역서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와 관련
된 용어 용례를 정리하여, 한국학 연구자는 물론 한국 문화 번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발표자]

[창작자]

이도형(한국콘텐츠진흥원)

정세훈(AK인터렉티브 본부장)

컬처링은 국내 역사·문화·민속·고전 등 국내 인문 자산 관련 12개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해 오던 자료
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아 통합 제공하는 역사·문화분야 원천소재 아카이브 서비스로 콘텐츠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이야기에 대한 산업적 접근 및 육성을 통해 창작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생적
이야기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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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소개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콘텐츠산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 이야기,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패션, 융·복합, 대중문화, 방송, 문화기술 등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산업인 콘텐츠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반 조성
및 인력양성,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콘텐츠 제작·투융자·마케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문화기
술 개발과 육성 등 수백여개의 다양한 콘텐츠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창작과 창업이 만나는 열린 공간인 콘텐츠코리아랩을 운영하여 콘텐츠 창작자의 단계
별 사업화를 지원하고 활발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원천이 되는
이야기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체계와 창작환경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산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고 빅 킬러 콘텐츠
발굴과 이러한 빅 킬러 콘텐츠가 진출할 수 있는 마켓 개척을 통해 우리의 콘텐츠가 세계 속
의 콘텐츠로 우뚝 서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우수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 자원이 세계인
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콘텐츠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작자를 위한 역사·문화 포털 ‘컬처링
(www.culturing.kr)’의 운영을 통해 창작자 누구나 훌륭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창작
소재로 활용하여 우리 역사·문화 소재가 콘텐츠산업 저변을 확대해나가고 경쟁력을 갖춘 창
의적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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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를 위한 역사·문화포털 '컬처링'은?

∙ 컬처링은 우리의 역사, 문화, 민속, 고전 등 국내 인문자산 관련 12개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해 오던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아 통합 제공하는 역사·문화 분야 원천소재
아카이브 서비스로써,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원이 콘텐츠 제작과정에 창의적 아이디어
를 제공하여 콘텐츠 창작의 모티프 및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창작자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
문화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7개 기관의 노력으로 2015년 2월 서비스를 오픈했으며,
현재는 강진군, 담양군, 특허청, 한국국학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이 함께하여 총 12개 기관의
약 180만 건의 역사·문화 창작소재가 컬처링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정치·행정, 경제·생업 등 10가지의 주제별 분류와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자료형태별 분류
를 통해 180만여 건의 역사·문화 콘텐츠DB를 통합 서비스하고 있으며, 상위 검색 결과와
패턴을 분석하여 추출한 스토리형 키워드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큐레이션한 '태그#스토리'
서비스 등 창작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일대일 컨설팅서비스인 '창작컨설팅'을 통해 드라마<옥중화>에 형벌이미지 콘텐츠
제공, 영화 <암살>의 배경 재현을 위한 콘텐츠 제공, 영화 <덕혜옹주> 삽입 콘텐츠의 저작권
컨설팅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 및 제작과정에 역사·문화 콘텐츠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으며, 신인작가뿐만 아니라 제작사, 출판사 등 각계각층의 원천콘텐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역사·문화 콘텐츠 저변 확대 및 창작 활성화를 위해 역사·문화 전문가(영화감독, 작가
등)를 초청하여 역사스토리텔러를 위한 '역발상(역사에서 발견하는 상상) 토크콘서트'를 개최
하는 등 창작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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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링 연계 기관 및 콘텐츠DB 현황 (2017년 9월 말 현재)
기관명

아카이브명

주요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주제별 문화원형콘텐츠

218,327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유형·무형 문화유산 콘텐츠

81,252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국내외 전통 민속학 콘텐츠

51,857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넷

고대사, 동북아, 독도 콘텐츠

20,87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고전 원문 및 번역 콘텐츠

927,933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전통문양 공공저작물 콘텐츠

58,728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역사문화 공유저작물 콘텐츠

43,041

특허청

한국전통지식포탈

한국의 전통지식 콘텐츠

391,813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조선시대 생활사 일기류 콘텐츠

3,600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유산채널

한국의 문화유산 콘텐츠

9,140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고려청자 유물, 유적 콘텐츠

5,150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한국의 가사 관련 콘텐츠

4,700

합 계

콘텐츠 수

1,81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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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처링 서비스 개요
▸ http://www.culturing.kr
∙ 컬처링은 핵심 서비스인 콘텐츠 라이브러리와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인 '태그#스토리', '태그트리맵',
'오늘의 새태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역사·문화 원천소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는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포함하여 문화콘텐츠 속 원천소재 활용 스토리와 컬처링 행사소식, 연계기관의 행사
소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구성
콘텐츠라이브러리
- 주제별
- 유형별
콘텐츠큐레이션
- 태그스토리
- 태그트리맵
창작컨설팅
-창작워크숍
- 컨설팅안내
- 컨설팅신청(일반)
- 컨설팅신청(전문)
- 컨설팅사례
- 마이컨설팅
컬처링소개
- 컬처링스토리
- 콘텐츠네트워크
- 이용가이드
- 공지사항

<컬처링 메인화면>

-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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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검색
∙ 컬처링 서비스의 핵심인 통합검색서비스는 12개 기관의 180만 여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국사편찬위원회의 웹기반 시소러스 사전(유의어 25,006 + 연관검색어 56,373)을 활용하여 개발했으며,
정치·행정, 경제·생업, 군사·외교, 교통·통신·지리, 역사, 문학·출판·인쇄, 의식주·생활, 문화예술·종교사상,
문화유산·관광, 과학기술·의약 등의 주제별 분류 및 포토, 이미지, 일러스트, 전통문양, 영상, 3D,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별 분류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분류

유형별분류

정치/행정

이미지

경제/생업

일러스트

군사/외교

포토

교통/통신/지리

문양

역사

영상

문학/출판/인쇄

3D/VR/파노라마

의식주/생활

동영상

문화예술/종교사상

Flash Animation

문화유산/관광

Cell Animation

과학기술/의약

오디오

출처별분류

음악

문화콘텐츠닷컴

음향

한국고전종합DB

음원

민속아카이브
동북아역사넷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문화포털

<통합검색 화면>

공유마당
한국전통지식포탈
문화유산채널
한국가사문학
고려청자박물관
스토리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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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큐레이션 '태그#스토리’
∙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태그#스토리'는 오픈 이후 1년 간 서비스 이용자들의 검색
패턴을 분석하여 검색 빈도수 상위 1만 여 키워드와 검색결과에서 추출한 스토리형 키워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반 검색만으로는 만족도를 느낄 수 없는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의 창작소재 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 더불어 주간 단위로 1개 주제를 정해 매거진 형태로 태그스토리를 제공하여 연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컬처링 이용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태그스토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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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컨설팅
∙ 컬처링에서는 전담 컨설턴트의 1:1 컨설팅서비스인 '창작컨설팅'을 통해 콘텐츠 창작, 제작과정에 활용할
역사·문화 콘텐츠의 서칭 및 사용목적에 따른 저작권 관련 상담, 해결 등의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영화, 드라마, 출판,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사·문화 원천콘텐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창작컨설팅 주요사례로는 영화 <암살>의 배경인 손탁호텔, 미츠코시백화점의 재현을 위한 일러스트 삽화
및 사진자료 제공, 영화 <덕혜옹주> 삽입곡 '사의 찬미' 원곡의 사용을 위한 원천 저작권 컨설팅, 웹툰
<신과함께>(영화<신과함께> 12월 개봉예정)에 저승여행게임 스토리 원천자료 제공, 드라마 <별순검>에
스토리텔링을 위한 조선시대 검안기록물 창작 시나리오 제공, 영화 <왕의 남자>에 경복궁 3D자료 및 왕실
연회 고증자료 제공, 영화 <모던보이>에 경성유흥문화 고증자료 제공, 드라마 <황진이>에 전통 장신구 및
복식 고증자료 제공, 드라마<옥중화>에 '형정도‘ 삽화자료 제공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약 16만 여 건의
컨설팅 진행을 통해 많은 웰메이드 콘텐츠의 기획과 창작과정에 컬처링의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이 활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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