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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시대 20년, 전통문화 콘텐츠를 말하다

행사프로그램

2020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
“밀레니엄 시대 20년, 전통문화 콘텐츠를 말하다”를 주제로 2020년도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전통 기반 콘텐츠의 제작 방향과 성과, 유저(콘텐츠 활용자)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콘텐츠가
나올 수 있었던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콘퍼런스는 역사분야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어 기획·창작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개회
주관기관 홍보영상(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외 6개)
콘퍼런스를 열며(한국국학진흥원 조현재 원장)

SESSION 1
밀레니엄 시대 20년, 전통문화 콘텐츠의 만남과 헤어짐 │ 유동환 교수
디지털 전통문화 소재 20년, 성과와 과제 │ 주성지 팀장

SESSION 2
< 황산벌>(2003)부터 <소리꾼>(2020)까지, ‘전통문화의 영화화’단상
- 21세기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 전찬일 평론가
전통 소재 기반 드라마 20년, 그 성과와 전망 │ 정형수 작가
장르소설이 역사와 신화를 만났을 때 │ 이문영 주간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로서의 웹툰, 그 20년의 혁명 │ 박세현 소장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주제토론) + Q&A (참가자 및 주관기관)
주관기관 홍보영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규장각한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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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및 발표내용
SESSION 1
밀레니엄 시대 20년, 전통문화 콘텐츠의 만남과 헤어짐 │ 유동환 교수
공공 역사문화아카이브와 산업 전통문화콘텐츠의 만남과 헤어짐. 90년대 말 시작된
공공 역사문화 정보화 사업의 보존 노력과 문화원형 창작소재 사업의 활용 노력은 콘텐츠 분야
현장 기획개발과 학교 교육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후 20여 년의 여정 속 성공과 실패의
원인분석과 미래전망을 시도해본다.
공간스토리텔러, 대학교수. 학창시절 중국 무협지의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철학 박사학위 취득. 출판기획자,
다큐멘터리작가 생활 이후 전통문화콘텐츠 전문기업 <여금>의 대표로 전통문화콘텐츠 분야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두루 경험 하였다. 2005년 이후

<여수엑스포 문명도시관> 기획총감독,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설계와 콘텐츠개발 등 많은 박물관과 엑스포 기획설계에 참여 하였다. <잡월드>와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많은 테마파크 기획설계를 진행하였다. 지역 공간의 장소매력을 스토리텔링으로 확장하는 방법론 확립에 몰두하고 있다.

디지털 전통문화 소재 20년, 성과와 과제 │ 주성지 팀장
우리 나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디지털의 수혜를 받고 있다. 디지털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를
변화시켰고, 역사학 분야도 마찬가지다. 대규모의 사료가 디지털로 구축되면서 역사학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료는 더 이상 연구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소재가 되었다. 이 발표에서는 디지털로 전환된 역사자료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그리고
역사학과 문화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팀장. 1998년 HiSTOPiA라는 한국사정보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디지털 역사자료를
구축하였다. 주요 논고로는 <디지털 역사자료와 역사대중화 : 역사소비의 변곡>, <구글맵을 활용한 최부 표해록의 노정복원>,

<디지털 시대 한국사연구의 확장과 과제> 등이 있다. 현재는 디지털 역사자료와 한국사연구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다.

SESSION 2
<황산벌>(2003)부터 <소리꾼>(2020)까지,
‘전통문화의 영화화’ 단상 – 21세기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 전찬일 평론가
조정래 감독의 <소리꾼>(2020)은 우리의 전통 문화 중 정통 소리를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
영화 장르로 구현을 시도했다는 점 등에서 주목할 만했다. 이준익의 <황산벌>(2003)은 코믹
역사물이라는 그릇으로 우리네 지역 특유의 전통 문화를 극화한 기념비적 시도였다. 21세기
한국영화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한국 전통 문화를 영화화해왔는지, <황산벌>에서 <소리꾼>까지
그 대표적 몇몇 사례들을 통해 짚어본다.
1993년 11월 월간 말 에 기고하며 영화 비평에 전격 투신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프로그래머, 아시아필름마켓
부위원장, 영화연구소장으로 몸담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내 인기 팟캐스트 ‘매불쇼’ 고정 출연 등을 통해 비평 활동의 외연을 확장 중에 있다. 글로컬 컬처
플래너 & 커넥터’(Glocal Culture Planner & Connector) 및 ‘퍼블릭 오지라퍼’(Public Oziraper/P.O.)를 표방하며, 비평을 넘어 다채로운 문화
프로젝트들을 기획 추진해오고 있다. 5.18 40주년을 맞아 기획 재출간한 황무지 5월의 고해 김태영 작품 시나리오집 (개벽사, 2020.08.28)이나
데미안 탄생 100 주년을 기려 기획 출간한 내 삶에 스며든 헤세 ( 라운더바우트 ,2019.05 ) 등이 그 사례들이다 . 안중근 영화 프로젝트

<하얼빈>(주경중 감독)에 제작고문으로, 국민배우 안성기 주연의 5·18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이정국)에는 제작자문으로 참여 중이다. 저서로
봉준호 장르가 된 감독 (2020.06), 평론집 영화의 매혹, 잔혹한 비평 (2008) 등이, 역서로 존 레논 1940-1980 (1993) 등이 있다. 2020년 9월
현재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회장, EBS 영화 선정위원, 강원영상위원회 운영위원,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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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전통 소재 기반 드라마 20년, 그 성과와 전망 │ 정형수 작가
2000년대 들어 일어난 한류 열풍과 다양한 채널의 탄생으로 인하여 사극드라마는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진화된다. 그 흐름과 명암을 짚어보고 이후의 사극의 물결을 가늠해본다.
드라마작가. 90년대 드라마에 입문하여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2003년 <다모>를 통해
퓨전드라마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주몽>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완성도에서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야차>,<계백>,<징비록> 등 정통사극과 퓨전사극을 오가며 집필하고 있고, <떨리는 가슴>이나

<드림>과 같은 현대극도 집필했지만 사극에 비해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는 시대극을 준비 중이다.

장르 소설이 역사와 신화를 만났을 때 │ 이문영 주간
우리나라 장르소설은 컴퓨터와 만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터넷이
활성화된 200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와
신화를 배경으로 한 전통 문화 기반 콘텐츠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가이자 파란미디어 편집주간.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창작과 더불어
유사역사학에 대한 탐구와 비판을 가해왔다. 컴퓨터 게임 시나리오, 그림책, 동화, 청소년소설을 비롯해서 시민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역사교양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파란미디어는 <해를 품은 달>, <왕은 사랑한다>, <보보경심> 등의
베스트셀러를 낸 출판사이다. 지은 책으로는 그림책 <색깔을 훔치는 마녀>, 역사동화 <역사 속으로 숑숑>(전10권), 청소년 역사물

<사마천, 아웃사이더가 되다>, 역사소설 <숙세가>, <자명고> 등과 역사교양서 <만들어진 한국사>, <유사역사학 비판> 등의 책을 낸 바 있다.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로서의 웹툰, 그 20년의 혁명 │ 박세현 소장
올해로 한국만화의 나이는 110살을 넘게 먹었다. 수많은 변혁의 시대를 경험했지만, 2000년대
디지털 시대를 맞으면서 한국만화는 출판이라는 오프라인 종이에서 온라인 가상세계라는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름 하여, 웹툰. 그 웹툰 20년의 변화를 살펴본다.
만화문화연구소 ‘엇지’의 소장이며, 만화이론가다. 현재 경기대학교 연기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중문화와
미술사를 강의하고 있다. 만화미학와 만화예술사 등을 강의했지만, 지금은 트랜스미디어 시대의 웹툰 콘텐츠와 콘텐츠
큐레이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원복 (2019), 유럽 에로티시즘 만화를 엿보다 (전자책, 2013), 만화로 교양하라 (2011), 만화가
사랑한 미술 (2008), 미술 속 만화 만화 속 미술 (2004), 비어즐리 또는 세기말의 풍경 (2004), 캐리커처의 역사 (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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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뎐>(2000)부터 <소리꾼>(2020)까지,
‘전통문화의 영화화’ 단상 - 21세기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조정래 감독이 흥행작 <귀향>(2016) 이후 4년여 만에 선보인 <소리꾼> (2020)은,
비록 10만도 되지 않는 82,000여명의 초라한 흥행성적을 거두는 데 그쳤으나,
우리 전통문화 중 정통 소리인 판소리를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 영화 장르로 구현하려
시도했다는 점 등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작이었다.

이준익의 <황산벌>(2003)은 코믹 역사물이라는 그릇으로 우리네 지역 특유의 전통
문화를 극화한 기념비적 시도였다. 아니 그에 앞서, 임권택 감독이 빚어낸 두 편의
문제적 사극이 그런 시도를 선행했었다. <춘향뎐>(2000)과 <취화선>(2002)이었다.

상기 예들에서 알 수 있 듯, 우리네 전통문화를 주요 제재로 극화한 영화 장르는
대체로 <황산벌>을 결정적 기점으로 출발해 <왕의 남자>(2005), <최종병기 활>
(2011),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관상>(2014) 등을 거쳐 <명량>(2014)에서
그 최정점을 찍은, 언급할 만한 것들만 얼추 추려 봐도 80편이 넘는 사극영화들이었다.

21세기 한국영화들 중 과연 어떤 영화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국 전통문화를
영화화해왔는지, <춘향뎐>에서 <소리꾼>까지 그 대표적 몇몇 사례들을 통해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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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말 & 우리글
<춘향뎐>, <황산벌>, <음란서생> (2006), <흥부: 글로 세상을 바꾼 자> (2018),
<말모이>, <나랏말싸미> (2019) 등

2. 우리그림
<취화선>, <미인도> (2008) 등

2-1. 우리지도
<고산자, 대동여지도> (2016) 등

3. 우리춤
<왕의 남자> (2005) 등

4. 우리음악
<해어화> (2016), <소리꾼> 등

4-1. 우리가인(예능인)
<황진이> (2007), <해어화> 등

5. 우리옷 & 우리머리
<상의원> (尙衣院, 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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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과학
<신기전> (2008), <천문: 하늘에 묻는다> (2019) 등

7. (우리의 아주 특별한) 독립운동
<암살> (2015), <동주> (2016), <밀정> (2016), <항거: 유관순 이야기> (2019),
<봉오동 전투> (2016) 등

8. (우리네 과거의) 가짜뉴스
<광대들: 풍문조작단> (2019) 등

9. 우리탐정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2011),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2015),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2018) - ‘조선명탐정 시리즈’ 등

10. 우리마술
<조선마술사> (2015) 등

11. (우리의 천재적) 사기꾼
<봉이 김선달> (2015) 등

cf. ‘굿’의 경우 : 미신? 우리의 ‘토속 신앙’
<귀향> (20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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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재 기반 드라마 20년, 그 성과와 전망
<역대 사극 Top 20 시청률로 보는 사극의 흐름과 변화>
*참고: 시청률은 대중의 선택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다.

순번

제목 / 최고시청률

방송기간(횟수)

내용

1

허준(MBC) / 63.7%

1999.11~2000.6 (64회)

어의 허준의 일생

2

태조 왕건(KBS) / 60.2%

2000.04~2002.2 (200회)

왕건의 고려건국기

3

대장금(MBC) / 57.8%

2003.09~2004.3 (54회)

어의 대장금의 일생

4

주몽(MBC) / 51.9%

2006.05~2007.03 (81회)

주몽의 고구려 건국기

5

여인천하(SBS) / 49.9%

2001.02~2002.07 (150회)

6

용의 눈물(KBS) / 49.6%

1996.11~1998.05 (159회)

태종 이방원의 일대기

7

선덕여왕(MBC) / 44.9%

2009.05~2009.12 (62회)

신라 최초의 여왕을 다룬 퓨전사극

8

왕과 비(MBC) / 44.3%

1998.06~2000.03 (186회)

9

장희빈(SBS) / 42.9%

1995.02~1995.09 (63회)

10

해를 품은 달(MBC) / 42.2%

2012.01~2012.03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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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제목 / 최고시청률

방송기간(횟수)

내용

11

전설의 고향(KBS) / 39.7%

1999.11~2000.6 (64회)

전설과 설화 괴담을 원형으로 한 드라마

12

일출봉(MBC) / 39.2%

2000.04~2002.2 (200회)

조선후기 민초들의 삶을 잘 담아낸 드라마

13

대조영(KBS) / 36.8%

2003.09~2004.3 (54회)

대조영의 발해 건국기

14

추노(KBS) / 35.9%

2006.05~2007.03 (81회)

15

태왕사신기(MBC) / 35.7%

2001.02~2002.07 (150회)

16

이산(MBC) / 35.5%

1996.11~1998.05 (159회)

17

제국의 아침(KBS) / 35.5%

2009.05~2009.12 (62회)

고료의 기틀을 잡은 광종의 이야기

18

임꺽정(SBS) / 34.4%

1998.06~2000.03 (186회)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을 드라마화

19

해신(KBS) / 33.8%

1995.02~1995.09 (63회)

통일신라 장보고의 삶을 다룬 퓨전사극

20

상도(MBC) / 33.1%

2012.01~2012.03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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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사극에서 퓨전사극으로 전환
표에서 보듯 2000년대 들어
- 정통사극: 7개
<허준>, <태조왕건>, <여인천하>, <왕과비>, <대조영>, <제국의 아침>, <상도>

- 퓨전사극: 8개
<대장금>, <주몽>, <선덕여왕>, <해를 품은 달>, <추노>, <태왕사신기>, <이산>, <해신>

또한 뒤로 갈수록 사극이 정통에서 퓨전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위에 들지 않았지만 화제를 모았던 사극들 <다모>, <동이>, <일지매>, <황진이>,
<서동요>, <성균관 스캔들>, <공주의 남자>, <무사 백동수>, <뿌리 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 <바람의 화원>, <구르미 그린 달빛>, <백일의 낭군님>,
<신입사관 구해령>과 같은 작품들 또한 퓨전사극이며, 최근 준비중인
tvN <철인왕후>, SBS<조선구마사> 또한 모두 퓨전사극이다.

물론 <정도전>, <징비록>, <장영실> 등의 전통사극이 존재감을 보여주긴 했으나,
<장영실> 이후 KBS 대하사극의 폐지로 정통사극의 앞날은 더욱 어둡다.

2. 퓨전사극 또한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의 활용
퓨전사극은 새로운 인물과 환경을 완전히 창조했다기보다,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
이나 주변인물, 그리고 주변 환경을 모티브로 재창조했다.

<다모> 숙종시절을 배경으로 포도청 다모의 활동을 모티브
<동이> 역시 숙종의 빈,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를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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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금>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에 ‘중종의 총애를 받은 천민 출신의 의녀’로 서씨
장금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녀는 의술과 요리에 뛰어나 대(大)자를 붙여
‘대장금’으로 불렸다는 것이 창작의 모티브.
<서동요>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
<공주의 남자> 수양대군과 김종서의 대립구도 모티브로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
1873년 서유영이 쓴 <금계필담>에 기록된 ‘세희와 김종서의 손자의 사랑이야기>
모티브
<뿌리 깊은 나무> 세종의 한글창제와 반대세력
<바람의 화원> 조선의 천재화가 신윤복이 여자였다면
<무사 백동수> ’정조의 명에 따라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 박제가 등과 동양3국의
무예를 총망라한 실전무예서 <무예도보통지> (1790년, 정조14년)를 만든 장용영
장교’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3. 왜 퓨전사극인가?
① 사극이라 하더라도 오늘날의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있는 현재성과 빠르게 진화
하는 표현 문법(감각적 스토리와 영상)의 현대성을 함께 잡아야 한다.

② 8,90년대가 <조선왕조 500년>으로 대변되는 궁중과 권력 중심의 [기록적
역사물]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비주류의 역사를 다루면서 허구성이
강하지만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성찰하는 시대로 환경이 바뀌었다.

③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역사의 대중적이고 오락적으로 접근하는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국민의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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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퓨전사극 일변도의 우려
국민의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드라마나 영화의 소설 등이 딱딱한 학문으로서의
역사보다 대중에게 더 쉽게, 더 오래 미칠 수 있다.
이는 특히 역사적 인식을 갖춰나가는 청소년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다.

예) 역사학자들의 사극 초기단계부터 시대상과 사회상에 대한 자문
드라마 종영 후 역사학자가 참여한 가운데 극의 내용과 실제 역사와의 차이점
설명 등

5. 플랫폼의 변화가 만든 지각변동!
<킹덤>과 <아스달연대기>로 본 향후 사극 드라마의 흐름
<킹덤> 시즌 1. 제작비 회당 20억
<킹덤> 시즌 2. 제작비 회당 30억
<아스달 연대기> 제작비 회당 30억 X 18회 =540억
<왕좌의 게임> 회당 약 70억~113억. 마지막 시즌은 회당 170억
현재 한국드라마 평균 회당 제작비 추정 약 5.5억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OTT(Over The Top - 기존 통신과 방송사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드라마콘텐츠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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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가 제작한 <킹덤>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무국적 드라마다.
한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만을 타깃으로 두지 않는다.
- 막대한 제작비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이 투입된 우리나라 자체제작 콘텐츠는
그 스케일과 완성도에서 밀린다.
- 이 때문에 많은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와 새롭게 OTT 사업에 뛰어든 애플, 아마존,
디즈니 등 거대자본의 입맛에 맞는 기획들을 하고 있다.
- 향후 한국의 사극드라마가 이러한 거대자본의 톱니바퀴 안에서만 돌아간다면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 이해하며 봐야하는 사극드라마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 <킹덤>과 <아스달 연대기>다.
<킹덤>은 성공했고 <아스달 연대기>는 실패했다. 각기 이유는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감대가 아닐까...

항간에는 넷플릭스가 드라마에 요구하는 세 가지 충족요건이 있다고 한다.
그건 <왕좌의 게임>에서 얻은 기준이다. ‘권력 투쟁’, ‘폭력’, ‘섹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리의 콘텐츠는 그야말로 옷만 사극의 옷을 입었을 뿐
완전한 폭력화, 퇴폐화, 오락화, 판타지화, 상업화, 포르노화 되어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은 완전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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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책 - 개인소견>
- 지구를 정복하겠다는 과한 욕심을 버리자.
우리의 전통콘텐츠는 이미 세계적이며 미국과 유럽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랑
받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을 보라)
- 먼저 우리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작품을 만들자.
우리 국민에게 사랑 받으면 다른 문화권에서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국민에게 버림 받으면 다른 문화권에서 사랑받을 가능성은 제로다.
- 퇴폐적이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만의 전통 소재가 세계인도 좋아할만한
미덕의 기획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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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사료를 수집하고 공유 체계를 만드는 곳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체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료(史料)를
조사·수집·편집하는 곳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국사관(國史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1949년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국가를 운영하는 지혜를 얻고자 일찍부터
이전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편찬의 전통은 오래
되었으며,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책의 간행과
실록의 편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 편찬의 전통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일기』와 같은 세계적인 역사 기록이 만들어지며 활짝 꽃을 피웠습
니다. 이처럼 역사 편찬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여 후손에게 남겨야
한다는 사관(史官)들의 사명감은 그 뒤로도 면면히 계승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같은 선조들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한국사 사료 수집·연구·편찬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55년 『조선왕조실록』 간행을 시작으로 수많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편찬하였습니다. 또한 나라 안팎으로 흩어져있는 한국 독립운동
자료와 일본제국주의의 전쟁범죄 관련 자료 등 한국사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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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 끈기 있게 조사·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한국사 관련 자료집은 총 100여 종 1,700여 책에
이르며, 전자도서관을 통해 웹북 형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수집한
한국사 관련 자료는 수 천 만장에 이르며, 이 자료들은 전자 사료관을 통해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역사정보화를 선도하며 수많은 역사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역사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중 하나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199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시대별 기초 자료와 주제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누구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조선왕조실록』의 한문 원문과 한글 번역문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전 국민의 관심
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현재 총 101종 약 850만 건의
한국사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계속 자료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국내의 역사 관련 기관에서 만든 다양한 한국사 관련 정보를
한 자리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는 ‘한국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손쉽고 흥미롭게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사 콘텐츠도 만들어 ‘우리
역사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 인식의 공유와 한국사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한 국사편찬위원회의 노력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역사 지식을 쌓도록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남북한 역사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학술교류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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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의 역사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보화에 더욱 힘을 쏟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정보화 자료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한국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사의 기초 자료와 주요 자료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현재 총 101종 약 850만 건의 역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역사 자료는 원래 소수만 볼 수 있는 제한된 자료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제한된
목적에서 한정된 몇몇 사람만 잠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 시기 경찰과 법원에서
만들어진 조사 문서와 판결문도 당시 한국인들은 접근할 수 없던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데이터베이
스는 역사 자료에 근접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에게 모든 자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다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역사 자료의 원문, 번역문, 원문 이미지, 해제 등 각종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자료를 이용자가 쉽게 찾고 본문까지 열람할 수 있도
록 이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의 원래 질서와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
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이는 한국사 자료를 전문적으
로 다루는 연구자부터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님과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사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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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 사이트 메인화면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와 같은 기초 자료도 있으며,
조선시대 법령자료와 삼일은동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주제별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4,858명에 대한 ‘일제 감시 대상 인물카드’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유관순, 윤봉길,
이봉창 등 독립운동가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카드에는 사진, 출생일, 출생지,
주소지, 키, 직업 등의 기본 신상 정보와 각종 활동 기록, 검거 기록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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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명의 임금
들의 실록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5년 실록의 원문과
한글 번역문, 원문 이미지를 연계한 실록 웹 사이트를 공개하였습니다.

▲ 조선왕조실록 웹 사이트 메인화면

실록은 방대한 양과 더불어 정치·외교·군사·제도·법률·경제·산업·교통·사회·풍속·천문·
지리·과학·의약·문학·음악·미술·학문·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둔 세계
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입니다. 이와 같은 실록의 가치는
국보 제151호(1973년) 지정으로 인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
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주도로 만들어진 『고종·순종실록』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96

기관소개

③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기관인 승정원이 일기 형식
으로 매일 기록한 자료입니다. 승정원은 1623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역대 국왕의 하루 일과와 지시, 명령, 각 부처의 보고, 각종 국정 회의, 상소 등 국정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매일 기록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역사적 가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 승정원일기 웹 사이트 메인화면

『승정원일기』는 288년간 매일 기록되어 총 3,245책, 2억 2천600만자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이는 연대기로는 세계 최대 분량입니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당시의 정치·경제
·국방·사회·문화 등에 대한 생생한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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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를 공부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만들어 ‘우리역사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역사넷에는 교과서 교육 내용의 변천과 시대별 역사인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 근현대 각종 국사 교과서를 텍스트와 웹북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든 『신편 한국사』와 『한국 문화사』를 제공하여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역사넷에는
연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역사 콘텐츠가 있으며, 매년 콘텐츠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 우리역사넷 웹 사이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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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국사편찬위원회를 포함한 역사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만든 역사자료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검색 시스템입니다.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웹 사이트 메인화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는 다양한 역사 관련 기관의 한국사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19개 기관 24개 웹 사이트가 연계되어
있으며, 약 1천만 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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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자사료관(http://archive.history.go.kr/)
전자사료관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국내외에서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한국사 자료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자사료관의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국내외의
다양한 문서관(아카이브), 기관(조직), 개인 소장가들로부터 수집한 것들입니다.

▲ 전자사료관 웹 사이트 메인화면

전자사료관에서는 수집한 사료를 출처를 기준으로 계층별로 정리·제공함으로써 사료의
계통과 맥락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의 종류도 고서,
고문서, 근현대문서, 단행본, 연속간행물, 지도도면자료, 구술자료, 녹음영상자료, 사진
시각자료, 박물자료 등 다양합니다.

‘국내자료는 서울, 경기·인천,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
경북, 강원, 제주 등 전국에서 수집한 자료와 소장 자료를 정리해 지역별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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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료’는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독일, 러시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우주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 카자흐스탄, 캐나다, 프랑스에 있는 한국사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국가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제자료’는 특정 국가나 지역이 아닌 주제별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구술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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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도서관의 정신을 이어 새로운 문화 창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시대 국가 기록물과 전통 지식을 보존하고,
한국학 연구의 중심기관을 지향합니다. 한국학 연구의 기초자료인 규장각 도서를
보존·연구·출판하여 학계에 제공하고,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을 조직·
지원하며, 전시실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대중에게 전통 기록 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장각을 직접 방문하시면, 전시실에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와 같은 세계기록유산을
포함한 규장각 도서에 관한 상설 및 특별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규장각에 소장된 책판을 주제로 “책판冊板, 조선의 문화를 새기다”라는 전시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열람실에서 한국학 도서와 함께 규장각 자료를 직접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 자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자료의
보존 상태 및 중요도에 따라 일부 자료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규장각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규장각 도서 전체 목록과 디지털화된 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장각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디지털화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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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은 관악구청과 협력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에 관한
시민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9월부터는 “편지로 읽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라는 주제로 새로운 강좌를 시작하였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1776년 정조(正祖)가 즉위하면서 설립한 왕실도서관이자
정책 연구기관인 규장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본래 규장각은 1694년
(숙종 20)에 역대 국왕의 문장이나 친필, 왕실 족보의 보관처로서 처음 세워졌습니다.
정조대 규장각은 국왕의 문장과 글씨 등을 관리하는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서적의
출판과 보급, 홍문관·승정원의 업무 대행, 사관(史官) 및 과거시험 주관 등의 임무도
수행하는 학술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시설과 직제도 갖추어
나갔습니다. 1781년(정조 5)부터는 우수한 문신(文臣)을 선발하여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도(抄啓文臣制度)를 주관함으로써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조 사후 규장각의 기능은 왕실도서관으로서 서적을 편찬하는 정도에 그쳤고 문신
재교육 제도나 국왕을 보좌하는 역할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고종이 개혁
정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위축되었던 규장각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서양 관련 서적을
규장각에 비치하여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종이
강제 퇴위된 이후 규장각은 일제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일제는 궁궐 내 각 기관과
지방 사고의 소장 도서를 규장각 도서로 일괄 편입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국권 침탈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하다가 1928~1930년에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자료를 서울대학교가 접수하면서 규장각
도서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1975년에는 규장각 도서 관리를 전담
하는 ‘규장각 도서관리실’이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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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규장각 도서관리실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분리·독립되어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또 한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학 연구 기능의 확대·강화를 목적으로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가 통합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로써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정조대 규장각이 구현하고자 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이어 받아 옛 문헌과 연구자가 결합된 학술기관의 면모를 명실상부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현재 세계기록유산 4종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보급 학술 문화재
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 규장각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이들 자료에 기반한 연구를 더욱 충실히 하는 한편, 본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 다양한 학술행사와 간행사업, 대중과 소통하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서 21세기의 새로운 규장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요 콘텐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고도서 17만 9천여 책, 고문서 5만여 점, 책판 1만 7천여 점 등
총 25만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는 대부분
국보급 가치를 지닌 자료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9종 7,092책이 국보로 지정
되어 있으며, 26종 2,328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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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
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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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장각 (http://e-kyujanggak.snu.ac.kr/)

▲ 규장각 웹 사이트 메인화면

규장각 홈페이지에서는 규장각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장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장각을 방문하시거나 규장각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장 먼저 규장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규장각 이용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규장각 자료 전체의 목록과 디지털화된 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학자료센터 의궤 종합정보 (http://kyujanggak.snu.ac.kr/center)
규의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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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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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궤종합정보 웹 사이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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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궤에 있는 그림
자료와 반차도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궤는 왕실과 국가의 주요한 행사를 마친 다음에 제작하는 보고서 형식의 책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혼례·장례·제사·잔치·세자와 왕후의 책봉, 존호 올리기, 궁궐 건축,
선원보략과 실록 편찬, 국왕 행차, 친농(親農)과 친잠(親蠶), 중국 사신 영접, 태실 봉안
등의 의례나 행사·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곧바로 이에 관한 보고서인 의궤를 편찬하였
습니다. 의궤를 편찬한 다음에는 이를 여러 건으로 제작하여 한 건은 국왕에게 올리고
나머지는 관련 기관과 사고에 보관하였습니다.

107

기관소개

의궤는 국왕에게 아뢴 말과 국왕의 명령, 공문서, 담당자 및 장인의 명단, 제작된 물품,
비용, 급료 지급 등을 기록한 것으로 행사 내용을 꼼꼼히 재현할 수 있도록 매우 자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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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가마 등을 사실적으로 그린
채색화로서,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③ 한국학자료센터 지리종합정보 (http://kyujanggak.snu.ac.kr/geo)

▲ 지리지 종합정보 웹 사이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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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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역사지리 또는 인문지리 장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리지, 도를 대상으로 한 도지, 고을을 대상
으로 한 읍지, 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지 등을 편찬하였습니다. 이들 지리지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읍지이며, 전국지리지나 도지는 기본적으로 읍별 기록들을 한데
모은 읍지 모음이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조선시대 읍지는 현재 1000여종이 현존하고
있으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770여종의 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자료센터 지리지종합정보에서는 규장각 소장 지리지를 현대지명과 조선시대
지명별 및 시기별 분류에 따라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지 속의 지도 모음”, “지리지이야기”, “1871년 편찬 8도 도지”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조선시대 지리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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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http://kyujanggak.snu.ac.kr/dohae)

▲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 웹 사이트 메인화면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은 조선시대 왕실문화의 요체와 정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다양한 도해 자료들을 조선시대의 국가 전례서(典禮書)와 의궤(儀軌), 등록(謄錄),
전문서, 각종 회화(繪

) 및 기록화 등으로부터 폭넓게 추출하여 심도 있게 해설한 것

입니다. 총 1,695 항목의 표제어를 주제별 12분류와 오례별 분류 체계를 통해 서비스함
으로써, 조선시대 왕실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돕고 이용자들의 열람과 검색상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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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억으로 내일을 만듭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소개
① 재단 소개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년 출범 이래,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
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미래세대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역사 화해의 징검다리를 놓도록 다각적 연구와 활동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② 주요 활동
01. 동북아 역사 현안 연구와 조사
- 한반도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후 고조선을 거쳐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한국
상·고대사와 우리 문화의 기원을 찾아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까지 관련 역사를
연구합니다.
-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 한·중·일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한국사를 인식시키기
위해 주변국과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고찰합니다.
02. 독도·동해 현안 분석과 대응
-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오도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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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난 2천여 년간 사용해 온 동해라는 명칭이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홍보 활동을 합니다.
03. 정책 대안 모색
-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 동향에 다각적
접근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 한국과 주변국의 이해관계 변화로 생기는 동아시아 질서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개발합니다.
04. 역사 인식 공유를 위한 교육과 홍보
-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동아시아 관련 서적과 학술지를 발간
하고 국내외 NGO를 지원합니다.
- 한·중·일의 미래 세대가 상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 부교재
개발, 역사 체험 교육, 논문 공모전 등을 실시합니다.

③ 독도 체험관 운영
2012년 개관한 독도체험관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신개념 독도박물관입니다.
독도체험관 전시물은 지난 70여년 간 자연·인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조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실물, 디지로그,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기법으로
연출하여 관람객들이 재미있게 독도를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도체험관을 통해 외국인은 물론 누구라도 우리 땅 독도를 보다 가깝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용안내
ㆍ 이용시간: 매주 화~일요일 10:00~17:00 (월요일 휴관)
ㆍ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지하1층
ㆍ 관람료: 무료
ㆍ 웹 사이트: http://www.dokdomuseum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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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체험관

동북아역사재단 주요콘텐츠
① 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 동북아역사넷 웹 사이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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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넷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지속적·
종합적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검색
사이트입니다. 동북아역사넷은 한국사의 테두리를 넘어 동아시아의 틀 속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료 라이브러리
역사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원문 역사자료를 자료의 형태와 시대에 따라 형태별 분류
(도서, 문서, 유물, 유적, 연구자료, 법령자료, 고지도)와 시대별 분류(고대, 조선, 근현대,
통사)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가. 도서

나. 문서

다. 유적유물

감계사등록

근대한국외교문서

고구려문화유산자료

고조선단군부여자료집

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고구려벽화

근세 한일관계사 사료집

한일회담 관련 미국무부문서

도록·보고서

동문휘고

한일회단 관련 일본문서

상고사 관련 문화유산자료

발해사자료집

한일회담외교문서

암각화

백두산정계비자료집

중국소재 고구려금석문

사고전서 속의 한국 고대사

크라스키노발해성

사료로 보는 독도
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일본서기
조선시대북방사료집
조청국경회담자료집
중국정사외국전
청계중일한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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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자료

마. 법령

바. 고지도

동북아역사논총

영토해양구제사법판결선집

독도동해고지도

역사현안 연구성과 아카이브
연구논저목록
영문저널(JNAH)
영토해양연구
재단 간행도서
JTMS

○ 역사이슈
동북아시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역사문제를 알기 쉬운 콘텐츠 형태로 제공합니다.
고구려·발해, 독도, 한일·한중 관계, 일본군 ‘위안부’, 동아시아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별로 모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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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구려·발해
ㆍ 고구려·발해문화유산지도
- 고구려·발해 문화유산지도는 졸본성에서 연해주의 크라스키노까지 고구려와 발해
의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알기 쉽게 지도에 표기한 자료이다. 고구려와
발해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삼지는 못했지만, 지역별로 주요 유적을 선별
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유적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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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고구려벽화
- 고구려벽화는 고구려와 관련된 벽화를 말하는데, 고분벽화와 외국 소재의 벽화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 벽화의 속성 상 망실되어 가기 때문에 디지털로 복원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D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 강서대묘 벽화고분 3D 체험

ㆍ 고구려성
- 700여년 간 지속된 고구려의 성곽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현재 남아 있는 성곽은 유구한 세월을 견뎌낸 고구려인의 뛰어난 축성기술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세워진 고구려성은 고구려의 지방통치와
영역지배의 양식을 알려주는 또 다른 역사기록이다. 이 자료는 중국과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고구려 성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자세한 설명을 첨부한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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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고구려평양성
- 평양성은 552년부터 594년까지 42년간에 걸쳐 수축되었으며, 586년(평원왕 28년)
에 도성을 이곳으로 천도한 뒤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까지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 역할
을 했던 곳이다. 성내에 왕궁과 산성, 일반주민 거주 공간 등 도시시설을 포함한 최초의
수도였으며, 이러한 도성의 모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중국이나 일본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성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고구려부터 조선 시대까지
수도 그리고 핵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한 평양성을 3D로 복원하여 체험하는 콘텐츠이다.

▲ 고구려 평양성 복원 평면도

나. 일본군 ‘위안부’
ㆍ 위안부의 진실
- 태평양전쟁 동안 일본군이 만든 ‘위안부’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지역의 많은 여성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유린한 제도이다. 2007년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안 제121호를 통해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례 중 하나로 규정된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하여 A부터 Z까지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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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일본군 ‘위안부’ 자료 목록
- <일본군 ‘위안부’ 자료 목록>은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가 재단 설립 초기부터 수집
해온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비롯해 2018년 말 기준으로 학계에 보고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목록화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본 자료편 △연합군 자료편 △중국 지역·타이 지역 자료
편 등 주요 문서군별로 체계화하여 정리한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한다.

▲ 일본군 ‘위안부’ 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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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
-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는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2004년 발간한 자료를 텍스트기반 e-book으로 제작한 자료이다.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은 꾸준하게 간행되었다. 이 자료집 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
녹취를 풀어 제작하였으며, 특히 인터뷰에 참가한 인터뷰어의 참관기를 추가하여 녹취
당시의 상황과 증언의 의미를 생생히 전하고 있다.

ㆍ 일본군 위안소지도

▲ 일본군 위안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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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소지도는 증언과 문헌자료를 근거로 일본군이 설치하였던 위안소가 있던
지점을 표시한 지도이다. 첫번째 자료군은 증언자료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과
구 일본군 병사, 군관계자, 현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고, 두번째 자료군은 간행
물류로서 공문서, 군 관계자료, 군부대 기록물, 전쟁기록, 서적과 재판자료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위안소는 일본군 부대가 전선에서 독자적으로 여성을
납치·감금·강간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제도 운영과 전시 성폭력 여성의 피해사례를 모두 포함하고 잇다. 이 지도는 일본 여성
들의 전쟁과 평화박물관 (WAM: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에서
제공한 자료를 재단에서 디지털화한 것이다.

다. 독도
ㆍ 3D 독도기행
- 독도기행은 독도의 지형현황과 지명설명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3D 콘텐츠이다.
독도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독도의 형태와 지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독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3D로 개발하였다.

ㆍ 독도전시회
- 독도전시회는 2012년 재단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독도전시회의 전시콘텐츠를
웹서비스하는 자료이다. 콘텐츠로는 독도소개, 아름다운 우리땅 독도, 우리와 함께한
우리땅 독도Ⅰ(독도의 역사), 우리와 함께한 우리땅 독도Ⅱ(독도수호자료, 일본 영유권
주장 내용 등), 영원한 우리 땅 독도 등이다. 사이버 전시에는 전시 콘텐츠를 소개,
역사, 환경, 활동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ㆍ 사이버독도역사관
- 사이버독도역사관은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황을 소개하는 온라인 자료로서 독도
현황, 독도침탈사, 역사속의 독도, 독도위인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의 일반 형황
부터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독도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는 과정, 마지막
으로 독도와 관계된 인물을 소개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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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중관계
ㆍ 한중역사현안바로알기
- 한중역사현안바로알기는 중국의 동북공정(2002~2007)에 포함된 고구려·발해 등
우리 고대사를 비롯하여, 백두산, 장성문제 등 한·중간의 불거지는 역사현안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한 자료이다. 동북공정에서 이야기되는 중국의 논리가 무엇이고, 이
논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소개하고 있다.

마. 한일관계
ㆍ 일본에 전해준 우리문화
- 일본에 전해준 우리문화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년 간
이루어진 양국의 문화교류를 살펴보면서 일방적인 전파가 아닌 교류 즉 전파와 수용
이라는 두 측면에서 양국의 관계를 이해하고, 양국의 미래를 가늠해보기 위해 제작
된 콘텐츠이다.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의 5대시기로 구분
하여 양국 문화교류 중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문화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바. 동아시아
ㆍ 동아시아 역사읽기
- 동아시아 역사읽기는 동아시아에서 주요 현안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알기 쉽게
원고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서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역사자료를 연계하여
원문과 원본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일괄하여 소개한다.

ㆍ 동아시아 역사인물
- 동아시아역사인물은 동북아역사재단뉴스에 연재된 자료로서 동아시아사를 무대로
다방면에 걸쳐 활동하였던 정치가, 학자, 문인, 무인, 과학자, 사상가, 종교인, 예술인
등을 선정하여 업적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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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멀티미디어 자료
- 멀티미디어 자료는 역사현안에 대하여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모아서 제공한다.
동북아 역사현안을 고구려·발해, 역사교과서문제, 독도, 동해표기, 야스쿠니신사문제,
일본군 ‘위안부’, 백두산 등으로 분류하고 각 주제에 맞게 제작된 동영상을 서비스
하고 있다.

ㆍ 카툰&애니
- 역사현안의 주제별로 제작된 카툰과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현재 독도, 일본군
‘위안부’, 한·일 역사, 한·중 역사 등에 대한 카툰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애니메이
션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 독도의 탄생과 환경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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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이슈
역사문제에 대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온라인 역사 강좌, 동아시아사 교육, 독도 교육,
‘위안부’ 교육 그리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제공합니다.

▲ 역사문제 교육 콘텐츠

가. 독도교육
ㆍ 독도교육자료
- 초등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의 독도교육을 위한 독도부교재의 온라인 버전이다.
독도바로알기(초등용), 영원한 우리땅 독도(중등용), 독도바로알기(고등용) 자료로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과 역사 속에서 독도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제풀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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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3~4학년용 독도 바로알기

나. 한일역사교육
ㆍ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 [‘위안부’ 바로알기]는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일본군 ‘위안부’ 교육용 교재이다.
본 교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안부’ 강제동원 여부, 위안소의 참상,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잇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위안부 바로
알기’]는 2015년 개발된 학습 활동지를 온라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와 e-book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ㆍ 일본에서 전해 준 우리 문화
-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일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문화를
소개하는 교육 콘텐츠이다. 각각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맞추어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현장에서 활용하기 유용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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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로 한일 간의 문화교류를 설명하였으며, 한·일 간의 관계가 대립과 상쟁의
역사를 넘어서, 미래지향적 화해와 공존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다. 한중역사교육
ㆍ 한중역사현안 바로알기
- 동북공정에서 보이는 고구려·발해 등 우리 고대사를 비롯하여 백두산, 장성문제 등
한·중간의 역사현안에 대한 교육자료이다. 동북공정이 무엇인지부터 한·중간의
또 다른 갈등 그리고 이러한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
하기 위한 교육콘텐츠로 구축하였다.

라. 동아시아사교육
ㆍ 동아시아사 수업자료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 ‘인구이동과 문화의 교류’,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국민국가의 수립’, ‘오늘날의 아시아’의 교과서 목차에 맞게 수업차시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공하며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ㆍ 동아시아의 역사
- 동아시아의 역사는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동아시아
사 총서이다. 교과과정에 맞게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교육에 필요한
참고자료와 해설을 첨부하여 개발된 자료이다.

ㆍ 온라인 역사강좌
- 역사 강좌는 한·중 및 한·일간의 역사현안을 7개의 대주제로 나누어 개발된 교육 자료
이다. 야스쿠니 신사, 일본군 ‘위안부’, 일본교과서문제, 동북공정, 백두산, 독도, 동해
표기 등 7대 주제에 대하여 이슈부터 해결책까지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구성한 교육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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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업지도안
ㆍ 3·1운동 100주년 기념 수업자료
-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학생 및 교사용
수업자료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역사교과 및 통합교과 수업이 가능하도록
수업지도안과 활동지, 수업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ㆍ 역사현안 수업지도안
- 한·중, 한·일간의 역사현안에 대한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요 주제
로는 독도, 일본군 ‘위안부’, 한중역사현안 등이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제별
수업진행이 가능하도록 수업지도안과 학습지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ㆍ 동아시아사 수업교안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맞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수업지도안이다.
총 6장의 구성 내용에 맞게 각각 단원별 수업지도안과 참고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 외국어사이트
동해 속의 독도, 전쟁과 여성인권 일본군 ‘위안부’, 고구려·발해 우리 고대사 등 주요
역사현안에 대한 원문자료와 웹 콘텐츠를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번영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 영문페이지 : http://contents.nahf.or.kr/english
ㆍ 일문페이지 : http://contents.nahf.or.kr/japanese
ㆍ 중문페이지: http://contents.nahf.or.kr/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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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페이지 화면과 독도고지도 영문콘텐츠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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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
밀레니엄 시대 20년, 전통문화 콘텐츠를 말하다

기관소개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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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슴에 우리 고전을
한국고전번역원 소개
한국고전번역원은 한문고전 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하여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에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이다.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는 1965년 학술·문화·예술계의 원로 50여 명이 주도로 설립
되어 “학문과 예술로 민족 얼을 부흥시켜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게 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크게 민족문화를 앙양시킨다”는 취지 아래 고전의 현대화를 통한 민족정통성 확립을
표방하였으며, 고전의 번역과 편찬, 번역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1966년 《연려실기술》 번역을 시작으로 2018년 말까지 《동문선》, 《다산시문집》, 《율곡집》,
《퇴계집》,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 《일성록》등 문학·역사·철학 전반에 걸친 번역서,
원전 교감표점서, 고전번역연감, 학술이론서, 해제·색인,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대중기획서 등 총 1,627종 2,656책을 간행하였다. 그중 우리나라 역대
문집 1,259종을 집대성하여 영인한 《한국문집총간》 500책은 선인들의 문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학계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또 지원사업인 권역별 거점
연구소 사업을 통해 전국 주요 대학의 거점연구소와 함께 협동으로 문집 118종 416책,
해외 고전발간 지원사업으로 화담집 교주서 등 3종 3책을 발간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학술지 《민족문화》와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학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본원 간행물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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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번역자 양성을 위한 국악연수원을 개원한 이래, 2019년 2월까지 1,820명의
고전번역자를 양성하여, 졸업생들이 번역사업 및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주요 대학의 고전번역 협동과정 석박사 지원을 통하여 191명을 배출하였으며, 서울
교육원과 더불어 전주분원(1999), 밀양분원(2012), 대전분원(2020)을 통해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된 이후 고전문헌 정리와 번역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번역사업 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고전 번역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중과의 소통 강화와 학계 및 한국학 관련 기관
과의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고전의 현대화를 선도하는 한국학 중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고전종합DB 소개

▲ 한국고전종합DB 웹 사이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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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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번역서와 역사문헌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이 있으며, 유관기관의 양질의
번역서도 DB구축하여 국내 고전번역서DB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고전원문 콘텐츠로는 신라시대부터 1910년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주요 인물들의
문집을 영인·표점한 한국문집총간과 번역대상서목이면서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되지
않은 고전원문이 있다.

그밖에 한문 고전의 교육용 자료로 제작한 경서성독 음성자료와 고전문헌 해제자료,
고전번역서서지정보검색, 고전번역서각주정보검색, 이체자정보검색, 고전용어시소러스,
한국문집총간저자행력정보, 전자책라이브러리 등 특화된 콘텐츠는 한국고전종합DB
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2017년
한국고전종합DB 고도화사업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스마트시대에 발 맞추
어 모바일 기반에서 한국고전종합DB의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다.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고전종합DB’는 9억여 자의 텍스트와 81만여 면의 이미지,
500만 건의 메타데이터 등 방대한 규모의 한문고전문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 수가 170만 명(2019년 기준), 해외 이용자수가 10만 명으로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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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B구축현황
구분

구축대상

고전번역서

1,103책

243종

957책

29종

413책

29종

413책

(신역)조선왕조실록

1종

10책

-

-

승정원일기

4종

567책

4종

461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간행분 포함

일성록

4종

229책

4종

219책

《일성록범례》 포함

1,259종

500책

1,228종

482책

168종

8책

168종

7책

70종

185책

69종

139책

한국문집총간
원문

고전원문
교감표점서
고전번역서

해제

233건

233건

1건

1건

1,259건

1,259건

고전원문
한국문집총간

4종

경서성독

전문
검색
서비스

비고

270종

조선왕조실록
번역문

DB구축 실적

고전번역서서지정보

6,558건

고전번역서각주정보

776,891건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62,839건

한국문집총간 저자행력정보

36,272건

고전용어시소러스

14,945건

한자이체자정보

14,025건
2,302건

시의 온도 모바일 앱 서비스
고전앱
전자책

고구마 모바일 앱 서비스

358건

전자책 라이브러리

273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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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분 포함

번역 혼재조판,
권말 영인원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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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번역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계원필경집》, 《동국이상국집》, 《삼봉집》 등 우리나라 주요
문집류, 《연려실기술》, 《동사강목》 등의 역사서류, 《가례도감의궤》, 《종묘의궤》 등의
의궤류뿐 아니라, 유관 기관에서 제공한 다양한 장르의 번역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까지 간행된 253종 1,027책(색인 제외) 중 224종 918 책을 DB로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 고전번역서

▶ 조선왕조실록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에 걸친 조선왕조실록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 조선왕조
실록의 원문텍스트와 일부 원문이미지를 국사편찬위원회와 URL 방식으로 연계함으로써
자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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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 제반 행정사무, 의례적 사항을 기록한
일기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1996년 승정원일기 고종대부터 번역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4종(고종, 인조, 영조, 순종) 567책을 간행하였으며,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순종대 번역을 완료하였다. 현재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자료는 고종대 ,인조대,
순종대 전체와 영조대 즉위년부터 8년 5월 5일까지이다. 이용자에게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문텍스트는 국사편찬위원회, 원문이미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의 승정원일기 DB에 날짜단위(국사편찬위원회는 기사단위)로 연계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 일성록
일성록은 1752년(영조28)부터 1910년(융희4)까지 국왕의 동정과 주요 국정사항을 기록
한 일기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1998년 정조대부터 번역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일성록범례》를 포함하여 저조대(즉위년~24년 7월), 영조대(36년~52년), 순조대(즉위년
~ 8년 3월 20일) 4종 229책을 간행하였으며, 이 중 《일성록범례》와 정조대, 영조대,
순조대 4종 219책을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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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간
하였고, 2012년에 속편 150집을 모두 완간하였다. 현재 속편 132집까지 1,228종 482책의
원문텍스트와 이미지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 중이며, 문집마다 해당 문집의
간행 및 내용에 대해 안내한 해제가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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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원문
《고려사절요》, 《대동야승》, 《연행록선집》, 《지봉유설》,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한국문집
총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장르의 고전도 서비스하고 있다.

▶ 경서성독
사서(四書)를 전통방식으로 성독한 음성자료로서, 교양한문 및 한문 독해력 증진을 위한
학습용 콘텐츠이다.

▶ 전문정보검색
① 고전번역서 서지정보 검색

광복 이후 국내에서 간행된 고전번역서를 수집하여 서지사항, 목차, 해제 등의 상세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총 6,500여 건(2019년 말 기준)의 서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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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전번역서 각주정보 검색

난해한 한문고전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번역서에 수록된 각주를 별도로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검색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총 77만여 건(2019년 말 기준)의
각주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③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 전기류

한국문집총간 500책에 수록된 인물 총 20,492명에 대한 전기적 자료 62,839건
(2019년 말 기준)의 편목(篇目) 색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물별, 문집별로 관련 인물
정보, 편목정보를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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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문집총간 저자행력정보

한국문집총간 해제집에 수록된 저자 1,258명의 행력(行歷) 36,272건을 한데 모아 편리하게
검색,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이다. 두 사람의 주요 행적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인물비교검색 기능도 서비스하고 있다.

⑤ 고전용어 시소러스 검색

한국문집총간에 나타난 고전용어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인 전문검색
서비스이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들의 통제어(우선어), 유의어, 관련어, 상·하위어
등의 관계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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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체자 정보 검색

한국문집총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수집된 이체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서비스 중이다. 이체자 1만 4천여자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한국역사정보통합
시스템의 유니코드 한자검색 시스템과 연계하여 글자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다.

▶ 고전어플리케이션
① 시의 온도

2017년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기획을 바탕으로 제작된
모바일 앱니다. 국내 위치정보와 기상청 날씨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이 있는 곳의 계절과
날씨에 어울리는 한시를 골라준다. 현재(2019년 말 기준) 2,302편의 한시를 서비스 중
이며, 매년 새로운 시를 추가 업데이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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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구마

‘고구마!(고전에서 구하는 마법 같은 지혜)’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우리 고전 보급을
위하여 교육부의 ‘초·중등용 고전 읽기 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개발된 홍보 앱이다.
우리 고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활용한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를
제작하여 앱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 전자책 라이브러리

전자책 라이브러리는 고전대중화를 목적으로 기획하여 간행한 고전대중화도서를 비롯
하여 승정원일기, 교감표점서 등 고전번역서를 전자책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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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이어 미래를 열다
한국국학진흥원 소개
한국국학진흥원은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한 민간소장 국학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하여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문화시대에 활용 가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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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2020년 5월 말 기준 54만 4천여 점의 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유네스코기록유산 총 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기록유산의
가치발굴에 힘쓰며 2015년 '유교책판' 64,226점과 2017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52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2016년에는 '한국의 편액' 550점과 ‘만인의 청원, 만인소’
2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인 아·태 기록유산으로 등재
시켰습니다.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은 기록자료의 수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학자들 및 일반인
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DB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디지털화를 통한 연구 저변의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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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모색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서들과 고전서적들에 대한 번역 사업을 통해 현대인
들이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 있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국학진흥원은 순수한 연구 범주를 넘어서 중요한 전통의 기록 자료들을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유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교문화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할머니가 사랑
하는 손자를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인성을 다듬었던 전통의 지혜를
부활시켜, 전통기록자료 속에 있는 선현들의 감동어린 이야기로 무장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을 양성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어린이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랑을 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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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는 작업과 그들이 기록해 놓은 일상의 내용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전통과 기록 - 조선시대 전통문화 콘텐츠의 보고 (http://portal.ugyo.net)
‘전통과 기록’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기획한 조선시대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를 통합적
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유교문화(multi.ugyo.net), 조선의 가례(form.ugyo.net),
조선의 교육(edu.ugyo.net),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life.ugyo.net), 디지털 하회마을
(hahoe.ugyo.net), 사행록 역사여행(saheng.ugyo.net), 조선의 전통가옥(hanok.ugyo.net),
스토리테마파크(story.ugyo.net), 목판아카이브(mokpan.ugyo.net),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diary.ugyo.net), 편액아카이브(pyeonaek.ugyo.net), 만인소(maninso.ugyo.net) 등
총 12종의 콘텐츠 사이트를 종합해서 검색할 수 있으며, 상세한 정보는 개별 사이트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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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과 기록 웹 사이트 메인화면

② 스토리테마파크 (http://story.ugyo.net)
스토리테마파크는 조선시대 일상인들이 남겼던 일기류 기록자로 번역 결과물들을
다시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소재로 가공한 것으로,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창작 모티프를 얻거나 또는 단위 장면들의 세밀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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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소재를 모티프로 자유로운 창작 콘텐츠를
만들어 웹진에 싣고 있습니다. 매달 다양한 작품으로 스토리테마파크의 다양한 창작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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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테마파크 구축 사업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원본 자료의 이미지 촬영과 탈초(脫草)를 통한 텍스트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현대어 번역, 그리고 번역을 활용한 스토리 소재의 개발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본 이미지와 탈초 및 원문번역까지 전문 연구자와 전통기록
자료를 활용하는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꾸며진 DB가 ‘일기류 기록자료 DB'로 이는
유교넷(www.ugyo.net)을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 스토리테마파크 웹 사이트 메인화면(左), 웹진 담談(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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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기류 기록자료DB (http://diary.ugyo.net)

▲ 일기류 웹 사이트 메인화면

④ 역사체험 콘텐츠 - 유교문화권 11개 시·군 문화포털 (http://www.ugyo.net)

▲ 유교넷 유교문화지도(左), 인물정보(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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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권 11개 지역(유교문화권 지역 - 안동, 영주, 봉화, 문경, 예천, 상주, 의성, 영양,
청송, 울진, 영덕)의 중요 유교유적과 국학진흥원 소장 기록자료를 연계하여 역사체험
콘텐츠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유교 유적과 이와 관계된 인물망을 함께 서비스
하여 그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퇴계 이황의 경우, 상세한
인물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산서원 또는 도산서당, 퇴계종택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학맥도 (http://www.ugyo.net/hak/frameD.jsp?sSch_Clss=11)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04년 많은 문인록과 문집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퇴계학맥도』
를 출간하였고, 이후 계속적으로 인물이 추가되고 오류 수정도 필요해 지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반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학맥도로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 유교넷의 퇴계학맥도에서 살펴 본 인물정보

148

기관소개

⑤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 문서를 통해 보는 선인들의 삶 (http://life.ugyo.net)

▲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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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의 형식과 그것이 구현된 실질적인 사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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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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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행록 역사여행 - 디지털콘텐츠로 보는 조선의 외교기록
(http://saheng.ugyo.net)

▲ 사행록 역사 여행 웹 사이트 메인화면

구체적인 사행 전말을 기록한 기행문인 40종의 대표적인 사행록使行錄을 콘텐츠화함
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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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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조선의 교육 - 사람됨과 인재 양성의 요람 (http://edu.ugyo.net)

▲ 조선의 교육 웹 사이트 메인화면

‘조선의 교육문화는 ‘조선의 유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이므로, 그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 대중화 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텐츠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조선시대 교육문화 관련 기록 자료를 멀티미디어화 함으로써 전통교육
문화를 대중화하고, 이것을 교육자료 및 영상·전시 산업 등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하려고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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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례 - 멀티미디어로 보는 조선의 통과의례(관.혼.상.제)
(http://form.ugyo.net)

▲ 가례 웹 사이트 메인화면

가례는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예절이라는 의미로 통과의례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보내고 죽기까지의 겪게 되는 모든
의식이 포함됩니다. 조선가례에는 관.혼.상.제의 각 통과의례의 절차와 방법,
의식에 사용하는 도구 등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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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유교문화 - 유물자료와 함께 보는 조선시대 선비의 삶
(http://multi.ugyo.net)

▲ 유교문화 웹 사이트 메인화면

유교문화를 찾아가는 길은 단지 과거로의 여행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삶을 만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열린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체험입니다. ‘유교문화’는 선조들이
남긴 기록과 유물을 통해 당대의 삶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선비관, 교육관, 예술관, 기록관, 경제관, 의례관, 향촌관, 공직관에서는 선비의 일생
가운데, 주요한 삶의 영역을 중심으로 선비의 삶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선시대
유물관에서는 고도서, 고문서, 각종 목판을 비롯한 다양한 조선시대 유물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방 둘러보기, 서원 둘러보기, 서원의 향사, 누와 정 둘러보기 등으로
구성된 체험관을 통해 선비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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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조선의 전통건축 - 사이버 세계에서 만나는 전통 한옥
(http://hanok.ugyo.net)

▲ 조선의 전통건축 웹 사이트 메인화면

이 콘텐츠는 유교주거문화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주변 건축, 구조물, 유물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한 콘텐츠입니다.
공간별 특징, 유형별 건축 형태, 지형에 따른 전통 건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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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지도에 있는 모든 대상 건물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 사용자가 공간과 구역, 개별 하부 구조의 순서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대상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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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시대 20년, 전통문화 콘텐츠를 말하다

기관소개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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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한국콘텐츠진흥원 소개
콘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콘텐츠 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사람
중심의 문화를 만듭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9년 5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하나로 통합돼 출범한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총괄
진흥기관입니다. 지난 10년 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걸어온 발자취는 넓고, 깊고, 다양
합니다.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패션은 물론 세계인이 열광하는 드라마와
K-Pop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우리 콘텐츠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VR·AR 등 실감콘텐츠
제작, 문화기술(CT) R&D, 원천 스토리 발굴, 방송포맷 개발 등의 영역을 지원함과 더불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인재 육성, 맞춤형 창업·창직 지원, 원천 IP를 활용한 OSMU 활성화,
지역콘텐츠 육성, 영세 콘텐츠기업 대상의 투·융자 지원, 중장기 정책연구 및 산업분석
영역에 이르기까지 국내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형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콘텐츠가 세계시장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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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
밀레니엄 시대 20년, 전통문화 콘텐츠를 말하다

기관소개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관소개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학의 본산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개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은 급속한 산업화로 밀어닥친 서구문화가 우리 전통
문화를 흔들고 정체성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을 때 원로 철학자 박종홍(朴鍾鴻) 박사
등이 백년대계의 민족교육을 담당할 연구기관 설립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한 데서
태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교부(현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1978년 6월 30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개원하였고, 2005년 1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한중연은 한국학대학원, 장서각,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학지식정보센터, 한국학도서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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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각에 소장되었던 것을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서각에 소장된 모든 자료는 마이크로필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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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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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관 기관들과 같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에도 참여하고
있고, 21세기형 동국여지승람으로 불리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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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구비문학대계»
등 1,800여종에 달하는 연구서들이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요 콘텐츠
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6

기관소개

이 사전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하여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 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 문화 전 분야를 오늘날의 관점과 연구 성과 속에서 체계화
하기 위해 편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문화를 총괄적 문화, 외면적 문화, 내면적
문화로 나누고 다시 그 셋을 각기 셋으로 나우어 민족, 강역, 역사, 자연과의 관계,
생활, 사회, 사고, 언어와 정보전달, 예술의 9주제로 상위범줄르 설정하여 ‘민족문화
분류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1~25권의 본문, 26권의 연표와 편람, 27권의
총색인 등 27권으로 편찬되었습니다.

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9628호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한 후,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3백여 명
의 편집진과 3천 8백여 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1년에 편찬된 사전은 총 면수 24,784면에 6만 5천여 항목, 4만여 종의
도판을 수록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2001년에 개정증보판이 CD-ROM으로 발간되었으며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②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전국 230여 시, 군, 구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수집, 연구하여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지역문화 백과
사전의 순환형 지식정보 시스템’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중앙 중심적 관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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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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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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서각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한중연은 장서각 소장 고전적이 보다 쉽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등 대표적인
국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장서각디지털 아카이브 웹 사이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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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카이브에서는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설화를 채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 전국 방언을 채록하여 수록한 “한국방언
자료집” 및 삶의 현장을 채록하여 정리한 “한국민요대관” 등이 그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자료 서비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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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

▲ 한국학자료센터 웹 사이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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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고문서, 고서 등 국내외에 산재한 각종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분석하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가공·집적하여 한국학 지식콘텐츠로 구축하고 있습
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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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한국 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aks.ac.kr)

▲ 한국 고문서자료관 웹 사이트 메인화면

한중연 장서각에서는 30여년에 걸쳐 추진한 고문서 조사 및 연구사업의 핵심 결과물
로서 『고문서집성』을 발간하였습니다. 고문서자료관은 고문서집성에 흑백으로 수록
되어 있는 고문서를 칼라로 재촬영하고 한국학자료 표준안에 맞게 체계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여 웹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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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서비스를 기본으로 『고문서집성』책에 익숙한 연구자들을 위하여 책별 분류로도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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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gubi.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 녹취자료는 민요 및 설화연구를 위해 전국에서 직접 음성 채록한
자료들입니다. 197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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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은 설화 1만 4,941편, 민요 5,922편,
무가 375편에 달합니다. 이 결과는 1988년까지 모두 82책으로 간행되었고 2002년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녹취자료의 전사 텍스트와 음성이 동시에 서비스되고
있어서 민요와 설화의 지역적 차이 연구에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과거 “전설의 고향” 등의 드라마 소재의 주된 출처로 활용되었습니다.

⑦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http://people.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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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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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연은 이러한 기록유산에서 인물 관련 정보만을 추려내고 가공하여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people.aks.ac.kr)’라는 최대의 역대인물 정보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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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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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프로
세서에도 탑재되어 인명 한자 및 생몰년 동시 입력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웹 사이트 메인화면

182

기관소개

▲ 워드프로세서의 인명 한자 변환기

역대 인물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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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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 (http://glossary.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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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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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
번역 및 학술 교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문 용어의 표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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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한 7,000여 개의 용례 및
예문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꾸준히 양질의 번역서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용어
용례를 정리하여, 한국학 연구자는 물론 한국 문화 번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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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영문용어용례사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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