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한국학 전자자료
이선윤
남가주 대학 동아시아 도서관 멀티미디아자료 사서

전자자료 개발을 위해 한국정부는 절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결과
이용자들은 급증하는 온라인 한국학 전자자료를 적절히 찾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한국학 자료들중 몇몇 선정된 자료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학 학자들이
모든형태의 자료들을 충분히 이용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소개할 사이트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2008 년 유엔의 글로벌
전자정부 인텍스에서 6 위를 차지한 한국은 통합된 전자정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이 결과, 각 정부 부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활동에 필요한 온라인 자료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 포탈인 ‘미디아가온’은 국내 한글과 영어 신문기사, 미디어
관련 단체, 그룹과 웹사이트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한국 최고
미디어 포털의 뛰어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가전자도서관’ 포탈에서는 주요 도서관, 국립중앙 도서관,
국회도서관, 대법원도서관, 그리고 학술정보원등의 논문, 고서, 고지도, 신문,
간행물, 학술지등의 원문 자료및 서지자료등을 손쉽게 이용할수가 있다.
끝으로 주제전문포털중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과 국가문화유산포털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은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장서각, 한국학 중앙연구원등 한국사 관련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사 연구에 있어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사이트들이다.

1. media GAON (미디어가온)
http://www.mediagaon.or.kr/
[미디어가온]은 한국언론재단의 미디어 포탈서비스로 다양한 미디어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KINDS (Korean Integrated
Newspaper Database System) 뿐만아니라 한국언론재단의 자료, 20 개 이상의 미디어
관련 단체, 그리고 그 웹사이트들의 내용을 서비스 하고 있다.
[카인즈]는 1990 년 이후의 한국어 및 영어 일간신문, 그리고 주간뉴스
매거진, 인터넷 그리고 텔레비젼 뉴스등 모든 종류의 뉴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신문 데이터 베이스이다. 1990 년 이전의 뉴스로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 신문,
한국 일보등을 1960 년 부터 1989 년까지의 신문을 pdf 파일로 서비스 하고 있고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또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디어 가온]에서는 <언론인명정보검색>,
<언론기관정보검색>등 언론관련 지인들과 단체들을 손쉽게 검색할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미디어 통계 정보 시스템>을 통해 미디어에 관련된 유익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KOREA.net
http://www.korea.net
한국정부의 공식 영어 홈페이지로 한국에 대한 뉴스, 역사, 사회 문화, 경제,
과학 기술, 스포츠, 관광에 관련한 제반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관문역활을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IS) 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한국에 관한 기본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관련사이트를 정리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용이하게 접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Multimedia> 페이지에서는 최신 전자 책자들과 오디오 비디오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대한민국 정책포탈 <http://www.korea.kr>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KTV 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
정부에서 발간하는 관보및 보도자료 또한 국민모두가 웹에서 검색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의 후신인 [대한민국 정책포탈]에서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리고 [대한민국 전자관보] 에서는 정부의 관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KTV 한국 정책방송]은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매체로서 정부의 정책정보와 공공정보, 문화예술정보등을 케이블및 위성방송,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전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별, 방송
프로그램별, 그리고 정부 부처별로 그 정책방송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http://www.archives.go.kr>
e-영상역사관 <http://www.ehistory.kr>
[국가 기록원]과 [e-영상역사관]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여 다양하게 국민들이 그 기록물들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세계일류 기록국가 실현”이라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기록관리 혁신과 그 실천의 결과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 에서는 <국정분야별 검색>, <주제유형별검색>,

<조직기능별검색> 그리고 <컬렉션토픽> 의 옵션을 제공하여 그 광범위한
자료물들을 적절하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e-영상역사관] 사이트에서는 정부의
영상기록을 보존하여 지난 반세기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e-영상관 (전 국가기록영상관)> 에서는 대한뉴스 문화기록영화
대통령기록영상, 기록음성등, <e-사진관 (전 국가기록사진관)> 에서는
국가기록사진, 정부기록사진집, 해외홍보사진등을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제별, 지역별로 자료들을 정리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5. 정부 기관 웹사이트 및 자료
다음은 일목요연한 정부조직도와 정부조직의 각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조직도 페이지이다:
<http://www.president.go.kr/kr/cheongwadae/organization/government.php>
국민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각 정부조직 사이트에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여러 정부기관 중 다음의 네 기관을 예로하여 정부 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서비스와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5-1.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ttp://www.mofat.go.kr/
http://www.mofat.go.kr/english/main/index.jsp?lang=eng

[외교통상부]의 활동사항, 뉴스 및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정리 제공하는
이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는 <해외여행길라잡이>, <재외공관> 그리고 <주한 외국
공관> 정보 및 190 개국 이상의 전세계 국가들을 소개하는 <국가별 정보 DB>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무> 와 <경제통상> 페이지들에서는 양자, 다자 조약, 문화 및 의전등
다양한 외교 일반 정보와 자유 무역 협정등 경제통상 분야 외교 활동 정보등
외교통상부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사료관>에서는 “외교통상부의 주요외교기록물을 포함한
외교사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뿐만아니라
학술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993 년의 “외교문서공개에 관한규칙”에
준하여 1994 년부터의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5-2.

대한민국 국회(The National Assembly)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국회] 웹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국회 정보시스템 을 통해 회의와
법률관련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1) 현행법령, 국회심사연혁등을

서비스하는 <법률지식 정보 시스템>; 2)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정부 제출안, 국회
심사결과 및 참고자료를 검색기능과 함께 제공하는 <예결산정보시스템>; 3)
국정감사 계획서, 관련회의록,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정부시정및 처리결과 및
참고자료등을 서비스하는 <국정감사정보시스템>; 4)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의한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및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의안정보시스템>; 5)
제헌부터 현재에 이르는 국회의 모든 회의록을 제공하는 <회의록시스템>; 6)
국회의 본회의, 예결위, 상임위및 주요 청문회, 공청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7) 이 중계 시스템을 통해 방송된 회의영상을
VOD 서비스하는 <영상회의록시스템>; 그리고 8) 의정활동에 관한 각종 사진
영상자료와 의원들의 활동을 담은 사진자료를 서비스하는 <미디어자료관시스템>.
또한 <맞춤입법콘텐츠검색>은 위의 시스템들과 연계한 검색기능과 함께
의안의 RSS 를 이용한 개인화 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영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5-3.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moleg.go.kr

법률에 관한 제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 사이트에서는
<종합법령정보센터> 서비스를 통해 법령, 판례, 조약등을 검색할수 있고 각 법령의
법령연혁, 재정이유, 개정문, 관련법령 및 현행법령의 조문단위 3 단비교등
법률연구에 도움이 되는 상세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4.

통계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ttp://www.nso.go.kr/

“국가통계 발전 선도, 신뢰받는 통계생산”을 미션으로 혁신적인 국가 통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생산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에서는 통계 DB 및 통계
간행물등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별화된 <주제별통계>,
<기관별 통계>, <명칭별 통계> 를 이용하여 필요한 통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합한 통계내비게이터 서비스인 [SGIS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http://gis.nso.go.kr/> 는 다양한 통계정보를 지도상에서 용이하게
검색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는 통계 데이터를
나라지표와 관련자료를 함계 서비스 하고 있다.

6. 국가전자도서관 (National Digital Library)
http://www.dlibrary.go.kr

[국가 전자 도서관]은 다음의 국내 주요 도서관 들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문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들중 인문 사회분야의 자료들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
•
•
•
•
•
•
•
6-1.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법원도서관 (Supreme Court Library)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ERIS 한국연구정보서비스
한국과학기술원과학도서관 (KAIST Digital Science Library)
농업과학도서관 (Korea Agricultural Science Digital Library)
국가지식포털 (Korea Knowledge Portal)

국가지식포털 (Korea Knowledge Portal)
http://www.knowledge.go.kr

[국가지식포털]은 국가 정부기관들이 생산한 모든 디지털 컨텐츠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로 현재 1,100 개 이상의 정부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 특히 유용한 사이트이다.
6-2.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http://www.nl.go.kr

[국립중앙 도서관]은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단행자료, 인문과학 분야 박사학위 논문, 학술 논문 기사 외에도 귀중한
해방전 자료들로 고서, 고지도, 관보, 신문, 연속간행물, 일본어자료, 한국관련
외국자료등 방대한 원문자료를 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 한국고전백선, 한글판
고전소설, 신문학 대표소설등 한국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6-3.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또한 방대한 디지털 원문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서,
폐간신문등의 희귀 자료와 사회과학분야의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정부
간행물, 입법부 발간자료, 세미나 자료, 해외소재 한국관련자료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6-4.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http://www.riss4u.net

전국 대학 소장자료의 모든 목록을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내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원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단행본, 학술지 또한 원문 사용이
가능한 사이트이다.

7.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Korean History On-line)
http://www.koreanhistory.or.kr
국내의 주요 역사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하고 귀중한 한국의 역사
자료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역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한국
역사정보 통합시스템] 에서 통합검색 및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은 각
기관들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은 각 기간과 그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 리스트이다:
•
•
•

•
•
•
•
•
•
•
•
•
•

경성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고문헌시스템] (Digital Library of Nammyong
Study) <http://nmh.gsnu.ac.kr/>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http://e-gonghun.mpva.go.kr/>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 금석문 종합 영상 정보 시스템]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 KORCIS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l.go.kr/korcis/>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http://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 일기]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국사편찬위원회 [조선 왕조 실록]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 운동사 정보시스템] (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nline) <http://search.i815.or.kr/Main/Main.jsp>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 종합 시스템] (Information for
Korean Buddhist Culture) <http://buddha.dongguk.edu/>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 정보
시스템] <http://www.e-donghak.go.kr/>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 연구소 <http://www.e-coreana.or.kr/index.jsp>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시스템]
<http://db.kdemocracy.or.kr/>
부산시민도서관 [근대 한일 외교자료]
<http://siminlib.koreanhistory.or.kr/dirservice/listSMLClassification.do>

•
•
•
•
•
•
•
•
•
•
•
•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http://e-kyujanggak.snu.ac.kr/search/e-kyu.jsp>
성균관 대학교 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Complete Collection of the
Korean Study of Confucian Classics) <http://koco.skku.edu/>
성균관 대학교 존경각 [한국족보자료시스템] (Korean Genealogical Table)
<http://jokbo.skku.edu/>
전북대학교 박물관 / 순천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http://honam.chonbuk.ac.kr/>
[전쟁기념관] (The War Memorial of Korea)
<http://www.warmemo.co.kr/library/knowledge/kj_search.jsp>
조선 총독부 관보 활용 시스템 <http://gb.nl.go.kr/>
종로도서관 [고문헌 원문 검색 서비스]
<http://jongnolib.koreanhistory.or.kr/dirservice/main.do>
[한국 고전 번역원]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http://jongnolib.koreanhistory.or.kr/dirservice/main.do>
한국 국학진흥원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Life History Museum)
<http://life.ugyo.net/>
한국 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 지식정보 시스템] (Women’s History
Knowledge System) <http://www.womenshistory.re.kr:7070/>
한국학 중앙 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Korean
Studies Information Center, Academy of Korean Studies)
<http://yoksa.aks.ac.kr/>
한국학 중앙 연구원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jsp>

8.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Korea National Heritage Online)
http://www.heritage.go.kr
한국의 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소개 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로
<문화유산탐방관> <문화유산 전시관> <문화유산 학습관> 에서 각종 사이버
문화재 탐방, 박물관 및 유물소개 그리고 문화재들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영상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KOFIC Korean Film Council)
http://www.kofic.or.kr/
각종 한국영화에 관련된 정보와 영화진흥위원회의 간행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

한국 영상자료원 (KOFA Korean Film Archive)
http://www.koreafilm.or.kr/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를 보존 복원하고 이것을 학계와 일반에
활용”시키고 있는 기관으로 한국영화 관련 상세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모은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KMDb> <http://www.kmdb.or.kr/> 를
제공하고 있다.

•

예술로 <VOD 극장>
http://www.art.go.kr/index.jsp
문화 관광부가 운영 하는 문화예술 정보 사이트인 [예술로]의
<예술지식백과> <VOD 극장>에서는 연극, 음악, 무용, 미술, 영상, 문학,
건축, 축제 문화관련 VOD 를 한곳에 모아 서비스 하고 있어서 일부 영화
또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