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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 년 10 월 15 일 서울의 소공동에서 국립도서관으로 첫 출발을 시작핚 

이래 우리역사와 함께 격변의 시대를 헤쳐오며 약 440 만책에 달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대표도서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핚 해에 100 만명이 넘는 국민이 지식과 교양을 쌓고, 학문을 연구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종합문화공간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을 총체적 ·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하여 후대에 젂승하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국가도서관을 통핛하고 밖으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국가정보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국가문헌정보교류의 중추기관 으로 그 역핛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체제를 정보화 시대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21 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주자로 우뚝 서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보 

선진국 꿈을 가장 앞서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원문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중 귀중본, 유일본 등의 오래된 자료뿐만이 아니라 

발행된 지 5 년이 경과핚 자료 중 디지털 구축 우선순위에 따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핚 온라인(원문) 중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저작권법(제 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핚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젂문/특수도서관(자료실) 등에서 정해진 

도서관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이러한 협약을 

체결한 해외 협약도서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고서 :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문화재(국보, 보물 등), 귀중본, 희귀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고서가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국보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보물 "석보상절(釋譜詳節)", 

"동의보감(東醫寶鑑)" 외 "규원사화(揆園史話)" 등의 귀중한 고서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수록건수는 97,515 책 13,905,156 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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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지도 자료 중 91 책 3,331 면의 원문 이미지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고지도의 지명 및 위치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명에 대한 색인과 위치정보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국내발간 한국관련 외국어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중 국내발간 한국관련 외국어자료를 대상으로 구축한 

원문데이터베이스입니다. 수록건수는 234 책 47,430 면입니다. 

관보(1894~1945) : 

1894 년부터 1945 년까지 발행된 구한국 관보 및 조선총독부 관보를 대상으로 공시사항은 

텍스트로 원문정보는 이미지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요 검색항목은 공시명, 공시번호 

등이며 164 종 147,133 면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행자료 : 

(발행 된지 5 년이 경과한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중 1945 년 이후 부터 발행된지 5 년이 

경과한 자료(저작권법 제 31 조 제 3 항)를 디지털구축 우선 순위에 의하여 디지털화한 

원문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요 검색항목은 자료명, 저자명, 발행자, 키워드, 목차 등이고, 

수록건수는 187,302 책 59,296,567 면입니다. 

독도관련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중 독도관련자료를 대상으로 구축한 원문데이터베이스입니다. 수록건수는 

145 책 33,055 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발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문화관련자료를 대상으로 목차정보는 텍스트로 원문정보는 

이미지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요 검색항목은 서명, 저자명, 색인어, 목차 등이며 

수록건수는 1,864 책 636,951 면입니다. 

신문학 대표소설 : 

한국소설가협회에서 선정하고 저작권을 확보한 신문학 100 년 대표소설에 대하여 원문이미지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신문학 100 년 대표소설 654 책 203,873 면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명순, 저자순으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청소년 관련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된 국내발간 어린이·청소년관련 자료중에서 각종 

단체에서 추천·선정한 자료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문고 자료를 대상으로 

구축한 원문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주요검색항목은 자료명, 저자명, 발행자, 키워드, 목차 등이고 

수록건수는 20,207 책 3,654,419 면입니다 

연속간행물(~1950)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50 년 이전 발간된 연속간행물 중 귀중본으로 지정된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화한 것으로 1920 년대 월간종합잡지 개벽(開闢). 소년(少年) 등의 귀중자료가 있습니다. 

수록 건수는 3,043 종 179,887 건입니다. 

우수학술도서 : 

대한민국학술원이 선정한 우수학술도서를 원문콘텐츠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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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1997 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목차 및 초록은 텍스트로 원문정보는 이미지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요 

검색항목은 서명, 저자명, 색인어, 목차, 초록 등이며 7,816 권 1,475,273 면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자료(~1945)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중 1945 년 이전에 일본어로 발행된 주요자료를 대상으로 목차정보는 

텍스트로 원문정보는 이미지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전 주제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검색항목은 서명, 저자명, 색인어, 목차 등이며 수록건수는 91,287 권 35,493,046 면입니다. 

정부간행물 :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정부간행물을 대상으로 구축한 원문데이터베이스입니다. 수록건수는 

12,761 책 2,697,138 면입니다. 

신문(~1950 년) : 

황성순보, 제국신문 등 근대 신문을 비롯하여 해방이후 1950 년까지 발행된 신문 40 종을 대상으로 

기사명은 텍스트파일로 원문정보는 이미지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요 검색항목은 신문명, 

기사명, 날짜 등입니다. 

* 이 가운데 2013 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 DB 사업으로 국민신보, 

대한독립신문(민보), 독립신문, 독립신보, 조선중앙일보(서울석간), 중앙신문이 구축 되었습니다. 

한글판 고전소설 : 

1910-1930 년대 이전에 발행된 딱지본ㆍ 6 전소설ㆍ이야기책 등으로 일컬어지는 국문소설을 

대상으로 목차정보는 텍스트로 원문정보는 이미지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요 검색항목은 

서명, 색인어 등으로 915 책 88,554 면입니다. 

한국고전백선 : 

동아일보에서 선정한 "우리를 감동시킨 한국고전백선"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89 종(615 책)을 대상으로 목차정보는 텍스트로 원문정보는 이미지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요 검색항목은 서명, 저자명, 색인어, 목차 등입니다. 

한국관련외국어자료(~1945) : 

1945 년 이전에 일본 및 해외 각국에서 발행한 한국관련자료를 목차정보는 텍스트로 원문정보는 

이미지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제분야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색항목은 서명, 저자명, 색인어, 목차 등이며 수록건수는 14,004 책 

4,807,415 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