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즉답형 질문이나 사실형 질문에 답하기에 적합한 정보원
 신문, 잡지, 사전, 백과사전, 연감, 통계류, 연보, 편람, 명감, 만세력 등
 디지털 정보원의 경우 백과사전, 신문기사 DB(KINDS), 통계 DB 등의 CD-ROM, 

DVD, 웹DB, 인터넷 정보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등

◦ 질문유형 : 
 Fact 중심의 사실확인형 질의
 주로 한두개의 참고정보원으로 해답 제공 가능

◦ 활용 가능한 정보원을 선택, 수집, 재조직하여 가상참고서가 구축
 가상참고서가 : 교재 pp.44-55 참고



◦ 배열성과 접근성
 색인(인쇄본) 제공 여부
 검색도구(디지털 정보원 : 접근점 ․ 불리언 연산 ․ 주제어 ․ 키워드 ․ 자연어 검색 등)

◦ 최신성
 인터넷 정보원 선호. 

◦ 삽화
 본문 내용 보완
 삽화,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제공 여부, 다운로드 가능 여부 등

◦ 권위와 정확성
 권위 :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
 정확성 : 해당정보의 출처 명기, 인터넷 정보원의 경우 신뢰성 문제



의의
 1년간의 추이를 중심으로 발생한 각종 사건을 기록, 해설하는 연속간행물
 연보, 백서, 연지(年誌) ...의동향, ...추세, Yearbook, Annual, Almanac 등
 하나 또는 종합적 주제, 인간 활동, 연구의 진보상황, 발견과 발명, 사회변동 등을

소급적으로 다루어 특정 주제분야의 현황과 추이, 전망 또는 단체, 기관 등의 동향
을 포착할 때 유용하게 사용

 최신정보, 사실요약, 동향, 비공식 색인, 명감과 인물정보, 브라우징 등 용도

종류
 일반연감

 특수한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주제에 관한 정보를 수록
 동아연감, 연합연감, 지역연감(강원연감, 경기연감 등), 보도사진연감 등

 통계연감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종합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을 둠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주제연감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연간의 동향, 추이 등을 기록․해설
 국제연합 및 각국 정부 발행 연감 : 문화산업백서, 청계천복원사업백서
 연구소, 학회 ․ 협회에서 발행하는 연감



일반연감 내용 비고

한국의 창
동아연감

- 서울 : 동아일보사 1967-
- 한국편과 세계편으로 나누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주제별 연간의 주요 활동을 개관

연합연감

- 서울 : 연합뉴스사, 1981- .
- 1959년부터 발행하던 合同年監을 개제한 것
- 북학을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분야별 주요 뉴스와 각종 통계자료를 실음
- 본편 연합연감과 별책 북한연감으로 2권 1질로 출판

Statesman's 
Year-Book

- 100년 이상의 역사. 세계 166개국에 관한 서술적인 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정보제공
- 각 나라 및 주제가 균형을 이루고, 훌륭하고 간결한 서지를 제공
- 지명, 기관명, 주제명 알파벳순의 상세한 색인이 장점 http://www.statesmansyearbook.com/public/

Europa World
Yearbook

- Statesman's Year-Book과 유사
- 제1권은 UN과 특수기구 및 국제기관을 주제별로 다루고 유럽 국가들을 수록
- 제2권은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아메리카, 아시아의 국가들을 수록
- CD-ROM과 인터넷으로 이용

Americana Annual
- Encyclopaedia Americana의 보유판으로 1923년 이후 매년 간행
- 전년도 주요사건, 경향, 추이 기록․해설, 최신정보와 지식 제공, 북미지역 인물 전기사항, 사망기사 수록

Britannica Book of 
the Year

- Encyclopaedia Britannica의 보유판으로 간행
- 매년 세계의 주요 변동사항 및 주요 사건들을 다루며, 특히 World Data는 각국의 최신 통계 제공
- 1994년 이후 인터넷 이용 가능 https://www.britannica.co.kr/product/bboy2012_dir.asp

Whitaker's Almanac
- 영연방과 유럽 정부에 중점을 둠
- 정부와 관공서에 관한 것, 영국 왕권과 귀족에 관한 완정한 명감 정보를 수록
- 교육 디펙토리, 중요한 신문들과 정기간행물의 목차, 법률제정에 관한 정보 등의 자료 포함

Information Please 
Almance

- 스포츠, 사회, 과학, 미국 내 정치, 예술 등 광범위한 자료를 다룸
- 유소년을 위한 “FACT MONSTER'와 일간 연감, 편집자의 즐겨찾기 등 특색 있는 구성
-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 백과사전으로 하이커링크가 되도록 하여 이용 편리 제공

World Almanac 
& Book of fact - 교양적 정보와 최신의 다양한 토픽에 대한 정확한 평론 제공 http://worldalmanac.com/

일반연감



◦ 국방백서
 격년제로 발간, e-book 형태로, 영문판과 한글판 제공
 국방비 통계, 국가별 군사력 현황, 북한의 핵문제 등 최근 현안 수록

◦ 감사연보(http://www.bai.go.kr)
 감사원에서 발간하는 연보, 연간으로 발간
 감사원이 연간 수행한 감사에 대한 결과와 활동, 업무, 관련통계 등

◦ 국가정보보호백서
 제1편 총론, 2편 국가 정보보호 현황, 3편 국가 정보보호 기반조성 현황, 4편 통계

로 보는 정보보호, 5편 특집, 6편 부록으로 구성

◦ 통일백서
 통일부에서 1991년부터 연간 발행
 통일정책과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제공

◦ 네이버트렌드연감
 네이버가 한해 동안의 검색어를 모아 만든 연간 모음집. 인물, 생활, 경제, 엔터테인

먼트 등 분야 순위별 검색어 시간별 인기검색어 소개(트렌드검색)

◦ 한국도서관연감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연표
 시대별 연표와 주제별 연표 검색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연표
 선사시대부터 최근 일어난 역사적 사건정보를 시대별 주제별로 제공

◦ 문화콘텐츠닷컴 연표

◦ 연간 행사와 일일 소사
 최석로. 『오늘의 역사: 연중행사백과』 서울: 서문기획, 1991
 조선닷컴 포커스 오늘의 역사(http://db.chosun.com/history)
 브리태니커 오늘의 인물 ․ 역사(http://preview.britannica.co.kr/history/history.asp)
 Chase's calendar of events.. Chicago: Contemporary Books, 1994- . 연간.



◦ 정의
 인물 또는 기관의 리스트를 알파벳순 또는 분류순으로 배열하여 개인의 주소, 약력을 소개하거

나 기관의 조직, 임원, 기능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

◦ 명감의 이용 목적
 개인이나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개인이나 회사 또는 기관의 완전한 명칭

 인명확인 등(특정단체에 관한 최신의 전기적 정보, 기관이나 회사의 연혁, 현재의 데이터 파악, 
상업적 우편발송을 위한 개인, 회사, 기관 리스트 선정, 상업적 또는 사회조사에서 표본 선정)

◦ 종류
 지역명감 : 지역에 소재하는 인물, 기관에 대한 안내서. ‘전화번호부’와 ‘도시명감’ 등

 정부명감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서. 중앙부처, 시청, 구청, 우체국, 군부대 등에서 제
공하는 안내서로 조직, 각 부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제공된다.

 기관명감 : 학교, 재단, 도서관, 병원 등 기관에 대한 안내서,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

 투자서비스 : 기업, 회사에 대한 보고서들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명감 : 법조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주제분야 관련 전문직 단체와 소속 인물 안내

 상업 및 비즈니스명감 : 기업체, 산업체,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안내서



◦ Directories in print. Detroit, MI: Gale Research Inc., 1977- . 연간.
 인터넷: 1989- .(http://www.gale.cengage.com/tlist/GDL_rt.xls)
 미국과 범세계적인 모든 형태의 26개의 주제 16,000개 이상의 인쇄본 명감 안내

 명감의 서명, 출판사, 주소 및 전화번호, 저작에 대한 해설 등 포함

◦ 지역명감
 도시명감. 지역 내 거리와 도로의 목록, 거주자들의 이름을 제공한다.
 전화번호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도 있다.

◦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한국전화번호부(주) 편. 한국통진 지역본부

 CD: 2007 사업체 CD번호부, 서울: 한국전화번호부, 2007- .
◦ 인터넷

 e전화번호부(http://www.isuperpage.co.kr)
◦ 『인터넷 주소록 300,000』
◦ 『클릭! 전국민 인터넷 주소록』
◦ 우편번호검색 (http://www.zipfinder.co.kr), http://epost114.co.kr
◦ 『매일명감』 대구 : 매일신문사, 1995- .http://www.imaeil.com/maeilpeople



교육명감 내용 비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명부 및 교수 소개
- 대학인적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직위와 소속학교, 소속학과, 전공,

논문명과 경력에 따라 검색할 수 있다.
http://www.kcue.or.kr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알리미

- '교육지리정보'서비스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정보 검색 가능
- http://www.schoolinfo.go.kr/index.jsp

Peterson's College 
Database

- 1,500여개의 인가된 대학교의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졸업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

Peterson's Education 
Center

- http://www.petersons.com
- 모 든 수 준 별 교 육 기 관 에 대 한 검 색 가 능 한 데 이 터 와 내 용

수록, 전자우편 및 대학지원과 같은 통신과 사무처리 서비스 제공

The World of Learning

- 각 국별로 학술, 연구기관, 도서관, 문서보관소, 박물관, 고등교육기관,
대학 등에 대해 기관의 역사, 행사, 책임자, 교수진, 학생수 등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명감

- 홈페이지 이용 가능



◦ 어드레스닷컴http://www.addresses.com/
 인명, 주소, 기업체정보 검색서비스. 

◦ 코참비즈http://www.korchambiz.net/main.jsp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종합기업정보, 기업, 상품, 오퍼검색, 업종, 지역별 기업목록 제공

◦ 와우디렉토리http://www.wowdir.com/
 생활, 연예, 쇼핑, 신문, 금융, 오락, 디렉터리별 링크

◦ 애니후http://www.anywho.com/
 사업자, 개인정보, 위치 검색 서비스.

◦ 덱스온라인http://www.dexonline.com/
 미국 지역별, 키워드별 기업검색 제공.

◦ 엔이엔다쏘http://www.dasso.kr/
 제조, 산업, 건축, 패션, 환경, 미디어, 광고, 인터넷, IT, 서비스 업체 정보.

◦ US News & World Report College Directory 
http://www.usnews.com/sections/rankings/index.html
 1400 여개 대학의 장학금, 융자등 자세한 내용 제공

◦ 미디어 가온http://www.mediagaon.or.kr
 언론진흥재단 kinds 통합

◦ 노나닷컴http://www.nonar.com/
 예술, 비즈니스, 지역 등 디렉터리별 링크 서비스 제공



사실형 정보원 내용 비고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
-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물, 제도, 사상 등의 기원을 서술한 책
- 역사속의 소소한 사건의 탄생과 변화의 과정을 보여 줌

상식의 오류사전
- 정치, 역사, 기술, 경제, 의학 분야의 오류와 논리적으로 틀린 추론,

신문의 오보 등을 바로 잡음

지식속의 지식 80가지
- 그리스 철학에서 현대의 경제학과 물리학, 심리학, 건축에 이르기까지

자주 인용하면서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 학설을 쉽게 서술함

최초를 찾아라! : 한국사
기네스북

- 우리역사속의 최고와 최초를 기록한 가이드북
- 전화, 시계, 안경 등의 일상 용품, 커피, 설탕, 자장면 등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등을 소개

천하무적 잡학사전
- 자연과 우주, 인간의 몸, 동물, 역사, 음식, 영화 및 스포츠, 생활방식 등

450여 가지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 제시

Science and Technology
Desk Reference

- Pittsburgh Science and Technology의 카네기도서관 사서들에게 자주
질문된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짐.

- 1,500여 토픽들의 질문에 해답하고, 해답을 찾는데 사용된 900권의
책들에 기초한 인용문들도 해답형식을 갖춤

Famous First Facts - 모든 분야의 최초의 것을 수록



◦ 인용서
 『문장백과대사전』 이어령 편저. 서울: 금성출판사, 1988
 『세계명언대사전』 양주동 편. 서울: 교육서관, 1987
 『한문명언명구사전』 구인환 외 공편. 서울: 현암사, 1975
 『세계의 명언』 이동진 편저. 서울: 해누리, 2007. 2책.
 『세계명언1001』 토머스 J. 빌로드 저, 안진환 역. 서울: 쌤앤파커스, 2007

◦ 고도원의 아침편지
◦ The Oxford Dictionary of Quotations 

 인용구 17,500여개 수록
 CD-ROM판은 The Oxford Dictionary of Mordern Quotations 포함
 20세기 인물 6,000여명 수록

◦ Gale's Quotations Who Said What?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로부터 수집한 117,000여개 이상의 인용문 보유
 저자, 화자, 키워드, 구, 인용연도 등으로 검색 가능. 온라인 검색도 가능

◦ wikiquote
 자유로운 인용문집으로 누구나 편집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