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C 학술정보DB 소개자료 
 

1. 국어학DB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등) 

어휘론, 의미론, 어음론, 문법론, 명칭론, 방언학, 언어음성공학, 향가연구 등 어학 전 분야 연구자료 351종의 

원문수록 

 

2. 문학DB (백석, 현덕, 이태준, 문예종합출판사 등) 

1925년부터 1950년대의 백석, 이태준, 현덕, 이용악 등 대표작가 11명의 1,044종의 시, 소설, 수필, 희곡, 동

요 원문수록 

 

3. 설화문학DB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등) 

조선중세풍자해학집, 금강산전설 등 설화와 전설에 관한 200여 편의 단.장편 작품 원문수록 

 

4. 속담성구사전DB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현재 사용중인 8,700여 개의 속담과 6,000여 개의 성구를 수록 

 

5. 유적유물DB (조선문화보존사 등) 

원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문화유적 유물에 관한 2,700여 종의 문화양식 원문수록 

 

6. 고고학DB (사회과학출판사 등) 

1970년부터 2008년까지의 유적발굴에 대한 200여 종의 연구 논문 자료를 수록 

 

7. 단대사DB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등) 

고구려 건국에서부터 발해, 고려까지의 사회, 정치적 제도 변화를 정사체로 기록한 역사자료 수록 

 

 

8. 중앙역사박물관DB (조선문화보존사 등)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중 엄선한 200여점에 대한 부문별 소개와 이미지자료를 수록 

 

9. 고생물화석DB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등) 

선캄브리아시대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 동물화석 103점과 식물화석 51점의 소개와 이미지자료 

수록 

 

10. 지리DB (교육도서출판사 등) 

북쪽의 100여개 기관과 500여명이 참여하여 만든 각 도 행정, 농업, 운수, 자연, 자원, 경제지리 등에 관한 

상세 연구자료 수록 

 

11. 백두산DB (산림과학원 등) 

북쪽 지리학연구소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여 만든 백두산의 수문, 해양, 토양, 지질 등의 연구자료를 총망라

함 

 



12. 금강산DB (사회과학출판사 등) 

금강산의 자연자원, 유적유물, 지명유래 등에 관한 종합연구자료 수록 

 

13. 식물DB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등) 

북쪽 지역 9개 도의 식용, 약용, 섬유식물 등 식물자원을 조사한 연구자료 수록 

 

14. 지질DB (공업출판사 등) 

북쪽 지역의 지질구조와 지질구성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종합 체계화한 원문자료 수록 

 

15. 천연기념물DB (조선문화보존사 등) 

북쪽 지역의 천연기념물들을 집대성한 원문 이미지 자료 수록 

 

16. 기술발전사DB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등) 

원시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의 기술발전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 정리한 보고서  

 

17. 산림DB (공업종합출판사 등) 

북쪽의 산림생태과 임업연구결과들을 집대성한 연구 보고서 

 

18. 농업백과사전DB (농업종합출판사 등) 

북쪽 농업과 기초과학부문의 과학기술용어 2만 1,000여개 수록 

 

19. 전통문화DB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등)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민족고유의 전통양식을 고증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 

 

20. 전통악기DB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등) 

단소, 저대, 가야금 등 현대적으로 개량한 전통악기의 발전유래와 악기해설, 연주법들을 수록 

 

21. 문화원형DB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고유한 옷차림, 무기류 등 문화예술 양식들을 도감화한 자료 수록 

 

22. 요리대백과사전DB (조선요리협회 등)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개량한 북쪽 한식에 관한 3,700여 종의 레시피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