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자료관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모색하는 사료 전시 공간입니다. 

역사자료관에는 지난 1946년 창립 이래, 국사편찬위원회가 국내외에서 수집한 다양한 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료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과정과 면면히 내려온 우리나라 역사 편찬의 전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사자료관 체험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presents the Historical Archive Exhibition Hall for all visitors to reflect on 
the past and thereby seek a vision for a bright new future. The Exhibition Hall consists of various galleries displaying 
historical materials collected both from within the country and from oversea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Institute in 
1946. These artifacts may help visitors gain valuable insights into the economic and democrat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tradition of history compilation passed down through the entire course of Korean 
history. We hope that the Exhibition Hall will provide visitors with a more vivid appreciation of the rich historical 
heritage of Korea.

1945년 광복 이래 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

상을 연표와 전시물,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되돌아보는 공간

우리나라 전통시대의 역사서와 국내외에서 수집한 한국사 자료를 주제별·형태별로 전시

하여 역사의 흐름과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공간

472년간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정과 이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노력을 다양한 재현을 통해 감상하고 우리의 기록유산이 간직한 위대함과 소중함을 느껴

보는 공간

대한민국실 전경   대한민국 주요사건 연표 및 국내외에서 수집한 현대사 자료 전시

자료전시실 전경   교지와 상소문, 지도 등 위원회 소장 고서와 고문서 전시

전통역사실 전경   조선왕조실록 개관 및 실록 편찬과정 재현

Hall of the Republic of Korea

Hall of Historical Exhibition

Hall of Traditional History

대한민국실

자료전시실

전통역사실

대한민국 주요사건 연표

포스터를 통해 보는 미군정기 사회상

구술로 듣는 대한민국사

해외에서 수집한 근현대 한국사 자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동영상

조선왕조실록 개관

조선시대 실록편찬과정 재현

전주 유생 안의와 손홍록의 실록 보존이야기

실록 속의 그림과 재미있는 이야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세계기록유산

삼국사기 등 우리나라 역사서

명재 윤증 종택 등 문중 수집자료

금병동 기증자료 등 국외 수집자료

통신사 행렬도 등으로 보는 대마도종가문서

독립운동가 신문재판기록과 수형기록카드

고지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진과 엽서로 보는 옛 생활상

외교부 발행 최초 여권과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승인 관련 문서
Documents about the U.N. Recogn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인조무인사초 仁祖戊寅史草 Home-kept Historical Drafts

명재 윤증 초상화(보물 1495호) 明齋先生遺像 
A Portrait of Yunjeung

조선방역지도(국보 248호) 朝鮮方域之圖 
The Map of Joseon Provinces

광해군일기(태백산본/중초본) 光海君日記
Daily Records of King Gwanghaegun(Mt. Taebaek Archive)

기초조선발단 其初朝鮮發端 
A multicolor Print of cherishing the memory of Kim Ok-gyun

일기세초지도 日記洗草之圖
A Scene of Washing the Drafts

A space to look back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independence and 

foundation to the present, in its achievement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mocratization despite the many hardships.

A space to take a look at the history of Korea, by taking part in the daily lives of our 

ancestors through thematic exhibitions of various historical materials.

A space to learn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is 472 years old, as well as our ancestors' efforts to preserve the Annals, and the 

magnificence of the recording heritage of Korea.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General Election on May 10 and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역사
자료관
NIKH Historical Archive Exhibitio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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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6번출구에서 약 15-20분 소요

전통역사실

자료전시실

1층에는 역사자료관 안내실과 안내키오스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실

역사체험실

비전실

휴게실

입구

출구

매직비전

비디오스피어

Hall of the Republic of Korea

Hall of Historical Exhibition

Hall of Traditional History

Hall of Experiencing History

옛 모습으로 꾸민 교실에서 역사 문제 풀이와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우리 

역사와 좀 더 가까워지는 공간

역사체험실 전경   국사교과서 등 여러 교육 자료의 변천을 직접 보고, 관람 기념물을 만들어   

 보는 체험 교실

Hall of Experiencing History

역사체험실

포토모자이크로 보는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TV 속 그 때 그 시절

고종황제밀서 등 소장자료 스탬프 체험

안중근의사 하얼빈역 의거 현장 디오라마 재현

실록 편찬 이야기와 사고 퍼즐 맞추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풀어보기

고지도와 위성사진 겹쳐 보기

A space reproduced as a classroom in the 60’s and 70’s with various activities 

such as quizzes and puzzles.

비전실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영상 전시

포토모자이크로 보는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확대경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면서 잃어버린 조국을 찾고 
후손을 위해 피땀을 흘려간 선조들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의사 하얼빈역 의거 현장 디오라마 재현

하얼빈역에서 대한독립의 방아쇠를 당긴 안중근의사의 
생생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TV 속 그때 그 시절

옛날 TV를 통해 역사 속 시간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록 편찬 이야기와 사고 퍼즐 맞추기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정과 보관방법 애니메이션을 감상
하고 퍼즐로 된 사고 사진을 완성해보세요.

고종황제밀서 등 소장자료 스탬프 체험

고종황제의 밀서에 어새를 찍어 기억에 남을 소장자료를 
직접 만들어 가세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풀어보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를 
미리 체험해보세요.

비디오스피어

영상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발전

매직비전

전주 유생 안의와 손홍록의 실록 보존 이야기 

휴게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세계기록유산

위  치

관람시간

휴  관

관 람 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국사편찬위원회 내 사료관 2층

평일(월~토) 10:00~17:00 | 토요일은 예약자에 한함 |

일요일·국가공휴일

무료

단체관람은 사전예약  02. 500. 8280

전시안내를 원하시는 관람객은 1층 역사자료관 안내실에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Government Complex Gwacheon
정부과천청사

Gwacheon IC
과천 IC

Metropolitan Subway Line 4 Government Complex Gwacheon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6 번출구

Bokwangsa Temple
보광사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

Anyang/Suwon
안양/수원 방면

Gwacheon City Hall
과천시청

전시실 및 부대시설안내
map and facilities

역사
자료관
NIKH Historical Archive 
Exhibition Hall

www.history.go.kr

역사
자료관
NIKH Historical Archive 

Exhibition Hall

통신사등성행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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