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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카이브 규모 

 

     1920년   ~ 현재   

 
 

             수록기사           신문지면 
  

              342 만                61만  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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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쉬운 검색 및 열람 

          ▪  제목ㆍ본문ㆍ주제  키워드 검색  

          ▪  날짜별 조회  

          ▪  기자 (기고자)명 검색    

          ▪  섹션별 조회  

          ▪  신문지면 보기 (PDF)  

          ▪  광고 고화질 지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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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쉬운 검색 및 열람 

제목ㆍ본문ㆍ주제  키워드 검색 

제목, 본문, 주제  

키워드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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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쉬운 검색 및 열람 

검색 결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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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쉬운 검색 및 열람 

날짜별 조회 

연도, 일자 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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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쉬운 검색 및 열람 

기자ㆍ기고자 검색 

기자, 기고자로 검색 

예)  입력창에 ‘이육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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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쉬운 검색 및 열람 

검색 결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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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쉬운 검색 및 열람 

섹션별 조회 가능 

섹션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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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쉬운 검색 및 열람 

신문지면 보기(PDF) 

 검색한 기사의 본문에서 PDF 지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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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쉬운 검색 및 열람 

광고 고화질 지면 제공 

광고지면에 대해서도  

고화질 PDF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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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일보 아카이브 특징 

▪ 일제 강점기를 비롯 한국 근ㆍ현대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 

 

▪ 조선일보에 게재된 인기 있는 칼럼, 연재 등의 모든  
   기사를 쉽게 검색하여 열람 가능. 

 

▪ 당일자 신문도 로그인 없이 지면형태로 쉽게 열람  

   가능하며 테마 섹션 별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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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일보 아카이브 특징 

한국 근ㆍ현대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 (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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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일보 아카이브 특징 

한국 근ㆍ현대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 
(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광고, 연재소설, 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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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일보 아카이브 특징 

조선일보에 게재된 칼럼,연재 등의 모든 기사 쉽게 검색 열람 

   기고자에 ‘이규태’ 라고 입력. 
   ‘이규태 코너’6,702회 분과 함께  

    7,281건의 기사 조회 열람 가능 

  

 

 

     기고자로  선우휘 (476건),  

     김대중 (2,270여건)  조회 열람.  

 

       

     조선일보에 실렸던 모든 기사 조회 및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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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일보 아카이브 특징 

오늘의 신문도 로그인 없이 지면 형태로 쉽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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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일보 아카이브 특징 

신문에 대한 다양한 섹션 발행.   섹션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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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별  콘텐츠 서비스 유형 

검색  방법 

기간별  

설 명 
20년  

~  
40년 

45년  
~  

89년 

90년  
~  

95년 

96년  
~  
현재 

검색 

제 목 ○ ○ ○ ○   제목에 포함된 키워드를 통해  검색 

본 문     ○ ○   본문에 포함된 키워드를 통해  검색 

주제어 ○ ○ ○ ○   제목과 본문뿐 아니라 기사에 대한  
  주제어로도 검색 

PDF 조회 ○ ○ ○ ○   검색한 기사를 PDF로 보거나  날짜로  
  PDF 조회 가능 



CopyrightⒸ  chosun.com All Right Reserved.  20 

4. 기간별  콘텐츠 서비스 유형 

무료 사용 서비스 제공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한 달 체험할 수 있는  

 Trial 서비스 제공 

 archi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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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