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청실록 사용설명서 

 
1、로그인(進入) 

1.1 시작을 클릭하신후 왼쪽 프로그램에서“Mingqingbook”을 찾으신후，“ MingqingbookClient”

를 클릭하세요. 

 

 

1.2 服務器(ip), 用戶名(id), 密碼(pw)를 입력 후 진입(進入)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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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색방법 

분류검색、조목검색、전문검색、고급검색。 

2.1 분류검색(分類檢索 )：即按子庫的分類進行定向檢索。左側以樹形顯示子庫中的分類，單

擊某類，右側顯示該類所收書名、卷數、時代、作者；單擊某書，下側顯示該書的編號，版本等；雙擊

某書，則進入閱讀介面。 좌측 창에서 “명청실록”을 더블 클릭하면 2 개의 자고(子庫)를 볼 

수있다；2 개 자고(子庫)를 더블 클릭하면 하위 분류를 볼 수 있다；하위 분류를 더블 클릭하면 

세분 항목을 볼 수 있고；어느 한 세분 항목을 클릭하면 중간 창에 이 세분 항목이 수록하고 

있는 고전서적을 보여준다.서적이름, 권수, 시대, 작자 등 포함； 선정한 서적을 클릭하면 우측 

창에서 이 서적의 판본, 편호(編號)등을 볼 수 있다； 

 

 

2.2 조목검색(條目檢索) ： 시대, 작자, 판본, 편목 등 조건을 한정하여 목표있는 합리적인 검색을 

할 수 있다.왼쪽의 입력칸에 원하는 조건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후 “검색(檢索 ) ”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검색족건의 서명, 권수,시대,작가,서명 등이 표시되어 나온다. 하위에는 선택한 도서의 

편호(編號), 판본 등이 표시되며 서명을 클릭하면 해당 도서의 화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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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문검색(全文檢索) ： 임의의 문자, 단어 혹은 문자열을 입력하고 검색한다. 왼쪽 창의 “檢索

字詞(문자,단어 검색)”란에 임의의 문자, 단어 혹은 문자열을 입력하고 “검색(檢索)”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검색조건에 맞는 문자, 단어 혹은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예문이 나타난다. 예문에는 

찾고자 하는 문자, 단어 혹은 문자열 및 이를 기준으로 앞, 뒤 10 자가 포함되어 있다. 선택한 

서명 및 페이지수를 더블 클릭하면 본문으로 들어가고 색으로 채워진 문자, 단어 혹은 문자열을 

볼 수 있다. 

 

 

 

 

* 검색 글자중 불확실한 글자는 “?”를 사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洋洋冀州”를 “洋洋?州”로 

할 수 있다. 

 

2.4  고급검색( 高 級 檢 索 ) ： 이차검색과 논리검색으로 나뉘어 진다. 이차검색은 1 차검색의 

결과범위내에서 단어/구절/문자열을 추가하여 더 정확한 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 논리검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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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구절/문자열사이의 <와>, <혹은>, <아닌> 등 논리적 조합을 통해 검색 할 수 있다. 

2 차검색과 논리검색을 통해 검색범위를 줄일 수 있고, 중복된 정보를 제거하여 정확한 검색을 

할 수 있다. 

 

2.4.1  2 차검색(二次檢索) 

1 차검색의 결과범위내에서 단어/구절/문자열을 추가하여 정확한 검색을 진행. 검색 범위를 

줄여주고 중복된 정보를 제거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4.2 논리검색(邏輯檢索) 

단어/구절/문자열사이의 <와>, <혹은>, <아닌> 등 논리적 조합을 통해 검색 할 수 있다. “檢索字

詞”에 단어/구절/문자열을 입력한 후 “檢索字詞”아래의 “와(與)”、“혹은(或)”、“아닌(非)”중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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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하나를 선택한 후 그에 해당하는 조합의 단어를 입력한다. 그런후 “ 검색( 檢 索 ) ” 을 

클릭하여 검색을 진행 한다. 

 

 

3、기능 

3.1 화면구성： 

3.1.1 왼쪽 이미지 오른쪽 문자 

주화면은 이미지와 글자가 함께 나오며 왼쪽은 이미지 오른쪽은 문자로 된 전문으로 

구성되어 두 개의 판식을 함께 볼 수 있다. 다음페이지를 클릭하면 그림과 전문이 동시에 

바뀐다. 페이지 번호 옆에는 서명 내지 현재 권명(卷名), 총페이지수,  판본 정보가 표시된다.  

 

3.2 주요기능： 

3.2.1 원본이미지 기능 

(1) 화면(全屏)：이미지 전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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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해상도(高清)：이미지를 흑색이나 백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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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전(翻轉) ：이미지와 전문을 180 도 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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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결(連綴) ：이미지 전후 5 페이지를 순서대로 연결  

 

 

(5)환원(還原) 

3.2.2 전문페이지 기능 

(1) 설정(設置)：전문에 배열선을 유무를 설정 할 수 있다. 그리고 글자체의 번,간체자(繁、簡)로 

전환 가능하다. “설정(設置 )”을 클릭하면 하단에 “배열선有 (有列線 )”를 선택하면 전문내에 

배열선이 나오고, “배열선無(無列線)”를 선택하면 전문내에 배열선 없이 글자만 나타난다. “字體

設置”에서 “간체(簡體)”를 선택하면 전문이 간체자로 표시되고,“번체(繁體)”를 선택하면 전문이 

번체자로 표시된다. 

 

  

（2）표주(標注)：표점이나 주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사용방법：“표주(標注)”를 클릭，“加。”, “加,”, “加、” 혹은 “加：”중 표점 하나를 선택하여 마우스로 

문장 중 표점 추가할 곳을 클릭하면 이러한 표점이 문자 우측 하단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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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주해추가，마우스로 전문판에 주해를 추가할 곳을 클릭한후 팝업편집창이 나오면 팝업창 안에 

주해를 입력한 후 “保存”버튼을 클릭，이때 원문상에는 [*]표시가 되어 이 주해를 찾을 때 

주해표시 [*]를 클릭하면 된다.  

 

* 선택중 “표점삭제(刪除單個標點)”또는“주해삭제(刪除單個標注)”를 클릭한 후，마우스로 삭제할 

표점주해를 클릭하면 그 표점과 주해는 삭제된다. 선택중“전체표점주해삭제(刪除全部标点批註)”

를 선택하면 페이지의 모든 표점과 주해가 삭제된다. 

 

（3）북마크(書簽)： 이 기능을 이용하여 전에 검열했었던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분류 

사용방법：상단메뉴에서 “북마트(書簽)”선택하면 하위 메뉴얼을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다시“목차만들기(創建類目)”를 클릭한다. 하위 메뉴얼에서 세부 북마크를 추가 할 수 있다. 

만약 “북마크추가(添加书签)”를 클릭하면 현재 페이지를 세부목차 북마크 하단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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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마크삭제(刪除书签)”를 클릭하면 설정된 세부 목차의 모든 북마크가 삭제되나 세부목차는 

변하지 않는다. “목차삭제(刪除类目)”를 클릭하면 이 목차 및 모든 북마크는 삭제된다.  

 

（4）다운로드(下載)： 전문을 다운로드하여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다운로드( 下 载 ) ” 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오며, 팝업창에는 현재페이지의 원문이 표시된다. 

팝업창의 원문을 편집프로그램에서 추가, 삭제, 수정 등 편집 작업이 가능하다. 마우스로 

드래그한 원문을 복사한 후 Word 나 워드패드, 메모장, 노트패드에서 붙여넣기를 한다. 

(한글(.hwp)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 원문 복사시 매번 최대 200 자를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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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프린트(打印) 

 

* 출력하고 싶은 페이지를 화면에 띄운 후 “프린트(打印)”를 선택하면 해당페이지가 출력된다. 

복제방지를 위해 화면에 띄워진 그 페이지만 출력되게끔 하였다 

 

4、상용자전 

상용자전(常用字典)：상용 한자의 발음과 의미를 빠르게 검색 할 수 있다.  

상용자전(常用字典)  한자 입력(輸入漢字)  확인(確定) 

만약 “획수입력(输入笔画)”또는 “병음입력(输入拼音)”또는 “부수입력(输入部首)”을 선택한후 

“확인(确定)”을 클릭하면 팝업창에 단어표가 나온다. 단어표중에서 찾으려는 한자를 클릭하면 그 

한자의 발음과 해석을 볼 수 있다.  

컴퓨터에 사운드카드가 설치된 사용자는 자음(字音) 앞에 작은 나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글자의 발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 

。  

*상용자전 수록 한자는 15,000 개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