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문집·한문서적 전문 출판사 

인터넷족보 구축
Root Informaion Media Internet 族譜 構築

뿌리정보미디어는	대한민국	최초로	인터넷족보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현재	약	100여	문중의	인터넷족보를	구축하였습니다.

미려한	디자인,	편리한	검색방법,	다양한	검색기능으로	인터넷족보를	구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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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자(字), 호(號), 초명(初

名), 일명(一名), 보명(譜名), 관

직(官職), 학교, 직업, 배우자 이름 

등 족보에 수록된 모든 글자를 

검색하여 족보를 찾을 수 있다.

결과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이름 및 글자 검색으로 족보 찾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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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책보기 아이콘①을 클릭하면 족

보책과 동일한 폼으로 본인이 

수록된 족보페이지②를 볼 수 

있다.

책보기 기능은 2페이지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구축하였다.

※e-book은 서체와 윈도우XP, 

윈도우8 등 윈도우 프로그램 버

전에 상관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

나 깨끗한 선명도와 자유로운 확

대·축소, 빠른 검색 속도로 열람

할 수 있다.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책 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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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족보는 족보 열람 외 본

인사진, 가족사진, 표창장, 훈장, 

영정(影幀), 묘소, 묘비 등의 사

진을 수록하여 볼 수 있다.

결과

개인 사진은 책에는 수록

되지 않고 인터넷족보에서

만 열람할 수 있다.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개인 사진 보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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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족보는 족보 열람 외 선

조님의 묘소 위성사진을 볼 수 

있다. 한번만 등록해 두면 묘소

가 실전(失傳)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벌초 또는 성묘 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성사진을 

보며 찾아갈 수 있다.

묘소 리스트에 등록된 

묘소 이름을 클릭하면 

위성사진이 보여진다.

결과

클릭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묘소 위성사진 보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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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족보는 권(卷)이 분리되어 

있어도 선조(先祖)와 후손(後孫)

이 수록된 見上, 見下 페이지로 

바로 찾아갈 수 있다.

견하(見下)페이지가 

1391페이지로 연결!

220
페이지

견상(見上)페이지가 

220페이지로 연결!

1391
페이지

권(卷)과 페이지를 입력하면 

선조 또는 후손이 수록된 페

이지로 바로 찾아간다.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견상見上, 견하見下 페이지 찾아가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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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족보는 권(卷)이 분리되어 

있어도 양자(養子) 입양에 따른 

생부(生父)가 수록된 페이지로 

바로 찾아갈 수 있다.

생부(生父)가 수철(守哲)이

며, 그 내용을 25권 43페이

지에서 볼 수 있다.

25권
41페이지

희철(希哲)에게로 

출계(出系)되었으

며, 그 내용을 25권 

41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5권
43페이지

입계, 출계 페이지를 입력하

면 생부 또는 양부가 수록된 

족보페이지로 바로 찾아간다.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입계入系, 출계出系 페이지 찾아가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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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譜冊]는 지면 관계상 학력, 

경력 등의 자료를 무한정 수록

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족보

의 프로필 보기를 클릭하면 약

력란에서 다양한 경력을 수록하

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족보에는 등재되어있

지 않으나 추가로 입력

한 개인프로필의 내용

을 볼 수 있다.

결과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프로필 보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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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보기, 가계도 보기, 프로필 

보기 등에서 본인 이름을 클릭

하면 족보에 수록된 한자의 음

과 뜻, 부수, 획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자를 잘 모르는 분들

은 족보에 수록된 한자를 마우

스로 클릭하면 해당 한자의 음

과 뜻, 부수, 획수를 알 수 있다.

결과

족보등재내용에 수록된 모든 한자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한자의 음과 

뜻, 부수, 획수를 알 수 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한자사전 보기8



도서출판 뿌리정보미디어

61

본인을 기준으로 시조부터 말손

까지 직계와 촌수를 볼 수 있다.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직계 보기9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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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기준으로 고조할아버지

부터 증손자까지 가계도와 촌

수, 호칭을 함께 볼 수 있다.

<8代 부부가계도>  본인 이름과 배우

자 이름을 함께 보여주는 가계도이다.

<8代 가계도 > 

촌수와 호칭을 함께 볼 수 있다.

결과

결과

클릭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8代 가계도, 8代 부부가계도 보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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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 간에 촌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과
클릭

1

2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촌수 알아보기11

촌수계산을 할 사람 2명을 선택 후 촌수확인을 클릭

하면 실시간으로 상호간에 몇 촌인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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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사망, 행적 변경이 있을 경

우 인터넷족보에 수록된 양식을 

이용하여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수단(收單) 신청서

에서 이름과 행적

을 기재한 다음 신

청하기를 클릭하

면 곧장 종회담당

자에게 접수된다.

결과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수단收單 신청12

클릭

입력

2

클릭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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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수록된 다양한 용어를 

인터넷족보를 열람하면서 실시

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결과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족보용어사전 기능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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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수록된 옛 관직, 관청명

을 인터넷족보를 열람하면서 실

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결과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옛 관직·관청사전 기능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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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수록된 옛 지명을 인터

넷족보를 열람하면서 실시간으

로 검색할 수 있다.

결과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옛 지명사전 기능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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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수록된 전체 남녀인구

통계를 볼 수 있다.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남녀 인구통계 보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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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수록된 파(派)별 남녀

인구통계를 볼 수 있다.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파派별 인구통계 보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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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수록된 세(世)별 남녀

인구통계를 볼 수 있다.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세世별 인구통계 보기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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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수록된 이름 중 많이 

쓰이는 남녀이름을 볼 수 있다.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이름 선호도 통계 보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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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수록된 인물 중 부부별 

자녀 수 통계를 볼 수 있다.

즉 부부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몇 명 낳았는지 보여주는 통계

표이다.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부부별 자녀 수 통계 보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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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수록된 인물 중 본관(本

貫)별 배우자 인구 통계를 볼 

수 있다.

즉 어느 성씨(姓氏)와 혼인을 가

장 많이 하였는지 보여 주는 통

계표이다.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본관별 배우자(부인,사위) 인구 통계 보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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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年度)별 출생자 통계를 

볼 수 있다.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연도별 출생자 통계 보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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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年度)별 사망자 통계를 볼 

수 있다.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연도별 사망자 통계 보기23



족보·문집·한문서적 전문 출판사 

76

클릭

인터넷족보 열람 시 방위도를 함

께 볼 수 있다.

묘소의 좌향(坐向)을 보는데 참

고할 수 있는 도표이다.

결과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방위도 보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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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족보 열람 시 왕실계보도를 

함께 볼 수 있다.

결과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왕실계보도 보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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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족보 열람 시 동서양 연대

대조표를 함께 볼 수 있다.

결과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연대대조표 보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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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족보 열람 시 고금관작대

조표를 함께 볼 수 있다.

결과

클릭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  

고금관작대조표 보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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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휴대폰)족보 구축
Root Informaion Media Mobile 族譜 構築

모바일(휴대폰)족보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기의	족보를	찾아	열람할	수	있는	최첨단	족보입니다.

뿌리정보미디어는	인터넷족보	구축	시	모바일족보도	함께	구축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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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또

는 족보에 수록된 자(字), 호

(號), 초명(初名), 일명(一名), 보

명(譜名), 관직, 학교, 직업 등 

모든 단어(글자)를 입력하여 족

보를 찾을 수 있다.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시작 화면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검색 화면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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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책과 동일한 폼으

로 본인이 수록된 족보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

다. 또한 자유롭게 확

대·축소가 가능하다.

직계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되는 사람과의 촌수가 실시간

으로 나타난다.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책 보기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직계 보기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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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가

분을 만나면 실시간으로 

상호간의 촌수를 확인할 

수 있다.

묘소, 제실, 비석, 훈장, 표창

장, 본인사진, 가족사진, 영

정 등 개인이 접수한 다양한 

사진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사진 보기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촌수계산 보기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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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님의 묘소를 등록해 두면 실

시간으로 묘소의 위성사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번 등록해 두

면 묘소 실전(失傳)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성묘, 벌초 시 휴대

폰으로 보면서 찾아갈 수 있다.

족보열람 시 묘소의 좌향을 

보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묘소 위성 사진 보기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방위도 보기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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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지금의 관직을 비교

하기 쉽게 수록되어 있어 족

보열람 시 참고할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의 연대를 비교

하기 쉽게 수록되어 있어 족

보열람 시 참고할 수 있다.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고금관작대조표 보기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동서양연대대조표 보기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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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열람 시 족보에 수록된 다양

한 용어를 인터넷족보와 같이 편

리하게 검색하여 볼 수 있다.

왕실의 계보가 알기 쉽게 수록되

어 있어 족보열람 시 참고할 수 

있다.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왕실계보도 보기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족보용어사전 보기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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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열람 시 삼국시대, 고려

시대, 조선시대 옛 지명을 인

터넷족보와 같이 편리하게 

검색하여 볼 수 있다.

족보열람 시 족보에 수록된 

옛 관직·관청명을 인터넷족

보와 같이 편리하게 검색하

여 볼 수 있다.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옛 지명 사전 보기
 모바일족보 주요 기능  

옛 관직·관청 사진 보기1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