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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시기에 있었던 력사적사실들을 왕대를 단위로 년월일순으로 쓴 책(1763 권 900 책).

《리조실록》은 리조봉건국가가 존속한 전 기간 (1392-1910)의 사실들을 왕대별, 년월일순으로 

기록해놓은 하나의 정부일지이다. 

수십명의 학자들이 수십년간에 걸치는 번역을 진행하여 1991 년 12 월 전 400 권으로 된 

번역본(복각본합본)이 출판되였다. 

《리조실록》은 리조시기 여러 분야의 력사자료들을 폭넓게 담고있는 세계최대의 력사책의 

하나로써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귀중한 우리 인민의  민족문화유산이다. 

《리조실록》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외관계 등에 대한 자료들은 물론 다른 

력사기록들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천문, 기상, 농학, 지리,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과 

과학기술일반에 관한 자료, 문학, 음악, 미술, 공예 등 문예관계 자료와 풍속, 도덕, 신앙, 등에 

관한 자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의 력사자료들을 폭넓게 담고있다. 실록에는 

정치관계자료들인 봉건정부의 대내의정책 및 통치기관들의 활동정형과 관련한 자료, 

봉건적신분제도와 대외관계 자료 그리고 단편적이고 외곡되기는 하였으나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자료들이 실려있다. 또한 실록에는 농업, 수공업, 림업, 광업, 상업, 등 

경제관계 자료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였다. 

 

It describes what happended in the period of the Ri Dynasty with the generation of a king as the 

unit in the order of year, month and day. 

It consists of 900 books with 1763 volumes. 

It is a governmental diary that records comprehensively what happended in different fields 

during the whole period of the Ri Dynasty (1392-1910) for each generation of a king in the order 

of year, month and day. 



Scores of scholars translated it for decades, and the mordern Korean version, complied in 400 

volumes, was published in December 1991. 

As one of the greatest books in history in the world, it is the Korean people’s most treasured 

national cultural heritage, the like of which cannot be found in any other country of the world. It 

covers the historical data on not only politics, the economy, culture, military affairs and foreign 

relations but also astronomy, meteorology, agronomy, geography, earthquakes, tidal waves and 

other natural phenomena; literature, music, fine art and handicraft; custom, morality and 

religious belife; and all other fields. The data on politics include those on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organs, the feudalistic status system, foreign relations and 

the people’s struggles against the feudal ruling circles—though fragmentary and distorted. 

Detailed are the data on agriculture, handicraft, forestry, mining, commerce and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