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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수단
신청기한이앞으로1개월, 11월말이
면 마감된다. 중앙종친회(회장 甲洙)
는수단신청기한을 1개월여앞둔 10
월 24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

서 종파회장 및 광역시·도종친회장
들로 구성된「제7교한 인터넷대동
족보」편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11월말마감기한까지보다많은일가
들의 수단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을협의한끝에종파회장및지역종친
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독려하는
노력이 긴요하다는데 대체적으로 의
견을같이했다.
甲洙회장은회의에서“당초의예정

대로11월말까지수단신청을성공적
으로 마감하기 위해서는 종파회장들
과 각 지역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일가 여러분들의 빠짐없는 참여가 긴
요하다”고 강조하고“「한 인터넷대
동족보」는후손들에게절대적으로필
요한 문화유산이므로 만난을 무릅쓰
고완성할생각”이라고말했다.
甲洙회장은 이어“11월 말까지 수

단신청이 마감되면 이미 예정했던대
로내년초음력설에맞춰「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를 전면 개통하고,
이를 자료로 한가위(추석) 때에 맞춰
보책(譜冊)을 제작, 보급하겠다”고 밝
혔다.
星燮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단신청기간 연장문제,

수단금등과관련된의견및제안들도
일부 있었으나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連東세마공파회장은“종파회
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독려했더
니 일가들의 수단신청이 많이 늘어나
는성과를거두었다”, 楸泰정혜공파회
장은“컴퓨터를 이용하여 수단작성을
할수있는청장년후손들의도움을받
은결과많은수단신청을받아낼수있
었다”는 경험담을 각각 밝혀 많은 공
감을받았다. ▶관련기사 2·3·4면
편찬팀은 회의에서, 이날 현재 35

개파에서 2,812명이 수단을 신청했
으며, 11월 말까지는 장헌공파에서
9,358명, 청원위파에서 3768명 등
13,126명(27세부터말손까지를50%
로 보면 약 6,563명), 그 밖의 수단신
청예상인원10,000명을합쳐
약 16,600명의 수단신청이 예상되

며, 지난 6월 7일부터10월 16일까지
총 32개 종파와 지역종친회를 순회,
홍보활동을했다고보고했다.   

수단신청기한 11월말까지앞으로 1개월
甲洙회장“빠짐없이 수단신청 해주기를……”

“종파회장·지역회장들의 적극적 협조 긴요”

「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

「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편찬위원회 전체회의

▶일 시 : 2012년 양력 11월 14일(수·음력 10월 1일) 오전 10시
▶위 치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547번지 시조부군 묘소
▶의 례 : 시조시향, 4위단(2·3·4·5세조) 시향 봉행
▶참석범위 : 국내외 거주 청주한씨 남녀노소 전 종원
▶식전행사 : 효자·효부상 시상

시조태위공임진년시향(時享) 공고

【대중교통 이용 안내】
청주시 가경동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미원행 또는 문의행 버스를
타고 고은삼거리에서 하차하여 약 1km를 걸어 공군 비행장 정문 앞에 오시면 시
조부군묘소가 보입니다. 시조묘역에 도착한 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시
향을 봉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준비된 음식으로 친목과 화
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시조묘소 재실 : 043-284-8294, 010-2920-3750 
<서울지역은 당일 07:30에 중앙종친회 사무실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약도】

편찬일정 및 수단금
▲편찬일정
① 수단 접수기간 : 2012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입니다. 
② 입력 및 개통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입니다. 
③ 2013년 한가위(추석)에 맞춰「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를 근거로 종파

또는 개인의 주문을 받아 한 과 한문이 병기된「제7교청주한씨대동족
보」전질(全帙) 또는 파보(派譜)를 보책(譜冊)으로 발간합니다.

▲수단금
① 수단 비용은 1인당 12,000원 (부부는 1인으로 간주)이며, 기혼자, 미혼

자, 출가녀, 신규 입보자, 사망자, 내용 수정 등은 수단금을 납부해야만
족보에 등재됩니다.

② 1건 기준 50명 이상 단체로 접수할 경우 30%를 할인하여 문중에 혜택
이 돌아가도록 하 습니다.

③ 서원군파 및 문간공파의 CD파보 입보자의 수단금은 추가비용부담을 감
안하여 3분의 2를 할인하여 4,000원으로 한다.

▲사진 등재비
사진은 1매당 12,000원 입니다. 사진은 개인사진, 가족사진, 표창장 사
진, 묘소, 묘비, 묘소약도 사진 등을 등재할 수 있으며, 수단신청시 함께
하면 됩니다.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보책 예약
「7교청주한씨대동족보」전질 또는 파보를 보책으로 원하는 일가는 수단
신청시 1질당 5만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보책가격은 주문 수량
등에 따라 결정되는대로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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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종친회 현판식 거행
甲洙회장, “중추적 역할 다해주기를”
駿錫회장, “활성화에 최선 다하겠다”

서울시종친회는 신임 駿錫회장의
빌딩(동작구 대방동 340-11) 1층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지난 10월 16일
오전11시甲洙중앙회장을비롯한중

앙회 임원, 각 종파와 각 지역종친회
회장 및 임원, 서울시종친회 각구회
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식을거행했다.  
지난9월14일새로취임한駿錫회

장은 인사말을 통해“서울시종친회

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
짐하고“모든 일가들께서는 한마음
으로종사에적극참여하여협력해주
기바란다”고말했다.
甲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오늘

의 현판식을 계기로 지난 수년간 유
명무실하게 침체되어 있었던 서울시
종친회가 駿錫회장을 중심으로 활기
를 되찾아 중추적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특히 중앙회의

최대현안인「제7교한 인터넷대동족
보」편찬사업의 수단신청에 선도적으
로참여하기를기대한다”말했다.

喆洙(관악구종친회장)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현판식에서는
수석부회장(珖秀 등포회장), 감사(基
滉 전 경남도회장, 相洛 전 동작구회
장2명), 상임이사 외에 고문 23명, 지
도위원26명, 이사 16명, 각구종친회
장 13명등서울시종친회를구성하는
83명의임원명단도발표되었다.
한편 甲洙중앙회장, 光傳경기도종

친회장, 基虎청운회장, 奎同무농회장,
三郞서울청장년회장은 현판식을 축
하하는화환을보내왔다.

甲洙 중앙회장(왼쪽)과 駿錫 서울시 회장이 현판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종친회(회장太燮)는지난10월28일
정오 40여명의 임원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시조묘를 찾아 고유제를 봉행한 후 세
일재에서개최한단합대회에서중앙회가추진하고
있는「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이성공
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수단신청에 적극 참여하
고 독려하기로 했다. 太燮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회에서「한 인터넷대동족보」홍보차 이곳까
지 찾아와 자리를 함께한 駿錫편찬소위원장, 基虎
도유사, 星龍부회장, 星燮부회장등편찬팀임원들
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부산종친회 회원들도
수단신청에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편찬팀 임원들은 홍보를 통해“족보는 선대
로부터의 연혁을 기록한 유일한 역사적 기록이며,
특히 현재 중앙회가 편찬중인 한 과 한자를 병기
한「인터넷족보」는 앞으로의 후손들 세대에서는
필수적인문화유산이될것”이라고강조하고“「제
7교한 인터넷대동족보」에 빠짐없이 수단을 신청
해주기바란다”고강조했다. 부산종친회회원들은
다합대회를마친후귀로에는시조탄생유지(遺址)
인「淸韓閣」( 동군황간면난곡리)을참배했다.   

대전광역시종친회(회장 甲洙)는 지난 10월 11
일 오전 11시 회관 회의실에서 50여명의 임원 및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갖고「제7교
한 인터넷대동족보」편찬팀 임원인 중앙회 백춘,
成龍부회장으로부터「한 인터넷대동족보」의 당
위성에관한설명을들은후중앙회에서추진하고
있는편찬사업에적극협조하기로뜻을모았다.
甲洙회장은 인사말에서“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에 적
극 호응하여 빠짐없이 수단신청에 동참해주기 바
란다”고 당부하고“대전지역에서 해마다 뿌리공
원에서 거행되는 전국 성씨들의 행사에 중앙종친
회 차원의 참여가 절실하며 뿌리공원내 청주한씨
조형물등도보강되었으면좋겠다”고제언했다.
「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 홍보를
위해 대전시종친회를 방문한 백춘, 成龍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한 인터넷족보」는 변천하는 시
대의조류에따라우리들의후손들에게반드시필
요한문화적인유산이므로오늘의우리세대가반
드시 완결해야하며 모든 일가들이 수단신청에 적
극동참해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

충청남도종친회(회장 相旭) 산하 시·군종친회
회장단과임원35명은지난 10월 11일오전 11시
30분 천안시내 진양마당에서 모임을 갖고“「제7
교한 인터넷대동족보」는 장점이 많아 한 세대
에 적합함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수단접수를 꼭
마치기로 했다”는 결의문을 채택, 천안시종친회
민교회장이 충남 시·군종친회 회장단대표 명의
로중앙종친회에보고해왔다. 
이날 회의에는「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편

찬위원회 駿錫소위원장과 基虎도유사, 중앙회 星
燮부회장이 홍보차 참석,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모든 일을「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들
에게「한 인터넷대동족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세대는 이를 완결하여 청주한씨의 문화유산
으로물려주어야할책임이있다”고강조했다. 
相旭충남회장은 이날 회의에서“「제7교한 인

터넷대동족보」가 순조롭게 완결되기를 기원하며
적극협조하겠다”고말했으며, 민교천안시회장은
“중앙회 편찬팀의 설명을 듣고「한 인터넷족보」
에대해많은이해를하게되었으며열심히지원하
겠다”고다짐했다. 

지역종친회들수단신청적극참여다짐
부산시종친회

시조묘역서단합대회
대전시종친회

월례회의서뜻모아
충남시·군종친회

회장단회의결의문채택

부산시종친회 세일재에서 단합대회 甲洙 대전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남 시·군종친회 회장단 회의

83명으로 임원진도 구성

수석부회장에 珖秀 등포회장

1.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추천서

2. 추 천 인 : 광역시·도종친회장 및 각 종파종친회장

3. 제출기한 : 2012년 11월 5일(월)까지 중앙종친회에서 접수, 심의 후
표창대상자 확정합니다.

4. 기 타 : 양식 필요시 중앙종친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본 공고로
추천의뢰 공문서를 대체합니다.

효자·효부상표창대상자추천의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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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면에예시(例示)된족보견본사
진을비교해보면, 수단(收單)을한 과
한자로 병기(倂記)한「제7교한 인터
넷대동족보」(사진 위)는한자(漢字) 만
으로기재된「제6교대동족보」(사진 아
래)와는확연히차이가있음을알수있
으며, 한자만으로되어있는CD파보와
도역시큰차이가있다.

「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는 견
본사진에서보는바와같이새로신청
된수단을한 과한자로병기하여한
세대(世代) 후손들도쉽게알아볼수

있도록하는한편기성세대에서조차도
이해하기어려운한자만으로기재되어
있는「제6교대동족보」의 수록내용도
한 로 번역하여 쉽게 풀어서 한문과
함께병기하고있다.
이와 같은 편찬방식 때문에 한자만

으로 기재되어있는「제6교대동족보」

의 수록내용을 한 로 번역하는 작업
에서많은번역비용이소요되고있으
며, 본지면의족보견본사진에서보듯
이 한자를 한 로 번역하여 병기하게
됨에 따라「제7교한 인터넷대동족
보」의 페이지는「제6교대동족보」의 2
배가까이늘어나게된다. 
「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편찬팀

은, 이러한 번역비용의과중한부담을
무릅쓰고「제6교대동족보」중 26세까
지는수단금을받지않고번역하여「제
7교한 인터넷대동족보」에 한 과 한
자를 병기하여 수록했으나 27세 이후
는 분량이 방대한만큼 번역비용도 과
다하여부득이수단금을받기로했다.
또한CD(Compact Disc)로파보(派

譜)를 제작한 일부 종파에서는 CD에
수록되어있는 내용을 수단금 없이 그
대로「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에

옮겨달라고요구하고있으나당해CD
파보는「제6교대동족보」와 같이 한자
만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많은 액수의 번역
비가소요된다. 
편찬팀은, 이와같은 사정을 감안하

여당해CD파보를제작한종파에대해
서는2중적인부담을덜어주기위해1
인당수단금12,000원을4,000원으로
할인해주고있다.
CD는원래음악이나게임, 소프트웨

어등을수록해서판매할목적으로만

들어져내용의수정이나삭제, 보충이
어렵도록 되어있어 오늘날에 와서는
흘러간 과거형 전자매체(電子媒體)로
취급되고있다. 
이와같은 CD의 속성으로, CD족보

의 경우「인터넷족보」와는 달리 일단
제작된 후에는 수정이나 추가가 불가

능할뿐만아니라CD를갖고다녀야만
족보를검색할수있는결정적인결함
(缺陷)이있다.
반면「한 인터넷족보」는, 언제 어

느 곳에서나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검색할수있을뿐만아니라자유자재
로내용을수정할수도있고자료를추
가할수있는미래형전자매체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모바일

(Mobile)족보」검색이 보편화될 경우
를감안할때「한 인터넷족보」는앞으
로의세대(世代)에게있어더욱 중요하

고도필수불가결(不可缺)한미래형족
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오늘의우리세대는「제7교

한 인터넷대동족보」를 완결하여 우
리후손들에게청주한문의귀중한문
화유산으로물려주어야할책무가있
다.

「7교한 인터넷대동족보」는 한 ·한자 병기
漢字 만의 6교대동보·CD파보와는 큰 차이

「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와 한자만으로 된「제6교대동족보」를 비교해 보면

“한자만으로된CD파보와분량이방대한27세
이후는번역비용과다로수단금부담불가피”

한 과 한자가 병기된「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사진 위)는 젊은 한 세대 후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찬되었으며 한자만으로 된 아래쪽의「제6
교대동족보」는 기성세대에서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한자만으로 제작된 CD파보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번역하면 분량은 2배 이상 늘어난다.사진설명

“스마트폰「모바일족보」검색 보편화되면
「한 인터넷족보」중요성 더욱 증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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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한 인터넷대동족보」편찬 재개
① 2012년 6월~11월 말까지 수단 접수를 마감
② 2012년 12월~2013년 1월 말까지 입력, 개통
③ 완결 후 신청받아 전질 및 파보책 발간계획

지난2010년8월제1단계로수단접수를마감하고미완(未完)상태로개통된「제7교
한 인터넷대동족보」의완결을목표로편찬사업을재개하 습니다. 

제1단계편찬사업때누락된일가들의수단접수를2012년 11월말까지마감한후,
2012년 12월부터 2013년1월 말까지 입력작업을 끝내고 개통하여 한 과 한문을
병기한「7교한 인터넷대동족보」를 완결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2013년 상반기
중에 일가들의 신청을 받아「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전질(全帙) 또는 파보(派譜)
를보책(譜冊)으로발간할계획입니다. 

따라서 2012년 11월말 마감 때까지 수단 신청을 하지 않으면「제7교한 인터넷대
동족보」에서 누락되며, 2013년에 들어 희망하는 일가들에 한해 발간 예정인「제7
교청주한씨대동족보」보책(譜冊)에도등재할수없게됩니다. 모든일가들께서는빠
짐없이조속히수단신청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단을 신청한 일가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말까지 입력을 끝
내고바로개통됨으로일제히검색및교정을할수있게됩니다.

수단비는1인당12,000원입니다.

50인이상신청하는종파에대해서는30% 감액됩니다. 

서원군파 및 문간공파의 CD파보 입보자의 수단금은 추가비용부담을 감안하여 3
분의2를할인하여4,000원으로한다.

종파회장은유사(有司)가되며, 입보(入譜), 교정을책임지고수행한다.

사진도입력됩니다. 입력수수료는1매당12,000원입니다.
- 인터넷족보’에조상의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인물사진, 가문과관련있는유
적사진등본인들이원하는어떠한사진도입력, 자손대대로볼수있습니다.

-사진은 10cmX15cm=4인치X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이며, 족보 내용과 함께
볼수있습니다.

‘인터넷족보’수단지기재요령은중앙종친회에문의하여주십시오

‘인터넷족보’찾아가기도움말
중앙종친회‘홈페이지’찾아가기
‘인터넷’주소창에서청주한씨중앙종친회또는www.cheongjuhan.net 중어
느하나를입력하고‘엔터키’(Enter Key)를누르면청주한씨중앙종친회‘홈페이
지’가 나타납니다. 여러 항목중‘인터넷족보’라는 항목을‘클릭’하면‘인터넷족
보’를볼수있습니다. 잘되지않으면중앙종친회로전화(02-720-63701) 주시
기바랍니다. 

‘인터넷족보’수단지기재요령
(1) 연도 표시

서기(西紀)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6교대동보’에실린간지(干支)를그대로적용합니다. 예) 1980년2
월15일생, 1980년2월15일졸.

(2) 학력·경력 및 상훈 기재방법
신청자의의사에따라본인이입력하기를원하는주요학력·경력및상훈(賞
勳) 종류를기재하면되겠습니다. (본인이원하지않으면기재하지않아도무
방합니다)

(3) 묘 기재방법
예) 묘(墓) :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내곡리산3번지뒷산선 (先塋)을좌(乙
坐) 합폄또는쌍분(雙墳)

(4) 부인 기재방법
예) 배(配) 김혜 (金惠英) 김해인(金海人) 부친英洙생, 졸, 학력, 경력, 묘등
기재방법은남편과동일합니다.

(5) 부(夫) 기재방법 (시집을 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이름 옆에 부(夫) 김태식(金泰植) 김해인(金海人·사위의 생, 졸, 경력
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으로 기재하며, 아들과 딸(외손자와 외손녀)이
있어도기재하지않습니다.

(6) 자(字), 호(號) 기재방법 (자와 호가 있는 경우)
예) 자 호(英鎬), 호무농(無農)으로기재합니다.

(7) 사진 제출 방법
누구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아버지 이
름, 파(派), 세(世)를기재하고, 사진설명이필요한경우20자이내로간단히
기재합니다.
※선조의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및가족사진등도제
출할수있으며, 묘소와재실은주소를, 훈장은훈장명을기재하십시요. 

(8) 수단용지는 홈페이지(www.cheongjuhan.net) 또는 daum, naver 등 포털
사이트의‘통합검색란’에서‘청주한씨중앙종친회’를 입력하여‘청주한씨’
홈페이지가열리면사용할수있습니다. 

우리‘인터넷족보’주요기능과특징
(1) 직계·촌수검색이가능하며, 이름입력즉시뿌리를찾을수있습니다.
(2) 선조님의업적을동 상으로볼수있습니다.
(3) 국·한문을혼용, 한자를모르는젊은후손들도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
(4) 청주한씨인구, 남녀, 이름, 파별인구수등각종통계를찾아볼수있습니다.
(5) 선조의모습, 유적, 묘소, 재실, 교지, 상장, 부부, 가족사진도볼수있습니다.

-명문족보에 올라야 명문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인터넷족보는 앞서가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은 한 인터넷족보를 원합니다-
-「7교한 인터넷대동족보」가 내년초 완결됩니다-

인터넷족보는 단점보다 장점 많다
CD족보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①인터넷족보는CD족보에비해젊은세
대 후손들의 선호(選好)와 이용도가
압도적이다.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
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있어
인터넷족보는피할수없는시대적인
큰흐름이다. 

②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장점이
많고 단점은 거의 없으며, CD족보는
인터넷족보에비해단점이많고장점
은거의없다.

③인터넷족보는국내외어느곳에서나인
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
를열람할수있으나CD족보는CD가
있어야족보를열람할수있으므로가
지고다녀야하는불편이있다.

④인터넷족보는CD가없어도세계곳곳
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후손들이
족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행자들도
CD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
넷이연결된컴퓨터만있으면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없으면 열람이 안되고, 여행자들도
CD를 갖고 다녀야만 족보를 열람할
수있는불편함이있다.

⑤인터넷족보는잘못된내용, 누락된내
용의 수정이 쉬우나, CD족보는 일단
반질(頒帙)된후에는잘못된내용, 누
락된내용의수정이어렵다. 

⑥인터넷족보는 출생, 사망, 행적 변경
에 따른 수단(收單)을 수시로 접수받
아족보에등재할수있으나, CD족보
의 경우 새로운 CD족보를 현실적으
로 제작하기가 어려워, 보통 20~30
년 주기로 제작되는 다음 족보 때까

지기다려야한다.  
⑦인터넷족보는제작기간이짧다. 수단

접수후짧게는몇일이내에자기족
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종친회
사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축하나, CD족보는 제
작기간이 길어 수단 접수 후 최소
1~4년 정도는 기다려야 족보를 볼
수있다.

⑧인터넷족보는파손, 분실의염려가없
으나, 전자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
가있어항상주의가필요하다.

⑨인터넷족보는 입력된 데이터를 언제
든지프린터로출력하여새로운보책
(譜冊)을 만들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불가능하다.

⑩인터넷족보는 제작비용이 CD족보나
보책보다 저렴하다. CD족보는 제작
하여판매하면일시에수익을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제작
비가비싸다는것을의미하며결과적
으로수단비를내는구성원들에게과
중한 부담을 주는 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⑪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CD를 읽을 수
있는기계장치가향후점차적으로쇄
퇴해가는추세이며, 따라서CD를이
용하는CD족보도사라지고인터넷족
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25“ 디스켓이 완전히 없어졌
고, 3.5”디스켓도 거의 사용하지 않
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유의할 필
요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