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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학� 공부를�위한� 자료� 찾기

남천속기연구소(www.namcheonsokki.com)

편     별 제       목 주    요    내    용

남천속기연구소

남천속기 교육의 개황
◦ 1956. 3부터 2006. 8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속기

교육 상황.

남천속기 사진 모음

◦ 1956. 3 창안발표 ‘속기교본’ 발간이래의 각종 속

기교재와 속기지도교사 ․ 학생 ․ 법원 ․ 경찰관 등에 

대한 속기교육 사진 수록.

최근의 속기 교육

◦ 2002. 5 성균관대학교에서의 속기학 특강을 비롯

하여, 속기지도자교육 ․ 대학교에서의 강의 ․ 장학금

수여 ․ 초․중등교사에 대한 속기교육 등에 대한 사

진수록.

보도자료

◦ 1969. 11부터 성균관대학교 ․ 서울신문 ․ 동아일

보 ․ 성균타임즈(영자) ․ 주간동아 ․ 중앙일보 ․ 성대

신문 ․ 매일경제 등에 게재된 보도내용 수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자료

◦ 2011. 2. 22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속기학교재 14종과 자료 54종.

한글박물관에 소장된 

도서

◦ 2011. 1. 25부터 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속기학교

재 10종.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자료

◦ 2012. 3. 8부터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속기학

교재와 자료 13종.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자료

◦ 2005. 10.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한 속기학 

교재 17종과 속기자료 12종.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남천식 속기학’ 관련도서

◦ 1956. ‘남천식 속기문자’ 창안 발표에 따라 출간

된 ‘速記敎本’을 비롯하여 속기교과서 등 21권의 

도서명 수록됨.

제1단계 속기교육

◦ 1956. 3 ‘남천식’ 속기문자를 창안 발표한 이래, 

2001. 10 까지 속기교육과 연구를 실시한 내용을 

수록한 제1단계 기록물임.

남상천의 속기교육 

반세기

◦ 제1단계 속기교육에 대한 요약내용과, 2002년부

터 2012년 7월까지 50여 년간 실시한 남상천의 속

기교육 내용 전체를 수록한 기록물임.

교육발전 유공 포장증 

수령

◦ 2017.8.28. 대통령으로부터 국민교육 발전 유공 

포장증 수령.

발길따라 카메라 여행

◦ 1983. 5 이래 불란서 ․ 영국 ․ 이태리 ․ 베니스를 

비롯해 금강산 ․ 개성 등 최근까지 명승고적지를 여

행하면서 촬영한 카메라 사진 수록.

남천속기 장학금 지급상황 ◦ 남천속기 장학금 수령자 명단 수록.

남천식속기학

남천식속기학강의

(기본편)

◦ ‘남천속기의 기본편’ 교재 내용 전체를 강의한 것

을 녹음하여 혼자서도 책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였음.

남천식속기학강의

(약법편)

◦ ‘남천속기의 약법편’ 교재내용에 대한 강의내용 

녹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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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별 No 제   목 주    요    내    용

자 료 실

1 남천속기의 기본편
◦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책 내용 73페이지 

  전체수록.

2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속기공부

◦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공부’ 책 내용 59페이지 

전체수록.

3 남천속기의 약법편
◦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 책 내용 101페

  이지 전체수록.

4 속기기본문자 익히기
◦ 속기 기본문자 140자 가운데에서 자주 쓰이는 

  낱말에 대한 연습자료(제1회~제5회)

5 (제1단계) 속기연습지 ◦ 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연습지(제1회~제6회)

6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연습문제

◦ 광범위하게 연습할 수 있게 482문제 1,017자에

  대한 연습문제 수록.

7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연습지

◦ 기본편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위하여 482문제

  (1,017자)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지 수록.

8 
남천속기의 약법편에

대한 연습문제

◦ 광범위하게 연습할 수 있게 686문제(1,589자)에 

 대한 연습문제 수록.

9 
남천속기의 약법편에

대한 연습지

◦ 약법편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위하여 686문제

  (1,589자)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지 수록.

11 
KBS 제1라디오

‘지금은 실버시대’

◦ 2006. 5. 14 남천속기교육 50년의 발자취(한상권 

  아나운서와 대담방송)

14
속기학 공부를 위한

자료 찾기

◦ 남천속기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를 찾기 쉽게 

  집약 정리.

15 속기란 어떤 것인가? ◦ 남천속기의 기본편중에서 요약 수록

16
남천속기의 기본문자 

익히기

◦ 140자의 기본문자를 줄별 ․ 글자의 길이별로 

  구분하여 수록.

17
남천속기의 조사의 

약자 익히기

◦ 사용 빈도수가 많은 조사의 약자를 요약정리하여 

  수록.

18 (제2단계) 속기연습지
◦ 남천속기의 약법편 전체에 대한 연습자료를 수록.

  (제7회~제30회)

19
기본편과 약법편의 

비교
◦ 기본편과 약법편 중 일부를 비교.

20 속기문자로 글쓰기 ◦ 속기문자로 글쓰기(제1회~제3회)

21
‘남천속기’의 연습지

에 대한 모범답안
◦ ‘남천속기’의 연습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수록.

22
(동영상) ‘생활속기’ 

자습을 위한 길잡이

◦ 유튜브에 수록된 생활속기 자습에 대한 설명, 동

  영상 수록.

23
남천속기의 무료속기

교육 60년(요약정리)
◦ 남천속기의 무료 속기교육 60년(요약자료 수록)

공지사항 33 ‘생활속기’ 자습안내
◦ 누구나 생활속기를 자습할 수 있도록 교재와 

  속기연습지, 모범답안 등을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