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화첩 

Picture Album 

 

가자 만경대소년단야영소로 

“Let’s Go to the Mangyongdae Children’s Camp” 

새로 개건확장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 대한 전면소개화첩이다. 

평양출판사/ 2016 년/ A5/ 140 페지/ € 4.80 

K24-001 

 

금수산태양궁전 

Kumsusan Sun’s Palace 

Languages:Korean, English, Chinese 

금수산태양궁전의 내외부를 사진으로 편집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16 년/ A4/ 108 페지/ € 28.00 

K24-002 

 

김일성화전서 

Kimilsungia Encyclopedia 

Languages:Korean, English, Chinese 

불멸의 꽃 화에 대한 전면적으로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11 년/ D5/ 600 페지/ € 54.00 

K24-003 

 

김정일화전서 

Kimjongilia Encyclopedia 

Languages:Korean, English, Chinese 

불멸의 꽃 화에 대한 전면적으로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11 년/ D5/ 600 페지/ €54.00 

K24-004 

 

21 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과학기술전당 

Sci-Tech Complex, All-People Study House In the 21st Century 

과학기술전당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16 년/ A4/ 42 페지/ €19.60 

K24-005 

 

고려의 옛수도 개성  

Kaesong, the Old Capital City of Koryo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개성의 명승고적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편집하고있다.  

조선중앙사진선전사/ 2004 년/ D5/ 64 페지/ €13.50 

K24-006 

 

구월산  

Mt. Kuwol  

우리 나라의 이름난 명승지 구월산의 혁명사적지와 유적, 자연경치를 

소개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1999 년/ A4/  100 페지/ €13.50 

K24-007 금강산  



 

Mt.Kumgang  

Languages:Korean, English, Chinese 

금강산을 소개한 화첩이다.  

외국문출판사/ 2008 년/ D5/  200 페지/ €54.00 

 

농장도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Farming Town: the Jangchon Vegetable Cooperative Farm 

새로 개건한 농장도시 장천남새협동농장에 대한 전면소개화첩이다.  

외국문출판사/ 2015 년/ A5/  40 페지/ €4.30 

K24-010 

 

누리에 빛나는 21 세기 태양  

The Bright Sun of the 21st Century  

력사적인 대외활동의 나날 신비한 지략, 령활무쌍한 림기응변과 

유모아에 능하신 특이한 언변술, 다정다감하신 뜨거운 인간미로 만민을 

매혹시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보여주고있다. 

평양출판사/ 2007 년/ A5/ 139 페지/ €17.60 

K24-012 

 

대동강반의 새 풍경  

A New View of the Taedong Riverside 

대동강반에 새로 일떠선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 

통일거리운동쎈터를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14 년/ A5/ 32 페지/ €3.80 

K24-013 

 

량천사 

Ryangchon Temple  

조선의 이름난 절간인 량천사를 소개하였다  

조선문화보존사/ 2002 년/  D5/  88 페지/ €45.00 

 

로동자합숙 

The Workers’ Dormitory 

평양방직종합공장에 새로 일떠선 처녀들의 합숙을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14 년/ A5/ 47 페지/ €3.80 

K24-014 

 

릉라도의 새 모습  

Facelift of Rungna Islet  

릉라도에 새로 일떠선 릉라인민공원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14 년/ A5/ 32 페지/ €3.50 

K24-015 

 

림홍은작품집  

Rim Hong Un's Pictures  

인민예술가 림홍은의 미술작품들과 우리 나라 력대민속자료들을 

종합하여 편집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1997 년/ D5/ 220 페지 

K24-016 

 

만민칭송의 대전당 국제친선전람관  

International Friendship Exhibition, the Palace of World Admiration 

만민칭송의 대전당 국제친선전람관을 사진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평양출판사/ 2005 년/ D5/ 270 페지/ €28.35 

K24-017 

 

만민이 부르는 태양찬가 

Hymn to the Sun Sang by All People  

《4 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간에 외국인들이 창작한 노래들과 그에 

대한 해설을 편집하고있다. 

2.16 예술교육출판사/ 2002 년/ D5/ 255 페지/ €24.30 

K24-018 

 

문수물놀이장  

The Munsu Water Park   

Languages:Korean, English, Chinese 

문수물놀이장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14 년/ D5/ 120 페지/ €40.50 

K24-019 

 

문학예술의 대화원  

Large Garden of Literature and Art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부문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룩된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편집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1995 년/ A4/ 228 페지/ €37.80 

 

민족음식과 함께 

with the National Food 

전통적인 민족료리들과 민족음료들을 계승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봉사망들의 일부를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46 년/ D5/ 39 페지/ €9.80 

K24-020 

 

민족의 자랑 조선화  

Korean Paintings, the Pride of Nation 

조선화의 력사적발전을 보여주는 미술작품들과 형상리론을 

편집하고있다.  

2.16 예술교육출판사/ 2002 년/ D5/ 102 페지/ €20.00 

K24-021 

 

복받은 원아들  

Blessed Orphans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을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14 년/ A5/ 48 페지/ €3.30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혁직선생  

Indomitable Revolutionary Fighter Kim Hyong Jik  

조선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의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한생은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참다운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한생이였다..  

외국문출판사/ 2014 년/ D5/ 92 페지/ €27.00 

K24-022 

 

빛나는 향도의 70 년  

Seventy Years of Brilliant Leadership 

Languages:Korean, English, Chinese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70 년의 력사를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15 년/ D5/ 320 페지/ €84.00 

K24-023 

 

백두산천지  

Lake Chon on Mt. Paektu  

천지기슭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변화들과 온갖 귀중한 약초들과 기이한 

광경들을 보여주고있다.  

문화보존사/ 1995 년/ A4/ 136 페지/ €32.40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The Natural History Museum and the Central Zoo  

새로 개건된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을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16 년/ A5/ 112 페지/ €15.60 

K24-024 

 

사회주의바다향기 넘치는 동해의 포구 

A Port on the East Coast Filled with Socialist Marine Aroma  

조선인민군 1 월 8 일수산사업소를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14 년/ A5/ 36 페지/ €4.80 

K24-025 

 

신천박물관  

Sinchon Museum  

Languages:Korean, English, Chinese 

개건하기전 신천박물관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09 년/ D5/ 68 페지/ €8.10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Best Palace of the Children in the World 

새로 개건확장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대한 전면소개화첩이다..  

평양출판사/ 2016 년/ D5/ 55 페지/ €7.00 



K24-027 

 

세상에 부럼없어라  

We Are the Happiest in the World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15 년/ A5/ 76 페지/ €4.80 

K24-028 

 

정관철작품집  

Jong Kwan Chol's Pictures  

인민예술가 정관철의 미술작품중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편집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1999 년/ D5/ 112 페지/ €18.23 

K24-029 

 

정영만과 그의 창작 

 Jong Yong Man and His Creation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여주신 정영만의 미술작품들이 

편집되여있다.  

문학예술출판사/ 2000 년/ D6/ 160 페지/ €47.30 

K24-030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The Victorious Fatherland Liberation War Museum 

Languages:Korean, English, Chinese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14 년/ D5/ 320 페지/ €67.50 

 

조미대결사의 법칙적인 전통 

Law-Governed Tradition of DPRK-US Confrontation 

지난 세기 50 년대부터 오늘까지 조선의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 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되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괘하게 족쳐대기만 하는 것이 조선의 전통이라는것….  

평양출판사/ 2016 년/ D5/ 48 페지/ €8.70 

K24-031 

 

조선고생물화석 

Paleontological Fossils of Korea 

Languages:Korean, English  

우리 나라 주요고생물화석들에 대한 전면적으로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1983 년/ D5/ 200 페지/ €100.00 

K24-032 

 

조선력사유물 

Korean Historic Reliccs  

Languages:Korean, English 

조선의 건축, 회화, 조각, 벽화, 자기, 단청 등 력사유물과 유적들에 

대하여 전멱적으로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1980 년/ D5/ 234 페지/ €100.00 



K24-033 

 

조선로동당창건 65 돐기념화첩: 당의 품속에 꽃피는 미술축전  

Picture Album Dedicated to the 65th Anniversar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 Fine Art Festival Thrives under the Care of the Workers’ 

Party  

당창건 65 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작품들을 묶었다.  

문학예술출판사/ 2011 년/ D5/ 200 페지/ €60.80 

K24-034 

 

조선미술박물관 

 Korean Art Gallery  

조선미술박물관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08 년/ A4/ 200 페지/ €130.00 

 

조선민족료리 

Traditional Dishes of Korea 

Languages:Korean, English, Chinese 

조선의 이름난 음식인 약밥과, 오곡밥, 인삼닭곰, 잉어곰, 김치, 오미자차, 

삶은 배화채 등을 만드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15 년/ D5/ 111 페지/ / €54.00 

K24-0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 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  

National Fine Art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공화국창건 60 돐기념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중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편집하였다.  

문학예술출판사/ 2009 년/ D5/ 160 페지/ €40.50 

K24-036 

 

조선보석화  

Korean Jewel Paintings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미술형식으로 

발생발전한 보석화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2002 년/ A5/ 130 페지/ €2.97 

K24-037 

 

조선중앙력사박물관  

Korean Central Historical Museum 

Languages:Korean, English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매 호실들에 진렬되여있는 유물들을 소개한 

사진화첩이다.  

조선문화보존사/ 2004 년/ D5/ 180 페지/ €81.00 

K24-038 조선천연기념물도감 (1) (식물편 1)  

The Illustrated Book of Korean Natural Monuments 1 (Plants Part 1) 

Languages:Korean, English 



 

 백두산 3 대장군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천연기념물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독립수, 군락, 림의 순서로 편집하되 나이가 

제일 많고 학술적으로 의의있는 나무순위로 주었다. 

조선문화보존사/ 2006 년/ A4/ 231 페지/ €108.00 

K24-039 

 

조선천연기념물도감 (2) (식물편 2)  

The Illustrated Book of Korean Natural Monument 2 (Plants Part 2) 

Languages:Korean, English 

속씨식물을 주되 크게 두싹잎식물류와 한싹잎식물류로 편집하였다. 

조선문화보존사/ 2007 년/ A4/ 231 페지/ €108.00 

K24-040 

 

조선천연기념물도감 (3) (동물편) 

The Illustrated Book of Korean Natural Monuments 3 (Fauna Part) 

Languages:Korean, English  

우리 나라 동물천연기념물들을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분류하여 

척추동물에서는 짐승류, 새류, 물고기류, 량서류, 파충류, 

무척추동물에서는 조개, 곤충류순서로 편집하였다. 

조선문화보존사/ 2008 년/ A4/ 231 페지/ €108.00 

K24-041 

 

조선천연기념물도감 (4) (지리편)  

The Illustrated Book of Korean Natural Monuments 4 (Geography 

Part) 

Languages:Korean, English 

우리 나라 지리천연기념물들을 지형체, 담소, 호수, 바위동굴 등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조선문화보존사/ 2009 년/ A4/ 178 페지/ €108.00 

 

조선영화 

Korean Film 

Languages:Korean, English 

조선의 예술영화, TV 극, 기록영화, 과학영화, 만화영화중에서 

대표적인것들을 소개하였다. 

조선영화수출입사/ 2012 년/ A4/ 223 페지/ € 40.00 

 

조선의 영화예술 

Korean Film Art 

Languages:Korean, English 

조선의 예술영화, TV 극, 기록영화, 과학영화, 만화영화중에서 

대표적인것들과 영화창작기지, 등을 소개하였다.. 

조선영화수출입사/ 2016 년/ A5/ 299 페지/ € 42.00 



 

평양국제영화축전 2016 

Pyongya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6 

Languages:Korean, English 

평양국제영화축전 2016 에 출품하였던 영화들의 소개와 

영화축전기간 진행한 활동들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조선영화수출입사/ 2016 년/ D5/ 183 페지/ € 56.00 

K24-042 

 

조선화그리기: 소나무 

Korean Painting: Pine Tree  

전통적인 조선화화법으로 소나무그리기를 한 기법도서이다. 

2.16 예술교육출판사/ 1994 년/ D5/ 80 페지/ €8.10 

K24-043 

 

조선화그리기: 참대 

Korean Painting: Bamboo  

전통적인 조선화화법으로 참대그리기를 한 기법도서이다. 

2.16 예술교육출판사/ 1994 년/ D5/ 80 페지/ €8.10 

K24-044 

 

조선화그리기: 꽃  

Korean Painting: Flower  

전통적인 조선화화법으로 꽃그리기를 한 기법도서이다  

2.16 예술교육출판사/ 1994 년/ D5/ 80 페지/ €8.10 

K24-045 

 

조선의 국수 소나무  

Pine, the National Tree of the DPRK 

조선의 국수인 소나무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평양출판사/ 2015 년/ D5/ 39 페지/ €6.40 

K24-046 

 

조선의 명산  

Celebrated Mountains in Korea  

조선의 명산들인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07 년/ D5/ 120 페지/ €18.90 

K24-047 

 

조선의 명산풍경  

Sceneries of Celebrated Mountains in Korea 

Languages:Korean, English  

조선의 명산들인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 장수산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08 년/ D5/ 160 페지/ €40.50 



K24-048 

 

조중친선은 세기를 이어  

DPRK-China Friendship Goes Down Century after Century  

朝中友谊世代祖传 

조중친선의 60 년력사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09 년/ A4/ 120 페지/ €55.00 

K24-049 

 

재간둥이가 많은 나라  

The Land of Talents  

우리 나라의 나어린 재간둥이들을 사진으로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10 년/ D5/ 136 페지/ €27.00 

K24-050 

 

제 1 차 전국소묘축전  

The 1st National Sketch Festival  

광명성절경축 제 1 차 전국소묘축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사진으로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06 년/ D5/ 60 페지/ €16.20 

K24-051 

 

제 2 차 전국소묘축전 

The 2nd National Sketch Festival  

광명성절경축 제 2 차 전국소묘축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사진으로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08 년/ D5/ 60 페지/ €16.20 

K24-052 

 

제 3 차 전국소묘축전  

The 3rd National Sketch Festival  

광명성절경축 제 3 차 전국소묘축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사진으로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10 년/ D5/ 60 페지/ €16.20 

K24-053 

 

제 4 차 전국소묘축전  

The 4th National Sketch Festival  

광명성절경축 제 4 차 전국소묘축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사진으로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13 년/ D5/ 60 페지/ €16.20 

K24-054 

 

제 13 차《5.21 건축축전》작품집 

Works of 14th “5.21 Festival of Architecture” 

제 13 차《5.21 건축축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사진으로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13 년/ D5/ 188 페지/ €60.70 

K24-055 제 14 차《5.21 건축축전》작품집 

Works of 14th “5.21 Festival of Architecture” 



 

제 14 차《5.21 건축축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사진으로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14 년/ D5/ 188 페지/ €60.70 

K24-056 

 

축원 

Wish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50 돐을 기념하여 편집하였다.  

평양출판사/ 2002 년/ A5/ 50 페지/ €3.70 

K24-057 

 

최상의 문명을 향하여 2015 년 

A Big Stride Towards the Best Civilization in the Year of 2015  

경애하는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최상의 문명을 향해 비약하는 

조선에서 2015 년에 안아온 전변들의 일부를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15 년/ D5/ 51 페지/ €10.90 

F06-20 

 

태권도 

Taekwon-Do (English version) 

 

태권도에 대한 전면소개화첩이다 

조선태권도위원회/ 2005 년/ A4/ 772 페지 

F06-21 

 

평양 

Pyongyang 

Languages:Korean, English  

외국문출판사/ 2013 년/ D5/ 320 페지 

K24-058 

 

태양과 청춘  

The Sun and the Youth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청년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1999 년/ A4/ 196 페지/ €24.30 

K24-060 

 

혁명의 성산 백두산해돋이  

The Sunrise At Mt. Paektu, the Sacred Place of Revolution 

장엄한 백두산해돋이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있다.  

평양출판사/ 2000 년/ D5/ 75 페지/ €16.20 

K24-061 

 

황금산, 보물산을 노래하는 창성 

Changsong Sings of Its Golden and Treasure Mountains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된 산골지방 창성땅을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14 년/ A5/ 44 페지/ €4.00 



K24-062 

 

어버이수령님탄생 100 돐기념 전국미술축전: 영원한 태양  

National Fine Art in Celebration of the 100th Birth Anniversary of 

President Kim Il Sung "Sun For All Eternity 

Languages:Korean, English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 돐기념 전국미술축전에 출품하였던 

미술작품들을 소개하였다.  

외국문출판사/ 2013 년/ D5/ 72 페지/ €54.00 

K24-063 

 

영생의 모습  

Eternal Image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내용을 형상한 사진작품들을 

편집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1997 년/ D5/ 251 페지/ €16.20 

K24-064 

 

영원한 태양의 미소  

The Sun's Eternal Smile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들을 편집하고있다.  

평양출판사/ 2007 년/ A5/ 180 페지/ €20.30 

K24-065 

 

영원한 태양의 해발  

The Eternal Sun's Beams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90 돐을 기념하여 편집하였다. 

평양출판사/ 2007 년/ D5  191 페지/ €27.00 

K24-066 

 

우리 민족의 원시조 단군  

Tangun, the Founder King of Our Nation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03 년/ A4/ 200 페지/ €108.00 

K24-067 

 

음악신동들이 자란다  

Musical Prodigies Are Well Trained  

음악신동들을 키워내는 경상유치원을 소개하였다.  

평양출판사/ 2014 년/ A5/ 83 페지/ €4.80 

 

인기있는 대동강맥주 

Popular Taedonggang Beer 

대동강맥주에 대한 전면소개화첩이다.  

평양출판사/ 2016 년/ A5/ 27 페지/ €4.20 

K24-068 위대한 인민의 하늘  



 

Korean People’s Heaven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화폭을 

보여주고 있다.  

평양출판사/ 2016 년/ A4/ 86 페지/ €30.80 

K24-07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 돐 기념화첩: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구성  

Picture Album in Commemoration of the 100th Birthday of President 

Kim Il Sung: The Great Lodestar of Grand Natioal Unity 

조국통일과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화첩이다.  

평양출판사/ 2012 년/ D5/ 229 페지/ €80.00 

K24-07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80 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  

National Fine Art Exhibition in Celebration of President Kim Il 

Sung's 80th Birthday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 돐을 맞으면서 전시한 미술작품들을 

편집하고있다.  

조선미술출판사/ 1994 년/ D5/ 168 페지/ €26.65 

K24-07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90 돐기념 화첩: 태양숭배의 

영원한 화폭 

Picture Album in Commemoration of the 90th Birthday of President 

Kim Il Sung: Eternal Picture of Admiring the Sun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 돐기념 국가예술사진, 미술전시회 성과작들을 

편집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2002 년/ A4/ 172 페지/ €21.60 

F06-26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시려 

Fulfilling People’s Dreams And Ideals 

Rus, Chi, Eng, Sp 

외국문출판사/ 2016 년/ A4/ 120 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