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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대학교의 한국 장서
김하나(Hana Kim)
토론토대학교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 관장

1. 들어가는 말
본 글은 토론토대학교 정유동(鄭裕彤)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된 한국학자료 장서를
소개하면서 그 역사적 개요와 토론토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 주요 자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토론토대학교와 토로토대학교 도서관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2. 토론토대학교
2.1 개요
연구중심 공립 대학인 토론토대학교는 캐나다 제일의 명문일 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꾸준히 유수의 명문 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다.
세의 칙허장(royal

4

에 의해 어퍼 캐나다(Upper

charter)

의 수도이던 요크타운

Canada)

현재 토론토)에 첫 고등교육 기관으로 킹스 칼리지(King’s

(

년 영국 왕 조지

1827

가 탄생했던 것이

College)

토론토대학의 시초이다. 토론토대학은 세계를 한곳에 옮겨놓은 듯 한 복합문화 도시인
토론토에 자리잡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토론토 다운타운 세인트 조지(St.

George)

캠퍼스를 중심으로 스카보로(Scarborough) 캠퍼스와 미시사가(Mississauga) 캠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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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총 3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다. 토론토대학은 이 3개의 캠퍼스에서 17개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토론토대 의과대학과 제휴한 토론토 내의
개 병원에서 의과대과정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토론토대학은 학술 연구와 교육에

9

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선도 연구중심 대학들의 조직인 미국대학협회(Association

of

의 회원대학(캐나다 단 2개의 대학만 협회 회원-토론토대학과

American Universities, AAU)

맥길대학)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1)

토론토대학은 세계 주요 연구 성과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인슐린 발견이 이루어졌고

2)

,

년 당뇨병 치료의

1921

년에 토론토대학의

1963

의학자들에 의해 줄기세포가 최초로 발견되었다. 이 발견은 골수이식의 기본 개념 확립과
다른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확립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3)

또한 토론토대학은 문예평론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한 획을 그은 ‘토론토 학파(Toronto

로 유명하다.

School)’

- 년 기준으로 토론토대학교의 학생수는 86,000명이 넘으며, 165개의 국가에서

2015 16

온 국제학생들 가운데 중국학생 수가 가장 많으며 미국, 인도, 한국이 그 뒤를 따른다.
이토록 광범위한 토론토대학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과 교직원의 숫자만도
명이 넘는다.

20,650

4)

3. 토론토대학교 도서관
토론토대학교 도서관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연구 도서관 시스템이며, 북미 연구대학
중 4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5)

1)
2)

3)

4)
5)

개의 캠퍼스에서 주제별․기능별로

3

개의 도서관을

44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Member Institutions and Years of Admission,” 2016년
10월 1일 접속, http://www.aau.edu/about/default.aspx?id=16710.
Lawrence K. Altman, “The Tumultuous Discovery of Insulin: Finally, Hidden Story Is
Told”, New York Times, September 14, 1982, 2016년 10월 1일 접속, http://www.nytimes.com/
1982/09/14/science/the-tumultuous-discovery-of-insulin-finally-hidden-story-is-told.html?
pagewanted=all.
Scott Anderson, “Stem Cell Pioneers,” U of T Magazine, Winter 2012, 2016년 10월 1일 접속,
http://magazine.utoronto.ca/leading-edge/james-till-ernest-mcculloch-stem-cell-discovery-joesornberger/.
“Quick Facts,” University of Toronto, 2016년 10월 1일 접속, https://www.utoronto.ca/aboutu-of-t/quick-facts.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Library Investment index 2014-15-Rank Orde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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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고 있고, 현재 약

개의 언어의

340

만 권의 장서,

1,200

만여 건의 연속간행물,

15

방대한 전자자료, 그리고 다수의 특별장서들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매해 15만여 권의
장서가 수집되어지고 있다.

6)7)

[사진 1] 토마스 피셔 희귀서 도서관

이 지식의 파워하우스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토마스 피셔 희귀서 도서관(Thomas
이 있다. 이 도서관에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Fisher Rare Book Library)’

필사본과 초판본들이 가득하다. 대표적 컬렉션 중에는 셰익스피어(William
의 첫 번째 2절판(First

 교정본, 뉴턴(Isaac

Species)

크로니클

다윈(Charles

Folio),

의 종의 기원(On

Darwin)

Shakespeare)

the

7)

of

의 프린키피아(Principia) 그리고 뉘른베르크

Newton)

등이 있다. 또한 이 도서관에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Nuremberg Chronicle)

있는 토론토대학교 출신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의 귀중한 문서(James

6)

Origin

Scarth Gale

ARL Analytics, 2016년 10월 2일 접속, https://www.arlstatistics.org/analytics.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Charting our Future: 2016 Update,” 2016년 10월 3일 접속,
https://onesearch.library.utoronto.ca/sites/default/files/strategic_planning/UTL-Strategic-Plan
-2013-18.pdf.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About,” 2016년 10월 3일 접속, https://onesearch.library.
utoronto.ca/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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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s)

들이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그는 신학 박사이기도 했으며, 한국어 학자이기도

했다. 이 제임스 스카스 게일 컬렉션은 총
일기, 게일의 미간행 고소설 영역본

,

개의 상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게일의

24

심청전, 토끼전 및 관련 자료들이 있다.

4. 토론토대학의 동아시아학
4.1 동아시아학부
토론토대학은 동아시아학계를 성립시키는데 공헌한 학자들과 연계가 깊다.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게일(James

이 있다. 그는

년에 토론토대학을 졸업한 제임스 스카스

1888

년 한국 최초의 한영 사전을 간행하였으며

Scarth Gale)

1897

신․구약 성서와 천로 역정을 한국어로 발간한 인물이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 인물
중에 하나로 캐나다 선교사였던 영국 성공회 교주 윌리엄
White,

-

C.

화이트(Bishop

William C.

가 있다. 그는 중국 허난성(河南省)에서 선교활동(1910-1934)을 할

1873 1960)

당시 중국 고서들을 구매하여 토론토로 보내와 추후 온타리오 왕립박물관(Royal
과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Cheng

Museum)

되며, 현재 이 장서는 무 컬렉션(Mu

Ontario

의 첫 중국 장서가

Yu Tung East Asian Library)

으로 지칭되고 있고, 이 두 기관에서 귀한

Collection)

고서 장서로 손꼽히고 있다. 또 동아시아학계에 공헌한 학자로 1930년대에 토론토대학을
졸업한 캐나다 외교관이자 역사가였던 허버트 노만(Herbert

이 있는데, 그는

Norman)

좌파 성향을 띄는 일본 역사에 대한 글들을 출판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8)

토론토대학의 동아시아학은

년에 영국 성공회교 교주 윌리엄

1934

C.

화이트가

중국에서 돌아와 온타리오 왕립박물관(당시 토론토대학 소속)에 극동 컬렉션을 설립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전시(戰時) 때인

년에 윌리엄

1935

C.

화이트 교주는 첫 중국학 교수로 임명되고,

년에 중국학과 설립이 이루어졌다. 그 후 곧 일본학과 인도학이

1943

설립되었다. 이 것이 동아시아학부의 시작이다.

8)

년에는 산스크리트학․인도학부가

1971

University of Toronto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Self-Study” (Toronto,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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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 설립되면서 동아시아학부는 일본학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년에는

1977

한국학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서 점차 현재의 동아시아학부의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프로그램의 기저가 되었다.

9)

동아시아학부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회, 전통을 대상으로 하는 학제간 학부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원 동아시아학과의 교육과정은 동아시아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한 강좌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가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동아시아학부의 프로그램 중 특히 중세․현대 문화학과
고대 중국, 문화사, 문학, 영화, 시각문화 영역이 강하다.

10)

동아시아학부는 다른 대학원 과정들과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어 동아시아학부
교수진들은 아시아연구소(Asian Institute), 비교문학연구소(Centre

for Comparative Literature),

역사학부, 철학부, 종교학부, 여성․젠더학연구소에 교차 임용되어 있다.

11)

4.2 토론토대학의 멍크국제학연구소(Munk School of Global Affairs)와
아시아연구소(Asian Institute)
토론토대학의 멍크국제학연구소는 세계화 영역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와 학제적
교육과정을 도모하는 학술 센터이다. 멍크국제학연구소의 산하에는 아시아연구소를
포함

개가 넘는 연구소들과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40

개가

100

넘는 협력․후원 단체 또는 기관들을 두고 있다.
아시아연구소 산하에는 한국학연구소(Centre

를 비롯 여러

for the Study of Korea, CSK)

아시아 지역관련 연구소들이 있다. 아시아연구소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넘는
학제 간 공동연구를 도모하는 다양한 특별강연, 워크숍, 국내외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 지원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2)

년의 설립 이후로 아시아연구소는 급성장을 하였으며, 현재 아시아 학제간

2001

연구와 교육에 세계에서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

9)

8과 동일, 4.
8과 동일, 21.
11) 8과 동일, 23.
12) 8과 동일,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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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론토대학의 한국학
토론토대학교에서 한국학 연구의 시작은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난 로스 맥도널드
(Ross

MacDonald)

교수가1971년 종교학부에서 ‘한국사회의 종교(Religion

를 강의하면서 부터였다. 이후

Korean

년 당시 토론토한인교회 담임목사였던

Society)’

유재신 박사가 ‘한국무역재단(Korean

in

1977

과 ‘토론토대 한국학과 후원재단

Traders Foundation)’

으로부터

(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지원받아 동아시아학부에 ‘한국과 아시아의 종교 전통’이란 강의와

년 ‘한국

1988

샤머니즘’ 강의를 진행하면서 대학 내 한국학 연구가 본격화됐다. 토론토대학은 캐나다
에서 최초로 한국어를 정규 학점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산학협동재단(Korea

Sanhak

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한국어 기초반이 개설

Foundation)

되었는데, 캐나다 빅토리아대학(University
백응진 교수가 강의를 담당했다.

1996

전통 수업과 안드레 슈미드(Andre

Schmid)

송제숙(Jesook

Song)

년에는

1978

에서 언어학으로 학위를 받았던

of Victoria)

년 ‘한국과 기독교’ 강의를 비롯한 한국 종교와
교수의 한국현대사 수업,

년 인류학자인

2003

교수의 한국의 전쟁 변화상 수업, 켄 카와시마(Ken

Kawashima)

교수의 전쟁 기간 중 일본에서의 한국인 노동력에 관련된 수업을 개설하는 등 점차
프로그램이 확장되었다.
재닛 풀(Janet

Poole)

년에는 뉴욕대학(New

2007

에서 강의를 하던

York University)

교수가 한국문학 교수로 임용되었고,

년에는 대학 내 한국어

2010

수업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경록 교수가 한국어 교수로 채용되었다. 현재 학부생이
많이 듣는 한국어 수업의 경우, 수강 신청자가 많아 일반 학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여름학기에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과정 이외에도 구한말 역사를
비롯한 역사학, 문학, 사회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개설 과목도 더욱
다양해졌다.

13)

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2006

교수직 설치
연구소(Centre
13)

만불, 한국학 연구소

300

의 전례없던 총320만불(한국학 영구

Foundation)

만불)의 지원으로 멍크국제학연구소에 한국학

20

가 들어서면서 한국학진흥을 위한 연구에 더욱

for the Study of Korea, CSK)

Andre Schmid, “Centre for the Study of Korea Five Year Plan,” Faculty of Arts & Science,
2016년 10월 10일 접속, http://www.artsci.utoronto.caf/aculty-staff/academic-planning/ plans/pdfs/
edu-bc/KoreaCent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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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 부터 추가로 한국학연구소 프로그램
사업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4만 캐나다달러(약 4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다.

14)

토론토대학에는 한국학만을 중점적으로 공부한 학자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 문학, 정치, 사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학연구소를 통해 함께 협업하여 한국을 더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바라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15)

6. 동아시아학 장서
6.1 동아시아도서관 개요16)

[사진 2]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
14)
15)
16)

13과 동일.
University of Toronto Centre for the Study of Korea, “2016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Project Proposal”(Toronto, 2016), 1.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Our History,” 2016년 10월 10일
접속, http://east.library.utoronto.ca/content/our-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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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토론토대학교도서관 시스템 안에는 또 다른 소중한 장서들의 보고(寶庫)가
있는데, 이 곳이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Cheng

이다. 정유동

Yu Tung East Asian Library)

동아시아도서관은 세인트 조지 캠퍼스에 있는 존

로바츠 도서관(John

P.

P.

Robarts

건물 8층에 위치한다.

Research Library)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의 역사적 배경은

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앞서도 언급

1933

되었던 중국 허난성에 선교활동을 하던 윌리엄 C. 화이트 주교가 무 쉬에쉰(Mu
慕學勛,

-

Xuexun

이라는 전 북경 주재 독일공사관 서기관(1912-1929)이 수집한 장서

1880 1929)

만여 권을 매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윌리엄

4

지그문트 사뮤엘 박사(Dr.

Sigmund Samuel),

화이트 주교가 바로 캐나다에 있는

C.

로버트 몬드 경(Sir

중국에 거주하던 캐나다인 존 C. 퍼거슨 교수(Professor
조성해 이 장서(Mu
보내어졌다.

과 당시

Robert Mond)

와 함께 기금을

John C. Ferguson)

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그 후 온타리오 왕립박물관으로

Collection)

년에 이 장서는

1937

Library of Chinese Books,

H.H.

Mu

교수 중국서적도서관(Professor

현재는 H.H. 무 극동도서관 H.H.

H.H.

Mu

이라고

Mu Far Eastern Library

불리움)과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되게 되었다.

17)

그 후로 토론토대학 도서관에는 동아시아자료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 동아시아학도서관(East

년 장서를

1961

을

Asiatic Studies Library)

설립하게 됐다. 이 때 도서관을 관리하던 첫 사서는 대학 내 동아시아학부 교수였던
레이몬드 추(Raymond

였고, 당시 총 장서는 6만권이었다. 같은 해에 캐나다 정부와

Chu)

캐나다 기증 재단이 일본학 발전을 위해 기금을 후원했고, 이는 일본학 장서를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974년에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은 존 P. 로바츠 도서관
층으로 이동하면서, 홍콩 출신인 안나 유(Anna

8

이름은 동아시아도서관(East

으로 바뀌었다. 그 후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Asian Library)

장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박사(청위텅/Dr.

가 첫 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도서관

U)

-

년에는 홍콩뉴월드그룹 회장이였던 정유동

1987

로 부터 150만불 기증 유치를 통해 도서관을

Cheng Yu Tung, 1925 2016)

대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그 후, 이를 기리기 위해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Japan

17)

World

Exposition

년에는 정유동 박사의 기금과 일본 만박기념기업사업

1996

1970

Commemorative

Fund)

보조금으로 동아시아 연속간행물

Royal Ontario Museum, “The Mu Collection,” 2016년 10월 30일 접속, https://www.rom.on.ca/
sites/default/files/imce/mu_library_books_and_bishop_white_short_introduction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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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East

을

Asian Current Resources Centre)

년에 완성할 수 있었다.

1998

년에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는 북미 지역한국학

1997

도서관 특화 컨소시엄(Korean

의 9번째 회원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기관이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학 장서 예산과 인력이 차례로 증가했고, 지속적 장서
개발과 서비스 개선의 질을 한층 높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년에는 한국학 관련 전자자료 구입/구독에 필요한 기금 조성에 성공하여,

2005

캐나다법인(LG

Electronics

전자

LG

으로부터 미화 2만7천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는

Canada)

한국학 연구에 있어 갈수록 전자자료의 필수성을 느끼던 학자들과 학생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18)

년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의 장서 통계에 따르면,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의 총

2015

장서(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티벳학)는 약

만권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에서

60

가장 큰 동아시아 장서이기도 하다. 또한 다른 주요 북미 대학도서관들과 함께 동아시아
장서․시스템개발이나 도서관 프로그램 육성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은 토론토 지역사회와도 동아시아관련 프로그램(초청강연, 전시회,
패널토론, 영화상영 등)으로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6.2 직원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에는 17명의 정규직원과 17명의 학생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토론토대학 도서관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도서관과 협정을 맺어 컬럼비아대학의
티벳학사서가 토론토대학의 티벳학 장서개발을 하고, 참고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18)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Our History,” 2016년 10월 10일
접속, http://east.library.utoronto.ca/content/our-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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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학 장서
7.1 한국학 장서 개요
미약한 기증도서로 시작한 한국학장서는1979년대 말 한국연구재단(Korean

Research

의 기금으로 첫 장서를 구입하게 된다. 당시 미국 하버드대학의 옌칭도서관

Foundation)

서 복본인 한국 고서를 타대학에 판매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일부를 구입하여
한국학 장서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점차 대학 내 한국학 프로그램이 커지면서,
서서히 한국학 장서도 증가하게 되었다.

년대 말에는 ‘토론토대학 한국학 후원재단

1980

이 10만불을

(The 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후원하여 한국학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 자료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년도에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는 ‘북미 지역 한국학

1997

도서관 특화 컨소시엄(Korean

의 9번째 회원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기관이 되면서, 이로 인해 한국학 장서 예산과 인력이 점차 증가했고, 지속적인 장서
개발과 서비스 개선의 질을 한층 높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러 지원을 통해 기반을
튼튼히 다진 한국학 장서는 현재 약 6만권을 넘고 있고, 다양한 주제별․유형별의
자료가 있다.

19)

7.2 한국학 장서의 주요 자료
7.2.1 토론토 교민 신문 아카이브(Korean Newspaper Digital Archive)
년 동아시아도서관은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한인사회 역사가 고스란히

2004

담긴 토론토 한국교민신문인 민중신문과 뉴코리아타임스(The

를

New Korea Times)

디지털화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외 동포 관련 사료 수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현재 토론토대학교 도서관 로컬 디지털 특별 장서 웹사이트와
동아시아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이 디지털 원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20)

19)
20)

김하나, “토론토대학교 정위퉁 동아시아도서관: 살아 숨쉬는 한국학 장서,” 출판저널 no. 447 (2013): 58.
참조: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Local Digital Special Collections website: https://onesearch.
ibrary.utoronto.ca/digital-collections과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website: http://east.
ibrary.utoront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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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사진1] 토론토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
http://link.library.utoronto.ca/eal/web/digitization/korean/

7.2.2 북한 사진 컬렉션(North Korean Photograph Collection)
동아시아도서관은 2002년에 토론토 교민 강영 부인으로부터 받은 153장의 특대 북한
사진자료를 기증받았다. 이 외에도 강영 부인은 작고한 남편 강원진씨가 소장하고 있던
여러 다른 북한 자료를 함께 기증했었다. 고인 강원진씨는 북한 관련 자료와 김일성,
김정일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고 한다.
이 사진자료는 흑백사진과 컬러사진들로 구성되어 있고, 8개의 주제별로 전시 평면도와
각 사진의 캡션 설명이 담긴 문서들이 있다. 현재 이 자료는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디지털화된 자료는 저작권의 이유로 토론토대학 교수, 학생, 교직원만 이용가능한 디지털
예술 이미징시스템(U of
21)

에서 이용할 수 있다.

T Fine Art Digital Imaging System, FADIS)

21)

Hana Kim, “How to use the North Korean Photograph Collection,”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2016년 10월 30일 접속, http://east.library.utoronto.ca/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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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캐나다 한인사 연구자료 아카이브(Korean Canadian Heritage Archives)

[사진 3] 캐나다 한인사 연구자료 아카이브 샘플

년부터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은 밴쿠버 소재 브리티스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2009

의 아시아도서관(Asian

of British Columbia)

과 공동으로 ‘캐나다 한인사 연구자료

Library)

영구보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캐나다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역사
자료와 문화유산을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집된 모든 자료의 정보는 데이터
베이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 자료는 재외 한인연구에 다방면으로 이용된다.

22)

7.2.4 여흥민씨문중 간찰(驪興閔氏門中 簡札, Min Family Correspondence
Collection)23)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은 2006년 민석홍(閔碩泓)․윤경남(尹慶男)부부로부터 ｢여흥민씨

22)

23)

east.library.utoronto.ca/files/korean/HowToUseTheNorthKoreanPhotographCollection_2010.pdf.
Hana Kim, “Korean Canadian Heritage Archives,”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2016년 10월 15일 접속, http://east.library.utoronto.ca/ sites/east.library.
utoronto.ca/files/korean/KoreanCanadianHeritageArchives_2012.05.28.pdf.
Hana Kim and Hye-Eun Lee, “The First Korean Rare Manuscript in Canada: The Min
Family Correspondence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2015년 7월 1-2일 스탠
포드대학에서 개최된 ‘Beyond the Book: A conference on Unique and Rare Primary
Sources for East Asian Studies Collected in North America’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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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간찰(驪興閔氏門中 簡札)｣ 자료를 기증받았다. 이 자료는 총 260점의 간찰 봉투와
점의 간찰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증자 민석홍의 아버지는 민경휘(閔庚煇,

623

-

로

1903 1978)

제 13대 서울 남산도서관의 관장(1956년 10월 31일-1958년 3월 27일)을 역임했다. 이 간찰
자료는 기증자의 조모 유진경(兪鎭卿,

-

이 아들 민경휘에게 물려준 것을 후에

1879 1973)

민경휘의 자제들(민석홍은 4째 아들)이 나누어 간직하게 되었다.

-

이 간찰의 수취자는 수취자불명 5건을 제외하고 모두 민관식(閔觀植,
민석홍의 고조부)이다. 민관식이 간찰을 받은 것 중 가장 이른 시기는
월

일에 아들 민병석(閔丙奭,

1

23

년(고종

1884

년 2월부터

21)

-

년(고종

1881

18)

이 보낸 것이며, 몇 개를 제외하면 모두

1858 1940)

년(고종

1885

1825 1886,

월까지 두 해에 걸쳐 집중되어 있다.

24)

22) 7

민관식이 받은 간찰에는 간단한 문안이나 안부 인사, 물건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인사, 혼사용품을 빌려줄 것, 서울의 물가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등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사항으로 나라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과 정사소식을 전달하는 문서가 있다.
이것은 민관식이 받은 간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규동(韓圭東)이
년 10월 26일에 민관식에게 보낸 간찰의 경우 간찰 앞뒤에 걸쳐 빼곡히 갑신정변이

1884

일어난

월

10

일부터

17

일까지 상황이 매우 상세하게 적혀있다.

19

25)

[사진 4] 1884년 10월 26일 하규동이 민관식에게 보낸 편지 (앞면)
24)
25)

김효경, “여흥민씨 민관식가 간찰의 자료적 특징,” 2015년 제 4회 고문헌 학술심포지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4.
24과 동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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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1884년 10월 26일 하규동이 민관식에게 보낸 편지 (뒷면)

당시 한국학사서로 있던 김하나는 기증을 받은 후 약 5년간 한국의 여러 기관과
접촉해 이 자료를 디지털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어려움을 겪다가

년 한국

2012

국립중앙도서관의 방문조사를 마련해 이 자료의 희구성을 인정받고, 추후 협상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으로 디지털화하였다. 몇 년간의 연구작업 끝에 디지털화된
자료와 메타데이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 이용가능하다.
년에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소장 민씨 민관식가의 고문서가 국립중앙도서관

2015

에서 발행되었다.

7.2.5 국제 한국인권운동 컬렉션(International Human Rights Campaign for
South Korea Collection)
년에 캐나다 연합교회(United

1994

Church)

프레드릭 베이리스(Rev.

Dr. Frederick Bayliss)

목사가 한국의 인권운동 캠페인과 관련된 방대한 1차 자료를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에
기증을 하였다. 이 기증자료 중에는

년

1972

월유신’ 이후

‘10

운동까지의 한국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는 팩트 시트(Fact

년 5․18 광주 민주화

1980

라는 보고서가 있다.

Sheet)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월요모임(Monday

을 만들어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Night Group)’

위해 만들었다. 이 팩트 시트는

년 짐 스텐즐(Jim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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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하여 만들기

Stentzel)

시작하여 슈라이스 부부(Sue

and Randy Rice),

루이스 모리스(Louise

Morris),

문동환 목사

부부를 포함한 여러 명의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팩트 시트를 작성하였다. 팩트
시트의 편집인 역할은 루이스 모리스가 맡아서 했다. 그는 정리된 내용을 최종 점검하여
최종본을 작성하였고 이를 인쇄하여 정기적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지로
배포하였다. 팩트 시트는 특히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교회 관계자들이나 외국의
저널리스트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 선교사,
사업가들을 교육하기 위해 활용되었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가들에게도
좋은 정보원이 되었다.

26)

[사진 6] 국제 한국인권운동 컬렉션

26)

Hana Kim,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ampaign for South Korean Collection,”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2016년 10월 30일 접속,
http://east.library.utoronto.ca/sites/east.library.utoronto.ca/files/korean/TheInternationalHuma
nRightsCampaignForSouthKoreaCollection_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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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직원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에서는 정식 한국학 사서가 채용되기 전까지 수년 간 한국
장서는 한국인 출신의 비전문 직원에 의해서 수서, 정리됐다. 첫 한국학 사서 장재용이
년부터

2001

년 초까지 한국학 장서를 관리했으며, 그후 같은 해에 두 번째 한국학

2003

사서로서 김하나가

년까지 한국학 장서를 담당했다. 현재는

2014

년 8월에 채용된

2015

전지혜가 한국 장서를 맡고 있다. 그 외에도 1명의 풀타임 한국학 장서 목록작업을 하는
직원과 파트타임 한국학 수서 작업을 하는 직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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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brary.utoronto.ca/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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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Digital Special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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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

http://east.library.utoronto.ca/

토론토대학교의 한국 장서

21

캔자스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비키 푸 돌(Vickie Fu Doll)
캔자스대학교 도서관
중국학 및 한국학 사서

1. 캔자스대학교
캔자스주 로렌스에 자리하며

년에 설립된 캔자스대학교(KU)는 올해로 개교

1865

주년을 맞았다. 본 대학은 공적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써 널리 알려져 있다.

150

미국대학연합(Association

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공립 및 토지

of American Universities)

-Grant

무상 공여대학교연합’(Association
이기도 하다.

1)

전세계

of Public and Land

년 현재, 학부생

2016

개국에서 온

105

명 및 대학원생

19,245

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28,000

캠퍼스와 에드워즈 캠퍼스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은
전체 학생 중 약

년에는

1909

를 차지한다.

2)

10%

년 가을 이래 평균

2012

의 회원기관

Universities)

명 등 미국 전역과

8,755

년 가을 현재, 로렌스

2016

명으로 두 캠퍼스의

2,306

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55

박사과정에 등록되어 있다.

3)

미국 뉴스월드리포트(U.S.

News

and

World

에 따르면

Report)

캔자스대학교의

“

학생-교수 비율은 16:1로, 전체 강의의 47.9%가 수강생 수 20명 미만이다.”

4)

1)
2)
3)
4)

여 명의

2,600

공립 및 토지무상공여대학교연합(APLU): 기관 소개 http://www.aplu.org/members/our-members/
index.html
iHawk: 외국인 학생과 연구원 및 직원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외국인 학생 등록 동향. https://ihawk.ku.
edu/ dashboard/index.cfm?graph=studentEnrollmentTrends&isLoaded=yes
Ibid. https://ihawk.ku.edu/dashboard/index.cfm?graph=studentEnrollmentTrends&isLoaded=yes
미국 뉴스월드리포트: 고등교육: 우수대학: 캔사스대학교. http://colleges.usnews.rankingsandreviews.
com/best-colleges/ku-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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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그림 2] 캔자스대학교 캠퍼스
출처: 캔자스대학교 웹사이트. [사진] http://ku.edu/about/ 에서 검색

교수진이 로렌스의 본 캠퍼스를 포함한, 캔사스주 내 다섯 개 캠퍼스에서 강의를 한다.
본 대학의

개 단과대학과

13

학부과정과

개 학과는 특수교육, 공공행정, 약학, 사회복지 등 142개

100

개 대학원 과정을 제공한다. 농구를 발명하고 캔자스대학교의 첫 농구

231

코치를 역임한 제임스 나이스미스(James

는 본 대학이 배출한 저명인사 중

Naismith)

한 명이다.

캔자스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23

2. 동아시아학센터(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또는 CEAS)
동아시아학센터는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기금을 받아

년에 설립되었다. 국가방위교육법은 1957년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한 데

1959

대한 대응으로 미의회가 제정한 것이다.

5)

년대에 미국에서 설립된 동아시아학

1960

장서의 3분의 1이 국가방위교육법이나 멜론(Mellon) 기금, 포드(Ford) 기금, 풀브라이트헤이즈(Fulbright-Hays) 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Doll,

2010, p. 244).

본 센터는

미국의 대평원 지역 에서 유일한 동아시아학센터이다. 본 센터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6)

동아시아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동아시아학을 증진하는 것이다.

7)

[그림 3] 동아시아학센터가 자리한 베일리 홀(Bailey Hall)
출처: 플리커(Flickr). [사진] https://www.flickr.com/photos/cortneymckay/5068669331/sizes/l 에서 검색.
저작권: cortneymckay.

5)
6)
7)

미 상원: 상원 역사, 1941-1963. http://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minute/Sputnik_Spurs_
Passage_of_ National_Defense_Education_Act.htm
대평원은 미시시피강과 록키산맥,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사이의 초원지대에 자리한 주들을 일컫는다.
동아시아학센터: 개요 http://ceas.ku.edu/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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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오른쪽) 동아시아학센터 프로그램 포스터
출처: 동아시아학센터 웹사이트. [포스터] http://ceas.ku.edu/에서 검색

본 센터는 현대동아시아학 석사학위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중국과 일본, 한국의 현대
정치와 경제, 사회, 근대사에 대한 학제간 전문성을 획득하도록 돕고 있다. 본 센터는
또 해외특정지역 전문장교(Foreign

Area Officers

맥락에서의 현대 동아시아 외교학’(Foreign

또는

를 위한 석사과정인 ‘국제적

FAO)

Affairs Studies of Contemporary East Asia

을 제공한다. 본 센터에 따르면 “KU는 미국 내에서 12개월 과정으로

in a Global Context)

동아시아 해외특정지역 전문장교 석사과정을 제공하는 소수의 대학 중 한 곳이다.”

8)

본 센터와 해외연수사무국(Office

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에서의

of Study Abroad)

연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는 또 국제프로그램 사무국(Office
과 협력하여 객원 연구원들을 지원하고, 구직 관련 행사들을

of International Programs)

조직하고, 직접교류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본 센터는 동아시아학 전공자들을 위한
장학금과 상을 수여하며, 심포지엄과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한다. 또
학술 및 전문직 경력, 해외 인턴쉽, 해외 연수 기회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대학 밖에서 본 센터는 공립학교, 지역단체, 기업, 공연예술센터, 박물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초청한다.

9)

8)
9)

CEAS 해외특정지역 전문장교 석사 프로그램 http://ceas.ku.edu/overview-0
동아시아학센터: 개요 http://ceas.ku.edu/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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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그림 5]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가 자리하고 있는 캔사스대학교 웨스코 홀(Wescoe Hall)
출처: 캔사스대학교 정치사회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 Social Research) 홈페이지.
[사진] http://ipsr.dept.ku.edu/pics/bldgs/wescoe.jpg에서 검색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는 동아시아 언어, 문학, 문화(중국, 일본, 한국, 티벳,
위구르) 분야의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제공하며, 법학부와의 협력 하에 법학 박사/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0)

학생들은 인류학과, 건축학과, 경영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육학과, 미술학과, 지리학과, 정부정책학과, 역사학과, 미술사학과, 언론학과, 정치학과,
종교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연극영화학과, 여성학과를 통해 동아시아 중점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대학 내

개 학과와

29

개 단과대학에 소속된

10

명의 교수들이 동아시아 집중 학사 학위를 지원한다. 동아시아 강의를 가르치고

67

동아시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들이 센터의 핵심 구성원들이다.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 학사 및 석사 학위에 더하여, 본 학과는 또 2개의 준석사
10)

법학-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 공동 학위 프로그램. https://ealc.drupal.ku.edu/joint-j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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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Graduate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나는 동아시아문화 준석사 과정으로

Certificate)

학생들은 “동아시아의 세 국가 중 하나를 전공하지만, 다른 학제(미술사학, 경영학,
영화학, 역사학, 언어학, 정치학, 종교학, 여성학, 젠더 및 섹슈얼리티학)의 관점에서
해당 국가를 연구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는다”.

11)

다른 준석사 과정은 제2언어학

으로 “언어․문학․문화 단과대학, 언어학과 및 언어․문학․

(Second Language Studies)

문화 단과대학과 연계된 기타 학과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준석사는
외국어․문학․문화 및 이론언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캔사스대학교에서 응용
언어학과 언어교육 집중을 추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2)

언어교육센터(Language
of Defense

또는

DOD)

Training Center)13)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미 국방부(Department

직원들에게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제공해왔다. 캔자스대학교는

년 가을부터 지정 언어교육센터로 활동해왔다. 총 9개 대학교가 지정 언어교육센터

2013

지위를 갖고 있다. 언어교육센터 프로그램은 군사언어학자, 정보 분석가, 특수작전부대,
해외특정지역 전문장교, 다목적부대 등 다양한 미 국방부 직원들의 언어 및 문화 교육
요구들을 지원해왔다.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는 다양한 교육 전달 방법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다섯 개 언어교육센터 중 하나이다.

14)

4. 한국학 프로그램
캔자스대학교는 캔자스주 내에서 유일하게 기초, 중급, 고급 과정으로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강사들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동등하게 중시한다.
한국어 프로그램은 한국어 원어민이 직접 가르치는 강의와 반복 연습을 포함한다.
년 이후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는

2001

년대 후반 초기 한국학 교수직이 한국

1990

국제교류재단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원된 이후 전일제 한국학 교수들을 채용해왔다.
미술사학과는 2013년에 역시 국제교류재단의 후원 하에 한국미술 사학자를 채용하였다.
11)
12)
13)
14)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 준석사 과정 https://ealc.ku.edu/gco
Ibid.
언어교육센터 프로그램: 미국 국방부 계획 http://www.dodltc.org/
캔자스대학교 언어교육센터 http://ltc.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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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과는 최근 몇 년간 한국문화사 객원 교수를 두고 있다. 다른 학과와 전문 단과
대학들의 경우에는 경영학과, 교육학과, 미술학과, 지리학과, 신문방송학과, 언어학과,
정치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여성학과에서 한국인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채용했다.
년 현재 21명의 한국학 교수들이 29개 섹션에서 26개 강의를 제공했으며, 봄학기의

2016

등록생 수는 총

명이다.

436

15)

캔자스대학교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한국 내의 여러 대학들과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상호 교환 파트너, 컨소시엄 교환 프로그램(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직접 등록,

KU

교수 지도 프로그램 등과 같은 학기/학년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16)

정부정책 및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사회복지․문화․언어․종교, 영어교육 실습 등
교수가 이끄는 소수의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진행되었다. 중국학과
일본학에 비하여 한국학 프로그램은 규모가 작지만 매우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대학 내에서 한국학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림 6은

년부터

2012

년까지 제공된 한국학 강의, 특별 강의의 수, 총 섹션, 총

2015

등록생 수를 정리한 것이다. 모든 강의가 해마다 제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학 강의 및 등록 현황
2012-2015

특별 강의의 수

총 섹션

총 등록생 수

[그림 6] 캔사스대학교 한국학 강의와 섹션, 등록 현황, 2012-2015. 출처: DEMIS

15)
16)

데이터는 DEMIS(Departmental Executiv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의해 생성되었다.
한국학 강의와 한국학 교수 현황은 다음을 참조한다. http://guides.lib.ku.edu/c.php?g=94977&p=616534
캔자스대학교 국제학술교류협정기관들(2015년 3월 현재) http://international.ku.edu/sites/international.
ku.edu/files/docs/Directory%202015%20-%20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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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캔자스대학교 도서관(The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또는 KUL)

[그림 7] 캔자스대학교 왓슨도서관(Watson Library)
출처: 플리커. [사진]. https://www.flickr.com/photos/behind_blue_eyes/3374872959/sizes/l/ 에서 검색.
저작권: J.V. Brennan.

캔자스대학교 도서관은 연구도서관연합(Association

의 회원이며

of Research Libraries)

캔자스주에서 가장 큰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로렌스에 있는 KUL의 본 캠퍼스는 470만
종

만 권(전자책

490

명의 이용자들이

권 포함)을 소장하고 있다. 회계연도

940,000

을 방문했다. 같은 기간에

KUL

여점이 대출되었고,

175,000

논문이 다운로드되었다. 다른 도서관에 대출제공한 자료 건수는
도서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신청 자료 건수는
명(42%), 지원부서 직원

97

명(34%),

77

년에는

2015

점이었다.

19,186

만

150

만 편의

190

점이었고, 다른

31,746

의 직원은 전문 사서

KUL

전일제 노동자 수로 환산한) 학생 조교

FTE(

명

55

이다. 도서관은 출판, 학술커뮤니케이션, 오픈 액세스, 주제 전담 및 서비스 모델에서의

(24%)

최근 변화로 인해

년에 대대적인 조직 변화를 거쳤다.

2012

은 계속해서 학습을

KUL

혁신하고, 자원과 전문성, 투입을 통해 지역 및 국내외 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17)

17)

캔자스대학교 도서관: 소개 https://lib.ku.edu/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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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대학 교수회, 교무처장, 총장은

승인했다.

18)

년 4월

2009

일에 오픈 액세스 정책의 시행을

30

이로써 캔자스대학교는 미국에서 오픈 액세스 정책을 채택한 최초의 공공

기관이 되었다. 그 이유는 “캔자스대학교의 교직원이 연구와 학문의 지적 성과를 가능한
널리 공유하고 접근 장벽을 낮추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19)

교수들은 대학의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인
논문들을 기탁하도록 되어 있다.

20)

KU ScholarWorks(KU

학술자료)에 학술

년에 캔자스대학교는 “과학 및 인문학 지식에

2011

대한 오픈 액세스”에 대한 베를린 선언(Berlin

Declaration21)

on

“Open

Access

to

에 서명했으며, 오픈액세스정책기관연합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의 창립 회원이 되었다.

22)

(Coalition of Open Access Policy Institutions)

6. 동아시아도서관(East Asian Library)
년에 대학 당국이 중요한 동아시아 자료들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기금을

1950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3)

교수들이 착수한 자료 선정 외에 동아시아 자료들을 관리할

도서관 직원이 없었다. 동아시아도서관은 1964년이 되어서야 설립되었다.
및 기증 담당사서인 칼 로(Karl

년에 교환

1958

가 채용되어 동아시아도서관의 첫 사서가 되었다. 이후

Lo)

동아시아도서관 장서는 대평원 지역 최대 규모로 성장했고, 동아시아학에 대한 18개 지정
국가자원센터(National

18)
19)
20)
21)
22)
23)
24)

-2018) 중 하나가 되었다.

Resource Centers, 2015

24)

캔자스대학 학문을 위한 오픈 액세스 정책 http://policy.ku.edu/governance/open-access-policy
Ibid.
KU ScholarWorks https://kuscholarworks.ku.edu/
과학 및 인문학 지식에 대한 오픈 액세스에 관한 베를린 선언 http://www.berlin9.org/
COAPI는 오픈 액세스 정책을 수립한 북미지역 기관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다. http://sparcopen.org/
coapi/
동아시아 장서의 전체 역사와 세부 내용은 Doll, V. (2010)를 참조한다.
미교육부의 국제 및 외국어 교육사무국(International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Office)이
운영하는 ‘타이틀 VI’(Title VI) 프로그램은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국제 연구와 세계 언어 관련
역량을 증진하도록 기금을 제공한다. 타이틀 VI 센터(Title VI Centers)는 전세계의 특정 지역
연구, 언어 교육, 해외 연구, 국제학 및 외국어에 대한 강의 등을 위한 국가 자원의 역할을 한다.
http://www2.ed.gov/programs/iegpsnr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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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왓슨 도서관 5층에 자리한 KU 동아시아도서관 참고열람실과
국제장서부서(International Collections Department)(동쪽 건물)

[그림 9] 5층에 자리한 스터디 공간과 동아시아 서가(서쪽 건물)

미술, 음악, 경영 관련 주제들은 각각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동아시아도서관
장서의 약 6분의

1

가량이 고밀도 보존시설인 도서관 분관(Library

에 보관되어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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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출데스크에서

년에는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Council

2015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다.

24

on

East

Asian

Libraries

장서 규모 측면에서 미국 내 공립대학 도서관 중 동아시아 장서 규모

가

CEAL)

위에 올랐다

11

동아시아도서관의 전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CEAL Statistics Database, 2016).25)

기타 동아시아어 자료는 인쇄자료

또는

책, 저널

330,119

종(인쇄본

11,820

종 및 전자본

3,770

종)과 기타 자료 13,200점(필름 및 DVD 2,000점 포함)이며, 동아시아학 전자 데이터

8,050

베이스

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26)

35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중 다수는 다양한 주제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된 다양한 주제 단위를 가지고 있다. 장서는 또 티벳, 몽고, 위구르어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환 및 기증 자료들을 포함해 매년 약

책이 동아시아

3,500

장서에 추가된다. 동아시아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저널 형태의 연속간행물 중
다수는

년 이후에 구독된 것이다. 단행본은 전자책의 이용 가능성, 유용성, 지속

2000

가능성과 공급자에 따라 인쇄본과 전자본을 모두 구입한다. 또 모든 동아시아도서관의
자료들은 대학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다.
본 도서관의 동아시아 장서는 전근대 중국, 일본, 한국 미술사와 역사, 문학, 종교,
문화학이 강점이다. 주요 미술사의 경우는 중국․일본․한국의 그림, 전통적인 중국․
일본․한국의 불교 미술과 문화, 근현대 일본․한국 시각예술, 다량의 에도시대(16151868)

그림과 우키요에 목판화 컬렉션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일본 미술사와

역사, 불교학 장서는 북미지역 장서 목록 프로젝트(North
Project

또는

의 4단계(선행 연구)에 속하며, 동아시아학은 일반적으로

NCIP)

단계이다(Reed-Scott,

3

25)

26)

America Collection Inventory

의

NCIP

1988).

1989년 이후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JEAL)< http://scholarsarchive.byu.edu/jeal/ >
은 매년 2월호에서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CEAL)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북미지역학 장서
에 관한 데이터 중 가장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 통계 자료는 북미지역
의 동아시아 도서관 및 박물관 장서와 그들의 서비스, 직원 규모, 지출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한다. 이 통계에 더하여, CEAL 통계위원회(CEAL Statistics Committee) 위원장은 2000년 이
후부터 캔자스대학 도서관에서 CEAL 통계 데이터베이스<http://ceal.lib.ku.edu/ceal/php/ index.php>
를 구축하여 관리해왔다. 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1957년 이후의 북미지역 동아시아도서관과
박물관 장서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고 있고, 이 데이터 세트 내의 통계 데이터는 1869년까지 거
슬러 올라간다. 북미지역에서 1957년 이후에 발행된 대부분의 동아시아 장서 통계에 관한 참고
문헌은 <http://ceal.lib.ku.edu/ceal/PHP/STAT/citation.php>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 데이터세
트와 보고서는<https://kuscholarworks.ku.edu/handle/1808/10116>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KU 동아시아학 전자자료(East Asian Studies Electronic Resources) http://guides.lib.ku.edu/
ea_e-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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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간 동아시아도서관의 장서개발은 정기간행물(전문)의 현재 및 과거 발행본,

10

말뭉치 텍스트(corpus

text),

한국학 전자 자료 등 핵심 전자자료들을 추가하고, 특히 전자

형태의 참고장서를 갱신하고, 데이터베이스 구독을 평가하고, 보존용 모든 인쇄자료를
검토하고, 전자저널 논문을 데이터베이스 구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인쇄본 학술지를
취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지난 십여 년간 신규 수집 활동은 일본 애니메이션,
초기 중국의 고고학적 발견들에 대한 1차 자료, 중국․일본․한국의 현대미술사, 한국
미술사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은 전통적인 강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구축과 동시에 신임 교수 강의 및 연구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자원센터 도서관 중 하나로써, 동아시아도서관은 동아시아어 자료가 거의 없는
기관의 학자들이 우리 대학의 동아시아도서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출장 보조금을
제공한다.

27)

6.1 동아시아도서관 한국학 장서
6.1.1 범위
동아시아도서관 한국학 장서는
되었으며,

년대 초에 고전 및 언어 사전들의 수집으로 시작

1960

년대 도서관의 연방기금이 축소되면서 종료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1970

도서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기금을 제공한 객원 연구원 직위를 지원하기 위해
년에 한국어 자료들을 제한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1996

년에 동아시아 언어

2001

및 문화학과의 새 직위가 영구직이 되면서 이 장서는 다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수집된 주제는 인문사회과학과 언어․문학․문화학, 미술사․역사․고고학, 정치학과
정부정책, 대중문화․종교․교육 분야의 참고 자료들을 포함했다. 장서의 구성은 인문학
70%,

사회과학 20%, 일반 및 참고자료 10%로 이루어진다. 동아시아도서관은 또 현대의

한국 장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국립중앙도서관 프로그램으로부터
단행본들을 기증받으며,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 아카이브로부터 DVD들을 기증받고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들은

27)

년 이후부터 수집되었다.

1996

동아시아도서관 출장 보조금 http://guides.lib.ku.edu/c.php?g=94980&p=61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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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강점
한국학 장서의 강점은 미술사(조선시대 그림, 전통 불교미술, 한국 미술과 문화),
중국-북한 국경지대로부터의 4-6세기 고고학적 발견들(다수가 북한 출판물), 언어와
문학, 민속학과 종교를 포함한다. 타이틀

VI

기금을 받는 국가자원센터 도서관으로써,

지역 학생과 교육자들을 위해 대중문화 DVD, 영화, 한국에 관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용
어린이 도서들을 수집해왔다.

6.1.3 우선순위
지난 십 년간 동아시아도서관의 한국학 장서는 조선시대 후기의 미술사, 전통적인
불교미술과 문화, 도자기, 식민지 시대의 시각예술, 대중문화를 우선순위로 두었다.
결과적으로, 한국학 장서는 미술사와 역사, 종교학에서 중국의 명․청 왕조, 일본의
전근대시대 장서들을 보완한다. 한국학 장서가 비교적 적지만, 날로 확장되는 한국학
프로그램과 학생 및 교수들의 연구 수요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6.1.4 평가
년에 본 센터는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2008

의 한국학 장서 컨설턴트인

of Washington)

이효경을 초청하여 동아시아도서관 한국학 장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 장서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충족하는지를 알아내고 개선될 수 있는 장서의 측면을 확인하였다.
이효경은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중요한 조언들로 언어학 및 문학 자료를 더 구입하고,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하고, 참고자료를 갱신하여 추가하고, 일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료들을 소급 구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때 이후 도서관은 참고 장서를
갱신하고, 몇몇 전문(full-text) 저널과 신문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하고, 강의와
연구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깊이 있는 한국 미술사 장서를 개발하였다.

6.1.5 규모
년 6월 현재, 한국 장서는 인쇄본 7,000책, 필름 및 DVD 270점, 인쇄본 연속간행물

2016

종, 그리고 전자저널

130

종에 대한 접근과 전자책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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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포함하며, 여기에

4,500

근대 한국에 대한 포괄적인 영어 장서가 있다. 동아시아도서관은 연간 약

-

수서하며, 한국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연구자료지원(‘Books
프로그램, 국제교류진흥회(ICF),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기관들로부터 약
기증자료를 받고 있다. 아래 표는
지난

on Korea’)

-200점의

100

-

년도의 한국어 소장 책수를 요약한 것이다.

이다.

2005

1990 2015

년간 연 평균 성장율은 약

25

책을

200 250

8%

년부터

년까지 연 평균

2015

책(7%

350

성장율)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북미지역 동아시아 인쇄본 장서 내에 있는 한국 장서들의
전국적인 추세와 비슷하다. 전국 성장율은
자료(3.52%)의 성장율보다 높았다(Doll,

로 중국어 자료(3.59%)와 일본어

4.66%

2016, p. 67).

한국어 소장 책수

[그림 10] 동아시아도서관 한국어 소장 책수, 1990-2015
출처: CEAL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ceal.lib.ku.edu/CEAL/php/에서 검색

6.1.6 전자자료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위원회(Council

의 한국자료

on East Asian Libraries Committee)

위원회 한국학 전자자료 분과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 전자자료 단체가입 프로그램”

-

을 통해

(Collective Subscription of Korean e resources Program)

년 이후로 한국국제

2010

교류재단이 여러 몇몇 한국어와 한국어/영어 전자자료 가입을 일부 보조해왔다.
전자자료비의 나머지는

KUL

예산으로 충당한다. 타이틀

회에 한해 데이터베이스 가입비를 지원한다.

1

Information

Service

System),

KSI

전자책,

은

KUL

RISS(Research

VI

국가자원센터 기금이 또

DBpia,

KRpia,

Information

KISS(Korean

Service

System),

연행록 총간 증보판, 동아일보 아카이브, 조선일보 아카이브 등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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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료 컬렉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E-Korean

년부터

2010

년까지

2015

은 또 한국학

KUL

에 가입했다. 데이터베이스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Studies)

한국학 데이터베이스는 동아시아학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다수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학과 관련된 영어 데이터베이스로는
JSTOR,

Cambridge

Histories

Online,

Films

on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

Demand,

Google

Scholar,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Project Muse,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s,

-Nexis

Lexis

예를 들면,

북한 뉴스),

Academic, NK News(

가 있다. 또 몇가지

Access World News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 Factiva,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와

International Bibliography, EconLit, FIAF International Index to Film Periodicals Database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글로벌 및 국제학 그리고 많은 다른 여러
단과대학 및 학과의 학생들은 영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고도 한국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6.1.7 인쇄본 자료
동아시아도서관은 북미지역 주요 대학출판사들의 한국 관련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출판물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승인 계획을 통해 한국 관련 서양어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승인 계획에 더하여, 한국학 사서는 또 슬립(slip)
선택을 통해 승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을 선택한다. 한국어 장서는 학술
프로그램과 연구적 필요를 지원하는 1차 자료들로, 매우 선별적인 기준으로 개발된다.
년에 한국어 장서가 다시 구축되기 시작한 이래

1996

한국학 사서를 채용할 수 없었다.

은 한국 장서 개발을 지원할

KUL

년 이후 중국학 사서가 한국학 장서의 개발을

1996

관리해왔고, 여러 한국학 사서 워크숍과

년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한 해외 한국학

2014

사서 교육에 참석했다.

6.2 동아시아 사서들과 도서관 행정조직
중국학 및 한국학 전문사서와 일본학 전문사서가 대학에서 동아시아학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며, 교수들과 협력한다. 두 사서는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학생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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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연구원들에게 연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아시아 사서들은 또 동아시아
장서를 개발하고, 특정 학생들을 위한 주제를 개발하여 강의 안내서를 만들고, 도서관
자료 교육과 정보활용능력을 가르치고, 도서관 견학을 진행하고, 대외활동 프로그램을
조직할 책임을 맡는다. 보조 직원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자료 수집을 담당한다. 몇
명의 학생 조교들은 교육 및 대외활동 자료의 준비와 관련하여 사서를 지원하고,
지역학 서비스 데스크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을 돕는다.

도서관들은

KU

년

2003

이후부터 도서관의 기술적 프로세싱을 중앙에서 관리하였으며, 동아시아어 자료의
목록을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동아시아 사서들은 다른 서비스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웃소싱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포맷들이
있으며, 참고 자료나 긴급 자료들은 동아시아 사서들이 로컬에서 처리해왔다.
동아시아 자료의 약

가 온라인 접근을 통해 검색 가능하다.

28)

99%

년에는 동아시아도서관이 현재 국제장서(International

2007

국제지역학과(International

Area

Studies

로 알려진

Collections)

로 흡수되었다. 국제장서 학과는

Department)

아프리카학, 동아시아학, 유럽학, 슬라브 및 유라시아학, 스페인학, 포르투갈학,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학, 글로벌학, 중동학, 남아시아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조직개편 후에 국제장서(International
캔자스장서(Kansas

Collection),

특별장서부(Distinctive
Dean

of

Distinctive

Collections),

대학기록관(University

특별장서(Special

Archives),

년

2012

Collections),

보존부(Conservation)를

로 통합하였다. 이 부서는 특별장서 부학장(Assistant

Collections)

구, 특별장서 부장)이 책임진다. 조직개편위원회는

Collection)(

그러한 단위들이 장서 구축, 공공 서비스, 기술적 서비스의 측면에서 비슷하다. 각

“

단위는 전문화된 언어 기술과 주제 지식이 있는 도서관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장서들을 관리하는 사서들은 또 잠재적인 기증자들과 구축한 관계를 통해 기증자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한 기회를 자주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통합을 권고했다.

29)

28)
29)

캔자스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ku.edu/
캔자스대학교 도서관 조직 검토팀 개요보고서(내부 문서). 개편된 도서관 구조표는 다음 참조:
https://lib.ku.edu/sites/lib.ku.edu/files/images/general/KULibraries-org-structure-july-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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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한국학 사서의 도전과제와 수서 전략
동아시아도서관 한국학 장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한국 자료의 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북미 지역의 다른 여러 동아시아
장서들과 마찬가지로 전일제 한국인 사서가 없다. 일례로,
통계에 따르면,
최소

년도

2015

CEAL

설문

개 기관이 한국어 단행본 인쇄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으나 이 중

49

개 기관(조사 대상 도서관의 3분의

18

지역학을 담당하고 있다(CEAL

에서 전문 사서들이 1개 이상 언어에 대한

1)

Statistics Database, 2016).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또는 동아시아학 사서들이 한국 장서를 관리하며 일부 한국 사서들의 전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교수들은 사서에게 필수 언어 자료 구입을 상당히 많이 권고해왔다. 잠재적인
동아시아학 교수 후보자가 대학 내 인터뷰에 참여할 때 그들은 도서관 장서를
둘러보고 사서들과 만나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자료에 대해 논의하고 또 신임
교수에 대한 도서관의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는다. 교수 후보자와 사서는
모두 이러한 초기 만남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 만남을 통해 사서들은 교수
임용 후보자의 연구 영역에 대해 알게 되고, 해당 후보자의 이전 재직 기관 또는
모교의 도서관 자료와 본 대학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비교하여 본 대학 도서관이
추가할만한 중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도서관은 신임 교수 임용과
새로운 연구 영역을 고려하고 그 필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한다. 사서들은 또 신임
교수와 동일 주제 분야에 있는 저명한 학자들 강의계획표 상의 읽기자료를 본
대학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비교하여, 대학 도서관이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고 교수의
강의를 지원한다.
동아시아도서관 한국 장서를 강화하고 장서의 공백 부분을 메우기 위해, 사서는
주기적으로 월드캣(WorldCat) 을 검색하여 다른 유명한 기관들의 장서를 조사하고
30)

주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구매할 자료의 서지 레코드를 작성한다.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은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연구서의 상당수가 발행 후 얼마 안되어 절판된다는
점이다. 절판된 서적을 취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지역학 사서들에게는 수서를
30)

월드캣(OCLC -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http://www.oclc.org/worldcat.en.html.
WorldCat.org는 오픈 액세스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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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출장 및 인쇄본․전자본 벤더와의 좋은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신간 출판물의
경우, 동아시아도서관은 (맞춤형 주제와 전문적인 간행물이 있는) 특별 벤더 카탈로그와
서평, 리스트서브 이메일 소식으로부터 자료(1차 자료 선호)를 선택한다. 사서는 또
매년 동아시아도서관 상호대차 기록을 검토하여 더 관심을 요하는 책이나 주제가
있는지 평가한다. 동아시아도서관은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폭넓은 범주의 자료를 소장하는데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기보다는도서관의 강점 분야에서 보다 깊이 있는 장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사서는 리스트서브
목록을 통해 교수 및 학생들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시험버전과 데이터베이스 피드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데이터베이스 구독 여부를 결정한다.

6.3 장서 평가
6.3.1 자원 공유
동아시아도서관은 매년 이용자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동아시아도서관 장서의 지역적
및 국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아시아어 도서관 상호대차 기록을 검토한다. 그림 11은
년부터

2011

년까지

2015

이 미국 내 다른 도서관들과 대출제공하고 대출신청한

KUL

동아시아 자료의 수를 보여준다. 지난 5년간 총 대출제공 자료 건수는
신청 자료 건수는

건이었다. 대출제공 건수가 대출신청 건수 보다

3,602

건, 총 대출

4,737

배 높았다.

1.3

회계연도 2012-2016 한국어 자료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신청 제공

․

[그림 11] 2011-2015 동아시아어 자료에 대한 도서관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제공․신청
출처: CEAL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ceal.lib.ku.edu/CE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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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는 지난 5년간 총

12

점의 한국어 자료를 대출신청한 것을 보여준다.

480

이 숫자는 다른 미국 도서관들에 대출제공된 자료

점의 다섯 배이다. 이것은

95

동아시아도서관 중국어 및 일본어 자료 공유와 비교했을 때 대출신청과 대출제공의
비율이 반대임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이것은 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야
할 많은 필요성을 보여주며(그리고 장서 예산 부족을 입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도서관의 한국 장서가 실제로 다른 도서관들의 일부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계연도 2012-2016 한국어 자료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신청 제공

․

155

[그림 12] 회계연도 2012- 2016 한국어 자료에 대한 도서관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신청․제공
출처: KUL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

캔자스대학교 이용자들은 종교, 역사, 미술사, 문학 자료들을 대출신청했다. 그림
은 대출제공된 자료의 주제가 미의회도서관 분류에 따라 주로 역사(DS), 미술사(Ns),

13

문학과 영화(Ps)임을 보여준다.
자료

년부터

년까지 총

2012

2016

점을 대출신청했다. 연구도서관협회 회원이 아닌

95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개 도서관이

49

개 도서관(하나는 호주

14

개 도서관은 미국 내 상위

35

로부터

KUL

위 대학 한국 장서 중

10

개를 포함하며 연구도서관협회 회원이다.

7

31)

31)

2015년도 상위 10위 대학 한국 단행본 장서는 하버드, 워싱턴, 콜롬비아, UC 버클리, 시카고, 서던
캘리포니아, 하와이, UCLA, 토론토, 스탠포드 대학교이다(CEAL Statistics Databas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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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2012–2016 미국 내 다른 도서관에
대출제공된 주제별 한국어 자료

[그림 13] 회계연도 2012–2016 미국 내 다른 도서관에 대출제공된 주제별 한국어 자료
출처: KUL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 서비스

6.3.2 인용 분석
년에

2014

KUL

국제장서 사서들은 평가 및 자원공유 담당 사서들과 협력하여 특별

인용분석연구평가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 국제 및 지역학에서

KUL

교수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수들이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이들의 출판물(출판 연도

명의 동아시아학

14

-2013)은 총 인용이

2005

회였다. 인용된 영어 자료가 86%를 차지했고, 동아시아어 자료는 14%였다. 이러한

2,219

인용을 KUL 소장 자료와 대조하여 이들 인용자료 중 몇 %가 KUL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은 인용된 영어 자료의

KUL

와 인용된 비영어 자료의

89%

를

42%

제공했다. 이 조사는 학제간 출판의 복잡한 특징들과 이용자 커뮤니티가 장서 전략의
평가를 어렵게 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도서관의 예산 결정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6.3.3 월드캣 장서 분석
동아시아도서관은

년에 월드캣 장서 분석(WorldCat

2010

Collection

을

Analysis)32)

이용하여 도서관의 장서 현황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유사 기관들과의 일대일

32)

OCLC 월드캣 장서 분석 https://www.minitex.umn.edu/Electronic/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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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 있어 유용했다. 평가 결과 중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대학원 수준의 미술사
연구 자료들이 미국 내에서 소장 규모 5-6위에 속한다는 점이었다. 동아시아도서관
소장자료의 절반 가량이 월드캣에서 12-15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KUL 동아시아도서관
장서의 위상과 지리적 위치로 인한 중요성을 보여준다. 동아시아도서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월드쉐어 장서 평가(Worldshare

Collection Evaluation

또 한 번의 장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림
주제별 책 수(title

로

number)

는

14

또는

를 이용하여

WCA)33)

를 이용하여 장서 내의

WCA

년도 한국 장서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장서에서

2010

미술사, 역사, 언어 및 문학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 2010년 현재 월드캣 장서 분석을 이용한 주제별 한국어 장서의 단면

6.4 희귀 한국 장서
6.4.1 화엄경, 제45권, 약 1350년
희귀한 동아시아어 자료와 미술 작품들은 케네스 스펜서 연구도서관(Kenneth
Research Library)

33)

Spencer

특별장서에 소장되어 있으며, 희귀 자료의 현대 인쇄본이 대출용으로

OCLC 월드쉐어 장서 평가 https://www.oclc.org/collection-evaluation.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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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고 있다. 수집된 정교한 희귀 필사본 중 하나가 화엄경 제45권이다. 권두삽화의
한자 제목은 大方廣佛華嚴經第四十五卷變相(대방광불화엄경 제45권 변상)이다. 이 자료는
당나라 시대(695-699)에 실차난타가 화엄경 필사본 제45를 번역한 것을
묘사한 것이다(Kim,

2003, p. 127).

세기 중반에

14

권두삽화는 동물성 접착제로 금과 은가루 혼합물을

이용하여 남색으로 염색한 닥종이에 불교 경전 속의 장면들을 텍스트와 디자인,
삽화로 묘사한 중요한 자료이다. 대부분의 고려시대 채색 필사본들은 직사각형 모양에
절첩 형식으로 접혀서 읽기가 쉽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학년도에 본 대학은 리차드 루돌프(Richard
년

2003

월부터

10

-

1956 57

로부터 이 필사본을 수집 하였다.

Rudolph)

년 1월까지 이 필사본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박물관

2004

(Asian

이 주최하고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이 공동 후원한

Art Museum)

전시회

고려 왕조: 한국의 계몽시대

“

-1392”(Goryeo

918

Dynasty:

Korea’s

Age

of

에서 전시되었다.

Enlightenment, 918 to 1392)

34)

[그림 15] 화엄경 제45권, 약 1350년. H: 4 3/8 in. x W: 12 ¼ in. (각 면) 남색 종이에 금가루로
권두삽화와 텍스트가 새겨져 있다. 출처: 캔자스대학교 케네스 스펜서 연구도서관, MS D23

34)

고려 왕조: 한국의 계몽시대 918 – 1392년 https://asianart.com/exhibitions/korea/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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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주자대전 속집 제3책(권7-11)
∙ 특별장서, 케네스 스펜서 연구도서관, E436
또 하나의 희귀 장서는 신유학의 집대성자인 주희(朱熹
朱子大全續集 (주자대전속집:

Zhu,

Xi,

-1200)의

1130

-

권)의 제3책으로, 유희춘(柳希春,

11

이 편찬한

1513 1577)

것이다. 한성(漢城)의 교서관(校書館)에서 인쇄되었다. 이 책은 금속활자(을해자:
보주)로 인쇄되었다. 반곽은
반곽의 크기는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1행에

자로 구성되어 있다.

10

이고 인쇄된 책의 크기는

22.3 x 17.3 cm

1580

18

이다.

34.2 x 21.5 cm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판은 하버드 옌칭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

KU

권과 맞는다.

35)

59

6.4.3 한국 책판
특별장서는 또

년에 캔사스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동아시아도서관에 기증한

2016

점의 한국 책판을 소장하고 있다. 각 책판의 양면에는 한자로 유교 사상이 새겨져

2

있다. 두 판 모두 양쪽 끝에 판이 굽는 것을 방지하도록 마구리가 있다. 이 마구리에는
책 제목, 장, 페이지 수가 적혀 있어 서가 배열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 각 판심에는 책 제목,
권 번호, 페이지 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한 판은 金㙆(김굉)(c.

의 龜窩先生續集

1867)

구와선생속집)으로, 제3장의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해당한다. 다른 판은 金道和(김도화)

(

년대 말)의 拓菴先生文集(척암선생문집)으로, 제7권의

(c. 1800

페이지와

31

페이지에

32

해당한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유교 관련 목판이 조선시대에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판들이 당시 많은 한국 유학 서원들이 자리했던 경상북도 안동에서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6)

스펜서 연구도서관의 인쇄판, 석판 등 컬렉션과 함께 이 책판도

인쇄술사 강의에 사용되고 있다.

35)

36)

하버드 옌칭도서관의 디지털 장서에 주자대전 59권이 있다. https://iiif-lib-harvard-edu.www2.lib.
ku.edu/manifests/view/drs:9345238$1i. 또 한국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청구기호
D152.416-주71유 v.70과 유사하다.
한국국학진흥원(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한국 목판: ACKS 장서 http://mokpan.
ugyo.net/en/significance/advanced-center-for-korean-stud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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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구와선생속집 제3장 13페이지 책판 원본. (c. 1867). 양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반곽은 10행이 있으며, 1행에 20자씩 들어 있다. 광곽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다.
판심에는 내향2엽화문어미와 제목, 권 번호, 페이지 번호가 적혀 있다.
광곽의 크기는 19.5 cm x 17 cm이다. 출처: 캔사스대학교 케네스 스펜서 연구도서관.

[그림 17] 구와선생속집 제3장 13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출처: https://i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47324759$158i (왼쪽 페이지 이미지)
https://i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47324759$159i (오른쪽 페이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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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자 중심의 네트워크 서비스
한국학 사서의 일차적인 역할은 한국에 관한 본 대학교의 강의와 학습,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장서를 구축하고 지침과 참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연구도서관은
자구체우스키(Jaguszewski)와 윌리암스(Williams)(2013)가 리에종 사서(liaison

의

librarian)

여섯 가지 새로운 역할에 명시한 대로 리에종의 전통적인 역할 변화라는 전국적 동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

KUL

년도에 실시한 조직개편은 리에종 역할에 대한 동향

2012

중 일부를 반영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세기에는 지역의 대학교육 장서와 서비스에

21

대해 이용자들이 쉽게 국가적 및 국제적 연구 서비스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일제 한국학 사서가 없는 도서관들에게는 두 개의 온라인 한국학 참고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학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는

“Ask a Korean Studies Librarian”(

북미지역 한국 장서 컨소시엄(Korean

의 회원들이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들은 askkorea@googlegroups.com 에 참고 질의를 보내 도움을
37)

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가 제공하는

Korean Studies Librarians)

묻는다)이다.

38)

INKSLIB(International Network for

사서가 사서에게

“Ask a Librarian for Librarians”(

두 서비스는 모두 도서관 이용자와 민간 학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교육 기관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폭넓은 관계를 추구하고자 기관의
사명을 확대해감에 따라서 대학 사서들도 이용자 커뮤니티, 도서관 컨소시엄, 기증자
등과 더 협력할 기회를 추구하여 경험과 지식,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정보 자원들을 생성해야 한다(Gibson

& Dixon, 2011).

이용자들의 변화하는

연구적 요구들은 대학 사서들의 연구 지원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인문학, 강의와 학습 지원 역할의 확대, 디지털 학술활동의 지원, 이용자 경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및 학술적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Jaguszewski 및
동향 3,
37)
38)

2013).

Williams,

그 한 예가 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1960-1980년대 출판물들을 디지털화하기

동아시아도서관평의회 한국자료위원회(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홈페이지. Ask a
Korean Studies Librarian: http://www.eastasianlib.org/ckm/linksandresources.html
국립중앙도서관. INKSLIB Ask a Librarian for Librarians http://inkslib.nl.go.kr/ask/ askLibrarian
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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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06년부터 KU ScholarWorks의 동아시아학커뮤니티센터 디지털 리포지터리(Center
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for East Asian Studies Community digital repository)

이후 동아시아학커뮤니티센터의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년

2006

여 점 이상이 포함되었다.

39)

700

한편, 대외활동으로 지역 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센터의
대외활동 부장과 협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동아시아 사서들은 다양한 대외활동을
위해 중학생들을 위한 비디오를 제작했다.

40)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써

또 구술사를 통해 동아시아의 경험을

년 이후 동아시아 학자들과 전문가들과의 비디오

2012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41)

8.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배포
장서의 성공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얻기 위해
년 봄에 동아시아 사서들은 동아시아학 교수진 및 대학 도서관 전시위원회(KU

2012

Libraries

와 협력하여 “동아시아학 연구 기념”(Celebrating

Exhibition Committee)

Asian Studies Scholarship)42)

East

전시회를 진행했다. 이 전시회는 교수 9명의 연구 프로젝트와

출판물, 연구 과정에서 그들이 이용한 자료 유형을 선보였다. 전시회와 함께, 동아시아학
연구에 관한 패널 토론을 동반한 오픈 하우스(Open

가 있었다. 이 행사에서는

House)43)

장서의 최종 결과물 중 하나인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배포를 성공적으로 전시함으로써
동아시아학을 홍보하고 도서관의 장서들이 강조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사서들은 또
동아시아학센터 도서관교수위원회 의장(Library

39)
40)
41)

42)
43)

과 협력하여

Faculty Committee Chair)

KU ScholarWorks 동아시아학커뮤니티센터: https://kuscholarworks.ku.edu/handle/1808/1069
온라인 홍보 비디오의 예: 후로시키 튜토리얼(Furoshiki Tutorials)(K-12 교육지침 시리즈) https://www.
youtube.com/playlist?list=PLjZDWTEXFea5Q6wdh5qXd6uKfRG_PQdWP
동아시아학센터 교수 인터뷰 시리즈: https://kuscholarworks.ku.edu/handle/1808/1069. 인터뷰
예: 어느 인류학자의 아시아 여행(An Anthropologist’s Asian Journeys) https://kuscholarworks.ku.edu/
handle/1808/18600
‘동아시아학 연구를 기리며’ 온라인 전시회는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liblamp.vm.ku.edu/
omeka/exhibits/show/east
‘동아시아학 연구를 기리며’: 오픈 하우스 http://liblamp.vm.ku.edu/omeka/exhibits/show/east/
reception-photos/opening-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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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동아시아학 교수 연구포럼(East
연구포럼(Graduate

과 대학원생

Asian Studies Faculty Research Forum)

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포럼들을 통해

Student Research Forum)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동료들과 함께 그들의 연구 주제와 새로운 논문들을 공유하고
차례로 피드백을 얻는다. 많은 학생들이 이처럼 허물없는 모임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보이는 기회를 환영한다. 사서들은 이러한 발표들을 통해 새로운 연구 방향과 필요
자료들에 대해 알게 된다.

9. 결 론
제한된 장서 예산으로 인해 캔자스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의 한국 장서는 느리게 성장
해왔으며, 전일제 한국학 사서가 없는 북미 지역 내 다른 37개 한국 장서와 공통으로 계속
해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CEAL

Statistics Database, 2016).

사서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맞서 서로 독려하기 위해 계속해서 장서와 서비스 전략들을 공유하고
북미 지역 내 한국 장서들 간의 공동협력 기회를 활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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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발전의 길
웬링 류(Wen-ling Liu)
인디애나대학교 도서관
동아시아학 및 티벳학 사서

1. 인디애나대학교의 간략한 역사
북미의 중서부와 오대호에 자리한 인디애나주는 “미국의 교차로”라고 알려져 있으며,
옥수수와 콩, 밀의 주 생산지이다.

년 1월

1820

일, 인디애나주 의회는 몬로 카운티에

20

신학대학을 건립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디애나 신학대학(Indiana
년에

1824

은

Seminary)

명의 학생과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친 교사 1명으로 출발했다.

13

년에 인디애나 신학대학은 “미국 영어, 외국어, 실용미술, 과학, 문학” 교육을 제공하는

1828

인디애나 칼리지(Indiana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사우스 밴드,

IU

1)

년 2월

1838

일 인디애나 칼리지는 다시

25

가 되었고, 법학과 의학 학위를 제공하며 기관의 범주를

University)

확장하도록 허가받았다.
캠퍼스(IU 블루밍튼,

가 되었다.

College)

세기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인디애나대학교(IU)는 현재 8개

21

IUPUI,2)

동남부,

지역 캠퍼스(IU 동부,

북서부,

IU

를 갖고 있다. 인디애나주 블루밍튼에 자리한

IU

IU

코코모,

IU

IU

IPFW3)))

블루밍튼은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캠퍼스이자 주요한 공립 연구 대학으로써,
개의 단독 학위와 준학위를 제공하며,
있다.

4)

2000) IU

1)
2)
3)
4)

-

년까지 IU 총장,

1937 1962

년 가을 현재

2016

-

여

550

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43,213

년까지 명예총장을 역임한 허만 B 웰스(1902-

1962 2000

총장은 2차 세계대전 후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노력을 증진하고, 외국어와

Theophilus A, Wylie’s Indiana University (1890), pp. 45-6.
IUPUI는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의 약어(Indianapolis, IN, USA)
IPFW는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Fort Wayne의 약어
http://news.iu.edu/releases/iu/2016/08/university-census-enrollment.s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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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 프로그램을 확장하였다. 대학의 지평을 보다 국제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웰스 총장은

년 초에 본 대학 최초로 지역학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1940

외국어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했으며,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본 대학은
이후 지속적으로 웰스 총장의 유지를 받들어 글로벌 교육을 강조해왔다. 그 한 예가
중국․일본․한국 언어 및 문화에 관한 지역학 프로그램을 구축한 것이다.

[그림 1] 릴리 희귀본 도서관(Lilly Rare Books Library)과 쇼월터 분수(Showalter Fountain),
IU 블루밍튼 캠퍼스

2. 한국학 및 한국 관련 프로그램
지역학에 대한

의 지속적인 지원은

IU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

또는

년에 글로벌 및 국제학 단과대학(School

2015

of

을 신축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동아시아학의

SGIS)

확장은 동아시아 언어 및 문학학과(1975년에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로 개명),
동아시아학센터(East

Asian Studies Center),

한국학연구소(Institute

발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세 기관은 모두

에 자리하고 있다.

SGIS

의

of Korean Studies)

에는

SGIS

또 4개의 다른 지역학과(중앙유라시아학과,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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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동 언어 및 문화학과)와 더불어,

여 개 언어를 가르치는 캠퍼스 내

70

개 센터들이

21

있다. 아래에서는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동아시아학센터, 한국학연구소를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의 역사와 목적을 알고 나면 동아시아 장서와
한국학 장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림 2] 신축된 글로벌 및 국제학 단과대학

2.1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EALC)
동아시아학의 개설은 쑤-유 텡 교수(1906-1988)의 학문적인 경력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년에 텡 교수는 본 대학에서 중국사, 일본사, 극동사를 가르치도록 임명되었다.

1950

년에 그는 본 캠퍼스에서 우랄 및 아시아학을 위한 비공식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1955

이 두 학문은 이후 각기 독립 분야로 발전했다.

년에 텡 교수는 아시아학 리뷰위원회

1958

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학과에 아시아 주제의

(Asian Studies Review Committee)

강의가 추가될 것을 권고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소사이어티(Asia

년에 텡 교수는 아시아

1959

의 기금을 받아 수십 명의 극동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3일간

Society)

아시아학 컨퍼런스를 열고 미국 대학들, 특히 미 중서부 지역 대학들에서의 아시아학에
대한 인식과 그 확장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러한 컨퍼런스와 기금들을 통해
텡 교수는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에 부응하는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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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했다.
마침내

년에 그의 노고가 결실을 맺었다. 그 해 5월, 인디애나대학교는 포드재단

1961

으로부터

(Ford Foundation)

만 달러의 기금을 받아 러시아학, 동유럽학, 아시아학

230

프로그램을 10년간 지원하고, 국제관계 및 기타 국제학 관련 프로그램을 5년간 지원했다.
기금 승인 문서는

달러는 향후

“1,520,000

년간 인디애나의 비서구 지역 프로그램을

10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금액과 이자는…… 극동 연구를 포함한 아시아학에 부분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5)

유-주 치 교수(郅玉汝,

-

년에 우치 리우 교수(柳無忌,

1961

-

와

1907 2002)

가 임용되어 동아시아 언어 및 문학학과의 설립에 참여했다.

1917 2016)

새롭게 설립된 학과와 함께 1962년에는 한국어 강사로 종 Y. 손이 임명되었다. 그렇게
해서 중서부 지역 최초로 인디애나대학교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몇 년의
실험을 거쳐 한국어 강의는 1970년대에 중단되었다. 그러다 1981년에 제한적으로 강의가
다시 개설되었다. 본격적인 한국어 프로그램은
케네스 웰스가 임용되면서 시작되었다.

년에 한국어와 한국사 강의를 위해

1985

년에는 이효상이 한국어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1993

한국어와 언어학, 동아시아 언어 비교연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현재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한국 언어학 강의들과 함께 한국어 4년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학 강의는 처음부터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와 동아시아학센터의 계획이었다.
최근 몇 년 간 한국어 강의에 등록하는 학생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꾸준하고도
빠른 증가는 지난 7년간 기초 한국어 과정 등록자 수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표 1> 2009-2016년 K101 등록 학생 수6)
기초 한국어 과정(K101) 등록생 수

5)
6)

Ralph Collins, “A Statement about the Administration of the Ford Grant in Support of Foreign
and International Studies,” 1961년 9월, 인디애나대학교 아카이브.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통계, http://ceal.lib.ku.edu/CEAL/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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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9/2010년과 2015/2016년 한국어 강의 등록현황 비교7)
한국어 강의 총 등록생 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강의의 총 등록생 수는
무려

년부터

2009

년까지

2016

가 증가했다.

270%

이러한 학생 수의 증가는 한국에 대한 큰 관심과 한국학 강의 대상, 향후 학위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보여준다.

2.2 동아시아학센터(EASC)
년에 설립된 동아시아학센터는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연결되는 곳이다.

1979

동아시아학센터는 지역적 및 국가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지식과
실천, 자원과 발견,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한다. 센터는 동아시아와
관련한 강의, 연구, 대외활동의 조율을 지원하며, 인디애나대학교의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기업과 교육, 정부의 요구에 연결시키고 있다.
동아시아학센터의 첫 소장으로 필립 웨스트 교수(1938-2012)가 임명되었고, 센터
설립 초기에 참가 교수들이 크게 증가했다.

년에는 인디애나폴리스의 IU 교수진과

1983

기업 전문가들이 인디애나대학교의 한국학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학 소사이어티
오브 프렌즈’(Society

라는 이름의 기금마련조직을 구축하였다.

of Friends of Korean Studies)

동아시아학센터는 1987-2002년까지 조지 윌슨 교수(1937-2014)의 관리 하에 혁신적인
성장을 거쳤다.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한국학 프로그램에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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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웰스 교수, 마이클 로빈슨 교수, 이효상 교수를 임용한 것이었다. 이것은
동아시아학센터와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국학 도서관 자료 수집을 확장하도록 16,000달러의

1987

기금을 센터에 제공했다. 이 계기는

년 ‘여름학기 동아시아 언어교육원’(East

1985

Asian

의 개설로 확대되었다. 여름학기 동아시아언어교육원은 1999년

Summer Language Institute)

문을 닫을 때까지 미국 전역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심화교육을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동아시아학센터는 학부과정의 개발, 여름학기
동아시아문학워크샵, 동아시아 관련 교수진 채용 등의 목적으로 프리먼재단(Freeman
으로부터 1백만 달러의 기금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한국문화의 증진과 관련한

Foundation)

기타 활동으로는 한국 문화 공연과 음식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축제가 진행되는 ‘한국의 밤’
(Korean Night)

행사가 있다. 또 한류의 확산과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2005년에는 한국어 회화클럽이 출범했다. 주 1회 진행되는 클럽 모임에서는 한국어
회화 연습, 영화와

TV

드라마 관람, 한국 음식 시식하기 등이 이루어진다.

년에는 시카고 소재 한국영사관의 지원으로 회의 및 여러 활동들을 통해 한국학을

2015

증진하는 한국 회의실(Korean

이 특별히 마련되었다.

Conference Room)

[그림 3] SGIS 내 동아시아학센터 가까이에 자리한 한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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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학연구소8)
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학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공한 150만 달러의 의미

SGIS

있는 기금과 인디애나대학교를 졸업한 세 명의 한국인 동문의 기부를 바탕으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

년에는 -현재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2015

김승경 교수가 한국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부임했다. 한국학연구소의 목적은 미 중서부
지역에서 인디애나대학교 한국학의 위상을 확장 및 강화하고, 우리 대학을 미국 내에서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다.

[그림 4]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김승경 교수와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한국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이효상 교수

한국학연구소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 내에서 한국학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대학원생들을 모집하고, 한국학 교수진을 더 채용하고, 중서부 지역의 다른 한국학
프로그램과 협력하는 활동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되는 한국학
강의를 확대하는 일은 한국 및 동아시아 전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미래의
교수진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들은 인디애나대학교에서
한국학 학위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8)

Susan Blake, 저자에 대한 이메일 메시지, 201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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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웰스 도서관(Wells Library) 소개9)
블루밍튼 캠퍼스에서는 처음에 본관(Main
이

(Herman B Wells Library)

분야를 지원한다.

IU

라고 불렸던 허먼

Library)

B

웰스 도서관

블루밍튼의 중앙도서관이며, 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년에 건립되었으며, 인디애나주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크기의

1969

석회석을 이용한 이중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은 두 개의 독립된 도서관을 갖고
있다. 즉, 서쪽 빌딩은 학부 도서관(Undergraduate

과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Library)

이 있고, 동쪽 빌딩에는 11층의 연구장서(Research Collections)가 있다. 이 두 개의

Commons)

빌딩은 도서관의 1층 큰 로비를 통해 연결된다. 도서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프리카학, 중앙유라시아학, 동아시아학,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학, 중동 및
이슬람학, 러시아 및 동유럽학, 남아시아학, 서유럽학 등 대학의 국제학과 지역학을
지원하는 장서들이다.

[그림 5] 웰스 도서관
이미지 출처: https://jasonbairdjackson.files.wordpress.com/2011/11/wells-library.jpg

9)

“IU 도서관의 역사”, http://bl-libg-doghill.ads.iu.edu/gpd-web/iulibraryhistorysite/hbwell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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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장서의 개요
허먼

B

웰스 도서관의 8층에 자리한 동아시아 장서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최초의 필사본에서부터 책과 연속간행물, 데이터베이스,
영화, 필사본, 마이크로폼, 지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포맷이 소장되어 있다. 동아시아 장서는
대학의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강의와 학습, 정보, 연구 요구를 지원하며, 동아시아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증진한다. 인디애나주 내 최대 규모인 본 대학의 동아시아 장서는

-동부, IUPUI, 버틀러대학교(Butler University), 얼햄칼리지(Earlham College), 퍼듀대학교

IU

(Purdue University),

노트르담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

등 동아시아 프로그램과

강의를 제공하는 인근 대학과 칼리지들에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년 현재, 동아시아 장서는 중국어․일본어․한국어 인쇄본 자료 총

2016

중국어/일본어/한국어 인쇄본 연속간행물

책,

330,000

여 종, 동아시아와 관련된 미디어 자원

700

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동아시아학에 중점을 둔30여 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1,700

제공하고 있다. 일반 도서관 장서에는 또 서양언어로 출판된 동아시아학 관련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다.

[그림 6] 동아시아 장서의 동양참고섹션의 한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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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개발의 목적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동아시아학 연구에 필요한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장서는 교수, 학생, 연구자들의 강의 및 학습 요구를 기반으로,
인문학 관련 선택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까지 넓게 포괄하고 있다.
중국 장서의 강점은 역사(특히 명-청과 중화민국 시기), 고전, 언어와 문학, 종교학,
정치와 정부, 철학, 사회운동과 비밀결사, 근대 중국의 교육사에 있으며, 근현대 미술에
관한 장서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장서는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의 역사와 문학, 전근대
및 근대 미술사(특히 춘화), 언어학, 정치학, 전후 교육, 젠더학, 종교학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한국 장서는 조선시대의 역사, 문학, 언어교육학, 민속학, 사회운동, 종교학,
근대 정치학, 다수의 비디오 컬렉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동아시아 장서가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동시에
우리 대학의 동아시아 장서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보여준다.

<표 3> 2005-2015년 IU 동아시아 장서의 성장에 대한 그래프10)
물리적 장서 수 vs. 연도, 인디애나

우리는 주로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과 학습 및 연구 요구를 기반으로 한 장서 개발과
함께 캠퍼스 안팎에서의 지원활동들을 통해 동아시아 장서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8층에서는 동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물이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전시된 몇몇 포스터의 제목을 보자면 “동아시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들”(East
10)

Asian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통계, http://ceal.lib.ku.edu/CEAL/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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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학자들의 초상화”(Portrayal

Nobel Prize Winners in Literature), “

도호쿠 지방 지진과 쓰나미의 지속적인 경각심”(Continuing

“

of Choson Scholars),

Awareness of the Tohoku

정의와 대중문화: 동아시아의 근대 탐정소설과 신비한 이야기들”

Earthquake and Tsunami), “

(Justice and Popular Culture: Modern Detective and Mystery Stories from East Asia)

등

이 있다.

[그림 7] 일본의 포스트모던 미술사조 포스터 전시 “The Grotesque and Fantastical

World of “Superflat” (기이하고도 환상적인 “수퍼플랫” 세상)

5. 한국 장서
5.1 들어가는 말
한국 장서는 동아시아 장서에서 뚜렷이 다른 세 개의 장서 중 하나이다. 한국 장서
개발은 종

Y.

손이 한국어 강사로 채용되면서 한국어 강의를 지원할 목적으로

년

1962

부터 시작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국학 장서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 및 한국학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인디애나주의 다른 칼리지와 대학들에 중요한
지역 자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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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장서의 개발은 교수와 학생, 기타 관심 있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를
지원하고 캠퍼스 강의와 연구의 우선사항에 맞추어 폭넓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장서의 강점은 조선시대의 역사, 문학, 언어교육학, 민속학,
사회운동, 종교학, 근대정치학, 그리고 다량의 비디오 컬렉션에 있다. 현재 약
종의 연속간행물 구독,

140

온라인 전자자원(KISS,

점의

400

책,

25,000

가 있다. 컨소시엄 보유 자산과 여섯 개의

DVD

DBpia, KRpia

데이터베이스, 조선일보 아카이브,

연행록 장서)들에 대한 액세스가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KSI

전자책,

년 이후로 급격히

2005

증가했다.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의 교수와 학생, 연구자들이 캠퍼스 안팎에서 필요한
한국학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4는

년 6월 현재 본 대학의 한국학 장서가 한국 자료를 수집하는 미국 내

2015

개 대학도서관 중

47

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3

<표 4> 2015년도 미국 내 47개 대학도서관 중 한국 장서의 순위11)
2015년도 미국 내 대학도서관 중 한국 장서의 순위

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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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국 장서의 특징

[그림 8] 서가에 꽂혀 있는 언어학 서적들

[그림 9] 장서를 살펴보고 있는 학생들

인디애나대학교 한국 장서의 역사는 몇몇 교수들의 기여와 뗄 수 없다. 교수와
사서들 간의 이러한 협력과 공동작업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된다. 한국 자료의 장서
개발은

년대에 한국어 교육이 중단될 때에도 계속되었다.

1970

년에 한국 민속학

1975

전문가인 로저 자넬리 교수가 우리 대학에 온 이후, 한국 문화, 종교, 민속, 동아시아
민족학에 관한 장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한국어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가르치도록 케네스 웰스 교수가 임용된

년부터 시작되었다. 케네스 웰스의

1985

재임기간 동안, 그는 한국의 민중운동과 반대 문화 및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기 한국의 문화 및 정치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추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20

세기 이후 한-중 관계에 관한 작은 장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8

근대 한국 역사가로서

년부터 본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마이클 로빈슨 교수는

1995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사상사와 일본의 식민주의 분야에 관한 장서를
확장하도록 도왔다.

-2013년까지 잠시 머무른 정헌주 교수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2008

정치경제, 경제 및 금융 개혁의 정치학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년에 임용된 이효상 교수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한국어와 언어학,

1993

동아시아 언어의 비교연구를 강의했다. 현재는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 언어학에 관한
강의들과 함께 한국어 4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어가 계승어가 아닌
학생들(non-heritage

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가 계승어인 학생들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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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 강의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수준의 한국

heritage students)

아동도서를 우리 장서에 늘리고자 협력하였다. 이효상 교수의 한국어 및 언어학
그리고 동아시아 언어의 비교연구는 또 이 분야의 장서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강점에 더하여, 한국 장서는 또 근대 한국의 노동운동, 국경
연구, 삼국시대, 한국에서의 몽고학 및 만주학과 같은 주제를 구축해왔다. 일례로, 국경
연구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국경 분쟁, 이주, 안보 정책들에 대한 학제간 접근법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다. 몽고학 및 만주학에 관한 장서를 개발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중앙유라시아학과의 연구 역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역사적으로, 몇몇 교수들이
몽고-중국 국경지역에서의 문화와 정치적 권력 형성의 관계와 만주학 및 민족성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5.3 장서의 주요 기여자들
교수들과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동아시아학센터, 한국어 프로그램의 발전에 의해
제시된 전략적인 방향들에 더하여, 한국 장서의 성장은 또 한국 내의 몇몇 국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들의 기증 및 교환 프로그램, 교수와 학생들의 기증, 블루밍튼 지역의
한인사회(약

명), 그리고 시카고 소재 한국영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1,500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금 프로그램의 강력한 지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년에 설립된 한국국제교류

1991

재단은 한국의 주요 공공외교기관으로써 우리 대학의 한국 장서 개발, 특히 한국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제
교류재단의 참고자료 배포 프로그램(Reference

은 수년 동안

Materials Distribution Program)

한국 안팎에서 발간된 한국학 관련 연구자료들로 본 대학의 장서를 강화시켜주었다.
더욱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연구전자자료지원(Korean E-Resource

Support)

프로그램은

본 대학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한국연구 전자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학 내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회들을 제공했다. 또한, 한국영화
진흥위원회의 장기적인 지원도 본 대학의 한국 영화 컬렉션과 한국 영화 연구에 관한
인쇄자료를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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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기증 도서에는
기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5.4 인디애나대학교의 가장 오래된 한국 자료12)
동아시아 장서에는 약
중국서이다. 놀랍게도

권의 귀중본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0

세기 말에 발간된

17

의 로컬 카탈로그)에 따르면, 릴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IUCAT(IU

있는 중국서 新編音點性理羣書句解(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의 한국어판이 본 대학의
동아시아 자료 중 가장 초기에 발간된 자료이다. 총 23장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남송시대

-

인 1199년(5 宋慶元五年) 과거시험인 진사시(進士試)에 합격된 웅절(熊節)이

(1127 1279)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의 서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ʻ ŏ ŭmjŏm sŏngni

ŏ

新編音點性理羣書句解
熊節編 ; Xiong Gangda chu熊剛大注.
통일표제: [Xing li qun shu ju jie 性理羣書句解]
Simp y n

kuns

kuhae

13)

표제:
[서울?

ʻ ŏ ŭmjŏm sŏngni

Simp y n
:

출판사?],

ŏ

kuns

: [23

권]

ŏ

/ Xiong Jie py n

13)

권].

kuhae : [23

1444.

v. ; 34 cm.

년 처음 주조한 금속활자인 갑인자(甲寅字)를 이용하여 한자로 인쇄됨. 1면 당
1행에 18자. McGovern, M.P. Specimen pages of Korean moveable types, p. 24 참고.
1434

12)
13)

행,

10

인디애나대학교 도서관, 릴리 도서관 내부의 도서관 목록 기록. 2016년 10월 25일.
인디애나대학교의 온라인 도서관 목록, http://classic.iucat.iu.edu/ uhtbin/cgisirsi/?ps=HLEx
719oSX/B-WELLS/24932112/8/4181861/Simp%CA%BBy%C5%8Fn+%C5%ADmj%C5%8Fm
+s%C5%8Fngni+kuns%C5%8F+kuhae+:+[23+kw%C5%8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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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표제: 新編音點性理

[그림 12] 권두서명은 IU의 소장본이

羣書句解(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권4임을 보여준다

세기 초 중국의 정치적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고려로 전파되었다. 세종

13

-

(1397 1450)

년(1444년)에 발행된 이 금속활자본은 갑인자체의 우수한 사례라는

26

점에서 매우 귀중하다. 갑인자체의 발명은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세종대왕은

1434

새롭게 개선된 서체로 2십만 점의 활자를 주조하도록 주자소에 주문했다. 릴리도서관은
총

권 중 권4(선장본

23

장(44면))만을 소장하고 있다. 또 권4가 주로 주희(朱熹,

22

-1200)와 그의 동료들이 쓴 자연과 명상에 대한 전원시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1130

상당한 매력이 있다.

5.5 한국 장서의 관리
기술서비스부서는 도서관 장서에 대한 필수적인 처리 및 유지관리 활동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술서비스부서(Technical

와의 관계 구축이 성공적인 장서 관리의

Services)

핵심이다. 이는 한국 장서의 관리에서도 적용된다. 기술서비스부서와의 협력은 자료의
접수, 발주, 예산 감시 등에 관해 수서부서 직원들과 긴밀한 업무상 관계를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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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시작된다. 구매 내역 검토와 비용 분석은 예산의 효과적인 이용에 필수적이며,
예산을 최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자 자원의 경우에는 벤더 및 도서관정보기술부서
와 상의하고 자원들을 디스플레이하고 개선하여 관리해야

(Library Information Technology)

할 필요가 있다. 목록부서(Cataloging

Division)

직원들과의 협력은 장서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록 갱신과 진행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의하고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매끄럽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명료한 작업 흐름도와 절차를 개발해두면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지역학 분야의 성공적인 장서 관리에서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도서관
내부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일이다. 캠퍼스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관련 강의가 증가하면서 한국 자료(책, 저널,

가 자주

DVD)

대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들에게 가장 더 효과적으로
한국 장서의 이용에 대해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자주 물어볼 수 있다. 우리는 지역학과
구성원들과 함께 포스터 전시 및 설명 기회들을 포함한 행사들을 기획하였다. 견학
요청, 이메일 공지, 페이스북 포스팅은 도서관 이용자와 동료들을 참여하게 하고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그들에게 알리는 추가적인 방법들이다.

6. 결 론
그간의 역사를 볼 때,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교육을 증진하고 학생들이
학문 분야와 지리적 영역들을 넘어 문화 간의 소통과 비판적 분석, 지역적 이해가
가능한 기술들을 습득하도록 교육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교수와 학생, 관리자, 사서, 직원, 기증자들의 협력적 노력으로 우리 대학의 동아시아
장서가 북미 지역의 주요 동아시아학 장서 중 하나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 장서는
비록 초기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지금은 미 중서부 지역에서 인쇄자료, 매체, 전자
자료들을 고루 갖춘 한국학의 오아시스가 되었다. 동아시아 장서는 관련 사안들 그리고
도전과제와 기회들을 꾸준히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동아시아학센터,
한국어 프로그램, 한국학연구소, 그리고 민관․전문․공공기관들이 후원하는 관계자
및 프로그램들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장서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한국 문화 및 연구 장려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66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 제16호(2016년 12월)

❚ 참고문헌

新編音點性理羣書句解의 목록화에 관한 엘리자베스 존슨과의 서신,

Bill McCloy,

년 8월 2일.

1985

“Faculty Profile of George Wilson.” EASC Newsletter:

A Publication of East Asian

Studies Center, Indiana University (December 2013) http://www.iub.edu/~easc/
publications/news/archive/dec13/faculty.shtml#Fac3

“History of the IU Libraries,” http://bl-libg-doghill.ads.iu.edu/gpd-web/iulibraryhistorysite/
hbwells.php

-

Liu, Wen ling. “Half a Century’s Growth: the Korean Collection at Indiana University.”

해외한국학사서 워크숍 =

2014

국립중앙도서관,

(

2014 Overseas Koreanology Librarian Workshop

-284.

2014), 281

. “The East Asian Collection at Indiana University.” Collecting Asia: East

-

Asian Libraries in North America, 1868 2008.

Edited by Peter X. Zhou

-220.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0), 210

Susan Blake,

한국학연구소에 관하여 저자와의 이메일 교환,

-Yu,

Teng, Ssu

년

2016

월.

10

ed. Asian Studies and State Universitie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at Indiana

University, November

–

11 13, 1959.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1960.

인디애나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발전의 길

67

Number 16 (December 2016)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 71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Kansas

/ 90

A Path of Growth: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the Indiana University

/ 120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Hana Kim
Director,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1. Introduction
This article introduces the Korean studies materials housed at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U of T).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library’s history, the Korean Studies program at U of T, and some notable items present in
the library. The article also offers a brief description of U of T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2. The University of Toronto
2.1 Overview
Consistently included among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in university rankings,
the University of Toronto is a global leader in research and teaching. The first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in the colony of Upper Canada, it was founded by royal charter from
King George IV of England in 1827 as King’s College. Today, U of T is locat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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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tling heart of the world’s most multicultural city and is composed of three campuses:
the historic St. George campus (main), Mississauga, and Scarborough. Situated at the core
of downtown Toronto, the St. George campus is the largest of the three. U of T offers
teaching programs in 17 academic divisions across these three campuses and in 10 fully
affiliated teaching hospitals. U of T is one of only two Canadian institutions to join the
prestigious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AU).1)
U of T has been the site of considerable advancement in medical research, perhaps none
more significant than the discovery of insulin in 1921. This treatment for diabetes was first
isolated at U of T in 1921 and has saved countless lives from what was once considered a
fatal

disease,

earning

it

a

place

among

the

most

important

events

in

the

history

of

medicine.2) Additionally, the stem cell was discovered by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in
1963. This breakthrough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bone marrow transplantation and
other crucial treatments for cancer, and it paved the way for further medical discoveries
and advancements resulting from adult and embryonic stem cell research.3)
Besides its accomplishments in medical research, U of T is also recognized for its
contributions to literary criticism and communication theory via an influential movement
known as the Toronto School.
U of T has about 86,000 students and 20,650 faculty and staff. It serves international
students from 165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From 2015, studen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the fourth

-largest

body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the University,

following those from China, India, and the United States.4)

1)
2)

3)

4)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Member Institutions and Years of Admission,” assessed
October 1, 2016, http://www.aau.edu/about/default.aspx?id=16710.
Lawrence K. Altman, “The Tumultuous Discovery of Insulin: Finally, Hidden Story Is
Told,” New York Times, September 14, 1982, accessed October 1, 2016, http://www.nytimes.com/
1982/09/14/science/the-tumultuous-discovery-of-insulin-finally-hidden-story-is-told.ht
ml?pagewanted=all.
Scott Anderson, “Stem Cell Pioneers,” U of T Magazine, Winter 2012, accessed October 1,
2016, http://magazine.utoronto.ca/leading-edge/james-till-ernest-mcculloch-stem-cell-discovery-joesornberger/.
“Quick Facts,” University of Toronto, accessed October 1, 2016, https://www.utoronto.ca/aboutu-of-t/quick-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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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The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UTL) system is the largest research library system
in Canada, and it ranks in significance among the top five in North America for peer
institutions.5) The system consists of 44 libraries located on three university campuses.
These libraries hold more than 12 million books in over 340 languages, over 150,000
journal titles, extensive electronic resources, manuscripts, rare books, microforms, maps,
and

graphic

and

audio

-visual

materials.

acquired by the library system every year.6)

More

than

150,000

new

print

volumes

are

7)

[Photo 1] The Thomas Fisher Rare Book Library

5)
6)

7)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Library Investment index 2014-15-Rank Order Table,”
ARL Analytics, accessed October 2, 2016, https://www.arlstatistics.org/analytics.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Charting our Future: 2016 Update,” accessed October 3,
2016, https://onesearch.library.utoronto.ca/sites/default/files/strategic_planning/ UTL-StrategicPlan-2013-18.pdf.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About,” accessed October 3, 2016, https://onesearch.library.
utoronto.ca/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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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se 44 libraries, one of the jewels of the system is the Thomas Fisher Rare
Book Library. It constitutes the largest repository of publicly accessible rare books and
manuscripts in Canada. Some of the most notable pieces in the Thomas Fisher Rare Book
Library include original Shakespeare folios, a proof copy of Darwin’s Origin of Species,
Newton’s Principia Mathematica, and two copies of the Nuremberg Chronicle that date
back to 1493. In addition, it holds the James Scarth Gale papers (works about Korea and his
translations of English and Korean).

Gale was a Canadian missionary and pioneer in

Korean studies who explored the country geographically, historically, and culturally and
became an important early scholar.

4. East 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4.1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For

more

than

a

hundred

years,

scholars

from

U

of

T

have

made

invaluable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East Asian Studies. First among these is the aforementioned
James Scarth Gale, who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rote one of the first histories of
Korea in the English language. He also published seminal works on Korean grammar and
translations of Korean poetry and other forms of literature. In the 1920s, while serving as
an Anglican missionary bishop in Henan, China, William C. White began a collection of
art, pottery, and other Chinese antiquities that would become the foundation for both the
Royal Ontario Museum and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A decade later, E.
Herbert Norman’s publications on Japanese history presented a radical and influential

-existing assumptions in the field.

challenge to many of the pre

8)

8)

University of Toronto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Self-Study” (Toronto,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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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East Asia at U of T began at the institutional level in 1934. On returning
from his missionary appointment in China, Bishop William C. White established the Far
Eastern Collection at the Royal Ontario Museum, which at that time was part of the U of
T. One year later, White, who also served as curator of the Eastern Collection, became the
university’s

first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The

School

of

Chinese

Studies

was

established in 1943, and within a few years schools in Japanese and Indian Studies were
added to form the Department of East Asiatic Studies. In 1971, the Department expanded
its offerings in Japanese studies, and Indian studies was reorganized into a separate
Department of Sanskrit and Indian Studies. In 1977, the Department of East Asiatic
Studies added courses in Korean studies, completing the offerings i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studies that today serve as the Department’s cornerstones.9)
The undergraduate program at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offers a broad,
interdisciplinary education in the cultures and societies of East Asia, an area with both a
far

-reaching history and vital significance in the present world. At the graduate level,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provides a host of resources to support more advanced
research and study of East Asia. Presently, the programs’ greatest range of opportunities
may be found in its studies of medieval and modern culture, the curatorship of early
China, and in the fields of literature, film and visual culture.10)
The

Department

including

works

in

-appointments

cross

close
of

cooperation

faculty

with

with
the

other

Asian

university

Institute,

the

departments,
Centre

for

Comparative Literature, the History and Philosophy Departments, the Study of Religion,
and Women and Gender Studies.11)

Ibid., 4.
Ibid., 21.
11) Ibid., 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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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U of T’s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and the Asian Institute
U of T’s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is a leading interdisciplinary hub for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ever

-changing field of globalization. Along with more than 40 other

centers and programs, the Munk School serves as host to the Asian Institute.
The Asian Institute has grown immensely since its founding in 2001, and today it is
widely considered a global leader in Asian studies. The Asian Institute is itself an alliance
of several regionally focused centers, including the Centre for the Study of Korea. Each of
the Asian Institute’s centers offers students a deep and individualized knowledge of its
particular regional focus, while collectively these centers allow for a crucial dialogue
between disciplines while affording a broader contextualization of regional concerns.12)

5.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U

of

T’s

offerings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began

in

1971

-si,

MacDonald (born the son of missionary parents in Hoeryeong
Korea)

offered

a

class

entitled

“Religion

in

Korean

Society”

when

Dr.

Ross

Hamgyeongbuk

in

the

-do,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This was followed later by additional courses within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In 1977, the university received a donation from the Korean Traders
Foundation which, along with contributions from the newly formed 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Korean Studies at U of T, allowed the Department to retain linguist Dr.

-jin

Eung

Baek

and

Dr.

Chai

-Shin

Yu,

a

scholar

of

Korean

religion.

During

his

distinguished career at U of T, Dr. Yu was responsible for introducing numerous courses
on Korean civilization, religion, and philosophy into the U of T curriculum. In 1996, Dr.
Andre Schmid accepted a position on the U of T faculty, and his expertise allowed the

12)

University of Toronto Asian Institute, “Centres & Programs,” accessed October 3, 2016,
http://munkschool.utoronto.ca/ai/centres-and-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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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to add courses on modern Korean history to the Department’s offerings. A
further expansion in Korean studies occurred when anthropologist Dr. Jesook Song joined
the

Department

in

2003,

although

she

later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In 2007, the Department hired Dr. Janet Poole to provide instruction in the
area of Korean literature. In 2010, a brand new senior lecturer position for the Korean
language

was

created

to

support

the

-increasing

ever

interest

on

campus

in

Korean

language, and Dr. Kyoungrok Ko was hired to fill that role within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13)
The Centre for the Study of Korea (CSK) was founded in 2006 and is supported
entirely by external funding provided by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Faculty of Arts
and Science (FAS). The CSK operates as a place for meeting and collaboration among
faculty members in all departments of FAS with research interests in Korea. As a unit
within the Asian Institute, the CSK works in tandem with other centers to enhance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Asia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with the broader Canadian
community.14)
Today at U of T there are 14 tenured and tenure
and

expertise

ranging

from

studies

of

the

-track faculty members with interest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o

current

movements and issues in Korean society, economy, and culture. Students at both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who

choose

to

focus

on

Korean

Studies

at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and the Asian Institute are exposed to an interdisciplinary
course of study which includes courses from the Departments of Anthropology, Geography,
Linguistics, Political Science, Sociology, and Women and Gender Studies, as well as
from the Schools of Public Policy and the Faculties of Social Work and Music. Together,
these experiences offer a depth of knowledge in Korean studies that is without equal
among programs in North America. This program is intended to serve as a training

13)

14)

Andre Schmid, “Centre for the Study of Korea Five Year Plan,” Faculty of Arts & Science,
accessed October 10, 2016, http://www.artsci.utoronto.ca/faculty-staff/academic-planning/plans/
pdfs/edu-bc/KoreaCentre.pdf.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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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for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citizens

and

leaders,

to

facilitate

a

greater

understanding of both a country and a region that continues to have a growing impact on
global prosperity.15)

6. East Asian Collections
6.1 Overview of the East Asian Library16)

[Photo 2]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The history of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begins in 1933 when Bishop
William C. White learned that an exceptional Chinese library had been offered for sale.

15)
16)

University of Toronto Centre for the Study of Korea, “2016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Project Proposal” (Toronto, 2016), 1.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Our History,” accessed October
10, 2016, http://east.library.utoronto.ca/content/our-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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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lection (now named the Mu Collection) consisted of some 40,000 volumes that

–

had been amassed by Mr. Mu Xuexun (1880 1929), a former secretary of the German
Legation in Beijing. The Mu Collection gave birth to two libraries: the original Professor
H.H. Mu Library of Chinese Books (now named the H.H. Mu Far Eastern Library) at the
Royal Ontario Museum, and the East Asiatic Studies Library (now renamed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at U of T, which holds the majority of the Mu Collection.17)
In 1987, the East Asian Library received a $1.5 million donation from Dr. Cheng Yu
Tung (1925

-2016),

Chairman of New World Development Co. Ltd., in support of the

library’s plans to expand and improve its facilities. In recognition of Dr. Cheng’s gracious
support, the East Asian Library was re

-named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in

1991. In 1996, using funds from Cheng Yu Tung’s donation and a contribution from the
Japan World Exposition Commemorative Fund, the library constructed its East Asian
Current Resources Centre to hold serial publications and other current resources.
In

1997,

institution

as
to

the
join

Cheng
the

Yu

Tung

illustrious

East

Korean

Asian

Library

Collections

became

Consortium

the
of

first
North

Canadian
America

(KCCNA) cooperative acquisition program funded by the Korea Foundation. This has
allowed the library to develop the wealth of resources required to support students and
scholars in their specialized areas of Korean scholarship.18)
In

2005,

LG

Electronics

Canada,

a

branch

of

the

-based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 LG Electronics gave US$27,000 to the library to establish an endowment for
the purchase of Korean electronic resources. This donation has enabled the library to stay
on top of this fast

-growing

source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With holdings of approximately 600,000 volumes (2015 Statistics of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mostly in the Chinese, Japanese, Korean, and Tibetan languages,

17)
18)

Royal Ontario Museum, “The Mu Collection,” accessed October 30, 2016, https://www.rom.on.ca/
sites/default/files/imce/mu_library_books_and_bishop_white_short_introduction_0.pdf.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Our History,” accessed October
10, 2016, http://east.library.utoronto.ca/content/our-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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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brary is home to one of the preeminent North American East Asian Studies research
collections. The library is deeply indebted to its many supporters and donors for enabling
the library to fulfill its role as a leading East Asian resource center in Canada.

6.2 Staffing
Currently, around 17 regular staff members and an additional 17 students work for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In addition, the university maintains an international
partnership
Studies

with

Columbia

Librarian

acquires

University
Tibetan

through

materials

which

for

the

Columbia
U

University’s

of

T

and

provides

through

a

grant

Tibetan

reference

services to the U of T community.

7. Korean Collection
7.1 Overview of the Korean Collection
In

1979,

the

Korean

Collection

was

established

from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 Using this grant, the library was able to purchase several rare
Korean books

—duplicates

-Yenching

from the Harvard

Library. As Korean programs at

the university expanded, its collection increased as well. In the late 1980s, the 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Korean Studies at U of T pledged $100,000 to assist the library in more
active

acquisition

of

Korean

research

materials.

The

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Korean Studies at U of T itself also donated 900 Korean books to the Library in 1990. As
previously

stated,

since

1997

the

Library

has

also

participated

in

the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program of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As a member of the Consortium, U of T has collected research materials in several
designated

subject

areas.

With

a

steadily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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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Korean

collection, the East Asian Library has been comprehensively developed to comprise a
wide

range

of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sources

related

to

Korean

Studies,

including both North and South Korean materials.19)

7.2 Highlights of the Korean Collection
7.2.1 Korean Newspaper Digital Archive
The first digitization project of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involved the
digitization of two local Korean Canadian newspapers, Minjoong Shinmoon (Minjung

sinmun) and The New Kor ea Times. This project was fun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n Korea as part of its five

-year

project to collect materials relating to

Korean history that were published overseas.
These digital newspapers are accessible through the website of the U of T Libraries’
Local Digital Special Collections and the East Asian Library website.20) The collection
features approximately 7,420 pages of content.
To

Korean

immigrants

in

Canada,

those

two

newspapers

are

crucial

sources

of

information on Korean politics and news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ey are also
important research tools for the study of Toronto's Korean immigrant community. As a
result of this digitization project, Korean Studies scholars and students can now gain
easier

access

to

these

materials

for

use

in

examining

the

construction

of

identities

amongst the Korean Canadian community in Canada.21)

19)
20)

21)

Ibid.
The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Local Digital Special Collections website is https://onesearch.
library.utoronto.ca/digital-collections and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website is
http://east.library.utoronto.ca/.
Hana Kim, “Toronto-Korean Language Newspapers,”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accessed October 11, 2016, http://link.library.utoronto.ca/eal/web/
digitizatio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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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 1] Toronto Korean-Language Newspapers,
http://link.library.utoronto.ca/eal/web/digitization/korean/

7.2.2 North Korean Photograph Collection
This rare collection of photographs from North Korea was made available by Mrs.
Young Kahang, who in August 2002 donated 153 oversized print photographs in memory
of her late husband, Mr. Won

-jin

Kahang. The collection itself originates from the late

Mr. Kahang, who had accumulated extensive materials relating to Kim Il

-sŏng,

Kim

ŏng-il, and North Korea in general.

Ch

-and-white

The collection consists of both color and black

photographs. Every set is

accompanied by caption sheets indicating the title of each photograph and floor plans for
displaying the images. The collection has been digitized and made available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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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of T’s Fine Art Digital Imaging System (FADIS), an online searchable image database
located at http://fadis.library.utoronto.ca.22)

7.2.3 Korean Canadian Heritage Archives

[Photo 3] Samples of the Korean Canadian Heritage
Archives materials

The Korean Canadian Heritage Archives (KCHA) is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of
the U of T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and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sian Library designed to preserve the history of the Korean Canadian community’s
activities and it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KCHA is a nationwide online searchable
database for materials relating to Korean Canadian culture and history. The objective of
this database is to better document the Korean experience in Canada by collecting records
into a single location and making them readily accessible to the public. It aims not only to
deal with existing cataloged materials but also to accumulate previously undocumented

22)

Hana Kim, “How to use the North Korean Photograph Collection,”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accessed October 30, 2016, http://east.library.utoronto.ca/
sites/east.library.utoronto.ca/files/korean/HowToUseTheNorthKoreanPhotographCollection_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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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ources relating to Korean Canadians. Some copyright

-free or copyright-granted

materials have also been digitized and added to the database.23)

7.2.4 Min Family Correspondence Collection24)
Consisting of 260 envelopes containing 623 pieces of correspondence, the Min Family
Correspondence Collection was received in 2006 as a donation from Mr. Min S

ŏk-hong

ŏng-nam. Mr. Min inherited these kanch’al (簡札 간찰) materials from

and Mrs. Yun Ky

ŏng-hwi (閔庚煇,

his father, Min Ky

1903

-1978),

Namsan Public Library in Seoul (October 31, 1956

ŏng-hwi

Ky

had

in

turn

inherited

them

from

who was the former director of the

-March 27, 1958, 13th Director). Min

his

mother,

Yu

Chin

-gyŏng (兪鎭卿,

-1973).

1879

The contents of kanch’al mostly relate to important incidents and news about affairs of
state.

The

period

during

which

Min

Kwan

-sik (閔觀植 민관식,

-1886),

1825

the

-great grandfather of the donor, received the kanch’als is concentrated between 1884

great

ŏngbyŏn (甲申

and 1885, during which time the major historical event was the Kapsin Ch

政變 갑신정변),

also known as the 1884 Coup. The details of this historical event can

now also be verified through the contents of the donated kanch’als; thus, they are of high
academic value.
The letter in the images below (front and back) was sent to Min Kwan
the

Kosan

Hy

ŏn’gam (高山縣監 고산현감)/County

-dong (韓圭東 한규동)

Kyu

Magistrate

of

-sik, who

Kosan,

by

was
Han

on December 13, 1884 (October 26, the 21st year of King

Kojong). It describes in detail what happened during the 1884 Coup between December 4
and 6, 1884 (October 17

23)

24)

-19, the 21st year of King Kojong).

Hana Kim, “Korean Canadian Heritage Archives,”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assessed October 15, 2016, http://east.library.utoronto.ca/sites/east.library.
utoronto.ca/files/korean/KoreanCanadianHeritageArchives_2012.05.28.pdf.
Section 7.2.4. relies on heavy consultation with the paper, “The First Korean Rare Manuscript
in Canada: The Min Family Correspondence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by Hana
Kim and Hye-Eun Lee, for “Beyond the Book: A conference on Unique and Rare Primary
Sources for East Asian Studies Collected in North America,” July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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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 Front page of the letter which was sent to Min Kwan-sik

[Photo 5] Back page of the letter which was sent to Min Kwan-sik

Digital copies of a total of 883 individual pieces, including documents and envelopes,
were created with funding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digitized collection is
currently publicly accessible through the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KORCI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

-sik ka ŭi

In 2015, K’aenada T’oront’o Taehakkyo sojang Yohung Min Ssi Min Kwan

̆

komunso [The Min Family Correspondence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was
publish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is was the successful outcome of several
years of effort from the two institutions to digitize and analyze th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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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International Human Rights Campaign for South Korea Collection

[Photo 6] International Human Rights Campaign for
South Korea Collection

In 1994, Reverend Fred Bayliss of the United Church entrusted U of T with the care of
thousands of primary documents relating to human rights campaigns in the Republic of
Korea.

He was

involved

in

the

Monday Night Group, a

group of missionaries

who

provided information about human rights abuses to foreign correspondents.
The collection donated by Reverend Bayliss consists of personal letters, newspaper
reports,

publications

from

human

rights

groups,

photographs,

records

of

U.S.

Congressional hearings, and pages of Hansard from Canadian legislatures. The earliest
document dates back to the late 1970s, and the most recent is from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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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f the collection’s publishers were Protestant missionaries and Roman Catholic
clergy who lived in South Korea from 1970 to 1987 during the dictatorship era. The
documents contain their petitions to various Canadian and American politicians regard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South Korea. The collection attests to their dedication to
disseminating information about human rights abuses in South Korea.25)

7.3 Staffing
For many years, the Korean collection was looked after by library technicians at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In 2001, the library hired its first Korean Studies

-yong

Librarian, Jae

Chang. After Chang’s departure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 2003, Hana Kim was named to manage the Korean holdings, a position which
she held until 2014. In 2015, Jihae Julia Chun was hired as the new Korean Studies
Librarian.

25)

Hana Kim,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ampaign for South Korean Collection,”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assessed October 30, 2016, http://east.library.
utoronto.ca/sites/east.library.utoronto.ca/files/korean/TheInternationalHumanRightsCampaignF
orSouthKoreaCollection_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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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Kansas
Vickie Fu Doll
Librarian for Chinese and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Kansas

1. The University of Kansas
Located in Lawrence, Kansas and founded in 1865, the University of Kansas (KU)
recently celebrated its 150th anniversary. The university is renowned as a public research
and teaching institution. In 1909, KU joined the highly regarded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AU). The university is also a member of the Association of Public and

-Grant Universities (APLU).

Land

1)

As of 2016, over 28,000 students from every state in

the U.S. and 105 countries are enrolled at KU, including 19,245 undergraduate students
and 8,755 graduate students. The Lawrence and Edwards campuses reported that 2,306
international students, almost ten percent of the combined student population of the two

-five

main campuses, were enrolled at the university2) in fall 2016. An average of fifty

South Korean doctoral students have been enrolled at the university since fall 2012.3)
According to U.S. News and World Report, “the student

-faculty ratio at University of

Kansas is 16:1, and 47.9 percent of its classes have fewer than 20 students.”4) Over 2,600

1)
2)

3)
4)

The 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ies (APLU): About Us. http://www.aplu.org/
members/our-members/index.html
iHawk: Online serv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 & staff: University-wide international
student enrollment trends. https://ihawk.ku.edu/dashboard/index.cfm?graph=studentEnrollment
Trends&isLoaded=yes
Ibid. https://ihawk.ku.edu/dashboard/index.cfm?graph=studentEnrollmentTrends& isLoaded=yes
U.S.News and World Report: Higher Education: Best Colleges: University of Kan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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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1-2] University of Kansas Campus.
Source: University of Kansas website. [Photograph] Retrieved from http://ku.edu/about/

faculty members teach at five different campuses across the state, including the main
campus in Lawrence. The university’s thirteen schools and 100 departments provide 142
undergraduate programs and 231 post

-graduate

programs, including special education,

public administration, pharmacy, and social welfare. One of the most famous people
associated

with

KU

was

Dr.

James

Naismith,

the

inventor

of

basketball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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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s first basketball coach.

http://colleges.usnews.rankingsandreviews.com/best-colleges/ku-1948

2.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CEAS) was established in 1959 when the university
received

a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NDEA)

grant.

The

NDEA

itself

was

a

Congressional response to the launch of the Sputnik satellite by the Soviet Union in 195

-third of all East Asian collections established in America in the 1960s received
financial support through NDEA, Mellon grants, Ford grants, or Fulbright-Hays grants
7.5) One

(Doll, 2010, p. 244). The Center is the only one of its kind in the Great Plains region6) of
the United States. Two of its main responsibilities are to support the instruction of East
Asian languages and promote East Asian studies across the curriculum.7) The Center offers
a Master of Arts degree in Contemporary East Asian Studies that allows students to gain

[Figure 3] Bailey Hall where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is located.
Source: Flickr. [Photograph] Retrieved from https://www.flickr.com/photos/cortneymckay/5068669331/sizes/l
Copyright by cortneymckay.
5)
6)
7)

United States Senate: Senate History, 1941-1963. http://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minute/
Sputnik_Spurs_Passage_of_National_Defense_Education_Act.htm
The Great Plains covers the area of the tallgrass prairie states between the Mississippi
River and the Rocky Mountains and the Canadian and Mexican borders.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Overview http://ceas.ku.edu/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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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EAS Program Poster.
Source: CEAS website. [Poster] Retrieved from http://ceas.ku.edu/.

interdisciplinary expertise on contemporary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as well as the
recent history of China, Japan, or Korea. The Center also offers Foreign Affairs Studies
(FASt) of Contemporary East Asia in a Global Context, a Master’s program designed for
Foreign Area Officers (FAO). According to the Center, “KU is one of the few universities

-month FAO M.A. program focusing on East Asia.”

8)

in the United States to offer a 12

The Center and the Office of Study Abroad work together to promote study abroad
programs in China, Japan, Korea, and Taiwan. The Center also collaborates with the

-related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to accommodate visiting scholars, organize career

events, and coordinate direct exchange programs. It offers a variety of enhancement
activities, including symposia,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as well as scholarships and
awards for East Asian studies students. The Center also advises students on academic and
professional careers, foreign
university,

the

Center

internships,

coordinates

and

programs

study abroad
for

public

opportunities.

schools,

Outside the

community

groups,

businesses, performing arts centers, and museums.9)

8)
9)

CEAS Foreign Area Officer Master’s Program http://ceas.ku.edu/overview-0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Overview http://ceas.ku.edu/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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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Figure 5] University of Kansas Wescoe Hall where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is located.
Source: University of Kansas Institute for Policy & Social Research homepage.
[Photograph] Retrieved from http://ipsr.dept.ku.edu/pics/bldgs/wescoe.jpg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EALC) offer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East Asian Languages, Literatures, and Cultures (Chinese, Japanese,
Korean,

Tibetan,

and

Uyghur)

with

a

variety

of

concentrations,

-sponsored by the School of Law.

Doctor/Master of Arts program co

as

10)

well

as

a

Juris

Students may also

earn master’s or doctoral degrees with an East Asian emphasis through the Departments
and Schools of Anthropology, Architecture, Business, Communication, Education, Fine
Arts, Geography, Government Policies, History, History of Art, Journalism, Political
Science, Religious Studies, Social Welfare, Sociology, Theater and Film, and Women’s

-seven faculty members from twenty-nine departments and ten professional

Studies. Sixty

10)

Joint Degree Program in Law and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https://ealc.drupal.
ku.edu/joint-jdma

94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16 (December 2016)

schools within the university support bachelor’s degrees with a concentration in East
Asia. Faculty members that teach East Asian courses and conduct research on East Asia
are core members of the Center.
In

addition

Cultures,

to

EALC

undergraduate
also

offers

and

two

Master's

Graduate

Degrees

Certificate

in

East

Asian

programs.

Languages

One

is

&

Graduate

Certificates in East Asian Cultures in which a student “will specialize in one of three
areas of East Asia, but will allow the student flexibility to study the country through the
scope of other disciplines (Art History, Business, Film, History, Linguistics, Political
Science, Religious Studies, Women, Gender & Sexuality Studies).”11) Another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is in Second Language Studies (SLS) which “enhance the prepar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graduate students in the School of Languages, Literatures, and
Cultures (SLLC),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other departments affiliated with
SLLC. The certificate provides an opportunity at KU for graduate students of foreign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and

theoretical

linguistics

to

add

a

concentration

in

applied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12)
The Language Training Center (LTC)13) Program has provided language and culture
training to Department of Defense (DoD) personnel since 2011. The University of Kansas
has served as a designated LTC since the fall of 2013, and is one of only nine universities
to

hold

that

designation.

The

LTC

program

has

supported

the

language

and

culture

training needs of a wide range of DoD personnel, including military linguists, intelligence
analysts, special operations forces, foreign area officers, and general purpose forces. KU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Department is among only five LTCs which offers
Korean language learning through multiple training delivery methods.14)

11)
12)
13)
14)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Graduate Certificate Opportunities https://ealc.ku.edu/gco
Ibid.
Language Training Center Program: A Department of Defense Initiative http://www.dodltc.org/
University of Kansas Language Training Center http://ltc.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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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Korean Studies Program
No

other

university

in

the

state

of

Kansas

offers

Korean

language

courses

at

the

elementary,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Korean instructors place equal emphasis
on reading, writing, speaking, and listening abilities. The language program includes
lectures and drills using native speakers as instructors. Since 2001, EALC has employed
fulltime Korean studies faculty members after a seeded position was partially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in late 1990s. The Department of Art History added a Korean art
historian

in

department
departments

2013,
has

also

had

and

with

seed

visiting

support

Korean

professional

from

cultural

schools

have

the

Korea

history

employed

Foundation.

faculty

in

Korean

recent

The

History

years.

specialists

as

Other

teaching

faculty in departments such as Business, Education, Fine Arts, Geography, Journalism,
Linguistics, Political Science, Social Welfare, Sociology, and Women’s Studies. In 2016
there

are

-one

twenty

Korean

studies

faculty

who

offered

26

unique

courses

in

29

sections, with 436 enrollments for spring semester.15)
The University of Kansas Study Abroad program has established agreements with more
than a dozen university partners in South Korea. Those programs operate semester and
academic year program sites, including reciprocal exchange partners, consortium exchange
programs

(International

Students

Exchange

-directed semester programs.

16)

faculty

Programs

have

been

conducted

in

Program),

direct

enrollment

sites,

and

KU

-led Study Abroad

A handful of Short Term Faculty
South

Korea

such

as

Government

Policies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Social Welfare, Culture, Language and Religions; and
Teaching
studies

15)

16)

English

program

Practicum.
is

small

but

Compared
features

to
a

Chinese

highly

and

Japanese

dedicated

and

studies,

the

enthusiastic

Korean

group

of

Data was generated by the Departmental Executiv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EMIS).
For Korean studies courses and Korean faculty see http://guides.lib.ku.edu/c.php?g= 94977&p
=616534
University of Kansas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Agreement Institutions (Effective
as of March 2015) http://international.ku.edu/sites/international.ku.edu/files/docs/Directory%202015%20
-%20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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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ts who have raised the profile of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Figure 6 shows
Korean courses offered from 2012 to 2015, the number of unique courses, the total sections,
and total enrollments. Some variation occurs since not all courses are offered every year.

[Figure 6] University of Kansas Korean Courses, Sections and Enrollment, 2012-2015.
Source: The Departmental Executiv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EMIS)

5. The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KUL)

[Figure 7] University of Kansas Watson Library.
Source: Flickr. [Photograph]. Retrieved from https://www.flickr.com/photos/behind_blue_eyes
/3374872959/sizes/l/. Copyright by J.V. Bren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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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KUL) is a member of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nd the largest library collection in the state of Kansas. KUL’s main campus in
Lawrence holds more than 4.9 million titles (including 940,000 eBooks) in 4.7 million
volumes. Over 1.5 million patrons visited KUL in FY 2015. In the same period, over
175,000 items were circulated and more than 1.9 million articles were downloaded. The
total number of filled lending requests to other libraries was 31,746 items, and the total
number of filled borrowing requests received from other libraries was 19,186 items.
KUL’s staff includes ninety

-seven

-five

members (34%), and fifty
major

organizational

change

in

professionals (42%), seventy

-seven

supporting staff

FTE student assistants (24%). The library underwent a
2012

due

to

recent

changes

in

publishing,

scholarly

communication, open access, and models of subject liaison and services. KUL continues
to

innovate

learning

for

the

university

and

engag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cholars through resources, expertise, and commitment.17)
The KU Faculty Senate, the Provost, and the Chancellor approved the implementation
of an open access policy18) on April 30, 2009. The university became the first public
institution in United States to adopt an open access policy. The policy was approved
because

“the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Kansas

(KU)

is

committed

to

sharing

the

intellectual fruits of its research and scholarship as widely as possible and lowering
barriers to its access.”19) According to the policy, faculty members are required to deposit
scholarly works with KU ScholarWorks, the university’s open access repository.20) In
2011, the university signed the Ber lin Decla r a tion21)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and became a founding member of the Coalition of Open
Access Policy Institutions (COAPI).22)

17)
18)
19)
20)
21)
22)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About https://lib.ku.edu/about
Open Access Policy for University of Kansas Scholarship http://policy.ku.edu/governance/
open-access-policy
Ibid.
KU ScholarWorks https://kuscholarworks.ku.edu/
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Sciences and Humanities http://www.berlin9.org/
COAPI brings together representatives from North American institutions with established
open access policies http://sparcopen.org/co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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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KU East Asian Library
Although
Asian

the

materials

university
in

allocated

1950,23)

there

funding

were

no

to

purchase

library

sufficient

personnel

to

and

relevant

manage

East

East

Asian

-initiated materials selection. The East Asian Library (EAL) was

materials outside faculty

not established until 1964. Karl Lo, the Exchange and Gifts Librarian, was hired in 1958
and became EAL’s first librarian. Since its establishment, the EAL Collection has been
the largest in the Great Plains states and one of 18 designated National Resource Centers

-2018) libraries for East Asian studies.

(2015

24)

[Figure 8] KU East Asian Library Reference Reading Room and International Collections
Department on the fifth floor of the Watson Library (East Wing).

23)
24)

For the entire East Asian Collection history and details see Doll, V. (2010).
Administered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s International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FLE) Office, Title VI programs provide grants to U.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o build capacity in global studies and world languages. Title VI Centers serve
as national resources for the study of specific world regions, language instruction,
overseas research, and undergraduate instruction in international studies and foreign
languages. http://www2.ed.gov/programs/iegpsnr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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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tudy area and East Asian stacks on the 5th floor (West Wing).

Art,

music,

and

business

subjects

are

housed

in

their

respective

libraries.

About

-sixth of the EAL collection is in the Library Annex, a high-density storage facility,

one

-four hours at a user-designated circulation desk.

and can be retrieved within twenty
In

2015,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EAL)

ranked the

EAL

collection

eleventh among all U.S. public university libraries by collection holding size (CEAL
Statistics Database, 2016).25)

-CJK

EAL’s total Chinese, Japanese, Korean, and non

language materials in the East Asian holdings include 330,119 printed volumes; 11,820

25)

Starting from 1989, the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JEAL) <http://scholarsarchive.
byu.edu/jeal/> began annually publishing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y (CEAL) Statistics
in its February issue. These statistics, considered to be the most detailed set of data on
North American area studies collections, includes information about East Asian libraries
and museum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their services, staffing, and expenditures. In
addition to JEAL’s annual publication of CEAL statistics, the chair of CEAL Statistics
Committee created and has maintained the CEAL Statistics Database <http://ceal.lib.ku.edu/
ceal/php/index.php> since 2000 at KUL. The online database includes statistics on North
American East Asian libraries and museum collections back to 1957; and within that data
set is statistical data back to 1869. A bibliography of most E. Asian collection statistics
published since 1957 in North America is at <http://ceal.lib.ku.edu/ceal/PHP/STAT/citation.php>.
Statistics dataset and reports can be accessed at <https://kuscholarworks.ku.edu/handle/1808/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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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titles (3,770 print and 8,050 electronic); 13,200 other materials, among which are

-five

2,000 items of films and DVDs; and more than thirty
exclusive
modules

to

East

studies.26)

Asian

aggregated

with

multiple

Many

of

subject

those

electronic databases that are

databases

databases.

The

have

multiple

collection

also

subject
includes

materials in Tibetan, Mongolian, and Uyghur. Approximately 3,500 volumes, including
gifts and exchange items, are added to the EAL collection every year. Since 2000, EAL

-journal format. Monographs are purchased

has subscribed to a majority of its serials in e
in

both

print

and

electronic

format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us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eBooks and suppliers. In addition, all EAL materials are accessible to
users through the KUL website.

-modern

The East Asian collection’s strengths are pre
art

history,

history,

literature,

religion,

and

cultural

Chinese, Japanese, and Korean

studies.

The

major

art

history

strengths include medieval Chinese, Japanese, and Korean paintings; traditional Chinese,
Japanese, and Korean Buddhist art and culture; modern and contemporary Japan and

-1868) paintings and

Koreas visual arts, and an extensive collection of Edo period (1615

-e

ukiyo
and

woodblock prints. The collection in Chinese and Japanese art history, history,

Buddhist

studies

are

at

level

four

(advanced

research)

of

the

North

America

Collection Inventory Project (NCIP), and in general East Asian studies are at NCIP level
three (Reed

-Scott, 1988).

For more than a decade, EAL’s collection development priorities have been to add core
electronic resources, including current and back files of periodical full

-text, corpus text,

and Korean studies electronic resources; update its reference collection, especially in
electronic format; evaluate database subscriptions; review all print materials for storage;
and

cancel

print

subscriptions.

periodicals

Over

the

past

if
ten

-journal

e

years

a

articles
new

have

acquisition

been

available

focus

has

in

been

database

placed

on

Japanese animation; primary sources of archeological findings from early China; modern
art history in China, Japan, and Korea; and Korean art history. These have been acquired

26)

KU East Asian Studies Electronic Resources http://guides.lib.ku.edu/ea_e-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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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side the ongoing building of traditional strengths in order to support new faculty
teaching and research needs. As one of the National Resource Center libraries, EAL
offers travel grants27) for research at KU EAL to scholars at institutions with little or no
East Asian language library resources.

6.1 The EAL Korean Studies Collection
6.1.1 Scope
The EAL Korean Studies Collection began with the collection of classical and language
dictionaries in the early 1960s, but ended in the 1970s when EAL’s federal funding was
reduced. However, EAL began to acquire limited amounts of Korean materials in 1996 to
support a visiting scholar position that was funded by the Korea Foundation. The revived
collection continued to grow slowly as the new EALC position became permanent in
2001. Subjects collected included reference work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al studies; art history, history and archaeology; political
science and government policy; popular culture, religion, and education. The composition
of the collection includes about 70% humanities, 20% social sciences, and 10% general
and

reference

works.

In

addition,

the

EAL

receives

gift

monographs

from

Korea

Foundation and National Library of Korea programs and DVDs from the Korea Film
Council’s film archive that enhance the contemporary Korea collection. Multi

-media

resources have been collected since 1996.

6.1.2 Strengths

ŏn

The collection’s strengths include art history (Chos

dynasty paintings, traditional

-era archaeological discoveries

Buddhist art, Korean art and culture), fourth to sixth century
from

27)

along

the

-North

China

Korea

border

(many

are

North

Korean

publications),

East Asian Library Travel Grants http://guides.lib.ku.edu/c.php?g=94980&p=61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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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ed

language and literature, folklore and religion. As a Title VI

National Resource

-12 teaching on Korea

Center library, pop culture DVDs, films, and children’s books for K
have been collected for regional students and educators.

6.1.3 Priorities

ŏn dynasty art

For the past decade, Korean collection at EAL has prioritized late Chos

history, traditional Buddhist art and culture, ceramics, colonial visual art, and popular
culture. Consequently,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compliments Chinese Ming, and
Qing dynasties, and the Japanese pre

-modern

period collections in art history, history,

and religious studies. Although the Korean collection is comparatively smaller, it has
grown to support the expanded Korean studies programs and the research demands of its
students and faculty.

6.1.4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2008, the Center invited a Korean collection consultant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Hyokyoung Yi,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EAL Korean collection,
determine whether it met the needs of its users, and identify aspects of the collection that
could be improved. Among her extensive valuable input, Ms. Yi recommended that KUL
purchase more linguistic and literary items, subscribe to electronic journal databases,
update and add reference resources, and make retrospective purchases to fill certain gaps.

-text

Since then, the library has updated its reference collection, subscribed to several full

-depth

journal and newspaper archive databases, and developed a more in

Korean art

history collection to support teaching and research needs.

6.1.5 Size
As of June 2016, the Korean Collection includes 7,000 print volumes, 270 titles of

-journal

films and DVDs, 130 print serial titles, and access to 4,900 e

titles and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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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s, all in addition to a comprehensive English language collection on modern Korea.
EAL acquires approximately 200 to 250 volumes per year, and receives approximately
100 to 200 gift items from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Korea
Foundation’s

BooksOnKorea

program,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Foundation

-kind donations. The table below shows

(ICF), and the Korean Film Archive, as well as in

-2015.

the Korean collection’s volume holdings from 1990

The average annual growth

-five years is about eight percent (8%). From 2005 to 2015, the

rate over the last twenty

average additions per year were 350 volumes (a 7% growth rate). This is similar to the
national trend of Korean collections within North American East Asian print collections,
which has seen a growth rate (at 4.66%) higher than Chinese (3.59%) and Japanese
(3.52%) language materials (Doll, 2016, p. 67).

[Figure 10] East Asian Library Korean Language Volume Holding, 1990-2015.
Source: CEAL Statistics Database Retrieved from http://ceal.lib.ku.edu/CEAL/php/

6.1.6 Electronic Resources
Several subscriptions to Korean and Korean/English language electronic resources have
been subsidized by the Korea Foundation since 2010 through the “Collective Subscription

-resources

of Korean e

Program” managed by the subcommittee of the Korean Studies

-resources of the Committee of Korean Materials of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e

-resource

Committee. KUL’s state budget covers the remainder o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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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National Resource Center grant also supports some one
provides

access

to

a

rapidly

expanding

collection

of

database purchases. KUL

electronic

resources,

-books,

DBpia, KRpia, the Korean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KSI e

̆

ʻ

including
Research

-A Ilbo

̆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Yonhaengnok ch onggan chungbop'an, Dong
Archive,
E

and

Chosun

Ilbo

Archive.

From

2010

to

2015,

KUL

also

subscribed

to

-Korean Studies. Examination of database usage reveals that many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are users of Korean databases in addition to East Asian studies faculty and
students. English language databases relevant for Korean studies are the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 JSTOR, Cambridge Histories Online, Films on Demand, Google Scholar,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Project Muse,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World

Reports,
News.

-Nexis

Lexis
There

are

Academic,

abundant

NK

others

for

News

(North

specific

Korea

disciplines

News),
such

and

Access

the

Digital

as

Dictionary of Buddhism, Factiva, MLA (Modern Language Association) International
Bibliography, EconLit, and FIAF International Index to Film Periodicals Database, just to
name a few. Students in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many other schools and
departments can use English language databases for their study and research on Korea
without Korean language training.

6.1.7 Print Materials

-language materials on Korea through

EAL has a comprehensive collection of Western
a

broad

approval

plan,

which

includes

all

major

North

American

university

press

publications on Korea in the area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addition to the
approval plan, the EAL Korean Studies librarian also selects titles not included in the
approval plan via slips selection. The Korean language collection is developed on a highly
selective basis with primary sources to support academic programs and research needs.

-establish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re
unable

to

afford

to

hire

a

Korean

Korean collection in 1996, KUL has been

Studies

librarian

to

support

Korean

collection

development. The Chinese Studies librarian has manage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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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collection

since

1996,

and

has

attended

several

Korean

studies

librarians’

workshops and training sessions including one for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s
sponsor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2014.

6.2 East Asian Librarians and Librar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wo

librarians,

one

specializing

in

Chinese

and

Korean

studies

and

the

other

specializing in Japanese studies, support East Asian Studies education and research at the
university

and collaborate with

faculty members. They provide research

consultation

services to students, faculty members, and visiting scholars either in person or online.
East

Asian

creating

librarians

subject

instruction

are

and/or

courses

and

also

course

responsible

for

guides

specific

information

for

literacy

developing
classes,

skills,

the

East

teaching

conducting

Asian

collection,

library

library

resource

tours,

and

coordinating outreach programs. A support staff is responsible for Chines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 materials acquisition. Several student employees assist librarians with
the preparation of instruction and outreach materials, and help library patrons at the area
studies’

public

service

desk.

The

KU

Libraries

have

centralized

library

technical

processing since 2003 and an outsourcing decision was made for East Asian language
materials cataloging. As a result, East Asian librarians were able to concentrate more of
their time on other services. However, certain formats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outsourcing contract, and reference or rush items have been processed locally by East
Asian librarians. About 99% of East Asian materials are searchable via online access.28)
In 2007, EAL was absorbed into the International Area Studies department, now known
as International Collections. The International Collections department consists of African,
East Asian, European, Slavic and Eurasian, Spanish, Portugues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nd Global, Middle Eastern, and South Asian studies at KUL. Following the
library reorganization in 2012, International Collections, Special Collections, the Kansas

28)

KU Libraries homepage https://lib.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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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the

University

Distinctive

Collections

Archives,

division.

This

and

Conservation

division

is

were

directed

by

combined
the

to

Assistant

form

the

Dean

of

Distinctive Collection (formerly the head of Special Collections). The reorganization
committee recommended the consolidation because they recognized that “those units are
similar in terms of collection building, public services, and technical services. Each unit
relies upon library staff members who possess specialized language skills and/or subject
knowledge.

Quite

often,

librarians

overseeing

those

collections

also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support donor stewardship efforts through the relationships they build with
potential donors.”29)

6.2.1 Challenges and Collection Strategies for Korean Studies Librarian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facing the EAL Korean Studies Collection is the lack of
budget allocated for Korean materials acquisition. Also, similarly due to a lack of funds, a

-time Korean librarian is not available for the KU EAL, as is the case for many other

full

East Asian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For example, CEAL 2015 survey statistics

-nine institutions

showed that although forty

reported Korean print monograph additions

by acquisition, at least eighteen of those institutions (or about one

-third

of reporting

CEAL libraries) have professional librarians with more than one language area studies
responsibility (CEAL Statistics Database, 2016). This commonly means that Japanese,
Chinese, or East Asian studies librarians handle the Korean collection and they do not
qualify for participation in some Korean librarian professional activities.
Faculty members have been generously recommending essential language purchases to
the
on

librarian.

When

prospective

East

Asian

Studies

faculty

candidates

participate

in

-campus interviews,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tour the library collection and meet

librarians to discuss their research material needs and learn about library support for new

29)

KU Libraries Organizational Review Team Report: Executive Summary. The document is an
internal document. An updated library structure diagram can be retrieved at https://lib.ku.edu/
sites/lib.ku.edu/files/images/general/KULibraries-org-structure-july-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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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members. Both faculty candidates and librarians find the initial meeting to be very
helpful. The meeting allows librarians to learn about a candidate’s area of research, then
compare his/her previous institution or alma mater’s library holdings to KUL’s holdings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important resources that KUL could add. The library takes
into consideration new faculty hires and new research areas and makes the necessary
accommodations.

Librarians

also

support

faculty

teaching

needs

by

comparing

KUL

holdings to the course syllabus reading materials of new faculty members and of prominent
scholars in the same subject field to allow KUL to make necessary purchases.
To

strengthen

the

EAL

Korean

collection

and

fill

collection

gaps,

the

librarian

-known institutions

periodically checks WorldCat30) to examine the collections of other well

and searches by subject keywords to compile bibliographic records for purchase. One
common phenomenon is that a high percentage of foreign language (including Korean)
research books go out

-of-print

soon after they are published. Obtaining out

-of-print

books is a considerable challenge. Acquisition trips and good relations with print and
electronic vendors are important for area studies librarians. For new publications, EAL
selects materials, preferably primary sources, from special vendor catalogs (with some
customized subjects and specialized publications), book reviews, and news from listserv
emails. The librarian also annually exams EAL Interlibrary borrowing records to evaluate
whether

some

titles

or

subjects

need

further

attention.

Instead

of

spending

limited

resources to cover a broad range for “just in case” purposes, the Interlibrary loan borrowing
service allows EAL to ensure that the collection is thorough in its areas of strength. The
librarian communicates with faculty and students via listserv lists about new database
trials and database feedback to decide database subscriptions.

30)

WorldCat(by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http://www.oclc.org/worldcat.en.html;
WorldCat.org is an open access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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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Collection Assessment
6.3.1 Resource Sharing
EAL annually assesses East Asian languages interlibrary loan borrowing and lending to
examine users’ needs and understand the EAL collection’s regional and national impact.
Figure 11 shows the number of East Asian items that KUL loaned to and borrowed from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from 2011 to 2015. In the past five years, total lending was
4,737 and borrowing was 3,602. Lending has been about 1.3 times borrowing.

[Figure 11] 2011-2015 Interlibrary Loan and Document Delivery Lending and Borrowing
for East Asian Language Materials.
Source: CEAL Statistics Database http://ceal.lib.ku.edu/CEAL/php/

-year total of 480 Korean language items

The following Figure 12 shows the recent five

borrowed, which is five times the 95 items loaned to other United States libraries. This
shows

an

opposite

ratio

of

borrowing

and

lending

compared

to

EAL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 resource sharing. On one hand, it shows a great need to support
growing programs (and verifies collection budget weakness), but on the other hand the
EAL Korean collection is indeed able to meet some needs from other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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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2-FY 2016 Korean Langauge Items
ILL/DD Borrowing and Lending

[Figure 12] FY 2012-FY 2016 Interlibrary Loan and Document Delivery Borrowing and
Lending for Korean Language Items.
Source: KUL Interlibrary Loan/Document Delivery Services
KU users borrowed items in religion, history, art history, and literature. Figure 13
shows that loaned items’ subjects were mainly in history (DS), art history (Ns), literature
and film (Ps) according to their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Numbers. A total of

-nine libraries borrowed 95 items from KUL from 2012 to 2016. Excluding fourteen
non-ARL libraries (one Australian library), the remaining thirty-five are members of the
forty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including

seven

of

the

top

ten

academic

Korean

collections in the U.S.31)

[Figure 13] FY 2012–FY 2016 Korean Language Items by Subject Loaned to Other U.S. Libraries
Source: KUL Interlibrary Loan/Document Delivery Services
31)

The top ten academic Korean monograph collections in 2015 were Harvard, Washington, Columbia,
UC Berkeley, Chicago, Southern California, Hawaii, U.C. Los Angeles, Toronto and Stanford.
(CEAL Statistics Databas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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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Citation Analysis
A special citation analysis study assessment project was conducted in 2014 by the KUL
International

Collections

librarians

in

cooperation

with

librarians

for

assessment

and

resource sh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KUL is
able to support the research of faculty in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Fourteen East
Asian faculty were randomly selected. Their publications (dated from 2005 to 2013)
consisted of 2,219 citations. English language materials cited made up 86%, while 14%
were in East Asian languages. Those citations were checked against KUL holdings to
determine what percentage of these cited works were available at KUL. Overall, KUL
provided
language

access

to

sources

89%

cited.

of

the

This

English

survey

sources

revealed

cited

the

and

42%

complexities

of
of

the

-English

non

interdisciplinary

publishing and how users’ communities have made it challenging to evaluate collection
strategies, which is important for libraries in making budget decisions.

6.3.3 WorldCat Collection Analysis
EAL used the WorldCat Collection Analysis (WCA)
landscape. This study was useful for one

-to-one

32)

in 2010 to assess its collection

comparison with peers. Among the

many findings, one showed that graduate level art history research materials are among
only five or six holdings in the U.S.
12

to

15

holdings

in

WorldCat.

-half of EAL holdings are found among

About one
This

reveals

the

EAL

collection’s

status

and

its

importance due to its geographic location. EAL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use the
Worldshare Collection Evaluation33) in the near future for another collection assessment.
Figure 14 is a snapshot made in 2010 of Korean collection by subject using WCA
displaying title number by subject in collection. Art history, history, and language and
literature are strengths within the collection.

32)
33)

OCLC WorldCat Collection Analysis https://www.minitex.umn.edu/Electronic/Analysis/
OCLC WorldShare Collection Evaluation https://www.oclc.org/collection-evaluation.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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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 Snapshot taken in 2010 of Korean Language Collection by Subject
using the WorldCat Collection Analysis

6.4 Rare Korean Collection
6.4.1 Avatamsaka Sutra, Vol. 45, approx. 1350
Rare

East

Asian

language

materials

and

works

of

art

are

housed

in

the

Special

Collections of the Kenneth Spencer Research Library, while modern print editions of rare
items are available for circulation. One exquisite rare manuscript collected is Chapter 45
of the Avatamsaka Sutra. The frontispiece has a Chinese title of

五卷變相Daebanggwang

大方廣佛華嚴經第四十

bul hwaeomgyeong (The Sutra of Garland Flower of Great

-fourteenth century

Square and Broad World of Buddha). The Avatamsaka sutra is a mid

-era (695-699) translation of volume forty-five

depiction of Siksananda’s Tang Dynasty

of the Avatamsaka sutra manuscript (Kim, 2003, p. 127). The frontispiece is especially
valuable, using a mixture of gold and silver powders with animal glue to write texts,
designs, and illustrations of scenes from Buddhist scripture on mulberry paper d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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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o blue for preservation. Most Kory

ŏ

illuminated manuscripts were produced in a

-fold format that facilitated easy reading and long-term usage. In

rectangular, accordion
the

-57

1956

academic

year,

the

university

acquired

the

manuscript

from

Richard

Rudolph. From October 2003 to January 2004, the manuscript was featured in “Goryeo
Dynasty: Korea’s Age of Enlightenment, 918 to 1392” an exhibit hosted by the Asian Art

-sponsor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Museum in San Francisco and co
Nara National Museum.34)

[Figure 15] Avatamsaka Sutra, vol. 45, approx. 1350. H: 4 3/8 in. x W: 12 ¼ in.
(each fold) Frontispiece and text in gold on indigo blue paper.
Source: Kenneth Spencer Research Library, University of Kansas, MS D23

6.4.2 Chuja taejŏn sokchip vol. 3 (kwŏn 7-11)
∙ Special Collections, Kenneth Spencer Research Library, E436
Another rare collection is volume 3 of

34)

朱子大全續集 (Chuja taejŏn sokchip: 11-kwŏn)

Goryeo Dynasty: Korea’s Age of Enlightenment, 918 to 1392 https://asianart.com/exhibitions/
korea/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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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

by the neo
i

-ch'un (柳希春,

城)

author Zhu Xi (

-1577).

1513

using movable type (

朱熹

Zhu, Xi, 1130

-1200),

̆

̆

compiled by Yu Hu

校書館)

̆

It was printed by Kyosogwan (

乙亥字

̆

Urhaeja: 1580

補鑄

in Hansong (

漢

poju). It has 10 rows to each leaf

and 18 characters to each row. Each leaf frame measures 22.3 x 17.3 cm and the printed
volume

measures

34.2

x

21.5

cm.

The

KU

volume’s

woodblock

desciptions

match

volume 59 held at the Harvard Yanching Library.35)

6.4.3 Korean Woodblock Boards
The Special Collections also houses two Korean woodblock boards donated to the EAL
by a local Kansas resident in 2016. Both sides of each board feature engravings of
Confucian works in Korean Hanja. There is an end piece on each side of both boards to
prevent the boards from bending. The end pieces also list the book title, chapter, and page
number to make shelving more convenient. The center of each board lists the book title,
volume number and page number. One board,
by

龜窩先生續集

̆

(Kuwa Sonsaeng sokchip)

金㙆 Koeng Kim (c. 1867), represents pages thirteen and fourteen of the third chapter.

The other board,

拓菴先生文集

(Ch

ʻŏgam Sŏnsaeng

munjip) by

金道和,

(c. late 1800s),

-one and thirty-two of the seventh volume. Because most Korean

represents pages thirty

ŏn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were made during the Chos
possibly

printed

in

Andong,

North

Gyeongsang

-do

dynasty, the boards were

Province36)

where

many

Korean

Confucian academies were located. The woodblocks, along with the Spencer Research
Library’s collection of printing blocks, plates, and stones, have been used to teach print
history.

35)

36)

Harvard Yanching library has volume 59 of Chuja taejŏn in digital collection https://iiiflib-harvard-edu.www2.lib.ku.edu/manifests/view/drs:9345238$1i. It is also similar to th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Library’s collection call number: D152.416-주71유 v.70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Korean printing woodblocks: ACKS Collections http://
mokpan.ugyo.net/en/significance/advanced-center-for-korean-stud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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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龜窩先生續集Kuwa Sŏnsaeng sokchip Chapter 3, p. 13 original woodblock board.
(c. 1867). Both sides have engraved characters. The board half-page has 10 rows,
with 20 characters every row. The frame has double lines on four sides.
The center of the board has black double fishtails, with title, volume number, and page number.
The woodblock frame is 19.5 cm x 17 cm. Source: Kenneth Spencer Research Library, University of Kansas.

[Figure 17] 龜窩先生續集Kuwa Sŏnsaeng sokchip Chapter 3, p. 13. [Database]
Source: https://i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47324759$158i (left side page image)
https://i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47324759$159i (righ side pag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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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ser-Centric Network Services
The primary role of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is to support the university’s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on

Korea.

In

addition

to

building

collections

and

providing

instruction and reference services, research libraries are moving toward a national trend of
changing of the traditional roles of liaisons as indicated by Jaguszewski and Williams
(2013) with six new roles for liaison librarians. KUL’s 2012 reorganization adopted some
of the trends described for liaison roles. In the 21st century, users of higher education
collections and services in a local context can now easily be supported by national and
global research services. For example, two virtual reference services for Korean studies
have been of immense support for libraries that lack full

-time Korean studies librarians.

“Ask a Korean Studies Librarian” has been provided by members of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googlegroups.com37)

America.

for

help.

Users

The

other

can

send

service

is

reference
“Ask

a

inquires

to

askkorea@

Librarian

for

Librarians”

provided by INKSLIB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a program
service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38) Both services have been extremely useful to
library users and independent scholars.
As institutions in higher education expand their missions to seek broader engagement
with various stakeholders, academic librarians must seek opportunities to further engage
with user communities, library consortiums, donors, etc. to share experience, knowledge,
and

resources,

in

order

to

reduce

cost

and

create

sustainable

information

resources

(Gibson & Dixon, 2011). The changing research needs of users has affected academic
librarians’ involvement in supporting research, which has included “digital humanities;
expanding roles in support of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for digital scholarship; user
experience; copyright, intellectual property, and scholarly communication” (Jaguszewski

37)
38)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homepage. Ask a Korean
Studies Librarian: http://www.eastasianlib.org/ckm/linksandresources.html
National Library of Korea. INKSLIB Ask a Librarian for Librarians http://inkslib.nl.go.kr/
ask/askLibrarian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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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illiams, Trend 3, 2013). One local example is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Community digital repository in KU ScholarWorks, initiated by the
librarian, starting from 2006 to digitize the Center’s 1960s to 1980s publications. Since
2006, over 700 items have been included in the digital repository of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Community.39) Outreach work includes collaborating with the Center’s
Outreach Director on teaching East Asian culture in local high schools. In recent years,
East Asian librarians have been making videos for middle school students for broader
outreach.40) Video interviews of East Asian scholars and specialists, a project to preserve
East Asian experience through oral history, has been pursued since 2012.41)

8.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New Knowledge
How can we measure a collection’s success? To partially answer this question, in
spring 2012 the East Asian librarians provided an exhibition “Celebrating East Asian
Studies

Scholarship”42) in

collaboration with

East Asian studies

faculty and

the KU

Libraries Exhibition Committee. The exhibition featured nine faculty members’ research
projects, their publications, and the type of materials they used in their research process.
In

addition

to

the

exhibition,

there

was

an

Open

House43)

accompanied

by

a

panel

discussion on East Asian studies scholarship. East Asian studies were promoted and the
library collections were highlighted in this event which successfully displayed one of the

39)
40)
41)

42)
43)

KU ScholarWorks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Community: https://kuscholarworks.ku.edu/
handle/1808/1069
Example of online outreach videos: Furoshiki Tutorials (K-12 Instruction Series) https://www.
youtube.com/playlist?list=PLjZDWTEXFea5Q6wdh5qXd6uKfRG_PQdWP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Faculty Interviews Series: https://kuscholarworks. ku.edu/
handle/1808/1069. One interview example is Moos: An Anthropologist’s Asian Journeys
https://kuscholarworks.ku.edu/handle/1808/18600
Celebrating East Asian Studies Scholarship online exhibits can be seen at http://liblamp.
vm.ku.edu/omeka/exhibits/show/east
Celebrating East Asian Studies Scholarship: Open House http://liblamp.vm.ku.edu/omeka/
exhibits/show/east/reception-photos/opening-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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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results of the collection: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new knowledge. Moreover,
the librarians have also been collaborating with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Library
Faculty Committee Chair to annually host the East Asian Studies Faculty Research Forum
as well as the Graduate Student Research Forum. These research forums allow faculty
and graduate students to share their research topics and new publications with peers and
faculty members, and gain feedback from them in turn. Many students have appreciated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research

topics

in

this

informal

venue.

From

these

presentations, the librarians have learned of new research directions and material needs.

9. Conclusion
With a limited budget for collection, the KU East Asian Library Korean collection has
grown slowly, and it continues to face the many challenges that are common to the other 37

-time

Korean holdings in North America with no full

Korean Studies librarian (CEAL

Statistics Database, 2016). Librarians will continue to share collection and service strategies
to encourage each other to thrive in tough economic times that present opportunities for
collective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peer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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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th of Growth: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the Indiana University

Wen-ling Liu
Librarian for East Asian and Tibetan Studies
Indiana University Libraries

1. A Brief History of Indiana University
Located in the

Midwestern

and

Great Lakes

regions of North America, Indiana is

known as “the crossroads of America” and as a leading producer of crops such as corn,
soybeans, and wheat. On January 20, 1820, the Indiana General Assembly approved a bill
to establish a State Seminary in Monroe County.

The Indiana Seminary was opened in

1824 with 13 students and one teacher, who taught ancient Greek and Latin.

In 1828, the

Indiana Seminary became “Indiana College” for the education of youth in the “American,
learned and foreign languages, the useful arts, sciences and literature.”1)

On February 25,

1838, Indiana College became “Indiana University” and was given the authority to grant
additional degrees in law and medicine and enlarge the scope of the institution.
forward to the twenty

Fast

-first century, Indiana University (IU) now has eight campuses (IU

Bloomington, IUPUI,2) the IU Regional Campuses: IU East, IU Kokomo, IU Northwest,
IU South Bend, IU Southeast, and IPFW3)).

1)
2)
3)

IU Bloomington, located in Bloomington,

Theophilus A, Wylie’s Indiana University (1890), pp. 45-6.
UPUI stands for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 (Indianapolis, IN, USA)
IPFW stands for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Fort Way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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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a,

the

university’s

oldest

and

largest

campus

and

the

primary

public

research

-alone degrees and certificates, and enrolled 43,213

university, offers more than 550 stand

-seeking students in Fall 2016.

4)

degree

Following World War II, IU President Herman B Wells (1902
President

from

1937

to

1962

and

Chancellor

from

1962

to

-2000),
2000,

who was IU

increased

the

university’s international recruitment efforts and expanded its foreign language and area
studies programs.

Pivotal in expanding the horizons of the university to a more global

base, Wells oversaw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area studies program at IU in the early
1940s, the dramatic expansion of the foreign language programs, and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exchange

programs.

IU

has

continued

to

build

on

Wells’

legacy

and

the

university’s longstanding commitment to global education; for example, by including area
studies programs o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and cultures.

[Picture 1] The Lilly Rare Books Library and the Showalter Fountain,
IU Bloomington campus

4)

See http://news.iu.edu/releases/iu/2016/08/university-census-enrollm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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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ean Studies and Korea-Related Programs at Indiana
University
IU’s continuing support for area studies is evident in its founding of the School of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 (SGIS) in 2015, and the expansion of East Asian studies
is

closely

tied

to

the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renamed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 Cultures (EALC) in 1975),
the East Asian Studies Center (EASC), and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ll of them

are now located in SGIS, which is also home of four area studies departments (Department
of

Central

Eurasian

Studies,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one centers on campus, with more than 70 languages taught.

Cultures) as well as twenty

Below are brief introductions to the EALC, EASC, and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Learning about the history and purpose of these groups will set the foundation to better
understanding the East Asian Collection and its Korean studies collection.

[Picture 2] The newly built School of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 (S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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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EALC)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studies at IU is closely related to the academic career
of Professor Ssu

-Yu Teng (1906-1988).

Japanese, and Far Eastern history at

In 1950, Teng was appointed to teach Chinese,

IU.

In 1955, he joined an informal program for

Uralic and Asian studies on the IU campus; the two studies later became independent of
each other.

In 1958, he initiated the creation of the Asian Studies Review Committee.

The outcome was a long report recommending that courses on Asian subjects be added in
various departments.

-day

three

In 1959, with a grant from the Asia Society, Teng organized a

conference on Asian studies,

inviting a

few dozen

Far Eastern experts to

discuss issues related to awareness and the expansion of Asian studies in American
universities, those in the Midwest in particular.

His goal was, through conferences and

grants, to enable Indiana University to develop a program on East Asia that would meet
the challenges of this emerging area.
His hard work paid off in 1961.

In May of that year, Indiana University received $2.3

million from the Ford Foundation to provide ten years of support for its Russian, East
European, and Asian studies programs, and five years of support for its programs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studies.

The

grant

letter

stated

that

-Western area programs over ten years. This

“$1,520,000 is for support of Indiana’s non
amount plus interest is to be used
East

…”

5)

…

partly for Asian studies, including work on the Far

-Chi Liu柳無忌 (1907-2002) and Professor Yu-Ju Chih郅玉汝

Professor Wu

-2016) were recruited in 1961 to take part in the creation of the Department of East

(1917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Along with the newly created department, Johng Y. Sohn was appointed as a lecturer to
teach Korean language courses in 1962.
was also the first in the Midwest.

Thus began IU’s Korean studies program, which

After a few years of experimenting, Korean language

instruction was discontinued in the 1970’s.

5)

It was resumed again in 1981 with courses

Ralph Collins, “A Statement about the Administration of the Ford Grant in Support of Foreign
and International Studies,” September 1961, Indiana University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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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ed in a limited capacity.

The full

-fledged Korean Language Program began in 1985,

when Kenneth Wells was hired to teach Korean language and history.

In 1993, Hyo Sang

Lee came to IU to lead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s well as teach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and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n languages.

Currently, four years of

Korean language courses are offered along with courses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on Korean linguistics.

From its inception, teaching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studies courses has been at the initiative of EALC and the EASC.
In

recent

years,

the

number

―and

dramatically. The steady

of

students

rapid

enrolled

―increase

in

Korean

courses

has

can be clearly seen by looking at the

-year (elementary) Korean over the past seven years:

enrollments in first

<Table 1> Student enrollment in K101 between 2009 and 20166)

<Table 2>Comparison of enrollment for Korean language courses
between 2009/2010 and 2015/20167)

6)
7)

increased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http://ceal.lib.ku.edu/CEAL/stat/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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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hown in Table 2, total enrollment in Korean language courses has also risen
sharply, almost 270% increase from 2009 to 2016.
The presence of these students indicates a strong interest in Korea, an audience for
courses in Korean Studies, and an avenue for future development of degree programs.

2.2 East Asian Studies Center (EASC)
Established in 1979, EASC is a nexus of knowledge on East Asia.
networks

of

understanding

knowledge,
of

East

practice,

Asia

resources,

locally,

discovery,

regionally,

and

and

It strives to build

services

nationally.

It

that

enhance

assists

in

the

coordination of teaching, research, and outreach activities related to East Asia and links
the expertise of IU’s East Asian area specialists to the needs of business, education, and
government.
Professor Philip West (1938

-2012)

was selected as the first Director of EASC.

early years saw expansive growth of faculty membership.

The

In 1983, a group of business

professionals and IU faculty in Indianapolis formed a private fundraising organization
named Society of Friends of Korean Studies (SOFOK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t IU.
Under the stewardship of Professor George Wilson (1937
EASC underwent transformative growth.

-2014)

from 1987

-2002,

Among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s was

the recruitment of professors Kenneth Wells, Michael Robinson and Hyo Sang Lee for
the Korean studies program, which was a collaborative effort by EASC and the EALC.
In 1987, Korea Foundation awarded EASC $16,000 to expand the collection of Korean
library materials.
Summer
Japanese,

Language
and

This momentum was amplified by the creation of the East Asian
Institute

Korean

in

languages

1985,
to

which

both

around the country until its closure in 1999.

-dollar

million

offered

intensive

undergraduates

and

training

graduate

in

Chinese,

students

from

During this period, EASC was able to secure

grants from the Freeman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under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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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the

summer

East

Asian

-related faculty members.

Asia

include

Korean

Night

–

a

Literature

workshop,

and

the

hiring

of

more

East

Other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Korean culture

fun

packed

event,

filled

festivities of Korean cultural performances and food.

with

engaging

and

entertaining

Also, along with the spread of

Hallyu and increasing interest in Korean pop culture, a Korean Conversation Club was
launched in 2005.

Its weekly meetings include conversation practice, watching movies

and TV dramas, and tasting of Korean food.
In 2015, with the generous funding from the Korean Consulate in Chicago, EASC was
able

to

designate

a

room,

Korean

Conference

Room,

specifically

set

up

to

promote

Korean Studies through meetings and other activities.

[Picture 3] A view of the Korean Conference Room nearby EASC in S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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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nstitute for Korean Studies8)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oused in SGIS, was created in 2012 through a significant
$1.5

million

grant

from

the

Korea

-kyung

alumni. In 2015, Seung

Kim

Foundation

and

donations

from

three

Korean

IU

became the inaugural director of the new institute

and also serves as a professor in EALC.

The goal of the institute is to expand and

strengthen IU’s Korean studies in the Midwest and position the university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centers of Korean scholarship and teaching in the nation.

[Picture 4]
Professor Seung-kyung
Kim, Director of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nd
Professor Hyo-sang Lee,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Department and
Korean Language Program
Coordinator.

The

Institute

plans

to

utilize

its

funding

to

support

expanding

the

Korean

studies

curriculum at IU, recruiting graduate students, increasing the hiring of faculty members in
Korean studies,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other Korean programs in the Midwest.

The

expansion of the Korean studies courses offered in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is of major importance in training future faculty who are competent to teach

courses concerning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l.

These activities will expedite the

formation of Korean degree programs at IU in the near future.

8)

Susan Blake, e-mail message to the author, October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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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out the Wells Library9)
On the Bloomington campus, the Herman B Wells Library, originally called the Main
Library, is the central library of IU Bloomington and primarily supports the disciplines of
the

humanities

of random

and

social sciences.

It was built in 1969, with double towers constructed

-sized blocks of Indiana limestone.

Its building houses two separate libraries:

the Undergraduate Library and Information Commons in the West Tower and the eleven
floors of the Research Collections in the East Tower.
towers on the first floor of the library.

A large lobby connects the two

Especially noteworthy of the Library are the

collections that support IU’s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including African Studies,

Central Eurasi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Middle Eastern and Islamic Studies,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Southeast Asian
Studies, and West European Studies.

[Picture 5] Wells Library
Image source: https://jasonbairdjackson.files.wordpress.com/2011/11/wells-library.jpg
9)

“History of the IU Libraries,” http://bl-libg-doghill.ads.iu.edu/gpd-web/ iulibraryhistorysite/
hbwell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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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verview of the East Asian Collection
Situated on the eighth floor of the Herman B Wells Library, the East Asian Collection
includes materials i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in their original scripts in all formats:
from original manuscripts to books and serials as well as databases, films, manuscripts,
microforms, and maps.

It supports the university’s teaching, learning, information, and

research needs i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studies, and promotes learning about
and understanding East Asia.

The largest East Asian collection in Indiana, it also serves

as a key resource for neighbor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with East Asian programs and

-East, IUPUI, Butler University, Earlham College, Purdue University,

courses, such as IU

and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As of 2016, the collection has a total of about 330,000 volumes of print materials i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subscribes to about 700 Chinese, Japanese, and
Korean print periodicals; owns over 1,700 media resources related to East Asia; and has
access to more than 30 online databases focused on East Asian studies.
library collection also collects a large body

The general

of materials related to East Asian studies

published in Western languages.

[Picture 6] A corner of the Oriental Reference section in the East Asia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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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al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is to provide faculty and students with the means
and services for their research in East Asian studies.

Based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needs of faculty, students, and researchers, the Collection has broad coverage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ith a focus on selected subjects related to the humanities.
The

strength

Republican

of

the

periods),

Chinese
classics,

collection
language

is

in

and

history

(especially

literature,

religious

-Qing

Ming

studies,

and

politics

the
and

government, philosophy, social movements and secret societies, and history of education
in modern China, with an expanding collection in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The

Japanese collection is noteworthy for its literature and history of Edo and Meiji periods,

-modern and modern history of fine arts (especially erotic prints), linguistics, political

pre

science,

postwar

education,

gender

studies,

ŏn

collection focuses on history of Chos

and

religious

studies.

And,

the

Korean

period, literature, language pedagogy, folklore,

social movements, religious studies, modern politics, and a large video collection.
The graph below shows a persistent growth of the East Asian Collection from 2000 to
2015, which at the same time demonstrates IU’s unwavering support for the collection.

<Table 3> Graph view of IU’s East Asian Collection growth from 2005 to 201510)

10)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http://ceal.lib.ku.edu/CEAL/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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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junction with collection development primarily based on the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needs of faculty and students, there are efforts to introduce the East Asian
Collection

through

outreach

activities

on

-

and

-campus.

off

For

example,
th

related to topics on East Asian cultures are periodically updated on the 8

floor.

displays
Titles of

some the poster displays are: “East Asian Nobel Prize Winners in Literature,” “Portrayal of
Choson

Scholars,”

“Continuing

Awareness

of

the

Tohoku

Earthquake

and

Tsunami,”

“Justice and Popular Culture: Modern Detective and Mystery Stories from East Asia,” etc.

[Picture 7] Poster display a postmodern art movement in Japan, “The Grotesque

and Fantastical World of “Superflat.”

5. The Korean Collection
5.1 Introduction
The Korean collection is one of three distinct collections in the East Asian Collection.
The development of the collection started in 1962, with the goal of supporting Korean
language teaching when Mr. Sohn was hired to teach Korean courses.
collection, it has become

the

key

regional resource

for Indiana’s

Even as a modest

other colleg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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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es that have Korean programs and offer courses related to Korea and Korean
studies.
The collection’s development remains broad and varied in order to support the needs of
faculty, students, and other interested library users, and to align with campus teaching and
research priorities.
of Chos

ŏn

The strength of the collection, as mentioned above, focuses on history

period, literature, language pedagogy, folklore, social movements, religious

studies, modern politics, and a large video collection.

Currently, we have around 25,000

bound

DVDs

volumes,

140

serial

subscriptions,

and

400

in

the

Korean

Consortium holdings of, and access to six online electronic resources
Studies
E

-book,

Information

System,

DBpia,

and the Yonhaengnok

response to growing demand.

KRpia

databases,

燕行錄Collection –

Choson

–

Ilbo

collection.

KISS: Korean
Archive,

KSI

have grown rapidly since 2005 in

They provide our faculty, students, and researchers with

necessary access to Korean studies resources onsite and remotely.
Table 4 shows that as of June 2015, IU’s Korean holdings was ranked 13 among 47
U.S. university libraries that collect Korean materials.

<Table 4> 2015 ranking of Korean holdings in 47 U.S. university libraries11)

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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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ighlights of Korean Collection

[Picture 8]
Some books on linguistics on shelves.

[Picture 9]
Students browsing the collection.

A history of IU’s Korean collection is inseparable from the contributions of some
faculty members.

This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faculty and librarians is a

tradition that continues on today.

The collection development of Korean materials has

continued even when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was discontinued in the 1970’s.
After coming to IU in 1975, Roger Janelli, a Korean folklore specialist, started to build

-fledged

collections on Korean culture, religion, folklore, and East Asian ethnography. A full

Korean Language Program did not begin until 1985 when Kenneth Wells was hired to
teach Korean language and history.

During Kenneth Wells’ tenure at IU, because of his

interest in South Korea’s Minjung movement and the culture and politics of dissent, he
th

was instrumental in recommending titles related to cultural and political history of 20

century Korea and helped start a small collection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Continuing this direction, Michael Robinson, a historian of modern Korea, began his
career at IU in 1995, and has helped expand the collection in the area of intellectual
history of Korean and Japanese colonialism.
from 2008

-2013,

Heon Joo Jung, during his brief stay at IU

was active in recommending titles related to Korean and East Asian

political economy, and politics of economic and financi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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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93, Hyo Sang Lee came to IU to lead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nd teach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and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n

languages.

Currently, four years of Korean language courses are offered along with courses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s

well

as

on

Korean

accommodate the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of non

linguistics.

For

example,

to

-heritage students and a growing

number of heritage students, we have collaborated to enhance our collection on Korean
children’s books at different reading levels.

Lee’s immersion i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and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n languages has also helped expand the
collection in this area.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strength mentioned above, the collection has been building
on subjects such as labor movements in modern Korea, border studies, three kingdoms of
Korea, and Mongolian and Manchuria studies in Korea.
studies emerges out of concerns for inter

For example, the topic of border

-disciplinary

approaches to issues related to

border disputes, migrations, and security practices, etc. in East Asia.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llection on the Mongolian and Manchurian studies is
to

support

the

research

emphasis

of

the

Department

of

Central

Eurasian

Studies.

Historically, a few faculty members have centered their research on the relation of culture

-Chinese

and the formation of political power in the Mongolia
studies

and

border area and Manchu

ethnicity.

5.3 Contributors to the Collection
In addition to the strategic directions provided by faculty members, EALC, EASC, and
the development of IU’s Korean language program, the growth of the Korean collection is
closely tied to gifts and exchange programs with several national and academic libraries
in

Korea,

donations

from

faculty

and

students,

Bloomington’s

own

large

Korean

community (around 1,500 people), and the strong support of various grant programs
sponsored by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in Chicago and the
Kore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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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undation, the key institution for Korea's public diplomacy launched in 1991 to
broaden understanding of Korea in the global community, has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IU’s Korean collection, especially in the expansion of Korean electronic
databases.

Under

the

scrutiny

of

budget

constraints,

Korea

Foundation’s

Reference

Materials Distribution Program, for many years has strengthened IU’s collection with
research materials related to Korean studies published in and out of Korea.
Korea Foundation’s Korean E

Moreover,

-Resource Support Program has provided opportunities for

IU’s continuing subscription of important Korean electronic resources so that IU is able to
meet a growing demand for Korean electronic resources.

-standing

Likewise, the long

support from the Korean Film Council has helped increase IU’s Korean film collection
and print materials on film studies related to Korea.

[Picture 10]
Gift books from Korea
Foundation are marked with
the acknowledgement plate.

5.4 The Oldest Korean Book at IU12)
There are around fifty rare books in the East Asian Collection, most of them Chinese
th

rare books published in late 17

12)

century.

Surprisingly, according to IUCAT (IU’s local

Internal library cataloging record from Lilly Library, Indiana University Libraries, October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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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og), the Korean edition of a Chinese work
of

Metaphysics

and

Confucius

Thoughts)

publication of East Asian materials at IU.
Xiong Jie

熊節

who acquired Jin shi

1199 (Qingyuan 5

新編音點性理羣書句解

housed

in

Lilly

Library

(An Anthology
is

the

earliest

The work of 23 chapters was compiled by

進士in

the advanced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宋慶元五年), during the Southern-Song period (1127-1279).

Here is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ʻ ŏ ŭmjŏm sŏngni

Simp y n

kuns

ŏ

kuha e

新編音點性理羣書句解

ŏ

: [23 kw n]

/ Xiong Jie

ŏn 熊節編 ; Xiong Gangda chu熊剛大注.

13)

py

Uniform title: [Xing li qun shu ju jie
Title:

性理羣書句解]

ʻ ŏn ŭmjŏm sŏngni kunsŏ kuhae : [23 kwŏn].

Simp y

[Seoul? : Publications Office?], 1444.
v. ; 34 cm.

-ja 甲寅字moveable

Printed in Chinese characters in Kabin

bronze types from the first

founding (1434), in the usual ten lines to a page and eighteen majuscule characters to a line;
see McGovern, M.P. Specimen pages of Korean moveable types, p. 24.

[Picture 11] Title on cover: 新編音點性理

[Picture 12] The Caption title indicates

羣書句解 Simpʻyŏn ŭmjŏm sŏngni kunsŏ kuhae.

that IU’s copy is kwŏn (권),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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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al turmoil in China during the early thirteenth century did not stop the work
from

being

disseminated

-sixth

twenty

to

Korea.

This

movable

type

year (1444) of the reign of King Sejong

edition,

世宗

published

-1450),

(1397

-ja bronze font.

because it is a remarkable printing example of Kabin

during

the

is invaluable

The creation of the

-ja font dates back to 1434 when King Sejong ordered his Publications Office to cast

Kabin

a new and improved bronze font of 200,000 pieces of type.

Lilly Library holds only the

-volume set.

volume of Chapter 4 ([44] p. on 22 double leaves in the Oriental style) of the 23
Moreover, an appealing value of this volume is that
poems on nature and meditation written by Zhu Xi

Chapter 4 contains mainly pastoral

朱熹 (1130-1200) and his peers.

5.5 Management of Korean Collection
Technical Services provide indispensable processing and maintenance activities of a
library's collection; therefore, relationship building with Technical Services is key to the
success of collection management.
Korean collection.

This is, of course, also true to the management of IU’s

The collaboration with Technical Services begins with establishing

close working relationships with staff members of Acquisitions on receipt of items, order
placements, and budget monitoring, etc.

Purchase reviews and cost analyses are essential

for the effective use of the budget and help maximize the budget.
there

is

a

considerable

Technology

to

need

maintain

and

to

communicate

manage

the

with

display

vendors
and

For electronic resources,
and

Library

upgrades

of

Information

the

resources.

Cooperation with staff members of Cataloging Division is above all crucial to users’
accesses to the collection.

Regular communication and awareness of cataloging updates

and progress helps deliver smooth services.

It is easier said than done, but developing

clear workflow and procedures will make matters proceed more with efficiently.
Another crucial factor to the success of collection management, especially of area
studies, is internal advocacy within the library.

The Korean materials (books, journals,

and DVDs) are frequently checked out due to the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and
courses related to Korean and East Asian studies across the campus.

Because of thi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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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en ask how we can most effectively further encourage use of the Korean collections to
library users and staff members.

At IU, along with members of Area Studies Department,

we have planned events involving poster displays and presentation opportunities.
requests,

email

announcements,

and

postings

on

Facebook

are

additional

Tour

venues

to

engage library users and colleagues, and keep them informed of new library services.

6. Conclusion
History reminds us that it is of utmost importance for IU to keep firm commitment to
global education and to train students with skill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ritical
analysis, and regional understanding across fields and geographical areas.

Through half a

century

administrators,

of

cooperative

and

collaborative

efforts

by

faculty,

students,

librarians, staff, and contributors, the East Asian Collection at IU has become one of the
major collections for East Asian studies in North America. The Korean collection, even
though inconspicuous at the beginning, has become an oasis of Korean studies with print,
media, and electronic resources in the Midwest.

While staying aware of related issues

and trends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collection will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members

of

and

programs

sponsored

by

EALC,

EASC,

Korean

Languag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nd private, professional, and public organizations.

Program,
Looking

ahead with determination, it is high time and the right moment for the collection to
increase its pace of growth and accelerate its mission to promote Korean culture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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