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19 (September 2018)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제 19 호 (2018년 9월)



   



목    차

코넬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 3

전유리(You Lee Chun)

코넬대학교 도서관 한국학 장서 스페셜리스트

2017 한국학 사서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 

한국학 연구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 23

양정원(Jungwon Yang)

미시간대학교 도서관 국제정부정보 및 공공정책 사서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및 운영 현황 ····················································· 42

문효진(Moon Jin)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한국학 및 일본학 주제사서



CONTENTS

The Korean Collection at Cornell University ········································ 67

You Lee Chun

Korean Collection Specialist

Cornell University Library

The 2017 Workshop on Korean Data Services: Useful data resources 
for Korean data reference ··································································· 87

Jungwon Yang

International Government Information and Public Policy Librarian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nd Its Korean Collection ·········· 108

Moon Jin

Librarian for Korean and Jap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코넬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 3

2017 한국학 사서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 

한국학 연구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 23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및 운영 현황 / 42

제 19 호 (2018년 9월)





코넬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3

코넬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전유리(You Lee Chun)

한국학장서 스페셜리스트

코넬대학교 도서관

이 글은 미국 코넬대학교의 한국학 장서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됐다. 한국학 장서

를 소개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코넬대학교와 대학도서관에 관해서 먼저 서술

하고, 한국학 관련 학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어서 코넬대학교의 아

시아 장서 및 한국학 장서에 대해 주요자료 소개와 함께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코넬대학교

코넬대학교는 뉴욕주 이타카에 위치한 아이비리그 대학이자 연방정부 소유의 토

지를 받아 세운 랜드그랜트(land-grant) 대학으로, 1865년 에즈라 코넬(Ezra Cornell)

과 앤드류 화이트(Andrew D. White)에 의해 설립됐다.

코넬대학교의 역사는 18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모릴

법안(Morrill Act)에 서명하고, 그 후 1865년 4월 27일, 뉴욕주지사인 루벤 펜톤(Reuben

Fenton)이 코넬대학교 헌장(Charter)에 서명함으로써 코넬 대학이 설립될 수 있었다.

코넬대학교 헌장에는 에즈라 코넬과 앤드류 화이트가 생각해 오던 이상적인 교육

관이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은 성별, 인종, 국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받아 들

이는 무교파적인 남녀 공학의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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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상이 반영된 것은 코넬대학교 헌장1)에 성중립적인 단어 “person(사람)”

을 사용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코넬대학교는 1870년도부터 여학생의 입학

을 허가하고2), 1875년에 여학생 기숙사를 건축하는 등 남녀 공학으로서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코넬대학교는 1869년부터 유색인 학생을 입학시

켰으며3), 개교 후 첫 20년 동안 외국인 학생에게 수여한 학위가 120여 개에 달한다4).

이 뿐만 아니라, 코넬대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근현대사와 정치학을 포함하여 응

용역학까지 다양한 교과과정의 수업을 제공했다. 이런 배경에서 코넬대학교가 미국

학 전공 프로그램과 동아시아 언어 프로그램5)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공한 대학교

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868년 10월7일, 에즈라 코넬은 개교 첫 연설에서 “어떤 사람이든 원하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의 

건학이념을 설명했다. 이것은 곧 코넬대학교의 모토(motto)가 되었다.

출처: https://www.cornell.edu/assets/images/about/barnes-hall-tower-view-1280x720.jpg
[사진 1] Barnes Hall에서 바라본 코넬대학교 전경 

1) Charter of Cornell University, 1965 (Text of the Cornell University Charter as it appears 
in the publication Laws and documents relating to  Cornell University 1862-1883).

2) Cornell University Library. “150 Ways to Say Cornell.” http://rmc.library.cornell.edu/cornell150/ 
exhibition/sexcolor/index.html

3) Cornell University Library. “150 Ways to Say Cornell.” http://rmc.library.cornell.edu/ 
cornell150/exhibition/anystudent/index.html

4) Cornell University Library. “The Ezra Cornell Bicentennial.” http://rmc.library.cornell.edu/ezra/ 
exhibition/anyperson/index.html

5)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Facts.” Cornell University. https://www.cornell.edu/about/facts.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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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학교는 오늘날 연구중심의 대학으로서 수의학과, 호텔 경영학과, 공학, 건

축학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14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넬대학교는 이타카(Ithaca) 캠퍼스에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전문대학원이 있

으며 뉴욕 시티와 카타르의 도하 캠퍼스 그리고 코넬 테크 캠퍼스에 의과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있다. 2017년 가을을 기준으로, 23,000여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1,650여 명의 교수와 8,200여 명의 교직원이 코넬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코넬대학교 

재학생 중에는 115개국에서 온 5,000여 명의 외국학생이 포함되어 있다6). 이중 60%

이상이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이들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코넬대학교 도서관

코넬대학교의 설립자인 에즈라 코넬과 앤드류 화이트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에즈라 코넬은 코넬대학교를 설립하기도 전인 1864년 코넬 공공

도서관을 만들어 이타카 시민들에게 공개했으며, 코넬의 초대 총장인 앤드류 화이

트는 훌륭한 도서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대학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었다.

1868년 코넬대학교가 개교할 당시, 앤드류 화이트는 다니엘 피스크(Daniel W.

Fiske)를 코넬대학교 도서관의 첫 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교수진들뿐만 아니라 

학부생들도 도서관의 책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어떤 도서관보다 긴 시간인 

하루에 9시간 동안 도서관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그 당시로써는 혁

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코넬대학 도서관에 대한 그의 공헌은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고안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후, 그가 소장하고 있었던 아이슬란드 

장서, 단테 장서, 페트라르카 장서, 레토로망스 장서 등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코넬 대학교의 첫 총장인 앤드류 화이트도 그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건축, 마녀,

프랑스 혁명 등 다양한 주제분야의 장서 30,000권을 도서관에 기증했다. 그 당시 코

넬대학교 도서관은 약 90,000권을 소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장서는 코넬 도서관 

6)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Offices, Cornell University. “2017-2018 Annual Statistics.” 
https://isso.cornell.edu/sites/isso.cornell.edu/files/isso/documents/Stats17-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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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의 핵심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컬렉션은 처음에는 [그림 2]의 유리스 도

서관(Uris Library)의 3층으로 되어 있는 Andrew Dickson White Reading Room에 소

장되어 있었다. 이 열람실은 아직도 세계에서 또는 북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공간으로 뽑히곤 한다.

[사진 2] 유리스 도서관(Uris Library)의 AD White Reading Room(사진: Carla DeMello, CUL)

이러한 기증 장서를 기반으로 코넬 도서관 장서는 그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천문학에서 고전문학, 포도재배학에서 동남아시아학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주제분야에 속한 150만 권의 전자책과 약 820만 권의 인쇄 출판물을 소

장 하고 있다. 현재 구독하고 있는 139,900종의 연속간행물 중 약 92%가 온라인 구

독이며, 이 학술 저널의 논문 다운로드는 2016/2017 한 해에 약 6백만 건에 달한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온라인 이용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직접 찾은 이용자만 해도 한

해 350만 명을 웃돌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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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카 캠퍼스에만 18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이중에 공학도서관(Engineering Library)과 

물리학도서관(Physical Sciences Library)은 관련 컬렉션을 모두 온라인․오프라인에 

보관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동작업 및 이용자들의 

연구 공간을 제공한다.

코넬대학교 도서관은 여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arXiv8)라는 리포지토리를 코넬 대학 도서관

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130만 건 이상의 물리, 수학, 컴퓨터공학, 계량

생물학, 통계학, 전기공학, 시스템과학, 경제학 등의 분야의 출판 전 논문(pre-print)

을 보관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넬대학교 도서관은 다른 기

관들과 함께 오픈소스 도서관 관리 서비스 플랫폼인 FOLIO(Future of Libraries is

Open)9)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2019년 여름까지 현재 사

용하고 있는 통합 도서관 시스템(Integrated Library System)인 Voyager를 대체할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렇듯 코넬대학교 도서관은 광범위한 분야의 장서 및 전문 인력들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코넬대학교의 아시아학 

3.1 아시아학과 

코넬 대학교 아시아학과는 1938년에 나이트 비거스태프(Knight Biggerstaff) 교수

가 중국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학과에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46년 극

동학과(Department of Far Eastern Studies)로 시작해, 꾸준히 늘어나는 학자 및 “극동

지역”을 넘어서는 연구 분야 등을 학과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1962년에 아시아

7) Cornell University Library. “Cornell University Library Statistical Trends 2011/12-2016-2017,” 
2018, p5. 

8) https://arxiv.org/
9) https://www.foli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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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Department of Asian Studies)로 명칭을 바꾸었다.10)

학과가 생긴 1946년부터 1970년대까지 아시아학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지

만, 학과 내의 기초를 다지고, 다른 학과 교수진들의 아시아 관계 연구를 육성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를 거처 1990년대 후반까지 아시아학과는 계속 성장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게 되었는데, 학자들의 연구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학과

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논의 끝에 아시아학과를 “아시아 인문학”을 

연구하는 곳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1999년에 현대 아시아 언어를 가르치는 모든 아시아 언어 프로그램들이 아시아 

학과로 통합되었는데, 코넬 대학교 아시아학과는 아시아에 관한 학문적 지식의 근

간으로써의 언어교육을 중시하는 고유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현재 아시아학과에서 다루는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이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브루나

이 등의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시

킴 등의 남아시아의 3곳으로 나뉘는데, 이 지역에 관한 언어, 문학, 종교, 문화, 아

시아 사회의 지적 역사 등의 수업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학과의 학부 학생들은 아시아학을 전공으로 하여, 동아시아학, 동남아시아학,

서아시아학 중의 하나를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으로는 아시아학

으로 석사(Asian Studies : MA), 아시아 문학, 종교와 문화 분야의 석/박사 프로그램

(Asian Literature, Religion and Culture : MA/PhD)을 제공하고 있다.11)

3.2 동아시아 프로그램 

1950년대부터 아시아학과에서 학문 간 협력의 중심지로 동아시아 프로그램, 동남

아시아 프로그램, 남아시아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10)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Cornell University. “The First Seventy Years, 1946-2016,” 
2016.

11)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Cornell University.  http://asianstudies.cornel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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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학교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가 빠른 속도록 확대된 시기는,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비거스태프 교수가 5명의 관련 교수들을 모

아서 1950년에 중국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모태가 되었다.

중국 프로그램은 1972년에 중국-일본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마침내 

1988년에 한국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서 현재의 동아시아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코넬대학교의 동아시아 프로그램(East Asia Program, EAP)은 Cornell East Asia

Series 출판물로 유명한데, 이 출판물이 다루는 분야는 역사, 문화, 사회 및 문학작

품의 번역 등이다.

코넬대학교의 EAP는 다른 학과 교수들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 교육, 홍

보 등을 지원하며 캠퍼스 내에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EAP는 코넬 내

10개의 학교로부터 39명의 핵심 교수진과 59명의 관련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다.12)

3.3 한국학

코넬대학교에서 한국 관련 수업은 1976년 데이비드 매캔(David McCann) 교수가 

부임하면서 시작되었고, 1987년에는 존 휘트먼(John Whitman) 교수가 언어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1997년에 데이비드 매캔 교수가 하버드 대학으로 떠나게 되었고 몇 해

지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도움으로 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 조교수를 다시 임용할 수 

있었다. 이 당시 정부학과에는 한국에 대해 연구하는 교수가 한 명 더 있었다.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코넬대학교의 한국학은 탄탄한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해 연구하는 교수진이 언어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 각각 한 분

씩 계셨고, 한국어 수업을 포함해 다양한 한국 관련 수업을 제공했으며, 한때는 한 

해에만 38건이 넘는 한국 관련 행사가 학내에서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에 한국학 관련 교수들의 잦은 이직으로 현재 아시아학과의 한국학 교수직은 공석

으로 남아 있다. 부분적인 해결책으로써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한국국제교류재단

의 도움으로 동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교환교수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한국 관련 수업이 이루어졌다.

12) 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https://eap.einaudi.cornel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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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언어학과 교수 한 분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두 분을 합쳐 3명의 교수

진이 일 년에 평균 13개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3.4 한국어 수업

코넬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은 언어학과 교수인 존 휘트먼 교수와 정혜린 선

생(Hairhin Diffloth)의 노력으로, 한국학 프로그램이 동아시아 프로그램에 추가된 지 

1년 후인 1989년에 처음으로 시작됐다.

해를 거듭하면서 상급과정을 점차로 추가하여, 현재는 초급, 중급, 중상급, 고급 

4단계의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초급과 중급과정은 한국계 학생 대상 수업

(Heritage course)과 비한국계 학생 대상 수업(Non-Heritage) 트랙으로 나뉘어서 수업

을 하고 있다.

아래 [그림 1]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어 수업에 등록한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등록 학생 수는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급과정

이 추가된 직후에 처음으로 학생수가 140명을 넘어섰고, 한 세션이 추가로 개설된 

2017년엔 160명을 넘어섰다.

[그림 1] 한국어 수업 등록 학생 수 추이, 1999-2017 (2010-2012의 데이터 누락) 

[그림 2]는 한국계 학생 대상 수업(Heritage course)과 비한국계 학생 대상 수업(Non-Heritage)

간의 등록학생 수를 비교한 그래프다. 비한국계 수업 등록 학생수가 최근에 급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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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는 단지 코넬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볼 수 있

듯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한류)에 기인한다.

[그림 2] 한국계와 비한국계대상 수업 등록학생수 비교, 1999-2017 (2010-2012의 데이타 누락) 

4. 동아시아장서

코넬대학교의 아시아장서는 학과 및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컬렉션

(Wason Collection), 동남아시아 컬렉션(Echols Collection), 그리고 남아시아 컬렉션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챕터에서는 동아시아 컬렉션인 와슨 컬렉션에 대해서 주로 

기술 하도록 하겠다.

코넬대학교 도서관은 1902년부터 공식적으로 동아시아 도서를 수집하기 시작했

다. 이 후 1912년에 코넬에 재학 중이던 중국 유학생들이 약 350권의 중국어 도서

를 도서관에 기증하였고, 이는 6년 후인 1918년 찰스 와슨(Charles Wason)이 본인의 

개인 문고를 도서관에 기증한 동아시아 컬렉션의 기반이 되었다.

코넬 동문인 와슨(1986년 졸업)은 1903년에 아내와 함께 중국과 일본을 여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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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엔 “중국과 미국 간의 좀 더 긴밀한 지적 

교류를 이루기”13)를 바라면서 중국에 관한 서양언어로 된 장서들을 수집하기 시작

했다. 그리하여 와슨은 55여권으로 묶인 550여개의 원고, 약 750개의 팜플렛, 중국

에서 출판된 37종의 영어 정기 간행물, 각종 문서, 그림, 지도 및 기타 자료를 포함

하여 9,000권 이상을 수집 하였다. 14)

와슨은 1918년 4월15일에 세상을 떠났고, 그 해 2월에 코넬 동문과의 모임에서 

발표했듯이, 와슨이 수집한 귀중한 컬렉션은 컬렉션 관리와 발전에 필요한 기부금

과 함께 코넬대학에 기증되었다. 와슨 컬렉션은 북미에 있는 중국관련 서양언어 컬

렉션으로서는 최고의 컬렉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올해로 코넬대학은 와슨 

컬렉션 100주년을 맞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 와슨 컬렉션은 중국에 관한 서양언어 자료를 중점으로 두

었다. 그런데 1942년 11월2일 나이트 비거스태프 교수는 당시 총장인 에드문드 데이

(Edmund Day)에게 편지를 보내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관한 자료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였다. 그 이후부터, 와슨 컬렉션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자료도 구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남아시아 컬렉션인 에콜스 컬렉션은 1977년

에 와슨 컬렉션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컬렉션이 되었다.

중국 컬렉션은 여전히 코넬 동아시아장서의 가장 오래되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일본 자료, 한국 자료로 그 중점이 확대되어 갔다. 한국에

는 “한국: 은둔의 나라(Corea: The Hermit Nation)”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윌리엄 그

리피스(William Griffis)가 1900년대 초 6,000권 이상의 일본어 서적, 정기 간행물 및 

지도 등을 코넬 도서관에 기증했으며, 1996년에는 유명한 일본 문학 연구가이자 비

평가인 마에다 아이(前田 愛)로부터 13,000여 권의 개인 문고를 인수했다.

비교적 근래에 와서, 한국자료 구입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시작 되었는데, 2001

년부터 독립된 예산으로 한국책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13) Cornell University. “Professor Crane Describes the Wason Chinese Collection,” Cornell 
Alumni News Vol. 20: No. 40, 1918, pp.464-465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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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아시아 장서가 있는 Carl A. Kroch Library 

아래 [그림 3]은, 동아시아도서관위원회(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EAL)에 

보고된 통계를 바탕으로 1993년부터 2017년 사이 지난 24년간 와슨 컬렉션이 어떻

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3] 와슨 컬렉션의 성장, 199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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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학장서

5.1 한국학장서의 개요

코넬에서의 한국학 장서는 중국학이나 일본학 장서에 비교하면 역사가 짧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 남한과 북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한국학 

장서의 소장 도서는 2018년 3월에 약 27,000권을 넘어섰으며, 이는 북미 동아시아 

도서관들 중 17위에 해당한다.

[그림 4] 한국학 장서의 성장, 1993-2017

아래 [그림 5]는 LC 분류표를 기준으로 코넬의 한국학 컬렉션 분포를 보여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 언어 문학, 철학 및 종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는 한국학과 아시아학과의 수업 및 연구에 요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지난 3년

간은 중세 한국어 자료 구입을 위한 특별 예산이 편성되어 집중적으로 수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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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분야별 한국학 컬렉션 분포도

한국 자료 수집 초기 몇 년 동안은 프리먼 재단(Freeman Foundation)에서 한국자

료 확장을 위한 기금을 제공했고, 후에 한국학 자료를 위한 기부금이 설립되어 한

국학 컬렉션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06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조일환-조순자 가족이 코넬의 한국 자료 구입을 위한 

기금을 후원했으며, 이에 Kroch 아시아 도서관은 조 가족의 이름으로 공간(Cho room,

사진 4)을 만들어 감사를 표했다. Cho room은 아시아의 사상, 문화, 종교 및 대학원

생의 세미나 룸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관련 주제의 참고자료가 비치되어 있어 

즉시 이용이 가능하기에 수업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조 가족이 코넬의 한국학 

컬렉션을 위해 기부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한국 영화 및 도서 구입을 위

한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2002년에는 그 당시 새롭게 출판된 한글 대장경(318권)15)

세트를 한국학 컬렉션에 기증했다.

15) https://abc.dongguk.edu/ebti/c1/sub1_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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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코넬 동문인 Wait 가족이 한국문학 관련 자료 구입을 위한 기금을 후

원했다.

[사진 4] Kroch Library의 Cho room (사진: Carla DeMello, CUL)

5.2 한국학장서의 주요자료 

5.2.1� 윌러드� 스트레이트(Willard� Straight)� 컬렉션

코넬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윌러드 스트레이트는 졸업 후 1901년에 중국으

로 떠나, 10년 이상을 동아시아에서 지냈다. 그동안 그는 개인 편지, 공식적인 서신,

보고서, 사진, 엽서, 미술 작품 등 셀 수 없이 많은 귀중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러한 

자료는 당시의 한국, 중국,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로이터 통신원으로 한국

에서 체재했었고, 전쟁 후에는 주한미국공사 에드윈 모건(Edwin Morgan)의 비서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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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사로 활동했다. 대한제국의 가장 중대한 시기인 한일협약이 체결되는 시기에 

그가 찍고 모은 사진 및 남긴 편지와 일기들은 그가 직접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것

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시기의 사진과 문서

들은 온라인 전시 “윌러드 디커먼 스트레이트와 초기 한미 외교관계”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이 중에서 서울 사진을 중심으로 “코넬대학교 도서관 

소장 윌러드 스트레이트의 서울사진”을 2015년에 출판했다.

윌러드 스트레이트는 예술가이기도 했다. 코넬대학교 도서관은 그가 그린 작품도 

소장하고 있는데 한국인을 스케치한 작품(그림 5)과 한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을 담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그림 6) 윌러드 스

트레이트를 다룬 전기 2권,17) 18) 모두에 실려 있는 그림이다. 특히 루이스 그레이브

즈(Louis Graves)의 책에서 이 그림은 “Korea Signs Away Her Freedom”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어 1905년도의 을사조약을 의미하는 듯이 보인다. 그 당시 미국공사관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수옥헌(중명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윌러드 

스트레이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1905년 당시 전후로 일어난 일을 목격할 수 있

었고, 이를 기록해 두었다. 그의 일기에는 민영환의 자결에 관한 이야기도 적혀있

다. 하지만 이 작품의 원본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윌러드 스트레이트의 사인과 함

께 적혀있는 날짜가 1905년이 아닌 1904년 4월 18일로 되어 있어서, 이 작품의 배

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

16) http://rmc.library.cornell.edu/Straight/
17) Croly, Herbert. “Willard Straight.” The Macmillan company, 1924
18) Graves, Louise. “Willard Straight in the Orient: with illustrations from his sketch-books.” 

Asia Publishing,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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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어느 한국인 스케치 [사진 6] “Korea Signs Away Her Freedom”

5.2.2� 아서� 딘� 문서�

아서 딘(Arthur H. Dean)19)은 코넬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이후 코넬대학

교 이사회의 멤버로 재직했다. 1953년 판문점에서 열린 예비정치회담에 미국과 UN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아서 딘 문서 컬렉션에 그 당시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들

(사진 7)이 포함되어 있다.

아서 딘이 협상에서 돌아 온 후 한국에 관한 연설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이를 위

해 모아둔 신문기사, 참고자료 파일 또한 아서 딘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참고자

료 파일에 정리되어있는 한국에 관련된 신문기사는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아니지만, 많은 자료들이 정리 되어있기 때문에 함께 들어 있는 연설 

초안본들과 더불어 귀중한 자료이다. 이 컬렉션에서는 1961년에 대한민국 국가재건 

19) Krebs, Albin. “Arthur H. Dean, Envoy to Korea Talks, Dies at 89.” New York Times, 1987 
https://www.nytimes.com/1987/12/01/obituaries/arthur-h-dean-envoy-to-korea-talks-dies
-at-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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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전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사진 7] 1953년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

5.2.3� 신약마가젼복음셔언해

신약마가젼복음셔언해(그림 8)는 위에서 언급한 윌리엄 그리피스의 기증품 중에 

다른 일본어 자료들과 함께 있었다. 윌리엄 그리피스는 일본에서 교사로 4년간 머

물면서 메이지 이전 시대와 초기 메이지 시대의 책들을 수집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일본으로부터 책들을 조금씩 우편으로 받아서 모았는데, 이 성경도 그중의 

하나였다. 그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성경번역에 관한 관심이 높았고, 성경번역 사업

에 참여했었는데, 이런 정황에서 한글 성경책도 받아 보았을 거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이타카의 제일연합교회 목사였다가 뉴욕으로 떠났는데, 그때 개인 문고를 

코넬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했다.20)

20) Wolfe, Alan. “The William Elliot Griffis Collection of Old and Rare Japanese Books, Olin 
Library Cornell University,”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vol.1980 : No. 63, 1980, pp. 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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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마가젼복음셔언해는 한국인이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으로, 1885년 이수정

이 번역해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발행되었다. 현재 코넬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한 이 

한글 성경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와 헨리 거하드 아펜

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가 1885년 4월 5일 전도를 위해 일본을 경유해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을 때 소지하고 있었던 판본과 같은 성경책이다.

윌리엄 그리피스는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의 일생을 다룬 책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21)을 썼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진 8] 이수정의 신약마가젼복음셔언해

5.2.4� 징비록

징비록은 조선의 학자 류성룡이 1592년에서 1598년 사이의 7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본의 두 차례 한국 침략과 전란의 원인, 정황 등을 기록한 책이다. 현재 와슨 컬

렉션이 소장하고 있는 징비록 사본은 한국에서 초판이 발행된 지 약 50년 후인 

1695년에 교토에서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21) Griffis, William Elliot.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of Henry G. Appenzeller.” 
Fleming H. Revell Co.,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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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용자 서비스 및 관외 활동 

한국학 컬렉션은 동아시아학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 있는 학자, 학생,

일반 대중을 포함하여 코넬의 한인 커뮤니티를 상대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및 한국 관련 연구를 하는 타학과 대학원생들을 상대

로 메일링 리스트를 관리하여 도서관과 관련 학생들 사이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

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넬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컬렉션 및 연구지원”

이란 페이스북 페이지22)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는 메일링 리스트

보다 더 다양하고 넓은 이용자를 상대로 한국학 컬렉션에 대한 안내, 유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서관의 각종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이용자와 소통하고 있다.

도서관의 관외활동의 일환으로, 코넬 한국대학원 학생회가 주관하는 연례 신입생 

환영회에 참여하여 새로 입학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국학 컬렉션 홍보 및 코넬

대학교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한국학 컬렉션 투어도 일 년에 한

번 제공하고 있다.

6. 맺음말

이 글에서 코넬대학교의 한국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코넬 한국학 컬렉션

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관해 서술하였다. 한국학 컬렉션은 중국학 및 일본학 컬렉

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컬렉션이지만, 지난 30년간 지속해서 성장해 왔다.

코넬대학교에서 한국학 컬렉션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학 장서 전담직원의 부재와 2016년부터 비어 있는 아시아

학과의 한국학 종신 재직권(tenure track position) 교수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학 컬렉션은 현재, 0.75명의 정규직(full-time equivalent, FTE) 목록 작성자

(original cataloger)와 0.25명의 FTE 장서 담당자(selector)가 참고봉사 및 관외활동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22) https://www.facebook.com/CULKorean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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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학생들의 관심이 반드시 한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으로 발전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들의 관심을 다른 수준으로 이끌어줄 만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학과 교수진의 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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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학 사서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 

한국학 연구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양정원(Jungwon Yang)

국제정부정보 및 공공정책 사서

미시간대학교 도서관

최근 미국과 캐나다 학계에서는 정부 통계, 여론조사 데이터, 지형 공간 데이터

(Geo-spatial data),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그

리고 다양한 디지털 휴머니티(Digital Humanities) 연구방법들이 여러 연구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연구 데이터를 보존하고 그 데이터를 미래에 

다른 연구에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돕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미국과 캐나

다의 많은 대학 도서관에서 개발, 제공하고 있다. 한국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연구 

분야에서도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돕기 위해 동아시아 연구사서들이 이러한 데이

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 사서들을 위해 개최되었던 미시간 

대학 도서관의 2017 Workshop on Korean Data Services 워크숍을 소개하고, International

Data 수업과 Korean Data 수업 중에 소개된 한국학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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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한국학 사서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

[그림 1] 2017 한국학 사서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 참가자들

2017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동안 미국 미시간(Michigan) 주 앤아버(Ann

Arbor)에 위치한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U-M) 도서관은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유럽 지역의 한국학과 동아시아학 사서들을 위한 데이터 워크숍을 개최하

였다. 이 워크숍은 국제정치, 동아시아 연구,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 데

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연구 데이터 관리(Research Data Management)에 대

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7명의 미시간대학교 도서관 연구사서들과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ICPSR)1)의 수업자료 개발 팀 디렉터

1) ICPSR은 1962 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 사회과학 데이터 리포지터리이다. 많은 미국 국내외의 
사회 과학자들과 정부기관, 국제기관들이 ICPSR의 리서치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보존 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다. 덕분에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고급 통계 사회과학의 데이터를 자신의 연구
에 사용할 경우, ICPSR을 통해 데이터를 얻는 경우가 많다(https://www.icpsr.umich.edu/ 
icpsrweb/ICPSR/). 이 기관은 또한 1963년부터 매년 여름 두달동안 사회과학 리서치를 위한 
계량연구 여름 워크숍(ICPSR Summer Program in Quantitative Methods of Social Research)
을 개최하여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리서치 디자인, 통계,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습
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icpsr.umich.edu/icpsrweb/sump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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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Instructional Resources and Development)인 리넷 홀터(Lynette Hoelter), 그

리고 프린스턴대학교 이형배 한국학 연구사서가 총 11개 강의를 담당하였다2). 28명의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 사서들이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소개할 데이터베이스들은 International Data 수업과 Korean Data 수업

에서 소개된 것이다. International Data 수업에서는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국제

통화기구(IMF),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의 데이터를 찾고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Korean Data 수업에서는 한국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사회과학자료원으로 에서 제공

하고 있는 통계 및 조사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국제기구의 

데이터와 한국정부기관과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특성과 장단점, 해외 연구

기관에서 접근이 제한적인 데이터의 특성, 연구의 성격에 맞는 데이터의 선택, 연구

사서의 데이터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이 수업 중에 이루어졌다.

2. 한국학 연구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2.1 국제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빠른 인터넷 서비스로 손쉽게 웹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해외 연

구자가 한국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해외에서 얻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연구에 

쓸 만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얻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신뢰성 높은 데

이터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국제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

이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World Bank)

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그 중 대표적인 예이다.

2) 2017 한국학 사서를 위한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미시건 대학 한국데이터 
리서치 가이드에서 제공되고 있다. http://guides.lib.umich.edu/koreadata/workshop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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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OECD� iLibrary3)

OECD는 1961년 창설된 경제협력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피폐해진 유

럽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이 진행했던 유럽부흥계획의 일환으로 1948년에 설

립되었던 유럽 경제협력기구(OEEC)가 개편 확장되어 현재의 형태를 이루었다. 초

기의 목적은 유럽과 북미의 경제 협력이었으나 지금은 정치,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는 국제기구로 확장되었다. 현재 35개국이 정식 멤버이며 대

한민국은 1996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OECD iLibrary는 1998년 이래 OECD에서 발행한 모든 책과 보고서, 그리고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2018년 1월 기준 11,710권의 전자책,

175,500개의 통계와 그래픽 데이터, 5,600개의 연구보고서, 42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50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자료는 모두 17개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economics), 농업과 식품(agriculture and food), 발전

(development), 교육(education), 고용(employment), 에너지(energy), 환경(the environment),

금융과 투자(finance and investment), 거버넌스(governance), 산업과 서비스(industry

and services), 원자력 에너지(nuclear energy), 과학 기술(science and technology), 사회적

이슈/이민/건강(social issues/migration/health), 세금(taxation), 무역(trade), 교통(transport-ITF),

도시/지방/지역 발전(urban,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이다.

[그림 2] OECD iLibrary 홈페이지

3) https://www.oecd-ilibra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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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OECD iLibrary는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였으나 최근 무료 서비스를 확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전자책과 연구보고서의 경우 

PDF 와 READ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 원래 전자책과 연구보고

서의 경우 유료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이다. 유료서비스를 사용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PDF 옵션을 통해 전체 전자책이나 연구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

으며, 그 보고서나 전자책에 데이터나 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엑셀 파일이나 

CSV파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최근 소속 연구기관에서 유료 서비스를 사

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READ 옵션을 사용하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으나 

브라우저에서 책 전체를 읽는 것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통계 데이터의 경우 

에너지, 복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가 무료로 전환되었다. 통계

자료의 상세한 정보는 OECD iLibrary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STATISTICS 옵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기본적인 자료검색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사용자 가이드와 비디오 가이드도 다

양한 언어들로 제공되고 있다(한국어 포함).4)

[그림 3] OECD iLibrary 사용자 정보 페이지

4) https://www.oecd-ilibrary.org/userguide/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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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장으로 구성된 한국어 OECD iLibrary 포켓 가이드와 유튜브(YouTube) 비디

오 파일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의 연구사서들이 OECD iLibrary 데이터베이

스의 검색기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4] OECD iLibrary 포켓 가이드 한글 버전

2.1.2� IMF� Data5)

국제통화기금(IMF)은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 우즈(Bretton Woods)’에

서 열린 유엔 회의 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던 

경제적인 화폐가치 절하를 방지하고 전 세계 국가의 경제적 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44개의 회원국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189개의 국

가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IMF 데이터(IMF Data) 웹사이트는 IMF에서 운용하

5) http://www.imf.org/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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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베이스로 각 국가의 환율, 대출,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무역 등 

전 세계 국가의 거시경제와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를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6)

2018년 4월, 39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성은 ‘Selected Online IMF Data Sources’ 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7)

[그림 5] Selected Online IMF Data Sources 페이지

6) IMF Data는 2015년도까지는 유료였으나 이후 무료로 전환되었다. 현재 The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AREAER)만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

7) http://www.imf.org/external/np/ds/matri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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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자주 이용되며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국제금융통계(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FS) 데이터베이스이

다.8) IFS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환율, GDP, 국제유동성(international liquidity), 통화

지표(monetary statistics), 물가, 노동, 금융, 정부 재정, 인구 등 전 세계 국제통화기

구 회원들의 각종 거시경제에 관련된 통계를 얻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1948

년 1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그림 6] 국제금융통계(IFS) 데이터베이스 

IMF 데이터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IMF 통계부(IMF

Statistics Department, STA)와 다른 국제기구나 공동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같이 제

공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쉽게 데이터의 신뢰성을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

구자가 연구목적에 맞는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 데이터베이스 윗줄에 배치된 옵션 중 QUERY를 이용하도록 한다(그림 

6. 참조). 사용자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거나 사용한 기록을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개인사용자 계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9)

8) IFS 데이터베이스 http://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179B
9) 개인사용자 어카운트 개설은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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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orld� Bank)10)

세계은행(World Bank)은 다른 상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개발도상국에 

임시 빈곤자 대출을 하는 목적으로 1946년 8월에 발족하였다. WDI 데이터베이스는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통계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11) 2000년대 초반까지

는 유료이용으로 CD-ROM으로 판매되었으나 이후 전부 무료화 되었다.12)

이 WDI 데이터베이스는 개발도상국의 정치, 교육, 환경, 사회 정의, 빈곤 등의 복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이고 신뢰할 만한 몇 안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예를 들어 

OECD iLibrary의 경우 회원국 중심의 자료를 주로 제공함으로 인해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이나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와 많은 남미 국가들-의 자료를 많이 보유하지 못

하고 있다. IMF Data의 경우에는 거시 경제 및 금융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므로 정치,

복지, 빈곤, 교육에 관련된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정치, 사회 문제에 관련된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WDI 데이터베이스가 

주로 사용된다. WDI의 모든 데이터는 1960년부터 시작된다. 월간이나 분기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으며 연간 데이터만을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국제정부기구의 데이터베이스들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경제기구, 국제통화기구, 세계은행에서는 회원국이 자국의 관련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 보고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데이터 수집에 기준이 되

는 표준들을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제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하

는 연구자들의 경우 각 국가의 공식적인 정부통계 데이터를 한 번에 습득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데이터들이 같은 표준을 이용하여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연구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

10)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11)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체 데이터서비스는 DataBank 라고 통칭한다. 그중 현재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istical Capacity Indicators, Education Statistics, Gender Statistics,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데이터 
뱅크의 모든 자료는 다음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12) 세계은행에서 출간하는 전자책과 연구보고서를 제공하는 World Bank eLibrary 전자도서관은 
유료서비스이다. https://elibrary.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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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계은행 WDI 데이터베이스

이들 국제기관은 단순히 회원국 정부의 공식 데이터를 수집,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관들이나 자체 통계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도 동시에 제공해 연구자가 

각 정부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존의 유료 데이터 서비스를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신뢰

할 만한 데이터를 손쉽게 습득하고 사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많은 국제기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 

국제기관의 데이터는 2차 대전 이후 1950년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제기관이 

1944년 브레턴 우즈 회의(Bretton Woods Conference) 이후 국제적․경제적․정치적 

협력을 위해 설립되었고, 2차 대전 이후 피폐해진 국가의 경제 복구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 통계자료 수집을 할 만한 여력을 1950년대까지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2차 대전 이전의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유용한 자료를 제

공하지 못한다. 둘째, 분기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대부분의 국제

기관 자료는 연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월별, 분기별 주기의 데이터가 

필요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관

의 데이터는 국가 단위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 군, 시 단위의 데이터를 사

용하기 원하는 연구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1950년대 이전 시기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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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 시 단위나 월별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한국학 관련 연구자에

게는 한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등 한국정부기관이나 한국 내 연

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2.2. 한국 내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2.2.1� 국가통계포털(KOSIS)13)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은 한국 통계청이 국내,

국제, 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그림 8] 한국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13) http://kosis.kr/index/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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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여 개의 국가 정부기관이 작성하는 1,000 여종의 국가공식 승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KOSIS가 제공하는 국내 통계는 인구/가구, 물가/가계, 농림/어업, 광

공업/에너지, 건설/주택/토지, 고용/임금, 교육/문화, 도소매/서비스, 보건/복지, 사회,

과학/환경, 교통/정보통신, 경기/기업경영, 국민계정/지역계정, 재정/금융, 무역/국제

수지와 같이 총 1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다. 국내 통계와 더불어 

지역자치단체의 생활환경 및 경영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통계들을 선정하여 지역 

간 평가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돕는 e-지방지표, 북한통계14)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

복 이전통계, 작성중지통계도 제공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더욱 상세한 통계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북한통계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 국내 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북한통계를 

수집하여 1995년부터 매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발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북한의 인구, 농림수산업, 대외거래, 경제 총량 등 14개 분야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

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는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라는 제목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모든 출판물은 PDF

파일 형태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그림 9] 통계청 북한통계 

14) http://kosis.kr/bukha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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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의 정부통계 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한국 통계청의 KOSIS 통계 서비스

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모든 국가정부 기관의 통계를 모

두 모아 한곳에서 볼 수 있고 모든 데이터가 무료이며15), 광복이전의 통계나 중지

된 통계, 북한의 통계 또한 모두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연구사서로서 

편리한 점 중 하나는 KOSIS가 영문버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문버

전에서는 웹사이트 상단 좌측에 위치한 Statistical Database를 통해 국내통계 영문버

전을 이용할 수 있다.

영문버전 KOSIS16)를 이용할 때 주의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같은 이름을 가진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한국어버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버전에서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는 인구

통계 데이터가 영문버전에서는 1960년대부터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북한통계, 광복

이전 통계, 중지된 통계는 한국어판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그림 1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영문버전)

15)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연방정부의 문서나 데이터는 모두 미국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나 지방
정부 데이터의 경우 법적으로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지방정부의 문서나 데이터는 유료로 판매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국가의 
통계 데이터가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16) http://kosis.kr/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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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통계데이터 수집 작성에 관련된 메타 데이터는 “통계표 정보" 라는 방식으

로 제공되는데 한국어버전의 KOSIS에서는 열람이 가능하지만 영문버전에서는 볼 

수 없다. 통계표 정보는 수집기간, 데이터의 출처, 데이터의 형태, 데이터 작성자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만든 이가 다른 연구자들을 위해 작성한 메모를 담고 있어 그 

데이터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려는 연구자에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한국학 사서들의 경우 영문버전을 사용하는 연구자에게 한국어버전의 

데이터에 첨부된 통계표 정보의 존재에 대해 연구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11] 통계표 정보의 예

2.2.2�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ECOS)17)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시스템(Economic Statistical System, ECOS)은 한국의 통화 및 

금리, 국민소득, 물가, 국제수지, 자금순환, 경기, 기업경영분석, 산업연관표 등 한국

17) https://ecos.bok.or.kr/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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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경제통계를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2004년 1월부터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그림 12]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영문버전)

ECOS 데이터는 간편검색, 복수통계 검색, 복수주기 검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

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연구자가 서로 다른 주기

(일, 월, 분기, 년 등)의 데이터를 검색하기를 원한다거나 국제기관이나 한국 통계청

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상세한 경제 통계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 이용하는 것을 권장

한다. 예를 들어 1971년 매달 과일의 물가를 알고 싶다면 통계청의 KOSIS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지만, 매달 사과, 바나나, 오렌지 각각의 물가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

기를 원한다면 한국은행의 ECOS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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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료이며 영문버전의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어 해외 연구자가 사용하기에도 용

이하다18).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주요 정기 통계 간행물(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

연보 등)도 엑셀 파일이나 PDF파일의 형태로 ECOS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2.2.3�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은 1983년 이인

표 재단이 설립한 비영리 사회과학 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이 자료원은 연구자

들이 만든 연구 데이터와 문헌을 함께 보존하는 서비스를 한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2016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흡수되어 자료 서비스와 통계 방법론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자료공유 협약을 한 27개의 국책 연구기관, 그리고 100여 명의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와 연구보고서, 논문들을 기탁하고 있다.

주로 정치, 경제, 심리, 교육, 문화 등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친 양적 및 질적 데이

터와 연구 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양적자료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와 

국제 사회조사(ISSP)를 포함하는 조사자료 1900여 데이터 세트와 사회 및 경제데이

터 1,900여 건을 소장하고 있다. 질적자료로는 지역 공동체, 정치 및 사회운동, 빈

곤, 해외이민자,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사회조사 관련 기록들이 텍스트, 오디오, 비

디오 파일의 형태로 200 여 건 등이 기탁되어 있다. 한국어버전과 영문버전이 제공

되고 있어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연구자들도 KOSSDA의 자료를 검색 및 이용할 

수 있다.

18) https://ecos.bok.or.kr/EIndex_e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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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영문버전)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에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데이터는 무료로 제공되지

만, 자료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한

국국제교류재단(Korean Foundation, KF)19)에 개인 계정을 만든 다음, 한국국제교류

재단 홈페이지의 KF-KOSSDA Social Science Data Service 링크20)에 접속해서 KOSSDA

개인 계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21). 해외 이용자의 경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 데이터를 사용할 때에도 항상 한국국제교류재단의 KF-KOSSDA Social

Science Data Service 링크를 통해 데이터에 접속해야 한다.

19) https://en.kf.or.kr 
20) http://en.kf.or.kr/?menuno=3830
21) 신청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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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KF-KOSSDA Social Science Data Service

3. 결론 

해외 연구사서들은 언제나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해오고 있지만, 연구자의 연구에 적합하며 신뢰할 만한 통계 데이터를 찾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는 소속기관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주로 수집,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에서 모두 찾기가 힘들다. 또한 1950년대 이전 데이터의 경우나 시도군 단위의 데

이터를 연구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기구의 데이터보다는 한국 통계청이

나 국내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

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연구자에게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나 통계청 

영문버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굳이 한국어버전의 통계청 웹사이트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과 같은 전문적인 통계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연구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 연구사서들은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과의 사전 컨설턴트 미팅을 통해서 연구

자의 연구에 대한 충분한 대화 후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추천하기를 제안한다.



2017 한국학 사서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 한국학 연구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41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해외 연구자들의 다양한 형태의 한국 관련 데이터를 연구

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반면, 한국정부나 국내 연구기관의 데이터나 정부 

자료 중 영문으로 번역되어 해외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양은 아직 제한적이다. 따

라서, 한국 통계 자료를 해외 연구자들이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활동

하고 있는 한국학 사서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국제기관,

한국정부 그리고 한국 내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해외 한국학

사서들과 한국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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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및 운영 현황

문효진(Moon Jin)

한국학 및 일본학 주제사서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이 글은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소개와 

한국학의 역사, 도서관 소장자료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한 글이다.

1.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소개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는 1960년에 설립되었고,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일곱 

번째 캠퍼스다. 캠퍼스는 1903년에 설립된 라호야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Scripps

Institute of Oceanography)를 중심으로 해양학, 지질학 관련 모든 과학 연구에 이어 

수학과 공학을 포함하여 확장되었다. 몇 년에 걸쳐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는 

연구 중심의 기관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캠퍼스가 확장되어 1960년대와 1970년대

에 르벨(Revelle), 뮤어(Muir), 마셜(Marshall), 워런(Warren) 그리고 그 후에 루스벨트

(Roosevelt)와 식스칼리지(Sixth College)가 설립되어 현재 6개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학은 그 대학이 이름 붙여진 인물에 맞는 독특한 주제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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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는 캠퍼스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캠퍼스를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

이고에서는 “학생들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포괄적이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육성하며,

연구 역량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첨단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른 전략 계획서에 아래와 같이 5가지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1).

• 다양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학생을 육성하는 교육 및 전반적인 경험 제공

• 열린 대화를 존중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대학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담대한 행동들을 시도

• 지식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분야를 형성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발견을 전

파하는 협력과 학제 간 연구 문화를 육성하고 지원

• 지역 및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경제 개발, 공유 번영, 사

회 및 문화적 풍요 지원 및 촉진

• 서비스, 인력 및 재무 책임에 대한 헌신을 보장하여 민첩하고 지속 가능하며 

지원받는 인프라 구축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는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대학 순위(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에서 세계 공립대학교 상위 5위, 미국 뉴스&

세계 보고서(U.S. News & World Report)에서는 10위 안에 드는 등 여러 세계적 및 

국가적으로 상위권에 들었다. 이 대학이 설립될 당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위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어 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 “Re-Visioning Our Campus: Unified Goals Propel Progress,” https://plan.ucsd.edu/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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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하늘에서 찍은 샌디에이고 캠퍼스2)

현재 예술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경영학, 생명공학에서 120개 이상의 학

사 학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도 있으며 전문대학에서 운영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는데 이는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의학대학(School of Medicine), 국제대학(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제이콥스 공학 전문대학(Jacobs School of Engineering), 래이디 경영전문대

학(Rady School of Management)이 있다. 2017년에는 3만 6천 명 이상의 학부생과 대

학원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는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 수

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 사무소(International Students & Program

Office)는 매년 가을,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의 수를 보여 주는 분기별 스냅샷3)을 

발표한다(표 1). 이 표에 따르면, 2016년까지 중국 학생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으

2) UC San Diego Publications, “Aerial wide side of UC San Diego Campus,” 
https://ucpa.ucsd.edu/resources/image-library/places

3) “Quarterly Snapshots” http://ispo.ucsd.edu/about/publications-reports/index.html#Quarterly-Snapsh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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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어 한국 학생 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표 2). 또한 분기별 스냅샷에 의하면, 외

국인 학생이 많이 입학하는 상위 3개의 학과 및 전문학교는 제이콥스 공학 전문대

학(2,578), 사회과학(2,134), 물리학(1,704)이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는 국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수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Annual Student Profile

International Undergraduate International Graduate Total enrolled at UCSD

2013 2,740 1,416 30,310

2014 3,494 1,684 31,052

2015 4,294 2,115 33,735

2016 5,240 2,698 33,911

2017 5,368 2,939 36,624

[표 1] 국제 학생 프로그램 사무소의 연간 학생 프로필(2013-2017)

Top 3 Countries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Top 1 Top 2 Top 3

2013 China (1,893) South Korea (573) Indian (251)

2014 China (2,691) South Korea (573) India (331)

2015 China (3,569) South Korea (573) India (518)

2016 China (4,656) India (715) South Korea (607)

2017 China (5,028) India (747) South Korea (513)

[표 2] 국제 학생 인구 상위 3개국 (2013-2017)

2. 한국학 및 한국 관련 프로그램 개발

2.1 국제학 태평양학 대학원(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cific Studies)

1988년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는 국제학 태평양학 대학원(이하 IR/P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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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했으며, 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 최초의 국제학 전문 대학이다4). 이 학교는 

환태평양 지역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기술,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외교, 공공 서비스 및 기타 분야에서의 지도자 위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IR/PS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고, 대학에서 인정받기 위해 한국을 탐구하는 여러 행사와 콘퍼런스를 개최했

다. 이들은 록펠러 브라더스 기금, 루스 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증가하는 지원과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마침내 

1989년에 IR/PS는 로렌스 크라우스(Lawrence Krause) 교수의 지도 아래 한국-태평양 

연구 프로그램(Korea-Pacific Studies Program)을 창설했으며, 한국 경제, 정치, 문화와 

언어 프로그램 과정을 포함하였다5). 한국-태평양 연구 프로그램은 정책 문제,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 맥락에서 한국을 이

해하고자 했다. 아래는 한국-태평양 연구 프로그램이 주최한 행사 중 일부이다.

• October 12, 1987. “Competing in the Pacific Rim: Reassessing Trad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Japan, South Korea, and China”

• February 7, 1989. “Korea’s Leap to Maturity”

• June 22, 1994. Conference. “Industrial Alliances between U.S. and Korea”

• March 6-7, 1998. Conference. “Latin America and the Pacific Rim”

• October 23, 2013. “Trustpolitik: A Way Forward on the Korean Peninsula?”

Jongjoo Lee, Ministry of Unification

한국-태평양 프로그램은 한국과 북한의 국제 관계, 정치, 정책, 경제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다.

2015년에는 국제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신기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글로벌 정책 전략 학교(School of Global Policy & Strategy)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대

4) “UCSD inaugurates Graduate School of IR/PS,” Library Digital Collections https://library.ucsd. 
edu/dc/object/bb6963797c

5) “Gift of $50,000 made to Korean Studies Program at UCSD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cific Studies,” Library Digital Collections https://library.ucsd.edu/dc/object/ 
bb9045707x/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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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는 국제학 학사, 국제학 석사, 공공 정책 석

사, 중국 경제 정치학 석사, 국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제공하고 있다.

2.2 한국학(Transnational Korean Studies Program)

1999년에 문학부로 옮겨진 한국어 프로그램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2010

년 토드 헨리(Todd Henry)는 역사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캘리포니아대학교 샌

디에이고에서 첫 한국사 교수와 근대 한국사 전문가가 되었다. 2010년 이전에는, 한

국학은 일반적인 아시아 관련 강의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정기적으로 제공되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역사학과에서 근현대 한국사, 1800-1945(Modern Korea, 1800-1945),

그리고 두 개의 코리아, 1945-현재(Two Koreas, 1945 to present)와 같은 한국 중심의 

역사 강의를 선보였다. 토드 헨리 교수는 캠퍼스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5년간의 보조금을 받았다.

[사진 2] 한국학 사이트6)

6) Transnational Korean Studies website. http://koreanstudies.ucs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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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조금으로 그는 2013년에 한국학을 시작하였고 다른 부서 교수진들을 동원하

여 한국의 인류학, 커뮤니케이션,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으로 한국에 대해 

가르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런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만의 독

특한 교육방식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한국의 다양한 면을 배울 수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부전공 과정만 있고, 한국어 또는 한국학 관련 강의에서 최

소 28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승인된 강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Ⅰ. History

• HIEA 150. Modern Korea, 1800-1945

• HIEA 151. The Two Koreas, 1945-Present

• HIEA 152. Histories and Cultures of the Modern Korean Diaspora

• HIEA 153. Social and Cultural History of Twentieth-Century Korea

Ⅱ. Literature

• LTEA 140. Modern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from Colonial Period

• LTEA 142. Korean Film, Literature, and Popular Culture

• LTEA 143. Gender and Sexuality i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 Readings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Ⅲ. Korean Language Courses

• LTKO 1 A-B-C. Beginning Korean

• LTKO 2 A-B-C. Intermediate Korean

• LTKO 3 A-B-C. Advanced Korean

• LTKO 11 Conversation Workshop

Ⅳ. Korean Politics and Security

• GPPS 484. Korean Politics

• GPEC 485. Korean Economy

Ⅴ. Korea-Related courses

• LTCS 133. Globalization and Culture

• HILD 10.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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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N 20. Introduction to Asian American History

• ANTH 44. Gender, Secularity, and New Media Fandom in the Korean Wave

• SOCI 133. Im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표 3] 한국학 부전공 학생 수

한국학 프로그램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

지 졸업한 학생 수는 12명이고, 2018년도 봄 학기 기준으로 등록한 학생은 26명이

다. 비록 이 프로그램은 부전공 과정만 있지만,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한국

학은 많은 학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아래는 한국학이 주최한 행사 중 일부이다.

• January 30, 2014. “The Human Consequences of Totalitarianism,” Adam Johnson,

Professor of English, Stanford University

• February 13, 2014. “South Korea's Experience of Government Innovation, Past &

Present,” Chang-Hyun Cho, Professor Emeritus, Hanyang University

• October 30, 2014. “Living on Your Own: Single Women, Rental Housing, and

Post-Revolutionary Affect in Contemporary South Korea,” Jesook Song, Professor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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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il 9, 2015. “The Structure of Protest Cycles: Contagion and Cohesion in South

Korea's Democracy Movement,” Paul Chang, Assistant Professor of Sociology, Harvard

University

• November 3, 2015. “The Disappearance of a “Lesbian Park”: Space, Gender, and

Sexuality in Contemporary Seoul,” Layoung Park, AKS Postdoctoral Fellow, UC

San Diego

• April 18, 2016. “The Japan-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Scott Snyder, Director of Program on U.S.-Korea Polic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May 23, 2016. “Seoul and the Emergence of Landscape and Cuisine in Contemporary

Korean Media: Across Shifting Borders to Displaced Spectators,” Ellie Choi, Assistant

Professor of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Intellectual History, Cornell University

• October 6, 2016. “Daunting Challenges, Dynamic Changes:20th Century Korean Art,”

Youngna Kim, Professor Emerita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 February 15, 2017. “Understanding the Melancholia Epidemic: The Case of Hallyu

(the Korean Wave) Fans,” Ingyu Oh, Professor of Hallyu Studies, Korea University

한국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역사학과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한국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학생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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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도서관

[사진 3] 가이젤 도서관과 닥터 수스상7)

현재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는 가이젤 도서관(Geisel Library)과 생의학 

도서관(Biomedical Library)이 있다. 2011년에 캠퍼스의 도서관들을 통합하기로 결정

하여 지금은 이 두 개의 도서관만 남아있다. 통합 전에는 IR/PS 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개의 도서관들이 있었다. 통합 과정에서 도서관은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

고, 몇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사진 4]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

고 도서관의 현재 조직도이다.

7) Jepsen, Erik. “Dr. Seuss sculpture outside Geisel Library” https://ucpa.ucsd.edu/resources/ 
image-library/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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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도서관 조직도

가이젤 도서관은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의 중앙 도서관이다. 대부분의 직

원들이 이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1970년에 캠

퍼스의 중심에 세워진 독특한 브루랄리즘 건축물은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

정받고 있다. 건물은 8층까지 있지만 3층이 없으며, 입구가 2층에 위치하고 있어 가

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준다. 1993년에 확장하여 동서동이 추가되었고 지금의 도

서관이 되었다.

닥터 수스(Dr. Seuss)로 더 잘 알려진 오드리(Audrey)와 테오도르 수스 가이젤

(Theodor Seuss Geisel)의 이름을 딴 가이젤 도서관은 캠퍼스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맨드빌 스페셜 컬렉션과 아카이브(Mandeville Special Collection and Archives), 해양학 

컬렉션(Oceanography Collection), 멜라네시아와 태평양학 컬렉션(Melanesian and Pacific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및 운영 현황  53

Island Studies Collection), 동아시아 컬렉션(East Asian Collection) 등을 포함한 다양한 

컬렉션과 다양한 인문계,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응용과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의 디지털 도서 컬렉션(Library Digital Collection)

은 이미지, 비디오, 음성 녹음, 원문, 지도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한 150개 이상의 디지털 

컬렉션이 있다. 디지털 컬렉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r. Seuss Collection

• Holocaust Living History Workshop

• Leo Szilard Papers

• North Korean Propaganda Posters

• Papua New Guinea Patrol Reports

• Paul Blackburn Audio Collection

• San Diego History Collection

• Spanish Civil War Collection

도서관은 대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

며, 지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모든 사람을 환영

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이용자 친화적인 장소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학습할 것을 권장하며 학생, 교수진 및 광범위한 커뮤니티의 

연구와 강의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서관 이용시간은 날짜와 시험 기간에 따라 다르다.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

지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금요일은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

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우리 도서

관은 별도의 24시간 운영되는 야간 학습 공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서고가 폐쇄

된다. 대출 기간도 소속 유형과 자료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학부 학생들은 가이젤 

도서관에서 최대 200권의 도서를 90일 동안 대출할 수 있고 6회 연장이 가능하며,

미디어 자료는 도서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대학원생들은 최대 200권의 도서를 

365일 동안 대출할 수 있고 6번의 연장이 가능하며, 미디어 자료는 일주일간 대출

할 수 있다. 교수진은 대학원생들과 이용 규정이 비슷하지만 최대 500권을 대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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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모든 자료들은 다른 이용자가 대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된 자료의 

대출기간은 최대 2주이다.

2017년 가이젤 도서관에 하루 평균 6,132명이 방문했고, 출입구 통과는 210만 번,

소장 자료 27만 건이 대출되었으며, 전자자료는 1,000만 건이 이용되었다8).

4. 동아시아 장서

국제학 태평양학 대학원(IR/PS)의 설립이 보여주듯이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동아시아 장서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장서는 중앙

도서관(현재의 가이젤 도서관) 6층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90년에 IR/PS 도서관으

로 이관되었다. 그 당시, 동아시아 장서는 2개의 장서로 나누어 수집되었다. IR/PS

도서관은 한․중․일 경제학, 현대 정치학, 국제 관계 분야를 수집하였고, 한․중․

일 사회과학 및 인문학 자료는 중앙 도서관 4층에 수집되었다9). 2011년에 통합 프

로젝트를 통해 IR/PS 도서관이 가이젤 도서관으로 통합되었고 지금은 4층 전체에 

한․중․일 자료만 주제별로 배치되어있다.

4.1 한국학 컬렉션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IR/PS의 한국-태평양 프로그램 초대 이사인 로렌스 

크라우스(Lawrence Krause)의 도움으로 한국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IR/PS가 설립된 이후에도 한국 장서는 다소 느리게 성장했다. 한국 인문학 교수의 

부족과 한국어에 중점을 둔 인문학 박사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장서개발은 

중국과 일본의 장서개발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10). 중국 장서와 일본 장서는 

8) “UC San Diego Library Annual Report 2016-2017,” https://library.ucsd.edu/_files/about/ 
documents/fy16-17library-ar.pdf

9) Cheng, Jim. Aiming for Unique and Outstanding Collections: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nalysis of East Asian Collection Developmen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g2. https://escholarship.org/content/qt73n3t5bk/qt73n3t5bk.pdf

10) Cheng, Jim. Aiming for Unique and Outstanding Collections: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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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서들에 의해 수집되었지만, 그 당시 한국 담당 사서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

에 한국 장서는 주로 기증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에 한국국제교류재

단이 한국 경제, 기업, 정치, 문화, 통일 분야에서 741개의 한국어 자료를 기증했고 

2006년에는 대한체육회의 김정길 박사가 $10,000를 기부하였다11). 이러한 기부가 

한국 장서의 구성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몇몇 사서들이 한국 장서의 발전에 기여했다. 1990년에 IR/PS 사서

로 고용된 마리안느 라일리(Maryanne Reilly)는 몇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해 책

을 구입하는 등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의 한국 장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

다. 또한 마리안느는 한국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한국어 정기간행물 구독을 시작했

다. 마리안느가 떠난 후 한국어 자료를 수집하는 전담 사서가 없었지만, 한국어와 

한국에 관련된 영어책을 계속 구매했다. 그 당시 IR/PS 도서관은 을유문화사와 

사전승인 수서(Approval Plan)12)를 지정하여 IR/PS에 관련된 한국어 자료를 수집하려

했지만, 이 계획은 2년 동안만 유효했다. 1998년에 임용된 일본학 사서인 사나에 

이스즈우미(Sanae Isuzumi)는 그녀의 업무 시간 중 한국 자료 수집에 10%를 할애

하였다. 사나에가 은퇴한 뒤, 일본학 사서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사회과학 분야의 

장서 수집 책임자인 에나리스 스클라르(Annelise Sklar)와 미국 역사학 사서인 해럴드

콜슨(Harold Colson)이 한국 장서 수집 업무를 맡았다. 나의 경우 2015년에 한국학-

일본학 사서로 임명되고 50대 50의 시간을 한국과 일본 자료 구성에 할애하였다.

현재 한국학-일본학 사서로서, 수서/장서 개발, 지침, 아웃 리치 및 참고 봉사 업무

(Acquisition/Collection Development, Instruction, Outreach, and Reference)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에는 한국어 편목 사서(technical services Librarian)가 없어 한국어

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에게 의존하여 목록(카탈로그) 업무를 하고 있다. 학생은 

복본 목록 작업(copy cataloging)만 하고 원목(original cataloging)작업은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Analysis of East Asian Collection Developmen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g2.
11) Cheng, Jim. Aiming for Unique and Outstanding Collections: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nalysis of East Asian Collection Developmen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g4.
12) 사전 승인 수서: 도서관에서 도서 범위와 예산을 설정하고 출판사/회사에서 자료를 선정하고 

도서관으로 배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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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동아시아 장서와 함께 한국학 장서도 크게 성장하였다. [표 3]은 캘리포

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중․일 자료의 통계이다13).

 중국(권) 일본(권) 한국(권) 총합(권)

1998 52,191 36,171 4,558 92,920

1999 53,992 38,794 4,558 97,344

2000 56,636 40,773 5,001 102,410

2001 59,110 43,480 5,223 107,813

2002 62,213 46,523 5,507 114,243

2003 67,337 48,845 5,540 121,722

2004 71,045 51,447 5,585 128,077

2005 76,917 53,844 5,712 136,473

2006 81,558 55,337 6,223 143,118

2007 85,330 56,850 6,630 148,810

2008 88,227 58,843 6,694 153,764

2009 90,999 60,683 6,745 158,427

2010 61,271 62,878 5,427 129,576

2011 63,988 64,068 5,453 133,509

2012 64,565 65,209 5,507 135,281

2013 66,524 66,807 5,566 138,897

2014 68,238 68,445 5,865 142,548

2015 70,244 69,609 6,885 146,738

2016 72,388 70,703 8,199 151,290

2017 75,177 71,682 9,057 155,916

[표 3] CEAL통계 데이터에서 한․중․일 보유자료 통계(1998-2017)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장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학과 한국-태평양 프로그램은 강한 추진력으로 한국 프로그램과 한국 

장서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학-일본학 사서인 나는 교수진 및 학생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의 관심사와 연구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13) CEAL Statistics Data. https://ceal.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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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서 범위

한국학과를 생각할 때 예술과 인문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캘리포니

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서의 한국학은 정치학과 사회학을 강조하고 다음으로 예술과 

인문학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의 장서 또한 교수진과 학생들이 수행하는 연구 위주

로 개발하고 있다. 한국학 일본학 사서로서 한국어와 영문 자료를 수집하고는 있지

만, 한국어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다음은 장서 수집 범위의 지침이다.

• Korean economics and business

• Korean Security (military science)

• Government and politics (including election systems)

• North Korean politics, policies, economics, and business

• History of Korea, focusing on 1800 to present

• Korean sociology (family structure, immigration, labor issues, diaspora)

• Gender studies

• Films

• Korean architecture

• Modern Korean literature from 1945 to present

• Hallyu/Kpop

현재 집중적으로 수집되는 분야는 성 연구(페미니즘, LGBTQIA)와 한국인 디아스

포라, 북한 관련 자료 등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 중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학생

들이 그들의 분야와 관련된 논문을 찾기 위해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국학 사서인 나는 책을 구입하고, 연구 질문에 답하며, 적극적으로 참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이 두 가지 프로그램(한국학 / 한국-태평양 프로그램)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누리미디어 출판사의 데이터베이스 이용 통계에 따르면,

STEM 관련 저널은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14).

14) 2017 usage data of Nurimedia for UCSD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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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저널 발행인 다운로드

1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45

2 종양간호학회지 대한종양간호학회 28

3 경제와사회 비판사회학회 23

4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철도학회 21

5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20

6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 20

7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서울저널) 19

8 페미니즘 연구 한국여성연구소 19

9 만주연구 만주학회 19

10 Muslim-Christian Encounte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18

11 인물과사상 인물과사상사 17

12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 16

13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16

1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통신학회 14

15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대한토목학회 14

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대한기계학회 13

17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한국지반환경공학회 13

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13

19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12

20 대한토목학회논문집 A 대한토목학회 12

[표 4] 2017년 누리미디어 사용 통계

4.3 주목할 만한 한국학 컬렉션

한국 장서는 비교적 최신이지만, 저명한 두 가지 컬렉션이 있는데 영화 컬렉션과 

북한의 선전용 포스터 컬렉션이다. 영화 컬렉션은 DVD와 VHS 형식으로 한국 영화

와 북한 영화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영화의 경우, 한국의 사회 문제에 관한 다큐멘

터리와 독립 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발행

된 250편 이상의 북한 영화가 있다. 몇몇 영화는 발행 일자가 적혀 있지 않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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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기 어렵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북한 영화들 중 일부에 영

어 자막이 수록되어있다.

2008년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서는 『한국, 북한, 남한: 영화의 관점』이라

는 제목의 한국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에서 북한에서 제작된 현대 영화 중 가

장 대표적인 영화 5편, UC 대학의 학자들이 선정한 한국 영화 5편이 상영되었다15).

상영한 영화는 다음과 같다.

• Blood-Stained Woodblock (북한)

• Hong Gil Dong (북한)

• O My Love (북한)

• Our Lifeline (북한)

• Our Fragrance (북한)

• To the Starry Island (한국)

• Peppermint Candy (한국)

• Welcome to Dongmakgol (한국)

• Woman on the Beach (한국)

• May 18 (한국)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서는 한국 영화제가 계속 

열리고 있다. GPS 한인학생회인 ‘만남’은 매년 한국 영화제를 주최하며 도서관과 

협력하여 올해의 주제와 영화를 선정한다.

또한 도서관은 66개의 북한 선전 포스터를 구입하여 디지털화하였다. 이 포스터

들은 1985년부터 2002년에 만수대창작사16)에서 손으로 그린 복제품들이다. 이 수집

품은 중국의 선전 포스터와 함께 사용되며 도서관의 디지털 도서관 웹 사이트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다.

15) Jennings, Jan. “Film Festival to Explore Diversity of Korea, North and South, Jan. 25-27 at 
UC San Diego,” http://ucsdnews.ucsd.edu/archive/newsrel/events/12-07KoreaNorthAndSouth.html

16) 북한 미술 분야 집단창작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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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서 검색한 북한 선전 포스터17)

5. 동향 및 미래 계획

한류로 인해 한국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는 한국이나 한국어에 대해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도서관 추세 중 하나는 한․중․일 언어의 수준별 독서 컬

렉션이다. 많은 대학들이 언어 학습을 위해 수준별 독서를 수집하고 있고, 이 컬렉

션에는 언어학 교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따르고 있다. 일본어과 중국어 자

료 같은 경우 출판사가 읽기 자료의 독해 수준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한국어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 중국학 담당 사서와 한국학과 일본학 담당 사서인 나는 도

서관 4층에 이 컬렉션을 위해 자리를 확보하고, ‘한․중․일 읽기 컬렉션'으로 지정

했다. 이 컬렉션은 2018년 가을학기까지 서가에 곧 배치될 예정이다.

17) Library Digital Collection. https://library.ucsd.edu/dc/search?f%5Bcollection_sim%5D%5B%5D= 
North+Korean+Propaganda+Posters&id=bb64179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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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4층에서 준비하고 있는 한․중․일 읽기 컬렉션18)

가이젤 도서관은 독특하고 강력한 컬렉션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영화와 한국 영

화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것이다. 이 컬렉션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배우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큐멘터리와 영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최근 교수진이 추천한 

영역 중 하나는 K-POP과 관련된 콘서트 및 팬미팅 DVD로 한국의 패키지에 사용

된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한국 팬들의 문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자 자료를 확장해 갈 예정이다. 현재 동아시아 장서가 4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서관에서는 가장 작은 층이다. 한정된 공간과 전자 자료

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많은 도서관 자원이 데이터베이스 및 패키지로 

변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학 관련된 전자 자료는 범위가 넓지 않지만, 디지털 

분야로 진출하려는 소규모 업체들이 있다.

18) Moon,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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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현재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의 한국 장서는 한국학 프로그램들과 함께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학 자료는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교수진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연구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도서관에 흥미로운 분

야의 주제를 가져온다. 나는 이 교수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많은 도서관 이용자에

게 유익하고 독특한 컬렉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향

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도서관은 이용자

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혁신적이어야 하며 다른 

도서관, 부서, 단체들과 협력하여 도서관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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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llection at Cornell University

You Lee Chun

Korean Collection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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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Korean Collection at Cornell University

Library. To provide context for the Korean Collection, the paper first gives an overview

of Cornell University and its library system, followed by a description of the Korean

Studies and related programs. It then describes the Asian Collection and its Korean

Collection, including highlights of the collection.

1. Cornell University

Located in Ithaca, New York, Cornell is both a private Ivy League university and the

land-grant university for New York State. It was founded in 1865 by Ezra Cornell and

Andrew Dickson White.

As a land-grant university, the history of Cornell dates back to 1862 when President

Abraham Lincoln signed the Morrill Act. Later, on April 27, 1865, Cornell’s Charter was

signed by New York State Governor Reuben E. Fenton. The Charter reflects Ezra Cornell

and Andrew Dickson White’s ideals regarding education by establishing Cornell as non-sectarian

and coeducational, welcoming anyone regardless of sex, race, religion, or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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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e Charter1) deliberately features the gender-neutral term

“person.” Cornell University was a pioneer in coeducation, admitting a woman as early

as 18702) and building a women’s dormitory in 1875. Cornell University is also notable

for admitting students of color as early as 1869.3) In addition, Cornell also provided more

than 120 degrees to foreign students within its first 20 years.4)

The Cornell curriculum has been diverse since its inception, ranging from modern history

and political science to applied mechanics. It is noteworthy that Cornell was the first

U.S. university to offer a major in American Studies. It became the first university to

teach Far Eastern languages in 1870.5)

This founding principle of inclusion and diversity was publicly addressed during the

inaugural speech by Ezra Cornell on October 7, 1868, “I would found an institution where

any person can find any instruction in any study.” This became Cornell’s motto.

Source: https://www.cornell.edu/assets/images/about/barnes-hall-tower-view-1280x720.jpg
[Picture 1] Cornell University, view of campus from Barnes Hall Tower

1) Charter of Cornell University, 1965 (Text of the Cornell University Charter as it appears 
in the publication Laws and documents relating to Cornell University 1862-1883). 
http://rmc.library.cornell.edu/cornell150/exhibition/charter/cu_charter.pdf

2) Cornell University Library. “150 Ways to Say Cornell.” http://rmc.library.cornell.edu/cornell150/ 
exhibition/sexcolor/index.html

3) Cornell University Library. “150 Ways to Say Cornell.” http://rmc.library.cornell.edu/cornell150/ 
exhibition/anystudent/index.html

4) Cornell University Library. “The Ezra Cornell Bicentennial.” http://rmc.library.cornell.edu/ezra/ 
exhibition/anyperson/index.html

5)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Facts.” Cornell University. https://www.cornell.edu/about/facts.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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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Cornell, is well known as a research university for its top-ranked College of

Veterinary and Medicine, Hotel Administration, College of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programs. It consists of 14 colleges and schools, including undergraduate, graduate, and

professional units in Ithaca, medical graduate and professional units in New York City

and in Doha, Qatar, and the Cornell Tech campus in New York City. As of fall 2017,

Cornell is home to about 23,000 students, 1,650 faculty, and 8,200 staff members. It

serves more than 5,000 international students from 115 countries.6) More than 60%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are from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and Korea, and

this trend continues to increase.

2. Cornell University Library

Both of the founders, Ezra Cornell and Andrew Dickson White,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libraries. In 1864, one year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Cornell University, Ezra

Cornell founded the Cornell Public Library. Andrew Dickson White, Cornell’s first president,

viewed a great library as the heart of the university he helped to establish.

When Cornell University opened in 1868, White appointed Daniel Willard Fiske as its first

librarian. Fiske later adopted a few novel ideas: the library was available to undergraduates

as well as faculty, and was open nine hours per day, longer than any other library in the

country. Besides these progressive notions, he continued to contribute even after his death

by donating his invaluable Icelandic, Dante, Petrarch, and Rhaeto-Romanic collections to

the library.

Cornell’s first president also donated his personal collection of 30,000 books from the

areas of architecture, witchcraft, and the French revolutions that he had gathered over

his lifetime. This donation came at a time when the library held roughly 90,000 volumes,

6)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Offices, Cornell University. “2017-2018 Annual Statistics.” 
https://isso.cornell.edu/sites/isso.cornell.edu/files/isso/documents/Stats17-18.pdf



70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19 (September 2018)

and it formed the core of its collections. The collection was originally housed in a large,

three-story room in Uris Library, the Andrew Dickson White Reading Room (Picture 2).

This room is still considered one of the most beautiful library spaces in the country, or

even the world.

[Picture 2] AD White Reading Room at Uris Library (photo by Carla DeMello, CUL)

Based on the founding collections, the library holdings have expanded rapidly ever

since. The Cornell University library currently holds over 8.9 million physical volumes

and more than 1.5 million eBooks, encompassing a diverse range of fields ranging from

astronomy to the classics, viticulture to Southeast Asian studies. Furthermore, close to 6

million journal article downloads are performed per year (2016/2017), and 92 percent of

the 139,900 current serial titles are available online. The library system overall sees

upwards of four million in-person visits per year.7)

7) Cornell University Library. “Cornell University Library Statistical Trends 2011/12-2016-2017,” 2018,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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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ll University maintains 18 libraries, including two virtual libraries. The Engineering

library and the Physical Sciences library house their entire collections online or off-site,

but provide students with reference librarians and spaces for solo or collaborative work.

Embracing innovation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at Cornell University Library. The

Library hosts arXiv,8) repository of e-prints in Physics,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Qualitative Biology, Quantitative Finance, Statistics, Electrical Engineering and Systems

Science, and Economics, providing access to more than 1,300,000 preprints. It is also an

active participant in developing FOLIO (Future of Libraries is Open),9) an open-source

library management services platform expected to be installed in the summer of 2019 to

replace Voyager ILS.

Cornell University Library strives to provide innovative services, extensive collections,

and staff expertise.

3. Asian Studies at Cornell University

3.1 Department of Asian Studies

The roots of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first appeared in 1938, when Professor

Knight Biggerstaff was appointed to teach Chinese history through the Department of

History. The Department of Far Eastern Studies was organized in 1946. It was later renamed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in 1962 to more accurately reflect the growing number

of scholars whose research areas reached beyond the “Far East.”10)

Between 1946 and the 1970s, a period when Asian Studies was a relatively small part

of the university, the department developed its foundation and helped nurture the work

8) https://arxiv.org/
9) https://www.folio.org/
10)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Cornell University. “The First Seventy Years, 1946-2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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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aculty members from other departments.

The department continued to grow during the 1970s and 1980s and through the late

1990s. It began to extend into various academic subjects. With the spreading research

areas of scholars, questions about the department’s identity were examined and eventually

the department came to define itself as a place for “Asian humanities.”

In 1999, all modern Asian language programs were integrated into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This has given the department a distinctive profile in which language

instruction is a foundation of academic knowledge on Asia.

Currently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offers instruction covering three regions of

Asia: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Southeast Asia (Vietnam, Cambodia, Thailand,

Myanmar, the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Laos, and Brunei), and South

Asia (India, Pakistan, Nepal, Sri Lanka, Bangladesh, Bhutan, and Sikkim). It is the home

for instruction in the languages, literature, religions, cultures, and intellectual histories of

Asian societies.

Undergraduate students can major in Asian Studies or minor in East Asian Studies,

South Asian Studies or Southeast Asian Studies. The department offers two graduate

programs: Asian Studies (MA) and Asian Literature, Religion, and Culture (MA/PhD).11)

3.2 East Asia Program

Beginning in the 1950s, three area programs emerged from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as centers of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the Southeast Asia Program, the

South Asia Program, and the East Asia Program.

Like other institutions, East Asian Studies at Cornell expanded at a rapid pace after

World War II. The East Asia program originated as the China program in 1950 when

Professor Biggerstaff brought together five associated faculty members.

In 1972, the China Program changed its name to the China-Japan Program. Finally, in

11)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Cornell University.  http://asianstudies.cornel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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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the China-Japan Program was expanded into the East Asia Program with the

addition of the Korean program.

Cornell’s EAP is well known for its publication Cornell East Asia Series, which

covers topics in history, culture, society, and translation of literary works.

Cornell’s East Asia Program (EAP) serves as a campus-wide hub for research, teaching,

and outreach on East Asia, bringing together faculty from other departments. Today, the

EAP draws upon a membership of 39 core faculty and 57 affiliated and associated faculty

from ten of Cornell's twelve schools and colleges.12)

3.3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at Cornell began with the arrival of Professor David McCann in 1976.

In 1987, Professor John Whitman was hired in the Linguistics Department. After Professor

McCann left for Harvard in 1997,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recruited a junior

faculty member with support from the Korea Found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Department also supported another faculty member whose research area is in Korea.

From 2001 to 2008, Korean Studies at Cornell seemed to be laying a solid foundation.

Three scholars, one in Linguistics, one in Social Sciences and one in Humanities, offered

various courses related to Korea and the Korean language. There were once about 38

Korea-related events on campus per year. Nevertheless, Korean Studies at Cornell has

yet to hire a full-time, tenured track faculty due to the frequent turnover of junior faculty

members. As a partial solution, the Korea Foundation partnered with the East Asia Program

to sponsor visiting scholars from Korea to teach Korea-related courses at Cornell University

from 2015 to 2017.

Today, three faculty members, one professor and two language lecturers, offer an

average of nine courses per year.

12) 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https://eap.einaudi.cornel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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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Korean language courses

The first Korean language course was offered in 1989, one year after the Korean

program was added to the East Asia Program through the efforts of Professor John

Whitman from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Ms. Hairhin Diffloth.

By gradually adding upper-level courses throughout the years,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currently offers Korean language study at four levels: Elementary, Intermediate,

High-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The Elementary and Intermediate level courses are in two tracks: Heritage and

Non-Heritage.

Figure 1 shows the trend of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Korean Language

Courses from 1999 to 2017. The number of students has been increasing over the years.

Immediately after the advanced Korean course was offered, student enrollment quickly

passed 140.

[Figure 1] Trend of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Korean language courses 

Please note that data between 2010 and 2012 is 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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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hows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Heritage and Non-heritage courses by

year. The number of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Non-heritage courses has recently

increased rapidly. This trend is evident not only at Cornell, but also at many other

institutions due to the growing global popularity of South Korean culture through the

Korean Wave (Hallyu).

[Figure 2] Trend of number of students for Heritage vs. Non-heritage courses

Please note that data between 2010 and 2012 is missing

4. East Asia Collections

Cornell’s Asia Collection is composed of three distinct collections: the Wason Collection

(East Asia Collection), Echols Collection (Southeast Asia Collection), and South Asia

Collection. This section mainly describes the Wason Collection.

In 1902 Cornell University Library officially began to collect books on East Asia, and

ten years later roughly 350 volumes of Chinese language books were donated by the

Chinese students at Cornell. This was six years before Charles W. Wason donated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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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collection to the library.

Wason, a Cornell alumnus from 1886, travelled to China and Japan with his wife in 1903

and developed a deep interest in China. He eventually began collecting Western-language

works on China with the desire “to bring China and the U.S. into closer intellectual

relations.”13) Wason amassed over 9,000 volumes, including 550 manuscripts bound in

55 volumes, about 750 pamphlets, files of thirty-seven English-language periodicals

published in China, documents, drawings, maps, and other materials.14)

Wason passed away on April 15, 1918. As announced in February of that year at a

gathering of Cornell alumni, Wason bequeathed his unique collection to Cornell, along

with an endowment for its future care and supplementation. This year, Cornell University

Library is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Wason Collection. The Charles W.

Wason Collection is one of the finest Western language collections devoted to China in

North America.

The Wason Collection’s focus remained on western-language materials on China until

November 2, 1942, when Professor Knight Biggerstaff wrote to President Edmund E.

Day to describe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materials on other areas of Asia. Since then,

the Wason Collection has been purchasing materials on Japan, Korea, and Southeast

Asia. In 1977 the Echols Collection on Southeast Asia was separated out from the

Wason Collection.

While the Chinese collection remains the oldest and largest portion of the Wason

Collection, its focus has expanded to cover materials from Japan over the years. In the

early 1900s, William Elliot Griffis, who was well known for his work “Corea: The

Hermit Nation,” gave the Library more than 6,000 volumes of Japanese-language books,

periodicals, and maps. In 1997 the Library acquired the personal library of the well-known

Japanese literary scholar and critic Maeda Ai.

13) Cornell University. “Professor Crane Describes the Wason Chinese Collection,” Cornell 
Alumni News Vol. 20: No. 40, 1918, pp.464-465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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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Wason Collection has increased its efforts to enlarge its Korean

holdings. Korean materials began to be acquired with an appropriated budget from 2001.

[Picture 3] Carl A. Kroch Library (Photo by You Lee Chun, CUL)

Figure 3 shows the growth of the Wason Collection in terms of number of volumes

over the 24 years from 1993 to 2017 based on statistics reported to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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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rowth of the Wason Collection from 1993 to 2017

5. Korean collection

5.1 Overview of the Korean Collection

Although relatively young compared to the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 the

Korean collection at Cornell has been developing steadily (Figure 4). As of March 2018,

the Korean collection possesses more than 27,000 volumes of printed books on both

South and North Korea, ranking 17th among East Asian libraries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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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owth of the Korean Collection from 1993-2017

Figure 5 displays the distribution of the Korean Collection at Cornell based on the

LC Classification. The collection focuses on history, language, literature, culture, philosophy,

and religion. These are the subjects most required by Korean Studies and Asian Studies

for teaching and research purposes. Over the last three years, a special fund has been

allocated for the purchase of Middle Korean materials.

[Figure 5] Subject area distribution of the Korea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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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ts early years, the Freeman Foundation provided funds to expand Cornell’s Korean

materials. Eventually three endowments were added to enlarge the Korean Collection.

In 2006, the Cho family in the United States donated a fund to establish an endowment

for the acquisition of Korean materials at Cornell, and the Cho Room (Picture 4) in the

Kroch Asia library was dedicated in their name on July 8, 2006. It is used as a seminar

room for Asian thought, culture, and religion, as well as a graduate study room. Classes

can be held in the Cho room with library reference books close at hand for immediate

access. This was not the first time that the Cho family supported the Korean Collection at

Cornell: They had assisted with the purchase of Korean videos and books by providing a

one-time grant, and in 2002 they provided a newly published complete Korean translation

of the Buddhist Sutras (318 volumes) to the Korean Collection.

In 2009, the Korean Collection received another endowment for purchasing materials

on Korean literature from the Wait family.

[Picture 4] The Cho Room in Kroch Library (photo by Carla DeMello, CUL)



The Korean Collection at Cornell University  81

5.2 Highlights of the Korean Collection

5.2.1� Willard� Straight� collection

Willard Straight, who studied Architecture at Cornell University, went to China in 1901

after his graduation. He spent more than a decade in East Asia. During this period, he

left countless personal and official correspondences, diaries, reports, photographs, postcards,

and artworks, including sketches, from his stay while document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Korean, China, and Japan.

Between 1904 and 1905 he lived in Korea while serving as a correspondent for the

Reuters news service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and later as a personal secretary to

the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Edwin V. Morgan and as vice-consul to Korea. The

photographs he took and collected and the letters and diaries he left during his stay in

the country provide valuable resources as vivid records of events he witnessed first-hand

during this critical period for the Korean Empire era when the Protectorate Treaty was

signed. These photographs and some of the papers are available through the online

exhibition “Willard Dickerman Straight and Early U.S. – Korea Diplomatic Relations.”15)

In addition, the Seoul National Museum of History published “The Cornell University

Library Willard Dickerman Straight Photography Collection on Seoul” based on photographs

provided by Cornell University Library

Willard Straight was also a graphic artist. Cornell University Library stores some of

his sketches of Korean people (picture 5) as well as some original works which appear

to capture important events in Korea. One of his eye-catching paintings (picture 6) is

included in the biography of Straight by Herbert Croly.16) The same piece is featured in

a work about Straight by Louis Graves.17) Louis Graves added a caption for the

painting “Korea Signs Away Her Freedom,” implying that the painting was about the

15) http://rmc.library.cornell.edu/Straight/
16) Croly, Herbert. “Willard Straight.” The Macmillan company, 1924
17) Graves, Louise. “Willard Straight in the Orient: with illustrations from his sketch-books.” 

Asia Publishing,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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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Eulsa Treaty) in 1905. As the U.S. legation was housed

next to the palace, Willard Straight was certainly able to witness events before and after

this treaty in 1905 and did record them in his diaries, including Min Young-hwan’s

suicide. However, a close look at the signature on the painting reveals that it is dated

April 18, 1904, prior to 1905 when the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was signed.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performed to uncover more about the background of this painting.

 

[Picture 6] Sketch of a Korean Man

       

[Picture 5] “Korea Signs Away Her Freedom”

  

5.2.2� Arthur� H.� Dean� papers

Arthur H. Dean18) studied law at Cornell and later served as a member of the Cornell

University Board of Trustees. He was a chief U.S. negotiator in the Korean War

18) Krebs, Albin. “Arthur H. Dean, Envoy to Korea Talks, Dies at 89.” New York Times, 1987 
https://www.nytimes.com/1987/12/01/obituaries/arthur-h-dean-envoy-to-korea-talks-dies
-at-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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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istice negotiations at Panmunjom in 1953.

His collection includes photographs taken in 1953 at Panmunjom (picture 7) and press

clippings and reference materials gathered for speeches on Korea. While these reference

materials may not be unique, together with the drafts of his speeches they provide an

invaluable resource. The collection also includes materials on Park Chung-hee’s visit to

the U.S. in 1961.

[Picture 7] Photographs taken at Panmunjom in 1953

5.2.3� Sinyak� Maga� chŏn� pogŭmsŏ ŏnhae� (신약마가젼복음서언해)�
A Bible, Sinyak Maga chŏn pogŭmsŏ ŏnhae (picture 8), was included in a gift from

William Elliot Griffis along with other Japanese-language works collected by or presented

to Griffis. He stayed in Japan for four years as a teacher and collected pre-Meiji and

early Meiji work. After his return to the United States, he continued to receiv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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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apan. Due to his interest and involvement in Bible translation while in Japan, one

of the books he received was this Bible. He was a minister at the First Congregational

Church in Ithaca, and when he left Ithaca for New York, he donated his collection to

Cornell University Library.19)

Sinyak Maga chŏn pogŭmsŏ ŏnhae is considered to be the first Bible translated into

Korean by a Korean. In 1885, Yi Su-jŏng (or Ri Jutei) translated and published this

Korean-language Bible in Yokohama, Japan. It is the version that Horace Grant

Underwood and Henry Gerhard Appenzeller had in their possession when they arrived at

Chemulpo for their mission on April 5, 1885.

It is notable that William Elliot Griffis wrote the book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20)

[Picture 8] Yi Su-jŏng’s Sinyak Maga chŏn pogŭmsŏ ŏnhae

19) Wolfe, Alan. “The William Elliot Griffis Collection of Old and Rare Japanese Books, Olin Library 
Cornell University,”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vol.1980 : No. 63, 1980, pp.40-47

20) Griffis, William Elliot.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of Henry G. Appenzeller.” 
Fleming H. Revell Co.,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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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Chingbirok�

Chingbirok is an account written in Chinese by the Chosŏn scholar, Yu Sŏng-nyong,

of the two Japanese invasions of Korea between 1592 and 1598 and the eventual repulsion

of Japan with help from Ming China. The Wason Collection’s copy of Chingbirok was

printed in Kyoto in 1695, only about five decades after the first Korean edition.

5.3 User services and outreach 

The Korean Collection serves not only East Asian Studies, but also the Korean

community at Cornell that includes scholars, students, and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who are interested in Korea. A mailing list of graduate students with research interests

related to Korea is maintained to provide a direct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the

library and its users. There is also a Facebook page for the Korean Collection &

Research Support at Cornell University Library,21) which reaches a broader audience

than the mailing list. The main purpose of the page is to promote the Korean Collection

and the diverse library services provided by Cornell University Library that could be at

risk of going unnoticed by many international students.

Another effort by the library to reach out to the Cornell Korean community is its

participation in the annual welcoming party for new graduate students organized by the

Korean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at Cornell. A tour of the Korean Collection is

provided once per year as well.

6. Conclusion

This paper has provided a general overview of the Korean Collection at Cornell

University and a brief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at Cornell. While it is relatively

21) https://www.facebook.com/CULKorean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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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compared to the Chinese and the Japanese collections, it has shown steady growth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faced by the Korean Collection at Cornell as it continues

its development are a shortage of staff and the tenure track position for Korean Studies

in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that has gone unfilled since 2016.

The Korean Collection has been maintained by only a .75 FTE original cataloger and

by a .25 FTE selector, who is also responsible for reference and outreach.

A growing number of students on campus are interested i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heir interest in popular culture might not necessarily be associated with an

academic interest in Korea, but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Studies at Cornell,

it is difficult to claim that sufficient opportunities to leverage their interest are being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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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orth America, scholars’ demands for a variety of data resources, such as

government statistics, public opinion data, and geo-spatial data, have increased. These

scholars are also more likely to apply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such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data visualization, text mining, and other digital humanities techniques.

Furthermore, a significant number of academic libraries in North America are developing

research data management services to preserve, curate, and disseminate the research data

newly generated by these scholars. Given these conditions, East Asian studies librarians

have been faced with challenges in providing users with effective data services.

In this paper I will introduce the 2017 Workshop on Korean Data Services that was

held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It was designed to provide useful data

service information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and other East Asian Studies librarians

as well. I will also explain some useful databases for reference services related to

Korean Studies that I introduced in the International Data class and the Korean Data

class at th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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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Workshop on Korean Data Servic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in Ann Arbor, Michigan provided a two-day data

services workshop to Korean Studies librarians and other East Asian Studies librarians

serving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Europe on November 15 and 16, 2017. The

workshop consisted of eleven classes taught by seven subject librarians at the U-M

library, who have expertise in international government information, East Asian Studies,

digital humanities, data visualization, and research data management. Lynette Hoelter, the

Director of Instructional Resources and Development at the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1) and Hyung Bae Lee,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at Princeton University, participated as instructors.2) Twenty-eight academic

librarians related to Korean Studies from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Netherlands

attended the workshop.

1) ICPSR, which was established in 1962, is the largest social science data repository in the 
United States. It maintains a data archive of more than 250,000 files on research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It hosts 21 specialized collections of data on education, 
aging, criminal justice, substance abuse, terrorism, and other fields. This consortium 
provides leadership and training in data access, curation, and methods of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mmunity. ICPSR also provides the Summer Program in Quantitative 
Methods of Social Research, a comprehensive curriculum of intensive courses in research 
design, statistics, data analysis, and social methodology. https://www.icpsr.umich.edu/icpsrweb/sumprog/ 

2)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2017 Workshop on Korean Data Services workshop, 
please visit the following link: http://guides.lib.umich.edu/koreadata/workshop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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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rticipants in the 2017 Workshop on Korean Data Services 

In the International Data class at this workshop, for example, attendees had a chance

to learn how to retrieve data related to Korea, China, and Japan from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 databases, such as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OECD) OECD iLibrar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IMF) IMF Data, and the World Bank’s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DI). In

the Korean Data class, the instructor provided an overview of the statistics and survey

data information from the Korean Statistics Bureau, the Bank of Korea, and the Kore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se classes,

attendees also had opportunities to discuss a range of topics related to data reference

service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and weaknesses/strengths of IGOs’ databases, Korean

Government agencies’ databases, Korean research centers’ databases, accession issues for

overseas researchers, data selection based on the nature of research, and subject librarian’s

data consult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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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eful Data for Research related to Korean Studies

2.1.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Databases

Thanks to the convenience of internet service, scholars in North America can easily

access and acquire data related to foreign countries. According to my personal observations,

however, access to “reliable” data resources is not always as easy for them since many

online data sources are often inaccurate and outdated. It is difficult to find citation

information and ownership of a data set. Given this condition, one of the methods for

acquiring “reliable” data sources is to use the data sets of IGOs. The databases from the

OECD, IMF, and World Bank provide some good examples.

2.1.1� OECD� iLibrary3)

The OECD is an intergovernmental economic organization with 35 member countries.

It was founded in 1961 to stimulate economic progress and global trade. It originated in

1948 as the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 to allocate

United States financial aid and implement economic programs for the reconstruction of

Europe following World War II. By the end of the 1950s, with the job of rebuilding

Europe effectively complete, OEEC decided to create a new body that would not only

assist with European and Atlantic economic issues, but would devise policies to address

global economic, political, social, welfare, and environmental issues. South Korea acquired

OECD membership in 1996.

The OECD iLibrary is the online library of the OECD and features its books, papers,

and statistics. It has served as the gateway to the OECD’s analysis and data since 1998.

As of January 2018, this database provides 11,710 ebook titles, 175,500 tables and graphs,

5,600 working papers, and 5 billion data points across 42 databases. The seventeen topics

which OECD iLibrary currently covers are as follows: economics; education; the environment;

3) https://www.oecd-ilibra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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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and services; transport-ITF; development; finance and investment; social issues/

migration/health; urban,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science and technology; energy;

governance; taxation; employment; agriculture and food; trade; and nuclear energy.

[Figure 2] OECD iLibrary Homepage

This database was formerly available only to subscribing academic institutions. The

OECD recently expanded its free services to the public. For example, ebooks and working

papers in the OECD iLibrary that had been available only to subscribers are now accessible

in PDF and READ options. Institutions with a subscription can download these ebooks

and working papers in PDF format. If the publication contains tables and graphs, this

statistical information can be downloaded in Excel and CSV file formats. If a user or an

institution has not purchased an OECD iLibrary subscription, they can still access and

read the full text of ebooks and working papers through the READ option. They cannot

download the full text, graphs, and tables from the database, however. In the case of

OECD iLibrary Statistics, most datasets (excluding the energy, welfare, and health

datasets) are currently open to the public.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OECD iLibrary

Statistics are available from STATISTICS, which is located in the right upper corner of

the OECD iLibrary homepage (please see Figure 2). This also provides user guid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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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tutorials in a variety of languages, including Korean.4)

[Figure 3] OECD iLibrary Help Page

The Korean-version Pocket Guide, which consists of two pages, and the YouTube

video guide are especially useful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who work in a

non-English-speaking country.

4) https://www.oecd-ilibrary.org/userguide/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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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ECD iLibrary Pocket Guide (Korean Version)

2.1.2� IMF� Data5)

The IMF, also known as the Fund, was conceived in July 1944 at a UN conference

in Bretton Woods, New Hampshire in the United States. The 44 countries at the

conference sought to build a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that could help

prevent a repetition of the competitive devaluations that had contributed to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As of 2018, 189 countries are listed as member countries. The

IMF Data website is operated by the IMF.

In this database, users can find IMF member countries’ macroeconomic and financial

data, including exchange rates, IMF lending, balance of payments, and trade. Most of

the data housed by IMF Data is open to the public.6) As of April 2018, IMF DATA

5) http://www.imf.org/en/Data
6) Except for the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AREAER), all IMF datasets are open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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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s thirty-nine databases.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se databases can be found

on the selected online IMF DATA sources page.7)

[Figure 5] Selected Online IMF Data Sources

Among these thirty-nine database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FS) provides one

of the IMF’s principal statistical databases providing economic datasets related to Korea

7) http://www.imf.org/external/np/ds/matri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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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t covers many topics and is focused on data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8)

Available indicators include a country’s exchange rates, fund position, international liquidity,

monetary statistics, interest rates, prices, production lab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government

accounts, national accounts, and population. Some IFS data is available going back to

January 1948.

[Figure 6]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Database 

In order to publish data, the Fund regularly collects data from member countries.

Based on the data reported by the national authorities, the IMF’s Statistics Department

(STA) performs certain data transformations to derive higher-level indicators or regional

aggregates, as well as cross-country data comparability. STA publishes both data reported

by the countries and as calculated by STA in its effort to support the analytical and

policy needs of the IMF.

In order to retrieve time-series data from the IFS, users need to use the QUERY

option (please see Figure 6). If a user wishes to download a large number of tables

from an IMF database or if a user wants to keep the retrieval record, a librarian needs

to recommend the creation of an individual account. 9)

8) http://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179B
9) The individual account service is provided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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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10)

The World Bank, which was organized in August 1946, is an international financial

body that provides loans to developing countries in an effort to reduce poverty.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database is one of the World Bank’s databases.11)

The WDI was sold in CD-ROM format until the early 2000s, at which point the World

Bank started to provide online service without a subscription fee.12)

The WDI database is one of the few reliable databases where users can access data

related to developing countries’ politics, education, environment, social justice, poverty,

and other welfare indicators. The OECD iLibrary, for example, focuses on collecting

only the data of OECD members, which are relatively wealthy countries. Data related to

non-OECD countries, such as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which include most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many African and Latin American nations, is not available

from the OECD iLibrary. The purpose of IMF Data is collect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data; therefore, data related to politics, welfare, poverty, and education is not

available from this database. The WDI data is available from 1960. All data is yearly

so monthly or quarterly data are not available from this database.

10)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11) The WDI is a part of the World Bank’s Databank, which is an analysis and visualization tool 

that contains a collection of time series data on a variety of topics. Some examples of useful 
datasets within the Databank are as follow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istical Capacity 
Indicators, Education Statistics, Gender Statistics, and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tics. These datasets are all free to use.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12) The World Bank eLibrary, which provides ebooks and working papers of the World Bank, 
is available only to subscribers. https://elibrary.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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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World Bank’s WDI Database 

Give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databases compiled by IGOs, their strengths are as follows:

The OECD, IMF, and World Bank regularly collect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ir members. They also provide member countries with a basic framework for a broader

national statistical development strategy and encourage them to use uniform data standards

when collecting their data. As a result, data from IGO databases are easy to use for

comparative analysis with limited data manipulation. These IGOs also provide in their

databases both data collected by member countries and data calculated by their own

statistics teams in order to promote the credibility of datasets. Finally, these IGOs tend

to expand free data services for users. As a result, users are more likely to access reliable

data sets when they use the IGOs’ databases.

There are, however, some limitations for these databases. Firs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ata is available only as far back as the 1950s. Mos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after the Bretton Woods Conference in 1944 in order to promot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Most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had little time

or money to produce government statistics in the 1940s and 1950s after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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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 who are interested in a period before World War II, therefore, will not find

useful data from an IGO database. Second, some monthly and quarterly economic data

sets are available from IMF Data and OECD iLibrary databases. However, most of the

IGOs’ data is yearly data. The IGO databases, therefore, are not a suitable option for

research that requires monthly and quarterly data. Finally, it is not a proper resource for

research that requires sub-national data sets - provincial, country, township, and city level

- because all IGO databases provide only national level data sets. Given these conditions,

Korean Studies librarians need to recommend databases from the Korean Statistics

Bureau, Bank of Korea, and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IS) for researchers

who need pre-1950s data, sub-national data, such as at the city, provincial, county, and

township level, and monthly and quarterly data from Korea.

2.2 Useful Databases from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d 

Korean Research Centers

2.2.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KOSIS)13)

As a gateway for official Korean statistics, KOSIS offers a convenient one-stop

service for a full range of major domestic, international, and North Korean data. Currently,

it offers official statistics produced by over 300 statistical agencies covering more than

1,000 subjects.

13) http://kosis.kr/index/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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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KOSIS Website (Korean Version) 

The KOSIS database encompasses 16 categories: Population/household; Employment/

Labor/Wage; Price/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Health/Society/Welfare; Environment;

Agriculture/Forestry and Fishery;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Energy; Construction/

Housing/Land; Transportation/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holesale and Retail

Trade/Service Industry; Economy/Corporate Business (company); National Accounts/Regional

Accounts/National Wealth; Finance/Banking/Insurance; Trade/Foreign Exchange/Balance

of Payments; Education/Culture/Science; and Administration. The Korean-language version

of KOSIS also provides indicators for local governmental data, past and discontinued

statistics databases, pre-colonial period statistics, and North Korea statistics.14)

14) http://kosis.kr/bukha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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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orth Korea Statistics database, users can access the Major Statistics Indicators

of North Korea, which is a statistical yearbook.15) This publication provides 14 major

statistical indicators on North Korea, including population, agriculture/forestry and fishery,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y. The publication’s data is collected from the United

Nations and Korean government agencies. The data is accessible online as well as in

PDF file format. All of the North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is website is open

to the public and free of charge.

[Figure 9] North Korea Statistics

The KOSIS website, which is governed by the Korean Statistics Bureau, has several

strength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tatistics bureau websites. All KOSIS datasets are

open to the public and free of charge.16) All government agencies’ data, local governments’

15) Between 1995 and 2006, the publication of North Korea Statistics was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Social and Economic Status. 

16)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documents and statistics are open 
to the public by law. The government information and data sets which are produced by 
local governments, however, are not. The copyright for local government data,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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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North Korean statistics, pre-1950s data, and discontinued government statistics

are available from the KOSIS website. Furthermore, the English version of the KOSIS

website is a highly useful resource for researchers who do not understand Korean.

[Figure 10] KOSIS Website (English version) 

In order to access the statistics, users need to click the Statistics Database tab, which

is located in upper left corner of the KOSIS English website (See Figure 10).

There are some limitations of the English version of the website compared to the

original Korean website. First of all, pre-1950s data, North Korea statistics, and discontinued

data sets are not available from the English version. Second, the metadata of a data set,

which is referred to as “statistics information,” is available only from the original website.

The statistics information contains information related to data collection period, data source,

data format, data creator’s information, and memos from the authors.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s, therefore, need to let researchers know that the metadata information

is determined by each local government. In the case of China, government data is not open 
to the public. The majority of Chinese government statistics can be purchased from ven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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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dataset is available on the KOSIS original website when they introduce the database

to a client.

[Figure 11] An Example of Statistic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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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The� Bank� of� Korea’s� Economic� Statistical� System� (ECOS)17)

[Figure 12] ECOS (English version) 

ECOS is the Bank of Korea’s online database. It provides basic economic statistics

covering major elements in the Korean economy, such as interest rates, national income,

prices, balance of payments, flow of funds, business and consumer surveys, and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The main users of ECOS are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d

policymakers. As of 2014, the ECOS database is open to the public and free of charge.

Users can choose either a simple search method or multiple search methods to retrieve

data from ECOS. Since the database provides highly granular Korean economic data, it

is useful for researchers who want to retrieve daily, monthly, and quarterly Korean

17) https://ecos.bok.or.kr/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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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and financial data and/or those who need to access more detailed information

of economic indicators than the economic data from the KOSIS database. For example,

the monthly prices of certain fruits in 1971 is available from KOSIS. The monthly

prices of apples, bananas, and oranges in 1971, however, is not available from KOSIS.

This data can only be found in ECOS. ECOS provides both Korean and English version

s.18) Other publications of the Bank of Korea, such as the Monthly Survey Statistics and

Economic Statistics Yearbook, are available to download in both Excel and PDF formats

on the ECOS website.

2.3.3�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

KOSSD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for Korean social science data services,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Lee Inpyo Foundation in 1983. It is the first data archive which

provides research data acquisition, curation, preservation, and dissemination service in

Korea. In 2016 KOSSDA merged with the Asia Cen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of 2018, 27 Korean government-affiliated research centers and more than 100 social science

researchers voluntarily deposit their data, statistics, working papers, and research papers.

KOSSDA holds in its collection a vast range of Korea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and literature across diverse social science disciplines encompass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The quantitative data collection includes data from more than

1,900 surveys and aggregated statistical data, such as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and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data. In the case of qualitative

data collection, more than 200 documents, field notes, interviews, and narrative history

records related to regional communities,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s, poverty, foreign

workers, and immigration are available through this database. Both English and Korean

versions of KOSSDA are available for overseas users.

18) https://ecos.bok.or.kr/EIndex_e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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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KOSSDA Website (English version)

The KOSSDA database is a subscription-based online database for domestic users.

Overseas researchers, however, can access the database free of charge. In order to use

the free service, researchers must first of all create an individual account for the Korean

Foundation (KF) website.19) After a researcher’s individual KF account is approved, the

researcher can submit an application for KOSSDA from the KF-KOSSDA Social

Science Data Service webpage.20) 21) After an overseas user earns approval from the

KF-KOSSDA, users can go to the KF-KOSSDA link to access the KOSSDA database

whenever they need.

19) https://en.kf.or.kr 
20) Applicants need to provide an email address affiliated with an academic institution when 

they submit the KOSSDA applications. 
21) http://en.kf.or.kr/?menuno=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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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KF-KPSSDA Social Science Data Service 

3. Conclusion 

Finding reliable and accessible statistical data for research is not always an easy task

for subject librarians and area specialists at academ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one main purpose of the IGOs’ databases is helping the policy-making process

at their organizations. They tend to collect, preserve, and disseminate data related to the

organization’s interests. As a result, it is quite difficult to find an IGO database that

covers overall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scientific topics. IGOs’ databases are also

not a suitable option for researchers who focus on the pre-World War II period and

sub-national regions in Korea. Librarians, therefore, should recommend the use of the

KOSIS, ECOS, and KOSSDA databases instead of IGOs’ databases for researchers who

wish to acquire historic and sub-national level data on Korea. If a researcher is not

familiar with the Korean language and requires data sets which they can easily acquire

from IGOs’ databases, librarians and area experts should not recommend the Korean

version of the KOSIS, KOSSDA, or ECOS databases as primary data resources. I, therefore,

suggest that Korean studies librarians have a comprehensive data consultation meeting

with researchers before they recommend databases to them in order to identify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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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is suitable for their research.

While overseas researchers’ interests in Korean data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only

a small number of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d Korean research institutions’ datasets

are translated into English. It is very difficult for overseas researchers to find new

datasets from these organizations by themselves. Even if they find useful datasets from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d Korean research institutions, they often give up on

using these datasets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or sometimes misinterpret the data.

The role of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s, therefore, is key in helping overseas

researchers’ efforts. I hope the database information of IGOs,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d Korean academic institutions that I have introduced in this article is useful for

overseas researchers and Korean Studies librarian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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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nd 

Its Korean Collection

Moon Jin

Librarian for Korean and Jap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the history of the

Korean Programs, and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lans of the Library Collection.

1. Introduction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was founded in 1960 as the seventh member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The campus was built around the preexisting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in La Jolla, which was established in 1903 and

included research programs in all scientific studies related to oceans and the earth. It

was expanded to include other sciences, mathematics, and engineering. Over the years,

the university rapidly grew as a research-focused institution and climbed in ranking. The

campus itself also expanded and six colleges were eventually established: Revelle, Muir,

Marshall, and Warren in 1960s and 1970s, followed by Roosevelt and Sixth College.

Each College has a distinct theme and philosophy that reflects its namesake, although

they welcome all students from any major.

In 2016, UC San Diego began to make major changes to its campus in an effor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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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the needs of the campus and its community members. Over the years, the campus

plans to “enhance the student experience, cultivate an inclusive and diverse community,

expand our research prowess and impact, improve the delivery of advanced healthcare

and enrich our community.” Five goals have been set in the Strategic Plan:1)

· Delivering an educational and overall experience that develops students who are

capable of solving problems, leading, and innovating in a diverse and interconnected

world

· Cultivating a diverse and inclusive university community that encourages respectful

open dialogue and that challenges itself to take bold actions that will ensure

learning is accessible and affordable for all

· Nurturing and supporting a collaborative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culture that

advances the frontiers of knowledge, shapes new fields, and disseminates discoveries

that transform lives

· Supporting and promoting just and sustainable forms of economic development,

shared prosperity, and social and cultural enrichment regionally and globally

· Creating an agile, sustainable, and supportive infrastructure by ensuring a dedication

to service, people, and financial stewardship

UC San Diego ranks within the top of several global and national rankings, including

as the fifth-best public university in the world in the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 and the top ten of the Best Public University in the Nation category

from U.S. News & World Report. Due to the background of the university’s foundation,

it is well-known for making breakthroughs in the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fields.

1) “Re-Visioning Our Campus: Unified Goals Propel Progress,” https://plan.ucsd.edu/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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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Aerial wide shot of UC San Diego campus2)

Currently, over 120 bachelor’s degree programs are offered in the arts and humanities,

biological sciences, engineering, mathematics and phys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UC San Diego also offers several graduate programs housed in professional schools such

as the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School of Medicine,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Jacobs School of Engineering, and Rady School of Management. As of

2017, it is home to over 36,000 students,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UC San Diego also supports a growing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originating

from over 100 different countries. The International Students & Program Office (ISPO)

releases a Quarterly Snapshot3) every fall that illustrates the ri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on campus (Table 1). Chinese students have been dominating the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 on campus, with South Korea in second place until 2016. (Table 2).

2) UC San Diego Publications, “Aerial wide side of UC San Diego Campus,” https://ucpa.ucsd.edu/ 
resources/image-library/places

3) “Quarterly Snapshots” http://ispo.ucsd.edu/about/publications-reports/index.html#Quarterly-Snapsh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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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ccording to the Quarterly Snapshot, the top three divisions and professional schools

in which students enroll are the Jacobs School of Engineering (2,578), Social Sciences

(2,134), and Physical Sciences (1,704). A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UCSD continues

to grow in terms of overall student population as well.

Annual Student Profile

International Undergraduate International Graduate Total Enrollment

2013 2,740 1,416 30,310

2014 3,494 1,684 31,052

2015 4,294 2,115 33,735

2016 5,240 2,698 33,911

2017 5,368 2,939 36,624

[Table 1] Annual Student Profile from the International Students & Program Office (2013-2017)

Top Three Countries of Origin for International Students

1 2 3

2013 China (1,893) South Korea (573) India (251)

2014 China (2,691) South Korea (573) India (331)

2015 China (3,569) South Korea (573) India (518)

2016 China (4,656) India (715) South Korea (607)

2017 China (5,028) India (747) South Korea (513)

[Table 2] Top Three Countries of Origin for International Students (2013-2017)



112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19 (September 2018)

2.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Program and Other 

Korea-related Programs

2.1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cific Studies (IR/PS)

In 1988, UC San Diego inaugurated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cific Studies (IR/PS), the first professional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country to focus on the Pacific Region.4) The school was created as a means to prepare

students with an interest in Pacific Rim countries for positions of leadership in business,

diplomacy, public service, and other fields that center around economic, political, social

technological, and security issues.

IR/PS led the efforts to establish a Korean Studies program at UC San Diego and

hosted several events and conferences exploring Korea in order to push for recognition

on campus. They were provided grant funding from the Rockefeller Brothers Funds,

Luce Foundation, and Korea Foundation, which highlighted the increasing support and

need for a Korean Studies Program. Eventually,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Lawrence

Krause, IR/PS was able in 1989 to launch the Korea-Pacific Studies Program. It would

eventually include courses on the Korean economy, politics, and culture, and provide a

language program.5) The Korea-Pacific Studies Program concentrated on contemporary

Korea, with a special focus on policy questions, Korea’s economic growth, and its

international relations. It also sought to observe Korea within a broader regional context.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events Korea-Pacific Studies has hosted:

· October 12, 1987; “Competing in the Pacific Rim: Reassessing Trad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Japan, South Korea, and China”

4) “UCSD inaugurates Graduate School of IR/PS,” Library Digital Collections https://library.ucsd. 
edu/dc/object/bb6963797c

5) “Gift of $50,000 made to Korean Studies Program at UCSD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cific Studies,” Library Digital Collections https://library.ucsd.edu/dc/object 
/bb9045707x/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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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ruary 7, 1989; “Korea’s Leap to Maturity”

· June 22, 1994; Conference. “Industrial Alliances between U.S. and Korea”

· March 6-7, 1998; Conference. “Latin America and the Pacific Rim”

· October 23, 2013; “Trustpolitik: A Way Forward on the Korean Peninsula?” Jongjoo

Le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Korea-Pacific Program continues to attract students interested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policies, and economics.

In 2015, the name of the school was changed to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GPS) to broaden the focus to include the global economy and emerging technologies,

not simply international policies. It was also expanded to include an undergraduate degree

program. Currently, GPS offers a BA in International Studies, Masters in International

Affairs, Master of Public Policy, Master of Chinese Economic and Political Affairs, Master

of Advanced Studies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Ph.D. in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2.2 Transnational Korean Studies Program (TKS)

Starting in 1999, the language program was transferred to the Literature Department,

where it continues to flourish. In 2010, Todd Henry was hired as an Assistant Professor

for the History Department. A specialist in modern Korea, he was the first Korean

History faculty at UC San Diego. Before 2010, Korea was covered as part of general

Asia-related courses offered on a regular basis. However, starting in 2010, the History

Department began to offer Korea-focused history courses, such as Modern Korea, 1800-

1945 and the Two Koreas, 1945 to present. Professor Henry demonstrated a passion for

a Korean Studies program on campus and was able to receive a five-year grant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s a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Using

this grant, he established the Program in Transnational Korean Studies where faculty

members from different departments taught about Korea from variou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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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anthropology, communication, visual arts, literature, and more. This allows

students to learn multiple facets of Korea through diverse viewpoints and is unique to

UC San Diego’s format.

[Photo 2] Transnational Korean Studies website6)

The Program only offers a minor at this time, which requires a minimum of 28 units

of Korean and/or Korea-related courses. The following is the approved list of courses:

I. History

· HIEA 150. Modern Korea, 1800-1945

· HIEA 151. The Two Koreas, 1945-Present

· HIEA 152. Histories and Cultures of the Modern Korean Diaspora

· HIEA 153. Social and Cultural History of Twentieth-Century Korea

6) Transnational Korean Studies website. http://koreanstudies.ucs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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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Literature

· LTEA 140. Modern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from Colonial Period

· LTEA 142. Korean Film, Literature, and Popular Culture

· LTEA 143. Gender and Sexuality i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 Readings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III. Korean Language Courses

· LTKO 1 A-B-C. Beginning Korean

· LTKO 2 A-B-C. Intermediate Korean

· LTKO 3 A-B-C. Advanced Korean

· LTKO 11 Conversation Workshop

IV. Korean Politics and Security

· GPPS 484. Korean Politics

· GPEC 485. Korean Economy

V. Korea-Related courses

· LTCS 133. Globalization and Culture

· HILD 10.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 ETHN 20. Introduction to Asian American History

· ANTH 44. Gender, Secularity, and New Media Fandom in the Korean Wave

· SOCI 133. Im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Table 3]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the Korean Studies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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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rollment in the Korean Studies minor has been increasing annually. To date, 12

students have graduated with the minor and 26 students are currently enrolled. Although

only a minor is offered, Korea Studies attracts to UC San Diego a number of scholars,

including Post-Doctoral students and visiting academics from around the globe. The

events hosted by the Transnational Korean Studies Program include:

· January 30, 2014; “The Human Consequences of Totalitarianism,” Adam Johnson,

Professor of English, Stanford University

· February 13, 2014; “South Korea's Experience of Government Innovation, Past &

Present,” Chang-Hyun Cho, Professor Emeritus, Hanyang University

· October 30, 2014; “Living on Your Own: Single Women, Rental Housing, and

Post-Revolutionary Affect in Contemporary South Korea,” Jesook Song, Professor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Toronto

· April 9, 2015; “The Structure of Protest Cycles: Contagion and Cohesion in South

Korea's Democracy Movement,” Paul Chang, Assistant Professor of Sociology,

Harvard University

· November 3, 2015; “The Disappearance of a “Lesbian Park”: Space, Gender, and

Sexuality in Contemporary Seoul,” Layoung Park, AKS Postdoctoral Fellow, UC

San Diego

· April 18, 2016; “The Japan-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Scott Snyder, Director of Program on U.S.-Korea Polic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May 23, 2016; “Seoul and the Emergence of Landscape and Cuisine in Contemporary

Korean Media: Across Shifting Borders to Displaced Spectators,” Ellie Choi, Assistant

Professor of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Intellectual History, Cornell University

· October 6, 2016; “Daunting Challenges, Dynamic Changes: 20th Century Korean

Art,” Youngna Kim, Professor Emerita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 February 15, 2017; “Understanding the Melancholia Epidemic: The Case of Hallyu

(the Korean Wave) Fans,” Ingyu Oh, Professor of Hallyu Studies,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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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s and Ph.D. programs are part of the Department of History. There are currently

four students enrolled in the graduate program with a focus in Korea.

3. The Library at UC San Diego 

[Photo 3] Dr. Seuss sculpture outside Geisel Library7)

There are currently only two libraries on the campus of UC San Diego: Geisel

Library and the Biomedical Library. This is the result of a 2011 decision to consolidate

existing libraries resulting in the Geisel Library and the Biomedical Library being the only

two remaining. Prior to the consolidation there were several libraries on campus, including

an IR/PS library. During the amalgamation, the library also underwent a major reorganization

and several new programs were created. Below is the current Organization Chart.

7) Jepsen, Erik. “Dr. Seuss sculpture outside Geisel Library” https://ucpa.ucsd.edu/resources/ 
image-library/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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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 Library Organization Chart

Geisel Library is the main library for UC San Diego. It houses most of the materials

and is the base for the majority of the staff. Built in 1970, it has been globally

recognized for its distinctive Brutalist architecture and serves as the centerpiece of the

campus. It is eight floors high, but the third is an exterior open forum. The entrance is

on the second floor, which causes some confusion. In 1993, two wings were appended

to add over 130,000 square feet to the Library, giving it the look it has today.

Named after Audrey and Theodor Seuss Geisel (better known as Dr. Seuss), the library

is centrally located on campus and houses multiple collections, including the Mandeville

Special Collection and Archives, Oceanography Collection, Melanesian and Pacific Island

Studies Collection, and East Asian Collection. Geisel Library houses materials on th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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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formal sciences, and applied sciences.

UC San Diego also has a Library Digital Collection spanning more than 150 individual

digital collections containing images, video, sound recordings, text, cartography, and other

materials. Highlights from the digital collections include:

· Dr. Seuss Collection

· Holocaust Living History Workshop

· Leo Szilard Papers

· North Korean Propaganda Posters

· Papua New Guinea Patrol Reports

· Paul Blackburn Audio Collection

· San Diego History Collection

· Spanish Civil War Collection

To suit the needs of the university, the library strives to be as research-driven as is

the campus and is constantly testing new innovations. It is a user-friendly space where

everyone is welcome and information is shared freely. We encourage learning both

in-person and online and play a critical role in supporting our users among the students,

faculty, and broader community in their research and teaching.

In 2017, Geisel Library served an average of 6,132 visitors daily, posted a 2.1 million

gate count, over 270,000 materials were checked out, and more than 10,000,000 e-resources

were viewed.8)

4. East Asian Collection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the Pacific Rim as illustrat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IR/PS, the East Asian Collection at the library also began to grow rapidly. This collection

8) “UC San Diego Library Annual Report 2016-2017,” https://library.ucsd.edu/_files/about/ 
documents/fy16-17library-a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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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an on the Central Library’s (now Geisel Library) sixth floor and was transferred to

the IR/PS Library in 1990. The collection was separated into two collections: Chinese,

Japanese, Korean (CJK) materials in economics, business,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ormed the IR/PS Library Collection, while CJK materials in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comprised the separate East Asia Collection remaining

in the Central University Library.9) Once the decision on the collections had been made,

the CJK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materials were relocated to the 4th floor of the

(then-named) Central Library. In the 2011 consolidation project, the IR/PS Library was

folded into the Geisel Library. Today, the entire 4th floor is occupied by CJK materials

inter-shelved by subject.

4.1 Korean Collection

With the help of Lawrence Krause, the initial director of the Korea-Pacific Program at

IR/PS, UC San Diego began to collect Korean materials. However, even with the

establishment of IR/PS, the Korean Collection grew rather slowly. Due to the small

number of faculty in Korean Studies and the lack of a Ph.D. program in the humanities

focusing on Korean Studies at UCS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llection has not

kept pace with the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10) Both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 were managed by their respective librarians, but there was no Korean librarian

at the time. Because of this, over several years the Korean Collection was mainly built

with donated materials. In 2005, the Korea Foundation gifted the IR/PS Library 741

Korean monographic titles in the areas of Korean economy, business, political science,

culture, and unification. In 2006, Dr. Jung-Kil Kim, President of the Korean National

9) Cheng, Jim. Aiming for Unique and Outstanding Collections: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nalysis of East Asian Collection Developmen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g2. https://escholarship.org/content/qt73n3t5bk/qt73n3t5bk.pdf

10) Cheng, Jim. Aiming for Unique and Outstanding Collections: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nalysis of East Asian Collection Developmen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g2. https://escholarship.org/content/qt73n3t5bk/qt73n3t5b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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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c Committee, provided a $10,000 gift fund for Korean collection development at

UC San Diego.11) These donations and gifts were instrumental in seeding the Korean Collection.

Several librarian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Korean Collection. In 1990, Maryanne

Reilly was hired as the IR/PS Tech Services Librarian. Throughout her career, she helped

compile the Korean Collection through book purchasing trips to Korea. Along with a

Korean volunteer, the IR/PS Library was able to establish several Korean journal

subscriptions. Following Maryanne’s departure, the Library lacked a dedicated librarian

to collect Korean-language materials, but it did continue to collect English-language books

related to Korea. During this time, the IR/PS library was able to set up an approval

plan with the publisher Eulyoo to continue to receive Korean-language materials relevant

to the interests of IR/PS. However, this approval plan was in effect for only two years.

In 1998, Sanae Isuzumi was hired as the Japanese Studies Librarian with her position

requiring 10% of her time be devoted to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fter Isuzumi’s

retirement, the Japanese Studies Librarian position was vacant and the Social Sciences

Collection Coordinator, Annelise Sklar, and U.S. History Librarian, Harold Colson, took

responsibility for overseeing the Korean collection. In 2015, I was hired as the Korean

and Japanese Studies Librarian with a time allocation split evenly between the two

fields. As the Korean and Japanese Studies Librarian, I am currently in charge of

Acquisition/Collection Development, Instruction, Outreach, and Reference. There is no

Technical Services Librarian at UC San Diego and we rely on student assistants’

language expertise for copy cataloging. If a student cannot find a book, it is outsourced

to a vendor in the U.S. for original cataloging.

Over the years, the Korean Collection and the overall East Asian Collection have

grown tremendously. The following describes the volume holdings of CJK materials at

UC San Diego.12)

11) Cheng, Jim. Aiming for Unique and Outstanding Collections: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nalysis of East Asian Collection Developmen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g4. https://escholarship.org/content/qt73n3t5bk/qt73n3t5bk.pdf

12) CEAL Statistics Data. https://ceal.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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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Holding of CJK Materials (1998 - 2017)

 Chinese Japanese Korean Total

1998 52,191 36,171 4,558 92,920

1999 53,992 38,794 4,558 97,344

2000 56,636 40,773 5,001 102,410

2001 59,110 43,480 5,223 107,813

2002 62,213 46,523 5,507 114,243

2003 67,337 48,845 5,540 121,722

2004 71,045 51,447 5,585 128,077

2005 76,917 53,844 5,712 136,473

2006 81,558 55,337 6,223 143,118

2007 85,330 56,850 6,630 148,810

2008 88,227 58,843 6,694 153,764

2009 90,999 60,683 6,745 158,427

2010 61,271 62,878 5,427 129,576

2011 63,988 64,068 5,453 133,509

2012 64,565 65,209 5,507 135,281

2013 66,524 66,807 5,566 138,897

2014 68,238 68,445 5,865 142,548

2015 70,244 69,609 6,885 146,738

2016 72,388 70,703 8,199 151,290

2017 75,177 71,682 9,057 155,916

[Table 3] Volume Holding of CJK Materials from CEAL Statistics Data (1998-2017)

As is evident, the Korean Collection is minuscule compared to its Chinese and

Japanese counterparts. However, there is currently a strong push from the Transnational

Korean Studies and the Korea-Pacific Program to grow the Korean Collection. As the

Korean and Japanese Studies Librarian, I continue to hold conversations with faculty and

students in order to acquire materials that are relevant to their research o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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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ollection Scope

The term “Korean Studies”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arts and humanities. However,

at UC San Diego,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emphasizes political science first and

then arts and humanities. The collection focuses on areas that are strongly represented

on campus in courses or research by faculty and students. As the Korean and Japanese

Studies Librarian, I am in charge of collecting in both Korean and English, but I

primarily collect in Korean. These are the general guidelines for selecting materials:

· Korean economics and business

· Korean Security (military science)

· Government and politics (including election systems)

· North Korean politics, policies, economics, and business

· History of Korea, focusing on 1800 to the present

· Korean sociology (family structure, immigration, labor issues, diaspora)

· Gender studies

· Films

· Korean architecture

· Modern Korean literature (1945 to present)

· Hallyu/K-pop

Currently, the areas that are most heavily collected are gender studies (feminism and

LGBTQIA), the Korean diaspora, and North Korea related materials.

One interesting point is that many of our international STEM students use the Korean

database to find articles related to their field. My focus has always been on the two

programs when acquiring books, responding to research questions, and outreach. However,

according to the publisher usage statistics of Nurimedia, STEM related journals are

among the to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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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usage statistics 

NO Journal Publisher Downloads 

1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45

2 종양간호학회지 대한종양간호학회 28

3 경제와사회 비판사회학회 23

4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철도학회 21

5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20

6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 20

7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저널)

19

8 페미니즘 연구 한국여성연구소 19

9 만주연구 만주학회 19

10 Muslim-Christian Encounte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18

11 인물과사상 인물과사상사 17

12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 16

13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16

1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통신학회 14

15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대한토목학회 14

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대한기계학회 13

17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한국지반환경공학회 13

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13

19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12

20 대한토목학회논문집 A 대한토목학회 12

[Table 4] Publisher Usage Statics for 2017 from Nurimedia13)

4.3 Notable Collections within the Korean Collection

Even though the Korean Collection is relatively new, there are already two

distinguished collections: the Korean Film Collection and North Korean Propaganda

Poster Collection. The Korean Film Collection holds both South and North Korean films

13) 2017 usage data of Nurimedia for UCSD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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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VD and VHS format. For South Korean films, we are focusing on documentaries

and independent films on social issues in Korea. UC San Diego also holds over 250

North Korean films that were published between the 1960s and 2010s. Several of these

films do not include their dates of publication, making it difficult to add the correct

metadata. What is unique is that some of these North Korean films have English subtitles.

In 2008, UC San Diego hosted a Korean film festival/symposium titled Korea, North

and South: A Cinematic Perspective. This event screened five North Korean films

selected by North Koreans as definitive contemporary films produc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five South Korean films selected by scholars

from UC campuses.14) The films they selected are the following:

· Blood-Stained Woodblock (DPRK)

· Hong Gil Dong (DPRK)

· O My Love (DPRK)

· Our Lifeline (DPRK)

· Our Fragrance (DPRK)

· To the Starry Island (ROK)

· Peppermint Candy (ROK)

· Welcome to Dongmakgol (ROK)

· Woman on the Beach (ROK)

· May 18 (ROK)

The Korean Film Festival continues at UC San Diego to this day. Mannam, a Korean

student-led organization at the GPS, hosts this annual festival and works with the library

to select a topic and films for the year.

In addition, the Library has purchased and digitized 66 North Korean propaganda

posters. These posters are hand-painted reproductions by Mansudae Chʻangjaksa spanning

the years 1985 to 2002. This collection is aligned with the Chinese propaganda posters,

14) Jennings, Jan. “Film Festival to Explore Diversity of Korea, North and South, Jan. 25-27 at 
UC San Diego,” http://ucsdnews.ucsd.edu/archive/newsrel/events/12-07KoreaNorthAndSou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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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l are searchable in the Library’s Digital Library website.

[Photo 5] North Korean propaganda posters search on the Library Digital Collections page15)

5. Trends and Future Plans

With the growing student interest in Korea due to the Korean Wave, or “Hallyu,” we

must be able to meet the needs of students who are first discovering Korea and/or the

Korean language. One of the current trends is the expansion of leveled reading in the

CJK languages. Many universities are establishing a graded reading collection for their

language students, and there is major support for this collection from the language

faculty. Both Japanese and Chinese have a set of graded reading materials from publishers,

but Korean is still in the developmental stages. The Chinese Librarian and I were able

to secure space on the fourth floor to designate a Graded Reading Collection area. The

15) Library Digital Collection. https://library.ucsd.edu/dc/search?f%5Bcollection_sim%5D%5B%5D= 
North+Korean+Propaganda+Posters&id=bb64179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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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are being shipped and the collection will hopefully be available by fall 2018.

[Photo 6] CJK Graded Reading Collection area on the 4th floor16)

The Library will continue to collect both North and South Korean films to keep the

collection unique and strong. We will focus on documentaries and films that can be

used for learning about Korean culture or society. One area recommended by a faculty

member is K-pop Concert/Fan-meeting DVDs for the study of Korean fandom culture

and the marketing strategies used in the packages. Media can be extremely helpful for

students learning about Korean culture.

Lastly, we need to expand our e-resources. Although the East Asian Collection spans

the entire fourth floor, it is the smallest floor in the tower. Due to space limitations and

with the growing population preferring e-electronic materials, many library resources are

being shifted to e-materials via databases and/or packages. Korea does not offer an

extensive collection of academic e-materials, but there are smaller vendors who are

venturing into the digital realm.

16) Moon,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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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clusion

The Korean collection at UC San Diego is steadily growing along with the related

programs. It still lags in terms of volume of materials, but it shows the potential to grow.

Many faculty members take a unique approach in their research and have brought interesting

topics into the library. I believe working with these faculty members will help develop

unique collections that will benefit large numbers of users. Changes will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future to support further development. Hence, the library will continue to

push forward, remain innovative, support its users, and cultivate partnerships/collaboration

with other libraries, units, and agencies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everyone we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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