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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 출장목적

    ㅇ 일본 내 한국 관련 자료 소장 연구기관 방문을 통한 특화자료 수집 및    

기증․개인문고 운영 관련 조사

    ㅇ 일본 소재 고서점이 보유한 한국 관련 자료 등 실태파악 및 발굴, 구입․수집을 

통한 국가문헌 확충

   ⃞ 출장기간: 2018. 10. 22.(월) ~ 10. 26.(금) / 4박 5일

   ⃞ 출장국가: 일본(오사카, 교토, 도쿄)

   ⃞ 방문기관

   ㅇ 오사카: [서점] 히노데쇼보(日之出書房), 덴규쇼텐(天牛書店)

   ㅇ 교  토: [기관]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서점] 타케오카쇼텐(竹岡書店), 키쿠오쇼텐(キクオ書店), 나카이쇼보(中井書房)

   ㅇ 도  쿄: [기관] 동양문고(東洋文庫)

              [서점] 토요도쇼텐(東陽堂書店), 잇세이도쇼텐(一誠堂書店), 토조쇼텐

(東城書店), 난카이도쇼텐(南海堂書店), 사와구치쇼텐(澤口書店), 

야마모토쇼텐(山本書店)

   ⃞ 출장자: 자료수집과 송보현(사서주사보), 이현진(사서주사보)

   ⃞ 출장성과

    ㅇ 3개 도시 11개 고서점 방문결과 도서관 미소장 자료 『愛する大陸よ : 

詩人金竜済研究』 등 한국 관련 자료 117책 발굴

    ㅇ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에서 입수하는 한국 관련 자료 목록을 주기적으로 

제공 받기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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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 일정

날짜 지역 시간 업무수행내용 면담자

10/22

(월)

김포 09:00~10:45 김포 출발(KE2725) → 오사카 도착

오사카 14:00~18:00
히노데쇼보(日之出書房), 덴규쇼텐(天牛書店) 등 

고서점 방문 및 자료수집 ․ 조사

10/23

(화)
교토

오사카 출발 → 교토 도착

13:30~17:30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방문

- 기관 내 한국학 연구자 및 도서관 관계자 면담

- 도서관 및 서고 등 기관 견학

渡邊伸彦
(자료관리

계장) 등 

10/24

(수)

교토 10:00~16:30
타케오카쇼텐(竹岡書店), 나카이쇼보(中井書房) 등 

고서점 방문 및 자료수집 ․ 조사

도쿄 교토 출발 → 도쿄 도착

10/25

(목)
도쿄

10:00~13:00

동양문고 방문

- 기관 내 도서관 관계자 면담

- 도서관 및 서고, 전시실 등 기관 견학

瀧下彩子
(도서부 

열람복사과장)

15:00~18:00
토요도쇼텐(東陽堂書店), 잇세이도쇼텐(一誠堂書店) 등 

고서점 방문 및 자료수집․조사

10/26

(금)

도쿄 09:30~15:00 진보초고서축제 현장 방문 및 자료수집․조사

김포 19:45~22:05 도쿄 출발(KE2710) → 김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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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 내용

1. [서점] 오사카(大阪) 지역

1-1. 히노데쇼보(日之出書房)

  가. 개요

    ㅇ 주    소: 大阪市平野区喜連西4-6-59

    ㅇ 취급분야: 철학, 종교, 역사, 사회과학, 미술, 공예, 외국문학, 취미 등 전 

주제를 취급하지만 전체 도서의 절반 이상이 한국 관련 서적이며, 

조선인 강제 징용 등 조선 관련 주제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

    ㅇ 홈페이지: http://hinode.koshoten.net

  나. 방문일시: 2018. 10. 22.(월), 14:00~16:30

  다. 조사결과

    ㅇ 서점주 곽일출씨는 재일 한국인으로 한국 관련 고서적을 수집하며 러시아, 

중국 등 재외 동포와의 교류로 재외 한국인 관련 자료도 함께 수집한다고 함

    ㅇ 재일 조선인, 강제 징용, 한국 및 조선사, 조선·일본 관계사 등 한국 관련 

도서를 다수 보유

    ㅇ 홈페이지에 분류된 한국 관련 자료만 약 2,100여 책이며, 일본서 뿐 아니라 

중국서, 러시아서도 계속 수집 하고 있다고 함

    ㅇ 이번 출장으로 방문한 고서점 중 우리도서관 미소장 자료가 가장 많았으며,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구입한다면 일부 자료는 기증도 가능 

하다고 함

    ㅇ『お星さまのレール』는 8.15 광복 후 재한(在韓) 일본인이 일본으로 귀환 

하는 과정을 다룬 소설로 이 경우 출판사 또는 서점에서 주제어를 설정

하지 않은 이상 “조선”등의 검색어로는 검색이 불가능 함. 이렇게 표제 

및 주제어에 한국 관련 단어가 없는 자료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임

    ㅇ『사쿠라이 요시유키 문고 목록집』, 『박경식 문고 목록집』, 『四方朝鮮
文庫目録』등은 한국 관련 자료를 모은 문고의 목록집임. 이 목록집은 

향후 한국 관련 자료를 조사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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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열람 도서 중 우리도서관 미소장 자료 목록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1
愛する大陸よ : 詩人金竜
済研究 大村益夫 大和書房

2 お星さまのレール 小林千登势 金の星社
3 (日本の地名散歩)地名 大友辛男 三一書房
4 中国都城・渤海研究 駒井和愛 雄山閣出版
5 百済観音 浜田青陵 養徳社
6 朝鮮の建築贏 關野貞 岩波書店
7 朝鮮鐘 坪井良平 角川書店
8 朝鮮高麗陶磁考 中尾万三 学芸書院
9 私たちと戦争責任：アジアの声 戦争犠牲者を心に刻む会編 東方出版
10 季刊靑丘 青丘文化社 青丘文化社
11 朝鮮問題資料叢書 朴慶植 編 アジア問題研究所
12 明日への文化提言 小田切秀雄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13 李朝五百年史 青柳南冥 朝鮮研究会
14 若者たちの戦場 ドロシー・マツオ ほるぷ出版
15 白頭山の靑春 梅棹忠夫, 藤田和夫  朝日新聞社

16
朝鮮通信使と壬辰倭乱：
日朝関係史論 仲尾宏 明石書店

17 アジアの民族と文化の形成 江上波夫著 平凡社
18 日本古代の親族と祭祀 上井久義 人文書院

19
朝鮮キリスト教の文化史的
研究 山口正之 御茶の水書房 

20 朝鮮文学選集.１-２ 赤塚書房
21 韓国歴史漫歩 神谷丹路 明石書店
22 涓涓集 安倍 能成 岩波書店
23 韓国の建築 金奉烈 学芸出版社
24 玄界灘に架けた歷史 姜在彦 大阪書籍
25 蘇我王朝と天武天皇 石渡 信一郎 三一書房
26 遥かなる祭 森崎和江 朝日新聞社
27 あなたが希望です 朴 慶南 新日本出版社
28 中国と朝鮮戦争 平松 茂雄 勁草書房
39 韓くに風の旅 藤本 巧 筑摩書房
30 朝鮮学論考 藤田亮策 藤田先生記念事業会刊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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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집자료

      

도서명 비고

1)桜井義之文庫目録
(사쿠라이 요시유키 문고 목록집)

사쿠라이 요시유키(桜井義之) 문고는 대부분 메이지
(1868년~1912년), 다이쇼(1912년~1926년), 쇼와(1926년 
~1989년) 시대에 간행된 식민지 시대의 조선 관계에 관한 
자료로 일본어 자료 문고
☞ 사쿠라이 요시유키 문고 목록은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
   http://repository.tku.ac.jp/dspace/handle/11150/1190

2)朴慶植文庫仮目録 2 : 

滋賀県立大学図書情報セン

ター配架分
(박경식 문고 목록집)

재일 한국인 사학자였던 박경식은 평생 헌책방을 돌며 조선 
강제 징용 관련 자료를 수집 함. 수집한 자료를 시가노현립
대학도서관에 기증하여 박경식 문고로 소장 되어 있음
☞ 박경식 문고 목록은 인터넷으로도 목록 확인 가능
   https://sites.google.com/view/parkgyeongsik 
   (현재는 임시사이트로 시가노현대학도서관 홈페이지 

변경중으로 임시로 구축)

四方朝鮮文庫目録 : 1978年10月 일본십진분류법으로 분류된 조선 관련 자료의 목록서

        * 서점주가 기증한 자료로 향후 일본 소재 한국 관련 도서 수집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임

1-2. 덴규쇼텐(天牛書店)

  가. 개요

    ㅇ 주    소: 大阪府吹田市江坂町5-14-7

    ㅇ 취급분야: 철학, 종교, 역사, 미술, 공예, 불교 등의 학술서와 근현대 미술, 

고미술, 사진 등의 미술 서적

    ㅇ 홈페이지: https://www.tengyu-syoten.co.jp

  나. 방문일시: 2018. 10. 22.(월), 17:30~18:00

  다. 조사결과

    ㅇ 서점은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책은 주제별로 배가 되어 있음. 2층에는 음반 

등 특별히 음악, 예술 분야 자료를 배치하였으며 한쪽엔 전시 자료도 있음

    ㅇ 주로 철학, 역사, 미술공예 등과 관련된 서적을 취급하며 한국 관련 주제를 

따로 모아 배치하지 않고 한국 관련 자료도 별로 없다고 함

1) 사쿠라이 요시유키(桜井義之, 1904~1989): 일본의 서지학자이며 근대 한반도 문헌 연구가로, 연구한 

문헌 자료를 사(死)후 도쿄경제대학(東京経済大学)에 약 1,800여권 기증함

   [출처 : 동경경제대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tku.ac.jp/library/gaiyou/collection]

2) 박경식(朴慶植, 1922~1998): 사학자이며 재일 한국인으로 일본의 강제 징용에 대하여 일본 사회에 

처음으로 알리는 저서를 저술. 저서로는 『朝鮮人强制連行の記錄』,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日本植民地下の朝鮮思想狀況』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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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홈페이지에서 韓国(한국)으로 검색 시 58건, 조선(朝鮮)은 114건이었으나  

대부분 한국책을 일본어로 번역한 자료이거나 한국어로 된 자료였음

    ㅇ 열람 도서 중 우리도서관 미소장 자료 목록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1 韓国の伝統的住宅 朱南哲 九州大学出版会

2
韓国の古代遺跡 〈1〉新羅篇
(慶州)

東潮, 田中俊明 中央公論社

3
グローバル化と韓国社会 
-その内と外 朝倉敏夫・岡田浩樹編 国立民族学博物館

4 心のやきもの李朝 伊東郁太郎 監修/
MOA美術館 ほか編 読売新聞社

5 鳥取に流れ着いた朝鮮人 鳥取県立博物館 編 鳥取県立博物館
6 アジア歴史研究入門 宮崎市定ほか 同朋舎出版
7 韓国金銅仏研究 松原三郎 吉川弘文館

2. [서점] 교토(京都) 지역

2-1. 타케오카쇼텐(竹岡書店)

  가. 개요

    ㅇ 주    소: 京都府京都市左京区浄土寺西田町81-4

    ㅇ 취급분야: 철학, 종교,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 미술, 공예, 일본문학, 

외국문학, 현대문학, 취미, 외국 서적, 서브 컬쳐 등

    ㅇ 홈페이지: http://takeokabooks.net

  나. 방문일시: 2018. 10. 24.(수), 10:00~11:40

  다. 조사결과

    ㅇ 홈페이지에서 韓国(한국)으로 검색 시 34건, 조선(朝鮮)은 94건임 

    ㅇ 서점 안에 있는 자료는 일부이며, 대부분의 도서는 서점 주변의 여러 곳의 

서고에 있다고 함. 따라서 찾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해야 원하는 자료를 볼 수 있으며 당일은 어렵다고 함

    ㅇ 오사카시립동양도자기미술관(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의 조선도자기 전시인

『展企画展朝鮮陶磁シリーズ』의 전시도록 판매

    ㅇ 한국의 풍경을 담은 엽서도 판매

    ㅇ 열람 도서 목록 중 우리도서관 미소장 자료



- 7 -

2-2. 키쿠오쇼텐(キクオ書店)

  가. 개요

    ㅇ 주    소: 京都府京都市中京区河原町通三条上ル恵比須町430

    ㅇ 취급분야: 철학, 종교, 역사, 자연과학, 미술공예, 고전적 외국서 등

    ㅇ 홈페이지: http://www003.upp.so-net.ne.jp/kikuo

  나. 방문일시: 2018. 10. 24.(수), 12:30~13:00

  다. 조사결과

    ㅇ 서점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이 불가능하며 주제별 목록만 있음

    ㅇ 작은 규모의 고서점으로 한국 관련 자료를 따로 모아 놓지 않으며, 한국 

관련 자료도 없다함  

2-3. 나카이쇼보(中井書房)

  가. 개요

    ㅇ 주    소: 京都府京都市左京区新車屋町二条通川端東入163

    ㅇ 취급분야: 철학, 종교,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 미술 공예, 일본문학, 외국

문학, 고적, 현대문학, 취미 등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1 消された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林えいだい 明石書店

2
17世紀以前の日本・中国・
朝鮮関係絵図地図目録 尾下成敏・井黒忍 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3
高麗の水注展 : 企画展朝鮮
陶磁シリーズ2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4
高麗梅瓶展:企画展朝鮮陶磁
シリーズ6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5
李朝鉄砂:展企画展朝鮮陶磁
シリーズ7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6
李朝粉引:展企画展朝鮮陶磁
シリーズ8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7
高麗青磁の鉄絵と鉄彩:展企
画展朝鮮陶磁シリーズ9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8
高麗翡色青磁:展企画展朝鮮
陶磁シリーズ10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9
李朝の祭器:展企画展朝鮮陶
磁シリーズ11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0
李朝の水滴:展企画展朝鮮陶
磁シリーズ12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1 東洋陶磁展-中国･朝鮮･日本 東京国立博物館 東京国立博物館
12 慟哭の道をゆく : 朝鮮戦線従軍記 ラッセル・ブラインズ 編 青渓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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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홈페이지: http://www006.upp.so-net.ne.jp/nakai-shobo

  나. 방문일시: 2018. 10. 24.(수), 15:00~16:30

  다. 조사결과

    ㅇ 서점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이 불가능하며 주제별 목록만 있음

    ㅇ 한국 및 조선 관련 도서가 서가에 많이 꽂혀 있었으나 서점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자료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ㅇ 교토 관련 자료를 특별히 주력 수집

    ㅇ 열람 도서 중 우리도서관 미소장 자료 목록

  

3. [서점] 도쿄(東京) 지역

3-1. 토요도쇼텐(東陽堂書店)

  가. 개요

    ㅇ 주    소: 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1-1

    ㅇ 취급분야: 철학, 종교, 역사, 미술, 공예, 국어 국문, 고적

    ㅇ 홈페이지: http://touyoudou.jimbou.net/

  나. 방문일시: 2018. 10. 25.(목), 15:00~16:00

  다. 조사결과

    ㅇ 진보초에서 1924년에 창업

    ㅇ 불교, 종교, 역(易), 일본사, 동양사 등의 주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서점

    ㅇ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열람한 도서의 

대부분은 기소장 자료였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1 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 在日朝鮮人の人権を守る会 在日朝鮮人の人権を
守る会出版房

2 こころの交流朝鮮通信使 - 京都文化博物館他
3 韓国語と日本語の起源 塚本勲 白帝社
4 韓国上古史の爭点 千寛宇 編 一潮閣

5 朝鮮の古文化論讃 中吉先生の喜寿を記念す
る会 編 国書刊行会

6
朝鮮キリスト教の文化史的
研究 山口正之 御茶の水書房 

7 歪められた韓国像に挑む 刊行委員会 洋々社
8 任那興亡史 末松保和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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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열람 도서 중 우리도서관 미소장 자료 목록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1 朝鮮国名考 鮎貝房之進 国書発行会
2 後期朝鮮王朝史研究 西川孝雄 -

3 韓国金銅仏研究 松原三郎 -

3-2. 잇세이도쇼텐(一誠堂書店)

  가. 개요

    ㅇ 주    소: 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1-7

    ㅇ 취급분야: 역사, 미술, 공예, 국어 국문, 고전적 외국서

    ㅇ 홈페이지: http://www.isseido-books.co.jp/

  나. 방문일시: 2018. 10. 25.(목), 16:00~17:00

  다. 조사결과

    ㅇ 1903년 혼슈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 창업. 1906년에 도쿄 칸다로 이전

    ㅇ 큰 규모의 서점으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었음. “대외관계

(對外關係)”, “통교사(通交史)” 분야의 도서 중에 한국 관련 자료를 

다수 찾을 수 있었음

    ㅇ 열람 도서 중 우리도서관 미소장 자료 목록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1 近代日本の大陸政策 古川万太郎 著 東京書籍
2 金日成 : 思想と政治体制 徐大粛 著, 林茂 訳 御茶の水書房
3 日本帝国主義統治下の朝鮮 社会科学院歴史研究所 朝鮮青年社
4 火の慟哭 : 在日朝鮮人坑夫の生活史 金賛汀 著 田畑書店
5 朝鮮学論考 藤田亮策 著 藤田先生記念事業会
6 日本書紀朝鮮関係記事考證.下卷 三品彰英 著 吉川弘文館

7
朝鮮日々記・高麗日記 : 秀吉の朝
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発 (日記 
・記録による日本歴史叢書 ; 近世編 4)

北島万次 著 そしえて

8
朝鮮三・一独立騒擾事件 : 概
況・思想及運動 朝鮮憲兵隊司令部 編 巌南堂書店

9 近代朝鮮経済史の研究 高秉雲 著 雄山閣出版

10
朝鮮における植民地金融史の研究 
(日本史学研究双書 ; 15)

高嶋雅明 著 大原新生社

11 朝鮮実学思想の系譜 鄭聖哲 著, 崔允珍 
[ほか]訳 雄山閣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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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조쇼텐(東城書店) 

  가. 개요

    ㅇ 주    소: 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2-20

    ㅇ 취급분야: 역사, 고전적 외국서, 한적 당본(唐本)

    ㅇ 홈페이지: http://tojo.jimbou.net/catalog/index.php

  나. 방문일시: 2018. 10. 25.(목), 17:00~17:30

  다. 조사결과

    ㅇ 이번 출장 중 방문한 서점 가운데 유일하게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의 영업점이 

아닌 사전 예약 방식으로만 응대를 하는 서점이었음. 제공된 목록을 통해서 

바로 열람이 가능한 자료만 열람하여 전체 브라우징이 불가능했음

    ㅇ 온라인 목록 제공 외에 소장 도서 목록을 매월 책자로 발간하고 있음. 

책자 및 온라인 목록을 통해 우리도서관 소장여부 검색 후 미소장 자료 

구입에 활용 가능한 자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됨

    ㅇ 열람 도서 중 우리도서관 미소장 자료 목록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1 世宗実録日朝経済史料 田村洋幸編 -

        

3-4. 난카이도쇼텐(南海堂書店) 

  가. 개요

    ㅇ 주    소: 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2-3-4

    ㅇ 취급분야: 철학, 종교, 역사, 사회과학

    ㅇ 홈페이지: http://nankaido.jimbou.net/catalog/index.php

  나. 방문일시: 2018. 10. 26.(금), 10:00~11:30

12 近代朝鮮の社会と思想 飯沼二郎, 姜在彦 編 未来社

13
西欧経済思想と韓国近代化 : 
渡日留学生と経済学 李基俊 著 東京大学出版会

14
分断後の韓国政治 : 一九四
五～一九八六年 尹景徹 著 木鐸社

15 朝鮮国名考 鮎貝房之進 国書発行会
16 未完朝鮮キリスト教史 沢正彦 著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7 高麗王朝の儀礼と中国 豊島悠果 著 汲古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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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사결과

    ㅇ 한국 관련 자료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었으며, 특히 “동아시아” 관련 

자료가 많이 있었음

    ㅇ 우리도서관 기소장 자료가 많긴 했으나, 진보초에서 돌아본 서점 중 한국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었으며, 추후 계속적으로 목록 조사가 

필요한 서점으로 생각됨

    ㅇ 열람 도서 중 우리도서관 미소장 자료 목록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1 日本書紀朝鮮関係記事考證.下 三品彰英 著 天山舎

2 無窮花と海峡 米村晋 著 能登印刷出版部

3 近代民衆の記録.10, 在日朝鮮人 小沢有作 新人物往来社

4 朝鮮戦争 : 米国の介入過程 小此木政夫 著 中央公論社

5 図録・評伝安重根 統一日報社 編, 姜昌萬 監修 日本評論社

6 朝鮮統一問題資料集 : 民族統一のために 朝鮮統一問題資料集編纂委員会 編 民族統一新聞社

7
朝鮮問題資料叢書 第11巻 (日
本植民地下の朝鮮思想状況)

朴慶植 編 アジア問題研究所

8 近代日鮮関係の研究 田保橋潔 著 文化資料調査会

9 朝鮮封建時代農民の階級構成 金錫亨 著, 末松保和, 李達憲 共訳 学習院東洋文化
研究所

10 古代韓半島と倭国 山本孝文 著 中央公論新社

11 現代朝鮮論 (AA叢書 ; 2) 藤島宇内, 畑田重夫 編 勁草書房

12 日本帝国主義史論 : 満州事変前後 江口圭一 著 青木書店

13 朝鮮民族解放闘争史 朝鮮歴史編纂委員会 編, 朝
鮮歴史研究会 訳 三一書房

14 日本帝国主義統治下の朝鮮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
会科学院歴史研究所近代史
研究室編

朝鮮青年社

15
八〇年代と朝鮮の統一 : 第一回民
族統一シンポジウム報告

民族統一シンポジウム報告
編集委員会 編 皓星社

16 李朝の財産相続法 朝鮮総督府 編 国書刊行会

17 朝鮮地誌略 : 慶尚道之部 陸軍参謀本部 編, 李進煕 解説 朝鮮図書覆刻会

18 中国・朝鮮地名異称辞典 国書刊行会 国書刊行会

19 朝鮮終戦記 磯谷季次 著 未来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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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와구치쇼텐(澤口書店) 

  가. 개요

    ㅇ 주    소: 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1-7

    ㅇ 취급분야: 철학, 종교,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 미술, 공예, 국어, 국문, 

외국문학, 고적, 현대문학, 취미, 외국서적, 서브컬쳐, 고서 일반 

(기타), 중고 고서 일반

    ㅇ 홈페이지: http://sawatokyokoshoten.com/

  나. 방문일시: 2018. 10. 26.(금), 11:30~12:00 

  다. 조사결과

    ㅇ “아시아제국(アジア諸国), 러시아(ロシア), 유라시아대륙제국(ユーラシア

大陸諸国)” 코너에 한국 관련 자료가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한국인 저자 

저서의 번역본이 많았고, 우리나라 관련 자료보다는 중국 관련 자료가 

많았음

    ㅇ 열람 도서 중 우리도서관 미소장 자료 목록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1 朝鮮歳時記 許南麒 著 同成社

2 韓国文様事典 林永周 編著, 金両基 編訳 河出書房新社

3
日朝関係史論集 : 姜徳相先生
古希・退職記念

姜徳相先生古希・退職記
念論文集刊行委員会 著 新幹社   

20 朝鮮学論考 藤田亮策 著 藤田先生記念事業会

21 朝鮮史研究 白鳥庫吉 著 岩波書店

22 北朝鮮誌 山田天山, 安藤北洋 著 東洋書院

23 朝鮮史研究会論文集.1〜10集（復刻) 朝鮮史研究会 龍渓書舎

24 近代朝鮮の社会と思想 飯沼二郎, 姜在彦 編 未来社

25
近代朝鮮社会事業史研究 : 京城
における方面委員制度の歴史的展開 慎英弘 著 緑蔭書房

26 植民地期朝鮮の社會と抵抗 飯沼二郞; 姜在彦 [共]編 高麗書林

27 現代の韓国労使関係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編 御茶の水書房

28 論攷韓国経済論 沈晩燮 著 税務経理協会

29 日本帝国主義と旧植民地地主制 浅田喬二 著 御茶の水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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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야마모토쇼텐(山本書店) 

  가. 개요

    ㅇ 주    소: 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2-7

    ㅇ 홈페이지: https://www.kenbunshuppan.com

    ㅇ 취급분야: 철학, 종교, 역사, 외국문학, 고전적 외국서, 당본(唐本), 일본책, 

중국 관계 학술서, 중국 관계 일반서, 서예 관계서

  나. 방문일시: 2018. 10. 26.(금), 13:30~15:00

  다. 조사결과

    ㅇ 1978년 중국 도서 전문점 “야마모토 서점”의 출판부로 시작함

    ㅇ 중국의 역사 ․ 문학 ․ 사상을 중심으로 한 책을 주로 취급하며, 한국 관련 

코너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관련 도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룬 

도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ㅇ 열람 도서 중 우리도서관 미소장 자료 목록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1 新羅・高麗の仏像 中吉功 著 二玄社
2 雜攷新羅王號攷朝鮮國名攷 鮎貝房之進 著 国書刊行会
3 新羅文化論攷 斎藤忠 著 吉川弘文館
4 韓国の村祭り 朴桂弘 著 国書刊行会
5 朝鮮国名考 鮎貝房之進 国書発行会
6 韓国両班同族制の研究 江守五夫, 崔龍基 編 第一書房
7 韓末ナショナリズムの研究 金栄作 著 東京大学出版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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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3)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日文研),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Research)

  (1) 방문 개요

    ㅇ 기 관 명: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ㅇ 주    소: 京都市西京区御陵大枝山町３丁目２番地
    ㅇ 홈페이지: http://www.nichibun.ac.jp/ja/

    ㅇ 방문일시: 2018. 10. 23.(화), 13:30~17:30

    ㅇ 면 담 자

      - 松田利彦(Matsuda Toshihiko,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교수_日․韓관계사 분야)

      - 橋本敬三(Hashimoto Keizo, 정보관리시설과장) 

      - 渡邊伸彦(Watanabe Nobuhiko, 정보관리시설 자료과 자료관리계장)

      - 江上敏哲(Toshinori Egami, 정보관리시설 자료과 자료이용계장)

 

  (2) 도서관 개요

    가.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도서관 연혁

      ㅇ 1987년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개소

      ㅇ 1990년 도서관 개관

      ㅇ 1994년 도서자료관 개관

      ㅇ 2010년 제2도서자료관_외서관(外書館) 개관

3) 일본의 문화・역사를 국제적인 연계・협력 하에 연구하며 세계의 일본 연구자를 지원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 

교부금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 공동 이용 기관으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연구들도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조직하고, 매년 해외에서도 각종 국제연구집회를 개최함. 또한 해외에서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의 

연구자를 초빙해 최신의 연구 성과 및 정보에 근거한 연구 협력 및 해외연구정보 수집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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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4년 제3도서자료관_영상음악관 개관

      ㅇ 2017년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개관 30주년

    나. 이용 시간 및 대출 규정

      ㅇ 이용시간: 9:00~17:00(월~토)

                  일요일, 휴일, 연말연초(12/28~1/4) 등은 휴관

      ㅇ 대출 대상 및 대출 가능 책 수

         

대상 도서 연속간행물

교수진(방문 교수진), 관리자 등 100책 6개월
5종 1주

협력 연구자, 방문 연구자, 前 교수진 등 10책 1개월

    다. 통계 현황

      ㅇ 장서 관련(2018년 4월 현재)

        - 장서 수: 544,433책(일본어 도서: 362,918책, 외국어 도서: 181,515책)

        - 잡지타이틀: 8,624종

        - 공개DB: 53개(일반인에게 공개되는 DB)

        - 2017년 입수 책 수: 8,764책(일본어 도서: 5,408책, 외국어 도서: 3,356책)

        - 주요 장서 컬렉션(개인문고)

          ․ 노마 문고(野間文庫) - 재단법인 노마과학의학연구자료관(2003년 폐관)

으로부터 장서를 기증받아 운영. 16세기 해부학서 등 서양의학의 고전적인 

저작을 두루 갖추고 있음

          ․ 소다 문고(宗田文庫) - 일본 의학사·약학사의 연구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故 소다 하지메(宗田一)씨의 구장서를 기증받아 운영. 일본 의료 

문화사의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서적 외, 일장물의 화상 

자료나 고지도도 귀중한 자료로서 주목받고 있음

          ․ 히로시게토오루 구장 도서(廣重徹旧蔵図書) - 전 일본대학 이공학부 

교수로, 물리학사 ․ 근대 과학사 연구에 있어서 큰 공적을 남긴 

히로시게 토오루(廣重徹)씨의 구장서를 기증 받아 본센터 이용에 

제공

          ․ 일중 문고(日中文庫) - 2005년 3월에 폐관한 일중역사연구센터(日中
歷史硏究センター)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 현대 중․일 관계사에 관한 약 

3만 8,000권을 소장

         이 외에도 약 10여개의 문고를 운영 중



- 16 -

      ㅇ 직원수(2018년 4월 현재): 20명(관장 이외 상근: 7명, 비상근 13명)

      

      ㅇ 2017년 방문 이용자수: 23,073명

      ㅇ 2017년 도서관 예산: 약 9,000만엔(이 중 자료구입비용: 약 6,900만엔)

  

  (3) 면담 내용

    가. 자료수집방법

      ㅇ 구입

        - 출판사의 신간 안내, 서점의 카탈로그, Web 사이트(대형 서점 사이트) 

등에서 정보 수집. 특정 테마(예를 들어 “외국서”)에 대해서는 서점

에서 간행하는 리스트를 제공받기도 함

        - 다수의 서점을 통해 구입. 한국서의 경우“고려서림(高麗書林), 붕우

서점(朋友書店)”을 통해 입수하는 경우가 많음

      ㅇ 기증

        - 저자로부터 기증 / 비유통 자료의 기증 의뢰 / 대형 기증 신청 등으로 구분 

        - 일문연에서 의뢰한 것이 아닌 경우는 “연구자료위원회”에서 선정, 

심의 과정을 거쳐 기증 받음

    나. 자료 선정에 있어서의 조직체계

      ㅇ 일반자료(1건당 50만엔 미만의 자료)

        - 전임교원 희망자료, 전임교원 추천자료

        - 자료과 직원의 추천

      ㅇ 고액자료(1건당 50만엔 이상의 자료)

        - 전임교원들로 구성된 연구자료위원회(4~5회 개최 / 1년)에서의 심의

        - 최종 심의는 센터 전체 회의(1회 개최 / 2주)를 거쳐야 함

      ㅇ 기증 자료

        - 연구자료위원회에서의 선정, (대형 기증의 경우) 연구자료위원회 심의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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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료수집방침

      ㅇ 외서

        -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출판된 일본연구도서

        - 일본어로 번역된 일본연구도서

        - 외국어로 번역된 일본도서

        - 외국어 일본 연구 잡지

        - 특별외서: 외국인(주로 서양인)이 본 중국, 한국 견문기 등

      ㅇ 일본연구(기본도서)

        - 사서(辞書), 사전(辞典), 연감, 연표, 인명록 / 각종 통계서, 지방사지 / 

전집, 사료집성 / 관공청 간행물 / 전기, 일기

        - 학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번역본의 원전

        - 일본문화에 관한 개설서 (평가가 정해진 것)

        - 일본 연구에 관한 학술 전문서

      ㅇ 대중문화 ․ 일본연구영상음향자료

        - 풍속화, 염색본, 춘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연예, 사진, 지도, 도록 등

      ㅇ 문헌 목록　

        - 소장 및 소재 목록, 색인 및 해제 등

  (4) 한국 관련 자료 소개

    가. 日韓旧蔵(일한구장)

      ㅇ 2011년에 폐쇄한 일한문화교류기금도서센터4)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로, 

한국·한반도 및 한일관계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약 1,600점 소장

      ㅇ 일한문화교류기금도서센터 폐관 시 기증 받은 장서

    

4) 재단법인 한일문화교류기금사무소(도쿄도 미나토구)에 병설된 한국·한반도 및 한일관계 전문도서관. 도서, 

잡지, 비디오, DVD, 마이크로필름등을 소장하고, 일반 이용자에 제공. 2011년 도서센터는 폐관

종별 내역

도서 약 2만7천책
화서(和書) 약 1만4천책
한국어 약 1만2천책 / 양서 약 1천책

마이크로필름 484점  [마이크로필름 자료 목록] 참조

잡지 약 260종 일본어 약 160점 / 한국어 약 100점

지도자료 4종

․ 일만분일조선지형도집성 / 조선총독부제작(柏書房)
․ 신문 「日本」부록 메이지중기 분현(分県) 지도: 
부(付)․중국/조선/러시아(ゆまに書房)

․ 한반도지도집성(과학서원)
․ 북한 5만분지1 지형도 / 상·하소련군참모본부(고려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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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일한문화교류기금도서센터 기증 자료 중 [마이크로필름 자료 목록]

    나. 岡部文庫(오카베문고)

      ㅇ 일본 근현대사, 자연환경 연구자인 오카베 마키오(岡部牧夫, 1941~2010)씨가 

소장하고 있던 일본과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근현대사 관련 자료로 쇼와사

(昭和史), 일제 강점사 자료를 중심으로 약 3,800점을 소장

1 対馬宗家文書 第1期-第3期 353점

2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22 22점

3 朝鮮人抗日運動調査記録 1-26 26점

4 花房義質関係文書 1期-2期 23점

5 戦中期植民地行政史料 16점

6 Dispatches from U.S. ministers to the Korea, March 1883-Dec. 1905. No.1-22 22점

7 Dispatches from U.S. Consuls in Seoul, Korea, July 1886-1906 No.1-2 2점

8
Records of the U.S. Dept, of State relating to Internal Affairs 
of Korea, 1910-1929 No.1-4

4점

9 Records of the Dept, of Stat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30-1939 No.1-2 2점

10
Records of the Dept, of State Internal affairs of 
Korea,1940-1944 No.1-3

3점

1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Numerical and 
Minor Files of the Department of State. Political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Korea, 1906-1910)

1점

12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5-9 (Records of the U.S. 
Dept, of State relating to Internal Affairs of Korea, 1910-1929)

5점

13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45-146(Numerical and 
Minor Files of the Department of State:Korea,1906-1910)

2점

14
Diplomatic instructions of the U.S. Dept, of States to the U.S. 
ministers to Korea No.109

1점

15
Notes the Foreign Legations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Dept, of State. Korea. Jan.10.1888-Aug.11.1906

1점

16
Notes from the Korean Legation in the U.S to the Dept, of 
State,1883-1906

1점

합계 48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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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문사진

일문연_1. 기관 전경 일문연_2. 기관 입구 일문연_3. 면담 장면

일문연_4. 서가 및 열람 좌석 일문연_5. 개인 열람석

일문연 6. 자료실 내 소전시 안내 일문연_7. 자료실 내 소전시 전시대 일문연_8. 자료실 내 소전시 참고자료

일문연_9. 자료실 전경 일문연_10. 자료실 전경 일문연_11. 자료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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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 동양문고5) (東洋文庫, Toyo Bunko(The Oriental Library))

  (1) 방문 개요

    ㅇ 기 관 명: 동양문고

    ㅇ 주    소: 東京都文京区本駒込2-28-21

    ㅇ 홈페이지: http://www.toyo-bunko.or.jp

    ㅇ 방문일시: 2018. 10. 25.(목), 10:00~13:00

    ㅇ 면 담 자: 瀧下彩子(Takishita Saeko, 도서부 열람복사과장_근대중국연구부 연구원)

  (2) 도서관 개요

    가. 동양문고 연혁

      ㅇ 1924년 재단법인으로 동양문고 설립6)

      ㅇ 1948년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지부로 편입7)

      ㅇ 1961년 유네스코 동아시아 문화 연구 센터 병설

      ㅇ 2010년 하버드옌칭도서관, 알렉산드리아도서관 등과 협정 체결

      ㅇ 2011년 박물관 개관

      ㅇ 2013년 공익재단법인으로 전환

    나. 통계 현황(2017년 기준)

      ㅇ 총장서: 1,032,699권(일본의 국보 5점, 주요문화재 7점 포함)

        - 한적(漢籍)·중국서: 총 장서의 40%를 차지하며, 『永楽大典』63卷 34冊, 

중국지방지 3천여 점, 중국 족보 860부, 청나라 강희제 실록 등이 있음

        - 서양자료: 총 장서의 30%를 차지하며, 모리슨 문고로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 54종, 덩컨의 『아편전쟁도』등이 있음

        - 일본어자료: 총 장서의 20%를 차지하며, 이와사키 문고 등이 있음

        - 기타 아시아어 자료: 총 장서의 10%를 차지하며, 티베트, 몽고 장서 

13,000점, 14세기 후반 코란, 중앙아시어자료(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어, 키르

기스탄어 등) 그 외 서아시아(아랍어·페르시아어. 터키어·오스만 터키어) 

자료 등이 있음 

      ㅇ 자료 수집(2016년 기준)

5) 동양문고는 동양학 전문 도서관으로 도서관 안에 연구부를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도서관이자 연구원의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박물관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음

6) 미쓰비시(三菱)의 3대 사장이었던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 이와사키는 

일본 역사와 문학에 관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1901년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자인 맥스 뮐러

(Max Mueller)로부터 12,000권의 장서를 사들인 후 동경대학에 기증한 바 있음. 1917년에는 조지 

어니스트 모리슨(George Ernest Morrison)으로부터 상당량의 장서를 사들였고, 이 장서가 오늘날 동양

문고 장서의 모태가 됨

7)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쓰비시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 시데하라 기주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였고, 그의 노력으로 인해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로 편입되어 운영이 됨(2009년 

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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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행본: 구입 2,387책(예산 21천엔), 교환 5,490책, 기증 6,508책

        - 잡  지: 757종 5,370책

        - 신  문: 한·중·일 23종 구독

      ㅇ 자료 정리(2016년 기준)

        - 일본어, 한적 도서: 1,271책, 서양자료: 12책, 기타어 자료: 580책

      ㅇ 자료 열람(2016년 기준)

        - 개관일수 240일, 이용자 수 2,380명(신규 이용자 975명), 열람 자료 수 

29,333권

      ㅇ 직원수(2015년 기준): 80여명(연구원 포함)

      ㅇ 조직체계

         

           

  (3) 면담 내용

    가. 자료 수집

      ㅇ 구입

        - 동양문고는 문부과학성에서 자금을 지원 받으며 연구 목적 및 자원 

목적에 맞게 수집을 해야 함

        - 연구부의 상무를 포함한 연구원들은 도서위원이 되며, 도서위원이 모인 

도서위원회에서 구입 자료가 선정됨

        - 구입자료 결정에는 각 위원회 내 상무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며 

연구원들의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 함

        - 결정된 자료의 실질적 구입은 도서부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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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 자료는 주로 고전 자료이며 최신책은 따로 구입하지 않음

      ㅇ 기증·교환

        - 매년 많은 자료가 기증·교환 되고 있으며, 우리도서관 및 한국국회

도서관과도 자료 교류를 하고 있음

        - 북한과도 과거 교류가 있어 북한 자료가 있음(현재는 교류가 없음)

    나. 한국 관련 자료의 수집

      ㅇ 동아시아 연구부문 「근세조선기록류의 종합적연구」에서 9명의 연구원이 

조선시대 문헌연구를 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ㅇ 근세 조선의 각종 기록류의 현존 상황을 조사하고 각 기록류별로 해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며, 이것은「일본 소재 근세 조선

기록류 해제」(2010년)의 증보판 간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함

      ㅇ 수집 경로

        - 일제강점기에 기증 또는 자체적으로 수집

        - 연구과정에서의 구입 수집

    다. 고려대학교와의 협력

      ㅇ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와 연구 협정을 맺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고문헌 자료 연구 진행

      ㅇ 소장 자료 전체의 목록집 작성, 주요 자료 디지털 원문이미지 구축, 주요

자료에 대한 해제 작성을 내용으로 함

      ㅇ 현재까지 그 이후 추가된 내용은 없음

  (4) 한국 관련 자료 소개

    가. 在山樓(재산루) 장서

      ㅇ 마에마 쿄사쿠(前間 恭作, 1868-1941)8)가 수집하여 기증한 장서

      ㅇ 1차 기증(1924년 3월) 423종 1,764책, 2차 기증(마에마 쿄사쿠 사후 유족이 

기증, 1942년) 431종 714책으로 총 854종 2,478책

    나. 朝鮮本漢籍
       ㅇ『増補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録』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여 검색 가능 

       ㅇ 동양문고 소장 한적(漢籍) 중 조선 관련 자료 목록

    다. 韓国朝鮮語図書
       ㅇ 동양문고에서 2003년 3월말까지 수집 한 한국어 도서의 목록

       ㅇ 한글 또는 한자로 검색 가능

    라. 韓国祭祀演劇資料動画(한국 제사 동영상)

      ㅇ 연구부의 타나카 카즈나리(田仲一成) 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8) 마에마 쿄사쿠는 대마도 출신의 한국어학자로 그는 일찍이 한국어를 익혀 1894년에 조선의 영사관에 

서기로 부임. 후에 조선총독부의 통역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재직 기간 동안 조선의 고서 수집과 연구에 

큰 관심을 기울임. 저서로는 『在山楼蒐書録』,『古鮮冊譜』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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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사 등 제례를 현지 조사하여 직접 촬영한 것

      ㅇ 법성포 단오절(성황당제사, 줄타기, 용왕제 등), 안동 수영광대 제사, 

안동하회별신굿, 안동하회극의 4가지 하위 메뉴가 있으며 현재는 안동

하회별신굿만 열람 가능하고 나머지는 구축 중임

    마. 열람자료

       

순번 자료명 청구기호 비고

1 牧牛子血心訣1卷 XI-4-B-39
명종 12년(1182) 한글로 불(佛)서를 번역한 
자료. 중세 조선어 연구에 귀중한 책

2

藝文類聚100卷
唐歐陽詢輯正德10年(1515)
序華氏蘭雪堂銅活字印本
(朝鮮活字版)

XI-4-B-19 조선 중종 10년 조선활자인쇄본 자료

3
七經圖7巻
明呉繼仕輯萬暦43(1615)年序
刊本4册

XI-6-A-6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을 조선에서
8권 책에서 4권 본으로 다시 제본 함

4
勸學文
慶長2年(1597)古活字印本(慶長
勅版)1册

三-A-e-8
일본 에도시대에 제작 되었으나 활자는 
조선시대의 방식으로 만들어져 의미가 
있는 자료

         * 청구기호 중 XI는 귀중본임. 서고 안에서 열람하였으나 사진 촬영은 불가

   (5) 방문사진  * 서고 및 자료실 내 촬영이 불가하여 건물 밖 사진과 박물관 사진만 촬영

동양문고_1 도서관 전경 동양문고_2 도서관 입구 동양문고_3 면담자 타키시타씨

동양문고_4 동양문고 박물관 전시실 동양문고_5 박물관 상설 전시
동양문고_6 동양문고 박물관 

모리슨 장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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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59회 칸다고서축제(第59回 神田古本まつり)9)

(1) 축제 개요

  ㅇ 명    칭: 제 59회 도쿄 명물 칸다 고서 축제

  ㅇ 기    간: 2018. 10. 26.(금) ~ 11. 4.(일)

  ㅇ 주    최: 칸다 고서점 연맹

  ㅇ 공동주최: 치요다구

  ㅇ 후    원: 도쿄도

  ㅇ 협    찬: 도쿄 상공회의소 치요다지부 치요다구 상가연합회・진보초 북페스

티벌 실행위원회

  ㅇ 위    치: 도영지하철・도쿄메트로 [진보초]역

  ㅇ 참가규모: 참가점포 약 100개, 출품 점수 총 100만여 권

(2) 방문 결과

  ㅇ 방문일시: 2018. 10. 26.(금), 9:30~14:00

  ㅇ 현장 열람 도서 목록 중 우리 도서관 미소장 자료 목록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소장
서점명

1
アジア史紀行 : 一考古学徒
の遊学記 網干善教 著 関西大学

出版部
古書

ワルツ

2 東アジアの儀礼と宗教 吾妻重二, 二階堂善弘 編 雄松堂出版
山本
書店3

日・中・朝の比較文学研究 
(和泉選書 ; 47)

浜政博司 著 和泉書院

4 朝鮮旅行記(東洋文庫 ; 547) ゲ・デ・チャガイ 編, 井上紘一 訳 平凡社 長島書店

  ㅇ 방문사진

9) 2018년 가을 59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칸다 고서점 연맹의 최대 연중 행사. 책에 관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최근에는 도쿄 명물로 자리 잡아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진보초를 

방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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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방문서점】

ㅇ 교토의 타케오카쇼텐(竹岡書店)에서 발견한 일본박물관의 한국도자기 전시 도록과 

같이 한국 관련 자료 수집 시 해외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 중 한국 관련 

자료도 함께 수집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ㅇ 일본 소재 도서관의 한국 관련 문고(文庫)를 조사하고 그 문고의 목록집을 

활용한다면 한국 관련 자료 조사에 용이할 것 같음

ㅇ 전 주제 도서를 취급하는 서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점들이 각자 특화된 

주제의 도서를 다루고 있었으며, 출판된 지 30~40년이 지난 헌책들도 관리가 

잘 되어 새 책 못지않은 상태로 배가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음

ㅇ 진보초 고서점 거리의 경우,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양쪽 거리 

중 한편으로만 고서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햇빛에 의한 책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해를 등지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ㅇ 복본조사 결과 상당수는 기소장 자료였으나 일부 미소장 자료가 검색됨에 따라 

해당 도서의 신간발행 상황을 조사한 후 신간 우선으로 구입을 진행하되 신간

도서 구매가 여의치 않은 경우 중고서적 구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다만 

같은 자료에 대해 고서점별로 가격 차이가 있고, 자료의 훼손·오염 등의 상태를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중고서적 구매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방문기관】

ㅇ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 일반 자료는 대중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교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인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이용자(일본 관련 연구자)와 기관 내 연구자가 

주 이용자층으로 일반 도서관과 같이 많은 이용자가 내관하고 있지는 않았음

  - 도서관 담당자들과 한국학 교수 등 모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귀중서고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허용되지 않은 서고까지 견학이 가능했음

  - 추후 필요하다면 우리도서관 미소장 자료 중 입수가 어려운 자료에 대해 디지

타이징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줌

  - 앞으로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여 한국 관련 자료는 물론 동양학 관련 목록 

입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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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양문고(東洋文庫)

  - 동양문고는 한국 등 아시아의 고문헌을 주로 수집·연구 하는 기관이지만 

조직체계의 다양성을 자료수집 과정에 활용하는 점은 도서관 자료 구입 

과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음

  - 서고 뿐 아니라 자료실내에서도 사진 촬영을 금지하지만 일반 이용자가 원할 

경우 사전예약만 한다면 제약 없이 열람이 가능함. 귀중한 자료로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점이 인상적임

  - 동양문고에 소장중인 한국 고서에 대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3년간 조사 하였으나 전수조사가 아니며, 그 후에 수집된 한국 고서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도서관도 적극적으로 

동양문고 소장 고문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임

 

【제 59회 칸다고서축제(第59回 神田古本まつり)】

ㅇ 개최 하루 전인 10월 25일에도 이미 거리에는 도서 판매대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고서점이 밀집해 있는 거리에는 다양한 안내 사인이 있어 지역 전체가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였음

ㅇ 출장 일정상 축제가 시작되는 첫 날 이른 오후까지 둘러보게 되었는데, 평일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픈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서 거리를 방문하여 

책을 구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ㅇ 주말에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축제 현장 가판매장에서 열람한 도서 등을 통해 사전 조사된 서점 외에 한국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서점을 추가로 찾는데 도움이 되었음

ㅇ 축제 기간 중인 10월 27일(토)~10월 28일(일)에는 “제 28회 진보초 북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재고 신간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음. 헌책을 다루는 

칸다고서축제(神田古本まつり) 기간 중 개최되어 신간 서적과 고서가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행사로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함

   

ㅇ 참고 사이트
  - 일본의 고서점(日本の古書店)  http://www.kosho.or.jp/
  - 교토고서조합  http://www.kyoto-kosho.jp/
  - 진보초 북타운  http://jimbou.inf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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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계획

ㅇ 고서점 방문 시 발굴한『愛する大陸よ : 詩人金竜済研究』등 117책의 경우 

신간서적 발간 현황을 검색 후 2019년 한국 관련 자료 구입 시 최우선으로 수집

ㅇ 일본 내 기관 및 고서점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및 방문 고서점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한국 관련 

자료의 신규 목록을 정기적으로 입수

   -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소장 한국 관련 자료 중 구입이 어려운 자료의 경우 

디지타이징 추진(디지털기획과 협의)

   - 입수한 중고서적 목록 중 우리 도서관 미소장 자료는 2019년 구입 사업 계약자에 

일본 고서점을 통한 구입을 요청

     * 미소장 자료 중 발간된 지 오래되어 신간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자료나 비매품 

자료에 한함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v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v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