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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Joy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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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원고는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No. 149 (October, 2009) pp. 19~44에 

수록된 “Purpose Driven Progress: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1990~2009”를 번역한 것입니다.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지난 20년간 북미주 한국학 도서관계가 이루어낸 주요 업적과 

성과를 기술하고 현황을 조명하는 것이다. 즉 1990년 이후 북미주 한국학 도서관계

의 주요 경향과 이슈 뿐 아니라, 한국학 사서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겪어온 어려움

과 도전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북미주 한국학 도서관계의 발자취를 총체적으로 살

펴본 것이다. 이 논문은 4부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전체에 대한 개괄

이며, 제2부는 북미주 한국학 연구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목적으로 북미주에서 한

국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의 명단과 한국학 관련 학위논문, 교수규모, 한국

학 개발기금, 한국학 관련 장서 등의 통계를 조사하였다. 제3부에서는 북미주 한국

학 도서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기술하였다. 

제4부는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난 20년간(1990~2009)의 북미주 한국

학 도서관계의 주요 역사를 기록하였다. 먼저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통해 북미주 

한국학 도서관계의 양적 성장을 살펴본 후, 주요 이슈와 발전 상황을 조명하였는데 

 * 북미주동아시아학도서관협의회 차기회장(2010~2013)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한국학도서관 관장

**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미국 USC 한국학도서관 연수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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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다는 집단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기술했다. 즉 북미도서관특화컨소시엄, 한

국학전자자료컨소시엄, 한글의 로마자화, 한국학 사서들이 주관한 워크숍과 국제학

술회의, 한국의 지원프로그램, 업체 제공 서지, 한국 사서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한

국학 학자와 사서의 협력 관계 등을 설명하였다. 필요할 경우 몇몇 개인의 활동상

도 기록하였다. 부록은 해외 한국학도서관 관련 서지로 40여 명의 저자가 쓴 110여 

건의 논문, 기사, 단행본, 챕터 등이 수록되어 있다.

Ⅰ. 개관

북미주의 도서관 특화 분야 중 지역학(area studies) 장서들이 있는데 그 중 한국

학은 동아시아도서관 언저리의 극히 작은 일부이다. 동아시아도서관 내의 주류인 

중국과 일본 장서에 려 오랫동안 관심도 지원도 잘 받지 못하는 약자적 위치에 있

었던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 그러나 과거 20년 사이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 이제

는 한국학장서도 활발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이 반가운 변화의 요인으로

는 급부상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관심 내지 학문적 호기심, 한국 정부의 북

미주 한국학 및 한국학장서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금 지원, 그리고 학술 커뮤니케이

션 및 도서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의 정보기술 발달 등을 들 수 있

다. 북미주의 한국학도서관이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중국학과 일본학에 비해 상당

히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학 사서들은 근래 자신들이 이룬 집단적 성과

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저자는 1985년부터 미국의 한 대학의 한국학 사서로 

일하며 이 변화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활발히 참여한 사람 중 하나로서 지난 20

년간 한국학 사서들이 공동으로 이룬 업적과 현재의 상황을 본 논문을 통해 조명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1)

1990년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최윤환이 1993년 발표한 “The Condition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in U.S. Libraries(미국 내 한국학도서관의 현황)”2)
이라는 논문에 잘 기록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1990년 이후의 일들만 다루려 

1) 본 논문은 Journal of East Asian Library 편집자의 요청으로 쓴 것이다.

2) Yoon-hwan Choe, “The Condition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in U.S. Libraries,” 
CEAL Bulletin 99 (June 1993):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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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최윤환은 논문의 목적을 “북미주 한국학 장서의 주요 경향 및 취약 분야를 조

사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 이라고 기술했다. 1992년 10월 8일에서 

10일까지 한국학 진흥을 위해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Enhancing Korean Studies: 

Scholarship and Libraries” 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기획 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이 

논문은 그 다음 해 북미주 한국학 사서들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북미도서관

특화컨소시엄” 설립을 위한 기금을 받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Ⅱ. 북미주 한국학 현황

한국학 사서의 역할은 학자들의 연구 및 교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북미주 

한국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개관이 필요하다. 해외 한국학의 현황에 관한 가장 포괄

적인 참고 도서는 해외한국학백서이다.3)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전 세계 주요 지역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미래의 방향에 대한 논문들을 싣고 있으

며, 제2장은 한국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기관의 연락처, 학위 프로그램, 학위 과

정, 교수 이름, 학생 수 등을 포함한 주소록이고, 제3장은 한국학연구소 및 학회의 

주소록이다. 이 책에 따르면, 북미주에서 한국학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미국 91개, 캐나다 6개로 총 97개 대학인데 “Korean Studies Info” 라는 웹사이트

에서도 같은 정보를 일부 볼 수 있다(http://www.clickkorea.org/koreanstudies 

/ks_index. asp).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한국학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

관으로서 1992년부터 2009년 사이 북미 지역의 43개 대학(미국 40, 캐나다 3)에 

66개의 신규 한국학  교수직 창설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외 기관에 한국학 교수직 창설을 위해 지원한 전체 금액 중 71%가 북미 지역에 

주어진 것은 이 지역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미 위주였던 지

원 패턴이 근래에는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국제

교류재단의 해외 신규 교수 창설 기금의 지원 기준이 “일정 수준의 한국학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해외 대학”임을 감안할 때 이 43개의 대학이 북

미 한국학 프로그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3)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서울: 을유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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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명 신규 교수 수 전공 분야

1 American University 1 경제학

2 Claremont McKenna College 2 역사학; 정치학

3 Columbia University 2 문학; 역사학

4 Cornell University 1 역사 및 문화

5 George Washington Univ. 2 역사학; 정치학

6 Georgetown University 2 사회학; 정치학

7 Harvard University 2 문학; 역사학

8 Ohio State University 2 언어 및 문화

9 Princeton University 1 문화 및 사회

10 Rice University 1 언어

11 Rutgers University 2 문학; 언어 및 문화

12 Smith College 1 문화사

13 Stanford University 2 사회학; 역사학

14 SUNY Albany 1 언어 및 문화

15 SUNY Binghamton 1 언어 및 문화

16 SUNY Buffalo 1 언어

17 SUNY Stony Brook 1 문화

18 Tufts University 1 국제 관계

19 UC Berkeley 2 문학; 사회학

20 UC Irvine 2 역사학; 문학

21 UC Los Angeles 3 역사학; 지리학; 예술사

22 UC San Diego 1 정치학

23 UC Riverside 1 언어, 문학 및 문화

24 University of Chicago 1 문학

25 University of Georgia 1 문학

26 University of Hawaii 1 인문학

27 University of Iowa 1 인류학

28 U. of Maryland  (College Park) 1 언어

29 University of Michigan 3 역사 및 예술; 정치학; 역사학

30 U. of Missouri at Columbia 1 정치학

31 University of Pennsylvania 2 전근대 사회사; 사회학

<표 1>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교수직 신설 기금을 지원 받은 북미 대학들(1992~2008)

     (43개 대학 66 교수)4)

4)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한국학진흥, 교수직 설치. www.k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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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교수직 신설 기금을 지원 받은 북미 대학들(1992~2008)

     (43개 대학 66 교수) - 계속

  대학명 신규 교수 수 전공 분야

32 University of Pittsburgh 1 언어

33 U. of Southern California 2 정치학; 예술사학

34 University of Texas Austin 1 역사학 및 문화

35 University of Utah 1 역사학

36 University of Washington 2 역사학; 정치학

37 University of Wisconsin 1 역사학

38 Washington Univ. at St. Louis 1 언어 및 문화

39 Wellesley College 1 언어 및 문학

40 Yale University 2 언어; 언어 및 문화

41 U. of British Columbia (Canada) 3 정치학; 언어; 법학 

42 York University (Canada) 2 문학; 언어 및 문화

43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3 사회과학; 문학; 문화

Total 66  

박사학위 논문이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이나 학위를 수여한 기관 모두에게 최상위 

교육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박사학위 논문 통계는 한국학의 양적인 실적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Frank Joseph Shulman(이하 

슐만)이 수 년 간 심혈을 기울여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A Century of 

Doctoral Dissertations on Korea, 1903-2004: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Studies in Western Languages(한국관련서양어박사학위논문일세기, 1903-2004: 

주해서지)’ 가 출판되면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 그리고 사서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슐만은 이 책의 서문에서 1903년부터 2004년까지 

100년간 전 세계의 900여 개의 학위 수여 기관에서 승인받은 14,157편의 박사학위 

논문 중 10,368편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한국과 한국인(재외교민을 포함하여)을 주

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68%인 7,017편의 논문은 미국의 대학에서, 그리고 

79편의 논문은 캐나다에서 생산되었다고 슐만은 저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슐

만은 1903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서 쓰인 박사학위 논문 중 한국을 부분적으로

만 다루고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면 한국 관련 논문의 총수는 12,000편이 훨씬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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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혔다. 그 중 9,000편 정도는 한국을 전적으로, 아니면 우선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슐만은 추정했는데, 이는 근년에 한국 관련 논문 수가 매년 450~500

편에 달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한국학 연구 실적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대표적 도구로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 (BAS)가 있는데 이는 서양어로 출판된 한국 관련 학술지논문, 단

행본의 챕터 등을 망라하는 온라인서지 데이터베이스이다. 슐만에 의하면, 2009년 

6월 현재 BAS에 등록되어 있는 1779년부터 2009년 전반까지 출판된 전 아시아 관

련 서지 737,175건 중 ‘Korea’, ‘Korean’, ‘Koreans’를 검색어로 갖는 서지는 

1971~2009년 사이에는 43,246건, 1990~2009년 사이는 29,521건이라고 한다. 슐
만은 지난 20년간 BAS의 한국 관련 서지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

라고 밝혔는데, 즉 1970년대 초와 1980년대 후반 이후 자신이 BAS에 참여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저자가 한국학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표들, 즉 

박사학위 논문, 교수의 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교수 신설 기금 수여 상황, 그리고 

한국학 장서 및 사서 규모 등을 한눈으로 비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먼저 조사 

대상 대학의 명단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했다: 즉 전술한 슐만의 서지에서 

1903~2004년 사이 북미주에서 한국 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가장 많이 생산한 기관, 

1992년부터 2009년 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교수직 신설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 

(학부 과정만 있는 기관은 제외), 2008년 CEAL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어 장

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등 세 개의 리스트를 조합하여 명단을 작성했다. 그 다음 

각 기관에 대해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데이터베이스에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쓰인 박사학위 논문 중 제목과 초록에서 주제어 “Korea*” 로 검색되는 

논문의 통계를 조사한 다음 논문 수가 많은 기관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되 논문 

수가 10개 미만인 기관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슐만이 저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

적했듯이 이렇게 추출한 논문 통계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모든 논문

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한국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Korea*” 란 주제어가 제목이나 초록에 포함되지 않아 검색되지 않은 논문도 있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Korea*”로  검색되는 1990~2009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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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수는 5,521건이었던 데 반해 슐만의 서지는 5년이나 더 짧은 기간인 

1990~2004년 사이 6,410건을 기재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아래 <표 2>의 통계가 

부정확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개요로서만 참조하기 바란다.

<표 2> 한국학 박사학위 논문 수, 교수 수, 지원금 및 도서관통계

R

a

n

k

한국 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많이 생산한 대학

(1990-2009)

박사학위 

논문 수

(1990-

2009)5)

한국학 

교수 수

(2006

년 2월 

현재)6)

강사 및 

교환 교수

(2006년 

2월 

현재)7)

한국국제

교류재단 

지원 신설 

교수 수

(1992~2008)

2008

한국학 

장서 수 

(권)8)

2008

한국학 

도서관 

직원 수

(FTE)9)

1 U. of Texas at Austin 155 1 3 1 4,499 0

2 UCLA 153 9 4 3 48,464 1.77

3 U. of Hawaii at Manoa 148 17 0 1 63,196 2

4
Illinois 

Urbana-Champaign
147 5 1 0 15,830 0

5 Ohio State University 136 1 1 2 5,325 0.7

6 U. of Southern California 134 4 6 2 58,700 5

7 Wisconsin at Madison 116 3 4 1 4,887 0

8 U. of Washington 98 2 2 2 94,764 2.5

9 Harvard University 93 3 2 2 138,797 4.2

9 University of Minnesota 93 0 2 0 2,616 0

11 Indiana University 92 3 2 0 17,941 0

12 University of Chicago 91 2 2 1 61,580 2.3

13 Columbia University 81 4 6 2 77,807 2

14 University of Iowa 80 3 1 1 0 0

15 Cornell University 77 1 4 1 11,895 1.5

5)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database http://proquest.umi.com에서 2009년 9월 현재 

검색한 통계임.

6)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서울: 을유문화사, 2007):984-1284. 정보가 없으면 “-” 
로 표시했음.

7) 전게서. 정보가 없으면 “-” 로 표시했음.    
8)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EAL Statistics, in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database online], Lawrence, KS, 2008. http://www.lib.ku.edu/ceal/ (이후 명칭 “CEAL 

통계”)  CEAL 통계에 안 나오면 “0”으로 기재했음.

9) CEAL 통계 http://www.lib.ku.edu/ceal/ 0.5 FTE 보다 적으면 “0”으로 기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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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학 박사학위 논문 수, 교수 수, 지원금 및 도서관통계 - 계속

R

a

n

k

한국 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많이 생산한 대학

(1990-2009)

박사학위 

논문 수

(1990-

2009)

한국학 

교수 수

(2006

년 2월 

현재)

강사 및 

교환 교수

(2006년 

2월 현재)

한국국제

교류재단 

지원 신설 

교수 수

(1992~2008)

2008

한국학 

장서 수 

(권)

2008

한국학 

도서관 

직원 수

(FTE)

15
U.of Maryland, Coll. 

Park
77 1 1 1 9,727 0

17 UC Berkeley 76 2 5 2 88,502 2.7

18
U.of Missouri at 

Columbia
75 0 1 1 0 0

19 Michigan State Univ. 73 0 2 0 472 0

20 New York University 71 2 2 0 0 0

21 Pennsylvania State Univ. 68 0 3 1 0 0

22 SUNY at Buffalo 64 - - 1 0 0

23 Univ. of Pennsylvania 63 3 4 2 7,131 0

24 Stanford University 53 1 3 2 29,827 2.5

25 University of Michigan 52 3 2 3 28,047 2

26 Texas A &M University 47 - - 0 0 0

27 Florida State University 46 0 0 0 0 0

28 Purdue University 44 - - 0 0 0

29 University of Pittsburgh 43 0 2 1 9,046 1.5

30 Temple University 43 0 1 0 0 0

31 Arizona State University 38 1 2 0 0 0

32 Syracuse University 37 - - 0 0 0

33 George Washington U. 37 6 6 2 0 0

34 University of Georgia 36 2 0 1 0 0

35 University of Florida 35 - - 0 947 0

36 Claremont Graduate U. 34 - - 0 0 0

37 University of Delaware 33 - - 0 0 0

38 Northwestern University 31 0 1 0 0 0

38 Georgetown University 31 4 2 2 5,338 0

40 Boston University 30 0 1 0 0 0

41 Yale University 29 0 2 2 12,679 0

41 SUNY at Albany 29 2 2 1 0 0

43 University of Connecticut 28 -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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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학 박사학위 논문 수, 교수 수, 지원금 및 도서관통계 - 계속

R

a

n

k

한국 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많이 생산한 대학

(1990-2009)

박사학위 

논문 수

(1990-

2009)

한국학 

교수 수

(2006

년 2월 

현재)

강사 및 

교환 교수

(2006년 

2월 현재)

한국국제

교류재단 

지원 신설 

교수 수

(1992~2008)

2008

한국학 

장서 수 

(권)

2008

한국학 

도서관 

직원 수

(FTE)

44 U. of North Texas 26 - - 0 0 0

45 University of Oregon 25 0 0 0 0 0

46 Rutgers University 24 2 - 2 2,749 0

46 UNC at Chapel Hill 24 - - 0 456 0

46 UC Irvine 24 3 3 2 13,989 0

49 University of Toronto 23 5 2 3 39,227 2.5

50 Brown University 22 1 0 0 4,856 0

51 Princeton University 19 1 3 1 18,848 1.5

51 UC Davis 19 - - 0 2,617 0

53 Duke University 18 1 1 0 5,084 2

53 U.S. International U. 18 - - 0 0 0

55 U. of Mass., Amherst 17 - - 0 0 0

55 Vanderbilt University 17 - - 0 0 0

57 U. of Illinois at Chicago 16 - - 0 0 0

57 UC Riverside 16 0 1 1 2,182 0

57 University of Cincinnati 16 - - 0 0 0

60 UC San Diego 14 1 1 1 6,694 0.65

61 University of Utah 13 1 1 0 0 0

61 SUNY Stony Brook 13 2 2 1 0 0

61 American University 13 0 2 1 0 0

64 U. of British Columbia 12 8 3 3 27,115 2

합계 3,406       921,834 39.32

이 표의 한국 관련 박사학위 논문들의 반수 이상이 한국어 장서가 없는 대학에서 

쓰였다는 사실에 저자는 사서로서 놀람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1990~2009년 사이 

10편 이상의 논문을 생산한 64개 대학 가운데 50%인 32개 대학은 한국어 장서가 

아예 없거나 1,000권도 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32개 대학이 전

체 논문의 35%에 해당하는 1,177편을 생산했으며 10,000권 이하의 한국어 장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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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대학들이 59%에 해당하는 2,004편의 논문을 생산한 것이다. 전체 64개 대

학의 25%인 16개 대학 만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한국학 전담 전문사서를 고용하

고 있는데 전체 논문의 66%에 해당하는 2,235편의 논문은 한국학 전담사서가 1명

도 채 안되는 기관에서 쓰인 것이다. 겨우 7개의 도서관(11%)만이  50,000권 이상

의 한국어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한 논문은 총 885편으로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한국학 장서와 박사학위 논문 통계

한국학 장서
1,000권 

이하

10,000권 

이하

25,000권 

이상

50,000권 

이상

1인 이상의 

직원

1인 이하의 

직원

대학 수 32 (52%) 46 (72%) 12 (19%) 7 (11%) 16 (25%) 48 (75%)

박사논문 수
1,177 

(35%)

2,004 

(59%)

1,014 

(30%)

885 

(26%)

1,171 

(34%)

2,235 

(66%)

대강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하나의 의문점을 제기한다. 즉 이 저자들은 

박사학위 논문에 필요한 한국 관련 자료를 어디서 구했을까? 영어자료, 도서관상호

대차, 개인장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무료정보, 한국이나 북미주 내의 다른 기관

으로의 출장 연구 등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학 학자나 대학원생들이 실제

로 어떻게 한국 관련 자료를 획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이

지만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므로 다른 누군가 연구해 주기를10) 제안하

는 한편 본 논문에서 밝힌 데이터가 한국학 사서들에게 참고봉사, 도서관상호대차, 

연구 출장비 보조 프로그램 등 적극적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들을 강화할 필요를 시

사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0) 관련된 연구로 전경미의 1999년 박사학위 논문 Korean Studies in North America, 1977- 

1996: a Bibliometric Study 가 있다. 북미주 내 가장 대표적인 한국학 학술지 4종에서 추출

한 193 기사의 7,166 인용 서지를 분석한 결과 영어 논문(47.1%), 한국어 논문(34.9%) 순으로 

인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저작자들은 자국 내에서 출판된 논문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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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최근 발전 상황

북미주 한국학 사서직은 한국의 도서관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최근 

동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쓰인 대부분의 정보는 Scholarly 

Communication in China, Hong Kong, Japan, Korea, and Taiwan의 한 챕터

(Joy Kim, 권은경 공저)에서 출판사 허락 하에 발췌, 개정, 번역한 것이다.11)

국가 정보화 사업

1997년 한국 경제 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구조 지원을 받게 된 일

이 근대사 이래 한국의 학술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된 일은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시대에 신속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 정부는 정보화 사회 지향이 경제위기 극복의 핵

심 열쇠라는 현명한 판단 아래 ‘informatization’ 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해 국가 정

보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거금을 투자해 디지털화한 도서관, 연구기

관, 박물관 등의 주요 자료 및 메타데이터 덕분에 한국은 지식정보 분야에 있어서 

최선진국으로 도약하였고 방대한 양의 논문, 학술지, 희귀서, 고신문 및 문서자료, 

사진, 지도, 통계 등 한민족의 지적 유산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되기 시작했

다. 전자 원문이 있는 자료는 서지, 색인, 목차 등의 검색 도구들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되고, 저작권 보호 아래 있는 자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국가 저작권관리

센터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이용자들이 

이 많은 양질의 정보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포털사이트들도 개발되었다.

출판

2007년 한국의 신규 출판물 총수는 41,094종으로, 1991년 22,769종이었던 것에 

비해 80%의 성장률을 나타낸다.12) 이 중 북미주 한국학도서관에 적절한 내용의 출

11) Joy Kim and Eun Kyung Kwon, “Scholarly Communication in Korea,” in Scholarly 

Communication in China, Hong Kong, Japan, Korea, and Taiwan, ed. Jingfeng Xia 

(Oxford: Chandos, 2008). 

12) 대한출판문화협회편, 한국출판연감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2008):127. 1991 이후부터는 초

간본만 통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이전의 통계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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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물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주에서 가장 활발한 13개 한국학도서관

의 과거 10년간의 수서 통계에 의하면13) 대략 연 6,000권에서 1만 권 정도가 될 것

으로 추정한다. 북미주 한국학도서관 중 2008년 수서량이 5,000권 이상인 대학은 

고작 4곳이었으며, 12개 도서관의 수서량은 1,000~5,000권이었다.

연속 간행물

2007년 한국에서 연 1회 이상 출판된 연속간행물의 총 수는 (과학, 기술, 의학, 

만화, 아동도서, 참고서, 그리고 비한국주제 간행물은 제외하고) 17,494종이었

다.14) 이 중 몇 종이 해외 한국학도서관에 적합한 학술지로 분류될 수 있을지 알 수

는 없으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수는 (과학, 기술, 의학, 농수산업, 해양

학을 제외하고) 모두 1,171종이다. “등재지” 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질적 심사를 통

과한 저널이고, “등재후보지”란 향후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학술지이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45% 이상이 그 저널을 출판하는 학회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로 원문

과 링크되어 있다.15)

<표 4> 등재 및 등재후보지 주제별 통계16)

구분 인문 사회 예술/체육 복합 계

등재 304 364 47 28 743

등재 후보 142 202 22 62 428

계 446 566 69 90 1,171

전자 출판

한국의 전자출판은 1991년 처음 CD-ROM으로 출발했다. 이후 곧 온라인으로 바

뀌어 현재는 상당히 일반화되었다. 전자 출판의 한 형태는 이미 출판된 학술지의 논

13) CEAL 통계 http://www.lib.ku.edu/ceal/

14) 대한출판문화협회 편, 한국출판연감 (2008): 117.

15)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 총괄 현황,” http://www.krf.or.kr/KHPapp/ 

database/database_02_03.jsp?sub=menu_02

16) 과학, 기술, 의학, 농수산해양학, 비한국주제 학술지 (예: 영문학)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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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들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렇게 생성된 전자 저널은 결호가 없고 사용이 편리하

며 통합검색이 가능한 점 등 전통적 학술지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서관과 학계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전자 형태로

만 출판되는 학술지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표 5> 전자학술지 통계17)

구분
전자 책

모빌 책 포함

교육 용 

CD/DVD

학술, 

전문서적

학술지 

기사
잡지 오디오 북 전자 사전

전자 

교과서

종수 212,719 15,877 12,145,263 1,586,461 1,649 18,320 364 11

서지 정보 제공 기관 및 서지 데이터베이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RISS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 200여 개

의 4년제 대학도서관을 연결하는 약 8백4십만 건 규모의 한국 최대 통합 학술목록

이며 매달 3만 건이 추가된다.18) 광범위한 학술정보원에의 게이트웨이로 백만 건 

이상의 한국어 학술기사를 원문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2009년 6월 기준으로 73만 

권의 학위논문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Korea History Online)의 8백 6십만 건

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RISS 관계자에 의하면 2009년 말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전체의 원문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RISS는 최근의 석박사

학위논문 중 90% 이상을 기관 레포지터리 컨소시엄인 dCollection system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KERIS는 또한 해외의 도서관을 겨냥하여 ‘RISS International’ 이
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2008년 개시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RISS의 영어판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유료 서비스의 회원은 RISS 종합 목록의 KOMARC 레코드를 자

관 시스템에서 MARC21 포맷으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선

별 자료에 로마자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비판가들은 

RISS 목록의 질이 고르지 않고, 간행물 소장 정보가 없으며 목록규칙을 정확히 따

17) 대한출판문화협회편, 한국출판연감 (2008): 138.

18) 이수지, “RISS International: A Gateway to Korean Research Information”, in Global 

Korea, Old and New: Proceedings of the Sixth Biennial Conference,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July 9-10, 2009 (Sydney: University of Sydne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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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는 도서관들에 의해 많은 중복서지가 생기는 것 등의 불만을 토로하지만, 이

런 단점들을 감안하고도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RISS의 검색 엔진이 한국의 어떤 다

른 사이트 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저자는 한국 정보원을 검색할 때는 RISS를 제일 

먼저 시도해 본다.

국회도서관(www.nanet.go.kr)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1910년 이후 한국에서 

발행된 양질의 학술 기사를 가장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는 중요한 서지이다. 2009
년 7월 현재 색인되어 있는 2백4십만 건의 기사 중 76만 건 (대부분이 사회 과학)이 

바로 원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 또한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논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7월 30일 현재, 1945년 이후 한

국 내 석박사 학위논문 1,237,263건의 서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22,525건이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를 통해 원문으로 이용 가능

하다.19) 또 다른 73만 건의 학위 논문은 RISS에서, 그 외 22만 건은 157개의 회원

교를 가진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에서 서비스하고 있다.20) 이 논문들은 국

회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과 저자명, 주제어, 대학명, 그리고 목차 내용으로 

검색이 가능한데 저작권이 없는 논문들은 원문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저

작권이 있는 자료는 국회도서관과 이용 협정을 맺은 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목차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과 잡지 5백만 권 이상의 

목차에 나타난 모든 기사를 색인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서 검색이 가능하다(www.nl.go.kr). 최근 출판물들의 목차정보와 서평은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같은 온라인 서점과 네이버(www.naver.co.kr) 등의 포

털 사이트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웹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인용 색인은 3종류로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학술

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 후보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는 한국과학인용색인과 한국의학인용색

인이다.

19)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 현황 http://www.nanet.go.kr/06_introduce/05_collectbook 

/02/dbnow.jsp

20) KERIS의 이수지와 (2009년 8월 13일) 서울대학교의 김기태(2009년 7월 20일)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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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

광복 이전의 출판물 및 현대 자료의 보존과 접근의 용이성을 위해 다양한 전자도

서관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약 3만 3천 권의 고서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

정하고 있는데 이 중 많은 수가 인접국과의 문화적, 정치적 관계의 산물로 만들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고서들은 중국학 및 일본학 연구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

이 아닐 수 없다. 각 기관에서 선별적으로 디지털화한 자료들이 통합되어 국가전자

도서관을 형성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의 목록과 이미지를 통합하

여 세계 어디에서나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포털사이트를 개발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아래에 소개한다.

•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ge.go.kr

•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WONMUN/

• 국회도서관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03_dlib/01_datasearch/ datasearch.jsp

•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상업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국가정보화사업’은 전술한 공공사업뿐 아니라 몇몇 상업회사들의 사업도 촉진시

켜 그들에 의해 많은 양의 학술지, 고전, 실록, 참고자료, 신문 등 광범위한 정보원

이 디지털화 되었다. 이러한 상업 데이타베이스들은 전술한 무료 정보원과 더불어 

해외의 한국학 사서들의 업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는데 이들의 해외 유통

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다.

dCollection(참조 http://www.dcollection.net/)

dCollection은 KERIS의 후원 하에 만들어진 기관 레포지터리 컨소시움을 일컫는

데 한국의 거의 모든 4년제 대학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21) KERIS에서 개발한 소

21) 이수지, “RISS Internation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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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를 이용해 저자가 dCollection에 접속하여 논문의 원문 파일과 관련 정보 

(메타데이터)를 등록하면 논문이 자동으로 제출된다. 이렇게 제출된 저작물은 적절

한 형태로 변환되어 대학 내 보관소에 저장되고 메타데이터 및 기관 내의 위치 정보

는 RISS로 통합된다. 이 협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 대학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지식, 즉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등을 디지털 형태로 직접 수집, 목록, 저장, 

보존,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dCollection이 지향하는 바는 각 대학의 지적 

산물을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또한 오픈액세스를 통

해 학술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저작권

한국은 1987년부터 1996년 사이 세계저작권조약(UCC)을 포함한 여러 주요 국제 

저작권협정에 가입하여 국제 저작권을 준수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 따라다니던 해적 

국가의 불명예를 벗게 되었다. 한국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저작권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었으나 데이타베이스 회사들이 학회로부터 권리를 이양 받아 자신들의 저

작물을 디지털화하여 도서관에 판매해 경제적 이윤을 내기 시작하자 달라지기 시작

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학술지는 명확하게 저작권을 명시하지 않아 저작자와 저

널을 출판한 학회 사이에 저작권에 대한 공방의 여지가 있다. 대다수의 연구 논문이 

정부나 다른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사실, 또 셀프아카이빙과 기관 레포지

터리의 증가 추세 등은 안 그래도 불명확한 학술 논문 저작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학위논문은 또 다른 문제로, 대학 도서관은 관례적으로 졸업생의 학위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으려 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

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상반하는 이익 집단들, 즉 지적 예술적 창조물을 불법 이용으

로부터 보호하려는 저작자와, 값싸고 편리하게 정보를 사용하려는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한다. 최근의 한국 저작권법의 개정은 자료의 접근, 복사, 전

송의 형태가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2003년의 개정은 2000년도

의 개정에 비해 도서관에 더욱 많은 제약을 가했다. 즉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출력

하거나 소장 도서관 밖으로 디지털 형태로 전송할 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약 20% 이상의 정보원은 저작권자가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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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5%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저작권이 없다. 나머지 75%는 저작권의 보호 아래 있어서 출력하거나 내려받을 때 

허락을 받아야만 하므로 도서관과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

인이 될 수 있다.

저작권 관리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도서관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

다고 명시한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에 의거해 저작권료의 징수와 분배를 대행할 목

적으로 2000년 6월 한국복사전송권협회(KRTRC)가 설립되었다(http://www.copycle 

.or.kr). KRTRC는 기본적으로 중개 서비스인데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저작권료 문

제로 서로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KRTRC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도서관과 개인은 KRCTC와 협정을 맺어야 한다. 또한 자료

를 전송할 개별 도서관들과도 협정해야 한다. 협정이 맺어지면, 이용자는 승인된 IP

주소를 통해서만 저작권 보호 하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2009년 7월 현재

까지 협정에 서명한 815개 회원 도서관 가운데 다음의 북미주 도서관들도 포함되어 

있다: USC(2004년 7월), Toronto 대학(2005년 5월), 미 의회도서관(2007년 6월), 

그리고 Stanford 대학(2008년 12월).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보상금을 물리거나 도

서관 예산으로 지불하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5년 이상 이용해 본 경

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이 값싸고 편리한 서비스를 해외의 다른 모든 도서관에 추천

하는 바이다. 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매우 저렴하다.

<표 6> 자료 복사및 전송시 저작권비용

구분 출력 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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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를 모르거나 상당한 노력으로도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

원회(www.copyright.or.kr)에게 이용 허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저작권에 대한 질문을 이메일(call@copyright.or.kr)이나 전화(02-2660-0050)로 

상담해 주기도 한다.

Ⅳ. 북미주 한국학도서관 발전사, 1990-2009

북미주 한국학 사서들은 거의 모두 자신이 소속한 대학의 한국학 장서에 대해 자

세하게 소개하는 기사를 발표했는데, 그 서지들은 본 논문의 부록 ‘해외 한국학 사

서직 문헌 목록’에 게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1990년 이후 이룬 공동

의 성과에 대해서만 논의하려고 한다. 1990년대 이전의 북미 한국학 장서들은 대체

로 상호 연계가 별로 없는 개별적인 컬렉션으로 존재했다. 그 이후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인데, 이것은 정보의 흐름에 관한 한 지리적 거리와 

정치적 국경을 사실상 없애준 정보 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된 현상이다. 한국학 

사서들은 동아시아도서관 내에서 조차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소수 약자적 위치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첨단 현상을 적극 활용하는 민첩성을 보였다. 그들은 제

한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서개발, 목록, 참고봉사, 보존 등의 업무에 협동 단

결하는 한편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종종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적 성공담보다는 여러 한국학 사서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성공

한 사례를 집중 조명할 목적으로, 그 사업을 기획하고 지도한 리더 개인의 이름은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니면 문맥상 단

체의 노력이 아닌 개인의 활약을 설명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개인의 이름을 기술했

다. 여기에 소개하는 개별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독자는 그 프로

젝트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한 다음의 사서들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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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주동아시아학도서관협의회

한국학자료분과위원회 회장 명단

 

북미도서관특화컨소시엄  회장 명단

1989-1993:  Yong Kyu Choo (retired) 1993-1996:  Yoon-hwan Choe (retired)

1993-1996:  Yoon-hwan Choe (retired) 1996-1998:  Yong Kyu Choo (retired)

1996-1999:  Kyungmi Chun 1998/1999:  Hyonggun Choi (no longer in 

the field)

1999-2002:  Joy Kim (이정현) 1999/2000:  Hyokyoung Yi 

2002-2005:  Hyokyoung Yi 2000/2001:  Kyungmi Chun

2005-2008:  Mikyung Kang 2001/2002:  Joy Kim (이정현) 

2008-2011:  Hana Kim 2002/2003:  Jaeyong Chang

  2003/2004:  Mikyung Kang 

  2004/2005:  Hee-sook Shin 

  2005/2006:  Kyungmi Chun

  2006/2007:  Yunah Sung 

  2007/2008:  Joy Kim (이정현)

  2008/2009:  Hana Kim

  2009/2010:  Hyokyoung Yi

A. 통계적 개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자료로 구성된 동아시아도서관 장서 가운데 한국어 장서

가 과거 20년 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였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동아시아도서관 

통계 중 가장 오래된 1957년의 수치를 보면 북미주 내의 한국학 장서 수는 총 

13,736권으로 동아시아 전체 장서 중 겨우 0.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이르면  그 수가 1,214,773권으로 증가하여 동아시아 총 장서의 8%를 차지하게 된

다. 최근 19년(1990~2008) 동안 한국학 총 장서 수는 268%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

본학 160%와 중국학 170%의 장서 증가율을 크게 능가한 수치이다. 연평균 증가율

로 바꾸어 말하면, 한국학 14%, 일본학 8% 그리고 중국학 9%의 성장률이다. 전문

사서22)와 준사서23)로 구성되는 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학생 보조직원은 제외) 한국

학은 57 FTE(Full-Time Equivalent—57명의 전일 근무자가 일하는 것과 동등한 

시간 수) 로 동아시아도서관계 전체 인력의 15%를 차지한다. 외부 지원금(grants)

과 영구 기금(endowments)은 제외하고, 대학의 연간 장서 예산을 살펴보면 2008
22)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 승인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3) “Library Assistant”라는 등급의 직원으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는 없지만 직장에서의 훈련을 

통해 상당한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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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국학 수서비는 총 $1,092,662로 동아시아 도서관 총 수서 예산의 11.4%를 차

지한다.24)

<표 7> 주요 한국학 장서

장서 규모
100,000
권 이상

50,000~
99,999권

10,000~
49,999권

5,000~
9,999권

1,000~
4,999권

1,000
권 이하

합계

1990년 
도서관 수

0 1 7 7 10 12 37

2008년 
도서관 수

2 6 11 8 16 7 50

 
<표 8> 언어별 장서 증가율 비교

연도

한국어 장서 일본어 장서 중국어 장서

합계
권수

성장

률

(%)

한,중,일 

전체 

장서에 

대한 

비율(%)

권수

성장

률

(%)

한,중,일 

전체 

장서에 

대한 

비율(%)

권수

성장

률

(%)

한,중,일 

전체 

장서에 

대한 

비율(%)

1990 453,733   5 3,495,824   37 5,501,081   58 9,452,628

2008 1,214,773 268 8 5,610,533 160 35 9,335,007 170 58 16,162,321

저자는 한국학 전문사서의 존재 여부가 그 대학의 한국학에 대한 의지의 지표가 

된다고 믿는다. 해외의 한국학도서관 중 가장 방대한 장서와 인적자원을 보유한 미 

의회도서관을 제외하고 현재 북미주 내에서 14개의 대학이 적어도 한 명의 한국학 

전담 전문사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Stanford, Duke, Princeton, 

Columbia, Washington 대학에서 새로운 한국인 전문 사서를 신규 혹은 추가로 고

용하였다. Stanford, Duke, Princeton 대학에서는 신규로 사서직을 개설했으며, 

Washington 대학과 Columbia 대학에서는 목록 사서를 추가하였고, British 

Columbia 대학에서는 50%(반일직)이던 사서직을 100%(전일직)로 전환하였다. 아
래의 <표 9>는 동아시아 도서관의 사서직 통계를 처음으로 언어별로 구분했던 1999

년과 2008년의 인적 자원을 언어별로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24) CEAL 통계 http://www.lib.ku.edu/c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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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동아시아 도서관의 인력 비교: 1999년 vs. 2008년 

  한국학  (%) 일본학 (%) 중국학  (%) 합계 (%)

등급
전문 

사서수 

준사서 

수
계

전문 

사서수 

준사서 

수
계

전문 

사서수 

준사서 

수
계

전문 

사서수 

준사서 

수
계

1999
14.8 

(6%)

9.04

(4%)

23.84

(10%)

46.1

(20%)

39.4

(17%)

85.5

(37%)

61.4

(26%)

61.6

(27%)

123

(53%)

122.3

(53%)

110.04

(47%)

232.34

(100%)

2008
33

(8%)

23.9 

(6%)

56.9

(15%)

68.1

(18%)

51.1

(14%)

119.2

(32%)

104

(28%)

95.3

(25%)

199.3

(53%)

205.1

(55%)

170.3

(45%)

375.4

(100%)

성장률 223% 264% 239% 148% 130% 139% 169% 155% 162% 168% 155% 162%

외부 지원금과 영구 기금을 제외한 장서 예산을 보면 2008년은 동아시아 수서 총 

예산의 11.4%를 한국 장서에 할당하고 있다. 이는 언어별로 세분하여 통계를 내기 

시작한 첫해인 1999년의 5.8%와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표 10> 언어별수서 예산비교 통계

연도 한국어 (%) 일본어 (%) 중국어 (%) 합계

1999 $229,099 (5.8%)
$2,100,511 

(53.8%)

$1,574,179 

(40.3%)
$3,905,788.00

2008
$1,092,662 

(11.4%)

$4,251,410 

(44.3%)

$4,250,556 

(44.3%)
$9,596,636.00

성장률 477% 202% 270% 246%

B. 한국학 도서관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북미도서관특화컨소시엄(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KCCNA) http://www.kccna.info

이 컨소시엄은 1993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발의와 재정 지원 하에 6개의 도서관

을 회원으로 시작되었다. 각 회원 도서관은 재단으로부터 매년 $20,000~$30,000

의 지원을 받아 회원 장서 간의 중복을 피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춘 특화 장서를 

개발하여, 북미주 전체의 한국학 장서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려는 협력 사업이다. 

재단의 지원으로 구입한 특화자료는 회원 간에는 물론, 모든 비회원 도서관에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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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대차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아래의 표는 각 회원과 그들에게 할당된 

특화 주제를 보여준다.

 
<표 11> 북미도서관특화컨소시엄 주제

회원 대학

(참가 년도)
특화 주제

UC Berkeley

(1993)

역사, 1945- (통일문제와  민주주의 제외) / 운송 / 정보기술 / 공공재정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중앙아시아 에서 출판된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출판

물, 미국 Bay Area에서 출판된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출판물 / 고고학

U. of Southern 

California

(1993)

전라도 지역 출판물/ 영화 /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매스미디어, 광고 / 

현대 언어 및 언어학 / 행정학 / 지리학 (지도 포함) / 미국 남가주지역에서 

출판된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출판물

Columbia Univ.

(1993)

서울 지역 출판물 / 역사, 1864-1945 / 미술(회화, 조각, 사진) / 공연예술

(춤, 뮤지컬, 연극) / 대중문화 / 서예 / 교육 / 심리학 / 미국 뉴욕지역에서 

출판된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출판물

harvard Univ.

(1993)

충청도 지역 출판물 / 비지니스 / 법 / 정부출판물 중 사법 관련 출판물 / 

족보학 / 한시 및 시조 /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출

판물

Univ. of Hawaii

(1993)

제주도 지역 출판물 / 건축 / 도시계획/ 연구 / 현대 사회 / 전통 음악 / 역

사, 1392년까지 / 민족주의 / 공중보건 / 유럽과 하와이에서 출판된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출판물

Univ. of 

Washinton

(1993)

현대시 / 청소년 문학 / 젠더(性) 및 가족관계학 / 장식미술 / 관광 / 남아

시아, 남동아시아 그리고 미국 태평양 북서 지역(워싱턴, 오레곤, 알라스카)

에서 출판된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출판물 

Univ. of 

Chicago

(1995)

환경학 / 국제관계 / 산업(자동차 산업 제외) / 복지학 / 정치 정당 / 전근

대 철학 / 전통 소설 / 중국, 대만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

신에서 출판된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출판물 

UC 

Los Angeles

(1996)

불교 / 기독교 / 민속학 / 문헌정보학 / 비현대어 / 남미와 미국 남동쪽 지

역에서 출판된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출판물  

Univ. of 

Toronto

(1997)

현대철학 / 현대 소설과 에세이 / 지역학 및 지방정부 / 군사학 / 인류학 

(고고학과 민속학 제외) / 캐나다 동부에서 출판된 한국 및 한국관련 출판

물 / 캐나다 한국인 교포 관련 출판물 / 경상도 지역 관련 출판물

Univ. of 

Michigan

(2004)

자동차 산업 / 사료편집 / 史學史(역사이론) / 민주화 / 통일문제 (1945- ) 

/ 노동 / 일본과  미국 미시간, 미네소타, 아이오와, 오하이오에서 출판된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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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북미도서관특화컨소시엄 주제 - 계속

회원 대학

(참가 년도)
특화 주제

Univ. of 

British 

Columbia

(2006)

경기도 지역 관련 출판물 / 종교 (불교와 기독교 제외) / 정부출판물 중 입

법부 / 역사, 1392-1864 / 한의학 / 직물과 의상학 / 강원도 지역,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출판된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출판물  

Stanford Univ.

(2006)

현대 경제 / 상업 / 비공공재정 / 정부출판물 중 행정부 / 전통산문집 / 오

세니아, 아프리카, 북미 록키 산맥 지역에서 출판된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출판물 

이 컨소시엄 사업이 북미주 한국학 장서 확장에 가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이다. 한국학 사서와 한국장서의 위상을 높여주는 결과 뿐 아니라 지원금의 요

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조 인력 및 행정 지원이 필요한 그들의 상황에 도서관 

고위관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컨소시엄은 아직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몇몇 대학을 자극해 그들이 한국학 장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

록 하는 계기도 되었다. 회원의 자격 요건은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 직접 도서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한국학 전담 전문사서 한 명 이상, 1만 권 이상의 한국어 장서, 지

원금 이상의 자체 수서 기금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조금 못 미치는 도서관은 회원 자격을 가능하면 빨리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몇몇 대학이 한국학 사서직을 개설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1993년 6개 도서관에 불과했던 회원 수가 2006년에 이르러 12개 도서관으로 

두 배가 증가하게 되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컨소시엄의 기원, 필요성, 역사, 조직, 

성과, 도전, 그리고 미래의 방향까지 자세히 기록한 이혜경의 2007년 논문을 참고

하기 바란다.25)

한국 전자자료 컨소시엄

전술한 북미도서관특화컨소시엄이 튼튼한 외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정식 절차를 

거쳐 창설된 반면, 한국전자자료 컨소시엄은 다분히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 

25) Hyokyoung Yi,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Ten Years and 

After”,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142 (June 2007):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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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국의 두 데이터베이스 회사의 대표가 북미도서관특화컨소시엄의 연례 회

의에 초대받아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누리미디어와 동방미디어의 대표자가 약 

20명의 참석자들과 만나 해외 도서관의 공동 구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6개

월간의 무료시범 기간을 주게 되었는데 이는 나중에 1년으로 연장되었다. 총 21개 

도서관(북미주 19, 영국 1, 호주1)으로부터 30명의 사서가 시범 서비스에 등록하였

는데, 이용 통계에 의하면 1년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5개 기관만이 데이터베이스를 

활발히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6)

그 중 UC Berkeley와 UCLA 두 기관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매를 추

진하기 시작했고, Michigan 대학과 Columbia 대학이 이에 가담하여 4개의 도서관이 

그룹 구매 협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다졌다. 2003년 12월, 그룹 구매 참가자 모집 안

내문이 동아시아도서관 메일링리스트인 Eastlib에 발표되었고, 2004년 1월 9개 도

서관이 3개의 회사로부터 4종의 제품에 대한 5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 해에는 참여도가 증가해 12개의 도서관이 5개의 제품을 이용하게 되었다. 

2004~2005년의 이 역사적 전자자료 구입 협정에 참여한 도서관은 정상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서 출판한 모든 학술지의 90% 이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추진단의 많은 노고와 강력한 협상 기술 덕분에 회원도서관들은 막대한 시

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을 절약한 동시에 모든 전자자료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재용과 강미경은 2006년의 논문에서 이 공동 구매의 과정을 한

국학 관련 전자자료의 소개와 함께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27)

5년 라이센스 기간이 끝나갈 즈음, 6개의 한국학 데이타베이스 업체들이 라이센

스 개정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범문학술정보에 그 행정 업무를 위임하자, 이

에 도서관계도 자체 협상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협상 과정은 길고 힘들었다. 

업체 측이 제시한 가격과 도서관 예산 능력 간의 커다란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

아 사서들은 협상 결과에 대해 오랫동안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서 

26)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Annual Meeting 

Minutes, 2003. http://www.eastasianlib.org/ckm/annual_meetings.html 

27) Jaeyong Chang and Mikyung Kang, “Group Purchasing of Online Korean Databases,”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140 (Oct. 2006): 80-87. Also available online: 

http://contentdm.lib.byu.edu/cdm4/document.php?CISOROOT=/EastAsianLibraries&CIS

OPTR=3340&RE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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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팀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을 모색한 결과, 마침내는 가격을 현실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40%의 보조금까지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장재용과 김하나가 이 길고 험난한 협상 드라마의 과정을 기록하여 발

표한 내용을 한국학자료분과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28) 그러나 이 협상 결

과는 단지 1년만 유효한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라이센스 개

정을 위한 또 다른 협상단이 형성되었다. 각 대학의 예상 이용률에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가격 설정을 위한 노력으로 첫 1년 임시 계약에 동참한 29

개의 대학을 다음과 같이 인위적인 그룹으로 나누었다. 

• A그룹 : 국립도서관 (2009/2010년 한국 정부 보조금 받지 못함) 

• B그룹 : 북미도서관특화컨소시엄 회원 기관 

• C그룹 : 북미도서관특화컨소시엄 회원은 아니지만 한국학 전담 전문사서가 있

는 기관 

• D그룹 : 파트 타임 한국학 전문사서나 비 한국 전문사서가 한국학 장서를 관리

하는 도서관 

• E그룹 : 한 명의 동아시아 전문사서가 한국학 장서의 책임을 겸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이 인위적 임시 가격구조는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첫해인 올해 이후 바뀔 가능

성이 있다. 
 
한편 데이터베이스 업체 컨소시엄은 참여 회사의 모든 제품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www.e-koreanstudies.com)를 개발하여 29개 회원에게만 제

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8) 장재용, 김하나, “한국학 관련 상업용 전자 자료와 e-koreanstudies.com,” CEAL Committee 

on Korean Studies, Committee Projects. http://www.eastasianlib.org/ckm/projects/Jaeyong 

Chang&HanaKim_e-koreanstudies_ Revi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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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로마자화

알파벳 환경의 해외도서관에서 한글로 쓰인 장서를 관리 운영하려면 한글의 로마

자화가 필요한데 로마자 규칙은 한국학 사서들 뿐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 의회도서관 및 해외의 거의 모든 도서관들은 McCune 

-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을 좀 더 상세히 개발한 ALA/LC Romanization 

규칙을 쓰고 있는데, 한국어를 로마자화 하는 과정에서 사서들은 띄어쓰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종종 봉착한다. 이에 CEAL 한국학자료분과위원회(이하 CKM)

는 2001년과 2002년 2년간 로마자화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예제들을 수집해 의회도

서관의 “해답”과 함께 Korean Librarianship Outside of Korea라는 단행본에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작업은 ALA/LC 한글 로마자화 규칙(http://www.eastasianlib. 

org/ckm/manual/ChapterIB. pdf)의 부족한 점을 새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어, 

CKM 멤버들이 그 규칙의 저자인 미 의회도서관 관계자들과 만나 개정 가능성을 논

의하기에 이르 다. 그 결과 2004년 의회도서관이 ALA/LC 한글 로마자화 규칙 개

정에 동의하고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자 CKM도 의회도서관의 개정안을 검수하고 비

평할 팀을 구성했다. CKM 리뷰 팀장으로는 성윤아가, ALA 대표로는 장순영이 수

고한 이 길고 긴 개정 과정은 5년이나 걸려 완성되어 2009년 3월부터 의회도서관은 

개정된 규칙(http://www.loc.gov/cds/PDFdownloads/csb/CSB_ 123.pdf)을 시험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일반의 이용은 2009년 연말을 목표하고 있다. 이 개정판은 

기존 규칙의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기는 했지만 수십만에 이르는 서지 수정작업의 

규모를 감안해 많은 사서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예를 들

면, 두 음절 인명 사이의 하이픈을 제거하자는 사서들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되지 않

은 점 등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미 의회도서관의 사서 이영기가 2009년 

CKM 연례 모임에서 발표한 주요 개정 내용의 요약을 CKM 웹사이트(http:// 

www.eastasianlib.org/ckm/annual_ meetings.html)에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가 2000년에 제정한 새 로마자화 규칙을 한국 내 뿐만 아니라 해

외의 많은 한국학 연구 단체에 강력하게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

졌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몇몇 특성을 살려 만든 이 규칙은 지명, 인명 등 짧고 간단

한 사항을 로마자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수백만 개나 되는 서지 레코드에 나타

나는 온갖 복잡다단한 문구를 검색을 전제로 로마자화 해야 하는 사서의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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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단히 부적합한 시스템이다. 한국 정부의 규칙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식의 유연성이 많을 뿐 아니라, 띄어쓰기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서지 통정의 

문제가 예기된다. 로마자화를 위한 띄어쓰기 지침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마

도 현행 띄어쓰기 규칙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으나 이는 한글을 발음할 때 나

타나는 음성 변화가 로마자화에 어떻게 반영되며, 띄어쓰기가 외국의 검색 시스템에

서 키워드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서지 통정 및 검색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해외 도

서관계가 한국 정부의 규칙을 쓰려면 아마도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세부 적용 지침

을 따로 개발하지 않으면 실용성이 없을 것이므로 새 규칙으로 전환할 의미나 명분

을 정당화하기 힘들다.

해외도서관에서 한국 서지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이슈는 한글 필드의 띄어쓰기 문

제로 이것은 엄 히 말하면 로마자화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즉 한국도서 목록 시 한

글을 먼저 입력하고 그 한글에 대응하는 로마자 필드를 ALA/LC Romanization for 

Korean 규칙을 적용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 OCLC와 RLIN이 합병했

을 때 이 한글 필드의 띄어쓰기가 예기치 않게 이슈화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로마자

화에 대한 띄어쓰기 규칙은 전술한대로 ALA/LC 규칙이 존재하지만 한글 필드에 대

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 전에는 두 기관이 각자 다른 한글 띄어쓰기

규칙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RLIN은 ALA/LC Rules for Romanization for 

Korean을 로마자 필드뿐만 아니라 한글 필드에도 똑같이 적용했으나 OCLC는 한글 

단어들을 띄어 쓰지 않고 모두 붙여서 썼는데 이것은 중국어와 일본어의 관습을 따

른 것이었다. OCLC가 RLIN을 합병한 후 모든 도서관들이 OCLC를 이용하게 되었

지만 미 의회도서관을 포함한 전 RLIN 이용자들은 새로운 OCLC 환경하에서도 자

신들이 이제까지 써왔던 RLIN의 띄어쓰기를 계속할 것을 원했다. 그 결과, OCLC

의 데이터베이스에는 RLIN 방식으로 띄어쓰기 한 레코드와 OCLC 방식으로 띄어쓰

기를 하지 않은 두 종류의 한글 서지데이터가 공존하게 되었다.29) 이에 CEAL한국

29) 2009년 9월, 미 의회도서관의 국제 협동 목록 사업인 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PCC)이 로마자 필드의 띄어쓰기 규칙을 한글 필드에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함으

로써 일단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Draft-PCC Guidelines for Creating Bibliographic 

Records in Multiple Character Sets” (http://www.loc.gov/catdir/pcc/scs/Non-Latin-TF 

-Prelim-Report-Guidelines.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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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과위원회는 한글 띄어쓰기가 검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세명의 사서

에게 위촉하여 그 연구 결과를 2008년 연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후에 한편의 논문으로 재구성되어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2009년 

11월호)에 발표되었다.30) 결론만 말하자면, 북미주의 여러 OPAC 시스템에서 한글

로 검색할 때 띄어쓰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사서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워크숍

한국학 사서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십년 내 미국에서 2개의 워크숍을 조직하여 개최하였다. 제1회 한국학도서관

워크숍은 새내기 한국학 사서 뿐 아니라 중국, 일본학 전문 사서 중 한국학 책임을 

겸임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2001년 3월 20일 CKM의 주관으로 열렸다. 하루

프로그램인 제1회 워크숍의 교육 내용은 참고봉사, 목록, 한글의 로마자화 및 띄어

쓰기, 중국/일본학의 배경을 한국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요령, 장서개발 및 수

서, 한글자료 이용을 위한 정보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한국인 5명, 비한국인 16명이 

참석한 이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KM 웹사이트(http://www.eastasianlib. 

org/ckm/committee_projects.html)에서 볼 수 있다. Chicago 대학과 USC의 후

원으로 진행된 이 워크숍은 일회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유익한 후산물을 남기게 되

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즉 워크숍에서 교육한 자료를 

개정 편집하여 Korean Librarianship Outside of Korea: A Practical Guide and 

Manual이라는 참고서를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다.31) 해외 한국학 사서직을 위한 

종합 참고서로는 유일한 이 단행본 300부를 북미주, 유럽,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에 무료로 배포하자 여러 개인과 도서관이 책 안에 동봉한 요청에 응하여 기부금을 

보내왔고 이렇게 조성한 기금은 장래 프로그램을 위해 CKM 회장이 대를 이어 관리

하고 있다. 내용의 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대를 초월

하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애용되고 있다. 책은 절

30) Wooseob Jeong, Joy Kim, Miree Ku, “Spaces inKorean Bibliographic Records: To Be, 

or Not to B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7 no. 8 (Nov. 2009): 708-721.

31) Joy Kim, ed., Korean Librarianship Outside of Korea (Seoul: Asian Culture Press, 

2002). Also available online: http://www.eastasianlib.org/ckm/annual_meetings.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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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되었으나 CKM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볼 수 있다(http://www.eastasianlib. 

org/ckm/committee_projects.html). 제2회 워크숍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08

년 3월 Emory 대학에서 이틀 동안 열렸다. 장서개발 및 수서, 전자자료, 한국학 관

련 영어 데이터베이스, 영어 및 한국어 참고도서, 각종 도서관 서비스, 다양한 매체 

자료의 목록법, 그리고 한글 로마자화 및 띄어쓰기 등의 내용을 교육하였는데 특히 

현시대의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자료에 관련된 세션이 여럿 제공되었다. 후원자로 

수고한 Emory 대학이 이틀간 장소, 시설, 간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숙박정보 등 

행정적 세부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다. 20명의 참가자 가운데는 9명의 비한국인 사

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자료는 곧 CKM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워크숍

한국학 사서들은 숨 가쁘게 발전하는 한국학계와 도서관계의 최신정보에 대한 재

교육의 필요성을 늘 느끼지만 지리적으로 멀어 특별한 기회를 열망해 오던 중, 

2003년 당시 CKM 회장이던 이효경의 발의로 해외 한국학사서들을 위한 워크숍을 

한국 내에서 개최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승인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사서 훈련 프로그램 경험이 많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 공동 주최자가 되어 준비하는 동안 이효경의 임기가 끝나 강미경 차기 회장에게 

워크숍의 책임을 인계하였다. 2005년 10월 23일에서 30일까지 일주일간 한국에서 

개최된 이 워크숍에 미국(19명), 캐나다(1명), 호주(2명), 뉴질랜드(1명), 프랑스

(1명) 등 5개국에서 온 24명의 사서가 참가하였고, 참가자 중 한 사람인 김하나가 

이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에 

발표하였다.32) CKM의 주도로 2005년 시작한 제1회 해외 한국학 사서워크숍이 대

성공으로 평가받자 공동주최자인 국제교류재단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워크숍을 정

기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제2회 워크숍은 2006년 10월 29부터 11

월 5일까지(8개국 18명), 제3회는 2007년 10월 14~21일(8개국 18명), 제4회는 

32) Hana Kim, “The 2005 Workshop for Overseas Librarians Sponsored by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 Report,”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139 (June 2006): 99-106. Also available online  http://contentdm.lib. 

byu.edu/cdm4/document.php?CISOROOT=/EastAsianLibraries&CISOPTR=3326&REC=18&

CISOSHOW=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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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8~25일(7개국 11명) 등 총 71명의 해외 한국학 사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이 워크숍 시리즈는 재참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CKM은 장재용의 도

움을 받아 이번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후원으로 또 다른 워크숍을 

기획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3개국으로부터 온 18명의 사서가 2009년 8월 24

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 규장각 워

크숍이 기존의 한국국제교류재단/국립중앙도서관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서울대 교

수들이 직접 한국의 역사, 문학, 종교 등의 주제 강의를 담당했다는 점이다. 이 강

의는 학자들이 도서관 이용자 입장에서 장서개발 및 서비스 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

추었기 때문에 사서들에게 특히 실용적이고 계몽적인 내용이었다. 주최 측은 워크숍 

프로그램을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 다음 웹사이트에 일부 올려놓았다: http://event. 
snu.ac.kr/DetailView.jsp?uid=300HYPERLINK. 참가자들의 격찬에 힘입어 규장

각 한국학연구소는 이 프로그램의 정례화를 고려 중인데 기존의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중앙도서관 워크숍과의 통합이라든지, 장소를 한국과 AAS/CEAL의 연례회의 

도시로 번갈아 개최하는 방법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지원 프로그램

최근 독도 주제명 표목 문제 등 북미주 한국학 사서들의 일련의 활약이 한국 뉴스 

매체에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 및 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해외한국학 사서들에게 관

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지원하는 몇몇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 중 하

나가 국회도서관이 해외도서관을 위해 새로 개시한 무료 ‘문헌제공서비스’ 이다. 국

회도서관은 2009년 봄 17개의 북미도서관의 한국학 사서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1년간 무료 문헌 제공 서비스를 시험 운

영할 것을 알렸다. 이 서비스 제공의 조건은 첫째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이어야 하

며, 둘째 북미주 내에서 도서관 상호 대차를 통해 구할 수 없는 자료, 셋째 한국 저

작권법에 의해 반드시 도서관을 통해 요청할 것 등이었다. 신청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나 자료의 배달은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만 제공되는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전자 형태의 전송을 금지하는 한국 저작권법 때문이다. 일년의 시험기

간 동안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17개의 도서관 중 16개의 도서관이 이 서비스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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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한 번 이상 이용했고 총 38건 중 참고질의는 7건, 문헌제공은 31건으로 나타났

다. 이는 국회도서관의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국회도

서관은 이 서비스를 1년 더 연장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의 또 다른 지원 사례는 

고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문가를 Columbia 대학과 

Harvard 대학, 그리고 미국 의회도서관으로 파견해 이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서와 고지도를 디지털화하였다. 한편 UC Berkely는 고려대학교의 지원을 받

아 자관이 소장하고 있는 많은 한국 고서를 디지털화하였다. 많은 해외 한국학 도서

관들이 한국의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한국학 장서를 늘려왔는데 가장 

잘 알려진 해외 도서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매년 양질의 신간 2만부 이상을 기증하

는 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 도서지원 프로그램(www.booksonkorea.org)이 있다. 
그 외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

전번역원 등의 기증도서 프로그램도 해외한국학도서관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한

편 한국영화진흥위원회도 북미주 여러 도서관에 상당량의 DVD와 영화 관련 장서를 

지원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10월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라고 

명명한 새로운 웹사이트(http://www.nl.go.kr/inkslib/eng/index.php)를 개발하

였다. 해외 한국학사서를 위해 개설한 이 사이트의 목적은 첫째 해외 도서관을 지원

하기 위한 포털로서의 정보 제공, 둘째 세계에 산재해 있는 모든 한국학 사서들을 

연결,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사업

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6월 해외한국학도서관동향보고서라는 새로

운 저널을 창간하였다.

업체 제공 서지

북미 주류 도서관계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반화된 업체 제공 서지가 해외 한

국도서관들에게는 2006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006년 10월, 미 의회

도서관이 을유문화사와 한국도서 서지 정보 제공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11

월 을유문화사 직원을 의회도서관으로 초빙해 2주간 교육시켰다. 다음 해 4월부터 

을유문화사는 의회도서관에 납품하는 도서에 대해 IBC(Initial Bibliographic 

Cataloging, 즉 수서 수준의 약식 서지) 레코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33) 한편 같은 

33) 2009년 7월 27일 의회도서관 이영심이 저자에게 보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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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의회도서관과는 별개로 USC도 자관에 도서를 공급하는 범문학술정보의 직

원을 교육 시켜 OCLC 및 USC 표준에 맞춘 수서 레코드를 그 회사에서 OCLC에 직

접 생성케 하는 프로그램을 개시하였다. 업체 제공 서지 프로그램은 이 두 도서관의 

수서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학 분야 수서량이 많은 그들을 

위해 신속히 생성된 많은 수서 서지 정보가 다른 도서관의 수서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지 서비스 개설 이후 현재(2009년 9월)까지 을유문화사는 의회도서관

에 거의 3천 개의 레코드를 제공하였고, 범문학술정보는 USC에 약 2천5백 개의 레

코드를 제공하였다. USC의 경우 수서 수준의 서지 단계에 그치지 않고 I-level(완

전목록) 레코드와 함께 자료를 바로 서가에 배열할 수 있는 단계의 서비스를 목표로 

범문학술정보 사서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역사, 문학 등 주제 분석이 비교적 간단한 

도서를 중심으로 시작한 완전목록 훈련은 적어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서 연수 프로그램

1990년대 한국 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많은 사서들의 해외 도서관 벤치마킹 여행

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은 대체로 북미 지역이었다. 

대부분은 단기 방문이었으나 45일에서 2년에 이르는 중, 장기 방문 프로그램도 상

당수 있었다. 저자의 경험과 Eastlib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비공식 조사한 바에 의하

면 과거 20년간 북미주에서 적어도 14개의 도서관이 50여 명의 한국 사서를 초청, 

중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온 연수 사서들은 그

들을 초청해 준 기관에서 장서개발, 고서, 목록, 참고봉사, 이용자교육, 기증 및 교

환, 수서, 전시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대학의 실질적 

한국학 전문사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한국 사서 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1994

년 처음으로 개척한 USC는 이후 15년간 18명의 한국 사서를 초청, 연수시켰다. 연

수사서들은 6개월에서 2년간 USC 한국학도서관에서 전문사서로 주당 20시간 근무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이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을 하게 되는데 USC는 연

수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자기 개발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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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학자들과의 관계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학 사서들은 이 유용한 자

료들에 대한 홍보와 이용 극대화를 위한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

다. 2003년 CEAL 한국학자료 분과위원회가 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관심도가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2005년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연례 회의에서 학자들에게 한국 전자자료를 소개하는 패널 제안서를 아시

아학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데 성공하였다. 이 패널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학회 역사 이래 한국학 사서들이 학자들을 대상으로 주관한 유일한 

패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후 한국학 사서들은 각 소속 대학

에서 도서관 서비스 홍보 및 이용자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북미주 이외의 지

역으로도 관심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신희숙은 2005년 뉴질랜드 어클랜드에서 호주

한국학회가 열렸을 때 참석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소개했고, 2008년엔 김하나, 이선

윤, 손영희, 성윤아, Kenneth Klein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세계한국학대회에서 다

양한 전자정보원을 소개하였으며, 2009년엔 강미경과 이선윤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한국학회(http://www.arts.usyd.edu.au/departs/korean/ksaa/index. 

shtml)에서 각기 자관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학 

사서의 역할의 중요성이 학자들 사이에 인식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예

로, 2009년 아시아학회의 연례 회의에서 신진 한국학 교수들이 교육 정보 및 테크

닉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구성한 Teaching Resources on Modern Korea 패널에 

본 저자가 유일한 사서로 초대받아 도서관이 현대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 발표했고,34) 2009년 8월에는 한국학 교수들의 지

도 그룹인 아시아학회 한국학분과위원회 임원회에 사서로서는 처음으로 저자가 선

출되기도 하였다.

34) 발표 자료는 http://groups.google.com/group/ks-pedagogy/files에서 볼 수 있다: Joy Kim, 

“Securing Library Support: Practical Strategies”; Joy Kim, “Locating Korean-Language 

Library Resources: Practical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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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동아시아도서관 학계에의 공헌

학회 활동과 리더십

북미주에서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세 지역학 담당 사서들에게 가장 중요한 협의

회인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CEAL)의 현 정관은 최고 행정기구인 임원

회에 각 지역당 적어도 두 명의 대표를 임명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까지만 해도 CEAL의 임원회에 한국학 사서가 임명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 이유

는 1990년 이전의 선거 제도는 CEAL 전체 회원의 직접 투표로 임원을 선출했기 때

문에 소수그룹인 한국학 사서가 CEAL의 최고행정부 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사

실상 전무했던 것이다. 이 고질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故 김성하가 1988년에 정

관 개정 운동을 시작하여 1989년 마침내 정관이 개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는 이 

역사적 결실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말았다. 개정된 정관은 세 

지역의 분과위원회 회장들을 자동으로 임원회 멤버로 영입함으로써 각 지역의 대표

가 적어도 한 명은 임원회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었다. 그 후의 개정에서

는 한 발 더 나아가 각 지역당 적어도 2명의 대표가 보장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임원회의 문이 열린 후 한국학 사서들이 적극적으로 CEAL의 지도

부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CEAL의 다른 분과위원회와 학술 프로그

램들도 한국학 전문가의 참여를 환영하고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결

과 한국학 사서들이 수서/목록, 이용자서비스, 테크놀로지, 회원관리, 멘토링 등 

CEAL의 다양한 분과위원회 및 태스크포스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기여하게 되었

다. 1991년 창설된 OCLC CJK(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의 머릿글자) 이용자 그룹은 

CEAL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창립 정관에 각 지역의 대표가 적어도 한명은 임원

회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2008년 저자가 아시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CEAL의 차기 회장(2010-2013)으로 

선출된 사실은 한국학 사서들의 집단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이래 CEAL  

회장으로 선출된 19명의 인종 및 성별을 살펴보면 중국인 남자 10명, 백인 남자 5

명, 일본인 남자 2명, 백인 여자 2명 순이다.35) CEAL 회원의 대다수가 중국인 및 

35) “Past Presidents of CEAL” 참조http://www.eastasianlib.org/CEAL/CEALExecComm/Past 

Committees/pastcommitteechair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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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성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인 여성이 그들을 앞질러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드문 현상으로 故 김성하가 1988년 외롭게 시작한 노력이 20년간 여러 한국학 사서

들의 봉사와 활동을 통해 맺은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동아시아 학술정보 국제 회의

2005년 3월, 당시 CEAL 회장이던 Abraham Yu는 2006년 서울 IFLA 회의 때 

동아시아 사서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조직하라는 임무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임

명했다.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 한국학 사서로 구성된 이 특별위원회는 한 세

션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일 preconference 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출하여 

IFLA의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IFLA 본 회의 전날인 2006년 8월 18일 ‘21세기 

동아시아 학술정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이 특별회의에는 7개국에서 

온 110명이 참가했는데 미국 49명, 한국 40명, 일본 11명, 호주 5명, 캐나다 2명, 

싱가포르 2명, 그리고 네팔 1 명이었다. 참가자들을 위해 연세대와 서울대 도서관 

견학도 마련하였다. 이 특별회의 프로그램 스케줄과 발표자료는 웹사이트(http:// 

ohmyvocabulary.com/ifla)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해에 Scholarly Information 

on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도 출판되었다.36)

가상 참고서비스

2009년 9월 북미도서관특화컨소시엄(KCCNA)은 ‘한국학 사서에게 물어 보세요!’ 
라고 명명한 협동 가상  참고서비스를 개발하였다. 한국학 전문사서가 없는 대학의 

사서, 학자, 그리고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든 이 프로그램은 9월 11일 Eastlib의 공

고와 함께 개시되었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질문은 이메

일(askkorea@googlegroups.com) 또는 구글 그룹 Ask a Korean Studies Librarian 

웹사이트(http://groups.google.com/group/askkorea)를 통해 접수한다. KCCNA 

회원 및 다른 지원 사서들이 한 달씩 번갈아 봉사하고 있는데 질문자의 편의에 따라 

한국어나 영어로 48 근무 시간 내에 질문에 답을 제공하고 있다. 개시하자마자 대

36) Philip Melzer and Hyokyoung Yi ed., ScholarlyInformation on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Papers Presented at the IFLA WLICSatellite Meeting… (Paju: Korean 

StudiesInformation C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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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을 받은 이 서비스는 운영 3개월째인 11월 현재 벌써 수십 건의 질문을 받아 응

답해 주었다.

CJK NACO 및 SACO

CJK NACO와 SACO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목록 전문 사서들이 공동으로 조

성하고 있는 국제 협동 전거 데이터베이스로써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멤버

로서 전거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몇몇 한국학 사서들이 멤버로 

활약하면서 한국관련 인명, 단체명, 총서명, 주제명 등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공유하

는 전거 파일에 입력하고 있다. 또한 로마자화나 주제명 표목 등 한국 관련 목록 정

책 수립 기관인 미 의회도서관에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의 예로 미 의회도서

관이 독도의 주제명을 바꾸려 추진하다 중단한 사건은 전문 지식을 가진 한국학 사

서들의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E. 향후 프로젝트의 제언

이용자 교육정보 센터

전통적으로 북미주 한국학 사서들은 장서개발, 참고봉사, 목록 등 모든 분야에서 

잘 협력해 왔으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용자 교육 분야의 협동이 

아닌가 한다. 정보원은 끊임없이 확대되며 다양해지는 한편 정보검색 및 접근의 패

러다임도 전통적 도서관 목록으로부터 구글, 네이버 등의 자유 웹 검색 형태로 전환

되는 이 변혁의 시기에 도서관의 적극적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도 절

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용자 교육 증진 방안으로 저자는 이용자 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센터의 창설을 제안하고 싶다. 다른 도서관에서 쓰는 이용자 교육 자료

를 자관에 맞게 수정해 쓰면 처음부터 만드는 것 보다 훨씬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런 협동 자료 센터는 사서들 뿐 아니라 한국학 사서가 없어 이용자 교육의 혜

택을 받을 수 없는 대학의 학자 및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Outreach Programs

최근의 이용자들은 도서관이나 사서라는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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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자 교육 노력을 기울이지 않

으면 안 된다. 한국학 사서들이 한국학 사서가 없는 대학들을 방문하여 이용자 교육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출장 지원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또한 새내기 한

국학 사서 및 잠재력 있는 유망한 인재들을 미래의 한국학 사서로 키우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저자는 CEAL 한국자료분과위원회와 북미도서관특화컨소시

엄이 공동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의 창설을 지원할 외부 기금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학 장서 범위와 이용자의 재정의

북미주 한국 유학생 중 과학, 기술, 의학 전공자들이 인문, 사회과학 전공자들 보

다 더 많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USC 한국학 도서관의 경우 간호학 등 전통적 

한국학 장서 범위를 벗어난 한글 자료에 대한 도서관 상호 대차 신청도 가끔 받는

다. 이런 경험은 그 동안 인문, 사회과학 분야로 제한해 온 한국학 장서의 범주를 재

고케 한다. 우리가 미처 의식치 못한 잠재적 이용자 그룹이 있는가? 한국에서 출판

되는 과학, 기술, 의학 분야의 자료들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국의 과학 기술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될 수록 한국 문헌을 찾는 이들이 있지 않

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사 연구가 필요한데 북미도서관특화컨

소시엄의 임무와 성격 상 이러한 질문을 연구 조사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생

각되어 미래의 연구 주제로 제언하는 바이다.

F. 미래 경향

대학 도서관 전체를 복잡다단한 여러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대

한 하나의 기관으로 볼 때 한국학 도서관은 규모만 작을 뿐 도서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을 모두 갖춘 축소판으로 보면 된다. 거대한 정보 우주의 한 구성체로서 유기적

으로 진화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한국학 사서직의 미래는 주류 도서관 세계에서 어

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주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한국학 

분야에서도 전자자료와 다매체 자료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세상에 알려지

지 않았던 고문서 등의 기록물들이 속속 디지털화 되어 보급되고 있고 유니코드, 오

픈액세스, 고기능 검색엔진 등이 발달해,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단 하나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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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를 통해 찾아내고 직접 접근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의 흐름에 관한 

한 지리적 거리나 국경, 언어의 경계까지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을 감안하

면 가까운 미래에 한국학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KOMARC 레코드도 OCLC의 

First Search와 같은 주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될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예전

에는 도서관을 통해 정보를 구하던 이용자들이 지금은 직접 정보를 탐색하고 접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서가 더욱 필요하다고 믿는 것은 --특히 한국학

과 같은 특수 분야의 경우-- 끊임없이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광범위한 정보원에 통

달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주제적, 기술적, 심지어는 정치적 전문성까지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전과 달리 무료 및 상업 데이터베이스, 기부 프로그램, 문헌제공서비스 

및 도서관상호대차 그리고 오픈액세스 등이 발달한 지금은 최소한의 장서만으로도 

기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만일 예산 사정으

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장서개발 보다 사서를 고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자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장해 왔는데, 그것은 적

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지를 가진 영리한 사서라면 물리적 장서가 없더라도 다른 자

원들을 동원하여 상당한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G. 유산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의 일화를 나눔으로써 해외 한국학 사서의 역

할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37) 몇 년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개최한 세계한국

학자대회에 참석했을 때, 뉴질랜드에서 온 한 낯선 교수가 다가와  USC 한국학 도

서관 비디오 컬렉션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그는 그가 가르치고 있는 정치학 수업

을 위해 저자가 일하고 있는 USC 한국학 도서관에서 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이란 영

화를 도서관 상호 대차를 통해 빌린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그 영화는 핵

심 정치 개념들을 극적으로 묘사한 중요한 작품이지만,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입

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 먼 뉴질랜드까지 기꺼이 비디오를 

빌려 준 우리 도서관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했다. 그런데 USC의 한국 비디오 컬렉션

은 한국 정부의 출연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조성된 것이다. 한국인

37) 이 일화는 2008년 ALA 연례 회의 때 ACRL/AAMES 프로그램 “Global Scholarly Communication: 

International Access and Accessibility” 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이다. 



 북미주 한국학 도서관 1990~2009: 회고, 현황, 전망 ❙39

들이 어렵게 번 돈으로 국가에 세금을 낼 때 자신들이 낸 돈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비디오를 사는데 쓰일 것이며, 수 년 후 이 작고 오래된 

비디오가 지구의 반 바퀴를 돌아 뉴질랜드 대학생들의 젊은 영혼을 밝힐 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 또 이런 일이 이 비디오를 선정, 구입, 보존하고 검색이 용이하도

록 목록한 USC의 동료 사서 이선윤의 수고 없이 가능했을까? 일을 하면서 가끔 힘

들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면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수집하고 목록한 이 자

료들이 내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언제 어디서일지는 모르지만 이 지구상 누

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리라는 가능성을. 내가 오늘 한 일로 인하여 언젠가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의 마음이 영감을 받는다면 참으로 경외롭지 않은가!

또한 나 자신이 세대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도 기억하

려고 노력한다.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 준 선배 사서들과 같이 나 또한 후배 사서들

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저자는 이 

논문을 북미주 한국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1985년 이후 퇴직한 

다음 선구자 사서들께 바치는 바이다.

• Eugene Hyungsuk Chai (채형석), Columbia University 

• Dae Wook Chang (장대욱), Library of Congress

• Yoon-whan Choe (최윤환), University of Washington

• Sung Yoon Cho (조성윤), Libraryof Congress

• Yong Kyu Choo (주용규),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yung Comaromi (코마로미명), Library of Congress

• Boksoon Hahn (한복순), Yale University

• Yong-Hyun Han (한용현), University of Toronto

• Thomas Hosuck Kang (강호석), Library of Congress

• Chungsoo Kim (김정수), New York Public Library

• Iksam Kim (김익삼),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Sungha Kim (김성하), Harvard University

• Suwon Kim (김수원), Princeton University

• Amy Haikyung Lee (이해경), Columbi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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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y Won Lee (이계원), Georgetown University

• William McCloy,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Library

• Seunghi Paek (백승희), Harvard University

• Rin Paik (백린), Harvard University

• Frank Joseph Shulman, University of Maryland

• Sung Kyu Song (송성규), Library of Congress

• Key P. Yang (양기백), Library of Congress

• Choongnam Yoon (윤충남), Harvard University

• 그 외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감사의 말

이 논문을 쓰는 데 많은 격려와 도움을 준 동료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초

고의 여러 사실적 오류를 지적해 준 장재용과 영어교정을 도와준 USC 동료 사서

Keith Trimmer에게 특히 감사한다. 또한 Frank Shulman, 이효경, 장순영, 구자은, 

전경미 등 동료 사서들의 건설적 비평 덕분에 원고를 개선할 수 있었다. 북미주 한

국학 도서관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기록하려고 나

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지만, 본의 아니게 탈락된 것들이 있다면 동료들의 너그러운 

용서를 바라며 이 논문의 부족한 부분은 나의 동료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록하여 메워 주기를 바라며 기대하는 바이다. 
번역에 대한 일반적 충고 뿐 아니라 번역 초고를 꼼꼼히 읽고 많은 부분을 개선해 

준 대구대학교 권은경 교수에게도 감사한다. 그러나 번역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번역자들의 책임이다.

부록 :  해외 한국학 도서관 관련 서지

부록 ‘해외 한국학 도서관 관련 서지’는 동료들이 보내 준 본인들의 출판물 목록

과 KCCNA 웹사이트에 있는 서지(http://ks111.moore.hawaii.edu/kccna/articles 



 북미주 한국학 도서관 1990~2009: 회고, 현황, 전망 ❙41

.html)를 저본으로 하여 편집했는데 급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했기 때문에 결점

이 많을 것이 분명하나 계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부족하나마 일단 초고를 

발표하는 바이다. 본의 아니게 생긴 탈락과 오류가 있다면 심심한 사과를 보내며 향

후 개정을 위해 정정, 보완 정보를 보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시간 부족으로 인

용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포맷 수정만 거쳐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관성도 정확성도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지의 범위를 해외

의 한국학 도서관으로 정의하긴 했지만 느슨히 적용하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는 논문이라도 한국학 사서들의 관심 범주 내에 든다고 판단되면 포함시켰다. 

(번역자 주: 한글 논문은 로마자화로 배열했으므로 한글 원 인용 정보는 로마자 인용 뒤 각괄

호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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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field of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by describing major developments and collective 

accomplishments over the past two decades and attempts to capture a snapshot of the 

current state of the field. While documenting how Korean Studies librarians have 

overcome formidable challenges to get to where they are today, this article provides a 

thorough introduction to major trends and issues involving all aspects of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since 1990. It consists of four sections, followed by an 

appendix. Section I is an introduction. Section II is a survey of the Korean Studies field 

by way of reviewing various statistics of major Korean Studies programs in North 

America, including dissertations, faculty size, grants, library holdings, etc. Section III is 

a brief description of the scholarly communication environment of Korea, which directly 

impacts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Section IV, the main part of this 

article, documents major developments in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1990-2009. First I survey historic and current statistics to illustrate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field. Then I review major issues and developments,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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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emphasis on collective endeavors. Topics covered include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the Korean ER consortium, Romanization, 

workshops and conferences organized by Korean Studies librarians, support programs 

from Korea, vendor records, visiting librarian programs, outreach and collaboration 

efforts with Korean Studies scholars, contributions to the profession by way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leadership activities, virtual reference services, and 

NACO/SACO, etc. Some individual accomplishments are also mentioned in their proper 

contexts. The appendix is a preliminary bibliography on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outside of Korea, listing more than 110 entries for articles, chapters, and books, written 

by more than fort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Ⅰ. Introduction

Historically,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has been 

marginalized within the field of East Asian librarianship. Over the past two 

decades, however, the field has experienced vigorous growth and undergone an 

exciting transformation.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welcome change 

include growing American interest in Korea following its rapid rise in 

international stature, Korea’s strategic financial support for expanding Korean 

Studies programs and libraries in North America, and the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in Korea that revolutionized scholarly communication, directly 

impacting libraries. While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still trails far behind its 

Chinese and Japanese counterparts in terms of size, Korean Studies librarians 

take pride in their recent collective accomplishments. As a librarian at a major 

North American university who has witnessed firsthand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is transformation since 1985, I feel privileg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survey the major developments and collective accomplishments 

in the field over the past two decades, as well as the opportunity to attempt to 

capture a snapshot of the current state of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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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years prior to 1990, I refer readers to Yoon-whan Choe’s 1993 
article “The Condition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in U.S. Libraries.” 
The author’s aim was “to describe the dominant trends in the field, to 

identify some of the pressing needs, and to make suggestions ... on the 

future of the Korean collections in U.S. libraries.”1) First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Enhancing Korean Studies: Scholarship and Libraries” held 
at the Library of Congress October 8-10, 1992, this study was key to the 

successful grant proposal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in 1993. 

Ⅱ. Korean Studies Programs in North America

Since Korean collections exist to support the teaching and research 

programs of Korean Studies, it behooves us to have a basic grasp of the 

Korean Studies field itself as context. The most comprehensive reference 

book on overseas Korean Studies is Haeoe Hangukhak Paekso (Overseas 

Korean Studies Whitepaper). Part 1 includes articles on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Korean Studi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Part 

2 is a directory of the institutions with Korean Studies program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degree programs, lists of courses and faculty, number 

of students, etc. Part 3 lists Korean Studies Centers and Associations. 

According to this source, there are 97 universities in North America offering 

Korean Studies courses (91 in the U.S. and 6 in Canada).2) Much of this 

information is also available online as Korean Studies Info, at: http://www. 

clickkorea.org/koreanstudies/ks_index.asp

1) Yoon-hwan Choe, “The Condition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in U.S. Libraries,” 
CEAL Bulletin 99 (June 1993): 32-54.

2) Hanguk Kukche Kyoryu Chaedan, ed. Haeoe Hangukhak Paekso [Overseas Korean 

Studies Whitepaper] (Seoul: Uryu Munhwas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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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1992 to 2009, the Korea Foundation, the primary support organization for 

overseas Korean Studies, funded 66 new Korean Studies professor positions at 

43 universities in North America (40 universities in the U.S. and 3 in Canada). 

The fact that the Korea Foundation awarded 71% of all the new positions 

worldwide to North American universities reflects the central importance of 

this region in the global scholarship of Korean Studies. (In recent years, 

however, the trend has been to divert support to other regions.)  Based on the 

selection criteria (“overseas universities with a substantial basis for long-term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nd demonstrated strong commitment”), it may 

be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se 43 universities more or less represent the 

extent of serious Korean Studies programs in North America.

Table 1: New Faculty Position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in North  

         America, 1992-2008 (66positions in 43 universities)3)

  Universities Positions Disciplines

1 American University 1 Economics

2 Claremont McKenna College 2 History; Political Science

3 Columbia University 2 Literature;  History

4 Cornell University 1 History & Culture

5 George Washington Univ. 2 History; Political Science

6 Georgetown University 2 Sociology; Political Science

7 Harvard University 2 Literature;  History

8 Ohio State University 2 Language & Culture

9 Princeton University 1 Culture & Society

10 Rice University 1 Language

11 Rutgers University 2 Literature; Language & Culture 

12 Smith College 1 Civilization

13 Stanford University 2 Sociology; History

14 SUNY Albany 1 Language & Culture

15 SUNY Binghamton 1 Language & Culture

3) Korea Foundation. Support for Korean Studies Overseas. Establishment of Professorships. 

www.k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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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ew Faculty Position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in North  

         America, 1992-2008 (66positions in 43 universities) -Cont.

  Universities Positions Disciplines

16 SUNY Buffalo 1 Language

17 SUNY Stony Brook 1 Culture 

18 Tufts University 1 International Relations

19 UC Berkeley 2 Literature; Sociology

20 UC Irvine 2 History; Literature

21 UC Los Angeles 3 History; Geography; Art History 

22 UC San Diego 1 Political Science

23 UC Riverside 1 Language, Literature, & Culture

24 University of Chicago 1 Literature

25 University of Georgia 1 Literature

26 University of Hawaii 1 Humanities

27 University of Iowa 1 Anthropology

28 U. of Maryland  (College Park) 1 Language

29 University of Michigan 3 History & Art; Political Science; History

30 U. of Missouri at Columbia 1 Political Science

31 University of Pennsylvania 2 Pre-modern social history; Sociology

32 University of Pittsburgh 1 Language

33 U. of Southern California 2 Political Science; Art history

34 University of Texas Austin 1 History & Culture

35 University of Utah 1 History

36 University of Washington 2 History; Political Science

37 University of Wisconsin 1 History

38 Washington Univ. at St. Louis 1 Language & Culture

39 Wellesley College 1 Language & Literature

40 Yale University 2 Language; Language & Culture

41 U. of British Columbia (Canada) 3
Political Science; Language; Korean 

Law

42 York University (Canada) 2 Literature; Language & Culture

43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3 Social Sciences; Literature; Culture

Total 66  

Doctoral disserta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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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inment for both the students who receive doctoral degrees and the 

institutions that confer them.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number of approved dissertations in most (but not all) cases can be 

used as one important indicator for measuring the field’s collective strength 

or an institution’s overall commitment to Korean Studies. Frank Joseph 

Shulman’s nearly completed, multivolume bibliography, A Century of 

Doctoral Dissertations on Korea, 1903-2004: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Studies in Western Languages, promises to be a major reference source for 

scholars, students and librarians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According 

to Shulman’s draft "Introduction" to the Bibliography, of the 14,157 

dissertations accepted by some 900 degree-awarding institutions worldwide 

during the 100 year period 1903-2004, 10,368 dissertations dealt either 

entirely or primarily with a wide range of subjects related to Korea—
including Koreans and Korean communities outside of Korea. In his emails 

to me, he stated that a total of 7,017 dissertations (or 68%) of all of the 

Western-language theses dealing primarily or entirely with Korea accepted 

by accredited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were written in the United States alone. (An additional 79 were 

written at Canadian institutions over the same one hundred year long 

period.)  He further indicated that the total number of dissertations on 

Korea—including those that deal just in small part with Korea—written 

from 1903 through 2009 in the United States may well exceed 12,000. Of 

these, an estimated 9,000 are likely to deal entirely or primarily with 

Korea. This estimate is based on his knowledge that nowadays 450-500 

dissertations are being completed each year on Korea.

The online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 (BAS)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c., which provides extensive coverage of Western-language 

publications (especially journal articles and chapters in edited volumes) about 

Korea, also helps us to measure the field’s collective scholarship.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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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lman, of the 737,175 bibliographical records in the BAS as of June 2009 on 

all subjects pertaining to East, Southeast, and South Asia that were published 

worldwide from 1779 through early 2009, there are 43,246 entries that contain 

the keyword "Korea", "Korean" or "Koreans" for the years 1971-2009 and 

29,521 entries for the years 1990-2009. Through his involvement with BAS in 

the early 1970s and since the late 1980s, Shulman has endeavored to expand 

the coverage of the BAS for Korea in both the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and as the above statistics show, the number of entries on Korea has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past twenty years.

The table below juxtaposes the indicators I consider significant in 

gauging Korean Studies programs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 doctoral 
dissertations, faculty size, new faculty grants from the Korea Foundation, 

holdings of Korean library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for the Korean 

collection. I identified the North American universities listed in the table 

below by combining three lists:  most prolific dissertation producers in 

1903-2004 in North America (from Shulman’s aforementioned bibliography);  
institutions that received new faculty grants from the Korea Foundation, 

1992-2009 (excluding undergraduate-only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with Korean collections in 2008 (from the CEAL Statistics Database). For 

each institution, I searched for dissertations statistics in the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database (keyword “Korea
*” in citations and abstracts 

between 1990 and 2009), and sorted the institutions by number of dissertations, 

in descending order. Those with fewer than 10 dissertations were omitted. 

As Shulman rightly pointed out in his email to me, the resulting dissertations 

statistics must not be accurate—not all dissertations are covered, and some 

works that happen to contain the keyword “Korea
*” may not have actual 

content on Korea and vice versa. (For example, a search in the online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database for all dissertations with the 

keyword “Korea
*” written in 1990-2009 retrieved 5,521, compared to Shul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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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 in 1990-2004). Readers are thus reminded that the data contained in 

the table below are incomplete. Still, I hope that the table provides a useful 

overview.

Table 2: Korean Studies Dissertations, Faculty, Grants, and Library Resources

R

a

n

k

Leading North 
American Producers 

of Doctoral 
Dissertations on 
Korea 1990-2009

No. of
Disser-
tations
1990-
20094)

No. of 
Professors
as of Feb. 
20065)

No. of 
Lecturers, 
Visiting 

Professors
as of Feb. 
20066)

New Fac
Grants from 
the Korea 
Foundat’n
1992-2008

Korean 
Collection
Size, 2008
(Volumes)7)

Prof’l & 
Supp’t 
Staff 
(2008 
FTE)8)

1 U. of Texas at Austin 155 1 3 1 4,499 0

2 UCLA 153 9 4 3 48,464 1.77

3 U. of Hawaii at Manoa 148 17 0 1 63,196 2

4
Illinois 

Urbana-Champaign
147 5 1 0 15,830 0

5 Ohio State University 136 1 1 2 5,325 0.7

6
U. of Southern 

California
134 4 6 2 58,700 5

7 Wisconsin at Madison 116 3 4 1 4,887 0

8 U. of Washington 98 2 2 2 94,764 2.5

9 Harvard University 93 3 2 2 138,797 4.2

9
University of 

Minnesota
93 0 2 0 2,616 0

11 Indiana University 92 3 2 0 17,941 0

12
University of 

Chicago
91 2 2 1 61,580 2.3

13 Columbia University 81 4 6 2 77,807 2

4) Searched fr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database: http://proquest.umi.com

5) Hanguk Kukche Kyoryu Chaedan, ed., Haeoe Hangukhak Paekso (Soul: Hanguk Kukche 

Kyoryu Chaedan, 2007): 984-1284. No listing is indicated by “-“.    
6) Ibid. No listing is indicated by “-“.
7)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EAL Statistics, in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database online], Lawrence, KS, 2008. Available from http://www.lib.ku.edu/ceal/; 

http://www.lib.ku.edu/ceal/default.asp (hereafter referred to as CEAL Statistics). If 

not listed in CEAL Statistics, “0” was entered.

8) Ibid. If not listed in CEAL Statistics or less than0.5 FTE, “0” was 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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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orean Studies Dissertations, Faculty, Grants, and Library Resources 

-Cont.

R

a

n

k

Leading North 
American Producers 

of Doctoral 
Dissertations on 
Korea 1990-2009

No. of
Disser-t
ations
1990-
2009

No. of 
Professors
as of Feb. 

2006

No. of 
Lecturers, 
Visiting 

Professors
as of Feb. 

2006

New Fac
Grants from 
the Korea 
Foundat’n
1992-2008

Korean 
Collection
Size, 2008
(Volumes)

Prof’l & 
Supp’t 
Staff 
(2008 
FTE)

14 University of Iowa 80 3 1 1 0 0

15 Cornell University 77 1 4 1 11,895 1.5

15
U. of Maryland, Coll. 

Park
77 1 1 1 9,727 0

17 UC Berkeley 76 2 5 2 88,502 2.7

18
U. of Missouri at 

Columbia
75 0 1 1 0 0

19 Michigan State Univ. 73 0 2 0 472 0

20 New York University 71 2 2 0 0 0

21
Pennsylvania State 

Univ. 
68 0 3 1 0 0

22 SUNY at Buffalo 64 - - 1 0 0

23
University of 

Pennsylvania
63 3 4 2 7,131 0

24 Stanford University 53 1 3 2 29,827 2.5

25 University of Michigan 52 3 2 3 28,047 2

26
Texas A & M 

University
47 - - 0 0 0

27
Florida State 

University
46 0 0 0 0 0

28 Purdue University 44 - - 0 0 0

29 University of Pittsburgh 43 0 2 1 9,046 1.5

30 Temple University 43 0 1 0 0 0

31
Arizona State 

University
38 1 2 0 0 0

32 Syracuse University 37 - - 0 0 0

33 George Washington U. 37 6 6 2 0 0

34 University of Georgia 36 2 0 1 0 0

35 University of Florida 35 - - 0 947 0

36 Claremont Graduate U. 34 -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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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orean Studies Dissertations, Faculty, Grants, and Library Resources 

-Cont.

R

a

n

k

Leading North 
American Producers 

of Doctoral 
Dissertations on 
Korea 1990-2009

No. of
Disser-t
ations
1990-
2009

No. of 
Professors
as of Feb. 

2006

No. of 
Lecturers, 
Visiting 

Professors
as of Feb. 

2006

New Fac
Grants from 
the Korea 
Foundat’n
1992-2008

Korean 
Collection
Size, 2008
(Volumes)

Prof’l & 
Supp’t 
Staff 
(2008 
FTE)

37 University of Delaware 33 - - 0 0 0

38 Northwestern University 31 0 1 0 0 0

38 Georgetown University 31 4 2 2 5,338 0

40 Boston University 30 0 1 0 0 0

41 Yale University 29 0 2 2 12,679 0

41 SUNY at Albany 29 2 2 1 0 0

43 University of Connecticut 28 - - 0 0 0

44 U. of North Texas 26 - - 0 0 0

45 University of Oregon 25 0 0 0 0 0

46 Rutgers University 24 2 - 2 2,749 0

46 UNC at Chapel Hill 24 - - 0 456 0

46 UC Irvine 24 3 3 2 13,989 0

49 University of Toronto 23 5 2 3 39,227 2.5

50 Brown University 22 1 0 0 4,856 0

51 Princeton University 19 1 3 1 18,848 1.5

51 UC Davis 19 - - 0 2,617 0

53 Duke University 18 1 1 0 5,084 2

53 U.S. International U. 18 - - 0 0 0

55 U. of Mass., Amherst 17 - - 0 0 0

55 Vanderbilt University 17 - - 0 0 0

57 U. of Illinois at Chicago 16 - - 0 0 0

57 UC Riverside 16 0 1 1 2,182 0

57 University of Cincinnati 16 - - 0 0 0

60 UC San Diego 14 1 1 1 6,694 0.65

61 University of Utah 13 1 1 0 0 0

61 SUNY Stony Brook 13 2 2 1 0 0

61 American University 13 0 2 1 0 0

64 U. of British Columbia 12 8 3 3 27,115 2

Total 3,406       921,834 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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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librarian, I find it disheartening to note that the majority of these 

dissertations apparently were written with little or no library support for 

Korean language resources. Among the 64 universities that produced 10 or 

more dissertations 1990-2009, 32 universities (50%) had practically no 

Korean holdings to speak of (fewer than 1,000 volumes). They were 

responsible for 1,177 dissertations (35%) on Korea while those with fewer 

than 10,000 volumes produced 2,004 dissertations (59%). Only 16 universities 

(25%) employed at least 1 FTE personnel dedicated to their Korean 

collections. Sixty six percent of all the dissertations (2,235) were written at 

institutions with less than 1 FTE Korean Studies librarians. Only 7 libraries 

(11%) reported having 50,000 or more Korean language materials, which 

produced 885 dissertations (26%).

 
Table 3: Korean Collections and Dissertations

Library 

Resources

Less than 

1,000 vols.

Less than 

10,000 vols.

Over  

25,000 

vols.

Over 

50,000 

vols.

1 FTE or 

more 

personnel

Less than 

1 FTE

personnel

No. of 

Universities
32 (52%) 46 (72%) 12 (19%) 7 (11%) 16 (25%) 48 (75%)

No. of 

Diss’ns.
1,177 (35%) 2,004 (59%) 1,014 (30%) 885 (26%) 1,171 (34%) 2,235 (66%)

Cursory as they may be, these data raise the question: where do authors get 

information on Korea for their dissertations? I can infer various possibilities, 

including: English sources; ILL; personal collections; free Web resources, 

research trips to Korea or other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and any 

combination of these. While it would be interesting and meaningful to survey 

where and how scholars and graduate students obtain their information on 

Korea, it is beyond the scope of this article.9) The data strongly suggest, 

9) In a related study, Kyungmi Chun’s 1999 dissertation, Korean Studies in North America, 

1977-1996: a Bibliometric Study analyzed 193 source articles and 7,166 citation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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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need for outreach programs including reference services, ILL, 

travel grants (for scholars to visit other libraries and for librarians to visit 

other campuses to offer instruction onsite), etc. 

Ⅲ. Recent Developments in Korean Scholarly Communication

Since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is closely linked to 

libraries in Korea, a brief survey of the current environment in Korea is 

essential. Some of the information in this section is an updated and 

abridged version of the chapter I co-authored in the book Scholarly 

Communication in China, Hong Kong, Japan, Korea, and Taiwan.10)

National "Informatization" Project

It is ironic that the 1997 financial crisis that forced Korea into 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ailout program served as arguably the single 

most powerful catalyst for advancing scholarly communication in modern 

histor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the internet driven, 

knowledge-based era, the Korean government wisely adopted “informatization” 
(a coined term to mean a process of creating an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as a core strategy in its effort to emerge from its economic troubles. 

Thanks to the billions of dollars invested in digitizing the significant 

holdings of libraries, research centers, and museums, as well as in the 

development of metadata, Korea today is among the most advanced in the world 

articles in four representative Korean and Asian Studies journals in North America, 

and found that English works were cited most (47.1%)compared to Korean language 

sources (34.9%). In general, authors preferred sources published in their own 

countries. 

10) Joy Kim and Eun Kyung Kwon, “Scholarly Communication in Korea,” in Scholarly 

Communication in China, Hong Kong, Japan, Korea, and Taiwan, ed. Jingfeng Xia 

(Oxford: Chandos, 2008). Used with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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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oviding online access to national knowledge. There is an impressive wealth 

of full-text dissertations, journals, rare books, historic newspapers and 

documents, photographs, maps, statistics— all just waiting to be discovered and 

mined. Bibliographies, indexes, and tables of contents are directly linked to the 

full-texts where available, and those protected by copyright are linked to the 

membership-based national copyright management center for easy payment and 

access. A number of great portal sites were created to facilitate the discovery 

of and access to this rich supply of free resources.

Publishing

The total number of newly published titles in 2007 was 41,094, which 

represents an 80% growth rate from 1991’s 22,769.11)  It is difficult to know 

what proportion of these publications is appropriate for Korean Studies 

libraries in North America, but the acquisitions statistics of the 13 largest 

Korean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for the past ten years12) suggest that 

approximately 6,000-10,000 volumes annually would be suitable candidates 

for inclusion. Only four libraries added more than 5,000 volumes in 2008; 

twelve libraries added 1,000-5,000 volumes.

Journals

In 2007 a total of 17,494 registered serials were published more frequently 

than once a year, excluding science, technology, medicine, cartoons, children’s 
books, study aid books, and titles on non- Korean subjects.13)  While it is 

unknown how many of these constitute scholarly journals, we do know that 

11) Taehan Chulpan Munhwa Hyophoe, Hanguk Chulpan Yongam (Soul: Taehan Chulpan 

Munhwa Hyophoe, 2008): 127. Note: 1991 was the first year when reprints were 

excluded from the statistics, making previous years’ numbers comparatively inflated.

12) CEAL Statistics http://www.lib.ku.edu/ceal/; http://www.lib.ku.edu/ceal/default.asp 

13) Taehan Chulpan Munhwa Hyophoe, Hanguk Chulpan Yongam (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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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journals recogniz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KRF) 

for their quality scholarly content is 1,171 (excluding the fields of science, 

technology, medicine, and agriculture / fishery / oceanography). The tungjae 

(등재—certified) journals, the higher of the two tiers of quality standards, 

are those that have passed the quality threshold set forth by the KRF,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organization of its kind in the promotion of 

scholarship in Korea. The tungjae hubo (등재후보—certification candidate) 

journals have not yet reached the KRF’s minimum threshold but have good 

potential to do so within the near future. Over 45% of the article citations 

are directly linked to their full-texts at the websites of the associations 

which publish these journals.14)

Table 4: Journals Recogniz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15)

Categories Humanities Social Sci. Arts/Sports Multi Disc. Total

"Certified" Journals 304 364 47 28 743

Candidate Journals 142 202 22 62 428

Total 446 566 69 90 1,171

Electronic Publishing

Since Korea’s first electronic book was published in 1991 on CD-ROM, 

electronic publishing has migrated online and has garnered wide acceptance. 

One type of electronic publishing involves the digitization of existing print 

journals. These e-journals are particularly popular in the library and 

academic communities because of their many advantages over the corresponding 

print versions: the availability of entire runs of journals, the ease of 

14) Hanguk Haksul Chinhung Chaedan, “Tungjae mit Tungjae Hubo Haksulji Chonggwal 

Hyonhwang,” Available from http://www.krf.or.kr/KHPapp/database/database_02_03. 

jsp?sub=menu_02 

15) Science, technology, medicine, and agriculture/fishery/oceanography titles are excluded, 

as are non-Korean subjects, e.g. English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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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and integrated searching. Recently, an increasing number of journals 

are “born digital,” lacking print counterparts. 

 
Table 5: Electronic Publications Statistics16)

Cate-

gories

E-Books

(Incl. mobile 

books)

Educational 

CDs/DVDs

Scholarly/

Professional

Journal 

Articles
Magazines

Audio 

Books

E- 

Dictionaries

E-

Textbooks

No. of 

Titles
212,719 15,877 12,145,263 1,586,461 1,649 18,320 364 11

Bibliographic Utilities and Tools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http://www.riss4u.net) 

is the largest academic bibliographic utility in Korea and a gateway to an 

extensive array of scholarly resources.17) Operated by the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a national service organization 

for education and research, RISS databases include the union catalog of 

close to 8.4 million records from more than 200 four-year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adding 30,000 records each month; more than 1 million 

full-text Korean journal articles; 730,000 dissertations (as of June 2009); 

and 8.6 million records from Korea History Online. By the end of 2009, 

RISS will provide access to 100% of all the core journals registered in KRF’s 
aforementioned “quality journals” site. RISS provides access to more than 

90% of recent dissertations and theses via the dCollection system (an 

institutional repositories consortium, which will be discussed below). KERIS 

launched a new service targeted at overseas libraries called RISS 

International in 2008, which is basically RISS with an English interface. 

16) Taehan Chulpan Munhwa Hyophoe, Hanguk Chulpan Yongam, 2008: 138.

17) Sooji Lee, “RISS International: A Gateway to Korean Research Information,” in Global 

Korea, Old and New: Proceedings of the Sixth Biennial Conference,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July 9-10, 2009 (Sydney: University of Sydne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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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mbers of this new fee-based service are able to directly download 

the KOMARC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 records in the RISS Union 

Catalog into their local library system in MARC21 format. Going one step 

further, KERIS is working toward adding romanization to selective records 

starting in 2009. Critics of RISS are concerned about the uneven quality of 

individual records, the lack of holding information for most serial titles, 

and duplicate records resulting from non-standardized cataloging practices 

by some members. Notwithstanding these shortcomings, I find RISS’s search 

engine superior to any other sites of its kind in Korea—it is thus usually 

my first place to go for scholarly articles.

Chonggi Kanhaengmul Kisa Saegin (Index to Periodical Articles, at 

www.nanet.go.kr) b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NALK) is the 

most comprehensive index to scholarly or “quality” articles published in 

Korea since 1910. As of July 2009, some 2.4 million articles have been 

indexed, of which more than 760,000 articles, mostly in the social sciences, 

are directly linked to their full-text images.

Hanguk Paksa mit Soksa Hagwi Nonmun Chong Mongnok (Union Catalog of 

Korean Dissertations and Theses), also prov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is the most comprehensive dissertation database in Korea. As of June 

30, 2009, there are 1,237,263 bibliographic records for domestic dissertations 

and theses written since 1945, of which 622,525 are available in full-text 

from www.nanet.go.kr.18) Another 730,000 dissertations are serviced by 

RISS and an additional 220,000 are serviced by a 157-member consortium, 

Hagwi Nonmun Wonmun Kongdong Iyong Hyobuihoe.19) The bibliographic 

records and public domain materials are freely searchable from NALK’s 
website by title, author, keyword, university, and table of contents. 

18) Kukhoe Tosogwan Chonja Tosogwan Deitobeisu Hyonhwang http://www.nanet.go.kr 

/06_introduce/05_collectbook/02/dbnow.jsp

19) Email messages to me from Sooji Lee of KERIS (August 13, 2009) and Kim Ki-tae of 

S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July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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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ed materials, however, are accessible only through licensing 

agreements between NALK and other institutions. 

Mokcha Chongbo (Table of Contents Database, www.nl.go.kr) is the index 

to every item that appears in the tables of contents of the more than 5 

million volumes of books or magazines hel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is database is searchable from the NLK’s integrated database on 

the web. Tables of contents and book reviews of current publications are 

now routinely available from online bookstores such as Kyobo Bookstore 

(www.kyobobook.co.kr) or portal sites such as Naver (www.naver.co.kr).

Citation Indexes: There are three citation indexes in Korea, all searchable for 

free on the web. The most relevant to the readers of this article is the 

Korean Citation Index (http://www.kci.go.kr/), which is based on the 

tungjae (certified) and tungjae hubo (certification candidate) journals 

recognized by the KRF for their quality. The other two are the Korean 

Science Citation Index and the 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Digital Libraries 

Various digital libraries are being created to preserve and broaden access to 

both current and early (pre-1945) Korean imprints. Estimated at 

approximately 3.3 million volumes extant throughout the country, many of these 

early books were created as a result of Korea’s cultural and political 

relationships with its neighbors and thus are of interest to Chinese and 

Japanese scholars as well. These titles have been selectively digitized and form 

an important corpus of national digital libraries. Although the physical items are 

scattered throughout many institutions, their descriptions and digital images can 

be searched in integrated databases at anytime, anywhere in the world, through 

the following portal web sites:

• Korean Knowledge Portal http://www.knowled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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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Digital Library http://www.dlibrary.go.kr/WONMUN/

• National Assembly Library Digital Library 

http://www.nanet.go.kr/03_dlib/01_datasearch/datasearch.jsp

• National Library of Korea www.nl.go.kr

• Korean History Online http://www.koreanhistory.or.kr

• Union Catalog of Korean Classics http://www.nl.go.kr/korcis

Commercial Database Services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Project funds also enabled commercial 

database companies to digitize a great corpus of journals, classics, historical 

annals, reference materials, newspapers, and source materials. Combined 

with the free resources created by public funding as explained above, the 

availability of these digital resources was nothing short of revolutionary, 

especially for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s. Access to these commercial 

resources will be discussed below.

dCollections

dCollections basically refers to an institutional repositories consortium of 

“almost all 4-year university libraries,”20) sponsored and facilitated by the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In this 

system, authors directly submit their works along with metadata to their 

universities using the software developed by KERIS. The files are converted 

into the appropriate format and stored in the repository within the university. 

The metadata, along with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work, are integrated 

into RISS. In this cooperative program, each participating university collects, 

catalogs, houses, preserves, and disseminates the intellectual output of the 

institution in digital form. This could include materials such as research 

20) Lee, “RISS Internation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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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s and theses and dissertations. The main objective for dCollections 

is to provide open access to institutional research by self-archiving it, 

thereby enhancing scholarly communication while reducing costs.

Copyright

Between 1987 and 1996, Korea became a signatory to the major international 

copyright treaties, including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and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ince then, 

Korea has become fully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copyright conventions and 

has shed its former negative image as a pirate country. Scholars had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 copyright of their journal articles until commercial 

companies began reaping profits by digitizing and marketing their published 

works. Commercial publishers obtain digitization rights from scholarly 

associations and sell usage licenses for the resulting databases to libraries for 

profit. Korean scholarly journals typically lack explicit copyright statements, 

leaving room for copyright disputes between the authors and the scholarly 

associations that publish the journals. The fact that many of these scholarly 

articles result from research grants supported by government or other public 

funds as well as the increasing trend toward self-archiving and institutional 

repositories add to the copyright complexities. Dissertations present yet 

another set of challenges. University libraries routinely seek a release of 

copyright for dissertations and theses from their graduates, but they are not 

always successful. 

The Korean copyright law attempt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 namely, the author’s right to protect his/her intellectual/artistic 
creation from exploitation, and the users’ right to have convenient and 

affordable access to information. Its revisions reflect the changing nature 

of accessing, copying, and transmitting copyrighted materials in the digital 

age. The 2003 revisions incorporated more restrictions applying to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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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he 2000 revisions had, requiring usage fees when a copyrighted work 

is printed or digitally transmitted beyond the holding library. According to 

a study, approximately 20% of the resources that are subject to copyright 

are freely available online because their copyright owners release their 

rights. An additional 5% are not copyrightable for one reason or another. 

The remaining 75% are protected by copyright, requiring express permission 

to print or download from online sources. This causes significant access 

obstacles for libraries and their users.

Copyright Management

In compliance with Article 28 of the Korean Copyright Law, which states that 

libraries must assess fees for copying and transmitting copyrighted works, 

Hanguk Poksa Chonsongkwon Hyophoe (the Korean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s Center, or KRTRC; former name: Hanguk Poksa 

Chonsongkwon Kwalli Sento) was established in July 2000 to facilitate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copyright fees (http://www.copycle.or.kr/index.asp.) 

The KRTRC basically acts as a broker between the consumers of the 

copyrighted works and the copyright owners, thus relieving both of the 

onerous task of tracking each other down. The libraries and individuals 

wishing to avail themselves of the KRTRC’s services must sign an agreement 

with the KRTRC. They also need to sign agreements with the individual 

libraries with which they will conduct transactions. Once these agreements 

are in place, users can access the restricted resources via authorized IP 

addresses. As of July 2009, 815 libraries have signed up for KRTRC’s 
service, including the following North American libraries: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joined in July 2004), the University of Toronto (May 

2005), the Library of Congress (June 2007), and Stanford University 

(December 2008). Libraries have the option of having the usage fees paid by 

end users or by the library. Having used this painless, extre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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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t service for over 5 years, I strongly recommend it to all libraries

—especially since it costs next to nothing, as the following table shows:

Table 6: Copyright Fees for Libraries

Categories
Printing

per page

Transmission to Other Libraries

(including copying for transmission purposes)

Monographs
For Sale Items 0.5 cent 2 cents per file

Not for Sale Items 0.3 cent 0

Periodicals
For Sale Items 0.5 cent 2 cents per file

Not for Sale Items 0.3 cent 0

When the copyright owner is unknown or cannot be located despite reasonable 

efforts to do so, one can request usage clearance from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t www.copyright.or.kr. The Commission also provides answers 

to copyright questions via email (call@copyright.or.kr) or telephone (02-2660-0050).

Ⅳ. Major Developments in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1990-2009

Most Korean Studies librarians in North America have published articles 

introducing and highlighting their Korean collections in detail. These are 

listed in the appendix at the end of this article as “Bibliography of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Outside of Korea.” Therefore, I will concentrate mostly on 

collective accomplishments in the field since 1990. Prior to the 1990s, Korean 

libraries in North America more or less worked as individual, disparate 

collections. The most notable trend since then has been cooperation among 

libraries, enabled by information technology that virtually wiped out 

geographical distances and international boundaries as far as information flow is 

concerned. Korean Studies librarians were quick to take advantage of thi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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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EAL) 
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CKM) 
Chairs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KCCNA) Chairs

1989-1993:  Yong Kyu Choo (retired) 1993-1996:  Yoon-hwan Choe (retired)

1993-1996:  Yoon-hwan Choe (retired) 1996-1998:  Yong Kyu Choo (retired)

1996-1999:  Kyungmi Chun
1998/1999:  Hyonggun Choi 

            (no longer in the field)

1999-2002:  Joy Kim 1999/2000:  Hyokyoung Yi 

2002-2005:  Hyokyoung Yi 2000/2001:  Kyungmi Chun

2005-2008:  Mikyung Kang 2001/2002:  Joy Kim 

2008-2011:  Hana Kim 2002/2003:  Jaeyong Chang

  2003/2004:  Mikyung Kang 

  2004/2005:  Hee-sook Shin 

  2005/2006:  Kyungmi Chun

  2006/2007:  Yunah Sung 

  2007/2008:  Joy Kim 

  2008/2009:  Hana Kim

  2009/2010:  Hyokyoung Yi

phenomenon to overcome the underdog status which they hold even within the 

East Asian librarianship field. They banded together to optimize their limited 

resources in collection development, cataloging, reference service, preservation, 

etc., and actively reached out to Korea for support which often yielded positive 

results. Given the cooperative nature of most of these events, the focus of this 

section will be on the projects themselves, rather than the leaders behind these 

projects. Personal names are thus omitted unless necessary for clarification or 

to describe individual activities rather than group efforts. Further information 

about group projects described in this article may be obtained from the 

following Chairs of the organizations who provided project leadership. 

A. Statistical Overview

Among East Asian collections, Korean is the fastest-growing field. In 

1957 (the earliest year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online), the combined 

holdings of Korean materials were 13,736 volumes, representing just 0.5% of 

the total East Asian collections. By 2008, it had grown to 1,214,773 volumes 



 Purpose Driven Progress: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1990-2009❙77

(8% of the CJK total). During the most recent 19 years (1990-2008), collective 

Korean holdings grew by 268%, far outpacing the growth rate for Japanese 

(160%) and Chinese (170%) holdings. These translate into average annual 

growth rates of 14% for Korean, 8% for Japanese, and 9% for Chinese. In 

terms of professional and support personnel (excluding student assistants), 

Korean is 57 FTE strong, or 15% of all CJK human resources. In terms of 

collections budget (excluding grants and endowments), the combined total for 

Korean acquisitions in 2008 was $1,092,662 or 11.4% of the CJK total. 

Table 7:  Major Korean Collections

Collection Size

Over 

100,000 

vols.

50,000-

99,999 

vols.

10,000-

49,999

vols.

5,000-

9,999

vols.

1,000-

4,999

vols.

Less  

than 1,000
Total

No. of Libraries 

in 1990
0 1 7 7 10 12 37

No. of Libraries 

in 2008
2 6 11 8 16 7 50

Table 8:  Comparative Rates of Collection Growth

Year

Korean Japanese Chinese
Total

CJK

Volumes
Vols.

Growth

(%)

% of 

Total 

CJK

Vols.
Growth

(%)

% of 

Total 

CJK

Vols.
Growth

(%)

% of 

Total 

CJK

1990 453,733   5 3,495,824   37 5,501,081   58 9,452,628

2008 1,214,773 268 8 5,610,533 160 35 9,335,007 170 58 16,162,321

I interpret the presence of dedicated professional Korean Studies librarians 

as an indication of the level of an institution’s commitment to Korean 

Studies. Besides the Library of Congress, which has the largest Korean 

collection and the greatest human resources among all libraries outside of 

Korea, currently there are 14 academic institutions that have at leas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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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time professional librarian devoted to Korean studies. Within the last 

few years alone, the following universities added new Korean professional 

positions: Stanford, Duke, Princeton, Columbia (added a cataloging position),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added a cataloging position) and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onverted a half-time position to full-time). Table 9 

below details the comparative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in East Asian 

libraries in 1999 (the first year when language- specific statistics were 

available) and in 2008. 

Table 9: Comparative Human Resources (HR) in East Asian Libraries 

        in 1999 and 2008

  Korean (%) Japanese (%) Chinese (%) Total (%)

Level Prof’l Supt. Total Prof’l Supt. Total Prof’l Supt. Total Prof’l Supt. Total

1999
14.8

(6%)

9.04

(4%)

23.84

(10%)

46.1

(20%)

39.4

(17%)

85.5

(37%)

61.4

(26%)

61.6

(27%)

123

(53%)

122.3

(53%)

110.04

(47%)

232.34

(100%)

2008
33

(8%)

23.9 

(6%)

56.9

(15%)

68.1

(18%)

51.1

(14%)

119.2

(32%)

104

(28%)

95.3

(25%)

199.3

(53%)

205.1

(55%)

170.3

(45%)

375.4

(100%)

Growth

Rate
223% 264% 239% 148% 130% 139% 169% 155% 162% 168% 155% 162%

In terms of fiscal support for collections, excluding grants and endowments, in 

FY 2008, 11.4% of all EAL collections budgets was allocated to Korean 

acquisitions, compared to 5.8% in 1999 (the first year when language- specific 

statistics were available). 

Table 10: Comparative Collections Budgets in East AsianLibraries 

Year Korean (%) Japanese (%) Chinese (%) Total

1999 $229,099 (5.8%) $2,100,511 (53.8%) $1,574,179 (40.3%) $3,905,788.00

2008 $1,092,662 (11.4%) $4,251,410 (44.3%) $4,250,556 (44.3%) $9,596,636.00

Growth 477% 202% 27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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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jects to Enhance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KCCNA) http://www.kccna.info

This Consortium was founded in 1993 with 6 libraries at the initiation and the 

financial backing of the Korea Foundation. Members receive annual grants of 

$20,000-$30,000 from the Korea Foundation to develop specialized collections 

so as to expand the breadth and depth overall of Korean Studies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while avoiding duplication among them. The resulting resources 

are shared not only among the members but with anyone who needs the 

materials via free ILL programs.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members and 

their subject assignments.

Table 11: Subject Assignments for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Members

(Year joined)
Specialization Subject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3)

History, 1945- (excluding Unification questions & Democratization) / 

Transport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 Public Finance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Russia, Soviet Union, and Central Asia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the Bay Area / 

Archaeolog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3)

Publications on Cholla-do / Cinema / Journalism, Communication & mass 

media / Advertisement / Contemporary language &linguistics / Public 

administration / Geography (including maps and atlases)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Southern California Area

Columbia 

University

(1993)

Publications on Seoul / History, 1864-1945 / Fine arts (Painting, 

sculpture and photography) / Performing arts (dance, musical and 

theater) / Popular Culture / Calligraphy / Education / Psychology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the New York Area

Harvard 

University

(1993)

Publications on Chungchong-do / Business / Law / Government – 
Judiciary Branch / Genealogy / Traditional poetry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the New England Area

University of 

Hawai`i

(1993)

Publications on Cheju-do / Architecture / Urban planning/studies / 

Modern social conditions / Traditional music / History, To 1392 / 

Nationalism / Public health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Europe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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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ubject Assignments for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Cont.

University of 

Washington

(1993)

Modern poetry / Juvenile literature / Gender studies and Family 

relations / Decorative arts / Tourism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South and South East Asia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Pacific Northwest Area: Washington, 

Oregon, Alaska

University of 

Chicago

(1995)

Environmental studies / International relations / Industry (excluding 

Auto industry) / Welfare studies / Political parties / Pre-modern 

Philosophy / Traditional fiction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China and Taiwan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Illinois, Indiana, and Wisconsi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6)

Buddhism / Christianity / Folklore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Non contemporary language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South America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South East Areas of the U.S.

University of 

Toronto

(1997)

Modern philosophy / Modern fiction & essays /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 Military science and history / Anthropology (excluding 

archaeology & folklore)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Eastern Canada (Ontario, Quebec,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Publications on 

Koreans in Canada as a whole / Publications on Kyongsang-do

University of 

Michigan

(2004)

Auto industry / Historiography / Democratization / Reunification questions 

(1945- ) / Labor relations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Japan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Michigan, Minnesota, Iowa, and Ohio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6)

Publications on Kyonggi-do / Religions (except Buddhism & Christianity) 

/ Legislature / History, 1392-1864 / Korean medicine / Textile & costume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Western Canada 

(Alberta, British Columbia, Manitob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Saskatchewan, Yukon Territory) / Publications on Kangwon-do

Stanford 

University

(2006)

Modern economic conditions / Commerce / Non-public finance / 

Government – Executive branch/ Traditional essay (collected works) /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in Oceania &Africa / Publications 

on Korea & Koreans published in North American Rocky mountains 

area: Colorado, Utah, & Arizona

Not surprisingly, the Consortium grants had a significant tangible impact 

on the expansion of Korean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This also g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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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udies librarians more visibility and a greater voice within their 

organizations. The grants helped librarians to raise the profile of their 

Korean collections, and successfully called the administrations’ attention to 

their need for additional support in order to carry out the terms of the 

grants. The Consortium also stimulated the development of Korean 

collections in several universities that had not qualified for membership 

initially. The membership requirements included, among other criteria, certain 

levels of existing collections (at least 10,000 volumes) and acquisition funds 

(equaling or exceeding the grant amount) as well as the presence of at least 

one full-time professional librarian dedicated to Korean Studies. The libraries 

which fell short but were close to meeting these requirements were now 

motivated to expedite their efforts in order to qualify for membership sooner 

rather than later. This ha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Korean Studies librarian 

positions at several universities as well as other visible improvements. 

Consequently, the membership doubled from the initial 6 in 1993 to 12 by 

2006.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onsortium, see Hyokyoung Yi’s 2007 
article which documented the origin, rationale, history, organizational 

matters, accomplishment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 in detail.21)

Korean Electronic Resources (ER) Consortium

Unlike the KCCNA which began formally with a sponsor, the Korean ER 

consortium sprang up more or less spontaneously. In 2002, two database 

vendors accepted invitations to attend a special open session of the normally 

closed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s annual meeting. 

Representatives from Nuri Media and Dong Bang Media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collective purchase arrangements with approximately 20 

librarians who attended the open meeting. As a result, a trial period was 

21) Hyokyoung Yi,“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Ten Years and After,”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142 (June 2007):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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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d for six months, which eventually extended to one year. Over 30 

individuals at 21 institutions (mostly North American libraries, with one 

from England, and one from Australia) signed up to participate in the free 

trial. Usage statistics showed that only five institutions utilized the 

databases actively.22)

UC Berkeley and UCLA, two active users during the trial period, then 

initiated a cooperative purchase of the databases. Joined by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Columbia University, the four libraries laid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group purchase agreements. In December 2003, a call for 

worldwide participation in the group purchase was announced on Eastlib. In 

January 2004, up to 9 libraries signed 5-year license agreements for up to 

four products from three companies. By the next year, the participants and 

the number of products increased, bringing the total membership to 12 

libraries for five products. These historic ER purchase agreements of 

2004-2005 provided participating libraries with access to more than 90% of 

all scholarly journals published in South Korea at a fraction of their normal 

costs. Thanks to the hard work and strong negotiation skills of the 

leadership group, the participants saved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effort, and money to enjoy all the ER benefits painlessly. In a 2006 article, 

Jaeyong Chang and Mikyung Kang documented the details of this collective 

purchase process along with a thorough introduction to Korean electronic 

resources.23)

As the five-year license agreement was approaching its end, six ER vendors 

formed their own consortium in 2008 with Panmun Academic Services as 

22)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Annual Meetings 

Minutes, 2003. http://www.eastasianlib.org/ckm/annual_meetings.html

23) Jaeyong Chang and Mikyung Kang, “Group Purchasing of Online Korean Databases,”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140 (Oct. 2006): 80-87. Also available online: 

http://contentdm.lib.byu.edu/cdm4/document.php?CISOROOT=/EastAsianLibraries&CIS

OPTR=3340&R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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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administrative operating arm for another round of negotiations for 

license renewal. The library community responded by appointing its own 

negotiating team. The negotiation process was long and painful. The large 

gap between the vendors’ asking price and the libraries’ ability to pay 

seemingly could not be narrowed, keeping the librarians pessimistic about 

the ultimate outcome for a longtime. The librarians persisted, however. 

While driving a hard bargain with the vendors on the one hand, they 

actively lobbied for Korean government intervention via various channels 

on the other. Their phenomenal efforts eventually resulted in not only a 

price reduction to a more realistic level but also a 40% subsidy from the 

Korea Foundation. (Jaeyong Chang and Hana Kim documented the process 

of this negotiation drama with all its twists and turns, which will be posted 

at the CKM and KCCNA websites shortly.) However, this arrangement is a 

temporary solution, effective for one year only. Librarians are now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a new group for another round of negotiations for 

longer term license renewal agreements. For this first year, in an attempt 

to set an equitable price structure among members whose needs for 

electronic resources vary widely, the 29 participants were grouped as 

follows based on their anticipated usage levels. 

• Group A: National libraries (Not eligible for the Korea Foundation’s funding 
assistance in 2009/2010)

• Group B: Member institutions of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KCCNA)

• Group C: Non-KCCNA members employing full time Korean Studies 

librarian(s) (KSL) 

• Group D: Institutions employing part-time KSL, or librarians with no 

or limited Korean expertise, to manage Korean collection

• Group E: Institutions employing one full-time East Asi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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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ian whose responsibilities include Korean collection 

This tiered approach, however, is currently under debate and may well 

change after this first year.

In the meantime, the database vendors’ consortium developed a portal site 

to offer integrated searching across all companies (www.e-koreanstudies.com.)  
Services are limited to the 29 members only.

Romanization 

Romanization has been the source of many debates among Korean Studies 

scholars and librarians alike. In 2001-2002, CKM members collected complex 

romanization examples and printed them in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Outside of Korea along with answers from the Library of Congress (LC). 

This exercise made both the librarians in the field and at LC alike more 

acutely aware of the inadequacies of the ALA/LC Romanization Tables for 

Korean (http://www.eastasianlib.org/ckm/manual/ChapterIB.pdf). After meeting 

with CKM members in 2004, the Library of Congress agreed to revise the 

ALA/LC rules, and appointed a revision task force. CKM appointed its own 

team to review and comment on LC’s proposals, which was coordinated by 

Yunah Sung. Erica Soonyoung Chang provided input as an ALA 

representative. Five years later, the marathon process is in the final 

stretch. In March 2008, LC began using the revised rules (available at 

http://www.loc.gov/cds /PDFdownloads/csb/CSB_123.pdf), with the general 

use scheduled for October 2009. The revisions incorporated many improvements, 

but fall short of the expectations of Korean Studies librarians in some 

areas due to maintenance concerns (e.g. the hyphen in two-syllable 

personal names will remain even though its removal was strongly 

advocated). LC Cataloger Young Ki Lee’s summary of there vision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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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from the 2009 CKM annual meeting site:  http://www.eastasianlib. 

org/ckm/annual_meetings.html. 

To complicate matters further,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a new set of 

Romanization rules in 2000 and began to heavily promote the new rules to 

overseas Korean Studies communities as well as domestically. The Korean 

Government’s rules have some features that native Koreans like and maybe 

suitable to Romanize geographic, corporate, and personal names. From a 

librarian’s perspective, however, they are far from adequate for handling the 

levels of complexity represented in millions of bibliographic records. The 

inherent flexibility and the lack of word division guidelines would result in 

serious bibliographic control problems. The lack of explicit word division 

guidelines assume the use of the official Korean word division rules, which 

introduces a whole new set of problems and issues to the overseas bibliographic 

and scholarly communities. In short, for the Korean rules to be able to meet 

the bibliographic needs of American libraries, supplemental documents many 

times longer than the rules themselves would have to be developed, which 

would defeat the purpose of adopting the new rules.

Another confusing issue, though separate from Romanization, has to do 

with spacing in the Korean script fields. When RLIN merged with OCLC in 

2007, an unexpected issue arose with regard to the handling of spaces in 

Korean script fields. Before the merger, the two utilities had been using 

different spacing conventions in Korean script fields. RLIN had separated each 

Hangul (the Korean alphabet) word according to the ALA/LC Romanization Rules 

exactly paralleling the Romanized fields. OCLC, on the other hand, had used no 

spaces in script fields. After the OCLC-RLIN merger, the Library of Congress 

and other former RLIN users decided to retain spaces in the parallel Korean 

script fields even in the new OCLC environment. This resulted in the 

coexistence of two different kinds of Korean bibliographic records in the 

current OCLC database:  one with spaces (the RLIN way) and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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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spaces (the original OCLC way) between words in Hangul.24) In 2008, 

the CEAL 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organized a panel at its annual 

meeting to study the implications of these different spacing conventions on 

retrieval from the end-user perspective with three speakers. Later the 

findings of the panel were integrated into an article, which is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the October 2009 issue of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25) In short, spaces and Romanization affect retrieval in complex 

(and even surprising) ways in leading CJK OPACs.

Workshops in the U.S.

Within the past decade, Korean Studies librarians organized two 

workshops in the U.S. to share their expertise with other librarians. On 

March 20, 2001, CKM offered its first Workshop on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The daylong program was designed to help two groups of 

librarians: new Korean Studies librarians, and Chinese and Japanese 

experts with partial responsibilities for Korean. Instruction topics included 

reference, cataloging, romanization and word division, Korean Librarianship 

from a Chinese/Japanese background, collection development and acquisitions, 

and technology for Hangul viewing and writing. More information on this 

Workshop and its 21 participants (5 Koreans and 16 non-Koreans) can be 

found at http://www.eastasianlib.org/ ckm/committee_projects.html. Co-sponsored 

24) In September 2009, 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PCC) issued “Draft-PCC 

Guidelines for Creating Bibliographic Records in Multiple Character Sets,” which 

states: “Input spaces between lexical units in nonroman fields that consist solely of 

Korean hangul, or hangul and ideographs, or any ideographs that are romanized as 

Korean language words, so that the nonroman data mirrors the spacing in the 

parallel romanized fields ... Do not input spaces between characters in nonroman 

data that are in Japanese or Chinese scripts representing Japanese or Chinese 

words.”
25) Woo-seob Jeong, Joy Kim, and Miree Ku, “To Be or Not to Be: Spaces in Korean 

Bibliographic Record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7 (Oct. 2009)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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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E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ovided facilities and all the local 

logistics support) and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funded meals), 

the Workshop proved to have a lasting legacy. The instructional materials 

were published as a book the next year as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Outside of Korea: A Practical Guide and Manual.26)  While the 300 copies 

were freely distributed worldwide, some individuals and libraries sent 

donations responding to the solicitation letter enclosed in the book, helping 

to generate funds in support of CKM’s future programs. Some content is 

inevitably outdated, but the book still offers a solid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available online at CKM’s Website http://www. 

eastasianlib.org/ckm/committee_projects.html). 

The second Workshop took place 7 years later, March 31-April 1, 2008, at 

Emory University. The two-day workshop covered such topics as collection 

development & acquisitions, online resources, English online databases related 

to Korean subjects, English/Korean print reference resources and library 

services, cataloging of various formats, and romanization and word division. 

Reflecting the times, the second workshop included multiple sessions related to 

online resources. The Emory University Library generously provided the 

facilities, snacks on both days, and all the local logistics. The 20 participants 

included 9 non-Korean Studies librarians whose responsibilities included working 

with Korean collections and patrons. The instructional materials will be 

made available on the CKM’s Website soon.

Workshops in Korea

Faced with the challenge of remaining current with the rapid changes in 

not one but two countries, Korean Studies librarians wished for periodic 

continuing education opportunities for themselves as well. In 2003, under 

26) Joy Kim, ed.,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Outside of Korea (Seoul: Asea Culture Press, 

2002). Also available online at:  http://www.eastasianlib.org/ckm/committee_proje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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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itiative and leadership of Chair Hyokyoung Yi, CKM submitted a 

proposal to the Korea Foundation for a workshop for overseas librarians to 

be held in Korea. The Korea Foundation approved the proposal in partnership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hich is experienced in presenting 

library training programs. The next CKM Chair, Mikyung Kang, inherited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week-long workshop which took place October 

23-30, 2005 in Korea. Twenty-four participants came from fiv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19 librarians), Canada (1), Australia (2), New Zealand (1) 

and France (1). Hana Kim, one of the participants, published a detailed 

report on the Workshop.27)  This workshop was so successful that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made it a biennial event. The 

second Workshop for Overseas Librarians was held October 14-21, 2007 

with 18 participants from 8 countries. The third workshop will be held 

October 18-25, 2009. 

Since these workshops don’t allow repeat participation, CKM (with the help 

of Jaeyong Chang) arranged another weeklong program with the Kyujangga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Eighteen librarians 

from three countries (the US, Canada, Australia) participated in this weeklong 

program August 24-28, 2009. What set this Kyujanggak program apart from 

the previous workshops were the lectures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on Korean Studies subjects: history, literature, religion, etc. The 

lectures were particularly enlightening because of their specific focus on issues 

related to librarianship from scholars’ perspectives. The workshop programs 

were video recorded and selectively published at http://event.snu.ac.kr/ 

DetailView.jsp?uid=300&cid=3284163. Having received rave reviews from the 

participants, the possibility of making this a periodic regular program is 

27) Hana Kim, “The 2005 Workshop for Overseas Librarians Sponsored by the Korean 

Foundation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 Report,”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139 (June 2006): 99-106. Also available online: http://contentdm.lib.byu. 

edu/cdm4/document.php?CISOROOT=/EastAsianLibraries&CISOPTR=3326&R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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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Different options are being explored, such as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it with the Korea Foundation/National Library 

Workshop series, and alternating the venues between Korea and the annual 

AAS/CEAL annual meetings.

Support Programs from Korea

In recent years, Korean Studies librarians’ lobbying efforts have won the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on 

numerous occasions. Beyond those mentioned already, another support 

program worth noting is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NALK)’s 
free Reference and Document Delivery Services. NALK sent letters to 17 

North American libraries offering the service on a trial basis for one year, 

from August 1, 2008 to July 31, 2009. The conditions for the free service 

were that the materials were: 1) not available within North America via 

ILL; 2) held by NALK; and 3) requested via a library incompliance with 

Korean copyright laws. NALK accepted requests via fax or email, and filled 

the orders freely via fax or postal mail (the Korean copyright laws prohibit 

the electronic transmission of copyrighted materials). Use of this trial 

service turned out to be “not as high as the NALK had expected.”  Sixteen 

out of the 17 libraries utilized this service at least once for a combined 

total of 38 requests during the one year period (August 2008-July 2009). It 

turned out that North American libraries used more document delivery 

services (31 items) than reference services (7 inquiries). This free service 

will continue for another year. Other examples of support from Korea 

include the Rare Books Digitization Project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dispatched their experts to Columbia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and 

the Library of Congress to digitize unique rare books and maps in those 

libraries. Similarly, UC Berkeley enlisted the Korea University’s support in 

digitizing its rare books. Several libraries in North America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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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 DVD and book collections from the Hub-Library Support 

Program for Korean Film Studies of the Korean Film Council. In addition, 

many Korean Studies collections benefit greatly from well-known gift 

programs from Korea, most notably the Korea Foundation’s Books on Korea 

(www.booksonkorea.org) which donates over 20,000 volumes of quality new 

books annually to overseas institutions. In October 2009,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launched a new website called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at http://www.nl.go.kr/inkslib/eng/index.ph

p. Specifically aimed at Korean Studies librarians overseas, the website has 

two major goals: to serve as an information portal for NLK’s support 

programs for overseas libraries, and to provide a platform for networking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Korean Studies librarians around the world. 

The NLK also launched a new journal specifically o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Haeoe Hangukhak Tosogwan Tonghyang Pogoso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with its inaugural issue in 

July 2009.

Vendor Records

Easy availability of vendor-provided bibliographic records has been the 

norm for mainstream materials acquired by libraries in North America for 

decades, but it was only in 2006 that Korean vendor records were first 

introduced. In October 2006, the Library of Congress signed a Cooperative 

Agreement for Bibliographic Services with a Korean vendor, Eulyoo 

Publishing Co. Ltd. After a 2-week training program at LC in November 

2006, Eulyoo staff began to supply IBC (Initial Bibliographic Cataloging, 

i.e. minimal) records around April 2007 for the materials shipped to LC.28) 

Independent of what was happening at LC,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library trained its Korean vendor, Panmun Academic 

28) Youngsim Leigh, email to Joy Kim, July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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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to create acquisitions (“K-level”) records directly in OCLC for 

USC’s approval plan books. The vendor records streamlined the acquisitions 

process resulting insignificant gains in productivity at both libraries. Since 

these two libraries’ Korean acquisitions programs are among the largest in 

North America, their combined approval programs provide timely records 

for most new Korean titles acquired by North American academic institutions. 

To date, Eulyoo has created almost 3,000 records for LC, and Panmun 

around 2,500 records for USC. USC’s ultimate goal is to train the South 

Korean vendor to provide shelf-ready materials, accompanied by I-level 

(full level) bibliographic records. The training for full cataloging, which 

started in April 2009, will take place in incremental stages over the next 

few years, progressing from easier books (LC Classification schedules DS 

and PL: History and Literature) to more complex ones. 

Visiting Librarians

The Korean government’s “globalization” policy in the 1990s prompted 

many librarians to undertake benchmarking trips overseas, and favorite 

destinations typically were North American libraries. While most were short 

-term, quite a few visit programs were longer-term, ranging anywhere from 

45 days up to two years. Based on my informal survey on Eastlib and personal 

anecdotal knowledge, at least 14 North American libraries have hosted some 50 

longer-term Korean visiting librarians over the past twenty years. Many of the 

visiting librarians performed important duties at the host institutions, including 

collection development, working with special collections, weeding, cataloging, 

reference, instruction, gifts and exchange, acquisitions, exhibits, etc. In some 

cases they worked as the de facto Korean Studies librarians. In the case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hich has had the most active program with 

18 long-term visitors since 1994, the visiting librarians typically work 

half-time on projects for the USC Korean Heritage Library and pursu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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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interests for the rest of the time. USC provides necessary support in 

his/her pursuit of outside interests if desired.

C. Outreach and Collaboration Efforts with Korean Studies Scholars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atabases available, Korean Studies 

librarians began to feel the need to publicize them and to educate their 

users in the effective use of these valuable resources. When a 2003 survey 

indicated enough interest, the CEAL 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CKM) 

submitted a successful proposal for a roundtable panel to introduce Korean 

electronic resources to scholars at 2005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 

annual meetings. The only AAS panel sponsored solely by Korean Studies 

librarians to date, the Roundtable on Korean Electronic Databases was 

received well. While continuing their individual outreach efforts, some 

Korean Studies librarians began looking beyond AAS. In 2005, Hee Sook 

Shin introduced library services at the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ia Biennial Conference in Auckland, New Zealand. In 2008, five 

Korean Studies librarians in North America (Hana Kim, Kenneth Klein, 

Sun-Yoon Lee, Younghee Sohn, and Yunah Sung) introduced various 

electronic and digital resources at the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eld in Korea. In 2009, Mikyung Kang and 

Sun-Yoon Lee introduced services at their respective libraries at the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annual meeting in Sydney, 

Australia (http://www.arts.usyd.edu.au/departs/korean/ksaa/index.shtml). Signs 

indicate that these outreach efforts are raising the profile of librarians in 

the minds of the scholars. At the 2009 AAS annual meetings, for example, 

I was invited to an AAS panel on Teaching Resources on Modern Korea 

organized by Korean Studies Professors, to introduce library services and 

resources as an essential element of Korean Studies pedagogy.29) Then in 

29) The presentation slides are available in two parts at:  http://groups.google.com/ 



 Purpose Driven Progress: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1990-2009❙93

August 2009, I became the first librarian to be elected to the Executive 

Board of the AAS Committee on Korean Studies.

D. Contributions to the Profession

Professional Services and Leadership

The current CEAL Bylaws guarantee representation of all three constituent 

areas on the Executive Board. To my knowledge, however, before 1990 

Korean Studies librarians had never been represented on CEAL’s governing 

body. Up to that point Executive Board members had been elected by direct 

vote of the general membership, giving the minority Korean Studies 

librarians little chance to be elected. In his attempt to rectify this problem, the 

late Sungha Kim initiated the process of the Bylaws revision in 1988. His 

efforts eventually resulted in the approval of revised Bylaws in 1989, just 

months after his sudden passing. The revision made all Committee Chairs, 

including the three area studies committee chairs, automatic members of 

the governing board. Later revisions of the Bylaws went even further, 

requiring that each of the three constituent areas be represented by a 

minimum of two Board members. This opened doors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to become much more active in CEAL affairs than before. In addition 

to the mandated Executive Board presence, all Committees and programs 

have actively solicited Korean expertise and participation. Consequently, all 

CEAL committees have benefitted from the talents and services of Korean 

Studies librarians, including Technical Services, Public Services, Technology, 

Membership, Mentoring Program, various subcommittees and task forces, etc. 

The OCLC CJK Users Group, established in 1991, guaranteed all three constituent 

areas’ representation by its inaugural constitution. In this regard, my 

election in 2008 as CEAL’s President-Elect was the result of many Korean 

group/ks-pedagogy(und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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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librarians’ dedicated service to various professional committees over 

the past two decades, which began with the late Sungha Kim’s initiative of 
the late 1980s.

Conference on Scholarly Information on East Asia in the 21
st
 Century 

In March 2005, Abraham Yu, then Chair of CEAL, appointed a Special 

Committee for 2006 IFLA Seoul with a charge, among others, to organize a 

session on East Asian librarianship. The Special Committee, which consisted 

mostly of Korean Studies librarians, submitted a successful proposal for a 

daylong pre-conference program rather than a session during IFLA. The 

pre-conference, Scholarly Information on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took 

place on August 18, 2006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Korea. A total of 110 

people attended, representing 7 different countries: the United States (49), 

Korea (40), Japan (11), Australia (5), Canada (2), Singapore (2), and Nepal 

(1). Tours of the Yonsei University Library an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re also organized for the conference attendees. The proceedings 

were published later as a book, Scholarly Information on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30) The program and the papers are also available online, at 

http://ohmyvocabulary.com/ifla.

Virtual Reference Service

In September 2009,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KCCNA) launched a cooperative virtual reference service called ‘Ask a 

Korean Studies Librarian.’ As announced on Eastlib on September 11, this 

service is an attempt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to share their expertise 

and subject knowledge with their fellow librarians, scholars, and students 

30) Philip Melzer and Hyokyoung Yi, ed., Scholarly Information on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Papers Presented at the IFLA WLIC Satellite Meeting...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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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don’t have access to a Korean subject specialist at their own institutions. 

There are two ways to post questions to the free service: by sending an 

email directly to askkorea@googlegroups.com or via Google Group at 
http://groups.google.com/group/askkorea. KCCNA members and other volunteers 

will respond to the questions within 48 business hours, in English or 

Korean depending on the user’s preference. 

CJK NACO and SACO

A few Korean Studies librarian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JK NACO and 

SACO projects. Korean Studies librarians also proactively offer their advice 

to the Library of Congress on cataloging policy issues related to Korea, 

such as Romanization, subject headings, etc.

E. Prospective Projects

Instruction Clearinghouse

Korean Studies librarians have cooperated well in the areas of collection 

development, reference, and cataloging. One area where further improvement 

is desirable is in the sharing of instructional materials. As the information 

seeking and access paradigm is shifting from the traditional library 

catalogs to the likes of Google, Naver, etc., and the sources of information 

constantly proliferate and diversify, proactive instructional programs are 

becoming increasingly crucial. In this context, I would like to propose the 

creation of an instruction clearinghouse where instructional information 

can be shared. It would be much easier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and 

other East Asian librarians to download and customize existing instructional 

materials rather than starting from scratch. With appropriate marketing 

efforts, such a shared website would also help students and scholars 

directl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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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each Programs

As more end users are connected to information directly, I foresee the 

need for proactive and creative outreach/instruction efforts increasing. I 
would like to propose establishing a support program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to travel to offer instructional programs at other campuses where 

no Korean Studies librarian exists. In addition, an internship program to 

train novice or prospective Korean Studies librarians by those with more 

experience (similar to the CEAL/LC Cataloging Internship Program) would 

be highly useful. I suggest that CEAL and/or KCCNA actively seek outside 

funding opportunities to establish grants for such programs.

Boundaries of Korean Studies Collections and Clientele

In American universities, the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STM) fields typically far outnumber those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ILL requests I receive included nursing 

articles which are outside of the traditional Korean Studies collection scope. 

These make me wonder about the scope of our clientele and collections which 

have been traditionally limited to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re 

there potential user groups whose needs we have been ignoring? Will STM 

publications from Korea, for example, be of interest to anyone in North 

America in the future, if not now? Perhaps it would be good to conduct a 

study to answer these questions. I propose that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with its mission to diversify and expand the 

collection scope via cooperative programs, is best suited to investigate 

these questions.

F. Future Trends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s basically a microcosm of the rest of the 

library world mimicking it on a smaller scale. It does not exist in a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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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s part of the evolving organism of the larger information universe. To 

see what will happen to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one needs only look at 

what is happening in mainstream librarianship. As in the rest of the library 

world, electronic and multimedia collec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for Korean Studies. Unique archival collections formerly unknown 

to the world are being digitized and shared. With Unicode, open access, and 

powerful search engines, more types of materials are accessible from one 

single interface. In the near future, I imagine that Korean databases as 

well as KOMARC records could well be integrated into mainstream databases, 

such as, say, OCLC First Search. Geographic distances and international 

borders, even the linguistic boundar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visible. 

End users are directly searching and accessing information rather than 

using librarians as intermediaries as they used to. Yet I argue that 

librarians are needed more than ever, especially for such esoteric fields as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t takes a great deal of linguistic, subject, 
technical, and political expertise to be on top of all the available resources 

and services from a wide range of sources. With free and commercial online 

databases, gift programs, document delivery services/ILL, and open access, 

it is quite possible to provide basic library services with minimal in-house 

collections. For this reason, I have been advocating that, if pressed for a 

choice, it makes immensely more sense to hire a librarian than to build 

collections. An intelligent, ingenious, and creative librarian will find ways 

to provide decent service with or without in-house collections.

G. The Legacy

In closing, I want to share an anecdote which I believe offers a perspective 

on the meaning of our work as Korean Studies librarians in America.31) A 

31) This is a retelling of a story I shared at “Global Scholarly Communication: International 

Access and Accessibility,” an ACRL/AAMES Program during the ALA Annual Conferenc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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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 years ago when I was attending the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Korea, a professor who came from 

New Zealand, a total stranger, walked up to me and thanked for my 

library’s video collection. He said that he borrowed a Korean movie, Our 

Twisted Hero, from our library via ILL for his political science class. 

According to him, it is an important movie that illustrates key political 

concepts, but he had been having a hard time obtaining a copy of the old 

movie. He was very grateful that my library was willing to loan the video to 

a user in New Zealand. It so happens that USC’s Korean video collection 

was built with grants from the Korea Foundation, which is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When the Korean people paid their taxes, I doubt that 

they could have even remotely imagined that their hard-earned tax money 

would buy a Korean video for a University in Los Angeles, and this little 

old video would travel around the globe to enlighten the young minds of 

university students in New Zealand. I also doubt that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work of a librarian, my colleague Sun-Yoon Lee at 

USC, who selected, acquired, and preserved the video and cataloged it to 

facilitate its discovery. If there are times I feel overwhelmed or discouraged 

at work, I try to remember that the collections that I build and the catalog 

records that I create will remain long after I am gone and will touch the 

life of someone, somewhere, someday. It is awe-inspiring to think that 

someone’s mind will be enlightened because of what I did today! 

I also try to remember that I have a mission as an important link between 

the generations of librarians. Just like the librarians of the previous 

generation left me a legacy, I, too, have an obligation to leave something 

to benefit those who will come after me. With this thought, I wish to pay 

tribute and dedicate this article to the pioneers who retired during my tenure in 

the field (1985 to date) after having devoted a good part of their lives 

advancing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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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gene Hyungsuk Chai, Columbia University 

• Dae Wook Chang, Library of Congress

• Yoon-whan Choe, University of Washington

• Sung Yoon Cho, Library of Congress

• Yong Kyu Cho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yung Comaromi, Library of Congress

• Boksoon Hahn, Yale University

• Yong-Hyun Han, University of Toronto

• Thomas Hosuck Kang, Library of Congress

• Chungsoo Kim, New York Public Library

• Iksam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Sungha Kim, Harvard University

• Suwon Kim, Princeton University

• Amy Haikyung Lee, Columbia University

• Kay Won Lee, Georgetown University

• William McCloy,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Library

• Seunghi Paek, Harvard University

• Rin Paik, Harvard University

• Frank Joseph Shulman, University of Maryland

• Sung Kyu Song, Library of Congress

• Key P. Yang, Library of Congress

• Choongnam Yoon, Harvard University

• And all the rest whose names I have forgotten or don’t know, with 

apologies and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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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ibliography on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Outside of Korea

In compiling the following bibliography, I relied mostly on publication lists 

provided by my colleagues (many thanks to them), and the “Publications” list 
from the KCCNA’s Website (http://ks111.moore.hawaii.edu/kccna/articles.html). Put 

together in a hurry, however, no doubt this list is far from complete and 

has many defects. I consider this to be only a beginning toward a more 

complete bibliography at a later date. With sincere apologies for any unintentional 

omissions or mistakes, I invite information about errors and missing entries 

for future updates. Due to time constraints, I could not verify each citation 

but simply took the information provided to me with minimal editing. For 

this reason, there are some inconsistencies in the formatting (e.g. some 

citations appear translated, some in Korean Romanization with or without 

translation, etc.)  While the scope was defined as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outside of Korea, some items not exactly fitting that profile were included 

if deemed to be of interest to Korean Studies libr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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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장서

1)W.M.T.D. 라나싱게 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역

1. 서론

한국과 스리랑카 간 외교관계는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스리랑카의 한국

어 교육 역사는 길지 않다. 한국어 교육은 불과 15년 전에 시작되었다. 양국 간 연

간 무역 규모는 미화 1억 달러 이상이다. 한국에는 15,000명 이상의 스리랑카 근로

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 기업 등은 스리랑카의 여러 산업에 투자하

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스리랑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있다. 

2. 스리랑카의 한국어 교육

1991년 이래 한국어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서는 한국인교사 자원봉사자를 스리랑카로 파견하고, 스리랑카 한국어 교육생을 한

국으로 초청하고 있다. 많은 스리랑카인들이 한국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하기 때문이다. 양국 간 경제, 문화 관계도 스리랑카 한국어 교육의 주요

인이 되었다. 

현재 스리랑카의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켈라니야대학교(University of Kelaniya)

2. 스리랑카개방대학교(Open University of Sri Lanka: OUSL) 

* 스리랑카 켈라니야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이메일: tharangad@kln.ac.lk)



114 ❙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o. 2 (December 2009)

3. 스리랑카 해외인력고용청(Sri Lanka Bureau of Foreign Employment: SLBFE)

이 기관들은 한국학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리랑카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장서 현황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2.1 켈라니야대학교

현재 스리랑카에 있는 15개의 국립대학 중 켈라니야대학교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학교 중 하나로서 1959년에 설립되었고 인문학과 어문학으로 유명하다.

사진 1 : 켈라니야대학교

켈라니야대학교는 한국어 학위 과정이 있는 스리랑카 유일의 대학이기도 하다. 

인문학부 현대 언어학과에서 한국어학사학위(일반학위)를 수여한다.

이 과정이 시작된 2002년만 해도 총 학생 수가 두 명뿐이었으나, 2003년에는 한

국어 학위 과정이 개설되고, 2006년에는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현재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3년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초기에는 교사진이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5년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을 통해 한국학 교수가 파견된 후, 현재의 교수진은 한국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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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서 온 교수 한 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원 봉사자 세 명, 

학위 과정을 통해 한국어 학위를 받은 현지인 졸업생 두 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위 과정 외에도, 현대 언어학과에는 한국어 자격증 2년 과정도 있다. 이 과정은 

켈라니야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70여명의 학생들이 이 과

정을 이수하고 있다.

한국어 수료과정(1년 6개월 과정)이 2008년 개설되었고, 현재 14명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한국어 센터

켈라니야대학교의 한국어 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한국어 보급 노력에 

대한 결실로서,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한국어 교수

(teaching) 기준 및 한국어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진 2 : 한국어 센터

한국어 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보조금으로 책상, 의자, 서적, 동영상, 

학습 자료에서부터 OHP, DVD 플레이어에 이르기 까지 모든 설비를 갖출 수 있게 



116 ❙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o. 2 (December 2009)

되었다. 한국어센터는 2002년 설립되었다.

한국어 센터 장서

한국어 센터 장서는 서적, 잡지, DVD,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557권의 

서적과 130개의 시청각 자료가 있다. 장서는 언어, 문학, 문화, 역사, 한국 민속 및 

동화, 사전 등의 주제로 분류, 정리되어 있다. 세 개의 책장 및 한 개의 서가에 보관

되어 있는 장서는 도서원부(accession register)에도 등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등

록번호(accession number)도 없다. 그 대신 각 장서에 주제 별로 번호가 부여된다.

장서는 분류체계(classification scheme)를 사용해서 분류하지 않고, 책등(spine)에 

책 번호와 주제 명을 붙였다. 장서 위치 파악을 위한 카드나 전산화 된 장서목록은 

없고, 대신 MS 엑셀 파일형태로 된 장서 리스트가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장서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에게 대출되고 있으나, 반납일자를 기입하는 대출카드 

및 북 포켓이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반납 되거나 장서 위치가 잘못되는 등 

대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 3과 4 : 한국어센터 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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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서를 제대로 조직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사서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장서

는 한국어 학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켈라니야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

켈라니야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문학 관련 장서 수는 

많지 않다. 현재 한국어,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서적이 약 50권 있다. 이 장서는 중

앙도서관 내에 있는 다른 장서들과 함께 듀이십진분류법(DDC) 및 영미목록규칙

(AACR2)에 맞춰 분류, 목록화 되어있고, 온라인열람목록(OPAC)에도 포함되어 있다.

사진 5 : 켈라니야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러나 현재 더 많은 한국장서를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켈라니야대학교 전체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일 뿐

만 아니라 한국어센터보다 장서 보관 및 열람 공간도 넓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도서

관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동반자사업을 통해 2008년 한국에서 6개월 

간 한국어 및 한국장서 관리 및 보존 분야 관련 교육을 이수한 현지인 사서 한 명을 



118 ❙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o. 2 (December 2009)

보유하고 있다. 

2.2 스리랑카개방대학교(OUSL)

켈라니야 대학 외에 스리랑카 개방대학교(OUSL)에서도 1993년부터 한국어 자격

증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은 언어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은 1993년 개방대학교에 한국어센터를 설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

고 있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원봉사 교사와 현지인 교사가 각각 한 명

씩 있다. 

한국어 자격증 과정은 초급, 중급으로 나뉘고 총 8개월간 이루어진다. 한국어의 

구어 및 문어뿐 아니라 말하기, 읽기, 쓰기에도 중점을 둔다. 이 과정은 일반적, 실

용적, 사회적 목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영어와 신할라

어로 제공된다. 

언어학과에는 소그룹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학연습실이 잘 갖춰져 있다. 어학

연습실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스리랑카 개방대학교(OUSL) 도서관의 한국어 장서

OUSL 중앙도서관에는 한국어, 역사, 문화와 관련하여 약 116권의 서적을 소장하

고 있다. 이 중 대다수는 영어로 되어 있거나 한국어 관련 서적이다. 또한 비디오, 

CD 등 시청각 자료도 구비되어 있으며, 두 개의 한국 잡지를 구독 중이다. 

이 장서들은 듀이십진분류법(DDC) 21판에 의거해 분류되고, 영미목록규칙

(AACR2)을 이용해 목록화 되어있으며 온라인열람목록(OPAC)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 내에 한국학장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른 장서

들과 함께 단일 장서로 관리되고 있다. 

대출, 참고도서(관내열람도서), 복사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한국학 장서

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사서가 없는 실정이다.

 
2.3 스리랑카 해외인력고용청(SLBFE)

스리랑카 해외인력고용청(SLBFE)은 스리랑카인의 해외취업을 전담하는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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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다. 현재 15,000명 이상의 스리랑카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임

금 수준은 자국 임금 수준의 10~15배이다. 

한국과 스리랑카는 2004년 6월 한-스리랑카고용허가제(KSEPS) 협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한국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매년 스리랑카에 약 5,000

개의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한국 취업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테스트(KNPT)를 통과해야 한다. 스리랑카 해

외인력고용청(SLBFE)은 전국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생에게 신할라어로 쓰인 한국어 교본 및 카세트테이프, 시험지 및 답안지 

견본 등을 제공한다. 어떤 과정은 12일간 하루 종일 교육이 이루어져 최소 교육시간

인 100시간 기준에 부합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자원봉사 교사를 파견해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자원봉사 교사는 한국에서 

제공된 강의 요강 별 이수단위 및 안내책자 개발 등도 지원한다. 현재 해외인력고용

청(SLBFE) 내에 15명의 현지인 한국어 교사가 있고, 이들은 한국어 교습 관련 교

육 및 강의 계획, 요강 등도 제공 받는다. 

3. 기타 기관

일부 기술 직업 훈련기관에서는 한국어 국가 자격증 과정(1년)을 제공하고, 한국

국제협력단(KOICA) 자원봉사 교사들이 지원해 준다.

이외에도 콜롬보에 위치한 반다라나이케 국제학센터(BCIS)에서 2007년 1월부터 

한국어 과정이 신설되었으나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현재 반다라나이케 국제학

센터(BCIS) 도서관에는 한국학 관련 장서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

4. 결론 및 권고

결론적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다. 그

러나 관련 장서 및 정보 서비스의 수준이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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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학 관련 기관 도서관도 관련자료 및 전문 직원의 보강이 필

요하다. 그러므로 각 기관에 한국학 관련 자료를 기증하여 기관 도서관이 한국학장

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서들이 한국 장서를 관리하고 정보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동시에 학계에서 더 많은 한국 관련 서적을 출판 할 수 있

도록 장려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관련 기관 간 도서관 및 정보 네트워

크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현재는 이러한 네크워크가 구축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노

력 등을 통해 스리랑카에서 한국학 관련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학 및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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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Collections in Sri Lanka

1)W.M.T.D. Ranasinghe*

1. Introduction

Although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ri Lanka goes back as far as 1977,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Sri 

Lanka does not have a long history.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started in Sri Lanka about 15 years ago. The Republic of Korea and Sri 

Lanka have bilateral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is 

worth over 100 million U.S. dollars per annum. It is reported that over 

15,000 Sri Lankans are employed in various sectors in Korea and there are 

several Korean companies and citizens that invested on various sectors in 

Sri Lanka. In addition, the Korean International Corporation Agency (KOICA) 

has provided funds for various educational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has dispatched volunteers in Sri Lanka and they are serving for the well 

being of the Sri Lankan community at different capacities.

2.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Sri Lanka

KOICA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promoting and popularizing the Korean 

language in Sri Lanka since 1991 and has dispatched Korean language 

* Assistant Librarian, Main Library, University of Kelaniya, Sri Lanka 

  (E-mail: tharangad@kln.ac.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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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s to Sri Lanka, while inviting trainees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o 

visit Korea. Many Sri Lankans prefer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since they 

want to migrate to Korea for jobs. Also the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have urged them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Presently, the Korean language is taught in three major institutions in Sri 

Lanka namely:

1. University of Kelaniya

2. Open University of Sri Lanka (OUSL)

3. Sri Lanka Bureau of Foreign Employment (SLBFE)

These institutions have collections related to Korean studi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esent statu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collections in Sri Lanka. 

2.1 University of Kelaniya

Presently, there are 15 national universities in Sri Lanka. University of 

Kelaniya is one of the oldest universities, which was started in 1959. It is 

renowned for disciplines such as humanities and language studies.

The University of Kelaniya is the only university in Sri Lanka which 

considers the Korean language for a degree program. The Department of 

Modern Languages of the Faculty of Humanities offers a B.A. General degree in 

Korean in this program.

The program was started in the year 2002. At the beginning, there were only 

two students. In the year 2003, the Korean language degree program was well 

established. In 2006, the first group of Korean language candidates graduated. 

Now there are about hundred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this three year 

degre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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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 : University of Kelaniya

In the beginning, the teaching staff were Koreans. In 2005, the Korea 

Foundation started to send professors for Korean studies. Presently, there 

are a Korean Foundation professor and three KOICA volunteers who are 

engaged in teaching activities. Also there are two Sri Lankan teachers and 

they are graduates from the Korean language degree program.

In addition to the degree program, the Department of Modern Languages also 

offers a two year certificate course in the Korean language. This certificate 

course is opened to the 1
st
 and 2

nd
 year students of the university. Now 

around seventy students are following the course. 

A comprehensive one and half year Korean language diploma course was 

inaugurated in the year 2008. At present, fourteen students are following 

the dipl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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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Centre

The Korean language centre at the University of Kelaniya is a culmination of 

the KOICA's efforts to elevate the standards of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increase its accessibility to a greater number of students by providing an 

opportunity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at a higher level of achievement.

Picture 2 : Korean Language Center

From a grant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he 

Centre is equipped with all the facilities from reading desks, chairs, books, 

movies, study materials and more sophisticated tools such as overhead 

projectors and DVD players. The centre was established In the year 2002.

Korean Language Centre Collection

The Korean language center’s collection is comprised of books, journals, 

DVDs, audio cassettes, etc. Presently there are 557 books and 130 audio-visual 

materials. The collection is divided into different subject categori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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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Literature, Culture, History, Korean folk and fairy, dictionaries, 

etc. and each collection of material is organized under their subjects. 

Materials are stored in three book cupboards and on one book shelf. Materials 

are not registered in an accession register, and are not assigned any accession 

number. Instead, each book has been given a number under each category.

However, materials are not classified using a classification scheme. Instead, 

the subject name is pasted on the spine along with the book number. Also, 

there is neither a card nor computerized catalogue to help the users to locate 

materials. There is a list of materials prepared in Excel format, but it is only 

for management purposes.

The materials are lent to the students who study the Korean language at the 

department. However, the materials are not properly processed for circulation 

purposes. For an example, there are no book pockets, book slips or due date 

slips in library materials. This had led to some management difficulties in the 

circulation process, including unreturned and misplaced materials.

  

Picture 3 & 4 : Korean Language Centr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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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 Korean Centre does not have a qualified library professional to 

organize and maintain its collection. Presently, the collection is managed 

by the Korean language lectures of the department.

University of Kelaniya Central Library Collection

The main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Kelaniya does not possess a substantial 

collection on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t has about fifty books on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history, etc. They are organized along 

with the other materials in the Library and are classified and catalogued using 

DDC and AACR2 standards respectively. These materials also included the 

library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 (OPAC), too.

Picture 5 : Main Library, University of Kelaniya

However, there is a need for developing a strong collection of Korean studies 

in the main library because the main library is the common place for the en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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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community and it has more space for storage and reading compared 

to the Korean Centre. At the same time, there is a librarian who under went a 

six month training program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the year 2008, 

under the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program of the Ministry of Culture, 

Tourism and S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possesses Korean language 

skills and training in areas such as organizing and conservation of Korean 

materials.

2.2 Open University of Sri Lanka (OUSL)

In addition to the Korean language programs at the University of Kelaniya, 

the Open University of Sri Lanka (OUSL) has offered a certificate course in 

the Korean language since 1993. The course is conducted by the Department of 

Language Studies of the OUSL. The KOICA established the Korean language 

centre at the Open University of Sri Lanka in 1993 and continues to support 

the latter. Presently there is one KOICA volunteer teacher and one local 

teacher responsible for teaching purposes. 

The Korean language certificate course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respectively, namely, Beginner and Intermediate. The duration of the course is 

eight months.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spoken and written 

Korean with equal attention to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need Korean language skills for general, practical or 

social purposes. The medium of instruction is English and Sinhalese. 

A well-equipped Korean language laboratory designed for small groups of 

learners has been established at the Department of Language Studies. A 

collection of materials related to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are 

organized here in this language laboratory.

Korean Language Collection at the OUSL Library

The Main Library of the OUSL has about 116 books related to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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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history, and culture. The majority of these books are in English and 

are related to the Korean language.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audio-visual 

materials including audio and video CDs. Also, there are two journals subscribed 

by the Library. 

These material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DC 21st edition and 

catalogued using AACR2 rules. These materials can be retrieved via the 

Library OPAC, too. However, there is no separate Korean studies collection 

in the OUSL library and materials are organized along with other materials 

as a single collection. 

Lending, reference and photocopying services are provided for the users. 

However, there is no skilled library professional to organize and manage a 

Korean studies collection. 

2.3 Sri Lanka Bureau of Foreign Employment (SLBFE)

The SLBFE is the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of sending Sri Lankan 

employees for overseas jobs. At present, there are over fifteen thousand Sri 

Lankans wor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ir wages levels are 10-15 times 

what Sri Lankan people are getting in domestic areas.

These job opportunities are provided under the Korean-Sri Lankan 

Employment Permit System (KSEPS), signed by the two countries in June 

2004. According to the agreement, nearly 5,000 jobs were allocated for Sri 

Lanka every year. 

All the prospective job seekers must pass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KLPT). The SLBFE has taken steps to conduct training in the Korean 

language island wide.  The trainees are provided with all necessary materials 

such as Korean language books supported with the Sinhala language, audio 

cassette pieces, sample test papers and answer sheets. One training program is 

conducted for twelve days full time and it covers minimum of 100 teach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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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provides assistance to 

teach the Korean language for job seekers done by its volunteer teachers. They 

assist to develop the course modules and manuals as per the syllabus provided 

by Korea. There is a Korean cultural center also attached to the SLBFE.  In 

addition, there are about fifteen local Korean language teachers recruited by the 

SLBFE and they have been provided with required training to develop their 

teaching skills and provided with lesson plans and syllabus. 

3. Other Institutions

A one year National Certificate in the Korean Language course is 

conducted by several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and is 

supported by the KOICA volunteer teachers.

In addition to above institutions, Bandaranaike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BCIS) in Colombo commenced a Korean language course in January 

2007 but by now it is not in operation. Presently the BCIS Library does not 

have materials related to Korean studies.

4. Conclusions & Recommendations

In conclusion, there is a great interest and demand for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among Sri Lankans. However, the existing collec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ed to Korean studies seem insufficient to meet the 

demand for it. Therefore, a strong information service related to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is necessary. Strengthening Korean studies related 

institutional libraries with necessary materials and qualified staff is a timely 

need.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materials be donated related to Korean 

studies to the respective institutions, helping the institutional libraries to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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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rean studies collection, training librarians on the organization of Korean 

collection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services, and encouraging the students 

and academics to produce more Korean related publications. Also, it is 

necessary to form a library and information network among Korean related 

institutions to facilitate the users, which is not implemented yet. These 

activities not only would meet the information needs related to Korean studies, 

but also will promote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mong the whole Sri 

Lank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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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로마자표기와 띄어쓰기

미국의회도서관 목록정책․표준과 작성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번역

  본 원고는 미국의회도서관에서 발표한 “Korean Romanization and Word Division”의 

개정판의 최종안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은 Cataloging Service Bulletin, No. 125 

(Fall 2009) pp. 66~119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정판 초안에 대해서는 “해외 한국학도

서관 동향 보고서” 제2호(2009년 7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oc.gov/cds/PDFdownloads/csb/CSB_125.pdf

1. 일반 관행

미국 의회도서관은 한국어 로마자 표기에 대하여 매큔-라이샤워 표기법과 이 문

건에서 언급된 한글 예외 규정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다. 아시아왕립학회 한국지부 

회보(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에서 재판

된 매큔과 라이샤워의 공저 “음성구조를 기초로 한 한국어 로마자 표기”(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1939?)를 참조한다. 원문의 전문은 호주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a.gov.au/librariesaustralia/cjk/download/ras_1939.pdf)에서 볼 

수 있다.

주: 로마자 표기표는 문서 말미에 있는 부록 7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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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미국 의회도서관은 현대 발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근거로서 몇 개의 표준

어 사전을 선정했다[부록 1 참조]. 단어는 이들 사전에 표시된 대로 발음될 것이고, 

그 발음을 가장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로마자 표기가 될 것이다. 

3. 로마자 표기 규칙과 발음 간 충돌

로마자 표기 규칙과 발음 간 충돌이 있을 경우, 발음 표현을 우선시 한다.

라면 ramyŏn
漢字 Hancha

令狀 yŏngchang
서울대 Sŏuldae
월드컵 Wǒldŭk’ŏp
길잡이 kiljabi

말갈족 Malgaljok

값어치 kabŏch’i
싫증 silchŭng

주: 일부 사전에서는 경음화된 중간 자음이 복자음으로 나타난다. (의과[_꽈], 실시   [_

씨]). 그러나 로마자 표기 시 반드시 복자음을 쓰는 것은 아니다 (uika, silsi).

평가 p’yŏngka
문법 munpŏp

4. 붙임표( - )

(a)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라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음운 변화가 성

(姓) 다음에 오는 이름, 호, 필명, 법명 또는 행정 구역 단위에 사용된 일반 용

어에 붙이는 붙임표( - )의 앞이나 뒤에 음운 변화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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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姓)이 포함된 인명의 경우:

安 應烈 An Ŭng-nyŏl
박 목월 Pak Mog-wŏl
이 퇴계 Yi T’oe-gye

2) 행정 구역 단위의 경우:

강원도 Kangwŏn-do

경상북도 Kyŏngsang-bukto

완도군 Wando-gun

평택군 P’yŏngt’aek-kun

구기동 Kugi-dong

평택읍 P’yŏngt’aeg-ŭp
산북면 Sanbung-myŏn
황곡리 Hwanggong-ni

노근리 Nogŭn-ni

복계리 Pokkye-ri

사흘리 Sahŭl-li

예외 1 : 행정 구역 단위가 수사 다음에 오는 경우, 음운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종로 2가 Chongno 2-ka

성산 4동 Sŏngsan 4-tong 

예외 2 : 특별 행정 구역 단위의 경우, 붙임표( - )로 연결하지 않는다.

서울 특별시 Sŏul T’ŭkpyŏlsi
부산 광역시 Pusan Kwangyŏksi
제주 특별 자치도 Cheju T’ŭkpyŏl Chach’ido 

(b) 보통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붙임표( - ) 

앞 또는 뒤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34 ❙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2호 (2009년 12월)

1) 기수로 읽는 경우:

一九六八 ch’ŏn-kubaek-yuksip-p’al

2) 수사와 책 단위 또는 셈 단위 사이:

제 3집 che 3-chip

4卷 4-kwŏn
2부 2-pu 

33인 33-in

6개 6-kae

5병 5-pyŏng

3) 숫자로 쓰인 연(年)과 접미사 또는 수식어 사이:

10주년 10-chunyŏn
2000년대 2000-yŏndae

4) 동격으로 결합된 고유명사의 축약 형태 사이: 

新舊約 聖書 Sin-Kuyak Sŏngsŏ
남북한 정부 Nam-Pukhan chŏngbu
韓美 관계 Han-Mi kwan’gye

예외 : 보통명사의 축약 형태 사이에는 붙임표( - )를 넣지 않는다. 띄어쓰기 규

칙 10의 관행을 따른다.

근현대사 kŭnhyŏndaesa
수출입 관리 such’urip kwalli

국내외 사정 kungnaeoe sajŏng
중고등 학교 chunggodŭng hakkyo

5) 역사적 사건의 날짜를 축약된 숫자로 나타냈을 경우:

四ㆍ 一九 학생혁명 Sa-ilgu Haksaeng Hyŏngmyŏng 
六二五 전쟁 Yuk-io Chŏnj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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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과 ㄹ
(a) 머리글자인 ㄴ과 ㄹ

머리글자로 쓰인 ㄴ과 ㄹ은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따르며, 예외는 아래와 같

다. 한자로 쓰여 있을 경우, 공식 참조 도구를 통해 해당 한자의 음을 확인 할 필요

가 있다. 인명의 경우는 로마자 표기 규칙 9를 참조한다. 

로동/노동 nodong 
력사/역사 yŏksa
녀성/여성 yŏsŏng
료리/요리 yori

예외1 : 띄어쓰기 규칙 1에 맞추어 ㄹ로 시작되는 조사는 띄어쓰기 하고, 모든 경

우에 r로 로마자 표기를 시작한다.

새 歷史 를 위하여 sae yŏksa rŭl wihayŏ
김 마리 라는 부인 Kim Mari ranŭn puin
서울 로 가는 열차 Sǒul ro kanŭn yŏlch’a
연해주 란 무엇 인가 Yŏnhaeju ran muŏt in’ga 

예외2 : ㄹ로 시작되는 단음절 보통 명사는 띄어쓰기 하고 r로 로마자 표기한다.

몇 리(里) 이냐? Myŏtri inya?
그럴 리(理) 가 없다 Kŭrŏl ri ka ŏpta

(b) 형태소 중간 글자인 ㄴ과 ㄹ

형태소 중간 글자로 쓰인 ㄴ과 ㄹ은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따르며 예외는 아래

와 같다. 한자로 쓰여 있을 경우, 부록 1에 나와 있는 공식 참조 도구를 통해 해당 

한자의 음을 확인한다.

善良 sŏllyang
진리 chilli

急流 kŭmnyu

도리 tori 
文理學 mulli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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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1 : 형태소 중간 글자인 ㄴ 다음 ㄹ이 올 경우 보통 ll로 로마자 표기한다.  그

러나 합성어의 경우에는 종성이 ㄴ인 글자가 초성이 ㄹ인 접미사와 결합

될 때 표준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 nn으로 표기한다. 예는 다음과 같다:

의견란 (의견+란) ŭigyŏnnan
임진란 (임진+란) Imjinnan

생산량 (생산+량) saengsannyang

결단력 (결단+력) kyŏltannyŏk
비판력 (비판+력) pip’annyŏk
상견례 (상견+례) sanggyŏnnye 
음운론 (음운+론) ŭmunnon

예찬론 (예찬+론) yech’annon
입원료 (입원+료) ibwŏnnyo
시인론 (시인+론) siinnon 
개편론 (개편+론) kaep’yŏnnon 

예외 2 : 모음 또는 형태소 중간 글자인 ㄴ 다음 렬(列, 烈, 裂, 劣)이나 률(律, 

率, 栗, 慄)로 시작되는 음절이 올 경우 보통 ㄹ 발음이 나지 않는다. 이 

경우 ㄹ은 로마자 표기 하지 않는다.

羅列 nayŏl
分裂 punyŏl 
齒列 ch’iyŏl
百分率 paekpunyul

6. 형태소 중간 글자인 ㅅ
(a) 형태소 중간글자 ㅅ이 초성인 경우

형태소 중간글자 ㅅ이 초성이거나, ㄹ 다음 형태소 중간글자 ㅅ이 올 경우 항상 s

로 로마자 표기한다. 초성 ㅅ 다음 wi(ㅟ)가 올 경우는 예외로서 sh로 표기한다.

농산물 nongsanmul

손쉽다 sonswipta가  아니라 sonshwipta

실시 silssi가      아니라 sil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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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ㄴ, ㅁ 앞에 ㅅ이 올 경우

ㄴ과 ㅁ 앞에 종성 ㅅ이 올 경우 n으로 로마자 표기한다.

콧날 k’onnal
벗님 pŏnnim
뱃머리 paenmŏri

(c) ㄱ, ㄷ, ㅂ, ㅅ, ㅈ 앞에 ㅅ이 올 경우

ㄱ, ㄷ, ㅂ, ㅅ, ㅈ 앞에 종성 ㅅ이 올 경우 t로 표기한다.

곳간 kotkan

맷돌 maettol

햇볕 haetpyŏt
첫사랑 ch’ŏtsarang
밧줄 patchul

(d) ‘이’나 복모음 앞에 ㅅ이 올 경우

합성어에서 ‘이’나 복모음 앞에 종성 ㅅ이 올 경우 nn으로 표기한다. 

옛이야기 yenniyagi

나뭇잎 namunnip 
숫양 sunnyang

뒷윷 twinnyut 

합성어가 아닌 단어에서 i(이)나 복모음 앞에 종성 ㅅ이 올 경우 s로 표기한다.

오롯이 orosi 

깨끗이 kkaekkŭsi

(e) 기타 모음 앞에 ㅅ이 올 경우 

기타 모음 앞에 종성 ㅅ이 올 경우 s로 표기한다.

웃음 usŭm
솟아라 sosara 

벗어난 pŏsŏ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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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순 우리말 접두어(웃, 윗, 첫, 헛 등)에서 종성 ㅅ 다음 ‘이’나 복모음을 제

외한 다른 모음이 올 경우 d로 표기한다.

웃어른 udŏrŭn
윗옷 widot 

첫아들 ch’ŏdadŭl
헛웃음 hŏdusŭm

7. ㅎ, ㄶ, ㅀ
(a) 종성 ㄱ, ㅂ, ㅅ이 초성 ㅎ과 결합 될 경우 항상 kh, ph, th로 표기한다.

북한 Pukhan

국학 kukhak

학회 hakhoe

협회 hyŏphoe
역할 yŏkhal
북핵 pukhaek

속히 sokhi

딱하게 ttakhage

잡히면 chaphimyŏn
못하다 mothada

(b) 종성 ㄷ, ㅈ이 초성 ㅎ과 결합 될 경우 ch'로 표기한다. 

닫힌 tach’in
꽂히다 kkoch’ida
잊혀진 ich’yŏjin

(c) 종성 복자음 ㄵ, ㄺ, ㄼ 다음 초성 ㅎ이 올 경우 nch', lk', lp'로 표기한다.

얹히다 ŏnch’ida
밝히는 palk’inŭn
넓히다 nŏlp’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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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종성 ㅎ, ㄶ, ㅀ 다음 초성 ㄱ, ㄷ, ㅈ이 올 경우 k' (nk', lk'), t' (nt', lt'), 

   ch' (nch', lch')로 표기한다. 

어떻게 ŏttŏk’e 
좋다 chot’a 
아무렇지 amurŏch’i
많던 mant’ŏn
닳지 talch’i 

(e) 종성 ㅎ, ㄶ 다음 ㄴ이 올 경우 nn으로 표기한다.

쌓는 ssannŭn 
않는 annŭn

(f) 종성 ㅀ 다음 ㄴ이 올 경우 ll으로 표기한다.

뚫는 ttullŭn

(g) 종성 ㅎ, ㄶ, ㅀ 다음 모음이 올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ㅎ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ㄶ n

ㅀ r

낳은 naŭn 
많이 mani

싫어도 sirŏdo

8. 복자음

(a) 종성 복자음 ㄳ, ㄺ, ㄻ, ㄼ, ㄽ, ㅄ은 다음과 같이 로마자 표기한다:

ㄳ, ㄺ k

ㄻ m

ㄼ, ㄽ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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ㅄ p

몫 mok

흙 hŭk
삶 sam

여덟 yŏdŏl
외곬 oegol

값 kap 

(b) 종성 복자음 다음 기타 자음이 올 경우 다음과 같이 로마자 표기한다:

ㄲ k

ㄺ ㄱ 앞에서 l, ㄴ 앞에서 ng, 기타 자음 앞에서 k 

ㄻ m

ㄵ n

ㄼ, ㄽ, ㄾ l

ㅄ, 漢 p

ㅆ ㄴ 앞에서 n, 기타 자음 앞에서 t

섞다 sŏkta
맑게 malke

굵네 kungne

묽다 mukta

굶다 kumta 

얹다 ŏnta
넓다 nŏlta
외곬수 oegolsu

핥다 halta

값진 kapchin

읊다 ŭpta
있는 innŭn
있고 it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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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1: '밟-' 다음에 ㄴ이 올 경우 m으로, 기타 자음이 올 경우 p로 로마자 표기

한다. 

밟는 pamnŭn
밟다 papta

밟고 papko

밟지 papchi

예외 2: ‘넓-’의 경우 다음 보기에서 p로 로마자 표기한다: 

넓죽하다 nŏpchukhada
넓둥글다 nŏptunggŭlda
넓적 nŏpchŏk

(c) 종성 복자음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 다음과 같이 로마자 표기한다:

ㄵ nj

ㄺ lg

ㄻ lm

ㄼ lb

ㄾ lt’
漢 lp’
ㅄ ps

ㅆ ss

앉아 anja

묽어 mulgŏ
삶으니 salmŭni
넓이 nŏlbi 
핥아 halt’a 
읊어 ŭlp’ŏ
없어 ŏpsŏ 
있으니 issŭni



142 ❙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2호 (2009년 12월)

9. 개인명

(a) 이름이나 호, 필명, 법명의 음절은 앞에 성이 올 경우에만 붙임표( - )로 

   구분한다. 붙임표( - )의 앞이나 뒤에서 음운 변화를 표시한다. 더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띄어쓰기 13. 인명”을 참조한다.

金 哲源 Kim Ch’ŏr-wŏn
이 석민 Yi Sŏng-min

류 성민 (혹은 유 성민) Yu Sŏng-min  
나 민주 (혹은 라 민주) Na Min-ju

안 중근 An Chung-gŭn 

吳 齡蕙 O Yŏng-hye

이 어령 Yi Ŏ-ryŏng
김 창룡 Kim Ch’ang-nyong

김 철운 Kim Ch’ŏr-un

이 율곡 Yi Yul-gok

김 지하 Kim Chi-ha 
김 소월 Kim So-wŏl

(b) 이름이나 호, 필명, 법명의 음절은 앞에 성이 오지 않을 경우, 붙임표( - ) 

    없이 연결한다.

율곡 이 이 Yulgok Yi I

소월 전집 Sowŏl chŏnjip
철수 와 희 Ch’ŏlsu wa Yŏnghŭi

예외 1 : 한글로 ‘리’ 나 ‘이’로 쓰는 성을 나타내는 李 와 異는 어떤 경우에도 Yi

로 표기한다.

리 승만 (혹은 이 승만) Yi Sŭng-man

李 舜臣 Yi Sun-sin

異 園樹 Yi Wŏ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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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2 : 인명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고 이름 첫 음절이 ㄹ로 시작하는 경우, 이를 

초성 ㄹ이 발음되고자 하는 증거로 간주하고 r로 표기한다.

김 리나 Kim Ri-na

최 란 Ch’oe Ran

하 리수 Ha Ri-su

이 류환 Yi Ryu-hwan

외래어 이름의 경우, ㄹ의 표기는 아래 규칙 10에 의거, 해당 국가에서 표기하는 

방식을 따라 r 또는 l로 표기한다.

박 릴리안 Pak Lillian

방 레이첼 Pang Reich’el

예외 3 :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이름이 ㄴ이나 ㄹ로 시작하고 그 발음이 로마

자 표기 법칙과 다를 경우, 발음에 맞춰 표기한다. 해당 발음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1991)을 참조한다.

申 砬 Sin Rip

(로마자 표기 규칙에 따르면 Sin Ip으로 표기해야 하나, 역사적으로 “신 입”이 아니라 “신 

립”으로 알려져 있다)

河 崙 Ha Ryun

(로마자 표기 규칙에 따르면 Ha Yun으로 해야 하나, 역사적으로 “하 윤”이 아니라 “하 륜”으
로 알려져 있다)

10. 외래어

외래어를 특별 취급하지 않는다. 매큔-라이샤워 로마자 표기 규칙을 적용하되, 

ㄹ로 시작되는 단어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ㄹ의 표기는 해당 국가에서 표기

하는 방식을 따라 r 또는 l로 표기한다. ㄹ로 시작되는 단어의 첫 ㄹ이 무음일 경우 

이 규칙을 다음에 나오는 유음 자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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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design) tijain 
베트남(Vietnam) Pet’ŭnam
제로(zero) chero

린넨(linen) ninnen이 아니라 linnen

라디오(radio) nadio가 아니라 radio

레슬링(wrestling) nesǔlling이 아니라 resŭlling

11. 옛한글의 로마자 표기

옛한글의 로마자 표기 시, 가능한 한 자음과 모음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매큔-라

이샤워 규칙 및 표를 단어가 쓰인(written) 형태에 엄격하게 적용하라. 현재의 발음

방식을 따라 옛한글을 로마자 표기 하지 않도록 한다.

텬쥬 Ch’ŏnju가 아니라 T’yŏnjyu
조션 Chosŏn이 아니라 Chosyŏn
셥리 sŏmni가 아니라 syŏmni

약됴 yakcho가 아니라 yaktyo

12. 특수 부호

생략부호(apostrophe)는 ㅋ(k’), ㅌ(t’), ㅍ(p’), ㅊ(ch’)과 같이 거센소리를 예사

소리(ㄱ, ㄷ, ㅂ, ㅈ)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천사 / 전사 ch’ŏnsa / chŏnsa
토끼 / 도끼 t’okki / tokki

생략부호(apostrophe)는 ㅇㅇ에 비해 ㄴㄱ의 발음 표기상의 구분을 위해 사용된다.

잔금 / 장음 chan’gŭm / changŭm
선군 / 성운 sŏn’gun / sŏngun

알파벳 o 위의 문자변경기호 반달표(ŏ)는 ㅓ, ㅕ, ㅝ를 나타내며, 알파벳 u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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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변경기호 반달표(ŭ)는 ㅡ, ㅢ를 나타낸다.

선거 sŏn’gŏ
상상력 sangsangnyŏk
원류 wŏllyu
근대 kŭndae
우리 의 사명 uri ŭi samyŏng

문자 변경기호      명칭        USMARC 16진수       유니코드 

˘             반달표(breve)           E6                 0306

띄어쓰기

기본원칙

1. 각각의 품사는 띄어쓰기해야 한다.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9개의 품사가 있다:

Noun 명사

Pronoun 대명사

Adjective 형용사

Adnominal adjective 관형사

Verb 동사

Adverb 부사

Particle 조사

Numeral 수사

Exclamation 감탄사

   주: 접사는 품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문맥상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되게 음절을 묶는다.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합성어는 품사별로 띄어쓰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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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A) 띄어쓰기에 관한 결정시 이 규칙을 적용한다.

   B)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미국 의회도서관이 띄어쓰기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정한 표준어 사전을 참조한다. [지정 사전 목록은 부록 1을 참조한

다.] 이 사전에서 찾은 단어는 어휘 단위로 간주될 것이다. 사전에서 변형

을 제시하는 경우,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C)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생기거나, 참조한 사전이 서로 다른 내용을 제시하

는 경우에는, 띄어쓰기 한다.

구체적인 규칙

1. 명사, 대명사, 불완전 명사

(a) 명사, 대명사, 불완전 명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국어 문장 의 형성 원리 연구 Kugŏ munjang ŭi hyŏngsŏng
(명사) (명사) (조사) (명사)  (명사)  (명사) wŏlli yŏn’gu

이것 은 책 이다 Igŏt ŭn ch’aek ida
(대명사) (조사) (명사) (조사)

어린이 나름 대로 Ŏrini narŭm taero

(명사) (불완전 명사) (조사)

이 조국 어디 로 갈 것 인가 I choguk ŏdi ro kal kŏt in’ga
(대명사) (명사) (대명사) (조사) (동사)(불완전 명사) (조사)

국장 겸 실장  Kukchang kyŏm silchang

(명사) (불완전 명사)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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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명사를 독립된 단어로 쓴다.

세월 이 빨리 감 을 Sewŏl i ppalli kam ŭl
(명사) (조사) (부사) (동명사)(조사)

 
어 는 배우기 가 어렵다 Yŏngŏ nŭn paeugi ka ŏryŏpta

(명사) (조사) (동명사) (조사)(형용사)

(c) 복합명사는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기한다.

대한 민국 의 문화 유적 Taehan Min’guk ŭi munhwa yujŏk
전기 공학 개론  Chŏn’gi konghak kaeron
주식 회사 한국 Chusik hoesa Han’guk
소꿉 장난 Sokkup changnan

武林 士官 學校 Murim Sagwan Hakkyo

(d) 복합명사에서 사이 시옷이 첨가되는 경우, 단일 어휘단위로 쓴다.

보릿고개 (보리 + ㅅ) Poritkogae

옛이야기 (예 + ㅅ) Yenniyagi

뱃사공 (배 + ㅅ) Paetsagong

(e) 복합명사에서 한글의 철자 변화로 음운 변화가 생기는 경우, 단일 어휘단위로 

쓴다.

소나무 (솔 + 나무) Sonamu

머리카락 (머리 + 가락) Mŏrik’arak
엊저녁 (어제 + 저녁) Ŏtchŏnyŏk

(f) 복합명사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경우, 단일 어휘단위로 쓴다.

오늘날 Onŭllal
밤낮 Pamnat

피땀 P’it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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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복합명사가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되었을 경우, 단일 어휘단위로 쓴다.

부슬비 Pusŭlbi
마구잡이 Magujabi

비빔밥 Pibimpap

돛단배 Tottanbae

(h) 두 부분으로 나뉘는 ‘주의(主義)’는 접미사로서 수식어와 붙여쓰기 한다.  

민주주의 Minjujuŭi
마르크스주의 와 기독교 Marŭk’ŭsŭjuŭi wa Kidokkyo

(i) 한 글자로 된 수식어, 접사, 또는 명사 상당어구를 붙여 만든 복합명사는 한 

단어로 쓴다.

韓國 과 韓國人 Han’guk kwa Han’gugin
韓半島 의 平和 와 安保 Hanbando ŭi p’yŏnghwa wa anbo

황무지 가 장미꽃 같이 Hwangmuji ka changmikkot kach’i
여름철 의 불청객 Yŏrŭmch’ŏl ŭi pulch’ŏnggaek
황산벌 의 함성 Hwangsanpŏl ŭi hamsŏng
새벽녘 에 내리는 비 Saebyŏngnyŏk e naerinŭn pi
산봉우리 에 덮인 구름 Sanbonguri e tŏp’in kurŭm
부동산법 강의 Pudongsanpŏp kangŭi

(j) 한 글자로 된 수식어, 접사, 또는 명사 상당어구를 붙여 만든 색상의 이름은 

한 단어로 쓴다. 

검은색 자동차 Kŏmŭnsaek chadongch’a
주홍빛 노을 Chuhongp’it noŭl

예외:

검붉은 색 Kŏmbulgŭn saek
푸르죽죽한 빛 P’ŭrŭjukchukhan pit 
지금 의 하늘 빛 은 잿빛 이다 Chigŭm ŭi hanŭl pit ŭn chaetpit ida
(명사)(조사) (명사) (명사) (조사) (명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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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용사

<지침>

(a) 형용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우리 조상들 은 훌륭했다 Uri chosangdŭl ŭn hullyunghaetta
(대명사)  (명사)  (조사)  (형용사)

착하게 사는 사람들 Ch’akhage sanŭn saramdŭl
(형용사)   (동사)    (명사)

그녀 의 웃는 모습 이 아름답다 Kŭnyŏ ŭi unnŭn mosŭp i arŭmdapta

(대명사) (조사) (동사) (명사)(조사) (형용사)

의지 가 강하고 굳세다 Ŭiji ka kanghago kutseda

 (명사) (조사) (형용사) (형용사)

높푸른 가을 하늘 Nopp’urŭn kaŭl hanŭl
(형용사)   (명사)  (명사)

머나먼 쏭바강 Mŏnamŏn Ssongbagang
(형용사) (고유 명사)

(b) 복합형용사에서 명사 부분은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한다.

꿈 같던 지난 세월 Kkum kattŏn chinan sewŏl
(명사+형용사=형용사) (동사) (명사)

값 싸고 품질 좋은 상품 Kap ssago p’umjil choŭn sangp’um
(명사+형용사=형용사) (명사)(형용사) (명사)

목 마른 사슴 이 Mok marŭn sasŭm i

(명사+동사=형용사) (명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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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 있는 친구 를 만나세요 Mŏt innŭn ch’in’gu rŭl mannaseyo

(명사+동사=형용사) (명사) (조사)(동사)

버릇 없고 심술 궂은 아이 로 키우기 Pŏrŭt ŏpko simsul kujŭn ai ro k’iugi
(명사+형용사=형용사)(명사+형용사=형용사) (명사) (조사) (동명사)

재미 있는 옛이야기 Chaemi innŭn yenniyagi
(명사+동사=형용사) (명사)

예외: 형용사형의 단순 어형변화는 그것이 수식하는 단음절 명사와 붙여쓰기 한다.

멋진 여자 Mŏtchin yŏja
값싼 행복 과 값진 행복 Kapssan haengbok kwa kapchin 

haengbok

3. 관형사

<지침>

(a) 관형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저 하늘 에도 슬픔 이 Chŏ hanŭl edo sŭlp’ŭmi

(관형사) (명사) (조사)(명사) (조사)

어느 사람 이 갔읍니까 Ŏnŭ saram i kassŭmnikka

(관형사) (명사) (조사) (동사)

 
모든 국민 Modŭn kungmin

(관형사) (명사)

갖은 고생 을 하다 Kajŭn kosaeng ŭl hada
(관형사) (명사) (조사)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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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떡 입니까 Wen ttŏk imnikka

(관형사) (명사) (조사)

 
(b) 순 우리말 또는 한문 관형사의 단음절은 이들이 수식하는 단어와 띄어쓰기 한

다. 그러나 관용적으로 한 단어로 확고하게 굳어진 경우, 하나의 어휘단위로 

취급한다.

새 : 새 책, 새 집 (예외: 새해, 새색시 등)

헌 : 헌 집, 헌 옷 (예외: 헌신짝 등)

뭇 : 뭇 백성, 뭇 나라 (예외: 뭇매 등)

온 : 온 나라 (예외: 온종일 등)

맨 : 맨 처음, 맨 나중, 맨 끝 (예외: 맨주먹, 맨잎, 맨손 등)

옛 : 옛 자취, 옛 추억, 옛 친구, 옛 모습 (예외: 옛이야기, 옛사랑, 옛동산 등)

순(純): 순 한국어, 순 우리 말, 순 거짓말, 순 엉터리, 순 보리밥

         (예외: 순이익, 순종, 순금, 순모 등)

귀(貴): 귀 회사, 귀 기관 (예외: 귀공자, 귀금속, 귀부인 등)

제(諸): 제 문제, 제 비용 (예외: 제군 등)

각(各): 각 가정, 각 학교, 각 지방 (예외: 각국, 각자 등)

매(每): 매 회계 년도 (예외: 每時間)

별(別): 별 해괴한 소리 (예외: 別天地)

본(本): 본 한글 맞춤법 (예외: 本 議)

전(全): 전 어린이들 을 동원 (예외: 全速力)

전(前): 전 어머니회 회장 (예외: 前男便)

의문이 생길 시에는 제안한 사전을 참고한다. 

(c) 복합관형사는 한 단어로 쓴다.

온갖, 몇몇, 긴긴, 몹쓸

(d) 지시관형사인 ‘이’, ‘그’, ‘저’, ‘요’, ‘고’ 등이 다음 명사류를 수식하고 지시대

명사나 관형사로 변화될 때 한 단어로 쓴다.

것 : 이것, 그것, 저것, 요것, 고것

이 : 이이, 그이, 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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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 이애, 그애, 저애

분 : 이분, 저분, 그분

번 : 이번, 요번, 저번

편 : 이편, 그편, 저편 

쪽 : 이쪽, 저쪽, 그쪽, 요쪽

즈음 : 요즈음, 이즈음, 그즈음

(놈, 만큼, 대로, 자, 치, 따위, 만 등)

그 외의 경우에는, 관형사와 관형사가 수식하는 단어 간에 띄어쓰기 한다.

그 남자 의 유쾌 한 하루 Kŭ namja ŭi yuk’wae han haru

이 땅 에서 학문 하기 I ttang esŏ hangmun hagi

저 바다 에선 무슨 일 이 있었나 Chŏ pada esŏn musŭn il i issŏnna

4. 동사

<지침>

(a) 동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나 를 찾아서 떠난 거리 Na rŭl ch’ajasŏ ttŏnan kŏri
(대명사)(조사) (동사) (동사) (명사)

 
아이 의 가슴 에는 부모 가 산다 Ai ŭi kasŭm enŭn pumo ka sanda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명사) (조사)(동사)

 
성공 의 찬스 를 잡아라 Sŏnggong ŭi ch’ansŭ rŭl chabara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동사)

 
도도새 는 왜 사라졌나요 Todosae nŭn wae sarajyŏnnayo
(고유 명사)(조사) (부사)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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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조동사와 주동사는 띄어쓰기 한다.

늙다 (주동사) + 가다 (보조동사) 
늙어 가다 Nŭlgŏ kada
늙어 가서 Nŭlgŏ kasŏ
늙어 간다 Nŭlgŏ kanda
늙어 갔다 Nŭlgŏ katta
늙어 갔었다 Nŭlgŏ kassŏtta
늙어 갔으므로 Nŭlgŏ kassŭmŭro
늙어 갔던 Nŭlgŏ kattŏn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 Maju pogo innŭn tu saram
(부사) (동사) (보조동사)(수사) (명사)

먼지 는 무슨 힘 으로 뭉쳐 지나            Mŏnji nŭn musŭn him ŭro mungch’yŏ 
(명사) (조사) (관형사) (명사)(조사) (주동사) (보조동사) china

보조동사 목록은 부록 2를 참조한다.

(c) 복합동사는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품사 별로 띄어쓰기 한다.

장난 치는 아이들 Changnan ch’inŭn aidŭl
(명사+동사=동사) (명사)

 
마음 의 짐 을 내려 놓고 Maŭm ŭi chim ŭl naeryŏ nok’o
(명사) (조사) (명사) (조사)(동사+동사=동사)

 
곶감 을 무서워 하는 호랑이 Kotkam ŭl musŏwŏ hanŭn horangi
(명사) (조사) (형용사+접미사=동사) (명사)

 
머리 가 좋아 지는 동화 Mŏri ka choa chinŭn tonghwa

(명사) (조사) (형용사+보조동사=동사)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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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하다’, ‘-되다’, ‘-없다’, ‘-삼다’, ‘-나다’, ‘-시키다’, ‘-받다’, ‘-당하다’ 등
의 보조동사 형태 및 어형변화와, 앞에 오는 명사 간 띄어쓰기 한다.

사랑 하다 Sarang hada

사랑 한 Sarang han

사랑 해 Sarang hae

사랑 하고  Sarang hago

사랑 하여  Sarang hayŏ
사랑 해도  Sarang haedo

사랑 했던  Sarang haettŏn
사랑 했으므로  Sarang haessŭmŭro
사랑 하 으므로 Sarang hayŏssŭmŭro

(e) 연결동사 ‘이다’ 및 어형변화와, 앞에 오는 단어 간 띄어쓰기 한다.

神 은 創造者 이다 Sin ŭn ch’angjoja ida
사랑 이라는 病  Sarang iranŭn pyŏng
어디 까지 입니까 Ŏdi kkaji imnikka

평화적 인 시위  P’yŏnghwajŏk in siwi

내일 의 지도자 일 우리 아이들  Naeil ŭi chidoja il uri aidŭl

   그러나 ‘-이다’가 접미사로 사용되었을 시, 앞에 오는 단어와 붙여쓰기 한다. 

끄떡이다 Kkŭttŏgida
망설이다 Mangsŏrida
속삭이다 Soksagida

출렁이다 Ch’ullŏngida

(f) 주동사가 축약 또는 생략된 경우 보조동사, 형용사, 부사 및 그 어간을 모두 

한 단어로 붙여 쓴다.

보다: 가보다, 해보다 

내다: 빼내다

넣다: 퍼넣다 

놓다: 터놓다, 내놓다

들이다: 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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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다: 꿰매다

먹다, 먹이다: 퍼먹다, 퍼먹이다 (예외: 애 먹이다)

안다: 껴안다

오르다: 떠오르다, 타오르다

주다, 차다, 치다: 내주다, 내차다, 내치다

(g) 동사의 단순 어형변화는 선행하는 동사 또는 형용사와 함께 쓴다.

곶감 을 무서워한 호랑이 Kotkam ŭl musŏwŏhan horangi
(명사) (조사) (형용사+동사의 단순 어형변화=동사) (명사)

 
더욱 좋아진 교육 환경 Tŏuk choajin kyoyuk hwan’gyŏng
(부사) (형용사+동사의 단순 어형변화=동사)(명사) (명사)

 
함께 늙어간 이야기 Hamkke nŭlgŏgan iyagi
(부사) (형용사+동사의 단순 어형변화=동사) (명사)

 
독도 에서 보내온 엽서 Tokto esŏ ponaeon yŏpsŏ
(고유 명사) (조사)(동사 형용사+동사의 단순 어형변화=동사) (명사)

(h) 동사의 단순 어형변화는 그것이 수식하는 단음절 명사와 붙여쓰기 한다.  

해뜰 무렵 의 바닷가 Haettŭl muryŏp ŭi padatka
(명사+동사의 단순 어형변화=동사) (불완전 명사) (조사) (명사)

한국 을 빛낸 사람들 Han’guk ŭl pinnaen saramdŭl
(명사) (조사) (명사+동사의 단순 어형변화=동사)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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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사

<지침>

(a) 부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한글 은 매우 독창적 이고 과학적 이다 Han’gŭl ŭn maeu tokch’angjŏk igo   
 kwahakchŏk ida

(명사) (조사) (부사)(명사+접미사=명사) (조사) (명사+접미사=명사) (조사)

젊은 사람 들이 자주 찾아 주는 곳 Chŏlmŭn saramdŭl i chaju ch’aja 
(형용사) (명사) (조사) (부사) (주동사) (보조동사) (명사)          chunŭn kot 

(b) 가능한 한 복합부사는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

어 띄어 쓴다.

여기 저기 Yŏgi chŏgi
이것 저것 Igŏt chŏgŏt

    예외: 

요즈음, 한바탕, 어느새 Yojŭŭm, hanbat’ang, ŏnŭsae

(c) 가능한 한 반복적이거나 운율이 있는 복합부사는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띄어 쓴다.

반짝 반짝, 출렁 출렁, 산들 산들, 옹기 종기, 덩실 덩실,

가만 가만히, 곤드레 만드레, 들락 날락, 울긋 불긋,

차례 차례, 예쁘디 예쁜, 하루 하루, 흐느적 흐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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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

<지침>

(a) 조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나 는 내 길 에  Na nŭn nae kil e
(대명사) (조사) (대명사) (명사)(조사)

 
老人 과 바다  Noin kwa pada

(명사) (조사) (명사)

草原 의 꿈 을 그대 에게 Ch’owŏn ŭi kkum ŭl kŭdae ege
(명사) (조사) (명사) (조사)(대명사) (조사)

새 야 새 야 파랑새 야 Sae ya sae ya p’arangsae ya
(명사)(조사) (명사) (조사) (명사) (조사)

(b) 가능하다면 동격이거나 다(多)음절 조사인 경우, 두 부분으로 나누어 띄어 쓰  

      도록 한다.

나 만도 아니다 Na mando anida

韓國 古典 에의 招待 Han’guk kojŏn eŭi ch’odae
一等 에게는 소 를 상 으로 Iltŭng egenŭn so rŭl sang ŭro
學文 으로서의 史學 Hangmun ŭrosŏŭi sahak
서울역 에서 부터 Sŏuryŏk esŏ put’ŏ

(c) 동사 어근, 부사, 동사의 단순 어형변화에다 조사를 접미사로서 붙여 쓴다.

빨리도 달린다  Ppallido tallinda

사랑 은 멀리서 하는 것 Sarang ŭn mŏllisŏ hanŭn kŏt
이번 에 잘만 하면 Ibŏn e chalman hamyŏn
먹어서는 안된다 Mŏgŏsŏnŭn andoenda
괴롭히지는 않겠다 Koerophijinŭn ank’etta
빨리 갑시다요  Ppalli kapsid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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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축약된 조사는 앞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와 붙여 쓴다.

지금 은 누군가 와서 Chigŭm ŭn nugun’ga wasŏ
난 몰라 Nan molla

그건 나 도 몰라 Kŭgŏn na to molla

7. 수사

<지침>

(a) 숫자는 순 우리말이나 한자로 쓴 경우를 포함하여 한 단어로 붙여 쓴다.  
    로마자로 된 각각의 숫자를 음운변화 없이 붙임줄(-)로 구별한다. 

일천구백구십육 Ilch’ŏn-kubaek-kusip-yuk

三百六十五 Sambaek-yuksip-o

마흔다섯 Mahŭn-tasŏt

(b) 순 우리말이나 한자로 쓴 숫자와 수량사는 띄어쓰기 한다.

아흔아홉 통 의 행복 찾기 Ahŭn-ahop t’ong ŭi haengbok ch’atki
(수사) (불완전 명사) (조사) (명사)(동명사)

스물다섯 살 의 방황 Sŭmul-tasŏt sal ŭi panghwang

(수사) (불완전 명사) (조사) (명사)

삼 학년 삼 반 Sam hangnyŏn sam pan

(수사) (명사) (수사) (명사)

육 층 삼 호실 Yuk ch’ŭng sam hosil

(수사) (명사) (수사) (명사)

세 번째 Se pŏntchae
(수사) (불완전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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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네 권 Ch’aek ne kwŏn
(명사) (수사) (불완전 명사)

소 열 마리  So yŏl mari

(명사) (수사) (불완전 명사)

(c) 가능하다면, 제(第)와 같은 접두사는 바로 뒤에 오는 숫자와 붙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만든다.

第1 Che-1

第一   Cheil

第3 世界 Che-3 segye

第三 世界 Chesam segye

그러나 숫자와 붙임표(-)로 연결되는 접미사나 일반적인 용어(예: 차(次), 회(回), 

번(番))는 붙여 쓰도록 한다. 붙임표(-) 뒤에서 음운 변화를 표시하지 않는다. 이 경

우, 제(第)가 숫자 앞에 와도 ‘제’와 숫자 사이에는 띄어쓰기 한다.

第 1次 Che 1-ch’a
第 一次 Che ilch’a
第 3輯 Che 3-chip

第 三輯 Che samjip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만든다.

第一ㆍ二 共和國  Cheil, I Konghwaguk

第1ㆍ2 共和國 Che-1, 2 Konghwaguk

(d) 시, 분, 초, 일, 월, 년, 세기 등을 나타내는 시간 단위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천구백구십육년 Ch’ŏn-kubaek-kusip-yungnyŏn
1996년 1996-yŏn
삼백육십오일 의 행복 Sambaek-yuksip-oil ŭi haengbok
365일 의 행복  365-il ŭi haengbok
두시 삼십분  Tusi samsippun

2시 30분 2-si 30-p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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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十二年 事業 計劃 Yuksip-inyŏn saŏp kyehoek
62年 事業 計劃 62-yŏn saŏp kyehoek
이십일세기 의 한국 경제  Isip-ilsegi ŭi Han’guk kyŏngje
21세기 의 한국 경제 21-segi ŭi Han’guk kyŏngje

(e)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확고하게 굳어진 축약된 수사의 경우, 그대로 쓴다.

四ㆍ一九 學生 義擧 Sa-ilgu Haksaeng Ŭigŏ
五ㆍ一六 軍事 革命 O-illyuk Kunsa Hyŏngmyŏng
三一 運動 Sam-il Undong

팔일오 광복  P’al-iro Kwangbok

(f) 순 우리말 부정수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한둘 Handul

두셋 Tuset

두서너 Tusŏnŏ
서넛   Sŏnŏt
예닐곱 Yenilgop

여남은 Yŏnamŭn

8. 감탄사

<지침>

(a) 감탄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아! 신 나는 한자 여행 A! sin nanŭn Hancha yŏhaeng
(감탄사) (명사+접미사=형용사) (명사)(명사)

야호, 재미 있는 음악 시간  Yaho, chaemi innŭn ŭmak sigan

(감탄사) (명사+동사=형용사) (명사)(명사)

어라 나 도 어 가 되네 Ŏra na to Yŏngŏ ka toene
(감탄사) (대명사) (조사) (명사)(조사) (동사)



 한국어 로마자표기와 띄어쓰기 ❙ 161

9. 접사

<지침>

(a) 접사와 접사가 수식하는 단어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다국적 기업 경 론 Tagukchŏk kiŏp kyŏngyŏngnon
(접두사+명사) (명사) (명사+접미사)

총정리 부동산 세법 Ch’ongjŏngni pudongsan sepŏp
(접두사+명사) (명사) (명사)

신여성들 은 무엇 을 꿈 꾸었는가 Sinyŏsŏngdŭl ŭn muŏt ŭl kkum 

(접두사+명사) (조사) (대명사)(조사) (명사) (동사)                kkuŏnnŭn’ga

참사랑 의 의미 를 깨닫다 Ch’amsarang ŭi ŭimi rŭl kkaedatta
(접두사+명사) (조사) (명사) (조사) (동사)

 
세기 의 미술전  Segi ŭi misuljŏn
(명사) (조사) (명사+접미사)

 
거짓말쟁이 의 회고록 Kŏjinmaljaengi ŭi hoegorok
(명사+접미사) (조사) (명사+접미사)

접두사와 접미사 일람은 부록 4와 5를 참조한다.

(b) 원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고유명사는 한 글자로 된 수식어, 접사, 또는 명

사 상당어구와 띄어쓰기 한다.

對 북한 전략 Tae Pukhan chŏllyak
(접두사) (고유 명사) (명사)

大 백제 를 위하여 Tae Paekche rŭl wihayŏ
(접두사) (고유 명사) (조사) (동사)



162 ❙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2호 (2009년 12월)

박 정희 식 민주주의 Pak Chŏng-hŭi sik minjujuŭi
(고유 명사) (접미사) (명사)

(c) 한 글자로 된 두 접두사가 같은 단어를 연속적으로 수식할 경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접두사를 띄어쓰기 한다. 

초 저전력 (超 低電力)  Ch’o chŏjŏllyŏk
초 고화질 (超 高畵質)  Ch’o kohwajil

초 고성능 (超 高性能)  Ch’o kosŏngnŭng

(d) 한자어로 된 단일 접두사와 접두사가 수식하는 단어 사이에 다른 단어가 있는 

경우 띄어쓰기 한다.

大盛況,  (그러나) 대 올림픽 대회를 Tae Ollimp’ik taehoe rŭl
純利益,  (그러나) 순 어머니 의 정성 으로 Sun ŏmŏni ŭi chŏngsŏng ŭro
總動員,  (그러나) 총 수업 시간 수 는 Ch’ong suŏp sigan su nŭn

(e) 신(新), 속(續) 등의 한 글자로 된 접두사는 신판 또는 속편을 의미할 때 수식

하는 단어와 띄어쓰기 한다. 

신 경제학 원론 Sin kyŏngjehak wŏllŏn
新 民法 Sin minpŏp
續 한국 문집 총간 Sok Han’guk munjip ch’onggan

예외:

신세대 를 위한 경제학 Sinsedae rŭl wihan kyŏngje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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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줄임말, 약어 등

<지침>

(a) 두 개의 동격인 문자, 접사, 명사 상당 어구는 붙임표( - ) 없이 한 단어로 붙

여 쓴다.

남북 경제 협력  Nambuk kyŏngje hyŏmnyŏk 

輸出入 節次 Such’urip chŏlch’a
國內外 事情   Kungnaeoe sajŏng
韓國 書畵家 印譜 Han’guk sŏhwaga inbo

청소년 에게 드리는 Ch’ŏngsonyŏn ege tŭrinŭn
中高等 學校 Chunggodŭng hakkyo
中短篇 小說 Chungdanp’yŏn sosŏl
近現代 Kŭnhyŏndae

(b) 축약 또는 생략된 한국이나 외국 관련 고유명사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오늘 의 北韓  Onŭl ŭi Pukhan

全經聯 Chŏn’gyŏngnyŏn
中共圈 의 將來  Chunggongkwŏn ŭi changnae

 

(c) 고유명사가 축약되거나 동격형태로 결합된 경우 붙임표( - )를 쓴다. 붙임표 

( - ) 앞이나 뒤에서 음운 변화를 표시하지 않는다.

남북한 정상 회담 Nam-Pukhan Chŏngsang Hoedam 

最新 佛韓 辭典  Ch’oesin Pul-Han sajŏn
新譯 新舊約 全書 Sinyŏk Sin-Kuyak chŏnsŏ
白話本 唐宋 散文選 Paekhwabon Tang-Song sanmunsŏn
명청 고사 선역  Myŏng-Ch’ŏng kosa sŏnyŏk

(d) 원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약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쓴다. 

太白 山脈 (太白山+山脈) T’aebaek Sanmaek 

國語 國文 學科 (國語 國文學+學科) Kugŏ Kungmun Hakk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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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州 郡民會 (安州郡+郡民會) Anju Kunminhoe

靈巖 寺址 (靈巖寺+寺址) Yŏngam Saji

原州 郡誌 (原州郡+郡誌) Wŏnju kunji
공산 당원 (공산당+당원) Kongsan tangwŏn
유격 대원 (유격대+대원) Yugyŏk taewŏn

11. 전문 용어 등

<지침>

(a) 품사 간 띄어쓰기를 하거나 기술용어, 전문용어, 속어, 특수용어에 대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만들 때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지

침을 따른다.

과산화 수소 Kwasanhwa suso

아황산 가스   Ahwangsan kasŭ
염화 나트륨   Yŏmhwa nat’ŭryum
이산화 질소   Isanhwa chilso

관상 동맥 경화증 Kwansang tongmaek kyŏnghwachŭng
급성 복막염 Kŭpsŏng pongmagyŏm
멀티 미디어 파일 Mŏlt’i midiŏ p’ail

12. 외래어

<지침>

(a) 외래어도 한글, 한자 등과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

금메달 Kŭmmedal

우승컵 Usŭngk’ŏp
노벨상 Nobel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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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 Ionhwa

잉크병 Ingk’ŭpyŏng
페인트칠 P’eint’ŭch’il
램프불 Laemp’ŭpul

(b) 한글이나 한자로 된 접사를 외래어와 붙여 쓰고, 외래어가 접사로 쓰일 때도 

붙여 쓴다.

朴 木月 代表 에세이集 Pak Mog-wŏl taep’yo eseijip
國際 마아케팅論 Kukche maak’et’ingnon
문예 창작팀 Munye ch’angjakt’im

(c) 외래어 고유명사가 지형을 나타내는 총칭과 함께 올 경우 이를 한 단어로 붙

여 쓴다.

아드리아해  Adŭriahae
타이완섬 T’aiwansŏm
아마존강 Amajon’gang
후지산 Hujisan

(d) 한글로 표기된 외래어가 원어로는 한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때 다음 지침을 따른다.

띄어쓰기가 되어있을 경우, 띄어쓰기 한다.

셰이프 업 Syeip’ŭ ŏp
테이블 매너 T’eibŭl maenŏ

띄어쓰기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셰이프업 Syeip’ŭŏp
테이블매너   T’eibŭlmaenŏ



166 ❙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2호 (2009년 12월)

13. 인명

<지침>

(a) 성과 이름 사이는 띄어쓰기 한다.

崔 致遠 Ch’oe Ch’i-wŏn
이 광수 Yi Kwang-su

釋 明正 Sŏk Myŏng-jŏng
변 세라 (世羅) Pyŏn Se-ra

신 사임당 Sin Saimdang

(b) 이름, 호, 필명 앞에 성이 오지 않는 경우, 각 음절을 연결한다. 만일 이름, 

호, 필명 등이 3음절보다 긴 경우,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만들도록 한다.

퇴계 와 율곡 T’oegye wa Yulgok

만해 사상 연구  Manhae sasang yŏn’gu
장화 홍련 전  Changhwa Hongnyŏn chŏn 

붉은 수염 Pulgŭn Suyŏm

(c) 순 우리말 이름이나 외국 이름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정 고아라 Chŏng Koara

김 삿갓 Kim Satkat

김 마리아 Kim Maria

변 사라 (Sarah) Pyŏn Sara
이 요셉 Yi Yosep

심 마르시아스  Sim Marŭsiasŭ

(d) 불교 법명이나 시호(諡號)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一然 Iryŏn
忠武公 Ch’ungmu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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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두 음절로 된 성(姓)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그러나 남편-아내 또는 어머니-

딸 등 두 개의 다른 성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띄어쓰기 한다.

鮮于 宗源 Sŏnu Chong-wŏn
남궁 원 Namgung Wŏn

 예외 : 
차 배 옥덕  Ch’a Pae Ok-tŏk
고 은 광순  Ko Ŭn Kwang-sun

(f) 인명과 공식 직함, 군(君), 양(讓), 옹(翁) 등 경어 간에는 띄어쓰기 한다.

月南 李 商在 翁 Wŏllam Yi Sang-jae Ong

강 창호 선생 Kang Ch’ang-ho Sŏnsaeng
김 주  군  Kim Chu-yŏng Kun

김 형돈 박사  Kim Hyŏng-don Paksa

안 중근 의사 An Chung-gŭn Ŭisa

유 관순 양  Yu Kwan-sun Yang

이 범석 총리  Yi Pŏm-sŏk Ch’ongni
임 갑순 여사  Im Kap-sun Yŏsa
윤 장관 Yun Changgwan

오 선배님 O Sŏnbaenim
장 도령 Chang Toryŏng

(g) 인명과 ‘씨’ 간에는 띄어쓰기 한다.

홍 길동 씨  Hong Kil-tong Ssi

김해 김 씨 
Kimhae Kim Ssi

예외:

우리 나라 에는 김씨 가 많다 Uri nara enŭn Kimssi ka mant’a

(h) 연호, 절 이름, 귀족 칭호는 앞의 단어와 띄어쓰기 한다. 만일 칭호나 이름이 

3음절 보다 긴 경우,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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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만들도록 한다.

太祖 T’aejo
惠慶宮 洪 氏  Hyegyŏnggung Hong Ssi

張 禧嬪 Chang Hŭibin
賢愚 行者 Hyŏnu Haengja

興宣 君 Hŭngsŏn Kun

孝寧 大君 Hyoryŏng Taegun

明成 皇后 Myŏngsŏng Hwanghu

정경 부인 Chŏnggyŏng Puin

14. 기관명, 지명, 서명 등

<지침>

(a) 기관명은 가능하다면 두 부분으로 나뉘는 합성어로 취급한다. 學會, 敎會 등 

일반적인 용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띄어쓰기 한다.

韓國史 學會 (Society of Korean History) Han’guksa Hakhoe

예외:

韓國 史學會 (World History Society of Korea) Han’guk Sahakhoe
라성 한인 장로 교회 Nasŏng Hanin Changno Kyohoe

勞動 基準 調査局 Nodong Kijun Chosaguk

韓國 휴머니스트會 Han’guk Hyumŏnisŭt’ŭhoe
가톨릭 민주 청년 공동체 Kat’ollik Minju Ch’ŏngnyŏn Kongdongch’e
만수산 예술단   Mansusan Yesultan

안동 권 씨 추밀공파 Andong Kwŏn Ssi Ch’umilgongp’a
서울 시사 편찬 위원회 Sŏul Sisa P’yŏnch’an Wiwŏn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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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역사적 사건은 가능한 한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띄어쓰기 한다.

갑오 경장 Kabo Kyŏngjang
임진 왜란 Imjin Waeran

병자 호란 Pyŏngja Horan

정 중부 난  Chŏng Chung-bu Nan

(c) 역사적 출판물 제목은 가능한 한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

분으로 나누어 띄어쓰기 한다.

삼국 사기 Samguk sagi

대동 여지도 Taedong yŏjido
동국 여지 승람  Tongguk yŏji sŭngnam
훈민 정음 Hunmin chŏngŭm
용비 어천가 Yongbi ŏch’ŏn’ga

(d) 관할 구역 명의 일부로서 쓰이는 행정 구역 단위는 붙임표( - )로 연결하여 

한 단어로 쓴다.

大邱市 Taegu-si

嘉會洞 Kahoe-dong

울릉도 도동리  Ullŭngdo Todong-ni

월봉리 Wŏlbong-ni

워싱톤시 Wŏsingt’on-si

예외: 

서울 특별시 Sŏul T’ŭkpyŏlsi
광주 광역시 Kwangju Kwangyŏksi
濟州 特別 自治道 Cheju T’ŭkpyŏl Chach’ido

(e) 지형적 특징, 도로, 건축물 등의 유형에 대한 일반적 용어는 고유명사의 일부로

서 사용 되며 이름과 함께 쓴다. 가능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만들도록 한다.

漢拏山 Hallasan

洛東江 Nakton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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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門 Tongnimmun

濟州島 Chejudo

유리城 Yurisŏng
종로 Chongno

그러나:

김해 평야 Kimhae P’yŏngya
개마 고원 Kaema Kowŏn

(f) 초(抄), 집(集), 지(誌), 선(選), 론(論), 전(傳) 등 과 같은 출판물 유형을 나타

내는 단음절 수식어는 앞에 오는 단어와 붙여 쓴다. 그러나 앞에 오는 단어가 

고유명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亂中 日記抄 Nanjung ilgich’o
현대 한국 시인선 Hyŏndae Han’guk siinsŏn
國稅 基本論 Kukse kibonnon

의암 선생 항쟁기 Ŭiam Sŏnsaeng hangjaenggi
토끼전 T’okkijŏn

그러나:

홍 길동 전 Hong Kil-tong chŏn
沈 靑 傳 Sim Ch’ŏng chŏn
춘향 전 Ch’unhyang chŏn
콩쥐 팥쥐 전  K’ongjwi P’atchwi chŏn
배 비장전  Pae Pijang chŏn
李 光洙 論  Yi Kwang-su non

龜峯 集 Kwibong chip

素月 選 Sowŏl sŏn

(g) 수식어인 ‘편(篇)’과 ‘편’이 수식하는 단어 간에는 항상 띄어쓰기 한다.

현대 편 Hyŏndae p’yŏn
예산 편 Yesan p’yŏn
문학 편 Munhak p’yŏ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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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자 사용

<지침>

1. 기관명(조사는 제외) 또는 그 축약형의 경우 띄어쓰기 할 때마다 대문자를 쓴다.

韓國 日報社 Han’guk Ilbosa
大韓 商工 會議所 Taehan Sanggong Hoeŭiso
민주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Minjuhwa rŭl Wihan Chŏn’guk 

Kyosu Hyŏbŭihoe

2. 인명에서 띄어쓰기 할 때마다 대문자를 쓴다.

李 光洙 Yi Kwang-su

鄭 然喜 Chŏng Yŏn-hŭi

3. 직위나 호칭어는 대문자를 쓴다.

朴 大統領 Pak Taet’ongnyŏng
조 용기 목사 Cho Yong-gi Moksa

4. 지명은 띄어쓰기 할 때마다 대문자를 쓴다. 축약된 지명도 대문자를 쓴다. 축

약된 지명에서 동격 합성어 부분과 그 외 다른 합성어의 앞부분에 대문자를 쓴다.

하회 마을 Hahoe Maŭl
경북 수필 동인회 Kyŏngbuk Sup’il Tonginhoe

5. 책, 정기간행물, 연속출판물 제목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쓴다.

現代 國際法 Hyŏndae kukchepŏp
실천 문학 의 시집 Silch’on munhak ŭi sijip

6. 왕조 이름은 대문자를 쓴다.

朝鮮 六百年 Chosŏn yukpaengnyŏn
明淸 時代 Myŏng-Ch’ŏng s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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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유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는 고유 명사가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에만 대문자를 쓴다.

陽明學 硏究 Yangmyŏnghak yŏn’gu
현대 와 크리스챤 의 신앙 Hyŏndae wa K’ŭrisŭch’yan ŭi sinang

8. 동격으로 결합된 축약 형태는 이 지침이 요구할 경우 대문자를 쓴다.

新舊約 聖書 Sin-Kuyak Sŏngsŏ
실용 불한 사전 Siryong Pul-Han sajŏn

9. 기타 경우에는 부록 1의 공식 지정 참고 사전에 나온 지침을 따른다.

구두법

<지침>

1. 동격 단어를 나타내는 가운뎃점은 적용 가능한 띄어쓰기에 따라 쉼표나 붙임표

( - )로 바뀌거나 바뀌지 않는다.

中ㆍ高等 學校 chunggodŭng hakkyo
南ㆍ北韓 經濟 協力 Nam-Pukhan kyŏngje hyŏmnyŏk

어떤 경우는 문맥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四 一九 의 民衆史   Sa-ilgu ŭi minjungsa

張 大郁ㆍ著 Chang Tae-uk chŏ
一葉ㆍ日堂 詩畵集 Iryŏp, Iltang sihwajip

2. 따옴표 방식으로 사용된 괄호는 따옴표로 바꾼다.

[文學 과 知性] 詩人選  “Munhak kwa chisŏng” siinsŏn
[詩 와 解放] 동인 시집 “Si wa haebang” tongin si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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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제안 사전

남북한의 현대 사전:

1. 국립 국어 연구원. 표준 국어 대사전. (Online Version)

   Kungnip Kugŏ Yŏn’guwŏn. P’yojun Kugŏ taesajŏn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 과학 백과 사전 출판사. 조선 말 사전. (평양 : 과학 백과 사전 출판사, 2004)

   Kwahak Paekkwa Sajŏn Ch’ulp’ansa. Chosŏn mal sajŏn (P’yŏngyang : 

Kwahak Paekkwa Sajŏn Ch’ulp’ansa, 2004)

한자 읽기 및 발음:

1. 張 三植. 大 漢韓 辭典. (서울 특별시 : 성문사, 1964) 

   Chang Sam-sik. Tae Han-Han sajŏn (Sŏul T‘ŭkpyŏlsi : Sŏngmunsa, 

1964)

2. 新 字典. ([Seoul] : 신문관, 1915 : Reprint : [Seoul] : 조 용승, 1973) Sin chajŏn. 
   ([Seoul : Sinmun’gwan, 1915 : Reprint : [Seoul] : Cho Yong-sŭng, 

1973]

부록 2: 보조동사 일람

기타 보조동사에 대해서는 제안 사전을 참고하시오. 

1. 가다 (진행) 늙어 간다, 되어 간다

2. 가지다 (보유) 알아 가지고, 잡아 가지고

3. 나다 (종결) 살아 나다, 살아 났다, 견뎌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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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다 (종결) 이겨 낸다, 참아 냈다

5. 놓다 (보유) 열어 놓다, 적어 놓다

6. 대다 (반복) 떠들어 댄다

7. 두다 (보유) 알아 둔다, 적어 두어라

8. 드리다 (수혜) 읽어 드린다, 도와 드린다

9. 버리다 (종결) 놓쳐 버리다, 끊어 버렸다 

10.  보다 (시행) 뛰어 본다, 먹어 보다, 입어 보다, 들어 보다

11.  쌓다 (반복) 웃어 쌓는다

12.  오다 (진행) 참아 오다, 견뎌 온다, 견뎌 온 

13.  있다 (상태) 깨어 있다, 피어 있다, 앉아 있다, 살아 있었다 

14.  주다 (수혜) 도와 주다

15.  지다 (피동) 넓어 지다, 이루어 진다, 예뻐 진다 

부록 3: 수량사 일람

기타 보조동사에 대해서는 제안 사전을 참고하시오. 

1. Amount : 양, 돈, 푼, 리, 전, 원

2. Animals : 마리, 필, 두, 손

3. Length : 자, 치, 푼, 마, 리, 마장, 발, 뼘 

4. Meals : 끼

5. People : 사람, 분, 명, 인

6. Quantity : 개, 가지, 그루, 포기, 자루, 켤레, 채, 대, 척, 장, 권, 짐, 쌈, 

두름, 돗, 쾌, 손, 바퀴, 단, 다발, 건

7. Time : 시, 분, 초, 일, 월, 년, 세기, 식경,

8. Volume : 섬, 가마니, 푸대, 말, 되, 홉, 통, 동이, 잔, 병, 접시, 그릇

9. Weight : 양, 돈, 푼, 근, 관

10. Width : 간, 평, 마지기, 정보



 한국어 로마자표기와 띄어쓰기 ❙ 175

부록 4: 접두사 일람

기타 보조동사에 대해서는 제안 사전을 참고하시오. 

1. 가 (假) - : 가건물, 가계약

2. 갓- : 갓스물

3. 강- : 강추위, 강호령, 강타자, 강행군

4. 개- : 개꿈, 개죽음, 개나발, 개수작, 개떡, 개망신, 개망나니

5. 고 (古)- : 고가구, 고문서, 고서적, 고시조

6. 고 (高)- : 고기압, 고소득, 고임금

7. 과 (過)- : 과보호, 과소비

8. 구 (舊)- : 구세대, 구시대, 구시가지

9. 군- : 군말, 군살, 군침, 군식구

10. 난 (難)- : 난공사

11. 날- : 날강도, 날고기

12. 냉 (冷)- : 냉가슴, 냉커피, 냉국

13. 노 (老)- : 노부부, 노총각, 노처녀

14. 늦- : 늦더위, 늦장마, 늦둥이, 늦바람

15. 다 (多)- : 다수확, 다목적, 다용도, 다방면

16. 담 (淡)- : 담갈색, 담청색

17. 대 (大)- : 대가족, 대기자 (大記者), 대보름, 대성공, 대선배

18. 덧- : 덧문,  덧니, 덧버선, 덧붙이다

19. 돌- : 돌미나리, 돌김, 돌미역

20. 되- : 되감다, 되돌아가다, 되찾다, 되잡다, 되살리다, 되씹다, 되새

기다

21. 뒤- : 뒤끓다, 뒤덮다, 뒤얽히다, 뒤흔들다

22. 들- : 들개, 들기름, 들국화, 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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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들이- : 들이마시다, 들이받다, 들이밀다, 들이닥치다

24. 막- : 막국수, 막노동, 막말, 막일, 막벌이, 막차, 막판

25. 맏- : 맏딸, 맏며느리, 맏아들

26. 말- : 말벌, 말매미

27. 맞- : 맞대결, 맞대면, 맞먹다

28. 맨- :  맨손, 맨바닥, 맨주먹

29. 맹- : 맹물, 맹탕

30. 맹 (猛)- : 맹공격,  맹활약

31. 명 (名)- : 명가수, 명문장, 명사수, 명배우

32. 몰- : 몰매, 몰표

33. 몰 (沒)- : 몰상식, 몰염치, 몰인정, 몰지각

34. 무 (無)- : 무감각, 무일푼, 무질서

35. 미 (美)- : 미소녀, 미남자

36. 미 (未)- : 미개척, 미결재, 미성년, 미완성, 미해결

37. 민- : 민소매, 민머리, 민며느리

38. 반 (反)- : 반비례, 반작용, 반지성적, 반체제

39. 백 (白)- : 백구두, 백여우, 백장미, 백포도주

40. 범 (汎)- : 범국민적, 범세계적, 범태평양

41. 복 (復)- : 복모음

42. 본 (本)- : 본계약, 본줄기, 본회의, 본뜻, 본고장, 본부인

43. 부 (不)- : 부도덕, 부자유, 부정확

44. 부 (副)- : 부반장, 부사장, 부산물, 부수입

45. 불- : 불호령, 불여우, 불개미

46. 불 (不)- : 불가능, 불규칙, 불균형

47. 비 (非)- : 비공개, 비공식, 비무장, 비민주적, 비인간적

48. 빗- : 빗대다, 빗면, 빗나가다, 빗맞다

49. 살- : 살얼음

50. 새- : 새까맣다, 새빨갛다 (색상에 대해서만 적용)

51. 샛- : 샛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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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생 (生)- : 생고기, 생쌀, 생나무, 생맥주, 생방송, 생트집, 생지옥

53. 선- : 선무당, 선웃음, 선하품

54. 선 (先)- : 선이자

55. 설- : 설익다

56. 성 (聖)- : 성만찬, 성주간

57. 소 (小)- : 소강당, 소규모, 소극장, 소문자, 소사전

58. 수- : 수꿩, 수탉

59. 수 (數)- : 수백, 수천

60. 숫- : 숫처녀

61. 시- : 시꺼멓다, 시퍼렇다

62. 시 (媤)- :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63. 신 (新)- : 신기록, 신세대, 신여성, 신제품

64. 실- : 실개천, 실눈, 실버들, 실핏줄

65. 싯- : 싯누렇다, 싯뻘겋다

66. 알- : 알곡, 알몸, 알밤, 알부자, 알거지

67. 양 (洋)- : 양과자, 양담배,  양약

68. 양 (養)- : 양부모, 양아들, 양아버지

69. 엇- : 엇갈리다, 엇나가다, 엇비슷하다

70. 여 (女)- : 여동생, 여배우, 여사장, 여학생

71. 역 (逆)- : 역방향, 역선전, 역수출, 역효과

72. 연 (延)- : 연건평, 연인원

73. 연 (軟)- : 연노랑, 연분홍 

74. 엿- : 엿듣다, 엿보다

75. 왕 (王)- : 왕방울, 왕소금, 왕고집

76. 외 (外)- : 외삼촌, 외숙모

77. 요 (要)- : 요시찰, 요주의

78. 웃- : 웃거름, 웃돈, 웃어른

79. 원 (原)- : 원위치, 원자재, 원줄기

80. 잔- : 잔가지, 잔꾀, 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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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잡 (雜)- : 잡것, 잡상인, 잡소리, 잡생각

82. 장 (長)- : 장거리, 장기간, 장시일

83. 재 (再)- : 재수술, 재시험, 재작년, 재확인

84. 저 (低)- : 저개발, 저기압, 저학년, 저혈압

85. 조 (助)- : 조감독, 조교수

86. 준 (準)- : 준결승, 준우승, 준회원

87. 중 (重)- : 중공업, 중금속, 중무기, 중과실, 중노동, 중환자

88. 진- : 진간장, 진국, 진보라 

89. 진 (眞)- : 진면모

90. 짓- : 짓누르다, 짓뭉개다, 짓밟다, 짓이기다

91. 찰- : 찰떡, 찰거머리

92. 참- : 참교육, 참뜻, 참말, 참사랑, 참숯

93. 처- : 처먹다, 처넣다, 처박다

94. 첫- : 첫사랑

95. 초 (超)- : 초강대국, 초당파, 초만원, 초자연

96. 총 (總)- : 총감독, 총결산, 총궐기, 총인구, 총파업

97. 최 (最)- : 최고위, 최우수, 최첨단

98. 치- : 치닫다, 치솟다

99. 친 (親)- : 친부모, 친할머니, 친삼촌, 친정부, 친미 

100. 토 (土)- : 토담, 토방

101. 통- : 통가죽, 통마늘, 통닭

102. 풋- : 풋고추, 풋과일, 풋사랑

103. 피 (被)- : 피보험, 피선거권, 피지배

104. 탈 (脫)- : 탈공업화, 탈공해, 탈냉전

105. 한- : 한걱정, 한시름, 한복판, 한가운데, 한겨울, 한밤중, 한집안

106. 핫- : 핫바지 

107. 항 (抗)- : 항암제, 항결핵제

108. 해- : 해맑다

109. 햇- : 햇감자, 햇곡식, 햇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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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헛- : 헛소문, 헛걸음, 헛고생, 헛되다, 헛살다, 헛디디다

111. 호 (好)- : 호경기, 호남자, 호시절

112. 호 (胡)- : 호떡, 호주머니, 호콩

113. 홀- : 홀몸, 홀아비, 홀어미

114. 홑-  : 홑바지, 홑이불

115. 휘-  : 휘감다, 휘날리다, 휘젓다

부록 5: 접미사 일람

기타 보조동사에 대해서는 제안 사전을 참고하시오. 

1. -가 (哥) : 김가,  이가

2. -가 (家) : 건축가, 소설가, 전술가, 자본가, 대식가, 명문가, 세도가

3. -가 (街) : 금융가, 대학가, 번화가, 주택가

4. -가 (歌) : 애국가, 유행가, 응원가

5. -가 (價) : 감정가, 소매가, 적정가, 최고가

6. -각 (閣) : 임진각, 판문각

7. -간 (間) : 대장간, 뒷간, 마구간, 방앗간, 외양간

8. –개 : 오줌싸개, 날개, 덮개

9. –고 (高) : 생산고, 수출고, 판매고

10. –곡 (曲) : 교향곡, 합창곡, 협주곡

11. –공 (工) : 견습공, 기능공, 숙련공, 인쇄공

12. –공 (公)  :  충무공

13. –과 (課)  :  인사과, 자재과

14. –관 (官)  :  경찰관, 법무관, 하사관

15. –관 (觀)  :  가치관, 교육관, 세계관, 인생관

16. –관 (館)  :  대사관, 도서관, 화관, 국일관

17. –광 (狂)  :  낚시광, 독서광, 수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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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광 (鑛)  :  금광, 석탄광

19. –구 (口)  :  통풍구, 하수구, 비상구, 출입구, 매표구

20.  –구 (具)  :  문방구, 필기구

21.  –국 (局)  :  보도국, 총무국

22.  –국 (國)  :  가맹국, 강대국, 선진국, 중립국

23.  –권 (券)  :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24.  –권 (圈)  :  고기압권, 상위권, 수도권

25.  –권 (權)  :  사법권, 평등권

26.  –금 (金)  :  격려금, 계약금, 기부금, 장학금, 찬조금

27.  –기 (氣)  :  기름기, 소금기, 시장기

28.  –기 (記)  :  방문기, 여행기, 일대기

29.  –기 (期)  :  유아기, 청년기, 환절기, 회복기

30.  –기 (器)  :  녹음기, 세면기, 주사기

31.  –기 (機)  :  경운기, 기중기, 비행기, 탈곡기

32.  –까짓 :  이까짓, 그까짓

33.  –깔 :  맛깔, 빛깔, 색깔, 성깔

34.  –꾸러기 :  심술꾸러기, 욕심꾸러기, 잠꾸러기

35.  –꾼 :  사기꾼, 사냥꾼, 구경꾼, 일꾼

36.  –내 :  겨우내, 여름내, 끝내, 마침내

37.  –네 :  동갑네, 여인네

38.  –단 (團)  :  방문단, 선수단, 회장단

39.  –담 (談)  :  경험담, 무용담, 성공담, 여행담

40.  –답다  :  남자답다, 너답다, 신사답다, 학생답다

41.  –당 (當)  :  마리당, 시간당, 평당

42.  –당 (堂)  :  경로당, 공회당

43.  –대 (代)  :  도서대, 신문대, 책대

44.  –대 (帶)  :  녹지대, 공감대, 분리대, 화산대

45.  –대 (臺)  :  억대

46.  –도 (度)  :  금년도, 작년도, 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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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 (島)  :  거제도, 백령도, 울릉도

48.  –도 (徒)  :  과학도, 문학도

49.  –도 (圖)  :  산수도, 설계도

50.  –동 (洞)  :  석회동, 종유동

51.  –들  :  나라들, 사람들, 책들

52.  –뜨기  :  사팔뜨기, 촌뜨기, 시골뜨기

53.  –로 (路)  :  교차로, 활주로, 세종로, 종로

54.  –로 (爐)  :  경수로, 용광로, 원자로

55.  –론 (論) :  경제론, 국부론

56.  –롭다 :  명예롭다, 수고롭다, 신비롭다, 향기롭다

57.  –료 (料) :  관람료, 수업료, 원고료, 입장료, 조미료, 향신료

58.  –루 (樓) :  경회루, 회 루

59.  –류 (流) :  낭만파류

60.  –류 (類)  :  금속류, 식기류, 야채류

61.  –률 (律)  :  결합률, 도덕률, 희석률

62.  –률 (率)  :  경쟁률, 사망률, 입학률, 출생률

63.  –리 (裡)  :  비밀리, 성황리, 암암리

64.  –림 (林)  :  국유림, 방풍림, 보호림, 휴양림

65.  –막  :  내리막, 오르막

66.  –매  :  눈매, 몸매, 입매

67.  –모 (帽) :  등산모, 방한모, 안전모

68.  -문 (文) :  감상문, 기행문, 논설문, 설명문

69.  –물 (物) :  농산물, 불순물, 청과물, 해산물

70.  –민 (民) :  유목민, 수재민, 실향민, 피난민

71.  –발 (發) :  대전발 열차

72.  –발  :  끗발, 눈발, 서릿발

73.  –뱅이  :  가난뱅이, 게으름뱅이, 주정뱅이

74.  -범 (犯) :  살인범, 정치범, 현행범

75. –법 (法)  :  계산법, 교수법, 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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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별 (別)  :  능력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77. –보  :  겁보, 먹보, 심술보, 울보, 웃음보

78. –보 (補)  :  차관보

79. –복 (服)  :  신사복, 위생복, 체육복

80. –부 (附)  :  기한부, 시한부, 조건부

81. –부 (部)  :  중심부, 어휘부

82. –분 (分)  :  감소분, 증가분, 당분, 양분, 지방분

83. –붙이  :  살붙이, 일가붙이, 피붙이, 금붙이, 쇠붙이

84. –비 (費)  :  교통비, 도서비, 생계비, 하숙비

85. –빼기  :  곱빼기

86. –사 (士)  :  감정사, 변호사, 세무사

87. –사 (史)  :  문학사, 서양사, 정치사, 한국사

88. –사 (寺)  :  불국사, 수덕사

89. –사 (事)  :  관심사, 세상사, 인간사, 중대사

90. –사 (社)  :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91. –사 (師)  :  미용사, 사진사, 요리사

92. –사 (詞)  :  명사, 동사, 형용사

93. –사 (辭)  :  개회사, 기념사, 취임사

94. –상 (上)  :  미관상, 사실상, 역사상

95. –상 (狀)  :  나선상, 방사상

96. –상 (商)  :  건재상, 도매상, 포목상

97. –새  :  걸음새, 꾸밈새, 모양새, 쓰임새, 짜임새

98. –생 (生)  :  갑자생, 10월생, 1년생, 견습생, 연구생

99. –석 (席)  :  경로석, 관람석, 내빈석, 특별석

100. –선 (船)  :  여객선, 유람선, 화물선

101. –선 (腺) :  구강선, 내분비선, 점액선

102. –선 (線) :  경부선, 장항선, 호남선

103. –선 (選) :  걸작선, 명시선, 문학선

104. –설 (說) :  지동설, 진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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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성 (性) :  순수성, 신축성, 인간성, 적극성, 진실성

106. –소 (所) :  강습소, 교습소, 연구소

107. –수 (手) :  소방수, 교환수, 공격수

108. –수 (囚) :  미결수, 양심수, 탈옥수

109. –순 (旬) :  육순, 칠순

110. –순 (順) :  도착순, 선착순, 연령순

111. –술 (術) :  공격술, 사격술, 최면술, 화장술

112. –시 (視) :  등한시, 백안시, 적대시

113. –실 (室) :  기획실, 홍보실, 숙직실, 양호실

114. –아 (兒) :  패륜아, 풍운아, 행운아

115. –아치  :  벼슬아치

116. –암 (庵) :  관음암, 연주암

117. –암 (巖) :  변성암, 석회암, 화강암

118. –애 (愛) :  동포애, 모성애, 조국애

119. –액 (額) :  수입액, 수출액, 예산액, 초과액

120. –양 (孃) :  교환양, 안내양

121. –어 (語) :  중국어, 한국어, 고유어, 외래어

122. –업 (業) :  건설업, 관광업, 수산업

123. –연 (然) :  학자연

124. –옥 (屋) :  강남옥, 춘천옥

125. –왕 (王) :  발명왕, 저축왕

126. –용 (用) :  개인용, 사무용, 업무용, 업용

127. –원 (員) :  공무원, 수행원, 회사원

128. –원 (院) :  감사원, 보육원, 양로원

129. –원 (園) :  유치원, 동물원

130. –율 (律) :  교환율, 반사율

131. –율 (率) :  감소율, 백분율, 이혼율

132. –이  :  길이, 송충이, 재떨이, 목걸이

133. –자 (子) :  미립자, 유전자,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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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작 (作) :  당선작, 대표작, 야심작, 처녀작, 이모작, 평년작

135. –잡이  :  고기잡이, 고래잡이, 왼손잡이, 총잡이

136. –장 (丈) :  노인장, 주인장, 춘부장

137. –장 (狀)  :  감사장, 임명장, 연하장, 초청장

138. –장 (帳)  :  매출장, 출납장, 일기장

139. –장 (張)  :  구름장, 얼음장

140. –장 (場)  :  경기장, 사격장, 회담장

141. –장이  :  미장이, 유기장이

142. –재 (材)  :  가구재, 건축재, 한약재

143. –쟁이  :  거짓말쟁이, 겁쟁이, 게으름쟁이, 고집쟁이

144. –적 (的)  :  가급적, 과학적, 세계적, 적극적

145. –전 (展)  :  개인전, 미술전, 발명전, 서예전

146. –전 (殿)  :  대웅전, 석조전, 무량수전

147. –전 (戰)  :  국지전, 세균전, 전면전, 결승전, 후반전

148. –전 (傳)  :  자서전, 위인전, 명인전

149. –점 (店)  :  백화점, 양복점, 음식점

150. –정 (亭)  :  세검정, 팔각정, 우미정

151. –정 (艇)  :  경비정, 잠수정

152. –정 (錠)  :  당의정

153. –제 (制)  :  추첨제, 내각제

154. –제 (祭)  :  기우제, 예술제, 위령제, 추모제

155. –제 (製)  :  강철제, 금속제, 독일제, 한국제

156. –제 (劑)  :  소화제, 진통제

157. –조 (朝)  :  세종조, 조선조, 고려조

158. –족 (族)  :  만주족, 몽고족, 장발족, 제비족

159. –종 (種)  :  개량종, 재래종, 희귀종

160. –주 (主)  :  고용주, 세대주, 건물주

161. –주 (酒)  :  과일주, 포도주

162. –증 (症)  :  결벽증, 빈혈증, 현기증,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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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증 (證)  :  신분증, 자격증, 출입증, 학생증

164. –지 (地)  :  간척지, 거주지, 목적지, 휴양지

165. –지 (紙)  :  포장지, 모조지, 창호지

166. –지 (誌)  :   여성지, 월간지, 일간지, 주간지

167. –진 (陣)  :  간부진, 보도진, 의료진, 임원진

168. –질  :  가위질, 부채질, 주먹질, 딸꾹질

169. –집 (集) :  논문집, 단편집, 시집, 수필집

170. –짝  :  낯짝, 볼기짝

171. –째  :  그릇째, 뿌리째, 통째

172. –쩍다  :  겸연쩍다, 미심쩍다, 수상쩍다

173. –쯤  :  내일쯤, 어디쯤, 이쯤, 얼마쯤

174. –차 :  사업차, 연구차

175. –창  :  시궁창, 진창

176. –창 (廠) :  기지창, 병기창, 피복창

177. –채  :  바깥채, 사랑채, 행랑채

178. –책 (責) :  선전책, 조직책

179. –책 (策)  :  개선책, 보호책, 수습책, 해결책

180. –처 (處)  :  접수처, 판매처, 총무처

181. –천 (川)  :  중랑천, 청계천

182. –철 (綴)  :  서류철, 신문철, 자료철

183. –첩 (帖)  :  사진첩, 서화첩

184. –청 (廳)  :  검찰청, 관세청, 구청

185. –체 (體)  :  유동체, 직육면체, 기업체, 허약체, 고딕체, 구어체

186. –층 (層)  :  고객층, 노년층, 상류층, 화강암층, 이온층

187. –치 (値)  :  기대치, 평균치

188. –통 (通) :  외교통, 종로통

189. –파 (波) :  전자파, 충격파

190. –판: (版) : 재판, 개정판, 증보판

191. –품 (品) :  가공품, 모조품,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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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풍 (風) :  도시풍, 복고풍, 민요풍

193. –학 (學) :  경제학, 역사학

194. –항 (港) :  자유항, 무역항, 속초항

195. –해 (海) :  다도해, 지중해

196. –행 (行) :  광주행, 부산행

197. –형 (形) :  계란형, 나선형, 삼각형

198. –형 (型) :  권력형, 비만형, 수재형

199. –호 (號) :  무궁화호, 새마을호

200. –화 (化) :  기계화, 도시화, 민주화

201. –화 (畵) :  동양화, 수채화, 풍경화

202. –히  :  다행히, 무사히, 열심히, 원히

부록 6: 불완전 명사 일람

기타 불완전 명사에 대해서는 제안 사전을 참고하시오.

1. 것

2. 겸

3. 김

4. 깐

5. 나름

6. 나위

7. 나절

8. 녘

9. 노릇

10.  놈

11.  대로

12.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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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둥

14.  듯

15.  등

16.  등지

17.  따름

18.  따위

19.  딴

20.  때문

21.  리

22.  마련

23.  만

24.  만큼

25.  무렵

26.  바

27.  바람

28.  분

29.  뻔

30.  뿐

31.  셈

32.  수

33.  십상

34.  양

35.  이

36.  일쑤

37.  자

38.  적

39.  줄

40.  즈음

4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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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위치 로마자 표기규칙 예시

ㄱ

머리글자 

(initial)
항상 K 국어 Kugŏ

형태소 

중간글자 

(medium)

1. 모음 사이에서나  ㄴ, ㄹ, ㅁ, ㅇ 뒤에

서 G

2. ㄴ, ㄹ, ㅁ 앞에서 NG

3. 기타 자음 앞이나 뒤에서 K

물건 mulgŏn 전기 chŏn’gi

국민 kungmin

합계 hapkye

끝글자 

(final)
항상 K 조국 choguk

42.  지경

43.  쪽

44.  참

45.  채

46.  척

47.  체

48.  축

49.  치

50.  터

51.  턱

52.  통

53.  폭

54.  해

부록 7: 한국어 로마자 표기 표

이 표에서는 한국어 로마자 표기 규칙의 일반적 적용에 관해 설명한다. 예외사항

은 위에 있는 한국어 로마자표기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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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위치 로마자 표기규칙 예시

ㄴ
머리글자 

1. ‘ㅣ’ 앞이나 복모음 앞에서 로마자 표

기하지 않음

2. 기타 모음 앞에서 N

녀자 yŏja 닐곱 ilgop

농민 nongmin 

형태소 

중간글자

1. ㄹ이 뒤나 앞에 오면 L

2. 그 외에는 N

달님 tallim 한류 Hallyu

미나리 minari

끝글자 항상 N 강산 kangsan

ㄷ

머리글자 항상 T 다섯 tasŏt

형태소 

중간글자

1. 모음 사이나 ㄴ, ㅁ, ㅇ 뒤에서 D 

2. ㄱ, ㅂ, ㄹ, ㅅ 다음 T

3. ㄴ 앞 종성으로 쓰일 때 N 

4. 기타 자음 앞 종성으로 쓰일 때 T 

무당 mudang 만두 mandu

합동 haptong 율동 yultong

치닫는 ch’idannŭn
숟가락 sutkarak 묻다 mutta

끝글자 항상 T 곧 kot

ㄹ

머리글자 

1. ‘ㅣ’ 이나 복모음 앞에서 로마자 표기

하지 않음

2. 기타 모음 앞에서 N

력사 yŏksa 리론 iron

론술 nonsul

형태소 

중간글자

1. 모음 사이나 ㅎ 앞에서 R

2. 기타 자음 앞에서 또는 ㄴ과 ㄹ 
뒤에서 L

3. 기타 자음 뒤에서 N

마루 maru 발해 Parhae

물리학 mullihak

종로 Chongno

끝글자 항상 L 오솔길 osolkil

ㅁ

머리글자 항상 M 목수 moksu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M 나무 namu 몸살 momsal

끝글자 항상 M 보석함 posŏk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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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머리글자 항상 P 발표 palp’yo

형태소 

중간글자

1. 모음 사이나 ㄴ, ㄹ, ㅁ, ㅇ 뒤에 B

2. ㄴ, ㄹ, ㅁ 앞에서 M

3. 기타 자음 앞 또는 뒤에서 P

갈비 kalbi 냄비 naembi

섭리 sŏmni 잡무 chammu

접시 chŏpsi 문법 munpŏp
끝글자 항상 P 헌법 hŏnpŏp

 ㅅ

머리글자 
1. ‘ㅟ’ 앞에서 SH

2. 기타 모음 앞에서 S

쉽게 shwipke

상업 sangŏp

형태소 

중간글자

1. ‘ㅟ’ 앞에서 SH

2. 기타 모음 앞에서 S

3. 합성어의 경우 ‘ㅣ’와 복모음 앞에서 종

성으로 쓰일 때 NN 

4. 한 단어일 경우 ‘ㅣ’와 복모음 앞에서

종성으로 쓰일 때 S  

5. ㄱ, ㄷ, ㅂ, ㅅ, ㅈ, ㅎ 앞에서 종성으로

쓰일 때 T

6. 그 외 모든 다른 모음 뒤에서 접두사의

종성으로 쓰일 때 D

아쉬운 ashwiun

농산물 nongsanmul 웃음 usŭm
옛일 yennil 숫양 sunnyang

깨끗이 kkakkŭsi

못하다 mothada

엇갈린 ŏtkallin
웃옷 udot 첫아들 ch’ŏdadŭl

끝글자 항상 T 삿갓 satkat

 ㅇ
머리글자 로마자 표기 안 함 얼굴 ŏlgul
형태소 

중간글자

1. 초성으로 쓰일 때 로마자 표기 안 함

2. 종성으로 쓰일 때 NGl

독일 Togil 금융 kŭmyung

농민 nongmin

끝글자 항상 NG 사랑 sarang

ㅈ

머리글자 항상 CH 진리 chilli

형태소 

중간글자

1. 모음 사이에서 또는 ㄴ, ㅁ, ㅇ 뒤에서 J

2. 그 외 모든 자음 뒤에서 CH

3. ㄴ, ㅁ 앞 종성으로 쓰일 때 N 

4. 기타 자음 앞에서 종성으로 쓰일 때 T 

도장 tojang 민족 minjok

목장 mokchang

젖니 chŏnni 젖먹이chŏnmŏgi
짖다 chitta

끝글자 항상 T 빚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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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머리글자 항상 CH’ 차별 ch’abyŏl

형태소 

중간글자

1. 초성에서 항상 CH’ 
2. ㄴ, ㅁ 앞 종성에서 쓰일 때 N 

3. 기타 모든 자음 앞에서 종성으로 쓰일 

때 T 

4. 모음 앞 종성으로 쓰일 때 J 

김치 kimch’i
빛낸 pinnaen

찾다 ch’atta 
쫓기다 ch’otkida
찾아 ch’aja

끝글자 항상 T 장미꽃 changmikkot

ㅋ
머리글자 항상 K’ 코끼리 k’okkiri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K’ 단칸방 tank’anpang 

끝글자 항상 K 동녘 tongnyŏk

 ㅌ

머리글자 항상 T’ 태풍 t’aep’ung

형태소 

중간글자

1. 모음 앞이나 ㄱ, ㄷ, ㄹ, ㅂ, ㅅ, ㅇ,ㅈ
다음에서 쓰일 때 T’ 

2. ㄱ, ㄷ, ㅅ, ㅈ 앞에서 쓰일 때 T 

3. 합성어의 경우 ‘ㅣ’나 ㄴ, ㅁ 앞에서 

쓰일 때 N

국토 kukt’o 같은 kat’ŭn

같던 kattŏn 낱셈 natsem

밭일 pannil 낱말 nanmal

끝글자 항상 T 햇볕 haetpyŏt

ㅍ
머리글자 항상 P’ 편지 p’yŏnji
형태소 

중간글자

1. 초성으로 쓰일 때 항상 P’l
2. 종성으로 쓰일 때 P 

병풍 pyŏngp’ung
짚신 chipsin

끝글자 항상 P 풀잎 p’ullip

ㅎ

머리글자 항상 H 황금 hwanggŭm

형태소

중간글자 *

1. ㄱ, ㅂ, ㅅ 다음 초성으로 쓰일 때 H 

2. ㄷ, w 다음 초성으로 쓰일 때 CH’ 
3. 모음 앞에서 종성으로 쓰일 때 로마자 

표기하지 않음 

4. ㄴ 앞 종성으로 쓰일 때 NN 

북한 Pukhan

잊혀진 ich’yŏjin
낳은 naŭn

낳는 nannŭn
끝글자 항상 T 히읗 hiŭ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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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

머리글자 항상 KK 까마귀 kkamagwi

형태소 

중간글자 

1. 항상 KK (ㄱ 뒤에서는 예외)

2. 모음 앞 종성으로 쓰일 때 KK

3. 기타 자음 앞 종성으로 쓰일 때 

깔끔 kkalkkŭm 

호박꽃 hobakkot

낚이다 nakkida 

묶음 mukkŭm 낚시 naksi

끝글자 적용 안됨  

ㄸ

머리글자 항상 TT 땅 ttang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TT 찰떡 ch’alttŏk

끝글자 적용 안됨  

ㅃ

머리글자 항상 PP 빨래 ppallae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PP 오빠 oppa

끝글자 적용 안됨  

ㅆ

머리글자 항상 SS 씨름 ssirŭm

형태소 

중간글자 

1. 초성으로 쓰일 때나 모음 사이에서 

항상 SS

2. ㄴ 앞 종성에서 N

3. 기타 자음 앞 종성에서 T

불쌍 pulssang 

있으며 issŭmyŏ
있는 innŭn 있냐 innya

했다 haetta 오갔고 ogatko

끝글자 적용 안됨  

ㅉ

머리글자 항상 TCH 짜증 tchajŭng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TCH 가짜 katcha

끝글자 적용 안됨  

* 중간글자 종성 ㅎ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로마자 표기 규칙 7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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