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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드대학교, 하바드옌칭도서관,

그리고 한국관에 대하여

1

강 미 경*1)

1. 서 론

하바드옌칭도서관은 서구의 동아시아학 관계 연구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바드옌칭도서관의 강령1)에 나타나는 도서관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바드대학교도서관 소속 하바드옌칭도서관은 동아시아학에 관한 탁월한 장서

를 소장한다. 도서관은 하바드대학교 및 가능한 한 폭넓은 학술 커뮤니티를 포함한 

동아시아학 관련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따라서 하바드옌칭도서관 내의 한국관도 하바드대학교 및 외부 학자들의 한국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하바드옌칭도서관과 한국관

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바드대학교와 도서관, 한국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하바드 내의 한국학 현황과 하바드대학교, 하바드대학교도서관에 

 * 하바드대학교 하바드옌칭도서관 한국관 담당 사서

1) 하바드옌칭도서관 연간보고서 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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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먼저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하바드옌칭도서관과 한국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하바드대학교와 대학도서관

미국 내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알려진 하바드대학교는 청교도들이 1629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도착한 지 16년 만인 1636년에 설립되었다. ‘하바드’라는 학교명은 

학교의 최초 기부자인, 찰스타운의 젊은 목사 던 존 하바드(John Harvard)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1638년, 하바드(Harvard) 목사는 개인장서와 재산의 반을 학교에 기증하 고, 

하바드 목사가 기증한 개인장서 400권은 현 하바드대학교도서관의 모태가 되었다.2)

하바드대학교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의 캠브리지와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으

며, 현재 2,100여 명의 교수진, 10,000명 이상의 병원 교수진과 6,700여 명의 학부생을 포

함한 21,000여 명 정도의 학생, 그리고 약 12,000여 명 정도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3) 

‘베리타스(Veritas = 진리)’라는 건학이념 아래, 하바드는 세계 최상위권 대학으로 종종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림 1  하바드대학교 건학이념 – 베리타스(진리)

2) 하바드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arvard.edu/history

3) 하바드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arvard.edu/harvard‐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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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8대 총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파우스트 박사는 하바드 문리대 역사학과 교수로

서, 375년의 대학 역사 상 첫 여성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림 2  하바드대학교 야드 전경

하바드대학교도서관은 1638년에 설립된 것으로, 미국 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

로 알려졌다. 전통적 개념의 장서가 거의 1,700만 권에 다다르는 대학교도서관 소장도서

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존 하바드(John Harvard)가 1638년에 기증한 400권에서 확장된 

것이다. 현재 하바드에는 73개의 분관이 한 시스템 아래 모여 있어, 현존하는 학술도서

관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미국 의회도서관, 

국도서관, 뉴욕공공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함께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로 이

름 나있다.4)

1638년 설립 이후 18세기 무렵, 이미 하바드도서관은 미 대륙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자리 잡았으나, 1764년 화재로 도서관 대부분의 책들이 소실되었다. 이때, 소실된 장서를 

보충하기 위해 도서기증을 비롯한 여러 기부가 잇따랐는데, 이 중 토마스 홀리스라는 

국사람은 수천 권의 책을 하바드도서관에 기증했고, 1774년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도서기증을 계속했으며, 500 파운드를 책 구입용 자금으로 유증하 다. 이 자금이 하바

4) 하바드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http://hul.harvard.edu/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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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최초 책 구입 자금으로 자리하면서, 현재까지 이 자금으로 책이 구입되고 있으며, 

이를 기념해 기증자 이름인 홀리스(HOLLIS)를 도서관 온라인 목록의 이름인 ‘하바드 온

라인 도서관 정보 시스템(Harvard On‐Line Library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와 동일하

게 만들어 쓰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홀리스는 평생 하바드를 방문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다른 학술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하바드도서관은 모든 매체의 정보를 망라해 구입, 정

리, 제공,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 소장자료는 전통적인 출판자료부터 빠르게 확장

되고 있는 전자자료까지 다양한 범위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도서관의 역사가 오래

된 관계로, 자료 역시 상대적으로 오래된 것들이 많음에 따라, 비교적 역사가 짧은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 자료 보존은 하바드도서관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하바드도서관 분관 중 가장 큰 그룹에 해당하는 하바드칼리지도서관(Harvard College 

Library, HCL)은 강령5)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바드칼리지도서관은 문리대학과 하바드대학교 전체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이 기본 책임 외에 가능한 한 폭넓은 학술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도서관은 모든 매체와 포맷으로 된 학술자료들을 구입, 정리, 보존하여 접근 가능

하도록 한다. 

도서관은 대학 내에서 혹은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대한 지적 접

근권 제공과 자료 이용을 위한 지원 및 교육, 그리고 연구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5) 하바드칼리지도서관 홈페이지 http://hcl.harvard.edu/about_hcl/mission_statement.cf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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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바드칼리지도서관 리스트

위 HCL강령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바드도서관은 연구, 교육,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학자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와이드너도서관 열람실 전경

현재 전체 73개의 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바드도서관 시스템 중 가장 크며, 제일 

잘 알려진 도서관 빌딩은 와이드너도서관이다. 와이드너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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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장서를 갖추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이 도서관은 책

을 비롯한 학술지, 마이크로필름, 사진, 팸플릿, 포스터, 음성자료, 전자자료 등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5  와이드너도서관 외관 전경

와이드너도서관의 인문 사화과학 분야의 장서는 역사, 문학, 사회문제, 세계문화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특히,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의 지방사 자료, 유태인학, 라틴아메리

카학, 중동학, 슬라브학, 아시아학, 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칸디나비아, 그리스, 라

틴 관계 자료들 중심으로 수집되었으며, 이 지역학 내에서는 언어학, 고대 및 근대 언어, 

민속학, 경제학, 과학기술사,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주제분야가 탁월한 장서를 소장

하고 있다.6)

도서관은 100개 이상의 언어로 된, 거의 세계 모든 국가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다

양한 장서를 구축하고자 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서, 와이드너도서관은 하바드 내의 연

구자들뿐만이 아니라 외부 연구자들에게도 학문 연구의 훌륭한 도구로 충실히 이용되고 

있다.

와이드너도서관의 공식명칭은 ‘해리엘킨스와이드너기념도서관(Harry Elkins Widener 

Memorial Library)’이다. 이 건물은 해리 엘킨스 와이드너(Harry Elkins Widener)의 모친 엘

리노어 엘킨스 와이드너(Eleanor Elkins Widener) 여사의 기부에 의해 1915년에 지어졌다. 

6) 와이드너도서관 홈페이지 http://hcl.harvard.edu/libraries/widener/history.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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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엘킨스 와이드너(Harry Elkins Widener)는 타이티닉호의 침몰로 사망한1907년도 하

바드 졸업생이다. 이 도서관 건물은 1999년에서 2004년까지의 보수공사를 통해 장기 보

존 및 장서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자 공간을 확장하 으며, 냉·난방, 습도, 환기 시설을 개

선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1915년에 지어진 건물에 도입하 다. 하지만 원래의 건물 구조

는 그대로 남겨 놓았으며, 약 3,300권에 달하는 해리 엘킨스 와이드너(Harry Elkins 

Widener) 컬렉션도 여전히 도서관 내에 위치한 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다. 오늘날까지 매

주 화병에 생화를 준비해 기념관 내에 있는 해리의 책상에 놓고 있는데, 이는 와이드너 

여사가 제시한 기부 조건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함이다.

3. 하바드 내 한국학과 한국학연구소

하바드 내에서의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은 주로 한국학연구소를 중

심으로 지원 운 되고 있다. 한국학연구소는 1981년에 페어뱅크동아시아학연구센터

(Fairbank Center for East Asian Research) 아래 설립되었다. 이후, 1993년에 문리대 직속기

관으로 편성되었고, 현재 하바드 내에서 한국학 발전과 지원에 힘쓰는 유일한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6  하바드 한국학연구소 홈페이지

고(故)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 Wagner) 교수가 첫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초기 연구소 활동에 크게 힘썼다. 와그너 교수가 소장으로 재임했던 기간 동안에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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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Korea Colloquium)이 처음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을 위해 처음으로 여름 여행경

비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1993년 이후로 한국학연구소는 카터 에커트(Carter J. Eckert) 교

수가 소장으로 역임하면서 크게 확장되어, 다양한 학생장학금과 보조금, 박사후 과정 장

학금, 대학원생 장학금 등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2004년 데이비드 맥캔

(David McCann) 교수가 제3대 연구소장으로 취임하 고, 이후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

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의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2011년, 연구소의 제4대 소장으로 김선

주 교수가 취임하여 하바드 내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7)

한국학연구소는 하바드에서 지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 역동적이고도 필수 불가결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수진과 학생, 박사후 과정생을 중심으로 코리아 콜로키움을 비롯

한 다양한 강의, 워크숍, 학회가 연구소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연구소에는 여러 교환교

수들과 관련 학자들이 방문학자 자격으로 상주하고 있기도 하다. 이 외의 활동으로는 한

국학 범위 내에서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한국

화 스크리닝, 문화 이벤트 등이 있다.

또한 한국학연구소는 대학 내 다른 연구센터나 부서들과 연계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의 여러 기관과 학자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현재, 네 

명의 한국학 교수진과 한국어 프로그램 강사들이 하바드의 한국학 분야에서 활발히 활

동하고 있으며, 한국학연구소는 올해 30주년을 맞는다.

4. 하바드옌칭도서관

하바드옌칭도서관의 역사는 그 동안 도서관 강령에 비추어 어떻게 장서가 개발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공식 도서관 출범은 1928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바드옌칭도

서관 장서의 역사는 18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9년 중국어 강의가 하바드대학교에

서 처음 커리큘럼의 하나로 개설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에 관여하던 보스턴 지역 주민 그

룹이 고쿤화(戈鯤化)라는 저장성(浙江省) 지역 닝보시(宁波市) 출신 중국학자를 하바드의 

중국어 강사로 초빙했다. 그때, 고쿤화(戈鯤化)는 중국어 수업을 위해 책을 들여왔고, 이 

7) 하바드 한국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korea.fas.harvard.edu/about‐korea‐institute‐harvard‐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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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이 하바드대학교에 입수된 동아시아 언어로 된 첫 중국어 컬렉션이 됨으로써, 중

국어 장서의 시작점이 되었다. 일본어 장서도 비슷한 경우로, 1914년에 두 명의 일본학 

교수인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와 아네자키 마사하루(姉崎正治)가 하바드에서 강의

를 하기 위해 가져온 중국학과 불교학 관련 책들을 하바드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1928년에 4,526권의 중국책과 1,668권의 일본책으로 이루어진 두 언어의 컬렉션

이 하바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부설 도서관으로 새로 설립된 중국어‐일
본어도서관(Chinese‐Japanese Library)으로 이전되면서 도서관이 공식출범 되었다.8)

그림 7  하바드옌칭도서관 전경

하바드옌칭연구소 부설 중국어‐일본어도서관 아래 한국관은 1951년에 정식으로 출범

되었고, 도서관 장서의 종류가 확장됨에 따라, 1965년에 도서관 명칭이 중국어‐일본어도

서관에서 하바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으로 바뀌었다. 현재, 하바드옌칭도

서관은 동아시아학 관련 5개(중국관, 일본관, 한국관, 베트남관, 서양어관) 언어관으로 이

루어져 있다. 행정적으로는 1976년에 하바드옌칭연구소에서 하바드칼리지도서관(Harvard 

College Library)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하바드옌칭도서관은 동아시아학 연구를 위한 대학도서관으로서는 서구에서 가

장 큰 규모로 알려졌으며, 한국관 장서 163,000여 권을 포함하여 전체 130만 권이 넘는 

규모의 장서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1,200여 종의 한국어 정기간행물 구독을 포함하여, 

전체로는 9,400여 종의 정기간행물들을 구독하고 있다.9)

하바드옌칭도서관 장서는 주로 동아시아 관련 인문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되

8) 하바드옌칭도서관 홈페이지 http://hcl.harvard.edu/libraries/harvard‐yenching/history.cfm
9) 하바드옌칭도서관 홈페이지 http://hcl.harvard.edu/libraries/harvard‐yenching/collections/index.cfm#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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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점점 동아시아학 관련 모든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도서관은 하바드 내부 학생들과 교수진뿐만 아니라, 외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생, 

교수, 학자들에게도 개방되어, 소속 기관 증명서를 제시하고 도서관에 등록 절차를 밟고 

나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5. 하바드옌칭도서관 한국관

하바드옌칭도서관의 공식기록에 따르면, 한국관의 시작은 하바드옌칭연구소 소속 중

국어‐일본어도서관에서 발견된 372권을 가지고 1951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초대 하바

드옌칭도서관 관장인 주 가이밍(Kaiming Ch’iu 裘開明) 관장이 중국장서와 일본장서 중

에서 372권이 한국고서인 것을 발견 ․ 확인한 후, 이미 하바드 내에서 한국장서의 필요성

이 분명해 짐에 따라, 이 372권을 가지고 한국부를 창설하 다고 한다.10) 

1952년에 하바드에서는 처음으로 서두수 박사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었고, 1958년에

는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 Wagner) 교수가 첫 한국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동시에, 

김성하 선생이 첫 한국관 관장으로 임명되어 한국관의 한국장서 개발을 시작하 다.

다음 두 책에 하바드옌칭도서관 한국관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잘 서술되어 있다.

윤충남. 하바드 한국학의 요람 : 하바드 옌칭 도서관 한국관 50년 / 윤충남 엮음; 

Cradle of Korean Studies at Harvard University. 초판. 서울특별시: 을유문화사, 

2001. 

---. 하바드 옌칭 한국관 자료연구 / 윤충남 엮음; Studies on the Korean Materials in the 

Harvard‐Yenching Library. 초판. 서울특별시: 경인문화사, 2004. 

10) 하바드 한국학의 요람: 하바드 옌칭 도서관 한국관 50년(서울특별시: 을유문화사, 20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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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드옌칭도서관 한국관 장서들 중, 특히 다음의 자료들이 한국학 학자들과 연구자들

에게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5.1. 한국고서

도서관에는 현재 약 4,000종 12,700여 책의 한국고서가 소장되어 있다. 한국고서 컬렉

션의 대부분은 원본이 한적 형태로 제본되어 있고, 한문 혹은 옛 한글들로 쓰인 인쇄본

이나 필사본들이다. 한국고서 컬렉션은 대부분 1910년 이전 간행물들이나, 예외로 몇몇

은 일제 강점기 시대 출판물들인 경우도 있다. 1980년 김성하 선생 보고서에 따르면, 대

부분의 고서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와그너(Wagner) 교수와 연세대 민 규 교수

의 지원 아래 김성하 선생에 의해 입수된 책들이다.11)

한국고서 컬렉션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222년에 출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서하선

생집(西河先生集)으로서, 고려시대 말기의 시인 임춘(林椿)의 문집이다. 이 책을 포함하

여, 한국고서 컬렉션에는 약 400종의 지방지, 약 400종의 족보, 약 450종의 한국종교 관

련 고서, 약 450종의 방목실기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 외에 옛 한글로 쓰인 고소설 책들

과 의학 책, 교과서 자료 및 다른 다양한 주제분야의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12)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고서 전문가들에 의해 하바드옌칭도서관의 한국고서 컬렉션 

전체에 대한 검토와 해제 작업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한국관 관장인 윤충남 선생이 총 

5권으로 된 “The annotated catalogue of Korean rare books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를 2005년 은퇴 직전에 출판하 다. 이 책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金成煥, Choong‐Nam Yoon. 하바드燕京圖書館韓國貴重本解題; The Annotated Catalogue 

of Korean Rare Books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서울

특별시: 景仁文化社, 2005.

2007년 7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 하에 3년 프로젝트로 기획된 한국고서 디지털

11) 하바드 한국학의 요람: 하바드 옌칭 도서관 한국관 50년(서울특별시: 을유문화사, 2001). 4‐5.
12) 하바드 옌칭 한국관 자료연구(서울특별시: 경인문화사,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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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디지털화 대상으로는 한국에 없다고 판명된 고서들이 선정되

었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필사본과 희귀한 인쇄본들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 프로젝

트가 시작된 2007년 초,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전문가 두 명이 조사한 결과, 총 469종 

952책이 한국에 없는 고서라고 판명되었으며, 2010년 프로젝트 결과로는 총 473종 964책

이 디지털화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민속원의 지원으로 새로운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72종 

195책의 고서가 디지털화 된 바 있다. 현재까지는 총 545종 1,159책이 디지털화 되어있다. 

이 두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 된 고서들은 현재 하바드의 온라인 목록인 홀리스(HOLLIS, 

http://hollis.harvard.edu)와 홀리스클래식(HOLLIS Classic, http://hollisclassic.harvard.edu)을 

통해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다.

한 예로, 아래 스크린캡쳐 화면과 같이, PDS(Harvard University’s Page Delivery Service) 

상에서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 http://nrs.harvard.edu/urn‐3:FHCL:1199847)의 표지 이미지

를 누구나 볼 수 있다. 한국 고서들은 원래의 장정 형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앞 표지부

터 뒷 표지까지 모두 스캔되었는데, 어떤 고서들은 도서관에 입수된 후 관내에서 새롭게 

제본되었고, 어떤 책들은 원 장정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앞 표지가 원전의 표지가 아닌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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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스크린캡쳐 화면은 숙천제아도의 일부인 1800년대의 한국관아의 자세한 지도를 

잘 보여준다.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PDF 이미지 파일을 인쇄할 수도 있다.

모든 디지털화된 한국고서들을 홀리스클래식(HOLLIS Classic)에서 볼 수 있도록 디지

털 고서목록을 웹페이지(http://guides.hcl.harvard.edu/content.php?pid=186004&sid=1561802)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웹페이지에서 다음 두 링크를 클릭하면 디지털 고서목록이 나타

난다. “National Library of Korea ‐ Harvard‐Yenching Library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project”와 “Minsokwon ‐ Harvard‐Yenching Library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project.” 

링크를 통해 홀리스클래식(HOLLIS Classic) 상에 나타나는 디지털 고서 목록은 아래 

화면과 같이 출판연도에 따라 정렬되어 나타난다. 각 서명 옆에 나타나는 “인터넷링크

(Internet Link)”를 클릭해 보면, 각 서명에 해당하는 이미지파일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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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드옌칭도서관의 한국고서들 중 특이하거나 주목할 만한 책들은 저명한 학자인 

허경진 교수가 교환교수로 하바드옌칭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 후 2003년에 출판한 

“하바드대학 옌칭도서관의 한국 고서들”이라는 책을 통해 잘 소개되어 있다. 다른 여러 

명의 학자들도 하바드옌칭도서관에서 한국고서 컬렉션으로 연구한 결과물들을 출판한 

바 있다.

5.2. 문서자료

하바드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문서자료들이 있지만, 그 중 다음에 소개하는 문서자료들

은 한국학에 관련된 자료로서, 특히 근현대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유용한 자료

들이다.

5.2.1. 제임스 하우스만 아카이브(James H. Hausman Archive)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 Hausman, 1918‐1996)은 1946년에서 1981년까지 주한미군에

서 복무했다. 뉴저지(New Jersey)에서 태어나 2차 대전 참전자이기도 한 그는 194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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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왔지만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한국군사 전문가로서 미 국방부에서 일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1956년에 다시 유엔 총사령관의 특별고문 자격으로 한국

에서 25년간 복무한 바 있다. 카터 에커트(Cater Eckert) 교수를 통해 하우스만(Hausman)

의 개인 문서들이 기증되었고, 하우스만(Hausman)의 서신자료, 사진자료, 신문클리핑, 공

식문서, 책, 동 상자료 등을 포함한 자료는 1946년에서 1981년 사이의 기록들로서 10개

의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13) 이 외에 하우스만 아카이브에는 박명림 교수를 통해 기증된 

미 국가기록원 사료 복제물 상자 10개와 앨런밀레트(Allan R. Millett) 문서자료 상자 3개

도 포함되어 있다. 

5.2.2. 그레고리 헨더슨 자료(Gregory Henderson Papers)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 전문가로 전 외국근무장교로 활동했으며, 

하바드대학교 출판사에서 1968년에 출판한 저서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의 저

자이다. 그는 1948년에서 1950년까지 한국에서 미국 외무부 직원으로 복무했으며, 한국

전쟁 이전의 한국 정치상황과 한국전쟁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1958년 7월에 

문화담당관 직책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1963년까지 복무하 다.14)

이 자료는 미군정 시기부터 1980년까지의 역사자료 중심으로, 9개의 상자에 해당하는 

그의 저술과 서류, 학회자료, 서신, 하바드와 터프스대학교(Tufts University)에서의 강의

노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5.2.3. 질렛 자료(Gillette papers, 1945‐1948)

이 자료는 미군정 시기인 1945년에서 1948년까지 경상도 지역에서 고위 장교로 근무

했던 프란시스 에드윈 질렛(Francis Edwin Gillette)의 자료이다. 따라서 질렛(Gillette) 자료

는 미군정 시기인 1945‐1948년 사이의 미군정부에 관련된 문서자료를 포함하고 있다.15) 

이 자료에는 한국 정치, 공산주의와 좌익 활동 자료, 국가 안전보장, 역선전 자료 및 행

정자료들이 포함되며, 또한 한국 출판물 중에서 선별된 기사 요약서, 한국 군정기의 문

13) 하바드 옌칭 한국관 자료연구(서울특별시: 경인문화사, 2004). 17-18.

14) 하바드 옌칭 한국관 자료연구(서울특별시: 경인문화사, 2004). 18-20.

15) 하바드 옌칭 한국관 자료연구(서울특별시: 경인문화사, 20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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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송환, 복지, 농업 관련 문서, 경상남도의 군정 설립과 운 에 관한 서류, 공적 정보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질렛자료는 모두 2개의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하바드에서 문서자료와 개인문서 검색은 온라인 시스템 오아시스(OASIS – Online 

Archival Search Information System, http://oasis.lib.harvard.edu/oasis/delivery/advancedsearach?_ 

collection=oasis)에서 가능하다.

5.3. 시청각 자료 

동 상자료는 하바드 한국학 관련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종종 이용되어짐에 따

라 도서관에서는 1990년대부터 시청각 자료 구입에 힘쓰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특

히 한국 화, 다큐멘터리, 선별된 TV드라마를 필요로 하고 있고, 2006년도부터는 교수진

의 요청에 부응하여 도서관에서 한국만화도 선별적으로 구입해 오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특수자료들의 소장목록을 웹페이지(http://guides.hcl.harvard.edu/ 

content.php?pid=186004&sid=1561823)를 통해 카테고리별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소장목록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DVD와 비디오, 만화 자료:

 ∙ 한국 화

   ∘ 공포

   ∘ 액션

   ∘ 코미디

   ∘ 불교

   ∘ 애니메이션

   ∘ 드라마

   ∘ 다큐멘터리

 ∙ 북한 화

   ∘ 애니메이션

   ∘ 다큐멘터리

 ∙ 만화책

 ∙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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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하바드옌칭도서관은 한국 화진흥위원회의 허브도서관 프로그램 멤버의 하

나로 선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은 132개의 한국 화 DVD와 395권의 한국 

화 관련 출판물을 2008년에 기증받은 것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구입하여, 현재 

도서관에는 1,800여 종의 한국과 북한 화 DVD와 비디오, 그리고 250여 종의 만화자료

를 소장하고 있다.

상자료는 하바드의 온라인 시스템 VIA(Visual Information Access, http://via.lib.harvard.edu/ 

via/deliver/advancedsearch?_collection=via)를 통해 상이미지 검색과 이용이 가능하다. 슬

라이드 이미지 또한 VIA를 통해 키워드 검색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음 스크린캡쳐 화

면은 디지털화된 이미지의 한 예로, 금강산(Diamond Mountain)으로 검색한 결과 중 하나

인데, 1918년 서양 사진작가인 어니스트 헨리 윌슨(Ernest Henry Wilson)이 찍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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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북한자료

하바드에서 한국관이 시작될 때부터, 역대 한국관 관장들은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어 

자료뿐만 아니라 북한 자료 구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해외 한국어 자료로는 특히 

러시아 한인, 중국 조선족, 재일 교포들에 의해 발간된 자료 구입에 치중해 왔다. 1990년

대에는 러시아 국립도서관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크로필름으로 된 여러 한국어 

정기간행물 자료들이 입수되었고, 북한 교과서와 같은 독특한 북한 자료들도 연변지역으

로부터 입수되었다. 윤충남 선생의 “하바드옌칭 한국관 자료 연구”에 따르면, 하바드옌

칭도서관 한국관에는 약 3,500종 정도의 북한자료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윤충남 선생

은 연변지역, 특히 연변대학 도서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자료들을 구입했고, 특히

1940년대와 50년대에 출판된 역사, 문학, 법률 관련 학술자료 약 500종이 입수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16)

도서관에는 현재 300여 종의 북한 화, 만화 화, 다큐멘터리 화 등이 이용자들에

게 제공되고 있다.

5.5. 온라인 전자자료

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학 관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들을 구독하고 있다.

학술잡지 원문 데이터베이스 :

DBpia

KISS

Kyobo Scholar

Kdatabase

KPM(조선언론정보기지)

KoreaA2Z

16) 하바드 옌칭 한국관 자료연구 (서울특별시: 경인문화사, 200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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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PDF 데이터베이스:
조선일보 아카이브

동아일보 아카이브

원문 데이터베이스:
KoreaA2Z
EncyKorea
KRpia
Kdatabase
KSI e‐books

이 외에도 온라인에서 PDF로 제공되는 개별 자료들이 많은데, 이에는 “조선행정”, “日
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 등이 있다.

하바드의 한국학을 위한 리서치 가이드 웹페이지인 “한국학 디지털 자료(Digital Resources 

for Korean Studies)”는 현재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과 주요 온라인 자료들을 소개하

고 있다.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guides.hcl.harvard.edu/content.php?pid=186004

5.6. 자료 이용

하바드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한국자료들은 목록화 여부에 상관없이, 하바드 온라인 

목록인 홀리스(HOLLIS)와 홀리스클래식(HOLLIS Classic)을 통해 나타난다. 주문된 자료

들이나, 목록 전의 입수 자료들도 물론 홀리스(HOLLIS)와 홀리스클래식(HOLLIS Classic)

에서 검색할 수 있다.

새로운 버전인 홀리스(HOLLIS)는 좀 더 편리한 검색과 용이한 자료접근을 위해 마련

된 것이다. 비아(VIA), 오아시스(OASIS), 홀리스(HOLLIS), 그리고 홀리스클래식(HOLLIS 

Classic)과 같은 매체에 따라 각각의 하바드의 온라인 목록들을 통해 제공되던 모든 자료

들이 이제는 포털 검색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홀리스(HOLLIS) 한 곳에서 한 번에 검색

이 가능하다. 이 새로운 검색시스템은 하바드도서관의 소장자료들을 포맷이나 매체에 상

관없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음 화면은 ‘Han’guksa(한국사)’를 홀리스(HOLLIS) 상에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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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드옌칭도서관 소장 신문자료들의 용이한 이용을 위해, 도서관은 언어별, 지역별 및 

출판정보별로 신문자료만을 따로 검색 가능하게 만든 검색도우미를 개발하 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hcl.harvard.edu/libraries/harvard‐yenching/collections/newspapers/search.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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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색도우미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신문의 확실한 제목을 모르고 있을 때나 언어 

혹은 지역 등의 넓은 카테고리 만으로 검색하고자 할 때 특히 유용하다. 이 검색도우미

는 매체에 상관없이 모든 신문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즉 마이크로필름, 원 프린트물, 축

쇄판 혹은 인본,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음 화면은 한국에서 출판된 

신문 중 한국어로 된 신문자료의 검색 결과이다.

5.7. 여행경비 지원 프로그램

하바드옌칭도서관은 매년 보스턴 지역 외에 있는 학자들에게 하바드옌칭도서관 자료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행경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근처에 큰 동아시아 도서관이 없거나, 동아시아 언어 자료 이용에 제한이 많

은 지역에 있는 학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

서 찾아볼 수 있고, 매년 10월경 여행경비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이 한국학 리스트서브

(Korean Studies Listserv, http://hcl.harvard.edu/libraries/harvard‐yenching/travel_grant_program.html)를 

통해 공고가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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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국학 분야의 다섯 명의 외부 교수나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각각 

$400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각 지원자는 100장까지 복사할 수 있는 무료복사권도 함

께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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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vard‐Yenching 
Library and the Korean Collection 

at Harvard University

2

Mikyung Kang *17)

1. Introduction

The Harvard‐Yenching Library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libraries for researchers in East 

Asian Studies in the Western world. The mission statement1) of the Harvard‐Yenching Library 

outlines the goals of the Library:

“The Harvard‐Yenching Library of the Harvard College Library is a preeminent 

research collection on East Asia. It supports the teaching and research activities on East 

Asia at Harvard and, to the extent feasible, the larger scholarly community.”

Accordingly,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serves a role in 

supporting research and teaching programs in Korean Studies at Harvard and beyond. 

However, in order to understand better the Harvard‐Yenching Library and the Korean 

Collections at Harvar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arvard University, Libraries, and Korean 

Studies at Harvard first.

 * Librarian for the Korean Collection,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1) Harvard‐Yenching Library of the Harvard College Library, Harvard University Annual report, 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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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overviews of Harvard University and Harvard Library, in 

addition to the current stage of Korean Studies at Harvard. Furthermore, this paper focuses on 

details of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2. Harvard University and Harvard Library

As known to be the oldest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in the United States, Harvard 

University was founded in 1636, just 16 years after Pilgrims’ arrival at Plymouth by the 

Mayflower in 1620.

The University name, Harvard, comes from the college’s first benefactor, the young minister 

John Harvard of Charlestown. In 1638, he left his library and half his estate to the University, 

and his library collection of 400 books became the root of the current Harvard Library.2)

The University is based in Cambridge and Boston, Massachusetts, and at present, there are 

about 2,100 faculty members, more than 10,000 academic appointments in affiliated teaching 

hospitals, and about 21,000 students including about 6,700 undergraduate students.3) Under the 

University motto, Veritas (Latin for “truth”), the University is often ranked as a top university 

in the world.

Fig 1  Harvard University Motto

2) From the webpage of Harvard University (http://www.harvard.edu/history)

3) From the webpage of Harvard University (http://www.harvard.edu/harvard‐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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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present, President Drew Gilpin Faust leads Harvard, and is the 28th President of the 

University. President Faust is the Lincoln Professor of History in Harvard’s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and the first femal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throughout the entire history of th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celebrates its 375 anniversary this year.

Fig 2  Harvard Yard, Harvard University

The University Library system is known to be the oldest in the United States, which was 

founded in 1638. The University's traditional holdings of nearly 17 million volumes are rooted 

in the 1638 bequest of 400 books from John Harvard, as mentioned above. Today, Harvard has 

73 libraries gathered into a single system that constitutes the largest academic library in the 

world. Widely recognized as the largest academic library in existence, the Harvard Library is in 

a distinct class with the greatest libraries in the world: the Library of Congress, the British 

Library,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nd th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4)

By the 18th century after founded in 1638, the library already grew to become the largest in 

America, but in 1764 a major fire destroyed almost all of Harvard's books. Books and donations 

were offered by friends of the college to replace its destroyed collections. An Englishman, 

4) From the webpage of Harvard Library (http://hul.harvard.edu/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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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d Thomas Hollis, began shipping thousands of specially chosen volumes to the University 

Library. Hollis continued to send books regularly until his death in 1774 and he also bequeathed 

£500 for a fund to continue buying books. This became Harvard's first endowed book fund, and 

is still actively increasing the collections every year. HOLLIS, the bacronym for Harvard 

Library's online catalog, "Harvard On‐Line Library Information System", is named after him. 

Ironically, he had never been to Harvard all his life. 

Similar to other academic libraries, the Library acquires, organizes, provides access, and 

preserves information in all the formats. Today, Harvard's library holdings range from traditional 

print collections to rapidly expanding inventories of digital resources. Since the Library has old 

history and holds relatively old materials, preservation becomes one of the major issues in the 

library though, compared to relatively young libraries. 

Harvard College Library, which has been a largest group of libraries within Harvard, states its 

mission statement5) as follows:

The Harvard College Library supports the teaching and research activities of the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and the University. Beyond this primary responsibility, the 

Library serves, to the extent feasible, the larger scholarly community. 

The Library acquires, organizes, preserves, and makes readily available collections of 

scholarly materials in all media and formats. 

The Library fulfills its mission by providing intellectual access to materials and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University and elsewhere, by providing assistance and 

training in the location and use of these materials, and by providing facilities and 

services for research and study.

5) From the webpage of HCL (http://hcl.harvard.edu/about_hcl/mission_statement.cf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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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braries of the Harvard College Library

As mentioned in the HCL mission statement, the Harvard Library provides scholars and 

students access to the world of knowledge and expertise to support its use in research, teaching, 

and learning.

Fig 4  Widener Library reading room, Harvard University

Among 73 libraries in the Harvard Library System, the largest and best‐known library 

building is Widener Library. Widener Library holds one of the world's most 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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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ollection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Library holdings include various 

formats such as books, journals, microforms, films, pamphlets, posters, audio recordings, 

electronic resources, and so forth.

Fig 5  Widener Library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llections of the Widener Library are represented by 

distinguished holdings in the history, literature, public affairs, and cultures of five continents. Of 

particular note are the collections of Africana, Americana, European local history, Judaica, Latin 

American studies, Middle Eastern studies, Slavic studies, and rich collections of materials for 

the study of Asia, the United Kingdom and Commonwealth, France, Germany, Italy, 

Scandinavia, and Greek and Latin antiquity. These collections include significant holdings in 

linguistics, ancient and modern languages, folklore, economics,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philosophy, psychology, and sociology.6)

The holdings include major research materials in more than 100 languages collected from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As a result of the library's extensive efforts to accumulate 

these materials, the Widener Library serves as an efficient instrument of scholarship for 

researchers from Harvard and elsewhere.

The formal name of the Widener Library is actually the Harry Elkins Widener Memorial 

6) From the webpage of Widener Library (http://hcl.harvard.edu/libraries/widener/history.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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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It was built in 1915 with a gift from Eleanor Elkins Widener, who is a mother of 

Harry Elkins Widener, Class of 1907, who perished aboard the Titanic. The Library building 

was renovated from 1999 to 2004 in order to ensure the long‐term preservation and security of 

collections, and to increase user space, and to upgrade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 

humidity control, technology setting, etc. to adopt possible new technology into the original 

1915 building. However, the original building structure is still remained same, and the original 

Harry Elkins Widener collection of approximately 3,300 volumes are still housed in the 

Memorial Room in Widener Library. Up to this day, a real flower arrangement in a vase is 

prepared for the Harry’s desk in the Memorial Room on a weekly basis in order to keep the 

promise to Mrs. Widener as one of the conditions of her gift.

3. Korean Studies at Harvard and the Korea Institut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cluding teaching and research programs at Harvard are 

mainly supported by the Korea Institute. The Korea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1981 under the 

aegis of the Fairbank Center for East Asian Research, and in 1993 it became an autonomous 

institution directly responsible to the Dean of the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It is the only 

organization devoted solely to the support an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t Harvard. 

Fig 6  Korea Institute homepage



30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o. 7 (June 2012)

The late Professor Edward W. Wagner was the Institute’s first director and guided the 

Institute in its early years. It was during Professor Wagner’s tenure that the Korea Colloquium 

was inaugurated and the first summer travel grants for students were awarded.  Since 1993, the 

Institute experienced a major expansion under the directorship of Professor Carter J. Eckert. 

During the eleven years under Professor Eckert’s leadership, many new programs were put into 

place, including additional student grants and fellowships, postdoctoral fellowships, and graduate 

student support. In 2004, Professor David McCann, Korea Foundation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became the third director of the Institute. Since then, the Institute expanded 

programmatic activities on campu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 support. In 2011, Professor Sun Joo Kim, Harvard‐Yenching Professor of Korean 

History, became the Institute's fourth director, leading a new decade of exciting growth in 

Harvard Korean Studies.7)

The Korea Institute is an integral and dynamic part of the intellectual life at Harvard.  In 

addition to the Korea Colloquium, the Institute also supports numerous lectures, workshops, and 

conferences throughout the year, led by Institute faculty, students, and postdoctoral fellows.  The 

Institute has a number of visiting scholars, fellows and associates through an affiliated scholars 

program.  Other activities include faculty research project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 

support, teaching, study and work in Korea programs, Korean film screenings and some cultural 

events.

The Institute has also established a wide‐ranging network of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centers and departments throughout the University and with colleagues and institutions 

throughout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Currently, four faculty members in Korean Studies and four Korean language instructors are 

solely focused on Korean Studies at Harvard. The Korea Institute celebrates its 30th anniversary 

this year.

7) From the webpage of the Korea Institute (http://korea.fas.harvard.edu/about‐korea‐institute‐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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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arvard‐Yenching Library

The history of the Harvard‐Yenching Library demonstrates how the development of its 

collections has reflected the mission statement. The history of the collections at the Harvard‐
Yenching Library goes back to 1879 although the Library itself dates from 1928 as an 

organized library. In 1879, Chinese was first offered as part of Harvard University’s regular 

curriculum, and a group of Bostonians engaged in the China trade invited Ge Kunhwa, a 

Chinese scholar from the city of Ningbo in Zhejiang Province, to give instruction in Chinese at 

Harvard. At that time, the small collection that was bought for his courses, the first acquisitions 

of Chinese books in any East Asian language at the Harvard College Library, marked the 

beginning of a Chinese collection. A Japanese collection was similarly started in 1914 when two 

Japanese professors, Hattori Unokichi and Anesaki Masaharu, came to Harvard to lecture, and 

donated several Japanese publications on Sinology and Buddhism to the Harvard College 

Library. In 1928, these two language collections, consisting of 4,526 volumes in Chinese and 

1,668 volumes in Japanese, were transferred to the newly established Chinese‐Japanese Library 

of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8)

`

Fig 7  Harvard‐Yenching Library

8) From the webpage of the Harvard‐Yenching Library (http://hcl.harvard.edu/libraries/harvard‐yenching/history.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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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rean collection at the Chinese‐Japanese Library of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was 

officially inaugurated in 1951, and the name Chinese‐Japanese Library of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was changed to Harvard‐Yenching Library in 1965 in order to reflect more accurately 

the expanded nature of the Library’s collections. Currently, within the Harvard‐Yenching 

Library, there are five language collections – Chinese, Japanese, Korean, Vietnamese, and 

Western language collections – on East Asia. The management of the Library was transferred in 

1976 from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to the Harvard College Library.

At presen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is the largest university library for East Asian 

research in the Western world. The Library’s collections encompass over 1.3 million volumes, 

including approximately 163,000 volumes in Korean. The Library subscribes to over 9,400 

current periodicals and journals, including more than 1,200 Korean journal and periodical titles.9)

Collections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have been developed mainly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lated to East Asia, but the Library has gradually evolved into a research 

library that encompasses East Asian materials in all fields of the academic disciplines.

The Library allows access to library stacks and reading rooms to students, faculty, scholars 

and researchers from other universities,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ions if they present a 

current institutional ID and register at the library circulation desk.  

5. Korean Collection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According to the official record of the Harvard‐Yenching Library,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Library began with 372 volumes from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s Chinese‐Japanese 

Library in 1951. 372 volumes from the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 were identified by Dr. 

Kaiming Ch’iu, the first librarian of the Chinese‐Japanese Library of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as old Korean books, and he made the decision to establish the Korean Collection with 

9) From the webpage of the Harvard‐Yenching Library (http://hcl.harvard.edu/libraries/harvard‐yenching 
/collections/index.cfm#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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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372 volumes since there was already a need for a Korean collection at Harvard.10)

In 1952, Korean language courses were offered for the first time at Harvard with the arrival 

of Dr. Seo, and Professor Edward W. Wagner became the first faculty member in Korean 

Studies at Harvard in 1958. At the same time, Mr. Sungha Kim was appointed as the first 

Korean Librarian at Harvard, and started to develop Korean collections further.

The following two books summarize the history of the Korean Collection at Harvard 

University and its development thus far:

Yoon, Choong‐Nam.Habadŭ Han’gukhak ŭi Yoram :Habadŭ Yench’ing Tosŏgwan 

Han’gukkwan 50‐yŏn / Yun Ch’ung‐Nam yŏkkŭm하바드한국학의요람 : 하바드옌칭

도서관한국관50년 / 윤충남엮음; Cradle of Korean Studies at Harvard University. 

Ch’op’an. Sŏul T’ŭkpyŏlsi서울특별시: Ŭryu Munhwasa을유문화사, 2001. 

---. Habadŭ Yench’ing Han’gukkwan Charyo yŏn’gu / Yun Ch’ung‐Nam yŏkkŭm; 하바드옌

칭한국관자료연구 / 윤충남엮음; Studies on the Korean Materials in the Harvard‐
Yenching Library. Ch’op’an. Sŏul T’ŭkpyŏlsi서울특별시: Kyŏngin Munhwasa경인문화

사, 2004. 

Within the holdings of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the following 

materials are of particular interest to researchers and scholars in Korean Studies:

5.1. Korean Rare Books

The Library holds approximately 4,000 titles and 12,700 volumes of Korean rare books. The 

majority of these books are in either printed or manuscript form, originally bound in oriental 

style (Hanjŏk漢籍) and written in either Hanmun (漢文) or old Han’gŭl (옛한글). The Korean 

rare book collection includes predominantly pre‐1910 publications, but there are also a few 

exceptions from the colonial period. The majority of the Korean rare book collection was 

acquired by Mr. Sungha Kim in the 1950s and early 1960s with great support from Professor 

10) Habadŭ Han’gukhak ŭi Yoram: Habadŭ Yench’ing Tosŏgwan Han’gukkwan 50‐yŏn (Sŏul T’ŭkpyŏlsi: Ŭryu 

Munhwasa, 20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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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ner of Harvard and Professor Young‐gyu Min of Yonsei University, according to Mr. Kim’s 

report in 1980.11)

The oldest work within the Korean rare book collection is dated 1222, and the title is Soha 

Sonsaeng chip西河先生集, a literary work by a poet from the late Koryo period, Im Ch’un (林
椿). In addition to this oldest title, the Korean rare book collection includes approximately 400 

titles of local gazetteers; about 400 titles of genealogy records; about 450 titles in Korean 

religions; and about 450 titles of Pangmok silgi. There is also some classical fiction written in 

old Han’gŭl, books of medicine, textbooks, and various other topics in the collection.12)

The entire collection of Korean rare books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was reviewed and 

annotated by rare book specialists over three years. Mr. Choong‐Nam Yoon, the second Librarian 

for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published a five‐volume set with the 

results, titled The annotated catalogue of Korean rare books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in 2005 before his retirement. The publication information is as follows:

Kim, Sŏng‐hwan, 金成煥, and Choong‐Nam Yoon. Habadŭ Yŏn’gyŏng Tosŏgwan Han’guk 

Kwijungbon Haeje; 하바드燕京圖書館韓國貴重本解題; The Annotated Catalogue of 

Korean Rare Books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Sŏul 

T’ŭkpyŏlsi서울특별시: Kyŏngin Munhwasa景仁文化社, 2005. 

In July 2007, the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project began as a three‐year project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orks were chosen for digitization if they were not 

found in Korea anywhere, so naturally the majority of the manuscripts in the Library’s Korean 

rare book collection were included, along with some rare printed editions. A total of 469 titles 

and 952 volumes of rare books were identified by two Korean rare book specialists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early 2007 for inclusion in this project as books not found in 

Korea. When the project was completed in 2010, a total of 473 titles/964 volumes of Korean 

rare books from the Library were digitized from this project.

11) Habadŭ Han’gukhak ŭi Yoram: Habadŭ Yench’ing Tosŏgwan Han’gukkwan 50‐yŏn (Sŏul T’ŭkpyŏlsi: Ŭryu 

Munhwasa, 2001), 4‐5.
12) Habadŭ Yench’ing Han’gukkwan Charyo yŏn’gu (Sŏul T’ŭkpyŏlsi : Kyŏngin Munhwasa,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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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digitization project began as a year project with the support of Minsokwon from 

2010 to 2011, and as a result, additional 72 titles and 195 volumes were digitized. So far, a 

total of 545 titles/1,159 volumes of Korean rare books were digitized. All of the digitized 

images from these two projects are available through HOLLIS (http://hollis.harvard.edu) or 

HOLLIS Classic (http://hollisclassic.harvard.edu), Harvard’s online catalogs, and open to the 

public.

As an example, the following screen capture shows the cover image of Sukch’ŏn cheaso (宿踐
諸衙圖 http://nrs.harvard.edu/urn‐3:FHCL:1199847), displayed through PDS (Harvard University’s 

Page Delivery Service). Korean rare books are scanned from the front cover to the back cover 

page, regardless whether they are in their original binding format or not. Some books were 

bound in‐house after they were acquired by the Library, while others were kept in their original 

state, so other cover pages do not necessarily share the oriental binding format of this title. 

The following screen capture shows one of the pages in Sukch’ŏn cheado which contains a 

detailed map of Korean government offices in the 1800s. Users can print the images in PDF 

format as they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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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igitized Korean rare book titles are browsable in HOLLIS Classic, Harvard’s online 

catalog, by clicking on “National Library of Korea ‐ Harvard‐Yenching Library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project” or “Minsokwon ‐ Harvard‐Yenching Library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project” from the following webpage: http://guides.hcl.harvard.edu/content.php?pid=

186004&sid=1561802

The link leads to a list of digitized Korean rare book titles sorted by date as shown in the 

HOLLIS Classic screen capture below. By clicking on “Internet Link” next to each title, a user 

can see scanned image files of each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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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prominent and noteworthy rare book titles in the Korean rare book collection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have been introduced by a well‐known scholar, Hŏ Kyŏng‐jin. He 

published a book, Habŏdŭ Taehak Yench’ing Tosŏgwan ŭi Han’guk kosŏdŭl (하바드대학옌칭

도서관의한국고서들), in 2003 after spending time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as a 

visiting scholar. Many other scholars have published scholarly articles based on their research in 

the Korean rare book collection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5.2. Archival collections

There are innumerous archival collections at Harvard, but the following archival collections 

are particularly relevant to Korean Studies and useful for researchers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5.2.1. James H. Hausman Archive

James H. Hausman (1918‐1996) served with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between 1946 

and 1981. Born in New Jersey, he was a veteran of World War II. He went to Korea in 1946, 

but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to serve at the U.S. Dept. of Defense in 1950 at the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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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Korean War as an expert on Korean military affairs. He returned to Korea in 1956 and 

served as a Special Advisor to the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for the 

next 25 years. Professor Carter Eckert successfully arranged the donation of Hausman’s personal 

collection. The Archive includes 10 boxes containing Hausman’s correspondence, photographs, 

newspaper clippings, official documents, books, videos, etc.The contents of the Archive were 

mostly collected between 1946 and 1981.13) Currently, the Hausman Archive also includes 10 

boxes of NARA (National Archives) documents, donated by Professor Myung‐Lim Park and 3 

boxes of Allan R. Millett’s papers. 

5.2.2. Gregory Henderson Papers

Gregory Henderson was a former Foreign Service Officer, a specialist on Korea, and the 

author of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publish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in 1968. 

He served with the United States Foreign Service posted in Korea from 1948 to 1950, and 

witnessed the Korean War as well as Korea’s political situation before the War. He went back 

to Korea in July 1958 as a cultural attaché, remaining until 1963.14)

His papers include materials from the Allied Occupation period to the 1980s, mostly historical 

materials boxed in 9 cartons including his writings, documents, conference proceedings, 

correspondence, his lecture notes from Harvard and Tufts, etc.

5.2.3. Gillette Papers (1945‐1948)

These are the papers of Francis Edwin Gillette who was a top rank government officer in the 

Kyongsang province from 1945 to 1948, the Allied Occupation period in Korea. The Gillette 

papers include archival materials relating to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5‐1948.15) They cover Korean politics, Communist and leftist activities, national 

security, “counter‐propaganda,” and administration. The papers also include documents on 

Korean personalities, summaries of selected articles from the Korean press, memoranda on 

problems encounter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documents on repatriation, welfare, and 

13) Habadŭ Yench’ing Han’gukkwan Charyo yŏn’gu (Sŏul T’ŭkpyŏlsi : Kyŏngin Munhwasa, 2004), 17‐18.
14) Habadŭ Yench’ing Han’gukkwan Charyo yŏn’gu (Sŏul T’ŭkpyŏlsi : Kyŏngin Munhwasa, 2004), 18‐20.
15) Habadŭ Yench’ing Han’gukkwan Charyo yŏn’gu (Sŏul T’ŭkpyŏlsi : Kyŏngin Munhwasa, 20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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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matters, document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yongsang Province, and documents on public information. The Gillette 

papers are stored in 2 boxes.

At Harvard, finding aids for the archival collections and personal papers can be searched 

through the online system OASIS (Online Archival Search Information System, http://oasis.lib. 

harvard.edu/oasis/deliver/advancedsearch?_collection=oasis).

5.3. Audio‐visual Materials

Since the 1990s, visual materials are frequently used for research and teaching programs in 

Korean Studies at Harvard, and the Library has been acquiring audio‐visual materials 

extensively. Library users have shown especially high interest in and need for Korean feature 

films, documentary films, and some selected TV dramas, and by the same token, the Library 

started in 2006 to collect Korean comic books (manhwa) in response to a faculty request.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in browsing the Library’s current holding lists of these special 

format materials, the following webpage offers links to the different categories: http://guides.hcl. 

harvard.edu/content.php?pid=186004&sid=1561823.

The categories of the Library’s current holding lists are as follows:

DVDs and Videos

 ∙ All South Korean feature films
   ∘ Horror
   ∘ Action
   ∘ Comedies
   ∘ Buddhism‐related films
   ∘ Animation
   ∘ TV Dramas
   ∘ Documentaries
 ∙ All North Korean films
   ∘ Animation
   ∘ Documentaries
 ∙ Comic books (Manhwa) 
 ∙ Music/Audio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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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8, the Harvard‐Yenching Library was chosen to be one of the members of the Hub‐
Library program of KOFIC (Korean Film Council). From this program, the Library received 132 

DVDs of Korean feature films and 395 volumes of Korean cinema‐related publications to add 

to the Library’s existing holdings. Currently, the Library holds about 1,800 titles of DVDs and 

videos from South and North Korea, and about 250 titles of Manhwa.

As for visual images, Harvard’s online system VIA (Visual Information Access 

http://via.lib.harvard.edu/via/deliver/advancedsearch?_collection=via) allows users to search and 

view digitized images online. Slide images are also searchable through VIA by keywords. The 

following screen capture shows one example of a digitized image brought up by searching for 

Diamond Mountain (Kumgangsan); the image was taken in 1918 by a Western photographer, 

Ernest Henry 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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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North Korean Materials

From the beginning of the Korean Collection at Harvard, Librarians for the Korean Collection 

have put much effort into acquiring North Korean materials as well as Korean materials 

published outside of Korea, especially those published by Korean‐Russians, Korean‐Chinese, and 

Korean‐Japanese. Many Korean‐language periodical titles published in Russia have been obtained 

in microfilm format by exchange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in the 1990s, and some 

unique North Korean materials, including North Korean textbooks, were acquired from the 

Yenbian area. According to Mr. Choong‐Nam Yoon’s book Habadŭ Yench’ing Han’gukkwan 

Charyo yŏn’gu,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Harvard‐Yenching Library contains approximately 

3,500 titles of North Korean materials. Mr. Yoon worked consistently to collect North Korean 

materials from the Yenbian area, especially from the Yenbian University Library, and was able 

to acquire copies of approximately 500 titles of North Korean scholarly materials on history, 

literature, and law published in the 1940s and 1950s.16)

There are also more than 300 titles of North Korean animation films, feature films, and 

documentary films available for users.

5.5. Online resources

The Library subscribes to the following Korean Studies online databases:

Journal article full‐text databases:

DBpia

KISS

Kyobo Scholar

Kdatabase

KPM (Chosŏn ŏllon chŏngbo kiji)

KoreaA2Z

16) Habadŭ Yench’ing Han’gukkwan Charyo yŏn’gu (Sŏul T’ŭkpyŏlsi : Kyŏngin Munhwasa, 20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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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aper PDFs:

Chosŏn ilbo archive

Tonga ilbo archive

Full‐text databases:

KoreaA2Z

EncyKorea

KRpia

Kdatabase

KSI e‐books

There are many other individual titles of PDFs online, such as Chosŏn haengjŏng (조선행정), 

Ilche ha chŏnsi ch’ejegi chŏngch’aek saryo ch’ongsŏ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 and so 

forth.

Harvard’s research guide webpage for Korean Studies, “Digital Resources for Korean 

Studies,” lists all subscribed databases as well as some useful freely available online resources; 

its URL is as follows: http://guides.hcl.harvard.edu/content.php?pid=186004.

5.6. Access

All titles in the Korean Collection at Harvard appear in Harvard’s online catalog, HOLLIS 

Classic (http://hollisclassic.harvard.edu), regardless of their cataloging status. All ordered items 

and ordered‐received items are also found in HOLLIS Classic. 

Recently, Harvard Library implemented a new version of HOLLIS (http://hollis.harvard.edu/) 

for better access and more convenient searching. All Harvard online catalogs, including VIA, 

OASIS, and HOLLIS, are searchable through HOLLIS as a one‐stop portal searching system. 

The new system seeks to provide easy and convenient access to Harvard Libraries’ holdings 

regardless of their format.

The following screen capture shows the search results for Korean history:



The Harvard - Yenching Library and the Korean Collection at Harvard University 43

For the Harvard‐Yenching Library’s newspaper titles, the Library has designed a finding aid 

for searching newspaper titles by language, region, and other publication information. Its URL 

is as follows: http://hcl.harvard.edu/libraries/harvard‐yenching/collections/newspapers/search.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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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inding aid is particularly useful when users do not have specific titles in mind, but 

want to search by language or region only with broadly defined categories. The finding aid 

includes any newspaper holdings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regardless of its format, such 

as microfilms, original newspapers, reprints, online PDFs. The following screen capture shows 

the search results for Korean newspapers in the Korean language published in Korea:

5.6 Travel Grant Program 

The Harvard‐Yenching Library offers an annual Travel Grant Program in order to assist 

scholars from outside the metropolitan Boston area in using Harvard‐Yenching's collections for 

research. Priority consideration is given to scholars at institutions where there are no or few 

library resources in the East Asian languages, and no major East Asian library collections are 

available nearby. Detailed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e following webpage, and around 

October of each year, the travel grant program announcement is posted to the Korean Studies 

Listserv (http://hcl.harvard.edu/libraries/harvard‐yenching/travel_grant_program.html).

Each academic year, five grants of $400 each in Korean Studies are awarded on the basis of 

merit to faculty members and to graduate students engaged in dissertation research. Each grantee 

is also provided with free photocopying privileges for up to 100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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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대학교의 한국학 및 

한국학 장서의 발전 과정

2

청   민*17)

이 글은 동아시아학 및 관련 장서 중에서도 특히 한국학과 관련 장서된 역사와 발전과

정을 중심으로 옥스퍼드대학교와 대학도서관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또 최근에 진행된 

일련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옥스퍼드의 한국학 

장서가 국에서 가장 큰 한국학 장서 중 하나로 발전하고 옥스퍼드가 서방에서 한국학 

연구도서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옥스포드대학교 보들리안도서관 중/한국학부 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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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스퍼드대학교

어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옥스퍼드대학교는 독보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관이다. 옥스퍼드는 독립적이며 자치적인 기관으로, 중앙대학과 

단과대학(38개의 단과대학과 6개의 상설 사립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확한 설립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096년에 이미 옥스퍼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167년

부터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10,000여 명의 교직원과 21,000여 명의 학생

들로 구성된 세계 최고의 연구 및 교육 센터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옥스퍼드는 고등교육 부문 국여왕상을 8차례 수상하 는데 이는 여느 대학보다 많

은 횟수이다. 또 국 일간지 더타임즈가 실시한 2011‐2012년도 세계대학평가(THES)에

서는 국 내 1위, 전 세계 4위로 선정된 바 있다. 

2010‐2011년도 연간 수입은 9억 1960만 파운드에 달했다. 옥스퍼드는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대학 중 하나로, 외부 연구계약에 따른 수입이 연간 수입의 

41%(3억 7600만 파운드)를 넘어서고, 70여 개 이상의 회사가 창업되었다. 

웹사이트(http://www.ox.ac.uk)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1. 학문 분과

인문학, 수학/물리학/생명과학, 의학, 사회과학의 4개 학문 분과로 나뉘어 있다. 

그림 1  동양학연구소. 사진 촬영: 던 보(저작권은 옥스포드대학교 보들리언도서관에 있습니다.)



옥스퍼드대학교의 한국학 및 한국학 장서의 발전 과정 49

1.2. 동양학과

동양학과는 다음의 학과 및 기관들과 함께 인문학부에 속해 있다. 

로더미어 아메리칸연구소

고전학과

러스킨 스쿨(미술대학)

어 문학과

미술사학과

역사학과 

언어학, 문헌학, 음성학과 

중세 및 근대언어학과 

음악학과

동양학과 

철학과 

신학과 

볼테르재단

동양학과의 주요 연구 분야는 이슬람계, 히브리어 및 유대인학, 동방 기독교, 이집트학 

및 고대 근동, 남아시아 및 내륙아시아, 동아시아학이 있다.  

동아시아학은 다시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으로 나뉜다. 

중국학은 1876년 저명한 선교사이자 학자인 제임스 레기를 중국학 분야의 초대 교수

로 임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가 평역한 유교경전과 여러 고전작품들은 오늘날에도 기본 

참고서로 이용되고 있다. 40여 명의 학자들이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

는 옥스퍼드는 전근대, 근대, 현대 중국 연구의 세계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독지가의 

기부로 올해 중국학 센터가 착공하여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도서관이 포함된 이 센터

가 완공되면 대학 전역의 중국학 관련 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중국과 관련한 모든 

연구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학은 1963년부터 학위 과정으로 제공되었다. 닛산자동차의 기부로 1981년에 닛산 

일본학연구소(Nissa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가 설립되었고, 그때 이후 옥스퍼드는 

국 내외에서 일본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왔다. 현재 16명의 교수와 3명의 정규직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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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강사가 일본학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사는 최근에 동양학과에 개설되었다. 한국어 수업은 여러 해 동안 간헐

적으로 제공되어 오다가 1994년 1월부터 기간제 강사가 고용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한국사 분야에 기간제 강사직이 신설되었다. 이 두 자리는 모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강

사직 개설 기금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후 2004년까지 10년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공한 

기금과 정희승 박사와 이윤택 전 장관의 후원금으로 옥스퍼드에서 한국학이 명맥을 이

어왔다.

1995년 봄에는 한국학 석사과정이 승인되었고, 1996년 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그때 이후 다수의 학생들이 한국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몇몇은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

업했다. 학부 학생들은 한국어나 한국사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2003년부터 중국학

과 일본학 전공 학생들은 한국학 중 언어, 고전문학, 역사와 문화 등 세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국학 이수과목이 학위 과정의 30%를 차지하면 ‘한국학 부전공, 

중국학 전공’ 또는 ‘한국학 부전공, 일본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중국

학과 학생들은 한문으로 된 한국 고전들을 읽을 수 있고, 중국학과와 일본학과 학생들은 

한국사나 한국어와 관련한 학사 논문을 쓸 수 있다. 

2005년 6월에는 한국사에 구 교수직이 생겼고, 2006년 7월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국제교류진흥회의 후원으로 한국어 및 언어학 역에 ‘민 빈‐한국국제교류재단 구 교

수직’이 신설됐다. 한국학 학사 학위과정이 설립되려면 한국문학 부문에 세 번째 교수직

에 대한 후원이 있어야 한다. 그때까지 한국학 과목들은 중국학과와 일본학과 학부과정

에서 선택과목으로 제공될 수 있다. 옥스퍼드 학부 학생들은 한국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

고 있으며 그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동양학과 및 한국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inst.ox.ac.uk/와 http://www.orinst.

ox.ac.uk/ea/korean/index.html에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의 수는 25명 정도이다. 옥스퍼드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의 수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12 144명 (남한)

2010/11 134명 (남한) + 4 명 (북한)

2009/10  132명 (남한)

2008/9 125명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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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 111명 (남한) + 6 명 (북한)

2006/7  95명 (남한) + 12 명 (북한)

(자료 출처 : 옥스퍼드대학교 정보실)

그림 2  보들리언중앙도서관(저작권은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언도서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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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들리언도서관

옥스퍼드의 여러 도서관들은 국 내 다른 어떤 교육기관보다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

를 통해 강의와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연구도서관인 보들리언도서관은 그 기원이 

16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

한 400년간 납본도서관의 역할을 해왔다. 대학 구성원들과 국내외의 학자들은 옥스퍼드

의 여러 도서관에서 연구와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활용하

고 있다. 

보들리언도서관은 국 최대 규모의 대학도서관 시스템으로, 1천2백만 권의 인쇄 자료

와 3만 권의 전자저널 그리고 여러 다른 형식으로 된 기타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1일 평균 1천 점이 넘는 자료들이 추가로 수집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bodleian.ox.ac.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듀크험프리스도서관의 셀든 엔드. 사진 촬영: 그렉 스몰론스키 
(저작권은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언도서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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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아시아학 장서

중국어 서적들은 1602년 도서관이 설립된 후 가장 초기에 수집된 자료들 중 하나로, 

17세기 말엽에는 그 수가 100책을 넘어섰다. 현재 옥스퍼드는 극동지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중국 관련 서적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속한다. 이에 더하여, 

옥스퍼드의 중국학 장서는 유럽에서 가장 방대하면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총 

보유 자료는 약 25만 점에 달한다. 일본어 서적 역시 17세기 초부터 수집되기 시작하

으며, 현재는 중국학 장서의 절반 가량에 달하고 있다.

2.2. 한국학 장서 

한국어 장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20세기에 본격적으로 구축되었고, 21세기까

지 지속적으로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990년에는 그 수가 2,860종(약 5,000책)

에 달했고, 2000년에는 6,000종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0,000종(약 30,000책)을 훨씬 넘어

섰다. 초기에 수집된 자료들 중에는 존 로스가 한글로 번역한 성경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 이는 1885년에 솔로몬 시저 말란 목사가 기증한 것이다. 1896년과 1930년 사이에는 

1890년에 처음 한국에 부임한 마크 나피에 트롤로페 주교가 간헐적으로 한국 서적들을 

기증했다. 이 중에는 2점의 중요한 필사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조대왕(1694‐1776년)

의 장례 행렬을 묘사한 그림과 중국의 역대 황제와 학자, 시인들을 묘사한 총 4책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이다. 트롤로페 주교는 또 16‐19세기의 인쇄 자료들을 기증했다.  

2008년 10월에는 리차드 러트 신부가 약 2천 점에 달하는 자료들을 기증했다. 이 자료

들은 러트 신부의 개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한국학에 조예가 깊은 학자의 장

서들을 엿볼 수 있다. 러트 신부가 제임스 스카스 게일(1863‐1937년)의 자서전을 준비하

면서 그의 가족으로부터 얻은 게일의 미발행 작품들과 번역서, 편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 

희귀본인 동사 ‘하다’의 어미(Terminations of the verb 하다) 등 언어학과 관련한 중요

한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 단 한 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다른 자료로는 이방자 여사가 만들고 서명한 칠보 접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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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언어 

400여 종의 저널들과 함께 서양 언어로 된 자료가 12,000여 종 있다. 유럽어로 쓰여진 

한국 관련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헨드리크 하멜의 하멜 표류기(An account of the 

shipwreck of a Dutch vessel . . . with the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Korea)이다. 옥스퍼

드에는 프랑스어 판이 두 권 있는데, 두 권 모두 1670년에 쉐 루이 빌렝(TAY Main Libr 

VET.FR.I.A.149)과 쉐 토마스 졸리(ASC Gallery h.12.24)가 파리에서 출판한 것이다. 그 

외에 흥미있는 자료로는 바질 홀의 서해안 탐사기(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1818) (BOD Bookstack 4° BS. 308), 존 맥레오드의 알세스트호 

항해기(Voyage of His Majesty’s ship Alceste, along the coast of Corea, to the island of 

Lewchew: with an account of her subsequent shipwreck) (1818) (BOD Bookstack 8° R 152 

BS. [1]) 등이 있다. 

1882년 한국이 문호를 개방한 후에는 지도를 포함해 한국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책들

이 다수 유입되기 시작했다. 보들리언도서관의 지도 컬렉션에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

(1831–1904)처럼 유명한 여행가들이 작성한 지도도 있다. 보들리언도서관은 비숍의 

한국의 중부지방 지도(Sketch map of central Korea) (D23:5 [1])와 한국과 주변국 지도

(General map of Korea and neighbouring countries) (D1:4 [78])를 소장하고 있다. 두 자료 

모두 1898년에 발행되었으며, 비숍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여행을 보여주고 있다. 캐븐디

쉬 선장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들도 있다. 캐븐디쉬 선장(1859–1943)은 19세기에 백두

산 인근지역을 직접 여행하고 이를 상세히 기록한 몇 안 되는 여행자 중 한 명이다. 그의 

여정을 보여주는 한국지도(Sketch map of Korea) (D23 [101])는 1894년 7월에 발행되었

다. 보들리언도서관은 또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894년 8월에 동일 출판사에서 발행한 2

판(D23 [117])도 소장하고 있는데, 이 지도에는 캐븐디쉬 선장의 여정과 함께 주요 도로

와 개항장들이 표기되어 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선교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도 있다. 여기에는 1891년부터 

1929년까지 트롤로페 주교가 사적으로 주고 받은 서신들과 함께, 1889년에서 1928년 사

이에 USPG(United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의 기록보존소와 주고 받은 서

신들이 들어 있다. 선교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교구 소식지인 ‘모닝 캄(Morning 

Calm)’도 1890년 발행본부터 다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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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리언도서관은 또 일본어로 된 한국 관련 자료들도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 몇몇 연

속간행물과 함께 약 70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옥스퍼드의 한국학 장서는 다른 동아시

아학 장서들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국뿐 아니라 전 유럽에서 가장 큰 한국학 장서

에 속한다.   

그림 4  스윈든의 서고시설(BSF). 2010년 10월에 만들어졌으며, 9백만 권의 서적을 보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언도서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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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들리언도서관 내 한국학 장서의 위치

한국 관련 자료들은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여러 곳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 한국학 연구 장서(서양어와 한국어 모두 포함)

연구 장서는 보들리언 중앙도서관에 있다가 스윈든에 새로 마련된 서고시설(BSF)로 

이전되었다. 이 도서들은 동양학연구소 도서관과 중국학연구소 도서관의 열람실에서 이

용할 수 있다. 

∙ 한국학 강의 장서(서양어와 한국어 모두 포함) 

동양학연구소에서 제공되는 강의에 필요한 한국 관련 자료들은 동양학연구소 도서관

과 중국학연구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 일본 한국학

한국에 관한 일본어 자료들도 스윈든의 서고시설로 이전 되었으며, 동양학연구소 도서

관과 중국학연구소 도서관의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 한국 미술과 고고학(서양어와 한국어 모두 포함) 

한국 미술 및 고고학과 관련된 자료들은 새클러도서관의 동양미술 장서에 보관되어 

있다. 

그림 5  새클러도서관(저작권은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언도서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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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본 및 인쇄본 고서적

이 자료들은 보들리언도서관의 신관인 웨스튼도서관이 설립되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

로 래드클리프과학도서관에 있는 특별 장서실에 소장되어 있다. 특별 장서실은 이후 웨

스튼도서관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림 6  래드클리프과학도서관(저작권은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언도서관에 있습니다.)

∙ 한국 지도 

지도는 듀크험프리스도서관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선교 활동 자료 

한국 내 선교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은 로드스하우스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목록 

서양어와 한국어로 된 자료들은 SOLO(옥스퍼드도서관 카탈로그)에 목록화되어 있다. 

인터넷 자료 검색(http://www.bodleian.ox.ac.uk/bodley)은 서양어와 한국어 모두 가능하다. 

한국학 장서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들리언도서관이 2011년에 발간한 한국

의 보물들: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언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된 희귀본, 필사본 그리고 

유물들(Korean Treasures: Rare books, Manuscripts and Artefacts in the Bodleian Libraries 

and Museums of Oxford University)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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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학 장서의 근황

일련의 프로젝트에 힘입어 옥스퍼드 내의 한국학 장서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3.1. 프로젝트 1

2008년에 보들리언도서관은 관대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국학과 관련한 정보 자료들을 

개발하고 한국학 자료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2008‐2009년)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어 온라인 카탈로그 완성, 3,000권 이상의 단행본과 몇

몇 주요 저널 수집, (카드 카탈로그로부터) 약 3,000책에 달하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의 

소급변환, 그동안 처리되지 않고 밀려 있던 약 1,000책에 달하는 자료 정리 등 한국학 자

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여러 사업들을 진행했다. 또, 2008년에 리차드 러트 신부가 

2,000점의 자료를 기증했고, 2009년에는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의 후원으로 규장각에서 

최근 출판된 서적들과 인된 필사본 등(112종, 400책) 중요한 장서들을 기증받았다. 

그림 7  동양학 자료 처리실. 동양학 서적들은 서가에 진열되기 전에 이곳에서 처리되는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이곳은 새로 수집된 한국학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진 촬영: 안젤라 아놀드(저작권은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언도서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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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요 사업

➠ 사서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한국학 강사들과 회의를 갖고 특히 자료 수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구했다. 

➠ 시간제 프로젝트 조교(주 6시간)를 고용했고, 동양학 담당 직원 2명의 주 2일 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프로젝트에 할애되었다.  

➠ 한국학 관련 정보의 학내 수요 평가가 포괄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학 강사진 및 

그 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한국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와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 내의 전 학과에 의견을 물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에 더하여, 다른 기관들로부터 한국학 관련 정보 제공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주요 자료(단행본, 

저널, 전자자료)를 결정하고 수집했다. 저널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학술정보서비스

(KISS)에 가입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여 E‐
Korean studies로 상향되었다. 보들리언도서관의 주요 검색엔진인 SOLO에서는 한글이나 

한자를 이용한 자료 검색이 제공되었다. 또한, 그동안 처리되지 않고 밀려 있던 한국어 

인쇄 자료 1,000책을 처리하고 (카드 카탈로그로부터) 3,000여 책의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들을 소급 변환함으로써 더 많은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3.1.2. 국내외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 강화

한국학 장서들을 소장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 보다 긴밀한 실무 관계를 구축했고, 한

국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 내 모든 기관들(SOAS와 쉐필드)과 대 도서관, 주 한

국문화원을 방문했다.

2008년 6월 6일 서울대학교 윤희원 교수와의 만남 이후에 서울대학교와 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2009년 3월 17일에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이 옥스퍼드대학교를 방문

하여 규장각 도서와 필사 인본(112종, 400책)을 보들리언도서관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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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이 자료를 기증하고 있다. 왼쪽은 사서이자 동아시아학 및 관련 자료들의 
열렬한 후원자인 사라 토마스 박사.

3.2. 프로젝트 2

1차 프로젝트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한국 문화재청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2차 

프로젝트(2010‐2011년)가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옥스퍼드대학교의 보들리언도서관

과 여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재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1년

으로 기획된 이 프로젝트는 전시와 출판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보물

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2011년 8월 26일‐9월 26일)가 보들리언도서관에서 열렸고, 한
국의 보물들: 옥스퍼드대학교의 보들리언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된 희귀본, 필사본 그리

고 유물들(Korean Treasures: Rare books, Manuscripts and Artefacts in the Bodleian Libraries 

and Museums of Oxford University)이 2011년 11월에 발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들리언도서관과 대학 내 여러 박물관들이 그동안 기증받아 보

관해온 중요한 한국 관련 서적과 유물들이 재발견되었다. 초창기에 한국에 대한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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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부족으로 다수의 한국 관련 자료가 간과되어왔던 것이다. 한국의 보물들은 그러

한 자료들을 찾아내 처음으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조

대왕(英祖, 1694–1776년)의 장례 행렬을 그린 의궤(儀軌), 조대왕이 자신의 사위에게 준 

책의 증정본, 1885년과 1886년 사이에 고종황제(高宗, 1852–1919년)가 여러 문관과 무관

에게 직위를 수여하기 위해 발행한 문서들, 강민(姜潤, 1830–1898년)이 고종황제를 위해 

만든 해시계, 이방자 여사(李方子, 1901–1989년)가 만들고 서명한 도자기, 희귀한 갑옷, 

18세기 초 또는 19세기에 제작된 장식이 화려한 투구, 장군이 쓰던 화살통과 화살 등이 

있다. 

그림 9  보들리언도서관 디비니티스쿨 입구에 게시된 “한국의 보물들” 전시회 포스터. 
전시회는 2011년 8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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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프로젝트는 1년 사업으로 기획되었지만, 원고를 작성할 시간은 실질적으로 6개월 

밖에 없었다. 편집하는데 3개월, 인쇄하는데 3개월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판 작

업은 잘 완료되었다.

옥스퍼드 내에 어떤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하

고, 카탈로그를 검색하고, 큐레이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렇게 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찾아낸 뒤에는 그 자료들이 진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자료 조사를 위해 여러 한국학 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국립중앙도

서관, 규장각, 서울대학교, 국립중앙박물관 등 주요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3.3. 프로젝트 3

2012년 3월, “한국으로의 창(Window on Korea)”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한국

의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성공리에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 이 프로젝트

를 통해 보들리언도서관은 첫 해(2012년)에 최대 4,000책을 제공받고, 향후 5년(2013–
2017년) 동안 연간 200책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은 미화 13,000불에 

달하는 장비 기금을 제공하기로 하 다. 보들리언도서관은 이 자료들을 보관할 지정 공

간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담당 직원을 배정하며, 공식 개관식을 개최할 것이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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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옥스퍼드 내의 한국학 자료가 더욱 확대되고 통합될 것이다. 

보들리언도서관은 동양학연구소 도서관에 약 100 평방미터에 달하는 지정 공간을 마

련했다. 여기에는 400미터 상당의 서가가 있는 55개의 서고가 있다. 또한 15평방미터에 

달하는 멀티미디어실이 계획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옥스퍼드에서 한국학과 한국학 관

련 장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또, 학생 수와 강의 과목

의 범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게 한국학 장서를 확대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들(참

고자료, 신문, 강의, 시청각, 연구 자료)을 한국학 강의가 제공되는 동양학연구소 내에 모

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한국학 및 관련 장서가 더욱 발전하고 

옥스퍼드가 한국학의 중심지로 보다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쇄본 자료와 온라인 구독은 여러 해 동안 즈비 메이타씨와 같은 개인 후원자들과 더

불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2009년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부터 최근 발간된 서적들과 필사 

인본 등 중요한 자료들을 기증받는 등 여러 차례 큰 기부를 받았다. 이 기회를 빌어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최근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주신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재청, 서울대학교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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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nd Resources at Oxford

2

Minh Chung *1)

This article give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University and its libraries, in particular East 

Asian studies and resources with emphasis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nd related collections. The article gives details of the various recent projects that have 

transformed the Korean collection in Oxford into one of the biggest Korean collections in the 

UK, putting Oxford at the forefront of research libraries on Korea in the West.

 * Head of Bodleian Chinese Studies Library and Korean Collections, Institute for Chinese Studies Library, 

Ox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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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University

As the oldest university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Oxford is a unique and historic 

institution. Oxford is an independent and self‐governing institution, consisting of the central 

University and the Colleges (38 colleges and 6 Permanent Private Halls). There is no clear 

date of foundation, but teaching existed at Oxford in some form in 1096 and developed 

rapidly from 1167. Today, it enjoys an international reputation as a world‐class centre of 

excellence in research and teaching. It employs over 10,000 academic staff and has a student 

population of over 21,000.

Oxford University has won eight Queen's Anniversary Prizes for Higher Education, more 

than any other university. Oxford was ranked first in the UK and fourth in the world in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1‐2012.

Annual income was £919.6 million in 2010‐2011. Oxford is one of Europe’s most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income from external research contracts exceeds £376 million 

(41%) of the annual income and more than 70 spin‐off companies have been create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http://www.ox.ac.uk.

1.1. Academic Divisions

There are four Academic Divisions ‐ Humanities; Mathematical, Physical and Life Sciences; 

Med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Fig 1  Oriental Institute, picture by Dawn Vaux (Copyright Bodleian Libraries, University of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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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riental Faculty

The Oriental Faculty, along with the following faculties and departments, belongs to the 

Humanities Division:

Rothermere American Institute 

Faculty of Classics 

Ruskin School of Drawing and Fine Art 

Faculty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of Art Department 

Faculty of History 

Faculty of Linguistics, Philology & Phonetics 

Faculty of Medieval and Modern Languages 

Faculty of Music 

Faculty of Oriental Studies 

Faculty of Philosophy 

Faculty of Theology 

Voltaire Foundation 

The principal areas of study at the Faculty of Oriental studies are:

Islamic World, Hebrew and Jewish Studies, Eastern Christianity, Egyptology and Ancient 

Near East, South and Inner Asia, and East Asi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is divided into three main subject areas, Chinese Studies, Japanese 

Studies, and Korean Studies.

Chinese Studies began in 1876 with the appointment of the great missionary‐scholar James 

Legge as its first Professor of Chinese. His critical translations of the Confucian scriptures and 

other classic texts are still used as a standard reference today. Oxford University has well over 

40 academics involved in a wide range of topics in Chinese Studies, and is a world‐leading 

centre for scholarship on pre‐modern, modern, and contemporary China. Thanks to a recent 

generous donation, a dedicated building with a library for China‐related study is planned to be 

built this year and will open in 2014. The new China Centre will bring together academics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nd Resources at Oxford 67

from across the whole University, co‐ordinating activities in all areas of study on China.

Japanese has been taught as a degree subject at Oxford since 1963. The Nissa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was established in 1981 with a generous endowment from the Nissan Motor 

Co. Ltd., and since then Oxford has become a maj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Japan. The University currently has sixteen senior faculty members and three full‐
time language instructors engaged in research and teaching in fields related to Japan.

Korean language and history are recent additions to the Faculty of Oriental Studies. Some 

teaching of Korean language was offered intermittently over the years, and a fixed‐term 

University Instructorship in Korean Language was established from January 1994. This was 

followed by a fixed‐term University Lecturership in Korean History from June 1994. Both of 

these posts were made possible by a generous start‐up grant from the Korea Foundation. Over 

the decade to 2004, a further grant from the Korea Foundation and generous gifts from Dr. 

Chong Hee Seung and former Minister Lee Yun Taek have supported Korean Studies and 

kept it alive at Oxford.

A Master of Studies (M.St.) in Korean Studies was approved in spring 1995 and graduated 

its first student in the spring of 1996. Since then, a good number of students have taken the 

degree, some with Distinction. Although undergraduate students could prepare for individual 

examinations in Korean language or Korean history, from 2003, students of Chinese and 

Japanese can take three ‘papers’ in Korean: Language, Classical Texts, and History and 

Culture, effectively constituting 30% of their degrees and allowing them to graduate with 

degrees in ‘Chinese with Korean’ or ‘Japanese with Korean’. Other undergraduate options in 

Korean also exist. Students of Chinese can read Korean classical texts in Classical Chinese. 

Students of Chinese and Japanese can write their undergraduate dissertations on an aspect of 

Korean history or Korean linguistics.

In June 2005, the University established a permanent post in Korean History, and in July 

2006, a generous endowment from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Foundation established a permanent post with the name ‘Young Bin Min‐Korea Foundation 

Lecturership i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The establishment of a full undergraduate 

degree in Korean Studies awaits permanent funding for a third post in Korean Literature; until 

then, Korean subjects can only be offered as options within existing undergraduate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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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inese and Japanese. Undergraduate interest in Korean Studies is strong and expanding.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Oriental Studies Faculty and Korean Studies, please visit:

http://www.orinst.ox.ac.uk/ and http://www.orinst.ox.ac.uk/ea/korean/index.html.

Today, the number of students of Korea‐related studies has reached around 25. Incidentally 

the number of Korean nationals studying at Oxford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over the years:

2011/12     144 (South Korea)

2010/11     134 (South Korea) + 4 (North Korea)

2009/10               132 (South Korea)

2008/9                 125 (South Korea)

2007/8                 111 (South Korea) + 6 (North Korea)

2006/7                 95 (South Korea) + 12 (North Korea)

(Statistics provided by the Information Office, University of Oxford)

Fig 2  Central Bodleian Libraries (Copyright Bodleian Libraries, University of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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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dleian Libraries

The University’s many libraries contain the largest and most diverse collections for the 

support of teaching and research in any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Its main research library, the Bodleian Library dates from 1602 and is globally acknowledged 

to be one of the greatest libraries in the world. It has been a library of legal deposit for 400 

years and members of the University and scholars from afar 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of 

satisfying a very high proportion of their library needs somewhere within Oxford’s libraries.

The Libraries, which together form Bodleian Libraries, is the largest university library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It contains more than 12 million printed items, in addition to 

30,000 e‐journals and other materials in different formats. It adds to stock an average of well 

over 1,000 items per day throughout the yea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http://www.bodleian.ox.ac.uk.

Fig 3  Selden End, Duke Humfrey's Library, picture by Greg Smolonski 
(Copyright Bodleian Libraries, University of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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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ast Asian Collections

Chinese language books were among the Library's earliest acquisitions after its foundation 

in 1602 and numbered over 100 volumes by the end of the 17th century. Nowadays, Oxford 

has one of the finest Chinese book collections outside the Far East. It is also one of the 

largest and fastest‐growing Chinese collections in Europe. The total of its holding is around a 

quarter of a million items. Japanese language books were also acquired from the early 17th 

century and now Japanese holdings have grown to about half the size of the Chinese 

collection.  

2.2. Korean Collections 

Korean language collection started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was built up in the 20th 

century.  The collection has been steadily growing in size and coverage into the 21st century.  

In 1990 it numbered 2,860 titles (approximately 5,000 volumes).  It expanded to about 6,000 

titles by 2000 and has now well in excess of 10,000 titles (approximately 30,000 volumes). 

Among the earliest accessions are a group of Bibles translated into han’gŭl by John Ross and 

donated by Reverend Solomon Ceasar Malan in 1885. Other significant donations came into 

the library sporadically between 1896 and 1930 from Bishop Mark Napier Trollope, who first 

went to Korea in 1890. These items include two important manuscripts, one of which is a 

painted procession of the funeral of King Yŏngjo (1694–1776) and a set of four volumes with 

depictions of figures from the Chinese past: emperors, philosophers, and poets. The bishop 

also donated a noteworthy collection of sixteenth‐ to nineteenth‐century printed Korean texts. 

The most recent notable acquisition is from Monsignor Richard Rutt. This gift is a large 

donation, which arrived at the library in October 2008. It is composed of about 2,000 items. 

The collection is the larger part of Rutt’s personal library and offers an impressive scholar’s 

collection. Included in the collection is a collection of items related to James Scarth Gale 

(1863–1937) which the Monsignor obtained from Gale’s family while preparing Gale’s 

biography. This includes Gale’s unpublished works, translations, and letters. There is also a 

small collection of important books on linguistics, notably one entitled Terminatio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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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 하다, a very rare book. Currently, there is no other known surviving copy anywhere in 

the world. Other items include a cloisonné dish made and signed by Princess Yi Pangja. 

2.3. Other languages

There are about 12,000 titles in western languages as well as over 400 journal titles. The 

earliest work in a European language on Korea is Hendrik Hamel’s An account of the 

shipwreck of a Dutch vessel . . . with the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Korea. Oxford has 

two French editions; both were published in Paris in 1670 by Chez Louys Billaine (TAY 

Main Libr VET.FR.I.A.149) and Chez Thomas Jolly (ASC Gallery h.12.24). Other interesting 

works include Basil Hall’s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 

(1818) (BOD Bookstack 4° BS. 308); John M’Leod’s Voyage of His Majesty’s ship Alceste, 

along the coast of Corea, to the island of Lewchew: with an account of her subsequent 

shipwreck (1818) (BOD Bookstack 8° R 152 BS. [1]).

After the opening of Korea to the West in 1882, great numbers of books on Korea’s history 

and geography, as well as maps, began to appear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library’s 

map collection includes maps showing routes made by such well‐known travellers as Isabella 

Bird Bishop (1831–1904). The Bodleian possesses a copy of her Sketch map of central Korea 

(D23:5 [1]) and her General map of Korea and neighbouring countries (D1:4 [78]). Both 

were published in 1898 and include Bishop’s first and second journeys. There are also maps 

showing Captain A. E. J. Cavendish’s route. Captain Cavendish (1859–1943) was one of the 

few travellers who gave first‐hand, detailed accounts of the area around Paektusan (‘White 

Head Mountain’, C. Changbaishan) in the nineteenth century. Cavendish’s Sketch map of 

Korea (D23 [101]), which shows his route, was published in July 1894. The library also has 

the second edition (D23 [117]), published a month later in August 1894 by the same 

publisher, which includes treaty ports and main roads as well as his route.

In addition, there is a collection of materials related to missionary work in the late 

nineteenth to early twentieth century. These materials include the private correspondence of 

Bishop Trollope from 1891 to 1929, as well as letters received and sent between 1889 and 

1928 from the archives of the United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The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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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bound copies of ‘Morning Calm’, the diocesan newsletter from 1890, as well as 

photographs related to missionary work.

The library also acquires Japanese publications relating to Korean studies, and has some 700 

titles as well as a few periodicals. Although not as big as other East Asian collections, it is 

still one of the biggest Korean collections in the UK and indeed in Europe.

Fig 4  Book Storage Facility (BSF) in Swindon (Copyright Bodleian Libraries, University of Oxford) 
BSF opened in October 2010 and will house up to nine millio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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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Locations of Bodleian Library’s Korean Collections

Korean materials, according to their natures and contents are housed in various locations.

∙ Korean Research Collection (Both Western and Korean Language)

The research collection was previously housed on the central Bodleian site and has been 

moved to the new Book Storage Facility (BSF) in Swindon. Books may be requested to be 

read in the reading rooms of the Oriental Institute Library and the Institute for Chinese 

Studies Library. 

∙ Korean Teaching Collection (Both Western and Korean Language) 

Materials on Korea required for teaching purposes at the Oriental Institute are kept in the 

Oriental Institute and the Chinese Studies libraries.

∙ Japanese Koreanology

Works in Japanese relating to the study of Korea have also been moved to BSF and are 

made available through the reading rooms of the Oriental Institute Library and the Institute for 

Chinese Studies Library.

∙ Korean Art and Archaeology (Both Western and Korean Language) 

Works relating to Korean art and archaeology are housed in the Eastern Art collection at 

the Sackler Library.

Fig 5  Sackler Library (Copyright Bodleian Libraries, University of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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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Manuscripts and Antiquarian Printed Books

These are housed in the Special Collections at the Radcliffe Science Library temporarily 

until 2015, when the New Bodleian Library will open as the Weston Library. The Special 

Collections will then be relocated to the Weston Library.

Fig 6  Radcliff Science Libraries (Copyright Bodleian Libraries, University of Oxford)

∙ Korean Maps 

Maps are made available through the reading room of the Duke Humphrey’s Library.

∙ Missionary Documents 

Materials related to missionary work in Korea are housed in the Rhodes House Library. 

∙ Catalogues 

Western and Korean language works are catalogued on SOLO (Oxford Libraries' Catalogue). 

 Original script Internet access is available (http://www.bodleian.ox.ac.uk/bodley) to sources in 

Korean as well as western languages.

For more information regarding Korean collections please see the recent publication: Korean 

Treasures: Rare books, Manuscripts and Artefacts in the Bodleian Libraries and Museums of 

Oxford University, published by the Bodleian Libr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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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cent developments of the collections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has been developing fast in the past few years in Oxford due 

to a succession of projects.

3.1. Project 1

In 2008, the Bodleian Libraries received a generous donation, and a project (2008‐2009) 

was set up to develop the information resources for Korean Studies and to improve service to 

those interested in Korea. This led to a number of significant enhancements including the 

finalization of a complete Korean online catalogue; the acquisition of over 3,000 monographs 

and several important journal titles; the retrospective conversion of about 3,000 volumes of 

monographs and serial runs (from card catalogues); and the clearing of a backlog of about 

1,000 volumes, to improve access to the collection. In addition, significant donations received 

include the large donation of about 2,000 items from Monsignor Richard Rutt in 2008 and the 

gift of an important collection of recently published books and reproduced manuscripts (112 

titles in 400 volumes) from the Kyujanggak Royal Library, presented by Dr. Lee Jang‐moo,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9.

Fig 7  The Oriental Work Room, picture by Angela Arnold 
(Copyright Bodleian libraries, University of Oxford) where Oriental books were processed 
before shelving, was dominated by newly acquired Korean books throughout the period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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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ssential actions taken in carrying out the project

➠ Librarians met up once a month with Korean Studies teaching staff for advice and 

direction, particularly the acquisition of materials.

➠ A part time project assistant (6 hours per week) was recruited, and the time equivalent 

to two days per week of two existing members of staff from the Oriental section was 

allocated to the project.

➠ Assessment of information needs for Korean Studies was conducted within the University 

in the widest sense. This involved talking to Korean Studies teaching staff and people 

with interests, as well as circulating messages to all departments of the University to 

find out what materials are required and assess the trends in Korean Studies.

Important materials (monographs, journals, and e‐resources) were identified and acquired 

from the findings of the above, and through gleaning ideas for information provision for 

Korean Studies from peer institutions as well as various specialists’ catalogues. An online 

subscription to th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for journal retrieval 

was established. This was upgraded to E‐Korean studies since 2010 with subscription fees 

partly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Searches of materials using original scripts (Korean 

or Chinese characters) were made possible through the SOLO facility, the library’s main 

search engine. The collection was made more accessible by clearing the backlog of about 

1,000 volumes of unprocessed printed materials in Korean. Records of over 3,000 volumes of 

monographs and serial runs (from card catalogues) were retrospectively converted to improve 

access to the collection.

3.1.2. Closer link with other institutes nationally and abroad

Closer working relationships with other institutions that have Korea‐related collections were 

developed and visits were made to all UK institutions with Korean Studies programmes 

(SOAS and Sheffield) and the British Library as well as the Korean Cultural Centre, UK.

A cooperative agreement was signed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following a meeting on 

6 June 2008 with Prof. Hiwon Yo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niversity was later 

visited by Dr. Jang‐Moo Lee, the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17 Mar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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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esent the Bodleian Library with a collection of books and reproduced manuscripts (112 

titles in about 400 volumes) from the Kyujanggak Royal Library. 

Fig 8  The photograph depicts the presentation of the gift by Dr. Jang‐Moo Lee, the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r. Sarah Thomas, Bodley’s Librarian, a keen supporter 
especially for East Asian Studies and resources.

3.2. Project 2

In order to keep up the momentum with earlier developments, another project (2010‐2011) 

was set up and fund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omote Korean cultural objects possessed by the Bodleian Libraries and the museums of the 

University of Oxford.  The project was contracted for one year and consisted of two parts: the 

exhibition and the publication. The “Korean Treasures” exhibition (26 August – 26 September 

2011) was held at the Bodleian Library, and Korean Treasures: Rare Books, Manuscripts and 

Artefacts in the Bodleian Libraries and Museums of Oxford University was published in 

November 2011. 

The project uncovered many important books and artefacts related to Korea acquired by 

donations throughout the long history of the Bodleian Libraries and the museums of the 

University of Oxford. Due to an early lack of specialist knowledge in Koreana, many of these 

Korean items were largely neglected. The publication of Korean Treasures sought out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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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and presented them together in a single volume for the first time. Notable items include 

the court painting scroll (ŭigwe 儀軌) of the funeral procession of King Yŏngjo (英祖, 1694–
1776); a presentation edition of a book given by King Yŏngjo to his son‐in‐law; a group of 

documents issued by Emperor Kojong (高宗, 1852–1919) between 1885‐1886 to confer various 

titles to his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a sundial made by the famous maker Kang Min (姜潤, 

1830–1898) for Emperor Kojong; a ceramic dish made and signed by Princess Yi Pangja (李
方子, 1901–1989) as well as a rare example of a suit of armour, an ornate helmet of the early 

18th or 19th century, a general’s quiver and arrows, and many more.

Fig 9  The poster of the “Korean Treasures” Exhibition displayed at the entrance to the Divinity 
School, Bodleian Library, where the exhibition was held from (26 August – 26 Sept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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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publication project was contracted for one year, there was actually only six 

months possible for the preparation of the manuscript. Three months had to be allowed for 

editing by the publisher and another three months for printing. Still, the publication was 

completed in good time.

In order to find out what other treasures are in other collections in Oxford, a lot of time 

was spent visiting various departments, searching through catalogues, and talking to various 

curators. Once certain important items were identified, the advice of experts was sought to 

ascertain whether the items are genuine. The research required close contact with a wide range 

of Korean Studies scholars and important institutions lik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Kyujanggak Royal Library,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so on.

3.3. Project 3

In March 2012, a successful bid was made t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o begin a 

project entitled “Window on Korea”. The project will provide the Bodleian Libraries up to 

4,000 volumes in the first year (2012) and 200 volumes per year during the next five years 

(2013–2017). In additio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ill also provide equipment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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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to USD 13,000. The Bodleian Libraries will provide a designated space and staffing for the 

project and prepare and hold an official opening ceremony. The most important result will be 

the augmentation and amalgamation of the holdings on Korea. 

The Bodleian Libraries has made available at the Oriental Institute Library a designated 

room of approximately 100 square metres. There are 55 stacks (bookshelves) providing over 

400 metres of shelf space. In addition to the above space, in the designated room, there are 

about 15 square metres of space planned for a multi‐media room. This is an excellent and 

timely project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nd the Korean library collections 

in Oxford.  It offers the opportunity to expand the collection to cope with the steady increase 

in student numbers and the coverage of subjects taught as well as bringing all necessary 

Korean materials (reference, newspapers, teaching, audio visual, and research materials) into 

one location at the Oriental Institute where Korean courses are taught. This is an exciting tim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nd resources and will firmly establish Oxford as one 

of the important centres for Korean Studies in the west.

The print collection and online subscriptions have been generously supported over the years 

by the Korea Foundation,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s well as by such benefactors as 

Mr. Zvi Meitar. Significant donations such as the gift of an important collection of recently 

published books and reproduced manuscripts from the Kyujanggak Royal Librar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9.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our gratitude 

for their support. We are also very grateful t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heir 

support of rec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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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이승만문서’와 근현대사 연구

3

김 인 섭*1)

연세대학교 소개

연세대학교는 1885년에 궁정어의 던 미국 북 장로교 선교사 H. N. Allen 박사에 의해 

설립된 제중원(초기 이름 광혜원)을 시초로 하고 있다. 제중원은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효시이며 연세대학교 역사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 서양 의학 강습의 출발점이 

된다. 1915년에는 미국 북 장로교의 협력을 얻어 H. G. Underwood에 의해 조선기독대학

이 설립되었고 1923년 신 교육령에 의거 교명이 연희전문학교로 바뀌었다.

한편, 제중원은 Toronto 대학 의과대 교수 던 O. R. Avison 박사가 인계를 받아 미국 

클리브랜드의 L. H. Severance씨로부터 기증받은 기금으로 1904년 병원을 신축하고 세브

란스 의학전문학교로 개명하 다. 1917년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로 발전하 으나 

1942년 일제의 강요로 아사히 의학전문학교(旭醫學專門學校)로 변경되어 1945년 해방을 

맞이하 다.

해방 이후, 연희전문학교가 종합대학으로 발족하 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은 연희대학

교 이공대학에 예과를 설치함으로써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 다. 1954년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을 건립하고 그 이듬해 최종적으로 양교합동을 결정하 다. 마침내 1957년 연희대학

교,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통합하여 연세대학교로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설립에서부터 보듯이 기독교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개화기와 일제 강점

기의 어려웠던 상황에서 꿋꿋이 근대 대학교육에 매진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 연세대학교 국제학도서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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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랑하는 것은 국제 교류 및 교육으로 국내 대학의 선구자이자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

다. 1959년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한국어학당(Korean Language Institute)을 설립하 으며 

1966년 국제교육부를 신설하여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교과목을 개설하 다. 한

국전쟁 이후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극심했던 국내 상황으로 볼 때 연세대학교는 국제교

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 다고 할 수 있다. 1987년도 학부 국제교육에 이어 국제학대학

원을 개원하여 전 과목을 어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 다. 이는 국내 학생의 세

계화에 대한 안목을 넓히게 하고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한국학이

라는 분야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학대학원은 초창기 한국학과 동아시아학 전공 

학생을 선발하여 국제인력양성과 한국학을 알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자부한다.

1. 머릿글

‘이승만문서’는 우남 이승만 박사가 손수 집필하고 수집한 문서를 연세대학교가 유일

하게 소장함과 동시에 연구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내외 여러 한국학 연구자들과 그 관련

된 분들에게 소상히 밝혀지지 않아 이 글을 빌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승만 박사는 알려

진 바와 같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근현대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가 실존하는 동안 기록 ․ 보관하여 남긴 이 문서들은 

우리가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 재미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이후 대한민국 건국 및 

발전에 대한 연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그간 관련 단체와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승만 박사 본인의 저서와 각종 연구물이 

국/한문본 또는 문본으로 출간되었으나 ‘이승만문서’와 같은 1차 사료에 대한 출판물

은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는 ‘이승만문서’라는 독보적인 문헌을 국내․외 여

러 한국학 학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할 것

으로 본다.

이 글은 이승만 박사와 ‘이승만문서’에 대한 전반적 소개를 시작으로 이 문서를 이관

하여 연세대학교에서 파악한 내용과 그를 바탕으로 수집/정리한 2차 문헌을 알리고자 한

다. 그리고 현재 ‘이승만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와 이승만

연구원을 소개하여 연세대학교 내의 이승만 연구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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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이승만 
(1910년)

2. 『이승만문서』 에 대하여

2.1. 우남 이승만 소개

이승만 박사의 활동 시기와 이력은 조선의 개화기와 대한제국 말기, 일제 강점기, 해

방, 한국전쟁, 한국전쟁 이후와 4.19 혁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승만문서’에 대한 

연구과제도 복잡하겠지만 이승만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연구하는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

간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그에 대한 소개는 ‘이승만문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이승만문서’의 사료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이승만의 출생에 관한 것을 보자면,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으며, 처음 

이름은 승룡(承龍), 다른 이름은 일수(一秀), 호는 우남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개화기 근

대화 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교육가, 초대, 2 ․ 3대 대통령을 역임하 다. 

조선 말기, 대한제국 때에는 협성회보와 독립신문 주필이었고 독립협회에서 다소 활동

을 하 으며 대한제국 밀사로 도미하 으나 실패하 다. 프린스턴대학에서 철학 박사학

위를 받은 후 하와이에서 한인학교를 운 하 고 미국 내에서 독립운동 및 자금모금 활

동을 하 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 수반

을 거쳐 1919년 9월부터 1925년 3월까지 대한민국 임시정

부 대통령직을 역임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외교위

원부 위원장, 국무위원회 외교위원 등을 역임했다. 1925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건을 계기로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대통령직에서 면직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귀국하여 김구, 조소앙, 김성수 등과 

함께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관하 으며, 정부수립 방법

으로는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고 추진하 다. 대한

민국 초대 국회의장, 대한민국 초대, 2 ․ 3대 대통령을 역

임하 다. 이어 1954년 사사오입 개헌 이후 1960년 3월 정

부통령 선거에 연임하 다. 그러나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일어나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여, 미국 하와이로 망명한 후 1965년에 사

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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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1948년)

그의 재임 기간 중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은 한국전

쟁(1950∼1953년)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전쟁이 일

어나자 이승만은 대전에서 사흘을 머문 뒤 익산, 목포, 부산

을 거쳐 7월 9일 대구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있던 

국민들은 한강철교가 폭파되고서야 피란을 시작하여 수많

은 서울 시민들이 북한군에 붙잡혀 강제동원 되었다. 북한

군이 부산, 포항을 제외한 남한 전 지역을 점령하게 되자 한

때 일본에 망명정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세우기도 하 다. 

한국전쟁 휴전 후 한 국가의 책임자로서 전쟁을 막지 못했

다는 비판도 있으나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반공

을 기치로 공산주의에 맞서 반공국가를 건설하 다는 주장도 있다.

2.2. ‘이승만문서’란 무엇인가?

이승만문서(李承晩文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과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을 지낸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소장하고 있던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말한다. 원래 이 

문서는 이승만 박사의 후손인 이화장(梨花莊)1)의 이인수(李仁秀)2) 박사가 보관하고 있다

가 1997년 11월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자료이다. 

연세대학교가 기증받아 그동안 분석한 이승만문서의 종류를 보자면 크게 6가지 형태

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이 박사가 직접 집필한 문서 

 ② 이 박사가 받은 문서 

 ③ 3자간에 주고받은 것을 이 박사가 수집한 문서

 ④ 한국에 관해 외국인이 작성한 문서

 ⑤ 이 박사의 활동에 관련된 각종 사진

 ⑥ 독립ㆍ건국ㆍ통치활동 및 제1공화국에 관한 외국 신문ㆍ잡지의 기사

이 외에도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서들이 존재하지만 위와 같이 큰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1)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조선시대 건물. 8.15 광복 직후 이승만이 살았으며 유족들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현재는 ‘이승만기념관’으로 보존되고 있다.

2) 이승만의 양자. 정치학자,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역임. 이승만기념사업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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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옥중잡기』

 

그림 4  김구(金九) 선생이 이승만 박사에게 보낸 친필 서한(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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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승만문서’의 종류와 총 분량

이화장에서 연세대학교로 이관될 때 파악한 ‘이승만문서’의 종류와 분량을 보자면 아

래와 같다. 

 종 류 분  량 내    용

 1 문서원본 158,350장
 국문 · 국한문 문서는 B5, A4, B4 크기, 

 영문 문서는 A4, B4 타이핑지 크기

 2 복본문서 785장  원본 문서의 복사본 및 재타이핑본

 3 각종 책자 102건   

 4 팸플릿 385점  원본 문서철에 들어있는 팸플릿 포함

 5 공채표 11장  

 6 사진 19,004장   

 7 우표 222장  원본 서한 봉투에 붙어있음. 이미 사용한 우표임

 8 신문 · 잡지 4권 44장  편책신문과 낱장신문, 잡지 65권

 9 신문스크랩 41상자  타임․뉴스위크 등 잡지의 신문스크랩

 10 우남소장도서  86권  이화장 소장 도서

 11
우남 관련인사 

녹취록
40개  이인수박사가 녹취한 이승만 관련인사 녹취테이프

 12 기타  여권 2점, 지도 3점, 북한지폐 20장, MF필름 5개, 동전 1개 

 1) 문서원본은 1948년 8월 건국 이전 문서 10%, 그리고 1948년 8월 건국 이후 문서 

90% 로 구성되어 있음. 건국 이전 문서는 東文(국문ㆍ국한문ㆍ한문) 문서와 西文
( 문ㆍ불문) 문서가 대략 반반이며, 건국 이후 문서는 문 문서가 거의 대부분임.

 2) 복본문서는 원본문서와 동일한 문서임(먹지 타이핑 결과물임).

 3) 각종 책자와 팸플릿은 이 박사의 독립ㆍ건국ㆍ통치활동에 관계된 것들임.     

 4) 공채표는 독립공채와 같은 것임.

 5) 사진은 일부가 이 박사의 독립운동 관련 사진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건국 이후 

대통령 재직 시절의 사진임.  

 6) 우표는 이 박사가 주고받은 편지봉투에 붙어있는 것들임.

 7) 신문/잡지는 이 박사가 구입하거나 받은 것들임. 

 8) 신문스크랩은 이 박사가 한국독립운동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한 것과 제1공화국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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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공관이 한국 관계 기사를 스크랩하여 본국에 보고한 것임. 후자가 거의 대부

분임.   

 9) 우남소장도서는 이 박사가 소장하고 있던 도서들임.

10) 우남 관련 인사 녹취록은 아들 이인수 박사가 이승만 박사와 인연이 있던 인사들

을 찾아 면담한 내용을 녹취한 것임.

그림 5  『신영한사전, English-Korean Dictionary』원고

          

    그림 6  『청일전기』표지          그림 7  『한국교회핍박』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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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승만문서’ 원본의 개략적 분류와 내용 

2.4.1. 1948년 8월 이전 문서 

  ① 이승만 박사의 다수 저작과 미간 원고 및 친필 일기 : ≪독립정신≫ ․ Japan Inside 

Out 등  

  ② 3․1운동 관련 문서 : 선언서 ․ 청원서 ․ 선포문 ․ 전단류, 파리강화회의 문서, 필라델

피아회의 문서 등

  ③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문서 : 임시대통령 문서, 각 부 문서, 위임통치청원 ․ 워싱

턴군축회의 문서, 대한적십자사 문서 등 

  ④ 구미위원부(The Korean Commission) 문서 : 위원장 문서, 중앙 ․ 지방 공문 등

  ⑤ 하와이 ․ 미주 교민단체 관련 문서 : 하와이 한인학교 및 교회 문서, 대한인국민회

․ 대한인교민단 ․ 동지회 ․ 대한부인구제회 문서, 한길수 문서 등  

  ⑥ 건국기 문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 민족통일총본부 문서, 비밀사찰기구 문서, 

총선거 ․ 정부수립 관련 성명서 ․ 담화문 ․ 연설문, 정치자금 관련문서 등

  ⑦ 서한 : 민 환, 김구, 이상재, 김성수, 송진우, 이동휘, 서재필, 김규식 등 독립운동

가, 재외 한인, 미국 요인들의 친필 서한 및 타이핑 서한 수천 점

그림 8  이승만의 칠필 ｢서재필과 독립신문 및 ㅣ일신문에 대한 나의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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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신문에 보도된 영일동맹 조약문을 이승만이 번역한 것

그림 10  미국 워싱턴의 구미위원부 직원 일동(1920.3.1)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송헌주, 이승만, 김규식 
뒷줄 왼쪽 두번째부터 임병직과 노디김(Nodie Kim)양

2.4.2. 1948년 8월 이후 문서 

  ① 정부 각 부처(외무부 ․ 재무부 ․ 국방부 ․ 부흥부 ․ 공보부 등)의 보고서 

  ② 재외공관과 사관(유엔대표부, 미국 ․ 중국 ․ 터키 ․ 베트남 ․ 필리핀 ․ 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 일본 대표부와 뉴욕 ․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리스 ․ 호놀룰루 주재)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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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한 미국대사관 문서 

  ④ 한미상호방위조약, 제네바 정치회담, 아시아 반공연맹 관련문서 

  ⑤ 이승만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한미재단, Korean Pacific Press, International Press 

Service 등 언론 ․ 홍보 기관 관련문서 

  ⑥ 이승만 대통령이 주고받은 각종 편지(격려편지 ․ 초청장 ․ 감사장 등 포함) 

  ⑦ 약간의 대통령 부처 신상 관련문서와 경무대 문서 등 

그림 11  외교부 문서(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51)

2.5. 이승만문서의 역사적 가치와 효용성

‘이승만문서’ 원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만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및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관련 문서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건국활동, 통치활동 및 독립건국사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승만문서’는 한국인이 스스로 한국 근현대사를 정리 ․ 연구하여 한국인의 시각에 

입각한 ‘독립사관’ 및 ‘건국사관’을 수립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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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학 및 이승만 관련 연구동향

3.1. 현대한국학연구소3)

3.1.1. 설립목적

현대한국학연구소는 한국학의 세계화와 세계 속의 한국화를 지향해 온 연세대의 교육

이념, 국학연구원의 한국학 연구 전통, 국제학대학원(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의 국제적 교육ㆍ연구제도 등을 이어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었다. 또한 

해외의 여러 한국학 연구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ㆍ협력함으로써 국내 한국학의 연구

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1.2. 주요사업

  1) 연구사업 :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세대학교의 국학연구 전

통과 국제학대학원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한국 근현대, 정치사/기업사, 개신교 

선교사, 한국 근현대 학생운동과 농민운동, 근현대 사상사, 한국학의 세계화 사업

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2) 한국 근현대사 자료 수집 및 정리 : 우남 이승만 박사의 문서를 필두로 한국 근현

대의 역사적 인물들이 남긴 문헌을 발굴 수집 정리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 현대

사 주요 생존인물의 증언 채취 및 정리, 국외에 산재한 한국현대사 관련 자료 수

집 및 목록화 사업을 지속한다.

  3) 학술회의, 세미나, 강연회 : 국제회의를 연 1회 주최하고 일반인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에 대한 강연회 시연한다. 

  4) 출판사업 : 한국 근현대사 관련 주요 자료를 정리하여 편찬하고 출판한다.

3.1.3. 연혁

1996. 홍석현 중앙일보회장, 연세대학교에 현대한국학연구소의 발전기금 기증. 송암 

최송옥 여사 부암동 저택(우남관)을 이승만 연구를 위해 연세대학교에 기증.

1997.3.1.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내 현대한국학연구소 부설 연구소로 설립. 유 익 

석좌교수 초대소장 취임.

3) http://imk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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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5.31. 연세대학교 김병수 총장과 이인수 박사, “이승만대통령문서” 양도에 관한 

합약서 체결 후, 동년 10월 우남이승만문서 인수목록 작성 작업 종료.

1998.8. 우남이승만문서: 東文篇 (전18권) 인 출판.  

2001.5. 연세대 중앙도서관 5층에 우남사료실 개관,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1948-1960년)

의 문서를 모두 정리한 후, 그 복사본을 우남사료실에 비치해 연구자들에게 

공개.

2005.2. 이승만의 대통령 재임시(1948-1960) 공사(公私)문서 목록집인 

The Syngman Rhee Presidential Papers: A Catalogue 출판.

2006.4. 국사편찬위원회와 이승만문서 공동 이용 협약 체결.

2009.1. 이승만 東文 서한집(전3권) 출판.

2009.2. Syngman Rhee's English Language Correspondence(전8권) 출판.

2010.3. 이승만 대통령 재임기 문서목록(전2권) 출판.

3.1.4. 연구사업과 활동

  1) 국제학술회의(우남학술회의)

    - 제1차 : 한국현대사 연구의 반성과 전망(1997.10)
    - 제2차 :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1998.8)
    - 제3차 : 농지개혁의 역사적 재평가(1999.12)
    - 제4차 : 한국과 6.25전쟁(2000.10)
    - 제5차 :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 비판과 성찰(2002.11)
    - 제6차 :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재평가(2004.11)
    - 제7차 :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2006.11.4)
    - 제8차 :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사회(2007.11)
    - 제9차 :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2008.11)
    - 제10차 :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2009.11)
    - 제11차 : 이승만과 6.25 전쟁(2010.11) 

  2) 해외한국학 평론 콜로키엄4)

국내에서의 한국학 연구를 촉진하고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축적된 

한국학 연구성과를 올바로 파악하고 이를 변별성 있게 소개 ․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4) http://imks.yonsei.ac.kr/research_kr/colloquium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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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국학 평론 콜로키엄은 한국학의 인식체계 정립에 심대한 향을 끼쳤다고 판단

되는 英文 ․ 日文 저서들을 대상으로 이들 하나하나에 심층적인 발표와 토론 및 평가를 

가하는 전문적 서평회이다. 이 콜로키엄의 결과물은 수정과 편집 작업을 거쳐 해외한국

학 평론으로 출판된다.

  3) 연세-KF5) 한국학포럼6)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는 국제학대학원 학생들의 한국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해외의 저명한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그들의 전공분야를 한국학계에 소

개하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세-KF 한국학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현대한국학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 The Korea Foundation)이 맺은 

협정에 따라 현대한국학연구소가 세미나를 주관하고 KF가 세미나와 논문집 출판에 필

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결과물 중에 우수한 원고들은 수정 ․ 보완 작업을 거쳐 Korean 

Studies Forum7) 으로 출판되고 있다. 이 포럼은 2011년 11월까지 103차가 진행되었다.

3.2. 이승만연구원8)

3.2.1. 소개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은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남긴 사료를 정리 및 

출판하고, 이승만 박사의 사상과 활동은 물론 이승만 박사가 활동한 시대의 국내외적 배

경과 상황 그리고 유산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그리고 발전에 기여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연구 및 평가하고 교육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와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및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국내외적인 

맥락에서 연구 및 평가하고, 관련된 학술회의 ․ 콜로키움 ․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2)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수집 ․ 정리 ․ 열람 ․ 전시 ․ 편찬 ․
출판한다. 

5) 한국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 : 한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운 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

6) http://imks.yonsei.ac.kr/research_kr/forum.asp

7) IMKS forum series ; Yonsei Press, vol. 1,2,3

8) http://web.yonsei.ac.kr/sm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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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승만 대통령의 사상과 활동 및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와 성과를 홍보 및 교육

한다. 

   4) 국내외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협력한다.

3.2.2. 기본사업 및 활동

  1. 이승만 대통령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 정리 ․ 편찬 ․ 출판 및 연구

  2.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 건국운동 ․ 통치활동 연구 및 출판 

  3. 이승만 대통령 관련 학술회의 ․ 콜로키움 ․ 강연회 개최 

  4. 이승만 대통령의 활동과 사상은 물론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를 교육하기 위한 가

칭 ‘이승만건국아카데미’ 운

  5. 이승만 대통령 연구 ․ 홍보 활동에 필요한 자료실(전시실 겸용) 운

  6. 국내외 이승만 대통령 및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 지원

  7. 국내외 이승만 대통령 및 한국 근현대사 관련 연구소와의 공동 학술연구 및 협력

관계 구축

  8. 이승만 대통령 관련 자료집 ․ 연구서 ․ 홍보 자료의 편집 ․ 개발 ․ 출판

  9.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 건국운동, 통치활동 ․ 통치철학의 국제화를 위한 제반 

사업 추진 

 10. 기타 연구 ․ 교육 및 사료 수집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그림 12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우남사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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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간자료

4.1. 이승만 관련 발간자료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일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사회 오영섭, 이덕희 외 현대한국학연구소 2011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송복 연세대 출판부 2011

(사진으로 보는)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군사편찬연구소, 

이승만연구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이승만과 대한민국건국 홍선표 외 현대한국학연구소 2010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김수자 외 연세대 출판부 2010

6.25와 이승만 :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프란체스카 도너 리 

지음 ; 조혜자 옮김
기파랑 2010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영익 외 선인 2009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오영섭 현대한국학연구소 2007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유영익 편 현대한국학연구소 2006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고정휴 현대한국학연구소 2004

(우남) 이승만 [비디오녹화자료]. 전7부 조화연 연출 센츄리TV 2003

젊은 날의 이승만-한성감옥생활과 옥중잡기 

연구
유영익 현대한국학연구소 2002

Syngman Rhee: the prison years of a 

young radical
Chong-sik Lee 현대한국학연구소 2001

농지개혁 연구 홍성찬 연세대 출판부 2001

이승만연구 :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유영익 현대한국학연구소 2000

이승만의 삶과 꿈

(The Life and Dreams of Syngman Rhee)
유영익 중앙일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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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승만 저서 및 ‘이승만문서’ 관련 발간자료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일

이승만 대통령 방미일기 이승만 코러스 2011

이승만 대통령 재임기 문서목록 오영섭 편 현대한국학연구소 2010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8 volumes.

Young Ick Lew and 

Young Seob Oh
현대한국학연구소 2009

이승만 동문 서한집, 전3권
유영익, 송병기, 

이명래, 오영섭 편
현대한국학연구소 2009

The Syngman Rhee presidential papers: 

a catalogue

Young Ick Lew and 

Sangchul Cha

Yonsei

University 
2005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 Syngman Rhee
건국대통령이승만

박사기념사업회
2003

독립졍신(The Spirit of Independence: 

A Primer of Korean Modernization and 

Reform)

이승만 저, 김한교 역 현대한국학연구소 2001

The Syngman Rhee 

Telegrams(우남이승만문서 전문편), 전4권
유영익 현대한국학연구소 2000

우남 이승만문서 동문편, 전18권

(梨花莊 所藏 雩南 李承晩 文書 : 東文篇, 

全18卷)

우남이승만문서편찬

위원회 편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우남 이승만 박사 한시선집 이승만 동성미술출판사 1982

한국교회핍박 청일전기 이승만 불명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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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on the Syngman Ryee 
Documents and Modern Korean History 

at Yonsei University

3

InsupKim *9)

About Yonsei University

The history of Yonsei University goes back to the founding of Jejungwon (previously known 

as Gwanghyewon), which was established in 1885 by Dr. H. N. Allen, who was a Northern 

Presbyterian missionary of the United States and a royal family doctor for the Chosun Dynasty. 

While serving as the predecessor of the Severance Medical College, Jejungwon also marks the 

beginning of both Yonsei University and Western medicinal education in Korea. With support 

from the Northern Presbyterian deno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Dr. H. G. Underwood opened 

Chosun Christian College in 1915, which was later renamed Yonhi College in accordance with 

the 1923 New Education Act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Dr. O. R. Avison, who was a professor at the Medical School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and became the next president of Jejungwon, built a new hospital with a donation from Mr. L. 

H. Severance and renamed the school Severance Medical College. In 1917, the college was 

expanded to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In 1942, the school was renamed Asahi Medical 

College, succumbing to pressure from the colonial government, and retained the name until 

Korea's independence.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Yonhi College was expanded into a full-fledged university and 

Severance Medical College installed its preparatory courses within the College of Engineering of 

 * Librarian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Library of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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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i University. In 1954, Severance Hospital was constructed in Sincheon. In 1955, the final 

decision was made to merge Yonhi University and Severance Medical College and two years 

later, the two schools were amalgamated into Yonsei University. 

As evidenced in its early history, Yonsei University has been unwavering in its devotion to 

modern education based on its Christian philosophy even during turbulent times such as the 

opening of the country and the colonial period. 

Yonsei is also known as a pioneer and an exemplary model among local universities in 

international exchange and education. In 1959, the school opened a Korean language institute,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In 1966,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 was installed to 

provide English-mediated cours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Giv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upheaval that the country was undergoing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it is evident that 

Yonsei made extraordinary efforts to promote international education. In 1987, Yonsei opened 

it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in which entire courses were offered in 

English. This ha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Korean students to develop more globalized 

perspectives and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become more knowledgeable of Korea and Korean 

Studies. From its early days during which it offered Korean Studies and East Asian Studies 

programs, the GSIS of Yonsei University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cultivation of 

international experts and promotion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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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Syngman Rhee Documents housed in Yonsei University were either written or collected 

by President Syngman Rhee himself. This article will provide an overview of the documents, as 

they remain largely obscure to many scholars and interested people both at home and abroad. 

As well known, Dr. Syngman Rhe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t the 

center of Korea's modern history. While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of his achievements, 

these documents recorded during his lifetime will provide important data for research on the 

later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the Chosun Dynasty), US-based independence movement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le some of the books written by Rhee and research papers have been published in 

Korean/ancient Chinese or in English by interested groups and researchers, publications about 

original documents such as the Syngman Rhee Documents have been rare. In this context, it is 

expected that Yonsei University will add a new dimension to research on modern Korean 

history by presenting such unique materials to scholars in Korean studies both at home and 

abroad. 

Beginning with an overall introduction of Rhee and the Syngman Rhee Documents, this 

article will explain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identified by Yonsei and secondary literature 

produced based on the documents. In addition, research activities at Yonsei University in 

relation to Dr. Syngman Rhee will be presented by reviewing the activities of the Syngman 

Rhee Research Institute and th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which is currently housing 

the Syngman Rhee Documents.

2. About the Syngman Rhee Documents

2.1. About Dr. Syngman Rhee

The range of activities and career of Dr. Syngman Rhee is extensive, spanning from the 

opening of the Chosun Dynasty to the last years of the Great Han Empire, Japanese colonial 

rule, independence, Korean War, post-Korean War, and the April 19 Revolution. This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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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ngman Rhee was 
awarded a doctorate by 
Princeton University (1910)

that it would take considerable time and effort to study this 

historic figure, not to mention the complexity of the research 

on the documents. Hence, this article will offer a brief 

introduction of Rhee to help readers understand the value of 

the documents.  

Rhee was born in 1875 in Pyeongsan, Hwanghae Province. 

His birth name was Seung-ryong but he was also called Il-su. 

His pen name is Woo Nam and the place of origin of his 

family is Jeonju, Jeolla Province. He was a modernization 

activist during the opening-up period of Chosun and an 

independence activist during Japanese rule, and later becam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erved two 

more consecutive terms.  

During the last years of Chosun and the Great Han Empire, he was the chief editor of the 

Hyeop Seong Hoe Bo, a newsletter of a student association, as well as the Doknip Shinmun 

or the Independent, a daily newspaper. He was a member of the Doknip Hyeop Hoe, one of 

the first political movement associations in Korea. Later,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as a 

secret messenger of the Great Han Empire to persuade the US government, in vain, to stop 

Japan from invading his country. After receiving a doctorate in Philosophy at Princeton 

University, he ran a Korean school in Hawaii and participated in fundraising activities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9, he 

served as the head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n as the President from September 

1919 through March 1925. He also worked as the Chair of the US branch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s foreign affairs committee and a member of the foreign affairs division of its state 

affairs committee. Condemned for sending a request to the League of Nations for mandatory 

rule over Korea in 1925, he was removed from the Presidency as a result of a conflict with 

other independence activists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Upon returning to the country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in 1945, Rhee led anti-trusteeship 

movements along with Kim Gu, Cho So-ang, and Kim Seong-su, pursuing the establishment of 



102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o. 7 (June 2012)

Fig 2  Dr. Syngman Rhe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48)

a separate government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Later, he rose to the first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n to the first President of 

the country, and served two more consecutive terms. He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1960 for his fourth term after 

amending the constitution in an unlawful manner in 1954. 

However, the April 19 Revolution erupted in protest against the 

rigged election, forcing him to step down. Since then, he was 

exiled in Hawaii until his death in 1965.  

One of the most noticeable events during his presidency was 

the Korean War (1950-1953). The war broke out at the dawn of 

June 25, 1950. The President stayed in Daejeon for three days 

before taking refuge in Iksan, Mokpo, Busan, and finally in Daegu on July 9. Most Koreans in 

Seoul, who had not known about the eruption of a war, started evacuating when the Han River 

Iron Bridge was bombed but many of them were captured by North Korean soldiers. Rhee once 

considered installing an exile government in Japan when North Koreans occupied the entire area 

of South Korea except Busan and Pohang. While some criticize Rhee for failing to prevent the 

outbreak of the war, others argue that as a staunch supporter of a free democracy, he 

successfully established an anti-communist country. 

2.2. What are the Syngman Rhee Documents?

The Syngman Rhee Documents refer to the comprehensive documents possessed by Rhee, 

who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ocuments were kept by his son, Dr. In Su Rhee1) 

at Ewhajang2), and donated to Yonsei University in November, 1997. 

1) Dr. In Su Rhee is Dr. Syngman Rhee's adopted son. As a political scientist, he served as the Dean of 

the College of Law and Government at Myongji University and the Director of the Syngman Rhee 

Memorial Foundation. 

2) Ewhajang is a building dating back to the Chosun Dynasty, located in Ewha-dong, Jongno-gu, Seoul. 

Dr. Syngman Rhee lived in the house immediately after Korea's independence from the Japanese rule 

and since he moved out, his family had taken care of it. Now, it is preserved as the Syngman Rhee 

Memorial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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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ngman Rhee Documents largely consist of the six following types although there are 

a number of highly diverse documents:

① Documents written by Rhee himself;

② Documents received by Rhee;

③ Documents exchanged between third parties and later collected by Rhee;

④ Documents written about Korea by non-Koreans;

⑤ Photographs related to Rhee's activities;

⑥ Articles from overseas newspapers and magazines about independence, nation-building, 

and the governance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Fig 3 『Rhee's prison diary』

Fig 4  A letter written by Kim Gu to Dr. Syngman Rhee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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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ype and amount of the Syngman Rhee Documents

The type and amount of the Syngman Rhee Documents identified when they were relocated 

from Ewhajang to Yonsei University are the following: 

 Type Amount Details

 1 Original documents
158,350 

pages

Documents in Korean and Korean/ancient Chinese 

are B5, A4, and B4 sizes. 

English documents are A4 and B4 sizes. 

 2 Copied documents 785 pages
Photocopies and re-typed copies of the original 

documents

 3 Booklets 102  

 4 Pamphlets 385 
Pamphlets contained in the original documents 

are also included here. 

 5 Public bonds 11  

 6 Photographs 19,004  

 7 Postage stamps 222 Stamps glued on the letters received by Rhee

 8
Newspapers/

magazines
48/65

- 4 multi-page and 44 single-page newspapers

- 65 magazines

 9 Cuttings 41 boxes
Cuttings from magazines including Time and 

Newsweek 

 10
Books from Rhee's 

personal collections 
86 Books previously housed at Ewhajang

 11

Transcripts of the 

interviews between 

Dr. In Su Rhee and 

those aquainted 

with Dr. Syngman 

Rhee

40 

Recorded tapes of the interviews between Dr. In 

Su Rhee and those acquainted with Dr. Syngman 

Rhee

 12 Other
2 passports, 3 maps, 20 North Korean bills, 5 MF 

films, and 1 coin  

1) As for the original documents, 10 percent are from the period before August, 1948, wh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and 90 percent from after that 

point. About half of the former documents are written in Korean, Korean/ancient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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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Chinese and the other half in English or French. Documents dated after the inception 

of the Republic government are mostly in English. 

2) The copied documents are carbon copies of the original documents. 

3) All the booklets and pamphlets are related to Rhee's independence, nation-building, and 

governing activities.

4) The bonds include some issued by the independence movement. 

5) Some of the photographs are related to Rhee's independence movements, while others are 

from his Presidency.  

6) The stamps are those used in the letters received by Rhee.

7) The newspapers and magazines were either subscribed by or given to Rhee. 

8) The cuttings include those that Rhee saved in relation to Korea's independence movements, 

but most of them are Korea-related articles sent by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s abroad 

during the first Republic. 

9) The books are from Rhee's personal collections.

10) The transcripts are interviews that Dr. In Su Rhee had with those who had been 

acquainted with his father. 

Fig 5  The manuscript of the New English-Korean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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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over page of the Sino- 
Japanese War History (청일전기)

Fig 7  The cover page of the Persecution 
of Korean Churches (한국교회핍박)

2.4. Rough categorization of the original documents in the 

Syngman Rhee Documents and their content 

2.4.1. Documents dated before August 1948

 ① A number of books, unpublished manuscripts, and diaries written by Rhee including The 

Spirit of Independence and Japan Inside Out;  

 ② Documents related to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cluding declarations, 

petitions, statements, fliers, those related to the Paris Peace Conference, and those related 

to the Korean Convention in Philadelphia;

 ③ Documents related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ose issued by the provisional president, those from provisional ministries, those related 

to the petition to the League of Nations requesting a mandatory rule over Korea, those 

related to the Washington Disarmament Conference, and those related to the Korean Red 

Cross;  

 ④ Documents related to the Korean Commission including those issued by the Chair of the 

Commission as well as official documents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⑤ Documents related to Korean community groups in Hawaii and North America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 Korean school and churches in Hawaii, those rela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대한인국민회), the Korean Resident Association (대한인교민단), 

People's League (동지회), and the Korean Women's Relief Society (대한부인구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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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ose related to Han Gil-su; 

 ⑥ Documen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 Central Council for the Rapid Realization of Korean Independence (독립촉성중앙

협의회) and the Headquarters for National Unification (민족통일총본부), those related 

to the government's secret investigation agency, as well as statements, speeches, and 

political fund-related documents in relation to general elections and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⑦ Thousands of pieces of hand-written or typed letters from independence movement 

activists including Min Young-hwan, Kim Gu, Lee Sang-jae, Kim Seong-su, Song 

Jin-woo, Lee Dong-hwi, Seo Jae-pil, and Kim Gyu-sik, as well as from Korean 

expatriates and US officials. 

   

Fig 8  My Memoirs on Seo Jae-pil, the Independent, and the Maeil Shinmun

Fig 9  Rhee's translation of the terms of the Anglo-Japanese 
Treaty reported in a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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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aff members of the Korean Commission in Washington D.C. (March 1, 1920) 
(From the second person on the left in the front row) Song Heon-ju, Syngman Rhee, 
and Kim Gyu-sik(From the second person on the left in the back row) Lim Byeong-jik 
and Nodie Kim

2.4.2. Documents after August 1948

 ① Reports from ministries including foreign affairs, finance, defense, economic development, 

and public affairs;

 ② Reports from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s abroad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Korean embassies to the US, China, Turkey, Vietnam, the Philippines, the UK, 

Germany, France, Italy, and Australia, and Korean representatives in Japan, New York, 

San Francisco, Los Angeles, and Honolulu);

 ③ Documents related to the US Embassy to Korea;

 ④ Documents related to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1954 Geneva Convention, and the Asian People's 

Anti-communist 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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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Rhee's speech manuscripts, documents related to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publications from major media and governmental public relations agencies including the 

Korean Pacific Press and International Press Service;

 ⑥ Letters received by Rhee including encouragement letters, invitations, and thank-you 

cards;

 ⑦ A few document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on Rhee and his wife, documents 

related to the Gyeong Mu Dae, the Presidential Office.

 

Fig 11  Documents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51

2.5. Historical value of the Syngman Rhee Documents

Those original documents included in the Syngman Rhee Documents are the only ones 

remaining of this kind related to Dr. Syngman Rhee. The documents provide detailed looks into 

Rhee's independence movements, governing activities, and philosophy on independence and 

nation-building. They provide highly valuable information for proper evaluation of his 

achievements, serving as a critical foundation for forging a historial consensus on independence 

and nation-building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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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rean Studies and Research on Dr. Syngman Rhee

3.1.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IMKS)3)

3.1.1. Mission 

Th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was established under the pedagogical philosophy of 

Yonsei University, which pursues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and promotion of Korea 

in general around the world. It also carries on the research tradition of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nd the international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triving to raise the status of Korean Studies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research organizations. 

3.1.2. Major areas of work

  1) Research: With a focus o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IMKS conducts research on 

modern Korean history, political history, business history, Christian missionaries, student 

movements and farmers' movements in modern Korea, history of modern thoughts, and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Research subjects ar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tradition of research in Korea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and educational demands 

at the GSIS.

  2) Acquisition and arrangement of materials related to modern Korean history: It acquires 

and arranges materials of important figures in modern Korean history including Dr. 

Syngman Rhee. It conducts recording of the testimonies of surviving historic figures in 

modern history, as well as acquisition and cataloging of materials relevant to modern 

Korean history.  

  3) Hosting of academic conferences, seminars, and lectures: It holds an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 number of lectures for both students and the general populace on 

issues in modern Korean history.  

  4) Publishing: It publishes major materials related to modern Korean history. 

3) http://imk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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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History 

1996 Mr. Hong Seok-hyun, CEO of the JoongAng Daily, made a generous 

donation to th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Ms. Choi Song-ok 

donated her Buam-dong house (Woo Nam Hall) to Yonsei University for 

research on Dr. Syngman Rhee. 

March 1, 1997 The Syngman Rhee Research Institute was established, affiliated to th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air Professor Young Ick Lew was appointed as its first Director.

May 31, 1997 President of Yonsei University Kim Byeong-su and Dr. In Su Rhee signed 

an agreement to transfer the Syngman Rhee Documents to Yonsei 

University. In October 1997, the list of the Syngman Rhee Documents to 

be transferred was completed.  

August, 1998 The Woo Nam Syngman Rhee Documents: Dongmun Edition (18 volumes) 

was published.

May, 2001 The Woo Nam Documents Section opened on the 5th floor at Yonsei 

Central Library. All the documents from Dr. Syngman Rhee's Presidency 

(1948-1960) were processed and copies were stored in the Woo Nam 

Documents Section for researchers' access.  

February, 2005 The Syngman Rhee Presidential Papers: A Catalogue, a catalogue of 

official and personal documents from Dr. Syngman Rhee's Presidency 

(1948-1960) was published.

April, 2006 An agreement was signed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for 

shared use of the documents.

January, 2009 The Syngman Rhee Dongmun Letters (3 volumes) was published. 

February, 2009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8 volumes) was published.

March, 2010 The List of the Syngman Rhee Documents during His Presidency (2 

volumes) was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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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Research activities

  1) The Woo Nam International Conferences

- 1st: Reflections upon the past and the future of research on modern Korean history 

(October 1997);

- 2nd: Dr. Syngman Rhee's independence movements and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ugust 1998);

- 3rd: Historical reevaluations of Dr. Syngman Rhee's agrarian reform (December 1999) ;

- 4th: Korea and the Korean War (October 2000);

- 5th: Reevaluations of Korean history in the 1950s: Critical reflections (November 

2002);

- 6th: Historical reevaluations of President Syngman Rhee (November 2004);

- 7th: Syngman Rhee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ovember 2006);

- 8th: Syngman Rhee and the Korean community in Hawaii (November 2007);

- 9th: Syngman Rhe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ovember 2008);

- 10th: Syngman Rhee's political thoughts and perceptions (November 2009);

- 11th: Syngman Rhee and the Korean War (November 2010);

  2) The Colloquium on the Critical Review of Overseas Korean Studies4)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nd critically draw upon the achievements of accumulated research 

in Korean Studies abroad in order to further promote local Korean Studies.

The Colloquium on the Critical Review of Overseas Korean Studies is an expert book review 

seminar in which in-depth presentations, discussions, and critiques are offered on English and 

Japanese books that are considered to have made significant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erspective of Korean Studies. The results of the Colloquium are published in the Critique of 

Overseas Korean Studies. 

4) http://imks.yonsei.ac.kr/research_kr/colloquium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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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e Yonsei-Korea Foundation5) Korean Studies Forum6)

Th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holds the Yonsei-KF Korean Studies Forum on a 

regular basis with an aim to promote understanding of Korean Studies among the students at the 

GSIS and to assist prominent international researchers in Korean Studies in introducing their 

research into the local Korean Studies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signed between the Institute and the Korea Foundation, the 

forum is funded by the Korea Foundation and hosted by th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Papers of high quality are published in the Korean Studies Forum7). As of November 

2011, a total of 103 forums have been held. 

3.2. The Syngman Rhee Research Institute 8)

3.2.1. Overview

The mission of the Syngman Rhee Research Institute of Yonsei University is to organize and 

publish the documents bequeathed by Dr. Syngman Rhee. It also studies, evaluates, and 

promotes education about the achievements of the first President of Korea, who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country's independence, nation-building, and development, through analyses 

of his legacy consider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during his era.  

  For this, the Institute conducts research and activities such as the following:  

 1) Studying and evaluating Dr. Syngman Rhee's contributions to the country's independence, 

nation-building, and development against the backdrop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at that time; and holding academic conferences, colloquia, and lectures;

 2) Acquiring, cataloging, providing access to, compiling, and publishing materials and 

research findings related to Dr. Syngman Rhee;

 3) Promoting and providing education about the implications of Dr. Syngman Rhee's 

thoughts, activities, and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4) Cooperating with researchers and research institutes both at home and abroad.

5) A government agency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t promotes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6) http://imks.yonsei.ac.kr/research_kr/forum.asp

7) IMKS forum series; Yonsei Press, vol. 1, 2, 3

8) http://web.yonsei.ac.kr/sm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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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Major projects and activities

 1) Acquisition, cataloging, compilation, publication, and researching of materials relevant to 

Dr. Syngman Rhee;

 2) Researching and publication of materials related to Dr. Syngman Rhee's independence, 

nation-building, and governing activities;

 3) Hosting of academic conferences, colloquia, and lectures in relation to Dr. Syngman Rhee;

 4) Operation of the Syngman Rhee Nation-building Academy (a tentative name) with an aim 

of providing education about the thoughts and activities of Dr. Syngman Rhee and the 

implications of his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5) Operation of the Woo Nam Documents Section, which is also used as a display room, 

to house materials required for research on and promotion of the achievements of Dr. 

Syngman Ree;

 6) Support for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of local and international researchers in 

modern Korean history and Dr. Syngman Rhee;

 7) Joint academic research and cooperation with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Dr. Syngman 

Rhee and modern Korean history;

 8) Editing, 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materials, research books, and promotional 

materials related to Dr. Syngman Rhee;

 9) Other projects designed to promote Dr. Syngman Rhee's independence and nation-building 

movements, governing activities, and political thoughts;

10) Project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research, education, and acquisition of materials.

Fig 12  The Woo Nam Documents Section at Yonsei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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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uthor Publisher
Year of 

publication

Syngman Rhee and the Korean 
Community in Hawaii

Young Seob Oh, 
et al.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11

Syngman Rhee's Political Thoughts and 
Perceptions of the Reality

Song Bok
Yonsei University 

Press
2011

The Korean War and President Syngman 
Rhee (photographs)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and 
Syngman Rhee 

Research 
Institute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2011

Syngman Rhe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ong Seon-pyo, 
et al.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10

Syngman Rhe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Su-ja, et al. 
Yonsei University 

Press
2010

The Korean War and Syngman Rhee: 
Francesca's Diary

Francesca M. B. 
Donner 

(Translated by 
Cho Hye-ja)

Guiparang 2010

Syngman Rhee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Young Ick Lew, 
et al. 

Sunin 2009

Emperor Gojong and Righteous Armies 
during the Last Years of the Great Han 
Empire

Young Seob Oh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07

Reevaluat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Compiled by 
Young Ick Lew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06

Syngman Rhee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s in Korea

Ko Jeong-hyu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04

Woo Nam Syngman Rhee (video 
recordings), 7 segments in total

Produced by Cho 
Hwa-yeon

Century TV 2003

Syngman Rhee in His Younger Years: A 
Study of His Life in Hanseong Prison 
and His Prison Diary

Young Ick Lew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02

4. Publications

4.1. Publications related to Dr. Syngman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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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uthor Publisher
Year of 

publication

Syngman Rhee: The Prison Years of a 
Young Radical

Chong-sik Le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01

Research on Agrarian Reform
Hong 

Seong-chan
Yonsei University 

Press
2001

Research on Syngman Rhee: 
Independence Movements and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Young Ick Lew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00

The Life and Dreams of Syngman Rhee Young Ick Lew
The JoongAng 

Daily
1996

Title Author Publisher
Year of 

publication

President Syngman Rhee's Diary on His 

Visit to the United States
Syngman Rhee Korus 2011

The List of the Syngman Rhee 

Documents from His Presidency

Compiled by 

Young Seob Oh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10

The Syu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8 volumes)

Young Ick Lew 

and Young Seob 

Oh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09

The Syngman Rhee Dongmun Letters 

(3 volumes)

Compiled by 

Young Ick Lew, 

Song Byeong-gi, 

Lee Myeong-lae, 

and Young Seob 

Oh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09

The Syngman Rhee Presidential Papers: 

A Catalogue

Young Ick Lew 

and Sangchul 

Cha

Yonsei

University Press
2005

4.2. Books written by Syngman Rhee and publications related 

to the Syngman Rhee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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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uthor Publisher
Year of 

publication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
Syngman Rhee

Syngman Rhee 

Memorial 

Foundation

2003

The Spirit of Independence: A Primer of 

Korean Modernization and Reform

Syngman Rhee 

(Translated by 

Kim Han-gyo)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01

The Syngman Rhee Telegrams (compiled 

from the Syngman Rhee Documents), 

4 volumes

Young Ick Lew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2000

The Woo Nam Syngman Rhee Documents:

Dongmun Edition (18 volumes)

Compiled by the 

Syngman Rhee 

Publication 

Committe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1998

Syngman Rhee's Poetry in Chinese Syngman Rhee
Dong Seong 

Misul Publishing
1982

Persecution of Korean Churches; 

The Sino-Japanese War History 
Syngman Rhee Unknown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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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KSLIB 소식

2012년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연례회의 토론토에서 개최

북미 아시아학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소속의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CEAL: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연례회의가 2012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캐나

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연례회의의 본회의는 3월 14-15일 쉐라톤 센터 토론토 호텔

에서 개최되었으며, 12-13일에는 프리컨퍼런스(Pre-conference)의 형태로 주니어 일본학사서 

교육 워크숍과 “자원기술과 접근(RDA)” 워크숍이, 16일에는 포스트컨퍼런스(Post-conference) 

형태로 제1회 한국고서워크숍이 토론토대학교에서 각각 열렸다. 

14일에 있었던 본회의에서는 “연구도서관 내의 조직변화와 동아시아도서관 장서에의 

향: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의 전략적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와 패널 연설이 진

행되었다. 기조연설로는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도서관 총관장 래리 엘포드

(Larry Alford)가 “도서관의 미래와 지역연구 장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 고, 패널 연설

로는 제임스 쳉(James K. Cheng) 하버드대 옌칭도서관장, 피터 주(Peter Zhou)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장, 타이 로이 마(Tai-Loi Ma) 프린스턴대 동아시아도서관장이 각 소속 

대학교의 조직변화에 따른 동아시아도서관의 현위치 점검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

는 연설을 하 다.

본회의에 이어 이용자 서비스 위원회(CPS: Committee on Public Services)와 정리 업무 

N
E
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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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오픈하우스

위원회(CTP: Committee on 

Technical Processing)가 공동으

로 주최한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다언어와 다

문화 환경에서의 정보 탐색, 

전달, 보급”을 주제로 시멘틱

웹과 도서관에서의 링크드데

이터 활용에 대한 발표와 이

용자 서비스 관점과 정리 업

무 관점에서 본 “다언어와 다

문화 환경에서의 정보 탐색, 

전달, 보급”에 대한 발표가 있

었다. 특히, 초대 발표자인 토론토대학교의 메타데이터 사서, 말린 반 발레구이(Marlene 

van Ballegooie)와 동 대학의 정리 업무부서장인 알레스터 보이드(Alastair Boyd)의 시멘틱

웹과 도서관에서의 링크드데이타 소개 발표는 “자원기술과 접근(RDA)”의 적용시점에 

있는 도서관 관련자들에게 흥미진진한 내용이었다.

늦은 오후부터는 한국학사서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한국학자료위원

회(CKM: Committee on Korean Materials)의 연례회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 전자책 장서의 동향, 이슈와 미래(Korean E-books: Trends, Issues, and Future)”에 대

한 주제로 패널 연설을 시작하여, 한국 기관(대통령기록관, 국회도서관, 한국문학번역원)

의 기관별 소개와 서비스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북미 도서관 특화컨소시엄(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의 활동보고로 마무리 지어졌다. 이 세션에서는 

패널연설을 통해 한국 전자책 산업 시장의 현위치와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전자책을 하

나의 주된 해외 한국학장서로 통합하는데 있어 어떤 점들을 유의하고 장서개발에 힘써

야 하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어 해외 한국학사서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 외 세션으로는 중국학자료위원회(CCM: Committee on Chinese Materials)에서 마련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포럼세션과 회원 위원회(Membership Committee)의 세션이 있었으

며,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회원들과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 도서관 관련자들 그리고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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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고서워크숍

더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교환과 사교의 시간을 갖는 만찬이 있었다.

15일 오전에는 일본학자료위원회(CJM: Committee on Japanese Materials)와 중국학자료

위원회(CCM)의 연례회의 세션이 있었고, 또한 14개의 북미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미 

도서관 특화컨소시엄(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연례회의가 있었다. 

오후에는 북미 일본학도서관자료조절위원회(NCC: North American Coordinating Committee 

on Japanese Library Resources)와 OCLC 이용자 그룹(OCLC User Group)의 세션이 있었고 

또한 소규모 장서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15일 행사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토론토

대학교가 주최하는 동아시아도서관(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의 오픈하우스

다. 이 행사에서는 동아시아도서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스티븐 차오(Stephen Qiao)의 

환 사로 시작하여, 2011년 12월에 은퇴한 전 동아시아도서관장 안나 유(Anna U), 토론

토대학교 도서관 총관장 래리 엘포드(Larry Alford), 동아시아학과 학장 톰케어스테드

(Tom Keirstead) 순으로 토론토대학교의 동아시아도서관의 역사와 현위치, 그리고 동아시

아학과와 동아시아 도서관의 성공적인 협력관계에 대한 연설을 하 다. 이 행사에는 약 

100명의 방문객들이 참여하 으며, 동아시아도서관 오픈하우스 행사와 연계하여, 셰익스

피어의 제1이절판(FirstFolio), 뉴턴의 프린키피아(Principia)를 소장하고 있는 토마스피셔

희귀본도서관(Thomas Fisher Rare Book Library)과 1933년에 설립된 왕립온타리오박물관

의 H. H. 무극동도서관(H. H. 

Mu Far Eastern Library at Royal 

Ontario Museum)의 견학도 함께 

이루어져 캐나다에 소재하는 

특별 장서에 관심이 많은 도서

관 관계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행사 다.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의 마

지막 행사로 16일 토론토대학교 

로바츠도서관(Robarts Library) 

시청각자료도서관(Media Com- 

mons)에서 제1회 한국고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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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이 개최되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 워크숍은 국립중앙도서관과 동아시아도

서관협의회 한국학 자료위원회가 공동으로 여는 행사 다. 25명의 북미 한국학 주제전문

사서와 목록사서가 참여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명의 고서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강

의를 하 다. 이 워크숍에서 사서들은 한국 고서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한

국 고서의 목록법을 익히며 실제 고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워크숍 개최 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자들의 호평이 이어져, 앞으로 고서 워크숍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자료위원회가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연례회의는 매년 아시아학회 연례회의 기간 중에 개최되며, 동아

시아도서관 관계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이다. 북미 지역의 동아시아도서관 관계

자들이 서로 배울 수 있고, 동아시아지역 도서관과 상호 협력의 기회를 주는 소중한 소통

의 장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토론토대학교 한국학사서: 김하나)

 

몽골 국립도서관장 방문

칠라야브 카이다브(Chilaajav Khaidav) 몽골 국립도서관장이 2012년 3월 20일(화) 국립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심장섭 관장을 예방하고 본관 및 디지털도서관을 견학했다.

카이다브 몽골 국립도서관장은 “몽골 국립도서관을 신축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국

을 방문했다”고 밝혔고, 특히 “디지털도서관 설립과 운 에 대해서 조언과 도움을 얻고 

싶다”며 2009년 체결한 MOU와 관련, 양국 국립도서관의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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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다문화 이용자교육 운영

중국, 일본, 필리핀, 키르키즈스탄 등 총 11개국 출신 44명의 다문화인들이 2012년 3월 

28일(수), 30일(금) 양일간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도서관 시설견학, 도서관 홈페이지 및 이용방법 안내, 다문화서비스 소개 등 

이용교육을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한국어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일반과정과 심화 과

정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문화 이용자교육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다문화인을 위한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 운 할 계획이다.

16번째 한국자료실이 북유럽 덴마크에서 열리다

안데르센의 나라이며 인어동상이 있는 코펜하겐에서도 한국자료를 손쉽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심장섭)은 최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북유럽아시아연구소도서관(관장 Rasmussen) 2층에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를 

개실했다. 이번에 설치된 한국자료실은 27평방미터 규모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한 

1,831권의 책이 동화의 나라 코펜하겐 시민을 만난다. 향후 5년간 매년 200여 책(점) 추

가로 지원하여 한국을 더욱 친근하게 소개한다.

“Window on KOREA”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태국 국립도서관, 러시아 국립도서관, 

터키 국립도서관 등 15개 도서관에 설치한 한국자료실로 우리나라의 역사 ․ 문화 등에 대

한 올바른 이해 증진과 국가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한글 ․ 문판 한국 자료 약 3,000여 책

(점)과 서가, PC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편, 덴마크 한국자료실은 주덴마크 한국대사, 도서관 대표, NIAS 이사진, 덴마크 왕

립도서관 대표, 덴마크 비즈니스 스쿨(CBS) 도서관 대표, 덴마크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최근 개실 기념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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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대학교 한국어 장서 패널 전시회

미시간대학교 한국어 장서 패널 전시회가 2012년 2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해처

(Hatcher) 대학원도서관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미시간대학교 LS&A(문학, 

과학, 예술 대학)의 이번 학기 테마인 “언어: 인간다움의 진수”를 주제로 하여, 언어를 인

간의 정신 ․ 지능 ․ 사회의 창이라는 시각으로 해석하 다.

미시간대학교 도서관은 수천 년간의 인류 문명을 기록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무려 430개가 넘는 언어로 쓰여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도서관

시스템 중 하나로 꼽히는 미시간대학교 도서관은 본관과 분관에 850만 권이 넘는 장서

가 소장되어 있고, 수백만 점의 디지털 책, 저널,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자료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도 방대한 장서 중에서 선별된 것이다.

한국어 장서 전시는 고대 이집트 문자, 중남미의 토착어, 동아시아 언어와 함께 전시

되었다. 전시 패널에는 가장 유명한 한국의 시 중 하나인 “윤동주의 서시”가 아름다운 

한글로 전시되었고, 한국학 장서와 미시간대학교 남한국학연구소(Nam Center for Korean 

Studies, NCKS)에 대한 소개도 패널에 실렸다. 

다음은 전시 내용 중 일부이다.

1. 아시아도서관의 한국학 장서(http://guides.lib.umich.edu/koreanstudies)
아시아도서관의 한국학 장서는 한국학 연구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교수진과 학

생들의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학 장서는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역사와 

문학 분야의 자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교수진과 학생들의 관심사 및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시아도서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교내 한국학 프로그램의 교육과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학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미시간

대학교의 한국학 장서는 지난 10년간 460%가 증가되어 현재 42,000권이 넘는 단행

본과 간행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북미 한국학 컬렉션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된 것이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인쇄 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한국 온라인 원문 

자료(full-text)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미시간대학교 도서관은 한국의 유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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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한국학 관련 온라인 원문 자료를 구매 또는 구독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24시간 교내외 어디에서라도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미시간대학교도서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외적으로 호평 받는 장서를 수집

하며, 21세기의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전념할 것이다. 

2. 남한국학연구소(http://www.ii.umich.edu/ncks/)
남한국학연구소(Nam Center for Korean Studies, NCKS)는 한국학 분야 전공 학생

과 교수진을 위한 종합 지원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학연구소에 소속된 

여섯 개의 국가 자원 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 중 하나인 남한국학연구소는 한

국학 연구 육성을 위해 다른 연구소들과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교수진들의 연구와 해외 연수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콜로키움 강연 시

리즈, 워크숍,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한국이 지난 몇 년간 눈부시게 발전

함에 힘입어, 한국학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상당수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계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비한국계 학생들도 한국어와 한국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남연구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

종 행사를 교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확산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 고서, 시각 자료, 북한 출판물 등 한국학 장서 중 엄선된 자료들을 

선보 다. 한국 희귀 고서로는 악학궤범(樂學軌範),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가 패널

에 전시되었는데, 원본 열람을 원하는 관람객은 아시아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이 자료를 

직접 감상하는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도서관 장서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색적인 이번 전시는 교내외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학 장서의 빠른 성장에 대한 이해를 독려하

다. (미시간대학교 한국학사서: 성윤아)

    

  미시간대학교 한국어 장서 패널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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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국립도서관

한스 얀센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혁신개발부장)

국가대표 도서관의 미래전략과 역할 조명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심장섭)은 2012년 5월 

23일(수) 오후 국제회의장에서 선진국 도서관

연구소장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 다. 이번 세

미나는 “국립도서관의 미래전략과 새로운 역

할 : 도서관연구소 기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로 열렸다. 

한스 얀센(Hans Jansen) 네덜란드 국립도서

관 혁신개발부장과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

과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R&D 분야와 국립중

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의 현주소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도서관연구소의 

주요사례를 비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부관장급으로 도서관연구소에 해

당하는 혁신개발부를 맡고 있는 한스 얀센 혁신개발부장은 현

재 진행되고 있는 1470년 이후 네덜란드에서 출간한 모든 장서

에 대한 디지털화 및 디지털 보존,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검색, 

이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소개

하 다. 또한 최근 결정된 네덜란드 국립도서관과 기록관과의 

합병 계획 등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전략적 행보에 대해서도 

발표하 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2007년 5월 문을 연 도서관연구소 설립 

5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또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

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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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계획 및 발전방안 포럼 

2012년 5월 31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

립 계획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2회 국립중앙도서관 발전 포럼이 열렸다.

도서관 및 장애인 관련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8월 개관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 계획을 살펴보고,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발전방안을 모색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김 일 소장의 ‘국립장애인

도서관 설립계획(안)’ 발제 및 전문가 토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5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해 장애인도서

관 기준 및 지침 제정, 장애인 서비스 지원 등 우리나라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정책을 총

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성 강화’를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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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SLIB News

The 2012 Council on East Asia Libraries Annual 

Meeting Held in Toronto

The 2012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EAL) was held in Toronto from March 12 to 16, 2012.

This year the regular sessions of the CEAL Annual Meeting were held for two days, 

from March 14 to 15, at the Sheraton Centre Toronto Hotel. As pre-conference programs, 

the two following workshops were offered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Junior Japanese 

Studies Librarian Training Workshop (March 12-13) and RDA Workshop (March 13). And 

as a post-conference program, the 1st Korean Rare Book Workshop (March 16) was also 

held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The plenary session on March 14 featured one keynote speech and a panel discussion on 

the theme of “Organizational Changes in Research Libraries and their impact on East Asian 

Collections: CEAL’s Strategic Position”. The keynote speaker, Larry Alford, Chief Librarian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made a presentation entitled “The Future of Libraries 

and Area Studies Collections”. Also, the following three speakers talked about their East 

Asian libraries’ current positions in view of their own institutions’ organizational changes, 

and presented their libraries’ future strategic directions: James K. Cheng (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Peter Zhou (C. V. Starr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Tai-Loi Ma (East Asian Library, Princeton University).

After the plenary session, the joint session of the CEAL Committee on Public Services (CPS) 

and Committee on Technical Processing (CTP) proceeded to discuss the theme of “Discover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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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House hosted by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Delivery, and Dissemination of Inform- 

ation in a Multilingual and Multicul- 

tural Environment". At the session, there 

was an invited presentation, entitled 

“Introduction to the Semantic Web and 

Library Linked Data”, as well as panel 

discussions on the session’s theme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service 

and technical services. In particular, the 

guest speakers’ talks on the semantic 

web and library linked data were very 

interesting and informative for the 

audience, since libraries in North America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planning to implement 

the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RDA). The guest speakers were Marlene van Ballegooie, 

Metadata Librarian and Alastair Boyd, Head of Cataloguing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Later in the afternoon, the 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CKM) Annual Meeting session 

was held. The session is a place for Korean studies-related library professionals to exchange 

their expertise and experiences. At the session, there was a panel presentation entitled “Korean 

E-books: Trends, Issues, and Future”, and talks by the following Korean organizations 

introducing their organization and services: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s Law Library, and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Lastly, the report on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was made. At this session, the panel 

discussion on Korean e-books provided the audience with a good understanding of current 

trends in the Korean e-book market, and what areas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s need to 

pay attention to when considering Korean e-books as a one of the major components of their 

collection development.

Besides the sessions mentioned above, there was a forum session about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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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by the Committee on Chinese Materials (CCM), and a discussion program by the 

Membership Committee. The fellowship dinner, attended by over 140 participants, was one 

of the highlights of the CEAL Annual Meeting. This fellowship dinner time is important for 

the CEAL Annual Meeting’s participants, because it provides them with an opportunity to 

mingle, network, and share information among CEAL members and international guests, as 

well as vendors from East Asian countries and elsewhere.

On the morning of March 15, three different sessions were run: the annual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Japanese Materials, the Committee on Chinese Materials, and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The latter has 14-member institutions in North 

America.) In the afternoon, there were sessions for the North American Coordinating Committee 

on Japanese Library Resources and the OCLC User Group, as well as a roundtable session 

for the Small Collections Group. One of the major highlights of the day was the Open 

House, which was hosted by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The Open House opened with a welcome by Stephen Qiao, Acting 

Director of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Then the following speakers took turns 

making brief speeches: Anna U, former Director of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Larry Alford, Chief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and Prof. Tom Keirstead, 

Chair of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In their 

speeches, they talked about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and the successful relationship between the Library and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At this event, over 100 guests took part in the reception. In addition to the 

open house event, the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arranged two other library tour options 

for the guests: a tour of the H. H. Mu Far Eastern Library of Royal Ontario Museum, 

which was founded in 1933, and a tour of the Thomas Fisher Rare Book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which holds such important works as Shakespeare's First Folio 

(1623) and Newton's Principia (1687). These events were well received by the guests, since 

they provided them with a rare opportunity to explore these unique and special collections 

housed in Canada.



TOKSLIB News 131

1st Korean Rare Book Workshop

The last program of the CEAL 

Annual Meeting was the 1st Korean 

Rare Book Workshop held at the 

Media Commons of University of 

Toronto’s Robarts Library on March 

16. It was noteworthy that was the 

first time ever that this workshop, 

which was jointly prepar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CEAL CKM, was held overseas 

outside Korea. A total of 25 

Korean studies-related library 

professional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nd two Korean rare book experts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ame to provide lectures. The workshop was a great success. 

Participants were able to gain basic knowledge about Korean rare books and cataloguing 

rules, and had an opportunity to practice their cataloguing skills on an actual rare book item 

on hand. Given the very positive evaluation of this program by participant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CKM will make efforts to further continue this valuable learning 

experience at future gatherings.

The CEAL Annual Meeting is the most important annual conference for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East Asian libraries that is held during the AAS Annual Meeting period. I 

would like to report that a valuable place for communication, where East Asian library 

professionals in North America can learn from each other’s expertise, and where they can 

find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with libraries in East Asia, was successfully presented in 

Toronto. (Written by Hana Kim, Korean Studies Librarian, University of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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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rector of National Library of Mongolia Visits the 

NLK.

On March 20, 2012, Chilaajav Khaidav,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Mongolia 

visite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met with Jang-Sup Shim, the Chief Executiv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his visit, Director Khaidav toured the main building and 

the digital library. 

The Director said, "I visited Korea to get support for newly building the National Library 

of Mongolia." He also hoped continuous exchanges between the two national libraries based 

o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signed in 2009, citing "We'd like to receive 

advice and help in establishing and running a digital librar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Provides Training for 

Multi-cultural Users. 

Forty-four people of 11 nationalities including China, Japan, the Philippines and Kyrgyzstan, 

visite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n March 28 (Wed.) and 30 (Fri.), 2012.

The participants were provided with user training by touring the facilities, receiving tips 

on how to use the library, its homepage and multi-cultural services. In particular, the 

training program was divided into a general course and an intensive course according to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s a great response was received on this multi-cultural user 

training,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ill continue to open and run diverse programs for 

multi-cultural user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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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6th Window on Korea Opens in Denmark, 

Northern Europe.

In Copenhagen, Denmark, a country of Hans Andersen and a statue of the Little Mermaid, 

Korean publications are available for public reading.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led by 

Chief Executive Jang-Sup Shim) has recently launched a Korean reading room “Window on 

KOREA” on the second floor of the library at the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led by 

Chief Librarian Anja Møller Rasmussen) in Copenhagen, the capital of Denmark. In the 

27-square meter Korean reading room, 1,831 books (publications) ar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in Copenhagen, which were provid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In the 

next five years, about 200 books are additionally offered annually in an effort to introduce 

Korea in a more friendly manner. 

“Window on KOREA” refers to one of NLK projects to install a Korean reading room at 

foreign librarie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increase awareness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and improve its national image by providing around 3,000 Korean publications in 

Korean and English, as well as book stacks and computers. Since 2007, Korean reading 

rooms have been established at libraries in 15 countries including Thailand, Russia and 

Turkey.

 

The Window on Korea opening ceremony was held with the participation of 50 dignitaries, 

including the Korean ambassador to Denmark, NIAS' Chief Librarian, its board members, 

the Head of the Royal Library in Copenhagen, the Chief Librarian of Copenhagen Business 

School (CBS) and local business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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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Exhibition of the Korean Language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A panel exhibition of the Korean language collection was held at the Hatcher Graduate 

Library Gallery, University of Michigan from February 1 to May 20, 2012. This exhibit was 

offered in conjunction with the University’s LS&A (College of Literature, Science, and the 

Arts) theme semester “Language: The Human Quintessence”, where language is viewed as 

a window on the human mind, brain, and society. 

The Library’s collections include materials in over 430 languages, covering thousands of 

years of civilization. The sheer number of materials, including more than 8.5 million volumes 

in locations all over campus, and access to millions of digital books, journals and images, 

makes it one of the largest university library systems in the US. This exhibit showcased 

examples of some of the materials from the Library’s diverse and vast collections. 

The Korean language collection panel was displayed along with panels about the scripts 

of ancient Egypt, indigenous language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languages of East 

Asia. The panel, with beautiful background image of one of the most well-known Korean 

poem, Yun Tong-ju’s Prologue (윤동주의 서시), contained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nd the Nam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exhibit contents:

1. Korean Collection, Asia Library (http://guides.lib.umich.edu/koreanstudies)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Asia Library supports the program in Korean Studies, a 
thriving component of the East 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UM). It 
covers a wide range of subjects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ith strengths in 
History and Literature which reflects faculty and student interests. The Asia Library began 
to collect resources related to Korea on a large scale in 2000 to meet the instructional and 
research needs of the rapidly developing Korean Studies programs on campus. 

Total holdings of Korean Collection at UM have increased 460% from 2000 to 2011 
and it became the fastest growing collection in North America. As of January 2012, 
the holdings of the Collection numbers more than 42,000 volumes in monographs and 
periodicals. In addition to the print collections, UM users have seamless acc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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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Korean online full-text resources that are parallel to the ones available at 
prestigious academic libraries in Korea. The Library is committed to develop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cclaimed library collections and to provide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users in the 21st century. 

2. Nam Center for Korean Studies (http://www.ii.umich.edu/ncks/)

The Nam Center for Korean Studies (NCKS) serves as a home to the students and 
faculty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As one of six National Resource Centers housed 
i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the Center collaborates with other academic units to 
promote Korean Studies on campus and beyond by providing funding to students and 
faculty for research and study overseas and by offering colloquium series, workshops, 
and cultural events. The study of Korea has been attracting a considerable number of 
heritage and non-heritage students and researchers as Korea has been rapidly developed 
over the past decades. Growing interest in Korean Studies can be seen in the 
proliferation of Korea-related programs on campus and beyond. 

It also showcased some of core selections from the Korean Collection, including Korean 

rare books, visual materials, and North Korean publications. From the Korean rare book 

collection, Akhak kwebŏm (악학궤범; 樂學軌範 = Musical Canon) and Muye tobo t’ongji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 = Martial Arts of Korea) were featured on the panel and 

visitors had a very rare opportunity of viewing these books at the library office by requests.

Highlighting examples of some of the quintessence of the Library collections, this unique 

exhibit drew a large number of visitors from the campus and beyond and promoted 

understanding of the beauty of Korean Han’gŭl (한글) and the fast growing Korean collection. 

(Written by Yunah Sung, Korean Studies Librarian, University of Michigan) 

    

Panel Exhibition of the Korean Language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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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Hans Jansen 
(Director of the 
Innovation & 

Development Division at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Shedding a light on Future Strategy and Role of 

National Librarie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led by Chief 

Executive Jang-Sup Shim) held a seminar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in the Wednesday 

afternoon of May 23, 2012, by inviting experts in 

the field of the library research. The theme of the 

seminar was "Planning the National Library's 

Future Strategy: Exploring New Missions of the 

Library Research Institute."

Thematic presentations were delivered by Hans Jansen, the Director of the Innovation & 

Development Division at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and Lee Jee-Yeon,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t Yonsei University. This provided a good 

opportunity to compare case studies of research centers for international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as well as giving a reality check on the R&D s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Director Jansen, who is also the Deputy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specifically presented the current digitalization 

process of all books published in the nation since 1470 and its 

digital storage, big data processing, data search and accordingly 

forg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addition, he gave a 

presentation on the Dutch national library's strategic moves, such 

as a recently decided plan to merge with the National Archive of 

the Netherlands.  

The seminar was planned on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opened in May, 

2007. Based on the achievements this time, the national library 

will hold a seminar on a regular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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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for the Disabled 

Under the theme of 'A Plan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for 

the Disabled,' the 2nd National Library Development Forum was held at the Main 

Conference Room of the digital library building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n May 

31, 2012.

With the participation of people in library-related academic circles and societies for the 

disabled, the forum was held in order to review the plan to open a national librar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August and seek strategies to develop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in the future. At the seminar, Kim Young-Il,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Support Center for the Disabled, raised the issue of a tentative 'Plan to Establish a 

National Library of Korea for the Disabled,' followed by an expert discussion and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between participants.

In the meantim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as played the role of a control tower in 

handling policies for library services for the disabled by establishing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a library for the disabled and providing support for them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Support Center for the Disabled in May, 2007. The initiative to 

establis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for the Disabled has been pursued sinc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ed 'Library Act' with the aim of increasing access to 

information for marginalized groups in knowledge in Dec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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