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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정 진 웅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1. 서  론

한국고 보존 의회(2004년 3월 창립, 규장각 등 43개 회원기 )에서는 국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 고 에 한 체계 인 보존, 활용  연구를 한 정보교류

의 필요성에 따라 국립 앙도서 을 지목하여 한국 고 의 정보화  보존 사

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 앙도서 에서는 2004년도에 시스템을 개

발하 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지식정보자원 리사업으

로 지정받아 한국고 종합목록 DB를 통합하고 서비스하기 한 고서목록 DB를 

구축하 다.  

2005년도에 참여한 기 은 한국고 보존 의회 회원기  가운데 규장각 등 28

개 기 이며 이들 기 으로부터 고서목록DB 약 31만 건을 제공받아 구축사업을 

수행하 고, 2006년도에는 성암고서박물  등 22개 기 으로 부터 9만 여 건의 목

록DB와 3만 5천 건의 원문DB를 제공받아 DB를 구축하 으며 2007년에는 송 사 

성보박물  등 8개 기 의 고서목록 1만 5,446건을 구축하고 원문이미지 270종 

402책(54,418면)을 신규 구축하 다.

2009년도부터는 국고 산으로 민간  국외 인자료들을 심으로 구축하 다. 

용화사 소장 고서의 원문이미지 215책과 미 의회도서  등 국외 인자료 626책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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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9년도 11월 국립 앙도서  내 지도자료실 개실과 함께 국립 앙도서

(95건), 규장각한국학연구원(338건),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75건)과의 고지도 원

문DB 연계를 통해 고지도 원문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모덕사 소장 고문헌 1,015책, 미 하버드 도서  등 국외 인자료 

632책을 구축하 다. 

2011년도에는 국내 인수문고 소장 고문헌 등 1,266책, 미 컬럼비아 학 도서  

소장 국외 인자료 65책을 구축하 다.

2012년도에는 2011년에 이은 국내 인수문고 소장 고문헌 등 739책, 미 일 학

교 도서  등 국외 인자료 169책을 구축하 다

한 국내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국외 소재 한국 고 에 한 목록DB도 고서

종합목록으로 구축하여 명실공히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KORCIS)1)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버드 칭도서  등 국외 한국 고문헌 소장기 과 약을 체결

하여 원문이미지  목록DB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고문헌은 약 100여 만 종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악되는데 이들 자료를 

DB화하여 한국고 종합목록(KORCIS)을 통해 목록, 해제, 원문 등을 제공하여 

련 연구자  이용자들이 표 화된 고서목록DB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련 

학문의 발 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2.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매뉴얼

2.1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홈페이지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KORCIS)은 고문헌 자료에 심이 많은 일반 이용자

나 한국학 련 연구자들을 한 검색 등 여러 가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

합목록 검색시스템이다.

특히, 유니코드 한자사 과 동양연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께서 많은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 홈페이지 도메인주소는 www.nl.go.kr/kor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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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초기화면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의 기메인화면은 자료찾기, 자료실, 출 물소개, 행

사안내, 공지사항, 열린마당, 시스템소개와 더불어 유니코드 한자 지원과 동양연표 

등의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 산책 코 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고서에 

해 설명해 놓고 있다. 

[사진 1] 초기화면

2.1.2 자료찾기

이용자가 고 에 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창으로 간략찾기, 상세

찾기, 기 별찾기, 연계기 검색, 신규구축목록, 주제명표목표, 디 토리검색 등의 

하부 항목이 있다. 간략찾기에서는 표제, 키워드, 자, 발행자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내용형식, 발행년과의 조합 일치 검색을 할 수 있다. 검색된 결과에는 원

문, 목차, 해제 등의 유무를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정

보에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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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검색화면

2.1.3 자료실 

고 의 등록, 정리, 보존 등에 련된 참고자료를 일로 제공하고자 하는 화

면으로 이용자에게 고  련 자료를 공유하기 한 것이다.

[사진 3]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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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출판물 소개

새로 출 되는 고문헌자료나 련 자료를 소개하는 곳으로 출 물이 있을 때 언

제든지 소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진 4] 출판물소개

2.1.5 행사안내

고  련 행사나 시회 등의 안내를 한 곳이다.

[사진 5]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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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공지사항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에 한 반 인 공지사항을 알 수 있는 창이다.

[사진 6] 공지사항

2.2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독립형(KORCIS-NET)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 참여기  등의 고서 련 업무담당자가 사용할 로그

램으로 자체 고서 목록구축, 다운로드, 데이터반입, 반출, 업로드 등 자 서지에 

해서 리할 수 있도록 만든 로그램이다. 

[사진 7] KORCIS-NET(독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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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그램은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 참여기 에서 각각 리하며 신규 자

료에 해서는 업로드하고 기존 서비스하고 있는 자료에 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2.3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센터형)

  

2005년도까지 사용한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은 2004년도에 개발하여 운 되

어온 시스템으로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을 용한 것으로 주로 공공도서 의 업

무 특성과 단행본 목록을 근간한 각각의 세부기능이 개발되고 운 됨에 따라 고

서자료의 서지 인 특성과 참여기 의 요구를 극 으로 수용하지 못하 다. 고

서는 특성상 부분 한자에 의한 목록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의 시스템이 

한자 4,888자 만이 지원되는 KSC5601문자세트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목록구축 

 서비스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2006년 KSC5601기반의 고  종합목록을 유니코드 기반으로 환 개발

하고, 구축 상자료인 고서의 특성  자료유형 악을 통한 신규기능 개발 작업

을 수행하여 만들어진 것이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 센터형이다.

[사진 8]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센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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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형은 리자 로그램으로 각각의 독립형에서 보내온 목록 정보를 입력․수

정․반출․통합 등의 리를 하며, 각각의 참여기 의 정보를 리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한 한국역사정보시스템, 국가지식포털 등 연계 사이트에 해 지속

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고 종합목록에서 서비스 하

고 있는 DB에 해 서지, 소장기 별, 제어번호별, 목차별, 신착자료에 한 통계

를 제공하고 있다.

3.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DB 구축 

3.1 국내 소재 한국 고문헌 DB 구축

3.1.1 국내 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과정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 은 한국 고문헌의 목록, 목차, 해제, 원문 이미지 등

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악할 수 있는 망라 인 시스템으로 연구자  이용자

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이용하고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한국학 발 에 기

여하고 있다.

이에 매년 DB 구축 사업을 통해 한국 고문헌에 한 목록DB 뿐만 아니라 원문

이지미도 계속 확충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 DB는 2005년 한국고 보존 의회 회원기 을 심

으로 목록DB를 구축하 다가 2007년부터는 국내 기 뿐만 아니라 사장되기 쉬운 

민간이 소장한 한국 고문헌의 발굴과 디지털화를 계획 비하 다. 2007년 송 사

를 시작으로 국의 사찰, 서원, 문 , 개인 등 한국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곳을 

직  찾아다니며 조를 요청하 다.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에서의 공개에 호

의 인 소장자들은 소장처에서 소장자료에 한 서지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

고, 그 조사를 토 로 목록DB를 구축하 다. 디지털화의 경우 원문이미지의 복 

구축을 방지하기 해 에 구축된 자료를 제외한 새로운 자료에 해서만 원

문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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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축 DB 참여기관 비 고

2012
  목록DB 2,719건

  원문DB 517건 
5개 기  참여 인수문고 등 민간 기

2011
  목록DB 2,976건

  원문DB 870건 
4개 기  참여 인수문고 등 민간 기

2010
  목록DB 3,426건

  원문DB 932건
4개 기  참여 모덕사 등 민간 기

이러한 사업을 통해 고문헌의 목록, 원문 등의 콘텐츠를 확보, 구축함으로써 고

문헌의 소재 악은 물론 이본의 여부와 형태  특징이 정확히 기술되어 학술  

연구의 석을 다지고 나아가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9] 민간소장 한국 고문헌 조사

   

[사진 10] 민간 소장 한국 고문헌 원문DB 구축

3.1.2 구축 내용

2005년부터 DB 구축을 시작하여 재까지 92개 기  참여하 다. 목록DB 4만 

29,239건, 원문DB 2,298건, 원문DB 연계 3만 6,029건 구축하 다.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국내 소재 한국 고문헌 연도별 구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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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축 DB 참여기관 비 고

2009
  목록DB 3,368건

  원문DB 993건 
39개 기  참여 용화사 등 민간 기

2007
  목록DB 15,446건

  원문DB 270건  
8개 기  참여 송 사 등 민간 기

2006
  목록DB 89,252건

  원문DB 35,615건(연계)  
22개 기  참여

한국고 보존 의회 

참여 기

2005
  목록DB 312,052건

   (29개 기  참여)
29개 기  참여

한국고 보존 의회 

참여 기

합계
  목록DB 429,239건

  원문DB  38,327건

92개 기  참여

( 복제외)

3.2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 DB 구축

한국 고문헌은 여러 란과 혼란기를 거치면서 귀 한 들이 국외로 유출되

었다.

국립 앙도서 은 국외로 유출된 고 을 체계 , 지속 으로 조사, 인 수집

함으로서 국가문헌 보존도서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1982년 랑스국립도서  소장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하여 온 것을 시작

으로 최근 미국 하버드 칭도서 의 한국 고문헌을 디지털 하는 등의 다양한 방

식으로 한국 고문헌 DB를 수집 확충하고 있다.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에서는 이 게 수집된 자료들을 목록  원문DB로 구

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3.2.1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과정

국립 앙도서 의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은 국내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고

문헌을 인 등의 방식으로 입수하여 실제 고문헌을 이용할 수 있게 마이크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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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형태로 인하거나 자복사(종이복사) 방식으로 하 다. 

일반 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소장 황을 조사하는 단계, 실물

조사 상자료를 선정하는 단계, 정리단계 등 크게 4개의 단계로 나  수 있다.

우선 인 사업을 한 1단계로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 목록을 수집한다. 

이는 국외 소장 기 에 한 복 조사를 피하기 한 것으로 목록 소자사가 이

루어지고 희귀문헌 소장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2단계 과정으로는 국내 소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에는 각 기 이 발행한 책자형 목록을 토 로 국내 

소장 여부를 확인하 으나 재 한국 고문헌 종합목록인 “한국고 종합목록시스

템”을 통해 국내 소장 여부 확인이 손쉬워졌다. 국내 미소장으로 확인된 자료들을 

상으로 해당 기 을 방문하여 실물 조사를 수행하는 것 한 요한 작업이다. 

조사 목록의 오류를 확인하고 실물 조사를 통하여 최종 수집 상 자료를 결정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물 조사 못지않게 요한 것이 해당기 과의 실무 의이

다. 각 기 별로 인 등에 한 장서 리정책이 다르고 지켜야 할 규정이 다양하

므로 인 수집을 진행하는 단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하는 것이다. 이러

한 과정이 끝나면 기 별로 약서가 작성되며 기 의 상황에 맞게 마이크로필름, 

자복사(종이복사), 디지털화 등 다양한 매체로 수집하 다. 국립 앙도서 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집 매체가 모두 마이크로필름 형태이다. 그 후 2006년

부터는 미국을 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료소장기 들의 매체변환 방법의 변화를 인수집에서도 알 수 있다.

 

[사진 11] 토론토대학교 도서관 한국 고문헌 조사

  

[사진 12] 하버드옌칭도서관 한국 고문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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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현황

일본

일본은 한국 고문헌의 최  소장처로서 국립 앙도서  국외 고문헌 수집  가

장 많은 실물 조사와 인 수집이 이루어졌다. 1987년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소장 

고문헌 91종 230책을 인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宮內廳書陵部 소장 한국 고문

헌 200종 584책까지 매년 마이크로필름과 자복제(종이복제)의 방식으로 수집하

다. 

국립 앙도서 에서 수집한 일본 소재 한국 고문헌은 22개 기 이 소장한 4,400 

여 책에 달한다. 이는 국립 앙도서 에서 수집한 국외 고문헌의 반 이상을 달하

는 것이다. 일본의 각 기 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문헌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많이 악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도 기 별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고문헌의 양

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국에서 한국 고문헌을 조사를 한 시도는 1992년 ‘ 국 유출 한국 문화

재 소장 조사  업무 의’를 해 국국가도서 , 북경 학도서 , 사회과학도서

 등 3개처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의 결과는 1996년 북경 학

에 소장한 한국 고문헌 28종 140책에 그쳤다. 국국가도서 은 이후 많은 의가 

이루어졌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재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5년에는 만국가도서 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조사가 이루어졌고 43종 205

책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수집하 다. 만국가도서  소장 한국 고문헌의 수집은 

국립 앙도서 이 소장한 국 귀 본 마이크로필름을 양 기 의 등가교환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국의 각 기 에 소장한 한국 고문헌은 일부 학도서  연구자들을 심으로 

개별 인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고, 체 인 황은 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단순한 조사와 황 악에만 그치지 않고 인 수집으로 이어져 국내 연구

자들의 자료 근을 손쉽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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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랑스에서 한국 고문헌은 1982년 랑스국립도서 에 소장된 의궤류 86책을 마

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하여 수집하 고, 랑스동양언어문화학교에 소장된 한국 고

문헌을 1982년 수집한 이후 2002년 추가 조사를 통해 수집하 다. 2010년에는 꼴

쥬 드 랑스 소장 한국 고문헌 53종 418책을 조사하 고 이들 자료에 해서

는 디지털화 하 다.

랑스에서는 이외 기메박물  등지에 한국 고문헌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 추가 인 조사와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국에서 한국 고문헌에 한 수집은 1995년 서지학회와 공동으로 미국 버클리

 아사미문고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을 조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248종 380책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수집되었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의 형태로 종이복사와 마이크로필름에서 디지털매

체로 변화되었는데 2007년 하버드 칭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서를 3년의 

사업기간으로 디지털화하 고, 2008년 미국의회도서  소장 한국 고문헌 84종 313

책을 디지털화하 다. 한 컬럼비아 학도서  소장 한국 고문헌을 2009년 2010

년에 걸쳐 디지털화 하 다. 2007년부터 3년간 이 졌던 하버드 칭도서  소장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는 2011년 2차 약을 거쳐 지  재 진행 이다.

이밖에도 1983년 독일괴 겐 학교 도서  소장 1책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 

수집하 고, 2008년 11월 러시아국립도서 과 국립 앙도서 간의 연구 력 약 

체결에 따라 러시아국립도서 에 소장된 한국 고서 40종 93책을 조사하 고 디지

털화 약을 체결하 다. 2012년에는 캐나다 토론토 학교 소장 한국 고문헌 99종 

308책을 조사하 고, 이  고문서는 디지털화 진행 이다.

국립 앙도서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와 수집실 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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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가 추진실적

1982 랑스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86종 86책 (MF)

 랑스동양언어문화학교 112종 160책 (MF)

1983 독일  괴 겐 학교도서  馬醫方書  1종 1책 (MF)

1987 일본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西湖古事  등 91종 230책

1988 일본

 靜嘉 文庫 溪上雜  등 28종 270책 (MF)

 敬閣 標題音註東國史略  등  6종 110책

 內閣文庫 歷代世年歌  등 21종 220책

1989 일본
 東京大學阿川文庫 鄭文翼公遺稿  등 18종 51책

 蓬左文庫 聽訟提綱  등 27종 77책

1990 일본  東京大學阿川文庫 反正  등 75종 174책

1991 일본

 東京大學阿川文庫 三國史略  등  42종 72책

 東洋文庫 書經疾書  등 40종 78책

 天理大今西龍文庫 賡進帖  등 178종 325책

1992 일본  學習院大學圖書館 戶籍大帳  등 45종 48책

1993 일본

 東洋文庫 朴定齋日記  등 46종 108책

 杏雨書屋(三木榮文庫) 胎産要  등 13종 19책

 龍谷大 上大乘金剛大敎寶王經  등 15종 55책

 東京大總合圖書館 東史合編綱目  등 1종 33책

1994 일본

 東洋文庫 嶠省勝覽  등 8종 89책

 岩瀨文庫 桑韓往復書牘  등 26종 65책

 大谷大學 辨正論 등 7종 38책

 靜嘉 文庫 嘉覽襍聚  등 36종 87책

1995

일본 

미국

 미국버클리  錦營 史  등 248종 380책 (MF 49롤)

 杏雨書屋 辛卯式年司馬榜目  등 18종 28책

 靜嘉 文庫 靑海伯世家  등 8종 16책

 早稻田大 必有所濟  등 8종 31책

 駒澤大 北闕重建歌  등 9종 28책

 靜嘉 文庫 三韓紀事  등 29종 55책

1996
일본 

국

 中國北京大學 杜工部草 詩箋  등 28종 140책 (MF 10롤)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喪禮備要  등 33종 268책

 天理大學  佛祖三經  등 100종 151책

1997 일본
 京都大學 河合文庫 各房房稅冊  등 140종 218책

 東北大學附屬圖書館 三國史記  등 49종 88책 (MF 15롤)

1998 일본  宮內廳書陵部 醫方集略  등 5종 269책 (MF 41롤)

1999 일본  蓬左文庫 三峰先生集  등 26종 361책 (MF 52롤)

<표 2> 국외 소재 연도별 구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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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가 추진실적

2000 일본  京都大學 河合文庫 禮記臆  등 184종 411책 (MF 41롤) 

2001 일본

 國立國 圖書館 韓客贈答  등 22종 58책 (MF 5롤)

 公文書館(內閣文庫) 三國志  등 5종 109책 (MF 13롤)

 筑波大學 大典詞訟類聚  등 14종 54책 (MF 14롤) 

2002 랑스  랑스동양언어문화학교 文選  등 505종 1,192책 (MF 145롤)

2003 일본
 宮內廳書陵部 東萊先生十九史詳節  등 140종 379책 (MF 33롤)

 馬歷史民俗資料館 五先生禮說分類  등 62종 297책 조사

2004 일본  宮內廳書陵部 한국인새  등 59종 205책 (MF 28롤) 

2005 만  臺灣國家圖書館 오산세고  등 43종 205책 (MF 48롤) 

2007 미국  미국하바드 칭도서  사례 요  등 77종 84책 (디지털 일 9,471면)

2008
미국

러시아

 하바드 칭도서  호해시  등 297종 347책 (디지털 일 44,081면)

 미국의회도서  가례  등 84종 313책 (디지털 일 48,592면)

 러시아국립도서  한국고서 조사 ('08.11) 40종 93책

2009
미국

국

 하바드 칭도서  지암유고  등 77종 296책 (디지털 일 40,920면)

 미국컬럼비아 학도서  뇌연집  등 2종 22책 (디지털 일 3,630면)

2010
미국

랑스

 하바드 칭도서  동래부호  등 31종 246책 (디지털 일 23,734면)

 미국컬럼비아 학도서  경사집설  등 35종 73책 (디지털 일 9,142면)

 랑스 꼴 쥬드 랑스 도서  자료조사 국조보감  등 52종 418책

2011
미국

랑스

 미국하와이 학교 향례합편  등 328종 1,345책 서지조사

 미국 린스턴 학교 어정규장 운  등 78종 481책 서지조사

 미국 린모어칼리지 능엄경  등 50종 91책 서지조사

 미국 일 학교 녹 증서  등 69종 153책 디지털 일 16,386면

 랑스 꼴 쥬드 랑스 해동제국기 등 11종 16책 디지털 일 2,450면

2012
미국

캐나다

 미국하버드 칭도서  선원속보  등 142종 1,051책 마이크로필름 

224롤

 미국하버드 칭도서  디지털화 92종 158책 19,740면

 캐나다토론토 학교 도서  간찰  등 고서 99종 308책, 고문서 287  서지조사

합계    7개국 37개처   3,519종 9,710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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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을 활용한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 이용

앞에서 설명한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은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하여 이

용할 수 있다. 자복제(종이복제)나 마이크로필름으로 수집한 자료들은 목록DB를 

통해 이용할 수 있고, 디지털화로 수집된 자료는 원문DB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의 “기 별찾기” 검색항목은 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

한 기 들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 고, 하나의 기 을 선택하면 기 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체 검색이 가능하다.

2012년 일  서지DB를 업로드 할 때 국외 이용자들을 해 어 표기를 검색 

가능하도록 표기하 다. 처음에는 국립국어원 표기 방식을 넣었는데 미국 내 기

들에게서 검색 시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큔라이샤워 

로마자 표기 방식을 추가 검색 가능하도록 하 다. 향후에도 국외 이용자들을 

해 다양한 표기 방식을 검색 가능하도록 하겠다.

[사진 13] 예일대학교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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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KORCIS)은 한국학 련 이용자는 물론 고문헌 련 

업무담당자를 해서 개발한 로그램이다.

특히, 유니코드 기반으로 호환성 등을 갖추고 이용자를 한 홈페이지와 리자

를 한 센터형, 그리고 각 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립형 로그램을 별도

로 개발, 이용 등에 있어서 최 의 편리성을 확보하는데 주안 을 두고 개발한 

로그램이다.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 회원기 과는 목록DB 공유 등 업무 조를 통해 시스

템을 운 하며, 각 기 에서 구축한 DB는 각 기 에서 리하고 한국고 종합

목록시스템에서는 통합 서비스하게 했다.

정보통신부의 지식사업으로 그간 두 차례에 거쳐 추진해 왔던 “한국고 종합

목록구축”사업이 2007년도에는 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우리 기  산으

로 구축하 으며, 2008년에도 지정받지 못하고 직  국고지원을 받아내기 해 몇 

년간 노력한 끝에 년에 드디어 산을 확보하고 2009년부터 한고목 산을 지

원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젠 지속 이며 안정 으로 운 할 수 있게 되어 참여기 의 데이터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양 으로도 DB를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기 에서는 극 인 자  데이터 리로 품

질을 높여야 하고, 시스템 활용을 통한 이용의 극 화도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고 보존 의회 홈페이지를 갖고 있기에 회원기 들과의 의사 달 

등 다양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소통의 단계가 한 단계 발  될 것으로 본다.

끝으로, 한국고 은 약 100만종 223만여 책으로 추정되는데 국내외 자료를 포

함하여 이들 자료를 모두 확보할 때까지 계속 발굴, DB로 구축하여 서비스 하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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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아시아 도서관 그리고 한국학 장서에 대하여

김헬렌 (Helen Kim)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한국학사서

Ⅰ. 서  론

리티시컬럼비아 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내의 한국학 장서를 

소개하려면 먼  UBC 도서 과 그 안의 아시아 도서 의 학술  배경을 큰 틀에

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이 학과 그 안의 아시아 학과의 설립 배경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학 장서에 한 소개 후 아시아 도서 과 아시아 연구소, 그리고 

리티시컬럼비아 학의 학술  배경에 한 설명으로 범 를 넓 가고자 한다.

[사진 1]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캠퍼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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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과 한국학 장서

1. 한국학 장서의 역사

1982년은 여러 면에서 요한 한 해 다. 1982년에 리티시컬럼비아 학에서 

처음으로 한국학 련 수업이 시작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리티시컬럼비아 학 

도서 에 한국어 자료가 기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기증 자료들은 도서 에 

목록정리가 안된 채 쌓여 있어야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2년부터 한국어 자

료 구입 산이 편성되면서 공식 인 한국학 장서가 수집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아시아 학과뿐 아니라 리티시컬럼비아 학 체가 힘든 시기 다.1) 

1979년에 아시아학과의 등록 학생 수가 반으로 었다. 1982년에는 아시아학과에 

새로운 수업을 진행하기 한 자 이 없었지만, 한국학술진흥재단(Korea Research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다섯 명의 교수를 빙할 수 있었다. 1984년에 아시아

학과의 학생 수는 거의 1,000명으로 회복되었고, 한국어와 한국역사 수업이 포함

된 11개의 새 과정을 진행하 다. 그러나 여 히 새로운 교수진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상태 다. 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2년부터 매년 한 명씩 빙교수를 

견하여 과정 진행을 지원하게 된다. 

당시 빙교수로 활약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Dr.Yong Pil Pang (Hanyang University), 1982-83; 

Dr. Myung-ho Sym (Seoul National University),1983-84; 

Dr. Don Hwan An (Busan National University); 1984-85; 

Dr. Kee-don Lee (Yonsei University),1985-86; 

Dr. Dung Lyong Yi (Sung Kyun Kwan University),1986-87.

한국어 과정이 시작되자 한국어 자료의 필요성을 느낀 개인들이 먼  기증에 나

섰다. 한국의 교보생명은 약 3,000권의 책을, 리티시컬럼비아 학 사회학과 교수

1) 아시아학과 홈페이지(http://www.asia.ubc.ca/departmen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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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직하다 은퇴한 장윤식 박사는 한국정부의 자 으로 구매했던 로젝트 자료

들을 기증하 다. 

그러나 이 기증 자료들은 바로 분류․정리 될 수가 없었다. 자료 정리를 해 

어권 자료를 분류하던 직원  하나 던 안 주 선생이 분류 작업을 자청하게 

되었고, 학 도서  측은 한국에서 도서 학 석사학 를 받은 안 주 선생에게 

서지학 분야의 특수 직책을 주고 그 일을 맡도록 하 다.  

1986년에는 리티시컬럼비아 학 내에 처음으로 한국학 문 사서가 트타임

으로 임명된다. 불행히도 4년 뒤에 이 자리가 폐지될 기에 놓이게 되지만 장윤

식 박사가 학도서 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유

지될 수 있었다고 안 주 선생이 한다. 

 

2. 한국학 장서

기 한국학 장서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다 학에서 

1992년 한국학 자료 구매에 5,000달러의 산이 편성되면서 상당수의 장서를 구매

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한국학 장서는 꾸 히 성장하게 된다. 2007년에 한국학 

사서가 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바 었고, 드디어 2008년 리티시컬럼비아 학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선정하는 북미도서 특화 컨소시엄(Korean Collection Consortium 

in North America: KCCNA)의 회원이 되었다. 

2008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자 지원으로 한국학 장서는 격히 증가하게 된다. 

덧붙여 한국학연구소의 지원으로 리티시컬럼비아 학의 한국학 사서가 기증서 

수집을 해 한국의 도서 과 교육기 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도움이 되

었다. 이런 일련의 지원을 통해 약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학 장서는 3만 

6,000권을 넘어서게 되었다. 

한국학 장서는 역사, 언어, 문학, 문화, 종교 분야를 심으로 아시아학과와 한국

학 연구를 진행하기 한 교육  연구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북미

도서 특화 컨소시엄이 정한 주제 분야의 특화를 해 기독교와 불교를 제외한 

한국의 토속종교, 신흥종교, 한국 통의학, 한국 통복식 분야의 장서를 꾸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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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가고 있으며 조선 시 와 안동지역 련 자료 역시 수집 이다. 

한, 리티시컬럼비아 학은 북미지역의 다른 한국학 장서와 차별화를 해 

민속학술자료총서 체를 5년에 걸쳐 구매하 다. 한 한국 교수들의 기증으로 

한국학 장서가 속히 성장했다.

북미도서 특화 컨소시엄의 자 지원과 한국 사서의 기증 도서 수집으로 한국학 

장서가 격히 성장하긴 했지만, 아직 1950년 부터 수집을 시작한 국학 장서의 

10%, 일본학 장서의 20% 수 에 불과하다. 이런 언어 간 장서의 불균형은 큰 문

제이다. 장서의 차이가 국력의 차이를 반 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는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한국학 장서가 일본학 장서에 버 가는 수 이 되도록 

다방면의 지속 이고 극 인 지원이 필요하다.

리티시컬럼비아 학의 한국학 로그램은 북미의 우수한 학의 한국학 로그

램과 견주어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과반수가 한국계가 아닌 도 고무 이다. 이처럼 한국학의 미래는 밝다. 이

러한 이유로 향후 한국학 장서의 성장을 한 아낌없는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3. 한국학 프로그램

앞에서 언 한 로 1982년 한국 빙교수에 의해 한국어와 한국역사 강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후 재 리티시컬럼비아 학은 한국학 연구 로그램에 3

명의 교수와 강사 1명을 채용하고 있다. 더불어 사학과에 한국역사 교수 1명, 한

국학연구소에 교수 2명이 있고 음 에도 한국 통음악 교수 1명이 재직하고 있

다. 이외에도 일본학 연구 로그램에서도 1명의 교수가 한국역사를 강의하고 있

으며, 박사 후 과정 연구자 2명과 몇몇 시간 강사들 역시 한국학 련 강의와 연

구를 하고 있다. 이들이 진행하는 로그램들은 북미에서도 매우 수  높은 것으

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한국학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 수는 19명으로 2008년의 9명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하 다. 국학에 24명, 일본학에 27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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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로그램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한국학 장서와 한국학 연구 로그램에 한 소개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리티시컬럼비아 학과 학도서 , 아시아 학과, 아시아 도서 , 아시아 연구소와 

한국학 연구소를 차례로 소개하기로 하겠다. 

Ⅱ.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및 아시아 관련 기관

1.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리티시컬럼비아 학은 리티시컬럼비아주의 밴쿠버에 있다. 밴쿠버는 연  

 덮인 산들과 태평양의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

운 도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10개 주  하나인 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캐나다 체 면 의 9% 정도인 95만㎢의 면 에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45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밴쿠버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  3~4 를 항상 

차지할 정도로 거주 환경이 뛰어나다. 캐나다 서부 해안에 있는 밴쿠버는 강수량

이 많은 온 우림 지역으로 연  아름다운 숲의 풍 을 즐길 수 있다.2) 

[사진 2]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캠퍼스 : 태평양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모습 (사진 : 러스헤일)

2) 국립산림과학원 배상원(http://blog.daum.net/kfs4079/172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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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밴쿠버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증하 는데 특히 홍콩 이민자들이 

많았다. 2000년 이후에는 국 이민자들을 시작으로 한국, 인도, 타이완 등의 이민

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30년경에는 아시아계 이민자가 체 인구

의 50%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측도 나오고 있다. 밴쿠버를 ‘아시아의 문’으

로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리티시컬럼비아 학 캠퍼스는 포인트그 이 캠퍼스(Point Grey Campus), 롭슨 

스퀘어 캠퍼스(Robson Square Campus), 그 이트 노던 웨이 캠퍼스(Great Northern 

Way Campus), 오카나간 캠퍼스 (Okanagan Campus)의  4곳이 있다. 이  포인트 

그 이 캠퍼스는 삼면이 온 우림, 한 면은 태평양에 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1908년 설립된 리티시컬럼비아 학은 서부 캐나다에서 가장 우수한 학으로 세

계우수 학 순  40  안에 항상 들고 있고 공립 학 에는 20  안에 들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학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학으로 인정받고 있다).3)

[사진 3] UBC Vancouver Campus [사진 4] UBC 오카나간 캠퍼스
        (Okanagan Campus)

3) UBC Homepage http://www.publicaffairs.ubc.ca/services-for-media/ubc-facts-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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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시컬럼비아 학의 비 은 다음과 같다.

“ 리티시컬럼비아 학의 목표는 앞선 문명과 지속성 있는 시민사회를 구

축할 세계 시민을 양성하기 해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리티시컬럼

비아 주민과 캐나다 국민, 나아가 세계를 해 뛰어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4) 

[사진 5] 브리티시컬럼비아 증축 시위(1922년)

  

[사진 6] 과학관 건축물에서의 시위(1922년) 

학이 설립되고 곧 세계1차 이 발발하 다. 이 때문에 학교 건축은 단되

었고 쟁 이후에도 재개되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은 서명운동을 벌여 5만 6,000

명의 사인을 받고, 거리행진을 하는 등의 열성 인 활동을 통해 학 건축을 재개

시켰다. 이 사건은 지 도 리티시컬럼비아 학 학생들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재 리티시컬럼비아 학은 약 3,700명의 교수진, 9,730명의 교직원과 5만 

6,00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생은 4만 6,000명이고 석사, 박사과정에 1

만 명 정도가 재학하고 있다. 총학생  약 15%는 140개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고 

한국 유학생도 미국과 국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5)

4) UBC homepage http://www.ubc.ca/about/vision.html

5) http://www.publicaffairs.ubc.ca/services-for-media/ubc-facts-figures/#1



28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 제9호 (2013년 6월)

2.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도서관

[사진 7]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 인문사회과학도서관 커너도서관 Koerner Library

서부 캐나다에서 가장 방 한 장서량을 자랑하는 리티시컬럼비아 학 도서

은 연구와 교육, 학습을 사회의 이익과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연계하는 일에 정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의 창조, 실험과 탐구를 진하는 세계 최고의 지식 도

서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 하기 해 2009년부터 도서  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6) 

 총장인 웨스부룩(Wesbrook) 박사는 새 학을 한 도서 을 건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1914년, 자신이 이 에 교수직을 역임했던 미네소타 학의 총

도서 장인 제롤드(Gerould)에게 국과 랑스 방문  2만 권의 책을 구매해 달

라고 요청하 다.7) 이 책들은 두 개의 방에 나 어 임시 보 되었고 네 명의 교직

원이 리하 다. 1925년 도서 은 재의 치로 이 하게 되었고, 주도서 은 

1948년 건립되어 재 3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8) 

재 리티시콜롬비아 학 도서 은 19개의 분 이 있다. 문사서 100명이 포함

된 300명의 운  인력이 600만 권의 장서와 17만 종의 정기간행물, 600만 건의 디지

털자료 등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 자산을 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서 은 매

년 17만 1,000건의 문의에 한 답변과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에게 200만 권

의 도서 출, 880만 건 이상의 이북과 이  다운로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9)  

6) 도서 홈페이지 http://about.library.ubc.ca/strategic-plan/

7) http://about.library.ubc.ca/library-history/timeline/

8) http://wiki.ubc.ca/Library:About_UBC_Library/History

9) UBC Library homepage http://about.library.ubc.ca/library-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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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자동화 서가

* 중앙 부분의 로봇이 필요한 책을 
찾아올 수 있는 서가

[사진 8] 도서관홈페이지(http://www.library.ubc.ca/)

도서 에는 매년 400만 명이 방문하고 있고 도서  웹사이트는 690만 명이 찾고 

있다. 이도서 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아시아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생명 의

학 련 자료는 서부 캐나다에서 가장 많다. 리티시컬럼비아 학 도서 은명실

상부한 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납본도서 이며, 일

본정부문서와 UN 련 자료의 납본도서 의 역할도 

하고 있다. 2005년에는 북미 원주민 인디언 문 도

서 인 ‘휘화 (Xwi7xwa) 인디언 학술 도서 ’이 산

하기 으로 편입되어 캐나다에서 유일한 원주민 문화 

문 도서 이 있는 학이 되었다.10)

2000년 400만 정도 던 장서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자 2008년에는 캐나다 최 로 자동화서가(ASRS: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를 설치했다. 

이는 180만 권의 책을 리할 수 있으며, 캠퍼스 어

디든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요청 하면 10분 이내에 

자료를 받을 수 있다.

10) http://about.library.ubc.ca/library-history/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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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빌 이 바버 러닝 센터(Irving K. Barber Learning Centre)는 총 2만 5,000㎡의 

면 으로 1925년 건립되었던 앙도서 의 요부분을 보존하며 그 자리에 지어

졌다. 건축비  2,000만 달러는 동 학졸업자인 이빌 이 바버(Irving K. Barbe)가 

기증하 고 나머지 1,000만 달러는 주정부가 부담하 다.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 

이 시설은 리티시컬럼비아 학 뿐 아니라 리티시컬럼비아주의 구라도 배

움과 연구를 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방되었다. 이곳은 도서 의 핵심축이 되어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 러닝센터(Learning Centre) 안에는 AArP(Art + Architecture + Planning Library) 

분 , 희귀본  특수 자료실  인문사회과학 련 자료실이 있고, 챕맨 러닝 커먼

(Chapman Learning Commons)이 있다. 챕맨 러닝 커먼(Chapman Learning Commons)

는 연구  학술  쓰기 방법, 더 효과 인 연구방법에 도움을 주는 시설과 업

무부서, 컴퓨터실  열람실이 있는 공간이다. 11) 

 

[사진 10] 인류학 박물관(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디언 원주민 예술품 소장)

11) http://hours.library.ubc.ca/#view-chap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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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학과

아시아학과는 리티시컬럼비아 학 아시아센터의 심축이다. 아름다운 디자인의 

이 건물을 보기 해 많은 객들이 방문하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이 건물은 오

사카 엑스포 70에서 산요가 사용하던 것을 1974년에 리티시컬럼비아 학로 옮

겨와서 7년이 지난 1981년에야 재건축이 완료되었다. 캠퍼스 북동쪽에 치에 고

립된 듯 보이지만 차분한 동양  아름다움으로 연  많은 방문객을 모으고 있다.

[사진 11] 아시아센터

아시아 도서 이 아시아학과와 함께 아시아센터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연구가 편

리해지는 등 많은 이 이 있다. 1982년 아시아센터 오  하우스 주간동안 8,000명

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다.12)

이후 ‘ 국문학개론’, ‘일본의 화’, ‘기  일어’, ‘기  국어’ 등의 수업들이 

개설되게 된다. 재 아시아 학과에는 교수 24명과 강사 39명, 이외에도 다수의 

방문학자가 수업과 연구에 임하고 있다.   

아시아학의 발 은 캐나다의 다른 문화에 한 심이 높아진 결과이다. 세계2차

 이  캐나다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과 국, 랑스를 심으로 진행되었다. 

12) 아시아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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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에 캐나다의 아시아에 한 심은 고작해야 캐나다 내의 아시아계 이민자 

수를 몇 명으로 제한할 것인가 정도 다. 1945년 이후 정부의 외교 정책은 극

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돼서야 캐나다는 키스탄과 인도와 공식 인 외교

계를 수립하고 인종 차별 인 이민 정책을 철폐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  배경에도 그동안 많은 학생이 아시아 학과 수업을 들었던 것을 

보면 아시아학과가 캐나다가 다문화 국가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 

리티시컬럼비아의 아시아 학과는 캐나다 뿐 아니라 북미에서 가장 우수한 학

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학과 일본학은 종교, 철학, 문학 분야에서 북미 최

고에 속하고, 한국학 과정의 교수진 역시 최고 수 을 자랑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어  펀자  어(Punjabi)와 시크교(Sikh) 연구 역시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학과는 근  아시아 역사에 집 하고 사학과는 근 사를 연구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재 두 학과는 서로 한 계를 유지하는 력 계에 있다. 

아시아 학과는 시작부터 사상과 철학, 종교와 역사, 문학, 문화를 집 으로 연

구해 왔다. 최근에는 문화, 미디어문화, 디아스포라 문화, 여성학, 화에 련

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와 일본어 강좌는 매우 성공 이다. 매 학기 1,500명의 학생이 수강 등록

을 하고 300명 정도는 학생 수 과로 기자 명단에 오른다. 어떤 학생들은 모국

어 능력을 키우기 해 이 과정을 수강하지만, 아시아권 언어를 제2, 제3 외국어

로 습득하고자 하는 부류들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어, 국어, 일어 강의를 

선택한 학생  60%는 이미 이 세 가지 언어  최소 한 가지는 구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아시아학과는 스스로 한자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로그램과 한국어 온라

인 교육 로그램(www.korean.arts.ubc.ca)을 개발하 다. 

아시아 학과는 밴쿠버 지역의 한국어, 국어, 펀자 어의 수요가 많은 실정에 

응하고자 같은 학 교육학과와 함께 유치원부터 학교까지 모든 벨의 학생

을 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 로그램을 비하고 있다. 

1961년 이후 아시아학 공 졸업자는 약 1,200명이다. 이들 부분은 아시아와 

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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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연구소

1978년에 설립된 아시아 연구소는 이 분야에서 리티시컬럼비아 주 뿐 아니라 

캐나다 역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소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아시아의 

무역, 문화, 교육과 련된 환태평양 지역이란 본질  요성에 한 에 있어 

더욱 그 다.

1978년 설립된 아시아 연구소는 이 분야에서 캐나다에서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

다. 특히, 환태평양 지역이 아시아의 무역, 문화, 교육에 미치는 본질 인 요성

에 한 연구가 매우 뛰어나다. 아시아연구소는 리티시컬럼비아 학이 아시아

권 커뮤니티와 국가에 한 교육·연구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지 한 역할

을 하고 있다. 13)

연구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책 연구와 분석에 심이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해 연구소의 표 인 로그램인 아시아 정치학 석사과정(MAPPS: 

Masters of Art in Asia Pacific Policy Studies)을 운 하고 있다. 아시아학은 최근 인

문사회과학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분야이다. 이를 반 하듯 아시아 역사, 문화, 

법률, 무역, 경제, 정치, 인류학, 사회학, 주택, 교통, 농업, 임업 등은 여러 학과의 

주요 연구과제로 채택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를 소개하면서 씨 이 최(C.K.Choi) 빌딩을 언 하지 않을 수 없

다. 씨 이 최(C.K.Choi) 빌딩에는 아시아 센터와 함께 학교의 자랑거리로 아시

아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 사람들은 최(Choi)를 한국 성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국인 기증자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13) http://www.iar.ubc.ca/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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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C. K. Choi 건물

이 건물은 리티시컬럼비아주의 건물 리 회(BOMA: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가 선정한 친환경건축상(Earth Award)을 받았고, 1998년에는 리티시컬

럼비아주 건축학회가 지정한 최우수 신상을 받았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자연환

경을 지키고 자연에 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져야 하는 인간의 책임을 상징

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건물 에는 유학의 다섯 가지 인간의 도리, 인(仁), 의(義), (禮), 지(智), 신

(信)이 한자로 새겨진 5개의 돌이 있다. 이는 기증자의 삶의 모토인 유교의 기본원

칙이었다. 최(Choi)는 동서양의 문화교류는 도덕  원리와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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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아시아도서관 로비

5. 아시아 도서관 

아시아 도서 의 발 과정을 설명하려면 캐나다 아시아계의 이민사를 먼  살펴

야 한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아시아학과 아시아 도서 의 성장과 발 에 큰 

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리티시컬롬비아에서 아시아학은 

세계2차  이후인 1950~1960년

 캐나다의 아시아에 한 심이 

커지던 시기에 시작되었다. 후 캐

나다의 외교정책은 아시아 국가들

과 우호 인 계를 형성하는데 

이 있었다. 그 결과 1947년 인도

를 시작으로 1950년 키스탄과 외

교 정을 체결했고 1952년에는 일

본과 외교 정상화를 달성했다.  

1947년에는 국 국 자의 이민 신청이 가능해졌고, 이민 자격을 단하기 해 

캐나다가 제시한 일정 자격기 에 따른 수평가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로써 캐나

다에 이민을 희망하는 아시아계 국 자들의 이민 장벽이 거의 해소되었고 이 시

기에 많은 아시아계 이민자가 증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외교정책이 아시아에 개방 으로 변하면서 아시아학도 진보하게 되었

다. 1950년 에는 국학과 일본학이 시작되었다. 산스크리트어, 펀자 어, 힌두어, 

인도네시아어는 1960년 에 시작하 으며, 한국학은 1980년  에 시작되었다. 

캐나다와 한국 간의 외교 정이 1963년에 체결된 것을 고려하면 꽤 늦은 시기에 

시작된 것이다.

아시아학이 외교정책의 변화에 따라 성장하는 동안, 아시아 도서 도 아시아

학과 역사학의 커리큘럼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성장하게 되었고, 결국 

리티시컬럼비아의 아시아 도서 은 서부 캐나다에서 아시아학 분야의 최다 장

서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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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도서 의 장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푸반 장서

(Puban Collection, 蒲坂藏書)이다. 이 장서는 1959년 캐나다태평양기 (Canada Pacific 

Foundation)의 지원으로 수집된 것으로 국의 고서와 희귀서  4만 5,000권 이상

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에는 송과 원 (960-1368) 115권, 명 (1368-1644) 3,326권, 

청 (1644-1820) 9,865권과 근 (1820-1912)의 희귀서 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이와 

같은 보물  장서는 북미권에서 독보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는 아시아 도서

의 탄생에 직 인 기여를 하게 된다.14) 

아시아 도서 의 일본 장서  표 인 것으로, 도쿠가와 시 (Tokugawa period, 

川時代(1603-1867))에 만들어진 일련의 고지도가 있다. 이 지도는 일본과 세계의 

지형을 기록한 것으로 한 사람의 손에 의해 매우 정확하고 정 하게 제작된 것으

로, 1964년 이 지도의 구매과 함께 일본 장서가 시작되었다. 

 아시아 도서 에는 캐나다에서 최장기간 발행된 국어 신문인 한공보(The 

Chinese Times, 大漢公報(밴쿠버1914-1992))와 국과 일본의 고서, 그림을 모은 스완

(Swann) 장서가 있다. 더불어 리티시컬럼비아주에 거주했던 국 교민 사회의 

문화유산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15)    

약 3만 6,000권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 장서와 국, 일본 장서 이외에도 리

티시컬럼비아도서 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티벳, 페르시아 등 다양한 아시

아 지역 장서도 확보하고 있다.

1950년 에 시작된 리티시컬럼비아 학의 아시아 도서 은 1990년  한국학 

장서부터 2010년에는 페르시아 장서에 이르기까지 60여 년의 역사와 함께 재 

총 65만 권 장서를 가진 캐나다 최다 아시아 장서를 갖추게 되었다.  

아시아센터 3층에 치한 아시아 도서 은 약 2,000㎡로 앙도서  서가에 있

던 자료들을 재 장소로 옮겨와 1982년 독립 분 도서 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아시아센터 로비에 들어서면 아시아 도서 을 소개하는 시진열장이 가장 먼  

에 띈다. 이 진열장은 사람들을 아시아 도서 으로 이끄는 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도서 의 출입문에는 출 와 참고 정보서비스 사서 자리가 있고 

14) Over One Hundred Years of Collecting: A History of East Asian Collections in North 

America:Building an Academic Library in the Heart of Pacific Canada: the case of the 

Asian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y Eleanor Yuen袁家瑜

15) http://burton.library.ubc.ca/hclmbc/relat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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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나서 참고자료 서가로 가게 된다. 

앙의 출 에서 한 층 올라가면 일반 장서와 개인 열람실이 있다. 이 개인 

열람실은 조용한 공부 장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다시 출 에서 

한 층 더 내려가면 정기간행물과 한국, 국, 일본의 ,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

과 남아시아와 인도네시아, 페르시아 장서가 비치되어 있다. 

오늘날 부분 도서 이 겪고 있는 장서 보  장소 부족은 이 도서 도 외가 

아니다. 결국 장서는 분산 보 될 수밖에 없었다. 4만 권이 자동화서가(Automated 

Retrieval and Storage System: ASRS)에 보 되어 있고, 이외에도 캠퍼스 내 다른 장

소에 8만 권과 캠퍼스 외에 10만 권을 보 하고 있다. 자동화서가의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다른 두 장소는 근성이 떨어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두 곳의 자료 이용률이 다.  

한국학 장서는 특히 최근의 속한 양  성장으로 보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2008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선정한 한국학 장서 컨소시엄의 일원이 된 후 장서 

구매비를 지원받기 시작하고, 2009년 한국학 앙연구원의 지원으로 한국 내 기

의 사서에게 기증받은 도서가 증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최근 

아시아 도서  장서의 정리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한․ ․일 장서 서가 부

족 상이 해결 되리라 생각된다.

아시아도서 에는 장을 비롯하여 국학, 일본학, 한국학, 남아시아학의 주제

문사서 4명, 교직원 3명, 그리고 몇몇 근로학생이 상주하여 다양한 수요에 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 문사서는 학생과 교수진, 교환 교수들의 연구 작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한, 아시아 도서  운 진은 항상 학술  커뮤니 이션 도구와 매체의 빠른 변화

를 이해하고 있어 이용자의 다양한 수 에 알맞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사서들은 아시아학과의 교수진과 외부 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기 해 

항상 변화와 신을 꾀하고 있다. 

아시아도서 의 개 은 학기 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9:00~18:00), 요일

(9:00~17:00), 토요일(12:00~17:00), 방학 에는 월요일~ 요일(9:00~17:00), 토요

일과 일요일은 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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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 한류와 한국학 자료 이용 간의 관계

랜돌프 D. 마리아노(Randolf D. Mariano)

필리핀 주재 한국문화원 도서관 연구 담당관

Ⅰ. 서  론

한국 문화산업의 극 인 홍보에 힘입어 한국 드라마와 화, K-팝, 문학작품 

등을 통한 한류가 동아시아 인 국뿐 아니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까지 향을 

끼치고 있다(Hicap, 2010). 지난 몇 년간 특히 사회학 분야의 필리핀 학자들은 각

종 심포지엄과 학회를 통해 한류의 사회정치 , 경제  향에 한 다수의 연구

들을 발표하 다. 그러나 아직 한류 상과 련한 도서 의 역할과 장서의 연계

성, 특히 한류가 필리핀의 도서 과 정보기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한국학 장서의 황은 어떠한

가?’, ‘한류 상과 한국학 장서  도서  이용 간의 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

을 바탕으로 필리핀 내 한국학 장서의 황, 한류와 한국학 장서 이용 간의 계

를 살펴 으로써 한류의 등장과 련한 도서 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국학 장서 이용에 한 한류의 향을 살펴보려면 한류 상을 구성한 여러 

가지 측면과 요소들을 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1) 필리핀과 한국의 계

에 한 개요 (2) 필리핀에서의 한류에 한 개요 (3) 필리핀에서의 한국학, 특히 

한국어와 한국 문학, 한국학 장서  도서 의 황에 한 정보 (4) 한류와 한국

학 장서  도서 의 계라는 4가지 부분으로 나 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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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필리핀의 한류

1.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

[사진 1] 율동 헌화식, 2012 [사진 2] 루네타에서 열린 제10대대 전투단 행진

필리핀과 한국의 계는 1949년 외교 계 수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이 발발하 다. 필리핀은 유엔의 지휘 하

에 아시아 국가들  처음으로 한국에 원정부 를 병하 다. 3년간 지속된 한국

 동안 필리핀은 5개  총 7,420명의 필리핀 병사를 병했다(주 한국 필리핀 

사 , 2013). 수 천 명에 달하는 필리핀 참 용사와 종군기자들 에는 이후 

통령에 당선된 피델 V. 라모스와 마닐라 타임즈의 기자이자 필리핀 독재정권 당시 

명한 야당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이후 상원의원에 당선된 베니노 시메온 아키노 

주니어도 있었다. 한국 에 참 한 필리핀 병사들의 의로운 희생은 민주주의와 한

국인들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했으며 양국 간의 외교 계와 력

을 더욱 공고히 하는 석이 되었다(한국문화원, 2013).

재 양국 간의 력은 발 인 정책과 활동을 바탕으로 한 경제 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세 번째 규모의 외국인투자국이자 다섯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아세안-한국센터, 2011).  최근 필리핀 부는 한국을 주요 

객 유입국으로 발표했는데,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객이 100만 명에 달

하며 약 10만 명의 한국인들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는 재 5만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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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리핀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64년간 지속된 한국과 필리핀의 

외교  계는 양국 간 인  교류에 지 한 향을 끼쳤는데, 이는 양국의 정치 , 

경제  계뿐 아니라 문화 교류를 통해서도 지속되었다.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좋

은   하나가 바로 한류의 등장이다.  

2. 한류 

2.1 한류란 무엇인가?

화, TV 로그램, 음악, 패션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폭발  인기를 지칭하

는 “한류”라는 표 은 국 언론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KOCIS, 2011). 한국 

문화의 인기는 한국 문화산업의 팽창을 유도한 주된 요인이다. 주로 한국 드

라마(  화)와 K-팝으로 변되는 “한국 문화의 성장한 국제  가시성”을 나

타내는 한류는 “동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미국과 남미, 동, 유럽 지역까

지 확산”되고 있다(Ravina, 2009, p.1). 특히 음악과 방송 산업을 주로 한 한류는 

한국의 문화 산업을 세계 아홉번째 시장으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 

1990년  후반 국에서는‘사랑이 뭐길래’와 ‘별은 내 가슴에’ 등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한류 열풍이 시작되었다(KOCIS(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이하 KOCIS), 2011b). 한국 드라마는 국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홍콩, 

만,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Shim, 2006). 놀랍게도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몇 년 후 일본에서 선풍 인 인

기를 끌기 시작했다(Yang, 2012). ‘겨울연가’는 2004년에 일본에서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연 배우들을 스타덤에 올려놓았다(KOCIS, 2011a). 드라마 ‘ 장 ’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 동, 유럽, 남미 지역에서도 인기를 끌며 세계 87

개국에서 방 되었다(KOCIS, 2011b).

2010년 이후부터는 한국 음악이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  K-

팝은 새로운 한류를 이끌며 아시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KOCIS, 2011b). ‘소녀시 ’는 ‘지(Gee)’로 일본 오리콘 싱  차트 1 를 차지했다

(KOCIS, 2011c).  DBSK, 2PM, 슈퍼주니어 등 남성 그룹들도 아시아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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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반구 체에서 폭발 인 인기를 렸다. 새로운 그룹들도 그 인기를 이어간다. 

최근에는  세계를 휩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  비디오 조회수 1억 건을 

넘어서면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국 싱  차트와 미국 빌보드 차트(Park, 

2012)를 포함해 30여 개국의 음반 차트에서 상 권을 기록했다(Duell, 2013).

2.1 필리핀에서의 한류

필리핀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2000년  부터 한류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

다. 그런 다음 K-팝 앨범 출시와 콘서트를 통해 2008년 말부터 K-팝 음악이 두 

번째 한류 열풍을 몰고 왔다. 2009년 말에는 한국 드라마와 K-팝뿐 아니라 한국 

온라인 게임, 코스  컨벤션, 한국음식축제를 통해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기 시

작했다.  

2000년  에 필리핀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한류는 다른 동아시아  동남아시

아 국가들보다 몇 년 늦게 시작되었다(Kwon, 2006). 지난 십여 년간 엄청난 수의 

한국 드라마가 황  시간 에 방 되었다. GMA과 ABS-CBN은 높은 시청률이 거

의 확실시되는 한국 드라마를 유치하기 해 경쟁하고  황  시간 에 편성하

는 경우가 많다(KOCIS, 2011). 방송사들이 보통 황  시간 에 가장 경쟁력 있는 

로그램을 배정한다는 을 고려할 때 이 시간 에 한국 드라마가 방 된다는 

사실은 필리핀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황 시간 에 

방 된 한국 TV 시리즈로는 ‘가을동화’(GMA, 2003), ‘천국의 계단’(GMA, 2005), 

‘마이걸’(ABS-CBN, 2006), ‘주몽’(GMA, 2006-2007), ‘아빠셋 엄마하나’(ABS-CBN, 

2008), ‘꽃보다 남자’(ABS-CBN, 2009), ‘에덴의 동쪽’(GMA, 2010), ‘드림하이’ 

(ABS-CBN, 2011), ‘해를 품은 달’(GMA, 2012) 등이 있다. 

한국 드라마를 필리핀 버 으로 리메이크하는 것이 유행이다. 필리핀 국민들 사

이에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로는 ‘그린 로즈’(ABS-CBN에서 리메이크), ‘마이걸’ 

(2008년 ABS-CBN에서 리메이크), ‘내 이름은 김삼순’(2008년 GMA에서 리메이크), 

‘ 리의 연인’(2009년 ABS-CBN에서 리메이크), ‘온리유’(2009년 ABS-CBN에서 리메이크), 

‘이 의 모든 것’(2009년 GMA에서 리메이크), ‘커피 린스’(2012년 ABS-CBN에서 

리메이크) 등이 있다. 필리핀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반 하듯이 다수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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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들이 필리핀을 방문하기도 했다. ‘낭랑 18세’의 주인공인 이동건이 2005년에 

마닐라를 방문했고(Reyna, 2005), ‘천국의 계단’의 주인공 권상우는 2007년에 마닐

라를 방문해 한국 화장품 랜드인 ‘더 페이스샵’을 홍보했다(Pastor, 2007). ‘꽃보

다 남자’의 김범은 2009년에 마닐라를 방문했다(Siazon, 2009).  2011년에는 ‘꽃

보다 남자’의 김 이 그리고 2012년에는 이민호가 필리핀 의류 랜드인 ‘벤치’ 

홍보 차 필리핀을 찾았다(Hicap, 2012b).

K-팝은 OST라고 불리는 한국 드라마의 배경음악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간

으로 소개되었다(Alanzalon, 2011). 일부 드라마 배경음악이 필리핀 버 으로 

제작될 정도로 한국 음악도 필리핀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 일례로, 한국 드라

마 ‘가을동화’가 2003년에 방 될 당시 OST  한 곡인 ‘이유’가 필리핀 버 으로 

리메이크되었다. 2004년에는 ‘풀하우스’가 방 되면서 여기 출연한 한국 가수 ‘비’

가 가수와 배우로서 인기를 렸다(Hicap, 2010b). 2008년에는  K-팝 아이돌 그

룹인 ‘클릭비’의 에반이 마닐라를 방문했다(Arirang Town PH). 2009년에는 한국 음

악이 드라마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앨범과 콘서트를 통해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9년은 K-팝이 필리핀에서 본격 인 인기를 리게 되는 환 이었다. 필리핀 

연 계에서 배우겸 아이돌 스타로 활동했던 산다라박이 참여하는 걸그룹 ‘2NE1’

이 그 해에 결성되었다. 산다라박은 2004년에 필리핀 리얼리티 쇼 ‘스타 서클 퀘

스트’(Star Circle Quest)에서 2 를 차지하면서 ABS-CBN의 탤런트 매니지먼트 회

사인 스타 매직과 계약을 체결했다(Ramos, 2012). 필리핀에서 국 인 인기를 

린 산다라박은 한국으로 돌아가 걸그룹 ‘2NE1’을 결성했고(Ramos, 2012), 2004년부

터 이미 필리핀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힌 산다라박의 인기덕분에 ‘2NE1’은 필리

핀에서 쉽게 인지도를 얻을 수 있었다.

2009년에는  K-팝이 필리핀 MYX 뮤직 채 에서 처음으로 K-팝 뮤직 비디오

로 방 되었다(Alanzalon, 2011). 걸그룹 ‘원더걸스’의 ‘노바디’는 라디오 방송뿐 아

니라 온라인, 오 라인 상가, TV 채 에서 선풍 인 인기를 끌었다(Jojo, 2010). 유

니버설 코드에 따르면, K-팝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가 2009년 

9월에 발매된 후 3일 만에 뮤직 원 앨범 차트에서 상 권을 차지하고 같은 달 오

딧세이 코드 매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Hicap, 2010a).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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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코드에 오른 K-팝 앨범인 ‘쏘리 쏘리’는 2009년 9월부터 3달 간 7,500장이 

매되었다(Hicap, 2010a). 

K-팝의 높은 인기에 부응하여 다른 아이돌 그룹과 가수들도 필리핀을 찾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을 방문해 앨범을 홍보하거나 콘서트를 연다. 2010년에는 샤이니, 포

미닛, FT 아일랜드, 슈퍼주니어, 유키스, 비스트, 김 , 비가 필리핀을 찾았다

(Alanzalon, 2011). 그 외에 박재범도 2011년에 필리핀을 방문했으며(Hicap, 2011), 보

이 밴드인 ‘보이 드’가 2012년에 마닐라를 방문했다(필리핀 한국문화원). 최근에

는 규모 K-팝 공연이 두 차례 마닐라에서 있었다. ‘빅뱅’이 필리핀에서 첫 콘서트

를 열었고(Garcia, 2012), 유튜  스타인 싸이가 아시아 아 나 몰에서 공연을 했다. 

K-팝의 인기는 잡지와 팬클럽 등 활발한 사회  네트워크로 이어진다. ‘스 클

링 매거진’(Sparkling Magazine)은 K-팝과 련하여 필리핀에서 처음 발행된 라이

스타일 매거진이다(Summit Media). 서  미디어가 발행한 이 잡지는 한국과 K-

팝 스타들에 한 사진과 이야기,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 K-팝이 필리핀에서 인기

를 끌면서 K-팝 팬클럽들도 다수 결정되었다. 팬클럽은 특정 K-팝 그룹을 열정

으로 지지하며 다양한 내부 활동들을 하는데, 이러한 팬클럽들을 한데 모으기 

해 필리핀 K-팝 팬클럽과 단체들이 필리핀 K-팝 원회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Alanzalon, 2011). 이 원회는 한국 길거리 패션쇼, K-팝 코스  등 여러 가지 

K-팝 활동들을 선보이는 필리핀 K-팝 컨벤션을 정기 으로 개최한다(YTN, 2010). 

사회  네트워크로써 K-팝 팬들은 자신들을 동일 심집단으로 규정하고 서로 상

호작용하며 한국과 K-팝에 한 최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다(Alanzalon, 2011). 

이처럼 한류가 필리핀에서 유행하는 한편으로 한국 정부 역시 한국 사 , 문화

원, 한국 작권 원회를 통해 한류를 홍보하 다. 1949년 이래 필리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사 은 한국문화 홍보 행사를 몇 차례 열었다. 한편 문화 부 산하 

한국문화원(Korea Cultural Center, KCC)도 필리핀에 자리를 잡고 2011년부터 한국

사 의 후원 하에 필리핀 국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보다 리 알리고 양국 간 

문화교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한국문화원, 2013), 문화 부 산하 한국

작권 원회도 2012년부터 필리핀에서 사무소를 열고 필리핀 내에서 한국 작

물들의 작권을 보호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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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필리핀에서의 한국학과 한국학 장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는 한류의 인기는 특히 한국 드라마와 화에 한 

심을 높 고, K-팝은 필리핀 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한 심

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필리핀에서 한류가 한국학과 한국학 장서에 끼친 향

을 알아보기 해 필리핀 내 한국학과 한국학 장서의 발 에 요한 역할을 하는 

(1) 필리핀 주재 한국문화원 (2) 필리핀국립도서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3) 아테네오 데 마닐라 학교(Ateneo de Manila University) (4) 필리핀 학교 아시아

센터(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sian Center)의 황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필리핀 주재 한국문화원

[사진 3] 필리핀 한국문화원 전경
   

[사진4] 2012년 한국문화 및 한국어     
     과정1기 오리엔테이션 

2011년 7월에 필리핀에 문을 연 한국문화원은 문화체육 부 산하에서 운 되는 

20번째 한국문화원으로, 다양한 로그램과 강좌, 로젝트,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

에 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과 필리핀 간의 문화교류를 증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문화원은 K-팝과 김치 만드는 법 등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필리핀인들에게 

방향 인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공간이며, 한국과 필리핀 술가들의 다양한 작품

을 통해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시공간이기도 하다.  “한류홀”이라고 불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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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한국 통춤과 K-팝 스  태권도 강좌가 열리

고, 화 상 , 특별공연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한국 고유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국

문화원 강의실에서는 한국 통악기 연주, 종이 공 , 요리 강좌 등 한국어  문화와 

련된 강좌가 운 된다. 한 한국문화원에는 한국 문학, 언어, 화, TV 시리즈 

등 3,000  이상의 미디어와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 을 운 하고 있다. 

1.1 한국문화원 도서관

[사진 5] KCC 도서관 열람실

필리핀 주재 한국문화원 도서 은 필리핀 내에서 한국 련 정보의 허  역할을 

하는 특수 참고 도서 으로, 한류를 넘어 필리핀인들의 다양한 한국 문화의 이해

를 돕고 있다. 이 도서 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온·오 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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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도서  운  시간은 월-  8:30 AM - 5:30 PM, 토요일 10:00 AM - 4:00 

PM이며, 자책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한국문화원 웹사이트에서 

항상 이용할 수 있다(www.koreanculture.ph > Library > E-Resources).

가. 도서관 장서

2013년 2월 재 한국문화원 도서 은 사회과학, 역사, 문학, 언어, 문화, 술 

역의 서  3,927종을 보유하고 있다. 책, , 잡지를 포함한 책자 형태 자료는 

총 3,123종으로 50%(1,572종)가 한국어 자료, 나머지 49%(1,551종)은 어 자료이

다. K-팝 CD, 한국 화, TV 드라마 DVD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섹션은 어 자막

이 포함된 장서 등 총 804종이 비치되어 있다. 

<표 1> 한국문화원 도서관의 장서 통계

유  형 항목수

단행본 2,296 책

비단행본
연속간행물 36종(827 )

멀티미디어 804

합  계 3,927

<표 2> 책자 자료(주제 및 언어별)

주제(한국십진분류법) 종 수/비율 언어

000 일반

(연속간행물 포함)
827 25%

한국어-1,572(50%)

어-1551(49%)

100 철학 50 2%

200 종교 33 1%

300 사회과학 335 11%

400 순수과학 83 3%

500 기술과학 116 4%

600 술 435 14%

700 어학 332 11%

800 문학 474 15%

900 역사 438 14%

합  계 3,1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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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멀티미디어 자료

포맷 유형 종 수

DVD

화 376

TV 드라마 54

정보성 자료 63

CD K-팝  기타 음악 장르 311

합계 804

나. 도서관 서비스

필리핀에서 한국문화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한국문화원 도서 의 여러 서비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출 서비스 

2012년 2월 14일 KCC 도서 은 이용자들에게 책자 자료의 출 서비스를 시작

했다. 회원 가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1) 연회원은 1년간 한 번에 2권씩 

최  7일간 출할 수 있고, (2) 한국문화원 강좌의  수강생들은 3개월 간 한 번

에 1권씩 최  7일간 출할 수 있다. 자료의 보존과 기간 내 반납을 유도하기 

해 이용자는 일정 액을 치해야 한다.  

2) 영화 관람 및 음악 감상실

한국 드라마, K-팝, 화에 한 필리핀 국민들의 높은 심을 반 하듯 화 

람과 기타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도 도서 의 필수 서비스  하나이다. K-팝은 

필리핀 음악/라디오 채 에서 쉽게 들을 수 있지만, 한국 화는 일반 극장에서 

상 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 힘들다. 그래서 한국 화와 드라마를 보려면 연 1회 

개최되는 한국 화제를 이용하거나 텔 비 에서 방 되는 한국 드라마를 야 

한다. 한국문화원 도서 은 멀티미디어 자료 서비스를 통해  필리핀 국민들과 한

국의 술가들, TV 드라마, 화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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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 온라인 시스템 

한국문화원 도서 은 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값비싼 통합 도서  시스템 신 

공공라이센스(GNU: General Public License)기반의 오  소스 통합도서 리시스템

인 오 비블리오(OpenBiblio)를 이용하고 있다. 오 비블리오 소 트웨어는 목록과 

출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으며 도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장서를 시스템에 입력하려면 먼  로마자로 표기를 해야 한다.  해외문

화홍보원이 운 하는 시스템인 한국문화원 콘텐츠 은행을 이용한다. 이 시스템의 

목 은 (1) 국가별 장서 수 (2) 1일 도서  방문객 수 (3) 문화 부 출  자료에 

한 수요 (4) 분기별 신규 서   DVD 수요에 한 통계를 리 할 수 있다.

다. 홍보 

홍보 서비스는 도서  회원과 일반인들에게 한국문화원 도서  서비스를 알리는 

가장 좋은 도구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일반인들에게 한국학 장서를 알리는

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문화원 도서 은 필리핀 한국 문화센터(KCCPH: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 터 계정을 이용해

서 한국 문화와 련한 책과 DVD를 홍보하고, “이 주의 온라인 자료”(E-resource 

for the week)를 통해 해외홍보원이 발행한 블로그나 기사, 책 등을 게재하거나 링

크를 건다. 

한국문화원은 온라인 소식지인 ‘한국문화원 라이 러리 커넥트(Library Connect)’ 

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달하고 있다. 이는 신착 자료, 단행본, 화평, 주제 

지침 등 한국문화에 한 최신 정보  한국문화원의 소식과 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다. 라이 러리 커넥트는 한국문화원 도서  회원들에게 자동 발송되며, 비

회원은 도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2013년 4월 재 5호가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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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라이브러리 커넥트 

라. 한국문화 캐러밴 (Korean culture Cara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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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필리핀 대학교 라이시움,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에서 실시된 한국문화 캐러밴 

한국문화 캐러밴은 도서  DVD 시회, 정보성 자료 제공, 사진 시회, 한국

문화와 사회에 한 세미나, 동양화  통춤 강좌 등을 통해 한국 통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 로젝트는 한국문화원이 학에서 한국어, 한국문화와 

사회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정통 한국문화를 소개해 주고 있다.

한국문화원 도서 은 아테네오 데 마닐라 학교 추석 페스티벌에서 “한(韓) 스

타일의 느낌”(A Feel of Han Style)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캐러밴을 운 했다. 3일

간 진행된 이 행사에서 한국문화원은 6가지 한 스타일 즉, 한복, 한옥, 한 , 한국

음악, 한식, 한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캐러밴의 성공에 이어 한국문화원은 필리핀

학교 라이시움, 아시아태평양 학교에서 와 동일한 활동으로 “한국문화의 21

가지 아이콘”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했다. 한국문화 캐러밴은 앞으로 마닐라에 

치한 학과 학교 2~4곳을 방문하여 K-팝과 드라마 등  문화뿐 아니라 한

국의 통 문화도 소개할 정이다. 

마. 도서관 교류 

한국문화원은 매월 한국 정부기 ( :해외홍보원)으로부터 다양한 도서  자료를 

받는다. 정보 제공을 통해 한국문화를 보다 리 홍보하기 해 한국문화원 도서

은 20개 필리핀 도서 에 책과 DVD, 로셔를 기부함으로써 한국 련 정보를 공

유하고 있다. 20개 도서 은 (1) 필리핀국립도서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2) 필리핀문화원 도서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Library) (3) 필리핀문화

술 원회 도서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Library) (4)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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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원회 도서 (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Library) (5) 필리핀해외고

용청 도서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Library) (6) 필리핀 사회

과학 원회 도서 (Philippine Social Science Council Library) (7) 필리핀 학교 도서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ibrary) (8) 산토 토마스 학교 도서 (University of 

Santo Tomas Library) (9) 데 라 살  학교 도서 (De La Salle University Library) 

(10) 아테네오 데 마닐라 학교 도서 (Ateneo de Manila University Library) (11) 

이스턴 학교 도서 (Far Eastern University Library) (12) 센트로 에스콜라 학교 

도서 (Centro Escolar University Library) (12) 필리핀 노말 학교 도서 (Philippine 

Normal University Library) (13) 이스트 학교 도서 (University of the East Library) 

(14) 아시아태평양 학교 도서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Library) (15) 동

아시아 교육부장 연합 (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 자료센

터 (16) 기술교육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17) 페

톡 한국  도서   박물 (PEFTOK Korean War Library & Museum) (18) 통상산

업부 도서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Library) (19) 필리핀국립박물

(National Museum of the Philippines) (20) 코피노스 아동 회(Kopinos(Korean-Filipino) 

Children’s Association)이다. 한국문화원 도서 은 마닐라 외의 다른 지역에 치한 

공공도서   학들과 교류 정을 더욱 넓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바. 한국문화원 도서관 스터디 투어(Study Tour)

   

   



필리핀에서의 한류와 한국학 자료 이용 간의 관계  53

   

[사진 8]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사진

한국문화원 도서 은 각  학교와 학에서 여러 차례 스터디 투어를 실시했다. 

스터디 투어의 목 은 한국문화원 도서 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한국학 장서에 

해 설명하고, 한국 단편소설과 우화를 심으로 한 문학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문화를 보 하는 것이다. 

사. 도서관 이용자 수

한국문화원 도서 은 주 에는 평균 25-30명, 주말에는 35-40명의 이용자들을 

맞이한다. 화나 콘서트 상 , 시회, 특별 문화워크샵, 스터디 투어가 있는 날

에는 60-80명 정도 도서 을 방문한다.  한국문화원 언어  문화 강좌 오리엔

테이션과 시험 주간에도 이용자 수가 증한다. 도서 의 이용자들은 주로 KCC 

언어/문화 강좌 수강생, 따귁(Taguig)과 마카티(Makati), 오르티가스(Ortigas), 퀘종

(Quezon) 지역에서 온 학생들, 마닐라 거주 한국인들, 특히 한국 외교 과 기업

인의 자녀  배우자들로 구성된다. 

2012년과 2013년 1분기에 총 3,790명의 필리핀인과 한국인들이 도서 을 방문했

고, 367명이 회원가입을 했다.  743권의 단행본과 이 출되었고, 6,438명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자료와 라이 러리 커넥트를 이용했다.

한국어  한류 련 서 과 잡지들은 출 서비스와 참고 상담의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정치, 기업, 문학 분야의 자료이용은 조한 편이다. 멀티미디어 자

료의 경우 K-팝 앨범과 콘서트 DVD에 심이 많았고, 그에 비해 한국 화와 

TV 드라마는 심이 은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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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서관 방문 및 자료 대출 수

단위: 명

구  분 2012년 2013년

도서  방문자 수 3,203 587

도서  회원 수 210 157

출 서  수 545 198

도서  온라인 자료와 라이 러리 커넥트 방문자 수 6,112 326

2. 필리핀국립도서관

[사진 9] 필리핀국립도서관

마닐라의 심지 리잘 크 콤 스(Rizal Park Complex) 안에 자리한 필리핀국

립도서 은 필리핀의 표 인 도서 이다. 1901년에 설립된 이 도서 의 목 은 

필리핀의 문화유산과 지  자료, 문학 자료, 기타 정보성 자료들을 보존  제공

하며, “필리핀부(Filipiniana Division)”를 통해 국민들의 지  성장과 시민의식 구축, 

평생교육  계몽을 증진하는 것이다. 

필리핀부의 목표는 참고도서, 논문, 연속간행물, 사진, 지도, 정부 간행물, 희귀본 

장서 등 필리핀 련 자료들을 수집  보존하고 국내외 공공도서 과 정보센터



필리핀에서의 한류와 한국학 자료 이용 간의 관계  55

에 제공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국가  보물로는 호세 리잘의 원 작품들 즉 (1) 

노리 메 탄게 (Noli Me Tangere) (2) 엘 필리부스터리스모(El Filibusterismo) (3) 미 

울티모 아디오스(Mi Ultimo Adios)인데 이 모든 작품들은 국립도서 의 필리핀부

에 소장되어 있다. 

국민들의 지  발 을 목표로 하는 필리핀국립도서 은 필리핀 련 자료뿐 아

니라 외국 장서들도 수집한다. 이  주목할 만한 장서로는 식민지 시기의 역사  

자료, 특히 스페인 장서와 미국 장서가 있다. 그러나 1970년  필리핀에서 유행한 

아시아 의식의 향으로 아시아 장서 특히 동남아(아세안) 국가, 서아시아 는 

동, 북동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의 장서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필리핀국립

도서 의 아시아부는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한 문화

 인지도를 높이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 필리핀국립도서관 내의 한국학 장서

한국학 장서는 필리핀국립도서  왼쪽 건물의 2층에 자리한 아시아부에 소장되

어 있다. 한국학 장서는 국, 일본, 이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장서들 에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있다. 한국학 장서의 총 규모는 7,500책으로 단행본, ,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포함된다. 부분의 한국 련 자료들은 (1) 국립 앙도서  

(2) 한민국 국회 (3) 한국출 인 회 (4) 필리핀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기증받은 

것이다. 한국학 장서는 주로 한국 문화  한국문화와 여행에 한 로셔, 팩트

북, 여행서, 기본 한국어 교본, 한국 요리책, 통미술과 춤, 한국 지와 문화유

지, 요리법에 한 DVD와 CD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학 장서는 월-  8:00 AM - 

5:00 PM까지 일반에 개방된다. 

2.2 도서관 파트너십과 활동

필리핀국립도서 은 한국의 국회도서 과 굳건한 력 계를 구축하고 있다.  

책과 참고자료들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기 한 목 으로 

NASKS가 제공하는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로그램의 후원을 받았다.  

한민국 문화 부의 문화 력 사업을 통해 국립 앙도서 이 제공하는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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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워크 에도 참가하 다. 2012년에는 국립 앙도서 과 한국출 인 회가 

필리핀국립도서 을 방문하여 양국 간의 도서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 활성화 방

안에 해 논의했다. 

[사진 10]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관장 방문
 

   

[사진 11] 저작권 포럼 참가

필리핀국립도서 은 최근 한국 작권 원회  필리핀 주재 한국문화원과 공동

으로 2013년 3월 11일 필리핀국립도서  강당에서 “ 작권과 사서”(Librarians in 

the World of Copyright)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특히 한국 서 , 

K-팝 앨범과 같은 한류 는 당  문화 련 자료들의 이용과 련하여 공공도서

과 정부도서  사서들이 한국의 작권 행에 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 포럼에는 마닐라 지역의 공공도서  사서들과 직

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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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Ateneo de Manila University)

아테네오 데 마닐라 학교(ADMU)는 1859년 수회가 설립한 사립 연구 학교로, 

등, 등, 고등교육 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육 로그램은 술, 인문학, 법학, 

사회과학, 철학, 신학, 의학, 보건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컴퓨터  정보통

신공학, 환경학, 정부학 등 다양한 학문 로그램을 제공한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 

학교는 사회활동과 발 에 참여를 반 하는 인문학  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진 12]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게수(Gesu) 교회의 모습

3.1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가. 아테네오 아시아학센터, 사회과학부

아테네오 아시아학센터(ACAS)는 세미나, 워크샵, 언어강좌를 통해 아시아학에 

한 학제간 연구를 증진할 목 으로 설립된 학 부설 연구소이다. 아시아학센터는 

다른 동아시아 언어 외에도 2008년 11월에 한국어 강좌를 도입하 다. 30시간으로 

구성된 한국어 입문반이 아테네오 재학생과 외부인들에게 제공되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5명이 한국어 1강좌에 그리고 19명이 한국어 2강좌에 등록했다. 

외부인에게 개방되는 이 강좌는 기업인, 교사, 변호사, 기타 한국인을 고용하거나 

한국인 고객을 상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가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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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학  외 과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테네오 재학생들이 학  이수 과

목으로 수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수요는 인문 학 근 언어학과 내에 한국어 교

육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인문대학 근대언어학과

스페인어학과에서 개명된 근 언어학과는 아테네오 재학생들을 한 한국어 교

육의 산실로 부상했다. 한국어에 한 학생들의 높은 심을 반 하여 외국어 교

육에 한국어 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아테네오 학이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보

다 리 하게 된 것도 정규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로그램이 신설되는데 일조

했다. 근 언어학과는 2010-2011년 2학기에 3학  강의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첫 

해에 수강생 수가 19명이었던 것이 이듬해 2학기에는 35명으로 증가했다. 

3.2 아테네오 대학교 한국자료실 설치(Window on Korea) 

   

   

[사진 13]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개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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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앙도서 의 지원으로 2012년 8월 29일 개실된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은 아테네오 데 마닐라 학교 내에서 한국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시아학

센터와 근 언어학과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책과 도서

을 통한 양국 간의 력과 상호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 앙도서 의 한국자료실 설치를 통해 어 참고자료, 학술서 , DVD를 포

함하며 사회과학, 문화, 술 등 다양한 역의 자료를 소장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 앙도서 은 879권의 한국 련 서 과 965 의 멀티미디어 자료 등 총 

1,844권의 서 과 DVD를 지원해 주었다. 앞으로 지속될 력 계를 통해 아테네오 데 

마닐라 학은 국립 앙도서 으로부터 연간 200-250권에 이르는 자료를 기증받

을 정이다.  

3.3 문화동반자사업 참석

문화체육 부 국립 앙도서 은 문화  교류와 해외사서들이 한국자료 서비스

능력 배양을 해 문화동반자사업 ‘해외사서 연수 로그램’을 운 한다. 6개월에 

걸친 이 로그램은 사서 문교육, 한국어 강좌와 더불어 한국문화 탐방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2년에는 아테네오 데 마닐라 학교의 사서 1명(쟈니 

술미에다, Janny Surmieda)이 참여했다. 이 교육은 한국학 장서의 리에 크게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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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리핀대학교 딜리만 캠퍼스(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liman)

[사진 14] 필리핀대학교 딜리만 캠퍼스 퀘종홀

필리핀 학교는 ‘ 학교법’ 1차 입법 1870번(No. 1870 of the First Legislature)에 

근거하여 1908년에 설립된 국립연구 학이다. 이 학은 문학, 철학, 과학, 술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퀘종시에 치한 딜리만 캠퍼스는 26개 단과

학과 학부, 연구소를 갖추고 있으며, 필리핀 국립과학단지, 인문학, 아시아  필리

핀학의 산실로 알려져 있다.

  

4.1 필리핀대학교 아시아센터

필리핀 학교 아시아센터(구 ‘아시아학연구소’)는 1955년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

의 목 은 특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등 지리문화  측면에

서 아시아학 연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소는 1968년에 공화국법 

5334에 의거하여 학 수여기 인 아시아센터로 변경되었다. 1973-1979년에는 잠시 

필리핀고등교육센터(Philippine Center for Advanced Studies)로 흡수되었다가 다시 

아시아센터로 독립했다. 

한국학 로그램은 한국학 공에 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 하여 1990년  

반에 개설되었다. 아시아센터의 아시아학 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한국 련 강좌

들은 동아시아 지역학의 틀 안에서 제공되며, 문제 심, 문화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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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을 취한다. 동아시아학 내 한국학 공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한국 련 강의

는 (1) 근  한국 (2)  한국 (3) 한국 정치 (4) AS 동아시아 세미나 (5) 동아시

아 강독 I (6) 동아시아 강독 Ⅱ가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학 강의에 

104명의 학생들이 등록했다. 언어학과는 아시아센터 학생들에게 학  강의 는 

일반 언어 강좌, 외부인 상의 일반 강좌 등을 제공한다.  

4.2 필리핀대학교 아시아센터의 한국학 장서

필리핀 학교 아시아센터 도서 은 학생과 연구자, 교수들의 아시아 련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을 포 하는 4

만책에 달하는 아시아센터 도서 의 장서는 지리·문화  지역  국가별로 나뉘어 

있다. 그  한국학 장서는 한국어와 어로 된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총 850종이 

있다. 한국학 장서의 부분은 (1) 라몬 막사이사이재단(Ramon Magsaysay Foundation) 

(2)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3) 한국국제교류재단 (4) 한국국제

력단(KOICA) (5) 필리핀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기증받은 한국 경제, 문화, 언어 련 

참고서 들로 구성되어 있다. 

4.3 한국문화원-필리핀대학교 아시아센터 문화협력

올해  필리핀 주재 한국문화원은 한국 공사 마닐라 사무소와 함께 2013년

도 문화 행사를 조직하고 이행하기 한 양해각서를 작성했다. 올해 정된 문화 

행사  하나는 한국문화 캐러밴으로,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K-팝과 한국 드라마

를 넘어선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할 목 으로 기획되었다. 한국문화 캐러밴은 7

월 한 달 내내 진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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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류와 한국학 장서 간의 관계

1. 문화적 근접성

문화  근 성은 한류의 인기에 기여한 주된 요인  하나이다. 한국 문화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아시아 인 국의 국민들은 서양보다는 한국의 문화 산물들을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권(2006)16)에 따르면, 문화  근 성 논리가 국, 일

본, 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유교 문화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논리는 (비

록 필리핀이 유교의 직 인 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

르면서도 유사한 문화  가치들을 공유하는 필리핀 국민들에게도 용된다. 권

(2006)은  문화  유사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연장자에 한 공경과 확 가족 등 

보편 인 아시아 문화를 보여주는 한국의 드라마를 보게 된다고 설명한다. 권

(2006)은 문화  유사성의 발견으로 인해 필리핀 시청자들이 한국문화에 보다 공

감을 하고 한국 드라마에 심을 갖게 되었다는 을 지 한다. 알란잘론

(Alanzalon)17) 역시 음악과 비디오의 문화  요소들이 필리핀에서 K-팝의 성공을 

가져왔다는데 동의한다. 한편, 문화  근 성과 한국학 도서  방문에 한 필리

핀인들의 심이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문화원 도서 을 방문하는 

수많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화와 콘서트 DVD 시청 수요가 매우 높다.  다수의 

필리핀 학생들이 K-팝 앨범과 한국 드라마, 요리/ 술 등의 문화 활동과 련하여 

한국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해 도서 에서 한국 련 자료들을 빌려간다. 학

생들의 한국어에 한 심과 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선택하는데 한류가 끼친 

향도 간과할 수 없다.  

16) Kwon, D. H. (2006). Is It too Early to Talk about “Hallyu” in the Philippines? 

Koreanovela and its Reception amopinFilipino Audience. Cultural Space and Public 

Sphere in Asia. ino Audience. Cultural Spacesiafuture.org csps2006/50pdf/

ppt_pdf/csps2006_5c_ppt.pdf/. (Accessed 13 March 2013)

17) Alanzalon, S.M. (2011). Korean Popular Music and Videos, unpublished undergraduate 

Thesi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ollege of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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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기술

도서 이 문화유산과 국가의 정체성을 홍보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

만, 한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보존되고 에게 달되는 문화  발

의 한 단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2009)은 한류의 인기가 기술  발 에 의해 

진되었다고 설명한다. 스트리 과 인터넷 등 발 된 디지털 기술들로 인해 외국 

시청자들이 한국의 문화를 보다 쉽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K-팝을 쉽게 할 수 있다. 세계화된 경

제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 은 문화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한국의 문화가  

세계 엔터테인먼트 동향에 통합되고 있다. 그로 인해 한류와 련한 장서를 리 

홍보하려는 한국학 도서 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한국문화원 도서 과 아테네오의 

한국학 페이스북 페이지 출범, 유튜  스트리 , 트 터 계정 등이 모두 자 기

의 한류 련 장서뿐 아니라 통 인 역들까지 홍보하고자 시작되었다.  한

국문화원 도서 과 아테네오 데 마닐라 학교 도서 의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한국문화원의 라이 러리 커넥트와 자 참고서

비스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도서  장서를 홍보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안

한국학 장서는 필리핀 국민들의 한류에 한 이해뿐 아니라 한국의 통문화에 

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앞서 언 한 한국학 장서와 도서 들은 

한국 련 자료와 한류를 즐기는 필리핀인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보다 깊이 있는 한국문화   한국자료 제공을 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한국학 도서 에서 정보 문해성 로그램을 

도입하여 한류에 한 심으로 인해 날로 그 수가 증가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도서 을 꾸 히 방문하고 한류를 넘어 

한국의 통 문화에 한 심을 높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한국 문화를 해외

에 홍보할 때는 문화  감수성이 매우 요하다. 필리핀 문화와 의범 을 이해

하면 한국학 장서와 도서 에 한 필리핀인들의 문화  이해를 증진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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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형제의 나라’터키 자료실 생긴다

4월 8일(월)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간행물실(3층) 개실 행사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에 ‘형제의 나라’ 터키자료실이 생긴다. 터키국립도서관과 주한 터키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8일(월) 오후 3시 정부간행물실(본관 3층)에 터키자료실 Window on Turkey 을 

개실했다.

터키자료실 개실은 2010년 1월 터키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개실을 계기

로 양국 도서관간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터키국립도서관은 이번 터키자료실 

개실을 위해 터키관련 도서 1,000책, 비디오․CD 168점 등 1,168책(점)을 기증했다. 

터키자료실 개실 기념행사는 무스타파 나지 사르바쉬(Mustafa Naci Saribas) 터키대사, 제케

르야 바트마즈오울루(Zekeriya Batmazoglu) 터키국립도서관장, 심장섭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터키자료실 개실을 계기로 한국 내 터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양국 문화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양국 도서관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협력의 토대가 견고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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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달 4월의 도서관 미션,‘장애인 도서관 이용 활성화 & 

독서 환경개선’

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구비 지원사업,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 택배 확대,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 

장애인의 달, 4월! 장애인 독서 환경 업그레이드! 

장애인의 달, 4월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과 책나래서비스 확대, 

청각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 장애인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공공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구비 지원사업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 ‘공공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구비 지원 사업’ 대상 기관으로 전라남

도 장성공공도서관 등 20개 도서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20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을 위해 국비 총 2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 지원을 받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의 유형․특성 및 이용자 요

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비할 수 있어 선진화된 장애인서비스 환경을 구축

하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시범적 독서환경 시설인 ‘장애인정보누리터’(국립중앙도서관, 2009년 

개실) 전국 공공도서관 확산을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5년 동안 전국 52개의 공공도서관에 

국비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장애인 도서대출(반납) 택배 무료 이용 대상 확대 

국립중앙도서관 또한 4월부터 장애인을 위한 무료 도서 대출․반납 택배 서비스인 ‘책나래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확대대상은 기존의 서비스 대상인 시각 및 중증(1․2급) 청각․지체 장애에서 시각(1-6급) 및 

청각․지체․신장․심장․뇌병변 장애 1-3급까지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서비스 대상 장애

인은 기존 42만여 명(전 장애인의 16.6%)에서 88만여 명(전 장애인의 34.8%)으로 2배 이상 늘

어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책나래서비스는 물리적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점자도서, 일반도서, 카세트테이프, CD, Video 등 희망하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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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료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까지 1만 1117건, 

총 5만 4288점(책)이 책나래서비스를 통해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신청은 책나래서비

스를 제공하는 집 근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 된다. 

청각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손책누리’도 4월부터 7월까지 장애인정보누리터 세미나실

에서 시범 운영한다.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수화영상도서를 활용해 청각 장애인의 독서 능력 개

발을 통한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

재처럼 꿈꿔라>(신웅진, 명진출판) 등 총 15권의 지정 수화영상도서 감상 후 수화극, UCC 동

영상 제작, 수화노래 및 랩 제작 등의 조별 미션을 수행한 후,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일(수)부터 7월 3일(수)까지 격주로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손책누리’는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이 세상에 가득한 소리들을 농아인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 소속 청각 장애인 9명이 참가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쉽게 지식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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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누구나 쉽게 찾아보세요!

국립중앙도서관 영토․영해 관련 자료 상설코너 신설 

국립중앙도서관은 독도, 동해, 간도, 녹둔도, 이어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해 그동

안 간행된 영토․영해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상설코너를 마련했

다. 작년 12월부터 전문연구자에게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에게는 영토․영해 

관련 연구 결과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되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식 정보를 수집․보존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간행된 

영토․영해 관련 도서 6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도서관 내 검

색컴퓨터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서비스하는 도서 80여 권을 제외한 500여 권을 일반 서가에 

비치해 열람자면 누구나 현장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토․영해 문제를 종합적

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고지도와 지리지 관련 도서 500여 권도 함께 비치해 참고할 수 있

도록 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독도와 동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패널 11개로 제작해 벽면에 게시했다. “우리나라를 그린 조선의 지도 

제작사”, “조선의 고지도 속 우산도는 독도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속의 石島=獨島

다”를 통해 독도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음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1세

기 화해와 평화의 바다, 동해(東海)”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동해/일본해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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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가해자인 일본까지 포함한 전 세계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진보의 한 걸음임을 논리적으

로 설명했다. “서양의 세계지도 제작과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 정확한 세계지도 제작이 인도

의 향료를 향한 대양 항해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점, 우리나라의 해안선에 대한 측량이 세계에

서 가장 늦게 이루어진 이유를 풀어놓았다. 

더불어 박사급 전문연구자 1인을 지도자료실에 배치해 영토․영해 관련 자료의 질문에 대한 

응답 및 자료실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올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독도와 

동해 문제 이해의 핵심 주제 6개를 선정해 도서관 내 전문연구자 및 외부 초청강사의 특별강

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강연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의 ‘도서관소식’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590-0505) 

국립중앙도서관, 대만국립중앙도서관 80주년 기념 전시 참가

6월 16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NLK) 소장 귀중서 영인본(십칠사찬고금통요, 석보상절) 등 

30여 점 전시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16일(일)까지 대만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계속되는 ‘세계 국립도서관들

(National Libraries around the World)’ 전시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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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 귀중서인 십칠사찬고금통요(영인본) , 석보상절(영인본) 을 비롯, 연보․

안내 브로셔․홍보동영상․67주년 개관기념 포스터․기념물품 등 30여 점을 제공했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독일, 미국, 영국, 이집트, 캐나다,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등 세계 16개국, 16개 국립도서관과 

독일의 바야리언주립도서관(The Bayarian State Library) 등 

16개국 17개 도서관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대만국립중앙도서관 개관 80주년을 기념

하는 행사로 세계 국립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서와 발

간자료 및 기념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4월 18일(목)부터 6월 16일(일)까지 열렸다.

 

세계 이곳 저곳에 한국으로 향하는 창이 열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 2013년도 한국의 창(Window on Korea) 대상 기관 선정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도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Window on Korea)  대상기관

으로 인도 델리대학교 중앙도서관(Center Library, University of Delhi)과 베트남 국립사회․인

문과학대학교 정보도서관(The Information & Library Center, Th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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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2개 도서관은 한국의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이용자를 위해 한국자료실 설치에 필요

한 서가, 열람용 책상, 걸상, 컴퓨터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총 3,000여 만 원이 지원되며, 한국 

관련 자료 5,000여 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5년간(2014~2018) 매년 

200여 권씩 총 1,000여 권이 추가 제공된다. 

한편, 2012년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는 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준

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 처음으로 인도, 호주, 벨기에, 

브라질 등 해외 9개 한국문화원에 한국 관련 자료 총 3,500여 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의 도서관과 한국문화원에 한국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해외에

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해외 도서관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

화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 도서관

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시작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사업으로, 현재 태국, 중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이란, 터키, 스페인, 멕시코 등 총 18개국 18개 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중 국립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과 보존에 열띤 논의

5월 16~17일 中 베이징 중국국가도서관, 제16회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세미나 



74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 제9호 (2013년 6월)

국립중앙도서관과 중국 국가도서관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베이징의 중국 국가도서관

에서 양국 국립도서관의 온라인 수집과 보존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및 어린이청소년 분야의 

도서관서비스 현황 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인터넷, 검색엔진 기술의 발달 등 급변하는 정보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료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자료의 수집과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국가대표

도서관의 활동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16일(목)에는 박성기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이 ‘한국의 디지털도서관 성과 및 향

후 과제’에 대해 그리고 웨이다웨이(魏大威) 중국 국가도서관 부관장이 ‘중국 국가 디지털도서

관의 건설과 전망’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다. 뒤이어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의 수집과 보

존’을 주제로 현묘자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이 주제 발표를 했다. 

17일(금)에는 ‘중국 국가도서관의 인터넷자료 수집, 보존과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주요업무 현황’ 그리고 ‘중국 국가도서관 어린이관 소개’ 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또한,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대표단은 칭화( )대학교 도서관과 시청(西城) 국립어린이도서관

을 방문하고 도서관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1997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업무교류 세미나를 개최해왔던 양국 국립도서관은 도서관 분

야의 신기술과 정보․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마련함으로써 도서관 발전과 서비스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한․일 국립도서관, 정보화 시대 활동과 발전 위해 모여

국립중앙도서관, 지난 5월 28~30일 제16회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세미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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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한․일 양국 국립도서관이 서울에서 만나 정보화 시대 활동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5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제16회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

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국립도서관의 온라인 수집, 비도서 자료의 수집․정리․이용, 어린이청소

년도서관의 이용자서비스’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인터넷, 검색엔진 기술

의 발달 등으로 급변하는 정보 미디어 환경에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온

라인자료를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그 전략과 발전 방안을 모색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세미나 첫째 날에는 이경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장과 구라히시 테츠로(倉橋 

哲朗)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도서관자료정리과장이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기조 보고를 했다. 또한, 29~30일에 계속해서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의 수집과 보존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수집 ▲국립중

앙도서관 비도서자료의 수집․정리․이용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음악자료․영상자료 수집에 

관한 현재의 대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주요업무 현황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어린이관 

소개 등 주제발표가 잇달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대표단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과 남이섬 어린이도서관, 부산 

영어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도서관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

다. 양국 국립도서관은 1997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업무교류 세미나를 개최했고, 도서관 분야의 

신기술, 정보,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마련함으로써 도서관발전과 서비스 선진

화를 이끌어 왔다. 

미 NARA 소장 6.25 당시 비밀문서 등 수집

본문글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관련 기록자료 약 18만 면 디지털 영인 수집 

국립중앙도서관이 2013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 소장된 한국 관련 기록자료 약 18만 면을 디지털로 영인하여 수집

한다. 이번에 수집하는 자료는 한국전 당시 미국 행정부 정책결정자들과 이승만 대통령의 갈

등 양상을 사안별로 분석한 자료 등 비밀문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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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일반문서군(RG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56-1999)의 

‘1946~1952년 문서인 필립 제섭(Philip C. Jessup) 특사 파일’1)에는 한국전쟁 시기 유엔 총회에 

상정된 한국 문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확산 등을 포함해 한국전쟁 시기의 민감한 현

안을 다룬 2급 비밀문서가 다수 있다. 

      

더불어, 정전회담 마무리 시기인 1953년 6월 22일~7월 26일 사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

한 미국 행정부 정책결정자들과 이승만 대통령의 갈등 양상을 사안별로 정리하고 분석한 ‘미

국 국무부 역사연구국(Historical Studies Division)’의 주제별 조사연구 보고서2) 중 ‘이승만 대

통령의 연설문’과 ‘이승만-클라크 대화록, 브릭스 주한 미국 대사와 이승만 대통령의 대화 발

췌록’ 등도 수집됐다. 

1) 미국 국무부 문서군(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中 “1946～1952년 

문서인 필립 제섭(Philip C. Jessup) 특사 일” : 트루먼 미국 통령의 국제 문제 특사로 

활동한 필립 제섭이 특사 재직  한국정치 안 련 문서들을 모은 것으로 한국 쟁 시기 

유엔 총회에 상정된 한국 문제,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 등 한국 쟁 시기의 민감한 

안을 다룬 2  비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2) 미국 국무부 문서군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中 역사연구국

(Historical Studies Division)’의 주제별 조사연구보고서 “Research Project on the Rhee- 

Robertson Conversations” : 정 정 서명  국군을 한반도 바깥으로 퇴치해야 한다는 

이승만 통령의 연설내용과 이승만-클라크 화록, 릭스 주한 미 사와 이승만 통령의 

화 발췌록 등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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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는 근․현대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한반도의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등 한국학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한국 관련 기

록자료 약 192만여 면을 영인 수집하여 원문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이들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홈

페이지(http://www.nl.go.kr) 및 디브러리(http://www.dibrary.net)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보고서의 원문 제목: The Rhee-Robertson Conversations and Their Aftermath: A Chronology of 

Principal Developments in Korean-American Relations 

10미터 길이의 조선시대 희귀 노비소송문서 공개

함께 공개된 재산상속문서, 전국으로 흩어진 400여 명 노비명단 수록 

1689년 겨울, 황해도 해주에 사는 김순종(金順宗)은 자기 아버지의 6대 외조부의 
노비 자손들을 남원에 사는 경주김씨 김이경(金履慶)이 함부로 소유하였으니 이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경기도 삭녕군(지금의 강원도 철원)에 제기하였다. 이후 1년
간의 치열한 소송 다툼은 1690년 12월 피고 김이경이 삭녕군으로부터 공식 승소 판
결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문헌 확충사업의 목적으로 최근에 구매하여 공개한 경주김씨 가문의 노

비소송문서는 17세기 노비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상황을 세밀하게 담고 있다. 10미터에 달하

는 두루마리 종이 위에 빽빽하게 담긴 소송 기록은 현재 알려진 노비소송문서 중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의 희귀 고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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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에 함께 공개한 17세기 초반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원 거주 경주김씨 양

반가문의 재산상속문서도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삼조판서(三曹判書)를 지낸 김인손(金麟孫, 

1479~1552) 사망 이후 그의 자녀 1남 3녀가 모여서 부친의 노비를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문

서로, 노비소송문서에 못지않은 긴 두루마리 종이 위에 작성되어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뿐만 아니라 평안도의 성천과 박천, 함경도의 

안변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400여 명의 노비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전기에는 재산이 많은 사족의 노비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분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족의 관리 능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노비들이 전국 각

지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경주김씨 가문도 재산상속문서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찾아내지 못

한 노비 400여 명을 기록해 둠으로써 향후 노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남기려 했

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주김씨는 고려 말부터 남원지역에 세거하기 시작하여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표적인 양

반가문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이번에 공개한 노비소송문서와 재산상속문서를 통하여 17세기 

경주김씨 가문의 노비소유규모와 재산분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조선 시대 사회사와 경

제사 연구에 귀중한 역사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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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서, 소장의 기쁨보다 나눔의 기쁨이 두 배

범국민 책 기증사업 ‘책다모아’ 

조지훈 친필 서신, 유치환 자필 서명 책자, 희귀서 등 올해만 7,000여 권 기증 

한 평생 모은 개인의 연구 자료와 손때 묻은 애장서, 국내 유일 희귀서들이 국립중앙도서관 

‘책다모아’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시인 이종석 씨는 애장서 2,500여 권을 기증했다. 기증자료 대부분은 문학 관련 도서로 故 조

지훈 시인의 친필 서신(1966년)을 비롯 청마 유치환의 자필 서명이 있는 步兵과 더불어 와 

第九詩集 詩와 短章  초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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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前 문화재관리국장 故 신현옥 씨의 애장서 600여 권도 기증됐다. 한국 관련 일본서가 대

다수로 文學槪論(一成堂書店, 1949)  등 1965년 납본제도 이전의 국내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특히 此の罪惡を見よ: 北鮮脫出者の手記(崩文社, 1952)3)는 국내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은 

희귀서로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중요한 연구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로 등록돼 많은 사람들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된다. 동일 자료가 이미 도서

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소외지역 도

서관에 재기증 될 예정이다. 

“국가문헌으로의 장서 확충과 보존, 그리고 재기증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장서가와 문학가들의 책다모아 기증 문

의가 늘고 있다”고 밝힌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올해만도 

책다모아를 통해 기증받은 자료가 6,696권에 이르며, 이 중 

2,235권이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로 등록됐다”고 전했다. 

한편 2004년부터 시작된 범국민기증사업 책다모아를 통해 수집

된 자료는 현재까지 88만 여권에 달한다. 

책다모아 기증절차는 간단하다. 홈페이지(www.nl.go.kr/sun)에서 기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책다모아 앞으로 송부하면 된다. 

 기증 문의처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기증팀 김현영 주무관 (02-590-6247, donation@nl.go.kr,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자료보존관 1층) 

한국 문화 전도사,‘문화동반자’를 소개합니다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 문화동반자사업, 태국․중국․베트남․체코 국립도서관 해외사서 참가 

“My little Kimchi. Not so good like original. But I’ll make more”

지난 해 6개월간 한국을 다녀간 모니카 잠보키(28세, 헝가리얼테대학교도서관) 사서는 국립중

앙도서관 해외도서관사서 연수프로그램‘문화동반자사업’에 참여한 후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됐다. 

모니카는 SNS을 통해 직접 만든 김치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는 근

황도 수시로 전하며, 국립중앙도서관 문화동반자 담당인 최현아(국제교류홍보팀) 사서와 한글

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3) ｢이 죄악을 보라: 북한 탈출자의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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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한민국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문화동반자 사업의 2013년도 참가자가 결

정됐다.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국립중앙도서관 문화동반자사업‘해외도서관사

서 연수프로그램’은 태국․중국․베트남․체코 국립도서관 사서 4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태국과 베트남 국립도서관은 해외한국자료실인 ‘한국의 창’을 운영하고 있

으며, 중국․체코 국립도서관은 MOU를 체결한 후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참가자들에

게는 6개월간 사서 전문연수, 한국어 연수, 문화체험 등 전문교육은 물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한편, 2006년부터 시작된 국립중앙도서관 문화동반자사업은 현재까지 17개국 총 28명의 해외

사서가 참여했다.

옥스퍼드대학교의‘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한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6월 21일(금),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안 동양학부도서관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개실

식이 열렸다. 

2013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이 2012년 3월 보들리안도서관에 제안하였다. 이

에 따라,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안 동양학부도서관 지하에 한국자료실이 신설되었고 국립중앙

도서관이 지원한 3,000여 책(점)과 오디오비디오 세미나실이 갖추어졌다. 향후 한국어 자료 

33,000책(점), 한국어 외 자료 12,000책(점), 이미 이용 가능한 일본어 자료 700책(점)이 추가되

면, 영국 내 최대 규모의 한국자료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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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실식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김남숙 국제교류홍보팀장이, 한국대사관은 김갑수 주영한국문화

원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옥스퍼드대학교 측에서는 이안 웜슬리(Prof. Ian Walmsley) 부총장, 리차드 오벤든(Dr. Richard 

Ovenden) 보들리안도서관장, 제임스 루이스(James Lewis) 재영한국학부협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밖에 한국어 강사진, 동양학자, 보들리안도서관 내·외 사서, 옥스퍼드대학교 동양학부 및 

타 학부 교직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자료실 설치 외에, 최근에 한국과 옥스퍼드대학교 간 많은 교류협력이 다음과 같이 이루

어졌다. 

  2012. 5. 10. 황창규 국가최고기술책임자(CTO)와 지식경제부 전략R&D기획단장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 옥스퍼드대학교와 보들리안도서관을 방문 (자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 참고)

http://www.eng.ox.ac.uk/public-relations/news/national-cto-of-the-korean-governm

entand-former-ceo-of-samsung-visits-oxford

  2012. 11. 22. 지식경제부 소속 고위급공무원단 4팀이 옥스퍼드대학교와 보들리안도서관 

방문(상단 사진)

  2012. 11. 27. 박석환 주영한국대사 옥스퍼드대학교와 보들리안도서관 방문

  2013. 3. 26. ~ 3. 29. 허마이어니 리(Hermione Lee) 옥스퍼드대학교 울프슨 칼리지

(Wolfson College) 학장 한국 방문

  2013. 4. 5. ~ 4. 6. 앤드류 해밀턴(Andrew Hamilton) 옥스퍼드대학교 부총장 한국 방문

한국과 옥스퍼드대학교 간 교류협력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본 사이트 참고

http://www.ox.ac.uk/international/oxford_around_the_globe/asia_east/korea_.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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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Library of Korea’s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KORCIS)

Jung Jin Wo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National Library of Korea

1. Introduction

Recognizing a need for information exchange as a means to promote both 

research on and the systematic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old and rare 

Korean-language materials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Old Books (KOPOB), which was established in March 

2004 and includes 43 member organizations, requested th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initiate a project for the digitalization and preservation of old 

Korean collections. Accordingly, in 2004 the NLK developed the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KORCIS) and in 2005 and 2006 the project 

wa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s a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old book catalogue database designed to consolidate and provide access to a 

comprehensive old Korean collection catalogue database. 

In 2005, approximately 310,000 items for the catalogue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28 institutions among KOPOB members, including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ome 90,000 items for the catalogue and 35,000 items for an 

original text database were added from 22 institutions, including Seongam Old 

Books Museum, in 2006; and 15,446 items for cataloging and 270 titles and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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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s (54,418 pages) of original text images were derived from eight institutions, 

including Songkwangsa Seongbo Museum, in 2007. 

Cataloguing of materials held by individuals and private institutions, as well as 

of facsimiles obtained from overseas institutions, began in 2009, supported by 

government funding. Among this were 215 volumes of images of the original text 

of the Yonghwasa collections and 626 volumes of facsimile collections housed in 

overseas institutions, including the US Library of Congress. 

In November 2009, the NLK opened the Map & Goegraphy  Room and began 

providing access to images of original old map materials by relaying users to the 

old maps databases at the NLK (95 items), Kyujanggak (338 items), and Jangseogak 

Archiv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75 items).

Another 1,015 volumes of old materials housed at Modeoksa and 632 facsimiles 

from overseas institutions, including the Harvard University Library, were incorporated 

into the system in 2010; 1,266 volumes in domestic institutions, including 

Insumungo, and 65 volumes of facsimile copies in overseas institutions, including 

the Columbia University Library System, in 2011; and 739 volumes housed 

domestically and 169 volumes of facsimile copies in overseas institutions, including 

the Yale University Library, in 2012. 

Through agreement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lding old Korean 

materials, including the Harvard-Yenching Library, the NLK has strived to include 

into KORCIS1) as wide a range of old Korean resources as possible, including 

materials housed both at home and abroad.

KORCIS is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advancement of relevant 

studies by providing researchers and general users with convenient access to a 

standardized catalogue database (catalogues, annotations, and original texts) of old 

Korean collections. It is currently believed that about one million titles of old 

Korean materials exist around the world.  

1) www.nl.go.kr/kor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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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CIS user manual 

2.1 KORCIS website

KORCIS is a comprehensive catalogue search system that enables general users 

and Korean studies specialists to access old Korean materials. 

The main features of the system include a Unicode-based Chinese dictionary 

and a chronological table of Asian history.  

2.1.1 Main page

The main page of the KORCIS website contains a menu list including Data 

Search, Data Center, Publication Information, Event, Notice, Community, and System 

Information, in addition to informative materials including the Unicode-based 

Chinese dictionary and chronological table of Asian history. Classics Overview 

features précis on major old Korean books.  

[Picture 1] Main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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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ata Search

Data Search, where users are able to search for the information they desire, 

features a sub-menu of simple search, detailed search, search by organization, 

search within a specific organization, new catalogue, subject heading list, and 

directory search. In simple search, users are able to specify content type and year 

of publication, in addition to titles, keywords, and/or publishers. When the search 

results appear, users can access the information in question after clicking on the 

original text, contents, or annotation icon, depending on their needs.

[Picture 2] Data Search page

2.1.3 Data Center

The Data Center provides users with digital reference materials related to the 

registration, processing, and preservation of ol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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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3] Data Center

2.1.4 Publication Information

This section introduces new publications on old Korean materials.

[Picture 4] Publication Information

2.1.5 Events 

This section provides information on events or exhibitions related to old Korea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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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5] Events

2.1.6 Notice

General notices on KORCIS can be found in this section.

[Picture 6]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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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ORCIS-NET (satellite program)

KORCIS-NET is a program designed for those at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n 

charge of old Korean collections to assist them in the management of their 

organization’s bibliography, including cataloguing, downloads, data receipts and 

sending, and uploading. 

Participating organizations can use this program to upload new information and 

modify existing information as necessary. 

[Picture 7] KORCIS-NET (satellite program)

2.3 KORCIS (central program)

Adopting the format of the 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Network 

(KOLIS-NET), which was developrary I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uties of 

a public library and the cataloguing of books, the initial version of KORCIS had 

a limited capacity to accommodate the sprcific bibliographical features of old 

collections and meet the needs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hile Korean books 

and materials from the pastIrequire cataloguing in Chinese characters due to their 

unique nature, the prototype version of KORCIS was created based on the 

KSC5601 character set, which supportion ly 4,888 Chinese characters,Iresult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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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ies in cataloguing and service provision. 

In 2006, KORCIS was converted to a Unicode-based system reflecting the 

attributes and unique types of old materials.

Central KORCIS, which is an administrator program, manages the entry, 

modification, sending, and integration of the catalogue information received from 

each KORCIS satellite, as well as manages information on each participating 

institution. It also provides data to relevant websites, including the Korean History 

Online and Data Portal Service (formerly Korea Knowledge Portal). In addition, 

central KORCIS makes statistics available based on bibliography, host organization, 

control number, contents, and newly arrived materials regarding the database 

serviced through KORCIS. 

[Picture 8] Central KOR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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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tablishment of the KORCIS database 

3.1 Compilation of a database for old collections housed within 

South Korea

3.1.1 Process of materials collection 

KORCIS, a comprehensive online system through which catalogues, contents, 

annotations, and images of original texts of old Korean materials can be found, i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Studies by enabling researchers 

and other users to access to such information in a simple and convenient manner. 

KORCIS carries out an annual database-building project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images of original texts in addition to expanding catalogue database.  

The KORCIS database, which was launched in 2005 by focusing on the 

collections housed in KOPOB member organizations, embarked in 2007 on the 

identification and digitalization of old materials held by individuals and other 

private organizations. To do this, NLK staff visited and requested cooperation from 

temples, Confucian academies, extended family (clan) heads, and individuals known 

to possess old and rare Korean materials. Bibliographical examination was 

conducted a number of times at locations housing relevant collections and a 

catalogue database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results. In order to prevent 

duplication of digitalized images of original texts, only new materials are subject 

to digitalization.

By obtaining a catalogue of old materials and copies of original texts through 

this process, the NLK not only identifies the site of respective materials, but 

compiles accurate and descriptive information, including the presence of alternative 

copies and morphological features, regarding old and rare Korean materials. This 

information is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 to further promote research in 

Korean Studies.  



94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o. 9 (June 2013)

Year DB compiled
Number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Organization type

2012
 2,719 items in catalogue database

 517 items in original text database
5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Insumungo

2011
 2,976 items in catalogue database

 870 items in original text database
4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Insumungo

2010
 3,426 items in catalogue database

 932 items in original text database
4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Modeoksa

2009
 3,368 items in catalogue database

 993 items in original text database
39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Yonghwasa

[Picture 9] NLK staff examining old books 
held by individuals

   

[Picture 10] Compiling database of original 
texts of old materials held by individuals

3.1.2 Database contents

A total of 429,239 items in the catalogue database, 2,298 items in the original 

text database, and 36,029 items in relayed original text databases have been 

compiled since 2005, with 92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The details 

are as in the following table. 

<Table 1> Yearly compilation of database on old books and materials located 
with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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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DB compiled
Number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Organization type

2007
 15,446 items in catalogue database

 270 items in original text database
8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Songkwangsa

2006

 89,252 items in catalogue database

 35,615 items in original text database

(relayed) 

22
KOPOB member 

organizations

2005  312,052 items in catalogue database 29
KOPOB member 

organizations

Total
 429,239 items in catalogue database

 38,327 items in original text database

92 (excluding 

duplication)

3.2 1 Compilation of database for old materials located overseas

A number of old Korean materials were taken outside of the country during the 

Korean War and other periods of political turbulence. 

With an aim to fulfill its role as the primary depositor of Korean literature, the 

NLK has systematically examined and collected old Korean materials located 

overseas on a continual basis from 1982, when it first acquired microfilm copies 

of the materials housed in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until recently when it 

digitalized those works housed in the Harvard-Yenching Library.

KORCIS provide users with a catalogue and original text database of these 

collections. 

3.2.1 Process of materials collection for old Korean materials located abroad

Old and rare Korean materials housed overseas are obtained as a facsimile or in 

another appropriate format and converted to microfilm or electronic copies 

(photocopies) in order to make them more readily accessible.  

The process of collection largely consists of three stages: investigating the status of 

collection, selecting materials subject to field examination, and processing th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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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 list of overseas old Korean materials for investigation is created in order 

to avoid duplicated investigation of relevant organizations and to confirm the 

existence of rare collections. The second step is to determine if the materials can 

be obtained domestically. This process, which used to be performed through 

paper-based catalogues published by relevant organizations, can now be easily 

completed through KORCIS. Once materials are confirmed as unavailable within 

the country, the next stage is a visit to the relevant overseas organization and the 

examination of the materials in the field. Here, any errors on the list can be 

addressed and the list of materials subject to collection is finalized. Working-level 

negotiations are equally as important as field investigation,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different collection management policies and regulations on the part of 

organizations and to ensure a seamless collection process. Next, the NLK signs an 

agreement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 and begins collecting materials in formats 

suitable to the organizational context, including microfilm, electronic copy, photocopy, 

and digitalization. From 1997 to 2005, all materials collected by the NLK were 

maintained as microfilm. Starting in 2006, however, digitalization has been widely 

used, especially with materials housed within the United States.  

[Picture 11] Examination of old Korean materials 
housed in the Toronto University Library 

   
[Picture 12] Examination of old Korean materials 

housed in the Harvard-Yenching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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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Status of the collection of old Korean materials located abroad

a. Japan

As the nation holding the greatest amount of old Korean materials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Japan has been most frequently subject to field investigation 

and obtaining of facsimiles by the NLK. From the 91 titles and 230 volumes of 

old Korean materials housed in the Osaka Prefectural Nakanoshima Library 

obtained in 1987, to the 200 titles and 584 volumes housed in the Archives and 

Mausolea Department of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obtained in 2004, the 

NLK has acquired old Korean materials located in Japan in the format of 

microfilm and electronic copies (photocopies) on an annual basis.   

The total number of old materials obtained from Japan amounts to about 4,400 

volumes from 22 institutions, which is more than half the total of old materials 

collected by the NLK from overseas institutions. It is understood that a 

significantly greater number of old Korean materials are present in Japan than in 

other countries and a great deal of them remain as yet undiscovered.   

b. China

An attempt to investigate the old Korean materials located in China was first 

made when the NLK visited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Peking University 

Library, and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Library in 1992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of and initiation of negotiations on Korean cultural assets housed in 

China. However, the investigation, which was eventually carried out in 1996, was 

limited to the 28 titles and 140 volumes housed in Peking University. While 

extended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the actual 

investigation has been stalled due to a number of issues, including financial concerns.  

In 2005, negotiations were undertaken with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of Taiwan. 

As a result, a total of 43 titles and 205 volumes were obtained in microfilm 

format in return for allowing the Taiwanese library to collect microfilm cop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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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 Chinese materials housed in the NLK. 

The overall status of old Korean materials housed in China has yet to be 

identified, with the exception of those revealed through scattered investigations made 

by a few university library researchers. It is hoped that facsimile copies of those 

materials will soon be collected and made available to researchers in Korean studies. 

c. France

As to old Korean materials in France, 82 volumes of materials recording the 

royal rituals of the Joseon Dynasty were microfilmed at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along with other material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Oriental 

Languages and Civilization (INALCO), in 1982. Additional materials were acquired 

from INALCO in 2002 through further investigations. In 2010, a total of 53 titles 

and 418 volumes housed in College de France were digitalized for the NLK.

Further examination and collection efforts appear necessary regarding materials 

housed in other French institutions, including the Guimet Museum.

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ollection of old Korean materials in the US began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Asami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onducted 

jointly with the Bibliography Society of Korea in 1995. As a result of this 

examination, a total of 248 titles and 380 volumes were brought back to South 

Korea in microfilm format.

Together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digital copies began 

replacing photocopies and microfilms. The old Korean books and materials housed 

in the Harvard-Yenching Library were digitalized over the course of three years 

beginning in 2007, and a total of 84 titles and 313 volumes in the US Library of 

Congress were also obtained in digital format. The old Korean collections housed 

in the Columbia University Library were digitalized over two years beginn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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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Acquisition 

1982 France

Acquired 86 titles and 86 volumes from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MF)

Acquired 112 titles and 160 volume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Oriental Languages and Civilization (MF)

1983 Germany
Acquired 1 title and 1 volume from the University of Göttingen 

library (馬醫方書) (MF)

1987 Japan
Acquired 91 titles and 230 volumes including 西湖古事 from 

the Osaka Prefectural Nakanoshima Library

1988 Japan

Acquired 28 titles and 270 volumes including 溪上雜錄 from 

the Seikado Bunko (靜嘉堂文庫) (MF)

Acquired 6 titles and 110 volumes including 標題音註東國史略 
from 尊敬閣
Acquired 21 titles and 220 volumes including 歷代世年歌 from 

Naikaku Bunko (內閣文庫)

1989 Japan

Acquired 18 titles and 51 volumes including 鄭文翼公遺稿 
from the Agawa Bunko (阿川文庫) at the University of Tokyo

Acquired 27 titles and 77 volumes including 聽訟提綱 from 

Hosa Bunko (蓬左文庫)

2009, and those in the Harvard-Yenching Library over three years from 2007. A 

further digitalization project is underway based on a secondary agreement struck in 

2011 between the NLK and the Harvard library. 

Regarding other countries, one volume was copied to microfilm from the 

University of Göttingen in Germany in 1983, and 40 titles and 93 volumes housed 

in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were investigated in November 2008 based on 

an agreement on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the NLK and the Russian library. 

Later, an agreement on the digitalization of those materials was signed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In 2012, 99 titles and 308 volumes of old Korean materials 

housed in Toronto University were examined, and the digitalization of old 

documents is currently underway. 

The following table is a summary of the NLK’s investigation and acquisition of 

old Korean materials located abroad.

<Table 2> Yearly acquisition of old Korean materials house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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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Acquisition 

1990 Japan
Acquired 75 titles and 174 volumes including 反正錄from the 

Agawa Bunko (阿川文庫) at the University of Tokyo

1991 Japan

Acquired 42 titles and 72 volumes including 三國史略from the 

Agawa Bunko (阿川文庫) at the University of Tokyo

Acquired 40 titles and 78 volumes including 書經疾書 from the 

Toyo Bunko (東洋文庫)

Acquired 178 titles and 325 volumes including 進帖 from the 

Imanishi Bunko (今西龍文庫) of the Tenri University

1992 Japan
Acquired 45 titles and 48 volumes including 戶籍大帳 from 

Gakushuin University Library 

1993 Japan

Acquired 46 titles and 108 volumes including 朴定齋日記 from 

the Toyo Bunko (東洋文庫)

Acquired 13 titles and 19 volumes including 胎産要錄 from杏
雨書屋 (三木榮文庫)

Acquired 15 titles and 55 volumes including 最上大乘金剛大敎
寶王經 from Ryukoku University

Acquired 1 title and 33 volumes including 東史合編綱目 from

東京大總合圖書館

1994 Japan

Acquired 8 titles and 89 volumes including 嶠省勝覽 from the 

Toyo Bunko (東洋文庫)

Acquired 26 titles and 65 volumes including 桑韓往復書牘 
from Iwase Bunko (岩瀨文庫)

Acquired 7 titles and 38 volumes including 辨正論 from Otani 

University

Acquired 36 titles and 87 volumes including 嘉覽 聚 from the 

Seikado Bunko Art Museum

1995
Japan 

US

Acquired 248 titles and 380 volumes including 錦營錄史 from 

UC Berkeley (49 rolls of MF)

Acquired 18 titles and 28 volumes including 辛卯式年司馬榜目 
from杏雨書屋
Acquired 8 titles and 16 volumes including 靑海伯世家 from 

Seikado Bunko (靜嘉堂文庫)

Acquired 8 titles and 31 volumes including 必有所濟 from 

Waseda University

Acquired 9 titles and 28 volumes including 北闕重建歌 from 

Komazawa University

Acquired 29 titles and 55 volumes including 三韓紀事from 

Seikado Bunko (靜嘉堂文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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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Acquisition 

1996
Japan 

China

Acquired 28 titles and 140 volumes including 杜工部草堂詩箋 
from Peking University (10 rolls of MF)

Acquired 33 titles and 268 volumes including 喪禮備要 from 

the Osaka Prefectural Nakanoshima Library

Acquired 100 titles and 151 volumes including 佛祖三經 from 

Tenri University

1997 Japan

Acquired 140 titles and 218 volumes including 各房房稅冊 
from the Agawa Bunko (阿川文庫) at the University of Tokyo

Acquired 49 titles and 88 volumes including 三國史記 from 

Tohoku University Library (15 rolls of MF)

1998 Japan

Acquired 5 titles and 269 volumes including 醫方集略 from the 

Archives and Mausolea Department of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41 rolls of MF)

1999 Japan
Acquired 26 titles and 361 volumes including 三峰先生集 from 

Hosa Bunko (蓬左文庫) (52 rolls of MF)

2000 Japan

Acquired 184 titles and 411 volumes including 禮記臆 from the 

Agawa Bunko (阿川文庫) at the University of Tokyo (41 rolls 

of MF) 

2001 Japan

Acquired 22 titles and 58 volumes including 韓客贈答 from the 

National Diet Library (5 rolls of MF)

Acquired 5 titles and 109 volumes including 三國志 from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13 rolls of MF)

Acquired 14 titles and 54 volumes including 大典詞訟類聚 
from the University of Tsukuba (14 rolls of MF) 

2002 France

Acquired 505 titles and 1,192 volumes including文選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Oriental Languages and Civilization (145 

rolls of MF)

2003 Japan

Acquired 140 titles and 379 volumes including 東萊先生十九史
詳節 from the Archives and Mausolea Department of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33 rolls of MF)

Investigated 62 titles and 297 volumes including 五先生禮說分
類 at the Tsushima Museum of History and Folklore

2004 Japan

Acquired 59 titles and 205 volumes including the Royal Seal of 

Korea from the Archives and Mausolea Department of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28 rolls of MF) 

2005 Taiwan
Acquired 43 titles and 205 volumes including Osansego from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of Taiwan (48 rolls of 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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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Acquisition 

2007 US
Acquired 77 titles and 84 volumes including Saryejeolyo from 

the Harvard-Yenching Library (9,471 pages in digital file)

2008
US

Russia

Acquired 297 titles and 347 volumes including Hohaeshicho 

from the Harvard-Yenching Library (44,081 pages in digital file)

Acquired 84 titles and 313 volumes including Garye from the 

US Library of Congress (48,592 pages in digital file)

Investigated 40 titles and 93 volumes of old Korean books at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in November 2008

2009
US

UK

Acquired 77 titles and 296 volumes including Jiamyugo from 

the Harvard-Yenching Library (40,920 pages in digital file)

Acquired 2 titles and 22 volumes including Noiyeonjip from the 

Columbia University Library (3,630 pages in digital file)

2010
US

France

Acquired 31 titles and 246 volumes including Dongraebuhojeok 

from the Harvard-Yenching Library (23,734 pages in digital file)

Acquired 35 titles and 73 volumes including Gyeongsajipseol 

including Noiyeonjip from the Columbia University Library 

(9,142 pages in digital file)

Investigated 52 titles and 418 volumes including Gukjobogam at 

College de France

2011
US

France

Bibliographical search of 328 titles and 1,345 volumes including 

Hyangryehappyeon at University of Hawaii

Bibliographical search of 78 titles and 481 volumes including 

Eojeonggyujangjeonun at Princeton University

Bibliographical search of 50 titles and 91 volumes including 

Neungeomgyeong at Bryn Mawr College

Acquired 69 titles and 153 volumes including Nokbongjeungseo 

from Yale University (16,386 pages in digital file)

Acquired 11 titles and 16 volumes including Haedongjegukgi 

from College de France (2,450 pages in digital file)

2012
US

Canada

Acquired 142 titles and 1,051 volumes including Seonwonsokbo 

from the Harvard-Yenching Library (224 rolls of MF)

Acquired 92 titles and 158 volumes from the Harvard-Yenching 

Library (19,740 pages in digital file)

Bibliographical search of 99 titles and 308 volumes including 

Ganchal, as well as 287 old documents, at the Toronto University 

Library 

Total: 3,519 titles and 9,710 volumes from 37 organizations in 7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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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Access to old Korean collections located abroad using KORCIS

Old Korean materials located outside of the country can be accessed through 

KORCIS: those acquired in electronic versions (photocopies) or on microfilm 

through the catalogue database and those digitalized through original text database. 

Through the “Search by organization” option, a user is first asked to choose 

between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and then to select a specific organization 

from which he/she wishes to examine materials.

English search became available when the bibliographical database at Yale 

University was uploaded in 2012. While the titles were first Rom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Romanization rules set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ey were later changed to follow the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upon receipt of complaints from US organizations unfamiliar with the Korean 

rules. A diverse range of Romanization standards will continue to be considered 

for the convenience of international users. 

[Picture 13] Search for old Korean collections housed 
        in the Yale University Libr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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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KORCIS is a program developed not only for users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but also for library employees responsible for old Korean books. 

Its features include Unicode-based compatibility and maximal convenience 

achie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website for users, a central program for 

administrators, and satellite programs for participating individual organizations.

The system is operated cooperatively, including the sharing of a catalogue 

database with KORCIS member organizations. The databases created by individual 

organizations are managed by each responsible organization and integrated through 

KORCIS. 

Twice designated as a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project, the KORCIS project received governmental funding through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fter two consecutive years (2007 and 2008) 

without government support, the NLK has again secured public funding for the 

project every year since 2009.

This public funding will be greatly conducive to the stable operation of the system,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data provided by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database. It will also encourag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o be increasingly committed to data management and the maximization of the use of 

the system. In addition, the KOPOB website will further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member organizations.

The NLK will continue strive to identify, build a database on, and provide 

access to the full range of old Korean books and materials scattered around the 

world, which are estimated to approach one million titles and 2.23 million volumes 

i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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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llection of the Asian Library, 

the Asian Library, and the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Helen Kim

Korean Studies Librarian at Asian Library, UBC, Canada

Ⅰ. Introdu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I can hardly do that, however, without 

introducing the Asian Library of UBC and the UBC Library as well, in order to 

present the Korean Collection within its larger context. The background of UBC 

and its Asian Studies Department is also essential to readers’ understanding.

In view of readers’ interest in the Korean Collection, its introduction appears 

first in this article. If interested, readers may then carry on to explore the 

academic background of UBC,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the Institute of Asian 

Research, and the Asian Library.

[Picture 1] The main entrance of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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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he Korean Studies Program and the Collections of UBC 

1. History

The Korean Collection was formally established in 1992 when UBC first 

budgeted for the purchase of materials in Korean. However, thanks to a number 

of donations, the acquisition of Korean materials had actually commenced in 1982.

The year 1982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when the first classes concerning 

Korea were initiated and Korean materials were donated to the UBC Library 

(although they were not catalogued). 

It was a difficult period for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and for the university 

as a whole.1) Since 1979, the number of students registered for Asian Studies had 

fallen by half. By 1982, the Department was unable to finance classes, so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provided funds to bring in five professors. By 1984, 

student numbers had recovered to nearly 1,000, and the Department launched 11 

new classes, including one to teach Korean language and another on Korean 

History. Still, the Department could not afford to hire more lecturers and assistants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continued to fund the five visiting professors 

until 1987.

The names of the lecturers and their periods of service are as follows:

Dr. Pang Yong-pil (Hanyang University), 1982-83; 

Dr. Sym Myung-ho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3-84; 

Dr. An Don-hwan  (Busan National University); 1984-85; 

Dr. Lee Kee-don  (Yonsei University), 1985-86; and 

Dr. Yi Dung-lyong  (Sung Kyun Kwan University), 1986-87.

1) Homepage of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http://www.asia.ubc.ca/departmen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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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Korean language courses had commenced, certain private individuals saw the 

necessity of contributing Korean materials. Kyobo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South Korea also donated about 3,000 books. Dr. Chang Yun-sik , upon his 

retirement from teaching in the Sociology Department, donated project materials 

which he had purchased with funding from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all 

these gifts remained uncatalogued until Mr. Ahn Young-joo , one of the cataloguers 

of English-language books, offered to catalogue them himself on his own time. The 

Library appointed Mr. Ahn Bibliographer for that purpose, a special position granted 

him by reason of his Master’s Degree in Library Science from Korea. 

In 1986 a part-time position for a Korean Studies Librarian was also created at 

UBC. Unfortunately, four years later, it was in danger of being terminated. Mr. 

Ahn recalls how the position was eventually saved, due to the efforts which Dr. 

Chang undertook to petition the University Librarian.

2. The Korean Collection

Clearly, the earliest years of the Korean Collection were not without difficulty. 

In 1992, however, a budget allocation of $5,000 allowed the acquisition of a 

substantial number of Korean books, and the Korean Collection has been growing 

ever since. In 2007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went from working part-time to 

full-time. Finally, in 2008, UBC became the twelfth member of the Korean 

Collection Consortium in North America (KCCNA).

Since 2008, funding from the Korea Foundation has accelerated the acquisition 

of Korean materials. In addition, a grant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via 

the Centre for Korean Research has enabled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to 

secure donations of books while visiting academic institutions and libraries in 

Korea. All these have been major enhancements and go a long way toward 

explaining how the Korean Collection has grown to approximately 36,000 volumes 

in little more than 20 years.



108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o. 9 (June 2013)

The Korean Collection focuses on history, language, literature, culture, and 

religion. These are the subjects for which the Korean Studies Program and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require the greatest resources for teaching and research 

purposes. In addition, the Korean Collection strives to increase its holdings on 

such subjects as Korean traditional religions (excepting Christianity and Buddhism), 

new religion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uthentic Korean clothing, and materials 

concerning the Choson Dynasty and Andong region.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 Korean Collection from others in North America, 

the complete set of Minsok Haksul Charyo Chongso was acquired over a 

five-year period. A poet-cum-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at Dongguk 

University donated the majority of his books. At a single stroke, the library found 

itself in possession of a precious corpus which ranges right through the 1970s. A 

history professor at Inha University also contributed his personal library. These 

donations have helped the Collection to grow at an even more rapid pace. 

The Collection has increased substantially thanks to funding from the KCCNA 

and to book donations secured by the Korean librarian. Nevertheless, the 

Collection remains only one-tenth the size of the Chinese Collection and one-fifth 

the size of the Japanese Collection, both of which have been acquiring materials 

since the 1950s. This disparity should be rectified. If the relative sizes of the 

collections are a reflection of national prestige, the present inequality should not 

be accepted. At the very least, the size of the Korean Collection must be 

increased to match that of the Japanese Collection by means of ongoing and 

dynamic support from a range of sectors. 

From another perspective, the UBC Korean Studies Program has been recognized 

as maintaining standards every bit as high as any other Korean Study Program in 

North America. More than half of post-graduates from the UBC Korean Study 

Program are not Koreans but rather students of non-Korean-heritage. The 

prospects for this program remain promising; all the more reason, therefore, for us 

to keep in place the supports which have kept the Collection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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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Korean Studies Program

In 1982, the aforementioned visiting professors conducted the first classes on 

Korean language and history. At present the Korean Studies Program maintains 

three professors and one lecturer. In addition, one further professor teaches in the 

History Department, two in the Centre for Korean Research, and another teaches 

traditional music at the Music College. Within the Japanese Studies Program one 

professor teaches Korean history. Two post-doctoral researchers and several 

part-time instructors work at the Korean Study program, as well. The programs 

are renowned across North America for their lofty standards.

This year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master’s and doctoral programs totals 19. 

(In 2008 they were only nine in number.) Compared to the 24 students who attend 

the Chinese Studies Program and the 27 in the Japanese Studies Program, the 

Korean Study Program has been growing at a faster rate than comparable programs.

Next, allow me to introduce the institutes at UBC whose work relates to the 

Korean Collection.

Ⅲ.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nd institutions related to Asia Ⅲ.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nd institutions related to Asia Ⅲ.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nd institutions related to Asia 

1.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is located in Vancouver, British Columbia. Surrounded by serene seas and 

mountains snow-capped all the year round, it is among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world. British Columbia, one of ten Canadian provinces, occupies 9% 

(944,735 km2) of the total area of the nation and is home to 13% (4,510,000) of 

the population. On lists of best places to live in the world, Vancouver usually 

ranks third or fourth. High precipitation gives rise to great temperate rainforests, 

which enhance the gorgeous scenery.2) 

2) Sang-won Bae of th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http://blog.daum.net/kfs4079/172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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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2] UBC Campus (photo by Russ Heinl)

Since the 1980s, Vancouver has enjoyed an influx of Asian immigrants, especially 

from Hong Kong. Since the year 2000, a steady stream of mainland Chinese, as well 

as Koreans, Taiwanese, and Indians have made the city their home. Immigrants 

are expected to make up more than 50% of the population by 2030. This is why 

people have come to call Vancouver the “gateway to Asia.”

UBC spans four campuses: Point Grey Campus, Robson Square Campus, 

Northern Way Campus, and (in the interior of the province) Okanagan Campus. 

Among these, Point Grey is perhaps is the most beautiful, bounded as it is by 

rainforest on three sides and by the Pacific Ocean on the fourth. 

Established in 1908, UBC has since developed into the top university in Western 

Canada and consistently ranks among the 40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3)

3) From the UBC homepage http://www.ubc.ca/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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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3] Point Grey Campus [Picture 4] Okanagan Campus

UBC describes its vision as follow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reates 

an exceptional learning environment that fosters global citizenship, advances a civil 

and sustainable society, and supports outstanding research to serve the people of 

British Columbia, Canada, and the world.4). 

[Picture 5] in 1922, UBC students paraded 
through the streets of Vancouver

  
[Picture 6] in 1922, students climbed up the 

unfinished Science Building

So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World War I broke out in 

Europe.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was halted and did not recommence even 

4) UBC homepage http://www.ubc.ca/about/vis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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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war. In response, students collected 56,000 signatures, paraded through 

the city, and campaigned vigorously for the continuation of construction of the 

university. Even today many UBC students look back with pride on these events.5)

Currently, the university employs 3,700 faculty and 9,730 staff. Roughly 56,000 

students attend UBC, among whom approximately 46,000 are undergraduates and 

10,000 are post-graduates. About 15% are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round 140 

countries. Among them, students from Korea rank third in number, after the U.S.A. 

and China.6)

2. The UBC Library

[Picture 7] Koerner Library,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Point Grey Campus

The UBC library, which houses the largest collection of books in Western Canada, 

strives to link research, learning, and teaching to the needs and interests of society. 

In so doing, the library aims to stand as one of the leading academic libraries in 

the world through stimulating knowledge creation, experimentation, and discovery. 

A five-year library development plan has been under implementation since 2009.7)

Dr. Frank F. Wesbrook, UBC’s first president, found a novel way to jump-start 

the library at the fledgling university. Formerly a teacher at Minnesota University, 

5) University Archives: General History http://www.library.ubc.ca/archives/histgeneral.html

6) UBC homepage, http://www.publicaffairs.ubc.ca/services-for-media/ubc-facts-figures/#1

7) Homepage of the Library http://about.library.ubc.ca/strategic-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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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Wesbrook asked its Head Librarian, Mr. Geroud, to buy 20,000 books on 

behalf of UBC while visiting Britain and France in 1914.8)

These materials were temporarily housed in two rooms and placed in the care 

of a staff of four. In 1925 the library moved to the present campus. The Main 

Library was constructed in 1948, and at that time accommodated 300,000 books.9)

[Picture 8] The homepage of the UBC Library 
(http://www.library.ubc.ca/)

Presently, the UBC Library includes 19 branch libraries. A staff of 300 (including 

100 librarians) cares for 6 million books, 170,000 periodicals, 6 million digital 

materials, and much more. This staff also maintains and manages the system and 

provides a myriad of services to users annually: Answers to nearly 171,000 

questions; the loan of 2 million books to students, faculty, and community members; 

and more than 8.8 million e-book and e-journal downloads. The library building 

receives nearly 4 million visits per year and the library website nearly 6.9 million.10)

8) http://about.library.ubc.ca/library-history/timeline/

9) http://wiki.ubc.ca/Library:About_UBC_Library/History

10) UBC Library homepage http://about.library.ubc.ca/library-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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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9] ASRS: the yellow 
object in the centre of the 

image is a robotic arm

The library holds the largest Asian Collection in Canada and maintains the 

greatest assemblage of life science materials in Western Canada. The UBC Library 

represents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and serves as its repository for Japanese 

government documents and materials relating to the United Nations. In 2005 the 

Xwi7xwa Library, an aboriginal research library, merged with the UBC Library, 

making it the only library in Canada specializing in aboriginal cultures.11)

The rapid increase in books and materials (which 

numbered only 4 million as recently as 2000) obliged 

the library in 2008 to install ASRS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 a capacity of 1.8 

million books, ASRS enables users to place requests 

from any computer terminal and then pick up their 

materials from the Irving K. Barber Learning Centre, 

usually within 10 minutes. 

The Learning Centre, which features an area of 

25,000 ㎡, was constructed around the core of the 

Main Library through a $20 million bequest from 

Irving K. Barber and a further $10 million provided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Mr. Irving requested 

that the university create a building which would assist any and every student 

with their studies. As a consequence, the Centre has become the hub of the 

library, favoured by students, instructors, and staff.

The Learning Centre includes the AArP (Art+ Architecture+ Planning Library), 

Rare Books and Special Collections, and the Chapman Learning Commons. The 

Learning Commons offers service facilities to help students perform research, write 

academic articles, and study more effectively. It also includes computer labs and 

reading rooms.12)

11) http://about.library.ubc.ca/library-history/timeline/

12) http://hours.library.ubc.ca/#view-chap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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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0] UBC’s Museum of Anthropology houses a world-renowned collection of aboriginal art

3. Asian Studies Department

The Asian Centre is the axis for Asian Studies on the UBC campus. The 

Centre, which boasts a beautiful design, has become a tourist attraction. Originally 

used by Sanyo at Expo 70 in Osaka, the building was moved to UBC in 1974. 

Reconstruction finished seven only years later, in 1981. Even though it is isolated 

from the main campus, the beauty of the Centre is such that it attracts a great 

number of visitors year-round.

 

[Picture 11] Asian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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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the Asian Library is located here alongside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is both convenient and a great benefit to study. In 1982, during Open 

House week, the Centre attracted more than 8,000 visitors.13)

It was during the 1956-57 school year that the faculty assumed the name of 

International and Asian Studies and the courses of study were awarded institutional 

recognition as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In the succeeding school year, 

additional classes were launched in Chinese Literature, the Modernization of Japan, 

Basic Japanese, and Basic Chinese. There are currently 24 faculty and 39 instructors, 

complimented by a great number of visiting scholars engaged in teaching and 

research.

The advancement of Asian Studies is due to Canada’s increasing interest in 

other cultures. Prior to World War II, the foreign policy of the Canadian 

government focused on the U.S.A, Britain, and France. Until 1939, Canada’s 

interest in Asia was confined to the issue of how many Asians should be allowed 

to remain within the country. After 1945 the government adopted a more active 

foreign policy. Canada in those years negotiated an official relationship with 

Pakistan and India and rescinded its racist immigration policy.

From this perspective, given the knowledge regarding Asia which the Asian 

Studies program imparted to so many students, one could argue that Asian Studies 

Department has contributed to Canada’s emergence as a multicultural nation.

UBC’s Asian Studies Departmen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in 

Canada, and in all North America as well. Studies in religion, philosophy, and 

literature offered by the Chinese and Japanese programs have received top ranking 

in North America. Korean Studies, while smaller in scale, boasts lofty standards as 

well. Punjabi language and Sikh Studies have grown consistently.14)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concentrates on pre-Modern Asian History, and the 

History Department, for its part, on modern Asian History. The two departments 

13) The homepage of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14) The homepage of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http://www.asia.ubc.ca/department/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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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e and cooperate closely with one another.

Since its inception,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has emphasized the study of 

ideas, philosophy, religion, history, literature, and cultures. Recently, lectures and 

research concerning popular culture, AV culture, Diaspora culture, Women’s 

Studies, and cinematography have also been introduced.

The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 programs have been highly successful. Every 

semester 1500 students register and another 300 go on the waiting list. Some 

students wish to hone their native tongue while others hope to learn a second or 

third Asian language. Interestingly, one survey has found that 60% of the students 

who commence studies in Korean, Chinese, or Japanese already know how to 

communicate in one of these three languages.

The Department has developed an on-line program for teaching Chinese 

characters. An on-line program for Korean also has been developed.

To respond to the high demand in Greater Vancouver for Korean, Chinese, and 

Punjabi language studies,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and the Education 

Department have been collaborating in the preparation of language programs for 

all levels, from kindergarten to university.

Approximately 1200 students have graduated from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since 1961. Most of them work as experts in a variety of fields relating to Asia. 

4. The Institute of Asian Research

Established in 1978, this research institute enjoys a reputation as one of the best 

in Canada for Asian Studies, especially in regard to the intrinsic importance of the 

Pacific Rim to Asian trade, culture, and education. The Institute has also allowed 

UBC to assume a leading role in education and research concerning individual 

Asian communities and countries.15)

15) http://www.iar.ubc.ca/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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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itute offers a Masters of Arts in Asia Pacific Policy Studies (MAPPS) 

to students at the Master’s and doctoral level who wish to research Asia Pacific 

policy and analysis. Asian Studies have become especially sought-after by students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sian history, culture, law, trade, economy, 

politics, anthropology, sociology, housing, transportation, agriculture, and forestry 

are all subjects of research at assorted UBC departments.16)

   

[Picture 12] vC.K. Choi Building

A point should be made of mentioning the C.K. Choi Building, which houses 

the Institute of Asian Research. Along with the Asian Centre, this structure is a 

16) The homepage of the Institute of Asian Research http://www.iar.ubc.ca/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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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3] The Asian Library

point of pride for the UBC campus. (While it may sound as if it were named 

after a Korean, the “Choi” is derived from the name of a Chinese donor.)

This building has been awarded numerous prizes, including the Earth Award 

from the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 of B.C. in 1996, and the 

Award for Innovation Excellence from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B.C. in 1998. 

Its design symbolizes humanity's common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o make use of it with respect, even reverence.

Next to the building stand five sculptures, each inscribed with the Chinese 

character for one of the five Confucian virtues: benevolence, justice, propriety, 

trustworthiness, and wisdom. These were the main tenets by which the donor, Mr. 

Choi, lived. It was his conviction that cooperation between East and West could 

be achieved through moral principles and values and through cultural exchange.

5. The Asian Library

In order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the Asian Library, first let me outline how 

Asians have immigrated to Canada. The influx of Asian immigrants has influenced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sian Studies, as well as the 

Asian Library.

Asian Studies got its start at 

UBC in the 1950s and 1960s due 

to Canada’s growing interest in 

Asia in the wake of World War 

II. Canada’s post-war foreign 

policy mainly focused on building 

relationships with Asian countries. 

In 1947 and 1950 Canada respectively concluded treaties with India and Pakistan, 

and in 1952, normalized diplomatic ties with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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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47 Canada repealed its prohibition on the immigration of persons of 

Chinese nationality. The country introduced a “point” system under which candidates 

qualified for immigration upon fulfillment of specified requirements. By so doing, 

the government lifted a significant barrier to immigration and a great number of 

Asians entered Canada.

With the changes in national foreign policy, Asian Studies advanced apace. In the 

1950s,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were initiated. South Asian Studies made its 

start in the late 1960s, including Sanskrit, Punjabi, Hindi, and Indonesian languages. 

Korean Studies began in the early 1980s - somewhat delayed, considering that 

Canada had concluded a diplomatic agreement with Korea in 1963.

While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was developing in response to national 

policy, the Asian Library assembled the materials required by Asian Studies and 

the History Department for their curricula. Consequently, the Asian Library is now 

Western Canada’s most prestigious library specializing in Asian Studies.

The Puban Collection is one of most outstanding in the Asian Library. Acquired 

in 1959 through funding from the Canada Pacific Foundation, the Puban Collection 

encompasses more than 45,000 ancient or rare Chinese books: 115 volumes from 

the Song and Yuan Dynasties (960-1368), 3,326 books from the Ming Dynasty 

(1368-1644), 9,865 books from the Ching Dynasty (1644-1820), and many more 

from the Modern period (1820-1912). Acquisition of such a treasure trove 

(unparalleled in North America) directly contributed to the birth of the Asian 

Collection.17)

The paramount item in the Japanese Collection is a series of maps dating from the 

Tokugawa period (1603-1867). The entire series was drawn with utmost precision by 

a single individual. They were acquired in 1964 and launched the collection. 

17) Eleanor Yuen袁家瑜, “Over One Hundred Years of Collecting: A History of East Asian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Building an Academic Library in the Heart of Pacific 

Canada: the case of the Asian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https://circle.ubc.ca/bitstream/handle/2429/12541/history%26development%20of%20UBC%2

0Asian%20Library.pdf?sequen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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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remarkable item in the Asian Library is the Chinese Times, a Chinese- 

language daily newspaper which was published in Vancouver from 1914 until 

1992. The Swann Collection comprises old (and as-yet uncatalogued) Chinese and 

Japanese books, scrolls, and paintings. There is also an electronic inventory, 

Historical Chinese Language Materials in British Columbia.18)

I introduced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beginning of this article. Besides it 

and the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 the Asian Library has collections of 

South Asian (India), Indonesian, Vietnamese, Tibetan, and Persian materials.

Over its 60 years, this library has collected more than 650,000 materials to 

become the largest Asian collection in Canada.

Located on the third floor of the Asian Centre, the Asian Library encompasses 

a total floor space of about 2,000 ㎡. It became an independent branch in 1982 

when materials were transferred to this location from the Main Library.

The first thing viewed upon entering the Asian Centre is the display cabinet in 

the lobby. The items on display (frequently refreshed) act as a beacon to draw 

people into the Asian Library. There is a circulation counter and a reference 

service desk at the library’s main entrance.

Reference materials are shelved on the main floor. One floor up are found the 

general books, reading areas, and carrels. These carrels are highly popular among 

students who are seeking a quiet place to study. One floor down from the main 

level is the periodicals section, wit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journals, as 

well as current newspapers. It is also the home of the South Asian, Indonesian, 

and Persian collections.

Like most libraries these days, the Asian Library suffers from a lack of shelving 

space. As a result, books must be kept in different locations. About 40,000 books 

reside in ASRS, 80,000 on campus, and another 100,000 off campus. The 

materials in ASRS are quite readily accessible, but those in other locations are not 

18) http://burton.library.ubc.ca/hclmbc/relat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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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o the same degree due to requirements for reservations and processing. (These 

items are also in far lesser demand.)

Due to its recent and rapid growth, the Korean Collection finds itself in an 

especially serious condition storage-wise. It has grown to two-and-a-half or even 

three times its former size on account of funding from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acquisition trips of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A full inventory will be taken 

in the near future, at which point the space issue is expected to be alleviated.

At the Asian Library, a Head Librarian, four language librarians (Korean, 

Chinese, Japanese, and Indic), three library assistants, and several student workers 

meet the needs of users for a variety of services. As required, the librarians assist 

faculty, graduate students, and visiting scholars with their research. Staff members 

keep abreast of innovations in academic communication tools and communication 

media and then guide visitors in their use. The librarians tailor their services to 

the needs of foreign users and do their best to cater to the requirements of 

professors from the Asian Studies Department.

When classes are in session, the Asian library is open to the public 9 am-8 pm 

Monday to Thursday, 9 am-5 pm on Fridays, 12 noon-5 pm on Saturdays, and closed 

Sundays. Intersession, the library is open weekdays 9 am-5 pm, and closed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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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us between Hallyu and Usage of Korean 

Studies Collection in the Philippines

Randolf D. Mariano

Coordinator for Library and Research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Ⅰ.Introduction

Fueled by the relentless hype from the South Korean cultural industry, the Korean 

Wave, also known as the Hallyu phenomenon, has been splashing the shores of not 

only Korea’s East Asian neighbors, but also those in Southeast Asia. In particular 

the Philippine Islands have been flooded with Korean dramas, K-pop music, and 

literature (Hicap, 2010). Through symposia and conferences, a significant number of 

studies on the socio-political and economic impact of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have been presented over the past years by Filipino scholars, especially those 

working in the social sciences. However, as a librarian and advoca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this researcher has perceived a dearth of knowledge and related 

studies connected to the role of libraries and collection in the emergence of the 

Hallyu phenomenon and the impact of the Hallyu phenomen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agencies particularly in the Philippines. Moreover, this topic has yet to 

be explored by Filipino scholar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In 

response, this research po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the collection of Korean Studies in the Philippines; and (2) What 

is the nexus between the Hallyu phenomenon and the usage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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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and librari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nlighten readers regarding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emergence of the Hallyu phenomenon, examine the status 

of Korean Studies collection in the Philippines and investigate the connection 

between Hallyu and the usage of Korean Studies collections. Lastly,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would like to present recommendations 

drawing upon the conclusions from this study.

In order to observe the impact of the Hallyu phenomenon in the utilization of 

Korean Studies collec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the diverse dimensions 

and factors that have shaped the Hallyu phenomenon. Therefore,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1) Overview of Philippines-Korea relations; (2) 

Overview of the Korean Wave and Hallyu in the Philippines; (3) Background on 

the state of Korean Studies, particularl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collections and libraries in the Philippines; and 

lastly, (4) The nexus of Hallyu and Korean Studies collections and libraries

Ⅱ. Hally in Philippine

1. Philippine and Korean Relations

[Picture 1] Yuldong Wreath 
Laying Ceremony, 2012 

[Picture 2] The 10th Battalion Combat Team parades at 
Luneta prior to its deployment t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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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can be traced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49. On June 25, 1950, shortly after the 

Philippines and the Republic of Korea first established a diplomatic relationship, 

the Korean War was initiated by an attack from North Korea upon the South. The 

Philippines was the first Asian country to come to the assistance of their South 

Korean neighbors by dispatching the 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s to Korea 

(PEFTOK)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United Nations. Upon the outbreak of the 

three-year war, the Philippines mobilized five battalion-size units over the period 

of 1950 to 1953, with a total of 7,420 Filipino soldiers fighting side-by-side with 

other UN troops throughout the Korean War (Philippine Embassy Korea, 2013). 

Among these thousands of Filipino soldiers and war correspondents were Fidel V. 

Ramos, who was later elected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and Benigno Simeon 

Aquino, Jr., a correspondent for the Manila Times and a prominent opposition 

leader during the Philippine dictatorship period and later a Philippine Senator. The 

gallant sacrifices by the Filipino people dispatched to Korea served as an 

instrument for safeguarding democracy and the freedom of the Korean people and 

established a firm groundwork for diplomatic ties and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n Cultural Center, 2013).

At present, this partnership and the diplomatic interchang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is manifest in the sustainable economic relations pursued through 

progressive policies and activities in both countries. In fact, Korea is the 

Philippines’ third-largest source of foreign investment and fifth-largest trading 

partner. (ASEAN-Korea Centre, 2011) Recently, the Department of Tourism in the 

Philippines announced that South Koreans ranked as the top tourist arrivals in the 

country with over one million visitors coming from South Korea. In addition, 

approximately 100,000 Koreans currently reside in the Philippines. On the other 

hand, over 50,000 Filipinos are now living in South Korea. The 64 years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Philippines and Korea have spawned a grea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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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ignificance in the improvement of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the 

Philippines and Korea. The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personal ties between 

the Philippines and Korea not only continue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but also through cultural exchanges. One prominent example 

of the cultural relations between the Philippines and Korea is the emergence of 

the contemporary Korean movement called “Hallyu” or the Korean Wave. 

2. Korean Wave or the Hallyu Phenomenon

2.1 Overview of the Korean Wave or the Hallyu Phenomenon

The term “Hallyu” (한류) or “Korean Wave” was originally coined by the 

Chinese press to refer to the explosive popularity in the country of Korean 

entertainment products such as films, TV programs, music and fashion (KOCIS, 

2011a:11).  The esteem for Korean pop culture, which is at the root of the 

Korean Wave, is a primary contributor to the expansion of the cultural industry. 

The Korean Wave refers to “a surge in the international visibility of Korean 

culture,” mainly K-dramas (and film) and K-pop, “beginning in East Asia and 

continuing more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Latin America, the Middle East, 

and parts of Europe” (Ravina, 2009, p.1). The Korean Wave, especially the music 

and broadcasting industries, has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cultural 

industry into the ninth largest market in the world. 

In the late 1990s,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in China began as a response 

to the popularity of K-dramas such as ‘What is Love All About?’ and ‘A Wish 

upon a Star’ (KOCIS, 2011b). K-dramas established a beachhead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Japan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Hong Kong, 

Taiwan, Singapore, Vietnam,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Shim, 2006). 

Surprising many, the Korean drama ‘Winter Sonata’ attracted enormous popularity 

a few years later in Japan (Yang, 2012). ‘Winter Sonata’ recorded extraordinari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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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s in the viewing polls in 2004 and brought the drama’s actors and actresses to 

stardom in Japan (KOCIS, 2011a). Beyond East and Southeast Asia, the drama ‘A 

Jewel in the Palace’ gained significant popularity from other regions, such as the 

Middle East, Europe and Latin America, and has been broadcast in 87 countries 

around the world (KOCIS, 2011b).

More recently, since 2010 Korean pop music (K-pop) has taken the leading role 

from K-dramas to spark a resurgence m K-dramas to spar. K-pop remains in the 

van of this new Korean Wave and is spreading more widely beyond Asia into 

other regions (KOCIS, 2011b). Female groups like Girls’ Generation and 2NE1 ha 

and ached top positions in the Oricon Single Charts with songs such as ‘Gee’ in 

Japan (KOCIS, 2011c). The emergence m Kmale groups such as DBSK, 2PM and 

Super Junis thave attracted popularity not only in Asia, but in the Wean rn 

Hemisphere as well. The hypas ositioes with  roleise m Knew groups. Recently, 

‘Gangnam Style,’ and lease from -dram-pop rapper ‘PSY,’ has swept the world to 

become m ficr Junirecognized asis thaoan-viewed YouTube video m Kall timand 

xceeding 1 billion views. It charted among s thtop songs in more than 30 

countries (Duell, 2013), including s thBritish singles chart and the Billboard Hot 

100Single Charts with ss (Park, 2012).

2.2 Korean Wave in the Philippines

The Korean Wave first splashed the Philippine Islands through Korean dramas 

or so-called “Koreanovelas,” which emerged as a phenomenon in early 2000. 

Afterwards, K-pop fueled a second major wave in the Philippines in late 2008 

through album launches and concerts. In late 2009, the Korean Wave became 

popular not only through Korean dramas and K-pop, but also through Korean 

online games, cosplay conventions, and Korean food festivals. 

In the early 2000s, the Korean Wave began to expand in the Philippines, a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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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later than in other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Kwon, 2006). Over 

the last decade, a great number of South Korean television dramas have been 

broadcast in prime time. Both GMA and ABS-CBN have been competing in the 

promotion of Korean dramas, which suggests a considerable potential for pulling 

viewing rates even higher, and often schedule them for prime viewing slots 

(KOCIS, 2011a). Since broadcasting networks commonly show their most 

competitive programs during these peak hours, the appearance of K-dramas during 

this coveted period significantly demonstrates their popularity within the country. 

For example, South Korean TV serials shown during prime time include ‘Autumn 

in My Heart’ (GMA, 2003), ‘Stairway to Heaven’ (GMA, 2005), ‘My Girl’ 

(ABS-CBN, 2006), ‘Ju Mong’ (GMA, 2006-2007), ‘Three Dads and One 

Mommy’ (ABS-CBN, 2008), ‘Boys Over Flowers’ (ABS-CBN, 2009), ‘East of 

Eden’ (GMA, 2010), ‘Dream High’ (ABS-CBN, 2011) and ‘Moon Embracing the 

Sun’ (GMA, 2012), among others.

The remaking of K-dramas into Filipino versions has emerged as a new trend 

in the Philippines. Some of the more popular remakes of K-dramas among local 

audiences are ‘Green Rose’ (remade by ABS-CBN), ‘My Girl’ (remade by 

ABS-CBN in 2008), ‘Ako si Kim Samsoon’ (remade by GMA in 2008), ‘Lovers 

in Paris’ (remade by ABS-CBN in 2009), ‘Only You’ (remade by ABS-CBN in 

2009), ‘All about Eve’ (remade by GMA in 2009), and ‘Coffee Prince’ remade by 

ABS-CBN in 2012, among others. In addition, the Philippines have welcomed 

several Korean TV stars, proving the Korean drama industry’s awareness of its 

popularity in the country. Lee Dong-Gun, an actor in the Korean drama ‘Sweet 

18’, visited Manila in 2005 (Reyna, 2005). Kwon Sang-Woo, who starred in the 

drama ‘Stairway to Heaven,’ arrived in Manila in 2007 to promote the Korean 

cosmetics retailer ‘The Face Shop’ (Pastor, 2007). Kim Bum, a TV actor in the 

Korean drama ‘Boys over Flowers’ stopped by the city in 2009 (Siazon, 2009). 

Kim Hyun-Jung, an actor in ‘Boys over Flowers’ toured Manila in 2011 an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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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o who had also starred ‘Boys over Flowers’ visited the Philippines in 2012 

to endorse the Philippine clothing brand ‘Bench’ (Hicap, 2012b).

K-pop was indirectly introduced to Filipinos via the background music in 

Koreanovelas (known as ‘OST’ or original soundtrack) (Alanzalon, 2011). Filipino 

audiences showed a positive reception to Korean music as some drama background 

music was converted into Filipino versions. For example, when the K-Drama 

‘Autumn in My Heart’ was aired in 2003, a Filipino version was made of one of 

the Korean songs, ‘Reason.’ In 2004, a Korean drama ‘Full House’ featuring the 

K-pop singer Rain gained popularity, allowing the protagonist to achieve fame as 

both an actor and popular singer (Hicap, 2010b). Next, in 2008, Evan from the 

K-pop idol group ‘Click B’ came to Manila (Arirang Town PH). By 2009, 

Korean music had become known to Filipinos not only by means of K-dramas, 

but also through albums and concerts.

The year 2009 saw a surge in K-pop in the Philippines. That year, a girl group 

‘2NE1’ was formed that included Sandara Park, a Korean actress and idol 

formerly involved in the Philippine entertainment industry. Park had been 

contracted to ABS-CBN’s talent management firm, Star Magic, after taking second 

place in the reality talent search ‘Star Circle Quest’ in 2004 (Ramos, 2012). After 

building nation-wide popularity in the Philippines, she returned to Korea and 

joined the girl group ‘2NE1’ (Ramos, 2012). The popularity of Sandara Park, 

which had been established as early as 2004, allowed 2NE1 to easily earn 

awareness and popularity in the Philippines.

Also in 2009, K-pop was first shown in the form of music videos on the MYX 

Music Channel in the Philippines (Alanzalon, 2011). ‘Nobody’, a K-pop song from 

the Korean girl group ‘Wonder Girls,’ was a sensation on local radio airwaves, as 

well as in online and off-line media and on television (Jojo, 2010). In addition, 

according to Universal Records, the album ‘Sorry, Sorry’ from the K-pop idol 

group ‘Super Junior’ was the top-selling album on the Music One Album Chart 



130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o. 9 (June 2013)

three days after its release in September of that year and became the best seller in 

Odyssey Records stores in the same month in 2009 (Hicap, 2010a). As the first 

K-POP album to gain gold record status in the Philippines, ‘Sorry, Sorry’ sold 

7,500 copies in three months starting in September 2009 (Hicap, 2010a). 

In response to the skyrocketing popularity of K-pop, a range of idol groups and 

singers made the voyage to the Philippines. They visited the islands in order to 

promote their respective albums or perform concerts in-country. In 2010, SHINee, 

4minute, FT Island, Super Junior, U-kiss, Beast, Kim Hyun-joong and Rain all 

toured the Philippines (Alanzalon, 2011). Jay Park, a Korean singer, came to the 

country in 2011 (Hicap, 2011), and the boy-band Boy Friend dropped by Manila 

in 2012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Recently, two major K-pop 

concerts were held in Manila. ‘Big Bang,’ a K-pop group, had its first concert in 

the country (Garcia, 2012) and Filipinos also witnessed the YouTube sensation and 

Korean pop superstar Psy performing at the Mall of Asia Arena. 

The popularity of K-pop has extended into active social outlets such as 

magazines and fan clubs. Sparkling Magazine is the first lifestyle magazine in the 

Philippines focusing upon K-pop (Summit Media). The magazine contains photos, 

stories and updated information about Korea and K-pop stars. As K-pop has 

gained popularity in the Philippines, a range of K-pop fan clubs have been 

established. Each fan club generally enthusiastically supports one particular K-POP 

group and promotes diverse activities among themselves. In order to draw together 

the plethora of fan clubs, various Filipino K-Pop fan clubs and organizations have 

come together to establish the Philippine K-pop Committee (Alanzalon, 2011). The 

Committee has regularly hosted the Philippine K-pop Convention, a venue 

showcasing various K-pop-related activities such as a Korean street fashion show 

and K-pop costume play, among other activities (YTN, 2010). As a social 

network, K-pop fans identify themselves as a group sharing the same interests, 

interact with one another and exchange updated information and opinion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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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K-pop among themselves (Alanzalon, 2011). 

While the Korean Wave has been booming in the Philippin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promoted it through the Korean Embassy, Korean Cultural 

Center and Korea Copyright Commission. The Korean Embassy has the longest 

tenure in the Philippines, established in 1949, and has hosted a number of Korean 

culture promotion events. Meanwhile, since 2011 the Korean Cultural Center has 

been operated in the Philippine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and with guidance from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hilippines as a venue to make Korean culture mor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Filipinos and to foster greater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n Cultural Center, 2013).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has 

operated in the Philippines under the MCST since 2012 with a mission to monitor 

and minimize copyright violations in the country.

Ⅲ. Korean Studies and Korean Collections in the Philippines

The popularity of Korea’s entertainment industry, or the so-called Korean Wave 

or Hallyu phenomenon, particularly the rise of interest in Korean dramas and 

movies and K-pop music has paved the way for profound interest by Filipinos 

(especially young people) in learning more about Korea through studying the 

Korean language and immersing themselves in works on Korean culture and 

society. Thus, in order to ascertain the impact of the Korean Wave on Korean 

Studies and Korean collection in the Philippines, this research will describe the 

current status of selected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in the Philippines that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nd collection in 

the Philippines namely: (1)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2) The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3) Ateneo de Manila University (4)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sia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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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Picture 3] Korean Cultural Center building 
a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Philippines

   
[Picture 4] 2012 1st Term class orientation 

picture

The Korean Cultural Center (KCC) in the Philippines, established in July 2011, 

is the 20th cultural center sponsor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operat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The KCC aims toted iste and widen the understanding and apednisttion of Korean 

culture CC aims a variety of diverse programs, classes, projects, and events and 

foster increased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The KCC provides an interactive space for Filipinos who wish to learn more about 

Korea beyond simply K-pop and kimchi. It features a central exhibition area 

showcasing cultural exchanges through works by Korean and Filipino artists. The 

center supports a multi-purpose area dubbed “Hallyu Hall” where traditional and 

K-pop dance and taekwondo classes are held, as well as special events such as film 

screenings, talks and special performances. The KCC classroom, inspired by unique 

Korea cultural elements, is where language and culture-related classes are taught, 

such as playing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paper-craft making and cooking. The 

center also takes pride in its specialized library hosting more than 3,000 works in 

various media including Korean literature, language, film and TV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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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CC Library

[picture 5] KCC Library Facilities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KCC) Library is a specialized 

reference library that serves as a resource hub for Korea-related information in the 

Philippines. It parallels the aims of the KCC of deepening Filipino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beyond the Korean Wave. The library has a mandate to provide 

access to both physical and online databases of Korea-related materials to the 

Filipino people. The physical library is open from Mondays to Fridays 8:30 AM - 

5:30 PM and Saturdays 10:00 AM - 4:00 PM. The online databases such as the 

e-books is available at the KCC website without restriction (www.koreanculture.ph 

> Library > E-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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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ibrary Collection

As of February 2013, the library holds a total of 3,927 titles spanning the areas 

of social sciences, history, literature, language, culture and the arts. The printed 

collection, including books, journals and magazines, includes a total of 3,123 titles 

among which 50% (1,572 titles) is written in Korean and 49% (1,551 titles) is in 

English. The multimedia section, composed of K-pop CDs and Korean movies 

and TV drama DVDs, has a total of 804 titles including an English-subtitled 

collection.  

<Table 1> Total Collection of KCC Library

Type Number of Titles/Items

Book 2,296

Non-Book
Periodicals 36 titles (827 items)

Multimedia 804 items

TOTAL 3,927

<Table 2> KCC Library printed materials by subject and language

Subject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Number of Titles / 
Proportion

Languages

000 General (included the periodicals) 827 25%

Titles written in Korean

- 1572 (50%)

Titles written in English

- 1551 (49%)

100 Philosophy 50 2%

200 Religion 33 1%

300 Social Sciences 335 11%

400 Natural Sciences 83 3%

500 Technology and Engineering 116 4%

600 Arts 435 14%

700 Languages 332 11%

800 Literature 474 15%

900 History 438 14%

TOTAL 3,1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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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CC Library multimedia materials by format

Format Type Number of Titles

DVD

Movies 376

TV Drama 54

Information Materials 63

CD K-pop and other musical genres 311

TOTAL 804

② Library Services

This section will discuss various services offered by the KCC Library as it 

pursues its goal of promoting Korean culture in the Philippines.

a. Borrowing Services 

On February 14, 2012, the library instituted lending services of printed materials 

to users. Two membership options were introduced to users: (1) Annual library 

memberships entitle holders to borrow two books at a time over a seven-day loan 

period and are valid for one year; (2) Students currently enrolled in KCC classes 

are allowed to borrow one book at a time over a seven-day loan period for free, 

and may do so during each three-month class term enrolled. All members are 

required to deposit a predetermined sum of money as an assurance of the return 

and condition of materials. 

 

b. Film Viewing and Listening Facilities 

Film viewing or use of other multimedia materials is one of the essential services 

provided by the library, given Filipino’s recent interest in TV dramas, K-pop music, 

and Korean movies. In the Philippines, while K-pop is common on local music and 

radio channels, opportunities to watch Korean films are sporadic since they are 

unavailable in local cinemas. The only way to watch Korean film and TV dramas 

is to participate in annual Korean Film Festivals and watch preselected Korea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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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as on local channels. Thus, the KCC library serves as a bridge to allow users 

access to their favorite Korean artists, TV dramas and movies. 

  

c. In-house Online System 

The KCC Library is using an open source integrated library management system 

created under a GNU (General Public License, known as “OpenBiblio”). Due to 

budgetary constraints, purchasing an expensive integrated library system is optional. 

The OpenBiblio software features a cataloging and circulation interface and can 

generate library reports. However, the system does not include Korean language 

support. Thus, some library collections written in Korean need to first be 

Romanized in order to be read by the system. Another system in use is the KCC 

Contents Bank, a system run by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CIS).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update the following reports: (1) 

Overall size of collection by country (e.g. KCC Philippines); (2) Library visitors 

per day; (3) Requests for resource materials published by MCST; (4) Requests for 

new books and DVDs from the central location.

d. Current Awareness Services 

Current awareness service is the ideal tool for alerting library members and the 

greater public of the wide range of library services the KCC has to offer.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play a considerable role in the promotion of the Korean 

collection to the public. The KCC Library utilizes a KCCPH Facebook page and a 

Twitter account to promote books and DVDs related to Korean culture. It features 

its “E-resource for the week” wherein the library uploads and links selected 

Korean culture-related materials such as blogs, articles, news and books published 

by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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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CC maintains a library program called “KCC Library Connect”, the official 

information dissemination service of the library. KCC Library Connect serves as a 

window to the latest Korean cultural information, including the most recent library 

acquisitions, books and movie reviews and subject guides regarding Korea. This 

e-newsletter-type material is automatically shared with all KCC library members, 

and the public may download a copy from the website for free. The library has 

already released five issues as of April 2013. The newsletter theme parallels new 

and upcoming events and programs of the KCC

 

[Picture 6] KCC Library Connect Issue 2, August 2012 and Issue 5,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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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Korean Culture Caravan

   

   

[Picture 7] Photographs from the Korean Culture Caravan at the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Lyceum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nd Ateneo de Manila University

The Korean Culture Caravan aims at promoting authentic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rough book and DVD exhibits and giveaways of informational materials, 

photo exhibits, seminars on Korean culture and society, and special classes such as 

Korean Traditional Painting and Korean Traditional Dance. This project has helped 

KCC to introduce authentic Korean culture to students studying Korean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in universities.  

The KCC Library launched its first caravan at Ateneo’s Chuseok Festival under 

the theme “A Feel of Han Style”. During the three-day festival, KCC introduced 

the five selected Han Style elements, namely: Hanbok (Korean Traditional Dress), 

Hanok (Korean traditional houses), Hangeul (Korean language), Hanguk Eumak 

(Korean traditional music, Hansik (Korean cuisine) and Hanji (Korean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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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Following the success of the first caravan, KCC introduced a new theme 

“21 Icons of Korean Culture” through the same activities at universities, namely 

Lyceum of the Philippines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The 

Korean Culture Caravan is set to visit between two to four universities and 

schools within Metro Manila in order to promote not just contemporary culture 

such as K-pop and dramas, but also to showcase traditional elements.

f. Library Exchange Arrangements 

Every month the KCC receives a range of library materials from Korean 

government institutions (e.g.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In order 

to further promote Korean culture through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he 

KCC Library shares Korea-related information by donating books, DVDs and 

brochures to the following 20 recipient library institutions: (1) The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2) The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CCP) 

Library (3)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 Library 

(4) The 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CFO) Library (5) The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POEA) Library (6) The Philippine Social 

Science Council (PSSC) Library (7)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UP) 

Library (8) The University of Santo Tomas (UST) Library (9) The De La Salle 

University (DLSU) Library (10) Th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ADMU) 

Library (11) The Far Eastern University (FEU) Library (12) The Centro Escolar 

University (CEU) Library (12) The Philippine Normal University (PNU) Library 

(13) The Philippine Normal University (PNU) Library (14) The University of the 

East (UE) Library (15) The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UAP) Library (16) 

The 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 (SEAMEO) Resource 

Center (17) The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TESDA) 

(18) The PEFTOK Korean War Library & Museum (19)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Library (20) The National Museum of the Philippines (21)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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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nos (Korean-Filipino) Children’s Association. The KCC Library is looking 

forward to additional exchange arrangements with public libraries and universities 

outside of Metro Manila.

g. KCC Library Study Tour

   

   

[Picture 8] Images from the storytelling program

The KCC Library has conducted a number of study tours to schools and 

universities. The purpose of the tours to is to explain the diverse Korean 

collection held by the KCC Library and introduce literature, particularly short 

stories and fables, in an effort to promote Korean culture through literature.

③ Library Users

The KCC Library serves an average of 25-30 visitors on weekdays and 35-40 

visitors on weekends. Up to 60-80 visitors may arrive for events such as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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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cert screenings, exhibit inaugurations, special cultural workshops and study 

tours. The library also hosts a number of visitors during KCC language and 

culture class orientations and examination weeks. Typical visitors include KCC 

language and culture students, university students from within the Taguig, Makati, 

Ortigas and Quezon City area and Koreans living in Metro Manila, particularly 

children and spouses of Korean diplomats and businesspeople. 

For the year 2012 and the first quarter of 2013, the library served 3,790 

Filipino and Korean visitors; a total of 367 applications were received for KCC 

Library Membership; a total of 743 books and journals were borrowed by KCC 

library members while 6,438 visited the E-resources and Library Connect via the 

KCC website.  

Korean language and Korean Wave related books and magazines have garnered 

the highest frequency of library circulation in terms of both borrowing services 

and reference queries. The least frequently borrowed materials by students are in 

the areas of politics, business and literature. For the multimedia materials, visitors 

are more interested in K-pop albums and concert DVDs, while Korean movies 

and TV dramas receive the least interest.  

<Table 4> Frequency of Library Visit and Borrowing of Books at the KCC Library

Frequency of Library Visit and Borrowing of Books 2012
2013 

(1st Quarter)

No. of Library Visitors 3,203 587

No. of Library Members 210 157

No. of Books Borrowed 545 198

No. of Visitors to the Library E-Resources and Library Connect 6,112 326



142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o. 9 (June 2013)

2.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Picture 9]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The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located at the heart of Manila in the 

Rizal Park Complex is the official librar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Established 1901, the premier goal of the national library is to preserve and make 

available the cultural heritage, intellectual, literary and other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country and to further advance people’s intellectual growth, citizenship 

building, life-long learning and enlightenment by creating a “Filipiniana Division”.

The mandate of the Filipiniana Division is to acquire, preserve and provide 

efficient access to Philippine-related materials such as reference books, theses and 

dissertations, serials, photographs, maps, government publications and rare books 

and manuscripts to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throughout the country, 

and overseas as well. Some of the notable national treasures include the original 

works of Jose Rizal namely: (1) Noliela Tangere, (2) El Filibusterismo (3) 

MieUltimo Adios, all of which are housed in the Filipiniana Division of the 

National Library.

With the aim of the full intellectual development of the Filipino peop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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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ibrary not only acquires Philippine-related materials, but also foreign 

collections. Some of the notable collections are from the historical colonial period 

of the Philippines, particularly the Spanish collection and American collection. 

However, the promulgation of Asian consciousness in the country during the late 

1970s paved the way for the acquisition of Asian collections, particularly from 

Southeast Asia or the so-called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untries, West Asian or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Northeast Asia or the East 

Asian countries. Thus, the Asia Division of the National Library was established 

as part of the efforts toward advancing the cultural awareness of Filipinos 

regarding their Asian neighbors.

2.1 Korean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The Korean Collection falls under the Asia Division, located in the 2nd floor 

left wing of the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The Korean collection enjoys 

a separate space alongside collections from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Iran. The total size of the Korean collection is around 7,500 volumes, 

including books, journals and multimedia materials. Most of the Korea-related 

materials were donated by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3) The Korea Publisher’s Association; 

and (4)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The most common subjects 

for the Korean collection focus particularly on Korean culture, fact books and 

travel books and brochures about Korean culture and tourism, basic Korean 

language books, Korean cooking books, and traditional Korean art and dance, as 

well as DVD and CDs on Korean tourist attractions, cultural heritage sites and 

cooking guides. The Korean collection is open to the public from Monday to 

Friday 8:00 AM - 5: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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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ibrary Partnership and Activities

The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has established a firm partnership with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Library. The NLP received the Window on Korea 

program from NASKS aimed at promoting Korean culture to the Filipino people 

through books and reference sources. The NLP also benefitted from library training 

and workshops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rough the Culture Partnership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2,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Korea Publisher’s Association took part in respective 

library visits to the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to discuss strengthening 

library network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Korea.

[Picture 10] NLK Digital Library Director and staff visit in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August 28, 2013

Source: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Picture 11] Librarians in the World of Copyright Forum
Source: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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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NLP, in cooperation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nd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launched a forum on “Librarians in the 

World of Copyright” held last March 11, 2013 at the NLP Auditorium. The forum 

aimed at encouraging public and government librarians to learn more about 

Korea’s copyright practices in libraries, particularly in terms of providing access to 

Korean books and Korean Wave or contemporary cultural library materials as well, 

such as K-pop albums. The forum was attended by professional librarians and 

para-professional staff serving in public libraries in Metro Manila. 

3. Ateneo de Manila University

Th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ADMU) is a private research university 

established in the Philippines in 1859 by the Society of Jesus or “Jesuits”. ADMU 

offers programs at the elementary, secondary,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ies 

level. The undergraduate level features a wide array of academic offerings including 

the Arts, Humanities, Law, Social Science, Philosophy, Theology, Medicine and 

Public Health, Biology, Chemistry, Physics,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ing, Environmental Science and Government. 

ADMU is known for its humanities and liberal arts tradition that reflect its 

engagement in social outreach and development. 

[Picture 12] 
The Church of Gesu, 
Ateneo de Manil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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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Ateneo de Manila University

① Ateneo Center for Asian Studies, School of Social Sciences

The Ateneo Center for Asian Studies (ACAS) is a University-based research 

center that aims to promote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 Asian Studies through 

seminars, workshops and extramural language classes. ACAS pioneer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eaching of the Korean language alongside the other East 

Asian languages offered at Ateneo. ACAS first offered Korean language classes in 

November 2008. A 30-hour introductory Korean certificate was opened to both 

Ateneo and non-Ateneo students with a total of 135 students enrolling in the 

Korean 1 class and 19 students in Korean 2 from 2008-2012. This non-degree 

extramural class caters to businesspeople, teachers, lawyers and other professionals 

who either have Korean employees or who work with Korean clients. Since this 

program is a non-degree Korean language class, the course cannot be credited as 

an elective by Ateneo students for their respective courses. As a result of the 

clear demand, it paved the way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Department of Modern Languages, School of Humanities.

② Department of Modern Languages, School of Humanities

The Modern Languages Department, formerly, the Department of Spanish has 

become the new hom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Ateneo’s regular students. 

A Korean language program was added to the official roster of foreign languages 

in response to profound interest by students in learning Korean. Moreover, the 

increasing exposure of the Ateneo community to Korean people and culture helped 

to establish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s a regular elective class at Ateneo de 

Manila University. ModLang started to offer a 3-unit course in the second 

semester of the 2010-2011 school year with 19 students enrolled, eventually 

swelling to 35 students by the second semester of the following year due to 

increased demand from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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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Window on Korea Program

   

   

[Picture 13] Launch of the Window on Korea Collection at Ateneo de Manila University

Sourc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The establishment of the Window on Korea collection, a library donation program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o Ateneo de Manila University, marked a promising 

period of partnership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Philippines and Korea 

through books and libraries. Geared towards promoting and build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 within the Ateneo academic community, it was successfully 

launched on August 29, 2012. This project helped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Ateneo Center for Asian Studies and the Department of Modern Languages. 

The NLK Window on Korea includes brand-new reference and academic books 

and DVDs, all in English, spanning the areas of social sciences, cultur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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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The NLK donated 879 Korea-related books and 965 multimedia materials to 

reach a total of 1,844 books and DVDs on Korean culture and society. Over the 

multi-year partnership, Ateneo will continuously receive materials averaging around 

200-250 books per year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3.3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Program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aimed at training professional librarians direct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Korean Studies collections. The six-month program 

offers language classes and library workshops to students, was well as excursions 

and field trip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and society. In 2012, in parallel with 

the project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s Window on Korea program, one 

librarian from th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undertaking six months of training that will greatly assist in 

the process of managing the Korean collection. In 2012, Mr. Janny Surmieda, a 

cataloger and indexer, was dispatched to Korea to undergo said training. 

4.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UPD)

[Picture 14] Quezon Hall (Administration Building),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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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is the premier national university and public 

research university in the Philippines, founded in 1908 through Act. No. 1870 of 

the First Legislature, known as the “University Act”. UP offers advanced 

instruction in the fields of literature, philosophy, the sciences and the arts. UP 

Diliman, located at Quezon City, is the flagship campus for the administration. UP 

Diliman is composed of 26 colleges, schools and institutes and is known as the 

site of the country’s National Science Complex, Liberal Arts and Asian and 

Philippine Studies.

4.1 UP Asian Center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sian Center, formerly the Institute of Asian 

Studies, was established in 1955. The mandate of the center is to conduct research 

to support the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studies in Asia,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geo-cultural regions of Asia namely: East Asia, Southeast Asia, South Asia 

and West Asia. The Institute became the Asian Center in 1968 through Republic 

Act (R.A.) 5334, making it a degree-granting institution. From 1973-1979, the 

center was briefly absorbed by the Philippine Center for Advanced Studies, but 

was eventually restored as the Asian Center.

The Korean Studies program began in the mid-1990s when students who were 

majoring in their chosen field began to request Korea as their country 

specialization. The courses on Korea in the Asian Studies Program (ASP) at the 

Asian Center la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ast Asian regional area of study. 

These courses are problem-oriented and take a culture-based contemporary 

approach. Courses on Korea required of East Asia majors specializing in Korea 

are the following: (1) AS 231 E - Modern Korea (2) AS 231 F - Contemporary 

Korea (3) AS 238 Korean Politics (4) AS 230 Seminar on East Asia (5) AS 232 

Readings on East Asia I (6) AS 233 Readings on East Asia. There were 104 

enrollees for the ASP Korea Studies courses from 2000-2012. For th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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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ves,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serves as the key agency of providing 

credit-based or regular language classes and extramural or non-credit courses to 

Asian Center students.

 

4.2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the UP Asian Center

The UP Asian Center Library serves as an intermediary between students, 

researchers and professors for their respective information needs related to Asia. 

The AC Library’s holdings are arranged by geo-cultural regions and by country. 

The AC Library holds more than 40,000 volumes, spanning the areas of politics, 

economics, cultural development and historical events in Asia.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of the AC Library features 850 titles written in both Korean and 

English. Most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is made up of reference books on 

Korean economics and politics and Korean culture and language donated by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Ramon Magsaysay Foundation (2) Asian Development 

Bank (3) Korea Foundation (4)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5)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4.3 KCC-UP Asian Center Cultural Partnership

Earlier this year,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in coordination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Manila Office, crafted a memorandum of 

agreement to organize and conduct a series of cultural activities for 2013. One of 

the cultural activities lined up for this year is the Korean Culture Caravan, which 

aims at promoting and introducing authentic Korean culture to students by going 

beyond K-pop and K-dramas. The projected schedule of the activity is to take up 

the full month of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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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Nexus between the Korean Wave and 

Korean Studies Collections

1. Cultural proximity

Cultural proximity is one of the main factors contributing to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Due to similarities between their and Korean culture, people in 

neighboring Asian countries find Korean products more acceptable and more 

comprehensible than Western cultural efforts. According to Kwon (2006), the 

cultural proximity argument is not limited to Chinese and Confucian culture in 

East Asia such as China, Japan and Taiwan. It also applies to Filipino viewers 

who share different but similar cultural values with other Asian countries, although 

Filipinos have not been direct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Moreover, his 

research finds that cultural closeness results in people having greater interest in 

watching Korean dramas that show common Asian culture. Cultural closeness 

usually lies in the communitarian aspects of the culture, such as respect for elders 

and extended family. Kwon (2006) notes that discovery of cultural closeness 

makes Filipino audiences feel more related and sympathetic to Korean culture, and 

increases interest in Korean dramas. Alanzalon also agrees that cultural factors in 

music and videos contribute to popularity of K-pop in the Philippines. Meanwhile, 

the cultural proximity and profound interest of Filipinos in visiting Korean Studies 

libraries has been recently on the increase. Numerous visitors, particularly to the 

KCC Library, are expressing a great demand for film and concert DVD viewing. 

In addition, a tremendous number of Filipino students are borrowing Korea-related 

materials from libraries in order to better comprehend and understand Korean 

culture in connection with their favorite K-pop music albums, Korean dramas, and 

preferred cultural activities such as cooking and the arts. Furthermore, the impact 

of the Korean Wave on their interest in studying Korean language and selecting 

Korean Studies as coursework in their respective universities should b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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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gital Technology

While librar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issemin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identity of a country, the Korean Wave is can be considered a facet 

of Korea’s cultural development that needs to be preserved and disseminated to 

the public for access through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Jung (2009) argues 

that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has been facilitated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streaming and the Internet 

have provided foreign audiences with greater exposure to Korean pop culture. 

Peopl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can easily experience K-pop through 

advanced digital technology. In the globalized economy, digital technological 

development makes cultural exchange more frequent, to the extent that the Korean 

pop culture can be blended into any global trend in entertainment products. Thus, 

the efforts of Korean Studies libraries to market and promote collections related to 

the Korean Wave have become prevalent. In fact, the KCC Library and the Ateneo 

Initiative for Korean Studies Facebook page, Youtube streaming and Twitter 

accounts were all created in order to further promote not only their Korean 

Wave-related collections, but also more traditional areas. Moreover, in the case of 

the KCC Library and Window on Korea Program of the ADMU Library, they 

have produced numerous current-awareness services such as the KCC Library 

Connect and Electronic Reference services using the World Wide Web to promote 

their respective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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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existence of Korean Studies collections has assisted in the promotion of 

enhancing Filipinos’ understanding of not only the Korean Wave, but also of the 

authentic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and libraries 

aforementioned in this study have established the grounds of being focal 

intermediaries between available Korea-related resources and Filipino people who 

enjoy an interest in the Korean Wave. Therefore, this researcher would like to 

recommend the following: (1) Creation of information literary programs at Korean 

Studies libraries in order to not simply serve surging numbers of visitors based on 

an interest in the Korean Wave, but to maintain a sustainable volume of visitors 

and heighten the interest of library users beyond the Korean Wave in order enhance 

their interest in Korea’s traditional culture. (2) Cultural sensitivity is important 

whenever Korean culture is promoted and marketed overseas. Understanding 

Philippine culture and etiquette may help in increasing the cultural appreciation of 

the Filipino people towards Korean Studies collections and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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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SLIB NEWS

National Library of Korea Opens Resource Corner of 

its Brother Nation, Turkey 

On April 8, opening ceremony will be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indow on Turkey, a dedicated resource corner for the Turkish materials, will be 

open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With a help of the National Library of 

Turkey (NLT) and the Embassy of Turkey in Seoul, the opening ceremony will start at 

3 pm on Monday April 8th at the Government Publications room in the NLK (3rd Floor 

of the main building). 

The two national libraries started discussing opening Window on Turkey in the NLK 

based up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January of 2010 when the NLK opened its 

Window on Korea at its Turkish counterparts. The NLT donated Turkey-related 

materials in total 1,168 items, including 1,000 books and 168 DVDs and CDs. 

The opening ceremony is scheduled to be held with more than 30 guests in 

attendance, including Turkish Ambassador, Mr. Mustafa Naci Saribas, President, Mr. 

Zekeriya Batmazoglu of the NLT, and Chief Executive, Mr. Jang Sup Shim of the NLK. 

Opening the Window on Turkey is expected to offer opportunities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and promot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Moreover, it 

will be the Turkish resource corner that will lay the foundation for the two libraries’ 

continuous mutual exchang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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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K Supports Public Libraries to improve Reading 

Environmen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Upgrading Reading Environments for the Disabled 

As April is National Disability Awareness Mon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is 

launching and expanding various projects to make better reading environments of 

public libraries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Projects to support public libraries with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This year the NLK aids 20 libraries, including Jangseong Public Library in 

Jeollanam-do in purchasing accessibility equipment as part of ‘2013 Project to Support 

Public Libraries with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This project will fund these 

selected 20 libraries about 210 million won in total at the expense of the government. 

The NLK expects that those funded public libraries will get supplies and equipment so 

that they can better respond to and meet the special needs of each and every 

person with disabilities; and that will lay a foundation for creating advanced library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2009, the NLK opened an inform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to conduct a 

government-funded pilot project of setting up a dedicated space equipped with 

various types of accessibility equipment for those with special needs. In this project 

the NLK had already supported 52 public libraries across the country for the past five 

years. 

Beneficiaries of free postal loan service are expanded 

From this month the NLK expands beneficiaries of free postal loan service for the 

disabled, called ‘Chaeknarae Service (책나래서비스)’. 

Currently eligible people for the service have disability grade 1 or 2 in visual disability 

or hearing disability or physical disability, and now this will be open to anyone with 

visual disability in grade 1 through 6, and those who have disability grade 1 through 3 

in hearing disability or physical disability or kidney dysfunction or cardiac dysfunc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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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of brain lesion. Now the Chaeknarae Service beneficiaries will double from 

420 thousand (16.6 percent of the total) to 880 thousand (34.8 percent of the total). 

In cooperation with Korea Post, the NLK launched the free postal loan service, 

Chaeknarae Service on July 1st 2011 to help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can’t have 

access to a library. Thanks to the service the eligible borrowers can receive any type 

of reading materials, including Braille or ordinary book, audio tape, CD or video at 

home for free. So far 54,288 items were circulated through Chaeknarae Service in 

11,117 times. Applications for the service are made directly to a local public library 

3NLK launches a pilot reading program for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A test-run reading program for the hearing-impaired, ‘Book Healing’ will be open 

from April to July at the seminar room of the inform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in 

the NLK. 

This reading program is planned for the hearing-impaired to enhance their ability in 

reading and develop language and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sign language 

video-books. At first, participants will watch 15 sign language video-books including 

“Study like a fool, Dream like a genius” written by Sin Ung-jin (신웅진). Once they 

finished read video-books, they will be given various missions to accomplish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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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in a play, creating your own video contents, writing a song or a rap 

song in sign language, and then put them on social network sites. 

This program opens every other Wednesday from April 10th to July 3rd, and 9 

hearing-impaired members of a group, called ‘People who show the world full of 

sounds’ will participate in this program. 

The NLK said “We will continue to expand our projects from improving reading 

environments of libraries for the disabled to promoting the use of these libraries so 

that more people with special needs can get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easier.”

Validate the Claim:‘Dokdo is Korean Territory’ 

NLK opens Resource Corner Dedicated to Korean Territory and Territorial Waters 

Responding to a recent high profile of the issues on Dokdo (獨島), East Sea (東海), 

Gando (間島), Roktundo (鹿屯島) and Ieodo (離於島),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opened a resource corner dedicated to Korean territory and territorial waters for 

users to have comprehensive access to these materials. The NLK has intended this 

corner to help researchers study more effectively and give easier access to anyone 

who is interested in this topic since last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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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NLK holds about 600 books regarding territory and territorial waters 

published in both Korea and Japan. Except 80 digitalized books that can be only 

used through the library’s computers for the preservation purpose, about 500 books 

are open to public in the open stack reading room. For readers who want to 

understand territorial issues in a more comprehensive way, about 500 old maps and 

materials of cultural geography are also available in this corner. 

In addition, 11 panel posters are created and displayed on the walls to provide 

precise and key information in understanding territorial disputes on Dokdo and East 

Sea. The three posters with titles: ‘The Cartographic History of Joseon and its 

Territory’, ‘Usan-do (于山島) in old maps of Joseon is Dokdo’, and ‘Seokdo (石島) 

referred in the Imperial Decree No. 41 (1900) is Dokdo’ show that Dokdo has long 

been the territory of Korea based on literary evidence. One of the posters titled with 

“East Sea: Reconciliation and Peace in the 21st Century” says that the Korean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to use names ‘East Sea’ and ‘Sea of Japan’ 

simultaneously signifies a gracious gesture towards the invader Japan for the global 

reconciliation and peace. The poster titled “The Western Cartography and Korea” 

describes that the advancement of the western cartography were born out of the 

necessity for Indian spices; they need to sail the ocean to reach the region. The 

same poster also explains the reason why Korea was the last country that measured 

its coastline in the world. 

The NLK assigned the map resource room to a professional researcher responding to 

questions regarding territorial resources as well as to guide visitors to make use of 

materials. Plus, from July to December the national library plans to hold six special 

lectures about territorial disputes on Dokdo and East Sea. Lecturers will be invited 

from in and out of the national library. Anyone interested in an upcoming lecture can 

sign up for the lecture through the NLK’s website (http://www.nl.go.kr) for free.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number: +82-2-59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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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ibrary of Korea Participated in Special Exhibition for 

Celebrating the 80th Anniversary of National Taiwan Library 

Until June 16, 30 items of the NLK will be displayed at NCL, including photographic 

edition of NLK’s valuable holding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participates in a special exhibition ‘National Libraries 

around the World’ held b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of Taiwan (NCL) until June 16. 

The NLK presented 30 items, including: yearbooks, brochures, introduction videos, 

NLK’s 67th anniversary posters and other souvenirs of the NLK; and the photo print of 

its valuable holdings like Sipchilsachangogeumtongyo (十七史纂古今通要) and Seokbo 

sangjeol (釋譜詳節). 

The 17 libraries from 16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is 

exhibition, including 16 national libraries of Korea, Germany, 

the U.S., Egypt, Canada, Japan, Russia, and Singapore 

etc. and the Bayarian State Library of Germany. 

This special exhibition is open from April 18th to June 

16th to mark the 80th anniversary of the NCL. Visitors 

can enjoy diverse items presented by the national 

librarie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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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on Korea’Around the World!

NLK selected libraries to open‘Window on Korea’for the year 2013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lected two libraries for opening ‘Window on Korea’, a 

resource room dedicated to Korea related materials, in 2013. The selected libraries are 

Center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Delhi and the Information & Library Center at th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of Vietnam National University. 

The NLK will provide each selected library with about 30 million KRW for purchase 

and installation of bookcases, desks and chairs and computers necessary for users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nd history. The national library will also send 

5,000 books, and it will give 200 books every year for the next 5 years (2014 - 2018) 

in total 1,000 items. 

Meanwhile, Oxford University Library, one of selected libraries for Window on Korea in 

2012, spurs to open the Korean resource room by June. Besides, for the first time the 

NLK will support Korean Cultural Centers in nine countries such as India, Australia, 

Belgium, Brazil and others with about 3,500 books related to Korea this year. 

The NLK has continued to provide overseas libraries and Korean cultural centers in 

other nations with materials about Korea to promote deeper understanding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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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In addition, the national library expects it to help build strong networks with 

libraries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contribute to developing library services as a 

representative library of Korea. 

Since 2007 when the NLK first began this project Window on Korea, the national 

library has set up the resource rooms in 18 libraries in 18 countries, including 

Thailand, China, Vietnam, U.S., Germany, Iran, Turkey, Spain, Mexico, etc.

Korean-China National Libraries Discussing on Online Material 

Collection and Preservation 

From May 15 to 17, 16th Korea-China National Libraries’ Work Exchange Seminar 

was held at National Library of China in Beijing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NLC) invited staff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to hold the 16th Korea-China National Libraries Work Exchange Seminar in 

Beijing for two days from May 15 to 17. The two national libraries shared and 

exchanged information on the status and future planning of online material collection 

and preservation, and they also talked about each other’s library servic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during the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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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minar was organized to explore ways to respond to challenges in growing digital 

formatted materials due to rapidly changing media environments. The two national libraries 

have felt the urgency of finding ways and means to address issues on developing online 

resourc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as representative libraries of each country. 

On May 16, Mr. Park Seong-gi, Director-General of NLK’s Digital Library Department, 

gave a keynote presentation on “Outcome of digital libraries in Korea and future 

challenges”, and Mr. Wei Dawei, Deputy Director of the NLC talked about “Building 

Digital Library of the NLC and its Prospect” as a keynote speech. The two keynote 

presentations were followed by a topic presentation made by Ms. Hyeon Myo-ja of 

the NLK under the theme of “NLK’s online material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n May 17, the seminar was held with a series of topic presentations: NLC’s collection, 

preservation, and use of the Internet Material; Library Services of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and Library Service for Children in  NLC. 

In addition, delegates of the NLK had a chance to visit Tsinghua University and 

Xicheng District Children’s Library taking a look at their library system and services. 

Since 1997, these two national libraries have held an annual work exchange seminar 

to share new technologies and experience with each other and discuss ideas to 

develop library servic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library sector. 

Two National Libraries from Korea and Japan Gathered 

for Future Development and Activities 

From May 28 to 30, NLK hosted the 16th Korea-Japan National Libraries’ Work 

Exchange Seminar 

In May 28, librarians from both Korea and Japan’s national libraries gathered in Seoul 

to discuss the way of development and activities to meet the challenge of the 

information ag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invited staff of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NDL) to hold the 16th Korea-Japan National Libraries Work Exchange 

Seminar in for three days from May 28 to 30. Along with the NLK,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NLCY) also hosted the delegation from 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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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minar was organized into three sections: the two national libraries online 

material collection; acquisition, cataloging and use of non-printed materials; and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In particular, how to effectively collect 

born-digital materials as well as fast growing online materials as a national library in 

the recent rapidly changing IT environment was a hot topic of the meeting. 

On May 28, Director Lee Kyungae, of NLK’s Collection Management & Service Division 

and Director Gurahisi Tetzro (倉橋 哲朗) of NDL’s Acquisition Administration and 

Bibliographic Control Division delivered keynote presentations on NLK’s status and 

challenges and NDL’s status and challenges respectively. And during the past two 

days of the work exchange seminar, topic presentations were given on subjects, 

including: acquisition and preservation of online materials of NLK and NDL; NLK’s 

non-printed material collection and preservation; NDL’s development of music and 

video materials; introduction of services of NLCY; and NDL’s services for children. 

The delegation of the NDL visited Yonsei University Library, children’s library in Nami 

Island, and Busan English Library to learn Korean library system and services. Since 

1997, the two national libraries have held an annual work exchange seminar to share 

new technologies, experience and ideas to develop library servic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librar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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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 Shares Digitalized Records of the Korean War with NLK 

NLK digitalizes 180 thousand pages of NARA records on Korea 

In 2013,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will finish reproducing about 180 thousand 

pages of records on the Korean War part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holdings. These collected materials includes a fair amount of 

declassified documents some of them analyzing the aspects of conflict between then 

President Syng-man Rhee of Korea and decision makers of the U.S. government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1946-1952 files of Ambassador Philip C. Jessup in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RG59), there are a number of secret-level documents 

addressing sensitive issues during the Korean War, including agenda tabled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diffusion of communism in East Asia, etc.. 

     

In particular, some notable materials of the records are a speech of President Rhee, 

a dialogue between President Rhee and General Clark and an excerpt of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Rhee and Ambassador Briggs to Korea, all from a report: “The 

Rhee-Robertson Conversations and Their Aftermath: A Chronology of Principal 

Developments in Korean-American Relations”. This report, made out of Research 

Project on the Rhee-Robertson Conversations by Historical Studies Divis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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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Department, compiled and analyzed the aspects of conflict among Rhee and 

Eisenhower and other top decision makers of the U.S. government in between June 

22, 1953 and July 26 while the armistice talks were being finalized. All of these 

records can be a rich and reliable resource for Korean studies ranging from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oreign relations 

with neighbors from the 20th century to present. 

Since 2004, the NLK has digitalized about 1.9 million pages of records on Korea from 

NARA’s holdings and created and run a full-text database. All these materials can be 

found on NLK’s website (http://www.nl.go.kr) or Dibrary portal (http://www.dibrary.net). 

NLK Unveiled Unusual Ten Meters Long Litigation 

Scroll of the Joseon Period 

Along with a list of 400 scattered slaves in an inheritance document 

In the winter of 1689, Kim Sun-jong (金順宗) who lived in Hwanghae-do 
filed a lawsuit with Sangnyeong-gun, Gyeonggi-do (current Cherwon, 
Gangwon-do) against Kim I-gyeong (金履慶), a family member of Kim 
Family of Gyungju, claiming that Kim I-gyeong took away slaves of his 
ancestors. In December 1690, after one year of dispute, the decision was 
in favor of the defendant Kim I-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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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art of national literature expansion projec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recently acquired a 10-meter-long litigation scroll claiming ownership of slaves in the 

17th century belonged to Kim Family of Gyeongju. The national library says that the 

scroll is a rarest kind of resource in terms of its size and detailed information. 

NLK also showed an interesting inheritance document belonged to Kim Family of 

Gyeongju estimated to be recorded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 document was 

produced by children of Kim In-son (金麟孫, 1479~1552) who served asKimnister of 

threeKimnistries. After Kim In-son died, his children gathered and divided their late 

fatherte slaves es. Aecorded the ownership oter similar sy chiscroll to that of the 

litigation. In this inheritance scroll, there are 400 names of slaves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slaves of wealthy aristocratic families were usually 

spread all across the country. After the Imjin War, in particular, many slaves of 

aristocrats had escaped due to the lack of capabilities to manage slaves. It seems 

that the Kim family wanted to spell out the ownership of their 400 slaves they couldn’t 

find in case they should have to claim ownership of the slaves. 

From late Goryeo, Kim Family of Gyeongju started to settle in Namwon and grew into 

one of renowned yangban families (兩班家門)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litigation scroll and the inheritance document, people can picture the size 

and the spread of the Kims’ assets in the 17th century, which is valuable information 

to study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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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national Book Donation Project‘Book the More’

Much Happier to Share than just Keep Rare Book on my 

Bookshelf 

More than 7,000 books have been donated such as handwritten letter by Cho 

Chi-hun, autographed books by Yu Chi-hwan, and more rare items 

One’s lifelong collection of research, or treasured books, or rare collections are 

donated t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rough national book donation program, 

Book the More. 

A poet, Lee Jong-seok, donated his 2,500 treasured books. Most of the donated 

materials are literary items including a handwritten letter by Cho Chi-hun in 1966 and 

the first edition of two autographed books by Yu Chi-hwan: Together with infantryman 

and The 9th Collection of Po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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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600 treasured books belonged to late Sin Hyeon-ok, former 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ere also donated; Most of them are written in 

Japanese, and about Korea-related topics, including ‘Introduction to Literature, 

published by Ilseongdangseojeom (一成堂書店) in 1949’. Some Korean materials that 

published before 1965 when the legal deposit system came into effect were also 

included in the donated collection. In particular, a book titled “Behold the evil a 

memoirs of a North Korean defector’ published in 1952, is a rare item that there is no 

holding information of this book in any other libraries. And it would be a useful 

source of study for researchers specialized in rare books. 

All these books will be catalogued and some of them 

will be circulated to users. If items are already held by the 

NLK, then they may be sent to other underprivileged 

libraries such as small libraries and camp libraries. 

An official of the NLK said “As people are interested in 

donating books to expand and preserve the national 

literature, book collectors and writers are showing more 

interests in giving their own collection to the NLK. This 

year we cataloged 2,235 out of 6,696 books that we 

received through Book the More.” 

Since 2004 when Book the More, a nationwide book- 

donation program, first launched, 880,000 books were collected through this program. 

The procedure to donate your own books is quite simple. Just log onto 

www.nl.go.kr/sun and fill out the online application form for donation, then just sent 

them to the attention of Book the More. 

 Contact Information 

Kim Hyun-young (email: donation@nl.go.kr, phone: +82-2-590-6247) 

Donation Team, Acquisition Division, National Library of Korea 

1st Floor, Deposit Building 

201, Banpo-daero, Seocho-gu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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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lture Evangelist, Cultural Partnership Program 

Librarians from Thailand, China, Vietnam and the Czech Republic are invited to 

the NLK’s CPI program 2013 

“My little kimchi, not so good like original. But I’ll make more” said Monika Zsamboki. 

For six months last year, Monika Zsamboki had stayed in Korea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Overseas Librarians as part of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CPI), an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nce then 

Zsamboki has become an evangelist for Korean culture. She put some photos of 

Kimchi she made on her SNS or updates her recent state of her studying Korean. 

Zsamboki even keeps exchanging messages in Korean with Choi Hyunah who 

assisted Zsamboki and other participants while they were on the CPI program. Choi is 

a librarian in charge of the CPI program f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Now participants of NLK’s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CPI) 2013 have been selected. 

The four librarians from Thailand, China, Vietnam, and the Czech Republic will jo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Overseas Librarians at the NLK over the next 

five months from June to November. 

Two people from Thai and Vietnam are librarians who are operating the Window on 

Korea, a dedicated Korean resource room in the National Library of Thailand and that 

of Vietnam. For China and the Czech, the NLK has been working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and that of the Czech based on MOU. For the next six months, 

these four librarians of these four national librarie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Korean culture and history through various programs, including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Korean language courses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Since 2006 when the NLK first began this CPI program, 28 overseas librarians from 17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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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on Korea’  Deepening Links with Korea 

From Left: Dr. Richard Ovenden (Bodleian Interim Librarian), Prof. 
Ian Walmsley, (Pro-Vice-Chancellor for Research), Director Kim 
Kab Soo (Korean Cultural Centre, Embassy of Korea) and Deputy 
Director Kim Nam Sook (National Library of Korea) Photo courtesy 
of Minh Chung 

‘Window on Korea’Opening Ceremony was held on Friday 21st June. 

The Window on Korea 2013 project was offer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to the Bodleian Libraries in March 2012. The project involved the creation of a 

new Korean Studies Library in the basement of OIL together with an A/V seminar 

room as well as a gift of some 3000 books from the NLK. When the gift is added to 

the 33,000 Korean-language titles, the 12,000 non-Korean-language titles, and the 700 

Japanese-language titles already available, the collection will become the largest 

collection in the UK. 

The ceremony was very well attended, and included members of the Korean teaching 

staff, members of the Oriental Faculty, other Orientalists, librarians (both external and 

internal), as well as members of staff from other departments of the University. 

Deputy Director Kim Nam Sook represente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Director 

Kim Kab Soo represented the Korean Emb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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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ing the University were the Pro-Vice-Chancellor Prof. Ian Walmsley (for 

Research), Dr. Richard Ovenden (Bodleian Libraries), and Dr. James Lewis (Korean 

Studies). 

From Left: Deputy Director Kim Nam Sook (National Library of Korea), Dr. 
Richard Ovenden (Bodleian Interim Librarian), Director Kim Kab Soo 
(Korean Cultural Centre, Embassy of Korea) and Prof. Ian Walmsley, 
(Pro-Vice-Chancellor for Research), Photo courtesy of Minh Chung 

This project was one of many, recent collaborations between the University and 

Korea: 

On 10 May 2012, Dr Changgyu Hwang, National Chief Technology Officer (CTO) and 

Head of the Office of Strategic R&D Planning in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i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ed a delegation that visited the 

University and the Bodleian (photograph below).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http://www.eng.ox.ac.uk/public-relations/news/national-cto-of-the-korean-governmenta

nd-former-ceo-of-samsung-visits-oxford 

On 22 November 2012, four groups of high-level Korean visitors from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visited the University and the Bodleian Library (see photograph 

below). 

On 27 November 2012, his Excellency Park Suk-hwan,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Kingdom, visited the University and also the Bodleia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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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6 to 29 March 2013, Professor Hermione Lee, President of Wolfson College,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From 5 to 6 April 2013, Professor Andrew Hamilton, Vice-Chancellor of the University,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information about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versity, 

please visit: 

http://www.ox.ac.uk/international/oxford_around_the_globe/asia_east/korea_.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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