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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한국어 자료와 한국정보 서비스

아베 겐타로(阿部健太郞)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간사이관 아시아정보과 사서

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개요

1.1 개요

국립국회도서 은 일본 유일의 국립도서 이다. 

‘국회법’(國會法) 제130조는 “의원들의 조사 연구에 이바지하기 해 별도로 

정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국립국회도서 을 둔다1)”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립국회도서 법’(國立國會圖書館法)이 제정되었고 1948년 2월에 국립국회도서

이 설립되었다. 납본제도를 통해 일본 내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망라 으로 수집, 

보존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의 목록인 국가서지(全國書誌)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도서  서비스는 국회와 행정  사법 기 에도 제공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 은 제국도서 (帝國圖書館)과 제국의회(帝國議會)의 귀족원(貴族院)․

의원(衆議院) 도서 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로 국립국회도서 이 개 되면서 

이 도서 들의 장서 부분을 인수했다.

국립국회도서 은 입법부인 국회(國會)에 속한다. 따라서 국립국회도서 장의 

임명이나 도서  운 에 필요한 제반 규정  산집행은 의원․참의원(衆議院․

1) 議員の調査研究に資するため、別に定める法律により、国会に国立国会図書館を置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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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議院)으로 구성된 의원운 원회 혹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립국회도서 은 도쿄본 (東京本館), 간사이 (關西館), 국제어린이도서 (國
際子ども圖書館) 그리고 행정․사법 각 부문의 27개 지부 도서 으로 구성된다.

[사진 1] 국립국회도서관 도쿄본관

직원 정원은 890명이다.2) 2013년도 운 산은 공사 련 산을 제외한 170억엔 

정도이고 그  자료 련 산은 23억엔 정도이다. 

1.2 일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일반 이용자에 한 도서  서비스는 도쿄본 , 간사이 , 국제어린이도서 의 

3 이 주로 담당한다. 도쿄본 과 국제어린이도서 은 도쿄도(東京都)에, 간사이 은 

교토부(京都府)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도쿄본 은 체 운 의 총   조정을 담당하며 자료의 수집  보존에 한 

기반을 정비하고 국회, 행정  사법의 각 기 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사이 은 원격이용 서비스, 아시아정보 서비스, 도서 력 사업, 자도서  

사업을 주로 하고, 국제어린이도서 은 아동서  아동서 련 자료의 수집․

2) 2013년 4월 재 기 . 행정․사법 부문의 지부 도서  직원은 제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한국어 자료와 한국정보 서비스  5

보존․제공, 학교도서 과의 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도쿄본 은 납본제도로 수집한 일본 국내 발행 도서, 잡지, 신문, 자출 물과 

외국 도서  신문, 간사이 에서는 외국 잡지나 과학기술 계 자료, 박사논문 

그리고 아시아언어 자료, 국제어린이도서 에서는 국내외의 아동도서  아동잡지

와 아동서 련 자료를 주로 소장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 의 고서, 의회․법령 자료, 아동서 등은 그 형태나 내용이 특수하여 

각각 문실을 두어 소장하고 있다. 이들 문실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련 

자료를 소장하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간사이  아시아정보실(アジア情報室)

이다.

[사진 2] 국립국회도서관 간사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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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이관 아시아정보실 개요

2.1 개요

국립국회도서 의 아시아언어 문실은 1948년 6월 개 과 동시에 설치된 국

자료열람실(中國資料閱覽室)이 최 다.

1955년에 국자료열람실은 아시아자료열람실(アジア資料閱覽室)로 확장되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계 도서를 제공하게 되었다. 1959년에는 아시아자료

참고실(アジア資料參考室)로, 1961년에는 아시아․아 리카자료실(アジア․アフリ

カ資料室)로 개칭되고 아시아 지역 계 도서뿐 만 아니라 아 리카지역 계 

도서까지 그 역을 넓  나갔다. 

1986년 6월에 아시아․아 리카자료실은 아시아자료실(アジア資料室)로 개칭

되었고 상 지역도 아시아, 동 그리고 북아 리카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이 시 에 

아시아권 도서는 자료 선정부터 열람업무까지 아시아자료실을 운 하는 아시아

자료과(アジア資料課)가 일 하여 담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신속한 자료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동안 일본서, 서양서 등과 함께 리되던 아시아언어 

도서가 이 시 부터 아시아자료실이 따로 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소장하고 

있던 아시아언어 단행본만은 기존 방식 로 일본서, 서양서 등과 함께 리되고 있다.

2002년 10월 간사이 이 개 하며 아시아자료실은 간사이 으로 옮겨져 아시아

정보실이 되었다. 아시아정보실은 간사이  아시아정보과(アジア情報課)가 운 하게 

되어 아시아자료과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선정, 정리, 열람업무, 참고 사, 정보

발신 등 아시아언어 자료에 한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 지역은 한국, 

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앙아시아, 그리고 동  북아 리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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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간사이관 아시아정보실

간사이  아시아정보과는 과장(1명), 과장 보좌(1명) 그리고 4 (係)으로 구성

되어 있다. 

○ 총 (總括係) - 1명. 업무 조정, 서무 총

○ 아시아 제1 (アジア第1係) - 3명. 한국어, 국어 이외 아시아언어 자료 담당

○ 아시아 제2 (アジア第2係) - 4명. 국어 자료 담당

○ 아시아 제3 (アジア第3係) - 2명. 한국어 자료 담당

2.2 소장 자료

2.2.1 연혁

근  이 부터 일본에서는 국어(한문) 자료가 으로 수집되고 있었다. 

제국도서  등에서 국립국회도서 이 계승한 자료 에도 국서 (漢籍)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자료들 하여 국립국회도서  개  때에는 국자료열람실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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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에 아시아․아 리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두 지역을 하나로 생각하는 

흐름이 생겼다. 그로 인해 국립국회도서 도 아시아와 아 리카에 한 자료를 

하나의 분류로 간주하고 아시아․아 리카 련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1970년경에는 국과 한국의 신간 출 물을 심으로 연간 1,000∼1,500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국어  한국어를 제외한 아시아언어 장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1977년부터 외부 문가에 의뢰해 기타 아시아언어 자료의 수집 정 자료 

목록(ウォントリスト)을 작성해서 그에 따른 수집을 하기 시작했다.

1990년 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지역의 출 물이 증하기 시작했다. 구입 산은 어

들었지만 엔고(円高)로 인해 구입 권수는 반 로 늘어 연간 2,000∼3,000권이 되었다. 

1996년, 1997년도에는 특별한 장서로서 “상하이신화서  구장서”(上海新華書店舊藏書) 

15만권을 구입했다. 이 국책 들은 상하이신화서 이 견본으로서 보존하고 있었던 

것으로1930년 부터 1990년  까지 발행된 국책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연간 9,000여 권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  반 정도가 국도서이다. 

아시아언어 자료는 국제교환을 통해 수집되는 경우가 비교  많으며 최근 국제

교환으로 수집되는 자료는 연간 약 1,500권 정도이다. 

2.2.2 개요

간사이  아시아정보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아시아언어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1> 아시아정보실 소장 아시아언어 자료(2013년 3월말 현재)

도서(권) 잡지(종)

국어 266,627 국어 4,287
한국어 33,040 한국어 2,805
인도네시아어, 말 이어 13,550 기타 아시아언어 849
베트남어 4,447 합계 7,941
태국어 4,078 신문(종)
페르시아어 3,210 국어 366
아랍어 2,623 한국어 173
터키어 2,071 기타 아시아언어 88
버마어 1,755 합계 627
힌디어, 산스크리트어 1,003
몽골어 730
기타 3,056
합계 33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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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언어권의 도서는 사 , 목록 등의 참고도서와 연감, 통계 그리고 연구서, 

문서 등 학술 자료를 심으로 수집하고 있다. 분야는 역사, 문학 등 인문과학과 

정치, 법률, 경제와 같은 사회과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아시아언어 자료뿐 아니라 아시아에 한 일본과 서양의 도서도 함께 수집,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아시아언어를 모르는 이용자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자료도 아시아언어와 같이 참고도서, 연감, 통계, 학술 인 

자료 그리고 주요 잡지  신문을 소장한다. 

국과 한국 련 서양 자료는 국어  한국어 책에 없는 정보가 실린 것들을 

심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그 외 아시아 지역 련 서양 도서는 그런 구분 없이 

수집하고 있다.

아시아정보실에는 아시아언어 자료, 일본과 서양 도서가 서가에 비치되어 있다.  

사 , 목록 등 참고도서와 통계, 연감을 심으로 비치되고 있으며 일정하게 들어

오는 잡지와 신문도 다른 서가에 꽂아두고 있다. 

간사이  외에 도쿄본 과 국제어린이도서 도 아시아언어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1985년 이 에 들어온 단행본은 도쿄본 이 소장하고 있고 고서, 의회․법령 자료, 

아동서 등을 다루는 각 문실에도 분산 소장되어 있다. 

3.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한국어 자료

3.1 아시아정보실 소장 한국어 자료

간사이  아시아정보실의 한국어 자료 소장 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아시아정보실 소장 한국어 자료(2013년 3월말 현재)

도서 잡지 (계속 수집 중) 신문 (계속 수집 중)

아시아언어 자료 합계 336,190권 7,941종 (3,342종) 627종 (167종)

한국어 자료 33,040권 2,805종 (1,100종) 173종 (3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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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아시아정보실 개가 한국어 자료

그 밖에 한국 련 자 로서 KISS3)를 2009년 2월에 도입했다. 재 DBPia와 

조선언론정보기지(KPM)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정보실에서는 한국어 도서를 연간 1,700권 정도 수집하고 있다. 사 , 목록 

등 참고도서와 연감, 통계, 백서 그리고 연구서 등 학술 인 도서를 심으로 

수집하며 분야별 통사, 지방사, 사사(社史), 자료집, 총서 등도 극 으로 수집하고 

있다. 주로 일본 국내 서 에서 구입하거나 국제교환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다. 

구입 도서는 한국의 국립 앙도서 , 국회도서  등의 장서목록을 검색하거나 

서 의 웹 사이트 등을 참조해서 선정하고 있다. 

국제교환은 한국의 국립 앙도서 , 국회도서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앙연구원, 국사편찬 원회 등의 계기 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일본

에서 발행된 한국어 자료를 납본제도로도 수집한다.

아시아언어 자료 에도 특히 한국어 자료가 국제교환으로 많이 수집되고 있으며 

연간 700권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국제교환으로 수집된 한국어 자료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간행물을 비교  많이 소장하게 된다. 정부간행물은 비매품이 많기 

때문에 귀 한 장서가 되고 있다. 한 비교  많이 이용되는 역사, 법률, 경제 등에 

한 자료와 일본 련 한국어 자료를 으로 수집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분야별로 역사 련, 형태별로 신문이 비교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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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쿄본관 및 국제어린이도서관 소장 한국어 자료

한국어 도서, 잡지, 신문은 간사이  아시아정보실이 부분 소장하지만 그 밖에 

도쿄본   국제어린이도서 에서도 한국어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3.2.1 도쿄본관 소장 한국어 도서

아시아정보실이 한국어 도서를 소장하는 원칙인데1985년 이 에 들어온 한국어 

도서 10,000여권은 도쿄본 에 소장되어 있다. 이 도서들은 책자형태의 책자목록과 

색인카드형태의 카드목록으로 검색할 수 있다. 책자목록에는 “국립국회도서 소장 

조선 계자료목록 3. 조선문편 “(國立國會圖書館所藏朝鮮關係資料目錄 3. 朝鮮文篇)과 

보충  (補遺版)이 있으며 1985년 이 에 들어온 한국어 도서 부분을 검색할 수 

있다. 등록된 이용자가 미리 신청하면 이 도서들을 간사이 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3.2.2 고문헌(朝鮮本)

국립국회도서 은 1910년 이 에 한반도에서 제작된 필사본과 인쇄발행 자료를 

한국 고문헌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 고문헌은 도쿄본 의 고 서 자료실(古典
籍資料室)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 고문헌수는 500여종 2,700권으로 국 책들에 

포함되어 구입된 것이 많았다. 

재 일부 한국 고문헌은 온라인열람목록(OPAC)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책자목록 

“국립국회도서 소장 조선 계자료목록 4. 조선본편” (朝鮮本篇)을 살펴보면 한국 

고문헌을 체로 검색해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문헌의 개요를 악하려면 후지모토 유키오(藤
本幸夫)가 지은 “일본 존조선본연구”(日本現存朝鮮本硏究)가 도움이 될 것이다. 

재 집부(集部)만 발행되어 있다.

3.2.3 의회, 법령 자료

의회  법령 자료는 도쿄본 에 있는 의회 청자료실(議會官廳資料室)에 소장

된다. 의회자료에는 각국의 의회가 발행한 의회 회의록 등이 있다. 한국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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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 국회  원회 회의록을 비롯하여 한국어 자료를 400권 정도 소장하고 

있으며 OPAC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는 국제교환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그 밖에 

카드목록으로만 검색이 가능한 한국어 자료도 200권 정도 소장하고 있다.

법령자료에는 보, 법령집, 례집 등이 있으며 한국어 자료는 약 200종으로 

OPAC으로 검색할 수 있다. 국제교환을 통한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교환으로

는 수집할 수 없는 자료는 구입하고 있다. 법령자료 에도 OPAC으로는 검색할 

수 없고 카드목록으로만 검색이 가능한 한국어 자료를 60종 정도 소장하고 있다.

카드목록으로만 검색할 수 있는 의회  법령 자료는 책자목록인 “국립국회도서

소장 외국법령․의회자료목록”(國立國會圖書館所藏 外國法令․議會資料目錄)으로도 

부분 검색할 수 있다.

3.2.4 아동서

아동서는 국제어린이도서 에 소장된다. 이  한국어 자료는 약 7,000권으로 

OPAC로 부 검색할 수 있다. 

국제어린이도서 에서는 그림책을 비롯한 아동도서나 아동잡지 그리고 아동서에 

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한국어 아동책은 일본어 번역물과 권  있는 아동

도서상을 수상한 작품, 평론지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을 심으로 수집하고 있다.

3.2.5 기타 한국어 자료

그 이외에 도쿄본  지도실(地圖室)에 한국어 낱장 지도 200여 이 소장되어 있다. 

그 부분은 서지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지만 색인도가 작성되어 있어서 보고 싶은 

지도를 간단히 찾아볼 수 있다. 

한 아시아정보실 소장 한국어 자료 가운데 기본 이고 유용한 자료들은 도쿄

본 에서도 소장한다. 를 들면 신문자료실(新聞資料室)에 한국어 신문이 소장되어 

있으며 인문총합정보실(人文總合情報室)과 과학기술․경제정보실(科學技術․經濟
情報室)에서 사 , 통계, 연감 등의 한국어 자료가 서가에 비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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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국회도서관의 한국정보 서비스

4.1 검색 서비스

OPAC을 도입하기 까지 국립국회도서 은 카드목록뿐 만 아니라 수많은 책자

목록을 발행함으로써 소장자료를 이용자에게 리 알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국어  한국어 도서 목록은 1956년부터 부정기로 발행하기 시작한 “ 국조선 

도서속보”(中國朝鮮圖書速報)가 있었다. 1964년에 “ 국어조선어 도서속보”(中國語
朝鮮語圖書速報) 로 바 게 되며, 1997년에 “ 국어․조선어 증가도서목록”(中國語․

朝鮮語增加圖書目錄)으로 개칭되어 연간으로 발행되었다.

국어  한국어 이외 아시아언어 도서 목록은 1957년부터 동남아시아 자료 

목록인 “동남아시아자료속보”(東南アジア資料速報)가 월간으로 발행되었다. 인도와 

뉴기니에 한 자료도 포함되었고 서양도서와 일본도서가 주로 게재되었다. 당시 

국립국회도서 에서는 국어와 한국어를 제외한 기타 아시아언어 자료가 서양

도서로 분류되어 있어 로마자로 표기되어 목록에 게재되었다.

1963년부터는 아시아․아 리카 자료 목록인 “아시아․아 리카자료통보”(アジア․

アフリカ資料通報)가 월간으로 발행되었다. 1986년부터는 아시아의 각 지역별 서지 

정보지인 “아시아자료통보”(アジア資料通報)를 격월간으로 발행했다. 이 때부터 

국어와 한국어를 제외한 기타 아시아언어의 문자로 표기된 기타 아시아언어 소장

도서 목록을 “아시아자료통보” 특집호로서 발행하기 시작했다. 소장도서 목록이 

발행된 아시아언어는 인도네시아어․마 이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터키어, 

버마어, 힌디어 등이다.

그 밖에 “국립국회도서 한 목록”(國立國會圖書館漢籍目錄), “국립국회도서 소장 

조선 계자료목록 1. 일본문편”(日本文篇)과 보충 , “2. 구문편”(歐文篇), “3. 조선문편”

과 보충 , “4. 조선본편”, “국립국회도서 소장 국어․조선어잡지목록”(国立国
会図書館所蔵中国語․朝鮮語雑誌目録), “국립국회도서 소장 국어․조선어잡지신문

목록”(国立国会図書館所蔵中国語․朝鮮語雑誌新聞目録), “국립국회도서 소장 아시아

언어연속간행물목록”(國立國會圖書館所藏アジア言語逐次刊行物目錄) 등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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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정보실에서는 2002년 10월부터 일본 도서와 서양 도서를 리하는 도서  

시스템과 다른 다언어 응 도서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양한 아시아권의 문자를 

다룰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아시아언어 자료를 정리한 서지 정보를 ‘아시아

언어OPAC’(アジア言語)을 통해 공개했다. 처음에는 국어 자료와 한국어 자료만 

검색할 수 있었지만 차 기타 아시아언어 자료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2012년 1월에 국립국회도서 의 새로운 도서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아시아권 문자를 표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도서  시스템으로 다양한 아시아언어 

자료도 효율 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아시아정보실 소장 아시아언어 

자료는 버마어를 제외한 다양한 문자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재 국립국회도서  소장 자료를 검색하기 한 시스템으로서는 ‘국립 국회 

도서  서치’(國立國會圖書館サーチ)와 NDL-OPAC이 있다.

‘국립 국회 도서  서치’4)는 통합검색 시스템으로 2012년 1월에 시작된 서비스다. 

이 시스템으로 국립국회도서 과 일본 공공  학 도서 의 장서 부분을 검색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한국 국립 앙도서 의 력으로 동 의 소장자료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어로 입력된 검색어를 한국어, 국어, 어로, 그리고 한국어, 

국어, 어로 표시된 검색 결과를 일본어로 기계번역 할 수도 있다. ‘국립 국회 

도서  서치’로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어 자료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사진 5] 국립 국회 도서관 서치

4) 한국어 은 http://iss.ndl.go.jp/?local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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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L-OPAC’5)은 국립국회도서  장서검색 / 신청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이용자는 서고 자료의 열람신청이나 외에서 원문복사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사진 6] NDL-OPAC

4.2 아시아정보 서비스

국립국회도서 은 여러 가지 정보길잡이를 모은 ‘리서치․네비’6)(リサーチ․ナビ)

라는 웹 사이트를 운 해 조사와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웹 사이트 내의 ‘국립국회도서  간사이  아시아정보실’(アジア諸國の情報をさがす)7)

에는 한국 련 정보를 찾아보는데 도움이 될 콘텐츠가 갖추어져 있다.

○ 조사방법안내(調べ方案内) : 정보길잡이

○ AsiaLinks –아시아 계 링크집-(アジア関係リンク集) : 아시아 련 국가별, 

지역별 링크 모음

○ 아시아정보기  디 터리(アジア情報機関ダイレクトリー) : 일본의 아시아 계 

기  정보

○ 아시아정보실통보(アジア情報室通報) : 계간. 최신 아시아정보, 신착 참고도서 

목록, 퍼런스 툴 소개 등을 게재

5) 어 (장서 검색만 가능함)은 https://ndlopac.ndl.go.jp/eng/

6) 어 은 http://rnavi.ndl.go.jp/rnavi/english.php

7) 한국어 은 http://rnavi.ndl.go.jp/asia/entry/about-k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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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AsiaLinks의 한국 페이지8)

와 같이 ‘조사방법안내’와 ‘아시아정보실통보’를 통해 국립국회도서  소장 

한국어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소장자료의 이용을 진하고 있다. 

한 ‘아시아정보기  디 터리’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어떤 기 이 어느 정도 

한국어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지 악할 수 있다.

4.3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국립국회도서 은 국내외 계기 들과의 연계․ 력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국 국가도서 , 한국 국립 앙도서 , 한국 국회도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무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국립 앙도서 과 업무교류를 매년 일본과 한국이 번갈아 주최하고 있다. 

국립 앙도서 과의 업무교류는 1997년 11월에 국립국회도서 에서 시작되었고 

2013년으로 제16회가 되었다. 올해는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국의 

국립 앙도서 에서 개최되었다. 국회도서 과는 2000년부터 2년에 걸쳐 실시된 연수

교류를 거쳐 2003년 12월에 첫 번째 업무교류가 개최되었다. 2007년 국회입법조사처 

8) http://rnavi.ndl.go.jp/asia/entry/link-k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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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에 따라 2009년부터 한국의 국회도서 ,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일본 국립국회

도서 의 세 가지 입법보좌기 이 업무교류를 시작하여 2012년으로 네 번째 개최가 

이루어졌다. 

한국 도서 과의 업무교류는 한국어 자료 련 업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한국의 도서  직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귀 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아시아정보 계 기 과는 ‘아시아정보연수’(アジア情報硏修)와 

‘아시아정보 계기 간담회’(アジア情報關係機關懇談會)를 통해 력 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정보연수’의 아시아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한 강의와 실습을 통해 일본 

내 도서  직원들의 지식을 늘리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한편 아시아정보실 소장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련 자료를 포함한 아시아 련 자료의 보   이용 진을 

도모하고 있다. 

‘아시아정보 계기 간담회’ 로는 아시아정보 계 기 들간의 교류를 진시켜 

일본 내 아시아정보 자원의 충실화와 그 유통의 활발화를 도모하고 있다.

5. 결  론

국립국회도서  소장 한국어 자료에는 아직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많다. 한국어 장서의 

양 , 질  서비스 수 을 높여 범 한 한국정보에 더욱 쉽고 빠르게 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한 자 을 강화해 지 보다 다양한 잡지 기사의 검색과 

열람 서비스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정보길잡이나 참고도서 등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극 으로 제공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자료 이용과 

정보 검색에서 국립국회도서 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여 더 좋은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국회

도서 의 한국어 자료  한국정보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해 갈 것이다.

국립국회도서 은 국내외 계기 과 연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정보를 

보 하고 동시에 질이 높은 아시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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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현황

- 미주․유럽․구소련 자료를 중심으로 -

김 점 숙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머리말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수집, 이 하는 일은 2000년을 후한 시기에 규모와 

질 인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물론 그 이 에도 정부 기 과 학 부설 

연구소, 언론사  방송사가 주축이 되어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조사, 수집해 왔고, 

1990년  반에는 수집된 자료의 목록집이 간행되기도 했다.1) 하지만 1996년을 

기 으로 학 부설 연구소와 언론사  방송사에 의해 추진되어 왔던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 이  사업은 오히려 어들었고, 이 일을 한 정부의 지원은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국사편찬 원회의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이  사업”의 

시작은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수집, 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일  기를 마련했

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해 2001년부터 5년간 총 100억을 투입하기로 

하 다. 2000년도에 이 사업에 배정된 산이 1억 8천 만 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2001년부터 시작된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이  사업”은 일단 규모 면에서 

획기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정혜경, 김성식, 2000, ｢해외 소재 한국학 련 역사 기록의 정보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창간호, 141-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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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사편찬 원회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는 국립 앙도서 에 2억 6천 여 

만원의 신규 산을 배정했다. 2000년에 국외 소재 한국 련 자료의 수집을 한 

산이 불과 6천 6백 만 원이었던 국가기록원의 해외 기록물 수집비가 4억 여 원에 

달한다. 독립기념 도 2000년에 2천 만 원에 불과하던 산이 올해는 4억 5천 여 

만 원으로 비약 으로 증가했다.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기 한 정부의 극  투자에 

힘입어 그간 수많은 자료가 국내에 수집되었다. 국외에 산재한 한국사 자료를 수

집하기 한 각 유  기 들의 사업 덕택에 양 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질 인 

측면에서도 비약 인 발 을 거두었다. 2000년 이 까지 수집된 자료가 공개되는 

주요한 방식이 목록집을 간행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목록집과 자료집 등 간행물

뿐만 아니라 웹을 통해 목록과 원문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는 기 들은 그 일을 본격화하면서 유  기  

간 력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출발 은 2011년 11월 국사편찬 원회 주 으로 

개최된 유  기  기 장 의회라 할 수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유  기  간 회의가 

정례화되었고, 그 이듬해 3월 21일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 유  기  실무자 

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2003년 9월 5일 명칭을 ‘사료 수집 보존 의회 

실무자 회의’로 변경했고, 2010년부터는 ‘사료 수집 유  기  의회’로 명칭을 

바꾸어 재에 이르고 있다. 

유  기 들은 매년 정례 회의를 통해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과 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산의 효율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열린 2013년 

회의에는 국사편찬 원회,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국립 앙도서 ,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국회도서 , 독립기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등 모두 11개 기 이 참여해 

각 기 의 수집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력 방안을 의했다.

이 에서는 2000년 에 각 기 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의 

수집 황을 개 으로 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국사편찬 원회를 심으로 

그간 사료 수집 유  기  의회에 참가해 온 주요 기 들의 사업 경과와 성과, 

그들 기 이 수집한 자료를 개략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지면 계 상 수집 자료에 

한 소개는 미주, 유럽, 그리고 구소련 지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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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 수집 현황

2.1 사업의 경과와 성과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 23일 제정 공포된 군정청 행정 명령에 따라 설치된 

국사 에서 출발한 국사편찬 원회는 한민국 유일의 국립 사료 편찬 기 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사편찬 원회는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

보존․편찬”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출발 당시부터 한국사 연구의 근간이 

되는 사료의 조사와 수집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기의 사료 수집은 국내에 산재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 되었고,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로 을 돌린 것은 1976년

부터 다. 

국사편찬 원회에서는 1976년부터 매년 약 2회씩 국외 출장을 통해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 다.2) 1987년부터는 이 업무를 담하는 담당자를 

배치하 고, 국외 사료 조사 원을 하여 보다 극 으로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의 소재를 악해 나갔다. 1993년부터는 근 사실에서 사 련 자료집을 

간행하면서 간행 업무 담당자도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 고, 1998년부터는 

근 사 련 자료집을 간행하면서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이 다양화되었다. 

국사편찬 원회 내부에서 국외 자료를 수집하는 채 이 다변화됨에 따라 내부

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료 조사실에서는 일반 수집을, 근 사실에서는 간행을 

한 목  수집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 다. 

이러한 사료 수집 활동 결과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 인 

1999년 말에 국사편찬 원회는 문서 347,474장, 도서 1,193책, 마이크로필름 1,575릴, 

사진․지도․비디오 테이  등 기타 자료 77건 358종을 보유하게 되었다.3) 국사편찬

원회에서는 2000년의 비 기간을 거쳐 2001년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

이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첫 해인 2001년에는 10억의 산이 투여되었고, 

2) 국사편찬 원회, 2012, 국사편찬 원회65년사 , 243-244쪽
3) 김 운, 2000,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의 수집․이  방안｣,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의 황과 

수집․이  방안 , 130쪽(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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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해부터는 20억으로 늘어났다. 불과 1년 사이에 산이 5.6배나 늘어났고, 

그 다음 해에는 그 년도에 비해 2배나 늘어났다. 

수집 성과도 비약 으로 증가해, 2001년에는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국에서 

문서 209,098장, 마이크로필름 225릴, 도서 45책, 사진 71 , 카세트 테이  682개를 

수집했다. 그 이듬해에는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국에서 문서 929,137장, 

마이크로필름 586릴, 도서 234책, CD 22장, 그림엽서 사본 1,228 , 사진첩 46권을 

각각 수집했다.4) 

정부는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05년부터 연간 산 규모를 10억으로 조정하는 신 

5개년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환하 다. 여 히 수집해야 할 자료가 국외에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재도 사료조사실의 주요 업무로 계속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의 성과로 수집된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는 문서 

복사본 6,239,752장(이미지 일 포함), 마이크로필름 680,877컷, 4,743릴, 마이크로피시 

104,375장, CD/DVD 1,069장, 도서 19,007책, 사진(사본 포함) 11,326장, 카세트  비디오

테이  726개, 슬라이드 12,277매, 그림․지도․ 씨 등 474 , 기타 1,574건 등이다. 

국사편찬 원회에서는 수집 자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수집 자료의 목록을 

입력하고 웹에서 서비스하기 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2001년에는 수집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기 한 ‘해외 수집 자료 입력기’를 개발하고, 그 다음 해에는 ‘해외 

수집 자료 웹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수집 자료의 목록이 

정리되는 로 웹을 통해 목록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목록뿐만 아니라 문서 

자료의 이미지 일을 업로드 해서 이용자가 웹으로 문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웹 서비스 시스템은 한 과 문으로 되어 있어 외국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2003년부터 사용된 해외 수집 자료 웹 서비스 시스템의 기 화면과 

검색 결과 화면이다. 

4) 국사편찬 원회, 2003, ｢2001-2002년 해외 자료 수집 실 ｣,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

이  사업 업무 편람 , 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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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해외 수집 자료’ 초기 화면(왼쪽)과 소분류 상세 정보 화면(오른쪽)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즉 분류 목록 검색, 소분류 목록 검색, 

디 토리 검색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었다. 분류 목록이란 국사편찬 원회에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해 자료를 한 덩어리로 

분류해서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분류 목록의 자료명은 자료를 원래 소장하고 

있던 기 의 분류 체계를 보여주기 해 문서군, 하  문서군, 시리즈, 일명, 

박스 번호로 구성되어 있었다. 분류 목록의 한 건은 물리 으로는 문서의 경우 

보통 30쪽 이상 350쪽 미만이었고, 마이크로필름은 한 롤, 도서는 한 책이었다. 

소분류 목록이란 분류된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문서의 세목으로, 보고서 

한 건, 비망록 한 건,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등이 이에 해당했다. 분류 목록과 

소분류 목록은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하 는데, 키워드 검색을 통해 분류 자료 

1건을 검색하면 그 자료 하 에 있는 소분류 목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키워드 검색과는 달리 자료의 유형, 자료 소장국, 자료 소장기 , 문서군을 각각 

선택하여 자료를 검색하는 디 토리 검색도 가능했다. 

의 그림 오른쪽의 소분류 목록 상세 정보 화면을 보면, 검색 결과 화면에 두 개의 

표가 있는데, 첫 번째 표에는 그 자료가 속해 있는 분류 제목과 간략 정보가 

표시되고, 그 하단에 표에는 소분류 목록의 상세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국사편찬 원회에서는 2010년부터 ‘ 자 사료 ’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외 수집 

한국사 자료뿐만 아니라 국내 수집 한국사 자료의 목록과 원문 이미지를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다음은 재 서비스 인 자사료 의 기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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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전자 사료관’ 초기 화면(왼쪽)과 키워드 검색 화면(오른쪽)>

 키워드 검색 화면에서 나타나듯, 자 사료  시스템은 수집된 자료들을 출처에 

따라 계층별로 정리하여 자료의 계통과 맥락을 한 에 악할 수 있도록 목록을 

보여 주고 있다. 자료 분류 체계를 보면 사료군, 사료 계열, 하  사료 계열, 사료철, 

사료건으로, 이  시기 사용되던 해외 수집 자료 시스템과 분류 체계는 동일하다. 

이  시스템에서 시리즈라고 했던 것이 사료 계열로, 분류 목록 한 건이 사료철로, 

소분류 목록 한 건이 사료건으로 각각 명칭이 바 었다. 양 시스템의 차이는 이  

시스템이 국외 수집 자료만을 한 것이었다면,  시스템은 국사편찬 원회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모든 자료를 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해외 수집 자료 

시스템에서 분류 제목을 통해 사료군, 사료 계열, 하  사료 계열, 사료철을 

한꺼번에 보여 줬다면, 이 시스템에서는 각각을 분리해 자료 분류 체계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는 이다. 

국사편찬 원회가 국외에서 수집한 자료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가별 수집 자료 사료철 수

국명 사료철 수 국명 사료철 수

미국 51,885 우즈베키스탄 732

일본 37,027 캐나다 678

국 4,520 카자흐스탄 600

러시아 4,235 호주 261

국 3,832 폴란드 224

독일 1,667 이태리 67

만 1,355 인도 28

랑스 736 멕시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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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사료철 소장처 사료철

미 국립문서기록 리청 36,383 트루만 통령 도서 41

시스 넥시스 사 5,291 닉슨 통령 자료실 41

개인 소장 5,088 일 학교 27

미 국립문서기록 리청 뉴욕 분 1,334 미 장로교회 역사 연구소 20

아이젠하워 통령 도서 494
칼리지 크 소재 메릴랜드 학교 

혼벡 도서
20

마노아 소재 하와이 학교 

한국학센터
309 마샬 도서 12

로 퀘스트 사 295 클 몬드 학 호 드 도서 12

콜롬비아 학교 귀 본  

문서 도서
234 하바드 학교 엔칭 도서 11

기타 232 린스턴 학교 이어 스톤 도서 10

후버 연구소 211 남가주 학교 통 문화 도서 9

미 공군 역사 연구소 210 미 육군 학교 도서 6

존슨 통령 도서 204
로스앤젤 스 소재 캘리포니아 

학교 루돌  동아시아도서
5

 표는 2013년 9월 13일에 자사료 에 업로드 되어 있는 사료철 목록을 국가

별로 분류하여 작성한 것이다.5) 총 15개국에서 수집한 자료는 모두 107,849건에 

달한다. 그  48%에 해당하는 자료를 미국에서 수집했고, 그 다음이 일본 34.6%, 

국 4.2%, 러시아 4.0%, 국 3.6%, 독일 1.6%, 만 1.3% 순이다. 

2.2 미주 지역 수집 자료 소개

국사편찬 원회가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미주 지역, 그 에서도 미국 소재 한국사 자료의 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 

45개 기 에서 자료를 수집했고, 개인 소장 자료도 5,088건에 달한다. 아래 표는 

미국과 캐나다의 자료 소장처를 보여 다. 

<표 2> 소장처 별 수집 자료 현황: 미국, 캐나다>

5) 이하 국사편찬 원회의 국가별, 자료 소장 기 별 수집 자료 황 표는 2013년 9월 13일 

자사료 을 검색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후에는 주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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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사료철 소장처 사료철

죠지 워싱턴 학교 국가 안보 

문서
201 루즈벨트 통령 도서 3

아칸사스 학교 데이비드 멀린 

도서
199 하바드 학교 한국학 연구소 3

에모리 학교 피츠 신학 도서 198 린스턴 학교 게스트 동양 도서 2

포드 통령 도서   박물 169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학교 

밴크로 트 도서
1

미 육군 역사 연구소 133 미시간 학교 벤틀리 역사 도서 1

맥아더 문서   도서 110
미 국립문서기록 리청 라구나 

니구엘 분
1

해군부 해군 작  문서 100
칼리지 크 소재 메릴랜드 학교 

멕 딘 도서
1

미 의회 도서 94 퍼시픽 학교 도서 1

네디 통령 도서 65 텍사스 학교 페리 캐사네다 도서 1

마노아 소재 하와이 학교 

해 턴 도서
55 캐나다 도서   문서 632

카터 통령 도서 48 토론토 학교 토마스 피셔 도서 46

미주 지역 수집 자료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이 미 국립 문서 기록 리청

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메릴랜드 주 칼리지 크에 있는 미 국립 문서 기록 리청

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뉴욕 분 에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본을, 

라구나 니구엘 분 에서는 기 미주 이민 련 자료를 수집했다. 미주 지역에서 

수집한 체 자료의 72%에 해당하는 사료철 37,718건이 이 세 곳에서 수집되었다. 

이들 사료철은 총 67개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35개 문서군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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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자료의 문서군6)

연번 문서군 제목 사료철 수

1 문서군  407: 부 부실 문서(1905-1981) 9,737

2
문서군  338: (2차 세계   그 이후) 미 육군 작 , 술, 
군수 조직 문서(1917-1993)

4,889

3
문서군  554: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총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문서
(1945-1957)

4,882

4 문서군  59: 국무부 일반 문서(1763-2002) 3,714

5 문서군  469: 미 해외 원조 기구 문서(1942-1963) 3,063

6 문서군  84: 국무부 재외 공  문서(1788-1964) 1,505

7 문서군  331: 2차 기 연합 작   작  사령부 문서(1907-1966) 1,497

8 문서군  319: 육군 참모부 문서(1903-2006) 1,461

9 미국의 소리 방송 본(1945-1984) 1,337

10 문서군  550: 태평양 방면 미 육군 문서(1945-1984) 852

11 문서군  342: 미 공군 지휘, 활동  조직 문서(1900-2000) 618

12 문서군  313: 해군 작 군 문서(1849-1980) 547

13 문서군  332: 2차 기 미 구 문서(1939-1948) 439

14 문서군  226: 략 첩보국 문서(1919-1948) 264

15 문서군  330: 국방장 실 문서(1921-2005) 223

16 문서군  218: 미 합동 참모 문서(1941-1978) 216

17 문서군  286: 국제 개발처 문서(1948-2003) 215

18 미 국립문서기록 리청 소장 노근리 사건 련 문서 213

19 문서군  457: 국가안보국/ 앙안보단 문서(1917-1997) 173

20 문서군  341: 미 공군 사령부(공군 참모) 문서1934-1989 145

21 문서군  349: 연합 사령부 문서(1945-1973) 132

22 문서군  242: 미 국립기록 리청 해외 노획 문서(1675-1983) 131

23 문서군  389: 헌병감실 문서(1920-1975) 124

24 문서군  306: 미 해외공보원 문서(1900-1992) 123

25 문서군  500: 미 8군 문서(1944-1956) 123

26 문서군  38: 해군 작  부장실 문서(1875-1989) 110

27 문서군  165: 쟁부 일반  특별 참모 문서(1860-1952) 103

28 문서군  127: 미 해병  문서(1775-9999) 90

29 문서군  153: (육군) 법무감실 문서(1792-1981) 83

30 문서군  263: 앙 정보국 문서( 1894-2002) 73

31 문서군  334: 군간 기구 문서(1916-1973) 72

32 문서군  43: 국제회의, 원회, 박람회 문서(1825-1972) 72

33 문서군  273: 국가 안보 회의 문서(1947-196) 33

34 문서군  111: 수석 신호 장교실 문서(1860-1982) 30

35
문서군  496: 남동 태평양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사령부 문서
(1941-1946)

22

6) 2013년 12월 1일 자사료 의 목록을 검색한 결과 미 국립 문서 기록 리청에서 수집한 

자료의 사료철 수가 총 37,49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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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 원회의 문서군은 자체 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미 국립문서기록 리청의 

분류 체계를 따라 자료의 생산 기  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  국무부 일반 문서가 

들어 있는 문서군 59와 국무부 재외 공  문서가 들어 있는 문서군 84, 미 해외 공보원 

문서인 문서군 306, 미 해외 원조 기구 문서인 문서군 469, 국제 개발처 문서인 문서군 

286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군과 태평양 쟁기 연합 사령부, 미국의 국가 안보 련 

부서에서 생산 는 수신한 문서들이다. 이들 문서군에는 미 해군이 한반도에 처음

으로 발을 내딛은 신미양요부터 태평양 쟁기, 미군정기, 한국 쟁기에 이르기까지 

해당 부서에서 한반도 문제와 련하여 생산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부분의 

자료가 문서 자료라고 한다면 미 신호 부 에서 촬 한 사진들이 들어 있는 문서군 

111에는 신미양요부터 미군들이 남한에서 행한 활동과 그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한국의 

모습을 해주는 사진들이 거 포함되어 있다. 

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서 생산된 외교 문서로 구성된 

문서군 59와 국무부의 재외 공 , 즉 조선 주재 미국 공사 , 주한 미국 사  

등에서 생산 는 수신한 문서가 포함된 문서군 84에도 한국과 련된 주요 문서

들이 거 포함되어 있다. 문서군 306에는 미군정이 남한에서 조사한 여론 조사  

동향 악에 한 자료, ‘미국의 소리’ 방송 본 등 미 외 공보처에서 생산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미국의 외 원조와 련된 자료들이 포함된 문서군 469와 문서군 286에는 

미군정기부터 1950년 까지 미국의 한 원조와 한국 경제의 개를 보여 주는 자료

들이 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문서군 469에는 령지 긴  구호 원조(GARIOA) 

원조, 경제 조처(ECA) 원조 등 미 군정기부터 시작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원조 

기구의 남한에 한 원조 련 자료, 미군정기 경제 정책을 입안하 던 앙경제 원회

(National Economic Board) 문서, 한미 합동 경제 원회(Combined Economic Board)와 

미국의 한 경제 원조 사업을 담당했던 경제조정 실 문서가 포함되어 있어 

미군정기부터 1950년  말까지의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국사편찬 원회에서는 미 국립문서기록 리청 외에서 수집한 자료를 비롯해서 

미국 내 각 기 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자료집으로 간행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1987년부터 한민국사 자료집이 총 66책 간행되었다. 1집부터 42집까지는 

총서명이 한민국사 자료집이었고, 43집부터는 한국 사 자료 집성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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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한국 계 국 외무성 문서를 담은 8집부터 17집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이 모두 미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집에 실린 문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이 문서군 59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이다. 유엔 한국 임시 원단 

련 문서를 담은 1집부터 7집, 주한  주일 미군 정치 고문 문서를 담은 18집부터 

27집, 유엔 한국 원단의 활동에 한 문서를 담은 38집부터 44집, 1960년  한 

인식과 한미 계에 한 미 국무부 문서를 담은 52집, 미 국무부 정보 조사국(OIR) 

보고서를 담은 53집부터 57집이 모두 문서군 59에서 찾아낸 것들이다. 그 외에 28집

부터 37집은 올리버 문서와 맥아더 기념 , 스탠포드 학교 후버 연구소, 유엔 문서 

보 소 등에서 찾아낸 이승만 계 서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 국민회와 이승만 

간의 하와이 법정에서의 소송 련 자료를 묶은 45집은 로베르타 장(Roberta Chang)이 

발굴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고, 미 군정기 군정단과 군정  문서를 묶은 47집

에서 51집은 문서군 407에서, 한일 회담 련 미 국무부 문서를 묶은 60집에서 66집은 

문서군 84에서 찾아낸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책으로 간행된 이들 자료는 국사

편찬 원회 자도서  시스템에서 해당 책을 검색하여 검색 결과 화면의 ‘웹 자원 

정보’를 클릭하면 웹북으로 각각의 책들을 다 볼 수 있다.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간행된 남북한 계 사료집도 미 국립문서기록 리청에 

있는 문서군 333, 문서군 59, 문서군 262와 맥아더 기념 의 문서 에서 수집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1집부터 10집은 휴  회담 회의록이고, 11집부터 20집은 

한국 쟁기 한미 정치 계 문서, 북한군 포로 계 문서, 미 국무부 정책 수립처

의 한국 계 문서, 한민국 내정에 한 미 국무부 문서로 구성되어 있고, 15집

은 미 앙 정보국의 평양 방송 청취 보고서이다. 

2001년부터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 사료 

총서｣를 간행했는데, 그  17집과 20집에는 미 국립문서기록 리청에서 수집한 

한미 주둔군 지  정(SOFA)에 한 자료가 묶여져 있다.  문서군 111의 사진 

자료는 국사편찬 원회의 자사료 에서 원문을 볼 수 있고, 국사편찬 원회에서 

운 하고 있는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사이트의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 사｣를 통해서도 주제별로 사진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역사넷의 사진

으로 보는 한국 근 사 사이트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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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초기 화면

2.3 유럽 지역 수집 자료 소개

국사편찬 원회의 유럽 지역에서의 자료 수집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국, 독일, 

랑스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표는 국가별, 자료 소장처별 자료 수집 

상황을 보여 다. 

<표 4> 소장처 별 자료 수집 현황: 유럽

국명 소장처 사료철 수 국명 소장처 사료철 수

국

국 국립 문서 보 소 3,354

독일

독일 연방 외무성 정치 문서 
보 소

1,150

버 엄 학교 앙 도서  
고문서 자료실

160
라이 르그 소재 독일 

연방 문서 보 소
3

개인 소장 21
코블 쯔 소재 독일 연방 
문서 보 소

375

기타 985 개인 소장 114

랑스

리 소재 외무부 문서 보 소 605 뮌스터 학 도서 25

낭트 소재 외무부 문서 보 소 12

이태리

외무성 역사 외교 기록물 
보존소

62

개인 소장 119
국방성 육군 역사 기록물 
보존소

2

폴란드 폴란드 외무부 문서 보 소 224 해군성 역사 기록물 보존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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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자료를 수집한 곳이 국의 국립 문서 보 소이다. 

국에서 수집한 자료는 국 외무부 문서군(FO)으로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료철 2,102건이 정치국 일반 문서인 FO 371에서 선별된 것이다. 그 외에도 국 

주재 국 사 에서 생산하거나 수신한 문서로 구성된 FO 228, 국과 만에 

련된 기  문서를 모아 놓은 FO 405에서 선별된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다. 국 

련 자료군 속에서 선별된 자료 속에는 조선에 국 공사 이 설립되기 이  시기 

조  계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 외무부 문서군에서 선별된 자료는 이른 시기에 국사편찬 원회에서 자료집

으로 간행되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간행된 ｢ 한민국사 자료집｣8집부터 17집이 

그것이다. 총 10책 속에는 1944년 10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생산된 한  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3개 문서 과 뮌스터 학 도서 의 한국 련 도서가 수집되어 있다. 

외무성 정치 문서 보 소에서 수집한 문서는 크게 3개의 문서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베를린 소재 외무성 정치 문서 보 소(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PA AA)에서 수집한 1945년 이  조독 계 문서 218건으로 1910년 이 에 

생산된 조독 계 문서, 일본 자료군에서 선별한 조선  한 제국 련 문서들

이다. 두 번째는 구동독 외무부에서 생산 는 수신한 문서 870건으로 동독과 북한 

계를 연구하는 데 필수 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는 서독 외무부에서 

생산한 문서 62건 속에서 구서독에서 생산한 북한 련 자료, 재독 한인사 련 

자료들이 들어 있다. 구 서독의 앙 문서 보 소 던 코블 츠 소재 연방 문서

보 소(Bundesarchiv-Koblenz)와 라이부르크 소재 연방 문서보 소(Bundesarchiv- 

Freiburg)에서는 독 간호사 자료, 동백림 사건 자료, 구 서독 연방 경제 부처에서 

생산한 한국 경제 련 자료 등이 들어 있다. 그 외에 뮌스터 학 도서 (Universitäts- 

und Landesbibliothek Münster)에서는 고문서 자료실에 있는 한국 련 고서 복사본

이 수집되었다. 

랑스에서 수집된 자료도 외무부 문서가 주종을 이룬다. 랑스 외무부 문서 이 

리와 낭트에 있는데, 이 두 곳에서 수집된 자료가 사료철 617건에 달한다. 이들 

문서  1854년부터 1901년 사이 생산된 한불 계 외교 문서  요 문서가 선별

되어 한국 근 사 자료 집성 11집부터 19집으로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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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소련 지역 수집 자료 소개 

구소련 지역 자료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집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소장처별 자료 수집 황을 보여 다.

<표 5> 소장처 별 자료 수집 현황: 구소련

국명 소장처 사료철 수

러시아

러시아 국립 도서 (РГБ) 1,806

러시아 연방 국립 문서 보 소(ГАРФ) 900

러시아 연방 외 정책 문서 보 소(АВПР) 339

러시아 연방 국방부 앙 문서 보 소(ЦАМО) 335

러시아 국립 사회 정치사 문서 보 소(РГАСПИ) 224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 보 소(РГАВМФ) 218

러시아 국립 극동 역사 문서 보 소(РГИА ДВ) 110

러시아 국립 역사 문서 보 소(РГИА) 93

러시아 국립 경제 문서 보 소(РГЭА) 88

이르쿠츠크 국립 문서 보 소(ГАИО) 35

소련 과학 아카데미 아시아 민족 연구소(АНСССР ИНА) 26

러시아 민족 도서 (РНБ) 21

기타 19

러시아 사 문서 보 소(РГАНИ) 12

제정 러시아 외 정책 문서 보 소(АВПРИ) 5

하바로 스크 국립 문서 보 소(ГАХК) 4

우즈베키스탄
타쉬 트 국립 문서 보 소(ТГА, Узбекистан ) 256

우즈베키스탄 국립 문서 보 소(ЦГА УССР) 476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령 문서 보 소(АП РК) 99

딸띄꾸르간 국립 문서 보 소(ТГА, Казахстан) 367

카자흐스탄 국립 문서 보 소(ЦГАРК ) 85

개인 소장 49

구 소련 지역에서 수집된 자료의 부분은 역시 러시아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기타를 제외하면 러시아 내 15개 기 에서 수집된 자료가 사료철로 4,235건에 

달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집된 자료가 732건, 카자흐스탄에서 수집된 자료가 600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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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러시아 수집 자료  수 를 차지하는 것이 러시아 국립 도서  소장 자료로, 

북한에서 간행된 연속 간행물 사본이다. 그 다음으로 자료를 많이 수집한 곳이 러시아 

연방 국립 문서 보 소와 러시아 연방 외 정책 문서 보 소다. 자에서 수집한 

자료에는 구한말부터 한인 강제 이주, 소군정  북한의 경제와 사회 련 문서, 

소련과 북한 간의 외 문화 교류 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후자에는 소련 

외무성 극동과의 조선 문제에 한 보고서, 서울 주재 소련총 사  자료, 소군정기 

소련 민정부 자료, 북한 주재 소련 군사령  정치 고문 기구 문서, 북한 주재 소련 

사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수집된 자료  자료의 일부가 해외 사료 총서로 간행되었다. 총서 

6집인 ｢소련 군정 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는 러시아 연방 국방성 앙 문서 

보 소에서 수집된 자료  조선에 한 미소공동 원회 소련 표단 비서부 

문서군에서 선별된 것이다. 총서 11집인 ｢한국 쟁, 문서와 자료, 1950-53｣은 러시아 

연방 국방성 앙 문서 보 소와 러시아 연방 통령 문서 보 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에서 선별된 자료를 간행한 것이다. 해외 사료 총서 13집부터 15집까지는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 보 소에 소장되어 있는 1854년부터 1894년 시기 생산된 

문서들이 자료집으로 간행되었다. 그 외에 개인 소장 자료인 쉬띄꼬  일기가 

해외 사료 총서 10집으로 간행되었다. 

우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수집한 자료들의 주종은 고려인 련 자료로 이주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 인 자료들이 거 포함되어 있다. 자사료 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카자흐스탄 국립 상 기록 보존소에서 수집한 고려인 련 상물은 재외 

동포사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자료로 보는 러시아 한인의 역사’라는 사이트

(http://hkr.history.go.kr)를 제작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다음은 해당 사이트의 

기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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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자료로 보는 러시아 한인의 역사 영문 사이트

3. 기타 유관 기관들의 자료 수집 현황

3.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의 1999년부터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재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특수 기록 리과이다. 국가기록원의 주 수집 상은 복 

이후 정부의 외 활동 련 기록물, 둘째, 과거사 청산, 국민의 권익 옹호, 국경 

 토 주권 련 기록물, 셋째, 한인 이주 련 자료다.7) 

국가기록원의 사이트에 따르면 해외 수집 자료는 문서 1,683,322매, 시청각 기록물 

107,241 이라고 되어 있다.8) 미국, 일본, 국, 베트남, 몽골, 러시아, 국, 헝가리,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독일 소재 문서 과 뉴욕 소재 유엔 문서 , 라질 한인회

에서 자료를 수집하 다. 

문서 자료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집했는데, 일본 외교 사료 과 학습원 학 

소장 조선 총독부 기록, 재일 한인 자료, 조총련 소장 재일 동포 자료 등 557,915장

이다.  러시아와 헝가리, 불가리아 문서 에서 북한 련 문서 자료를 77,000 여장 

7) 국사편찬 원회, 2009, 사료 수집 보존 의회 2009년도 담당  회의 (미간행), 27쪽

8)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possessionConditionOfspecialReco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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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했다. 사진 자료로는 조총련 소장 재일 동포 련 사진이 만 여 매에 달하고, 

뉴욕 소재 유엔 문서 에서 소장되어 있는 한 경제 원조 련 사진이 3천 여 매, 

그리고 러시아 사진 상 기록 보존소 소장 북한 련 사진이 634 매, 라질 한인회 

소장 사진 자료 308 매 등이다. 

국가기록원은 해외 수집 자료의 목록을 별도로 서비스하고 있지는 않다. 국가

기록원의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콘텐츠화된 자료를 볼 수 

있다. 

3.2 국립중앙도서관

국립 앙도서 은 해외 소재 도서 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문헌을 수집해 

왔는데, 2004년부터는 역을 확 해 미국 문서기록 리청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 사 련 문서를 수집하고 있다. 담당 부서는 연속 간행물과로, 수집 문서는 

미 국립문서기록 리청의 문서군 242, 문서군 319, 문서군 554, 문서군 59, 문서군 218, 

문서군 84에서 선별된 것들이다. 2013년 9월 재 수집된 문서가 197만 장에 달한다. 

국립 앙도서 의 디지털 도서 (http://www.dlibrary.go.kr)에서 해외 수집 자료의 

목록과 원문 이미지 일을 볼 수 있다.  업무용 블로그인 해외 기록으로 보는 

한국(http://blog.naver.com/dibrary1004)을 통해서 수집 자료에 한 해제를 볼 수 있다. 

3.3 독립기념관

독립기념 의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는 1987년 이래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수집

하고 있다. 기 의 성격에 따라 독립운동사 자료를 주로 수집하고 있고, 국가별로는 

일본, 국, 미국, 러시아에 집 되어 있다. 한국 독립운동사 정보 시스템

(http://search.i815.or.kr)을 통해 자료 목록과 원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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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한국 독립운동사 정보 시스템 초기 화면

 

독립기념 의 해외 기록물에는 기증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특징

이다. 미주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  도산 안창호 자료 3,961 , 서재필 기념 재단

에서 기증한 서재필 련 자료 7039 , 미주 흥사단에서 기증한 한인 국민회 자료 

2,820  등이 표 이다.  사이트의 원문 정보에서는 한민국 임시정부 련 

자료, 만주 길림성 당안 에서 수집한 독립운동 련 자료, 미주 흥사단 자료 등을 

원문으로 볼 수 있다.  독립기념 에서는 해외 수집 자료로 자료 총서를 간행

하고 있다. 간행된 총서는  시스템에서 웹북으로 볼 수 있다. 

3.4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산하 기 인 군사편찬연구소에서도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군사사 련 자료를 심으로 미국, 국, 러시아에서 자료를 주로 수집했는데, 

베트남, 인도, 등 수집 국가를 다변화시키고 있다. 

1995년 해외 수집 자료의 목록인 ｢군사사 자료 목록-해외 수집 사료 1｣을 간행

했는데,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수집한 자료가 총 2,790건(문서 1,086건, 마이크로필름 

1,421건, 마이크로피시 222건)이었다. 2013년 9월 재 해외 수집 자료는 110만 여 장

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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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의 목록을 웹으로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다만 수집 자료를 선별해서 

자료집으로 간행하고 있는데,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간행된 한국 쟁 자료 총서

가 표 이다. 선별된 자료는 미 국무부와 국가안 보장회의(NSC), 앙정보국

(CIA)에서 생산된 자료들이다.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웹북으로 볼 수 있다. 

3.5 국회도서관

국회도서 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미 국립문서기록 리청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 사 자료를 활발히 수집했다.9) 비교  이른 시기인 1997년부터 도서  

자료의 산화를 시작했고, 해외에서 수집한 자료는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보 되어 

일반에게 공개했다. 2002년 이후는 주로 일본 소재 한국사 자료에 집 하고 있고 

문서 자료보다는 마이크로필름 형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3.6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1995년 이후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훈심사과

에서 보훈 정책 수립과 공훈 심사와 련된 독립운동사 자료, 민주화 운동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국과 일본에서 주로 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있고, 미국에서 

수집한 자료도 20% 정도 된다. 

수집된 자료는 공훈 자사료 (http://e-gonghun.mpva.go.kr/)을 통해 목록과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1991년부터 해외의 한국 독립운동 사료라는 총서를 간행하 는데, 

2013년까지 모두 37책이 간행되었다. 미국 수집 자료가 9책, 일본 수집 자료 11책, 

국 수집 자료 10책, 독일 수집 자료 3책, 러시아 수집 자료 2책, 기타 2책이다. 

공훈 자사료 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9) 국사편찬 원회, 2006, 사료수집보존 의회 실무자 회의 (미간행), 39쪽



4.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국사편찬 원회를 비롯한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는 유  기 들의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산재한 한국사 자료들이 

거 수집되었다. 한 1990년  말부터 시작된 정보화 사업의 결과 이들 수집 

자료들의 목록이 만들어져 각 기 의 사이트에서 서비스 되고 있고, 상당량의 

자료는 디지털화되어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자료 덕분에 한국 근 사의 연구 역이 확 되고, 한국 근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 으로 시작되면서 

표방되었던 해외에 산재한 자료를 체계 으로 수집, 정리하여 범국가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인 라를 구축하는 일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사료 수집 보존 유  

기  의회를 통해 유  기  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산의 효율  집행을 해 

노력하고 있으나 각 기 의 특성에 따라 수집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과 목록  

디지털화된 자료를 서비스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이들 자료를 이용하기 해서 

이용자들은 몇 차례의 학습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먼  각 기 이 

수집한 자료들의 목록을 통합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진 으로 이제 각 기 에서 수집한 자료의 목록을 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특정 주제에 한 자료를 그 목록에서 찾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부분의 기 들이 자료의 원 소장 기 의 자료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자료가 생산된 기 별로 자료를 찾아내기는 쉽지만, 특정 주제에 한 

자료를 그 속에서 찾으려면 많은 시간과 문성, 그리고 노력이 요구된다. 이용자

들이 원하는 특정 주제에 한 자료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을 안내해 

주는 도구서 등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 연구자들을 한 자료집 간행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를 극 으로 개발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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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SLIB 소식

국립중앙도서관, 미의회도서관 소장 한국 고지도 30종 복원하여 

영인본 제작하다 

- 고지도, 가까이 만나는 한국의 옛 모습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 간 토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고유 토를 확인할 

수 있는 고지도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미의회도서관 소장 ｢조선여지도｣ 

등 한국 고지도 30종을 복원 처리하고 인본1) 으로 제작해 이용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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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기관에 소장된 한국자료 중 훼손된 채 보관되고 있는 자료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자료들의 복원 및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해 왔다. 이에 

2007년부터 미의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지도 35종의 훼손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나라 

전통 한지를 사용해 과학적으로 보존․복원 처리한 뒤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했다. 

이런 제작 과정을 거친 ｢조선여지도｣ 등 한국 고지도 30종은 국립중앙도서관 1층 서고자료

신청대에서 열람 신청을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인본으로 제작된 지도 중에는 독도(우산도)가 명기된 지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1800년대 조선과 주변국의 모습을 알 수 있어 조선 역사와 지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사진제판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본과 똑같게 

복제된 서적(출처: 도서관

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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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NARA 소장 

비밀문서 공개

- 미 극동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승만 대통령 간 대화록 등 수집자료 총 194만 면 디지털화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앞두고 현재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이 소장하고 있는 정전협정 관련 주요 문서 

총 194만 면을 디지털 파일로 구축한 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전 관련 주요 문서는 1953년 6월 22일 정전협정 체결에 앞서 한․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국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견해를 밝히고 한미상호안보조약 체결 및 한국 경제원조 약속 등을 한 보고서들이다. 

또한 ▲미 극동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 간 대화록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특사인 월터 로버트슨 국무부 차관보와 이승만 대통령의 대화 발췌록 ▲유엔군 측 회담 전략 

기획서 1)등 정전협정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서들도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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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들 자료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한미 입장과 갈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라고 밝히며, “한국 관련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 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이 2004년부터 10년간 NARA에서 수집한 한국 관련 기록자료 총 194만 면

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해외수집기록물’을 선택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 전자

도서관 디브러리에서 ‘소장자료>온라인자료>기록물’을 선택한 후 알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NARA에서 수집한 정전협정 관련 문서>

1. 미 국무부 역사연구국의 정전협정 관련 보고서 

1급 비밀문서(Top Secret). 

- 1953년 6월 22일, 정전협정 체결에 앞서 한∙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이 포함된 미 국무부 역사연구국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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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 통일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미국의 견해를 

밝힌 것과 “한국은 우리와 함께 상호안보조약을 맺게 될 것이며 경제 원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문서 출처: 미 국무부 일반 문서군 
(RG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56–1999), Entry #1471, Box 21, Series 

Title: Records of the Historical Studies Division; Research Project, 1946-1954, Folder: RP 339 

The Rhee-Robertson Conversations and Their Aftermath: A Chronology of Principal 

Developments in Korean-American Relations, June 22 – July 26, 1953 

2. 미 국무부 역사연구국의 정전협정 관련 보고서 

- 미 국무부 역사연구국의 보고서에 정전회담 마무리 시기인 1953년 6월 22일부터 정전협정 

체결 하루 전인 7월 26일까지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정책결정자

들과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정전협정 체결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양상을 사안별로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이 들어있다. 

- 1953년 6월 22일 이승만 대통령과 클라크 극동군 사령관의 대화 내용에서 클라크 사령관은 

‘미국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수용해야만 한다. 첫째, 미국은(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반대하지만) 정전협정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둘째 미국은 한국에서 중국 공산군을 

무력으로 퇴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전협정에 이러한 이슈를 포함할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 문서 출처: 미 국무부 일반 문서군 
(RG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56–1999), Entry #1471, Box 21, Series 

Title: Records of the Historical Studies Division; Research Project, 1946-1954, Folder: RP 339 

The Rhee-Robertson Conversations and Their Aftermath: A Chronology of Principal 

Developments in Korean-American Relations, June 22 – July 26, 1953 

3.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정전회담 전략 기획서 

-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의 정전 예비회담 및 1차 회담을 앞두고 미 극동군 사령부가 

작성한 유엔군 측 회담 전략 기획서. 

- 유엔군 대표단 장교들에 대한 JSPOG(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의 지시 

사항, 공산군 측 대표단 장교들의 신상 정보, 1차 회담에서 거론할 의제 및 금지 의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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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 거론할 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임진강에서 개성까지 이동 수단과 안전 

확보 대책, 대표단 참석 인원수 등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기획서의 서두에는 다른 문서들과 달리 ‘이 문서철에 담긴 내용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

(international significance)이므로 1급 비밀(Top Secret)로 지정하며…’라는 이례적인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 문서 출처: 미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Entry #2 (A1), Box 4, Series Title: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Chief of Staff, Subject File, 1945-1952, Folder: T/S Armistice Negotiations for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 Vol. 1 of 2 

   1)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의 정전 예비회담 및 1차 회담을 앞두고 미 극동군 사령부가 작성한 1급 비밀

문서(Top Secret). 

청나라에서 보낸 조선 시대 외교문서 공개

- 청나라에서 조선에 보낸 외교문서 493점 수록,‘고문서해제Ⅹ(10)’발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871년(고종 8년)부터 1893년(고종 30년)까지의 외교문서 

493점을 모은 ‘고문서해제 Ⅹ’을 발간․공개했다. 이 중 311점은 내용 설명과 더불어 원본 

사진을 게재하여 문서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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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교문서를 살펴보면 ▲“ 국․포르투갈 양국 공사의 조회(照會)에 의하면 황해도(黃海道) 

백령도(白翎島)에 표류하고 있던 국인 2명은 돌아왔으나 포르투갈인 2명은 아직 귀환하지 

않았으니 그 사항을 알려 달라.”(1871년(고종 8년) 6월 22일) ▲ “조선에서 파견한 시헌서(時憲書) 

재자관(賫咨官) 이용숙(李容肅) 등이 9월 말 북경에 당도할 때 수레에 싣고 오는 화물에 대해서 

면세(免稅)하겠다.”(1871년(고종 8년) ○월 29일) ▲ “조선이 국․독일과 각각 맺은 수호조약 

내용이 중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조약을 고쳐야 한다.”(1884년(고종 21년) 2월) 등 청나라가 

조선으로 보낸 문서들이다. 

조선 시대 외교문서인 자문(咨文)은 여러 종류의 외교문서 중 청나라에서 조선에 보낸 것으로, 

주요한 외교적 사안을 처리하던 일반적인 문서형태이다. 이번에 발간한 ‘고문서해제 Ⅹ’은 

또한 일식과 월식의 시각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헌력(時憲曆) 배포, 사신(使臣)이 가지고 온 

재물에 대한 면세 및 포상, 표류한 난민들의 귀환조치, 국경지역의 무역통상 문제, 서양 여러 

나라와의 조약 등 다양한 외교 사안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발간한 외교문서류는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로 실록 등의 관찬사료

들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관계 외교문서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한․중 외교관계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 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부터 매년 교령․호적․매매문기류 등 분야별 해제집을 선보이

고 있다. 



46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 제10호 (2013년 12월)

○ 고문서해제집 발간현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본문학류 고문헌 공개

- 제4회 한일 고문헌 연구교류회, 일본문학류 고문헌 조사결과 공유 

 

지난 7월 31일, 한국과 일본의 서지학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열렸다. 특히, 에도시대 시가

(詩歌) 형식인 하이카이[俳諧] 서적과 목판화 그림이 들어간 구사조시[草双紙] 서적 3종 발표 

등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다양한 일본문학류 고문헌이 최초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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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 지도자료실 세미나실에서 

한일 양국의 고문헌과 서지학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제4회 한일 고문헌 연구교류회’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본문학류 고문헌을 조사

하고 이들 자료 중 희귀하고 가치 있는 자료에 대해 공개 발표하는 자리 다. 일본 측에서는 

국문학연구자료관 이리구치(入口敦志) 교수가 일본 근세 최초의 소설장르인 ‘가나조시(仮名草子)’

를 통해 고서의 형식이 일본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오오다카(大高洋司) 교수가 오락소설 

장르인 요미혼[讀本]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특히 에도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요미혼 작가 교쿠테이 바킨(曲亭馬琴)의 작품인 ‘무소뵤에호접

이야기(夢想兵衛胡蝶物語)(1807)’는 저자 친필 교정본으로 저자의 필적과 메모를 50군데 이상 

남긴 가치 있는 자료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정진웅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전문원이 한국 문집의 개요와 체제․간행 

절차 등을 소개하고, 서지학적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한일 고문헌 연구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조사 연구된 자료를 공유

하고, 서지학 분야에 대한 이해증진과 더불어 관련 연구자들 간의 교류의 장이 돼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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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옛날 신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준비합니다!

- 올해 1차 근대신문 원문 디지털화, 내년 초 대국민 서비스 시작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

하기 위한’ 국가DB구축 중장기 로드맵 ‘귀중본 고신문 DB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 

대상은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1924년

부터 1950년까지 근대신문 54종 478책으로, 올해 1차 지원금 5억 원을 받아 우선 8종 27책을 

디지털화한다.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는 내년 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신문 기사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그 시대의 사건․사고, 생활상, 물가정보 등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재소설․사진․광고 등을 통해 문화적 측면도 알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스크랩이 가능해 연구․학술을 위한 자료뿐 아니라 개인 

창작 활동의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귀중본 고신문 DB 구축 사업’을 통해 사료적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구 보존․전승하고, 개방․연계․공유를 통해 그 활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창조적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정부 3.0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국제사서네트워크가 올 9월 다시 찾아옵니다

지난 8월 2일, 국제사서네트워크(International Librarians 

Networks, ILN)는 전 세계 사서들을 위한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은 전 세계 사서들을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주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올해 초 시범

운 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한 바 있다. 

6개월간의 시범프로그램 운 이 종료됨에 따라 공식 

프로그램의 참여를 원하는 전 세계 사서들을 대상으로 

8월 28일(수) 자정까지 신청을 받으며, 9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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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문헌정보학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매주 1시간 참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인맥을 구축하고 동료들로부터 배우

고자 하는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재신청을 통해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

방법 및 신청방법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ILN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국립중앙도서관, 美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독도는 한국령’언급 

자료 수집

- 수집 대상에 1945~1949년 한국관련 발신 메시지와 기타 무선 공문 포함돼 

국립중앙도서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의 소장자료 중 미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의 주한미군

(USAFIK) 부관참모실에서 1945~1949년 사이 생산된 ‘무선 

메시지(Radio Messages)’를 수집했다. 

무선 메시지는 크게 발신 메시지(Outgoing Message)와 기타 

무선 공문(Miscellaneous Radio Dispatches)으로 구분되어 

있다. 발신 메시지들은 정보참모부(G-2)의 특기사항(Highlights), 

미 제24군단의 작전 요약(Operation Summary), 존 하지(John 

Reed Hodge,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군정청 사령관, 1945~1948) 

장군의 미 국무부 발신 문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자료 중 정보참모부에서 작성된 특기사항에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정보원의 첩보 보고와 한국 철도 노조 활동, 개별 

정치인들의 동향과 정파 활동 등 한국 내 정세 분석을 비롯한 

독도 문제와 북한 정세 분석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보참모부의 한 보고서에서는, 

미 극동공군의 폭격 훈련 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독도를 훈련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면서 ‘Liancourt Rocks

(독도)는 한국령(Korean Territory)으로 간주되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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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메시지를 포함해 기타 무선 공문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을 기록한 문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당시 한국 관련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는 물론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한국 관련 기록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디브러리에서 ‘소장자료>온라인자료>

자료검색>기록물’을 선택, 키워드로 검색하면 된다. 

한-독 수교 130주년‘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이미륵展 개최

등록일 : 2013-09-16 등록: 국립중앙도서관 

  

- 9.13.~10.27.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미륵 친필 원고 등 80여점 작품 전시 

국립중앙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13일(금)부터 10월 27일(금)까지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미륵을 주제로 '이미륵 :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독 수교 130주년, 독일 지성인에게 감동을 준 이미륵의 생애와 업적 

올해는 ‘한-독 수교 1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이를 기념하여 한국인 특유의 순수한 정신과 

예술혼으로 독일 지성인에게 감동을 준 이미륵의 생애와 업적을 △조국 △사랑 △삶과 철학 

△죽음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미공개 편지를 포함해 친필 원고, 사진, 서예, 

도서 및 유품 등 총 80여 점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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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륵(본명 李儀景, 1899~1950)은 1946년 독일 뮌헨의 피퍼(Piper) 출판사에서 자전적 소설인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fliesst)’를 발표, 독일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압록강…’은 그 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돼 문 및 국문으로 번역됐고, 독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등 

독일인의 애독서로 자리 잡았다. 

- 이미륵 평전 의 저자 정규화 교수 기증,‘이미륵 문고’설치 

독일 유학 중 우연히 이미륵을 알게 된 이미륵 평전 의 저자, 정규화 교수(전 성신여자대학교)

는 그동안 수집한 이미륵 관련 자료 전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했다. 정 교수의 기증자료로 

1994년에 설치된 ‘이미륵 문고’는 ‘압록강은 흐른다’ 독일어 초고를 비롯해 유고와 유품, 사진, 

친필 편지 등 이미륵에 관한 귀중한 연구 자료로 가득하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회장 정규화)와 공동으로 이미륵 문고의 

소장자료를 널리 알리고 이미륵의 작품과 삶을 재조명해보는 전시회를 기획했다. 

“아직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미륵이 남긴 귀중한 자료들을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미륵의 삶과 작품이 재평가되고, 

그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순수한 정신과 휴머니즘을 남긴 세계적인 

위인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고 덧붙 다. 

국립중앙도서관 ｢책다모아｣, 스탠퍼드대학에 한국 자료 550권 재기증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기증 사업  ｢책다모아｣는 지난 10월 23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 동아시아도서관(East Asia Library)에 한국 관련 자료 550권을 재기증했다. 

｢책다모아｣는 범국민적으로 도서를 기증받아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는 국가문헌

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자료는 이를 필요로 하는 국내외 정보 소외지역 도서관 등에 재기증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표적인 기증사업이다. 

｢책다모아｣를 통해 스탠퍼드대학교에 처음 재기증을 했던 때는 2007년이다. 그 이후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재기증을 추진해 현재까지 지원한 한국학 도서는 총 1,547권에 이른다. 

이 밖에도 시카고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워싱턴대학교 등의 대학도서관 한국자료실에도 꾸준

하게 한국학 도서를 재기증해 해외에서도 한국 관련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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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기증 자료는 스탠퍼드대학교 내 한국 근현대사 자료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한국사 관련 

도서 위주로 구성했다. 또한 최근 한류의 향으로 한국 대중문화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유학생을 비롯해 한국에 관심 있는 이용자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한국 관련 자료까지 포함했다. 

재기증 자료 선별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방문한 스탠퍼드대 전경미 한국학 사서는 

“스탠퍼드대학교 내 한국자료실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학 장서가 많이 

부족하며, 예산 제한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두 구매할 수 없다”면서 “또한 한국학 인문 도서는 

오래된 자료도 매우 중요한데 절판이 됐거나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다모아｣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

하며, 좋은 자료를 기증해주신 기증자분들과 이러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국립

중앙도서관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식자원의 사회적 순환과 도서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책다모아｣는 한국학 연구 지원 이외 재외국민의 열악한 도서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해외 

한인 마을 작은도서관 등에 도서 기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9월에도 14개국 작은도서관에 

7,000여 권을 지원하는 등 초 3만 5천여 권을 지원했다. 

세손 정조가 외조부에게 쓴 편지 등 조선 시대 편지 22종 공개

-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옛 편지 속으로, 간찰을 들여다보다’고문헌 전시 개최 

“조정에 흉한 상소가 가득하여 매우 음울하고 참혹하니, 고금 천하에 어디 이처럼 흉악하고 

반역하는 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분통이 터져 나도 모르게 머리털이 곤두서서 

관이 찢어질 정도 습니다.” (김귀주가 홍봉한을 공격하는 상소에 대해 정조가 외조부(홍봉한)

에게 보낸 편지) 

국립중앙도서관은 11월 1일(금)부터 12월 31일(화)까지 고전운 실에서 ‘옛 편지 속으로, 간찰을 

들여다보다’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최초 공개하는 정조의 세손 시절 외조부에게 보낸 

편지 등 22종에 달하는 조선 후기의 다양한 간찰들을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조선 시대 편지는 개인 간 안부와 소식을 전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통 방법이자 학문을 토론하는 

매개역할을 했다. 간찰(簡札), 척독(尺牘), 서간(書簡), 서한(書翰) 등으로도 불리며 특히, 순 한글

이나 한자를 섞어 기록된 편지는 언간(諺簡), 언간독(諺簡牘), 내간(內簡), 글월이라 일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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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찰은 발신인(發信人), 수신인(受信人), 용건(用件)의 구성요소를 가지며, 수신인과의 관계에 

따라 적절한 예법을 고려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편지로 글쓴이의 삶과 사상은 물론 

그 시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사료가 되기도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최초로 공개하는 정조의 세손 시절 편지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 학자

들의 편지와 서민들의 한글편지, 편지쓰기 교본인 서식집 등의 옛 편지 전시를 통해 선현들의 

일상생활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 밝혔다. 

자세한 전시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행사소식>도서관행사>고문헌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사진 설명

정종대왕어필간첩(正宗大王御筆簡帖) : 정조(正祖, 1752-1800)의 세손 시절인 1772년에 외조부 

홍봉한(洪鳳漢, 1713-1778)에게 보낸 편지. 외조부 홍봉한과 정순왕후의 오라비 김귀주로 

대표되는 두 외척 간의 갈등이 정점을 이룬 영조 때에 김귀주가 직접 홍봉한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린 것에 대해 정조가 분노하여 쓴 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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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aterials and related information service 

at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Kentaro Abe

Librarian, Asian Resources Division, the Kansai-kan, 
the National Diet Library, Japan

1. Overview of the National Diet Library 

1.1 Overview

The National Diet Library (NDL) is the only national library in Japan. Based on 

Article 130 of the National Diet Law stipulating that “the National Diet Library shall 

be established in the Diet by a separate law, in order to assist Diet Members in their 

study and research,” the NDL was established in February 1948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Diet Library Law. As a depository library, it collects and preserves all the 

publications published in Japan and creates a national bibliography. One of its main 

features lies in its service to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the 

government. 

The NDL was originated from two libraries: the Imperial Library and the libraries of 

the House of Peers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Imperial Diet. The NDL 

inherited most of the materials housed in these libraries. 

Since the NDL is affiliated to the National Diet, appointment of the Librarian as 

well as regulations and budget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library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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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n Rules and Administra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House of Councilors of the Diet.

The NDL has the Tokyo Main Library, Kansai-kan,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and 27 branch libraries affiliated to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stitutions.  

[Figure 1] The Tokyo Main Library

The NDL has a total of 890 employees as of April 2013 (this excludes the employees 

of its branch libraries in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sectors). Its 2013 budget, 

excluding construction-related budgets, amounts to about 17 billion yen, out of which 

2.3 billion yen is assigned to materials. 

1.2 Services to general citizens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are provided by the Tokyo Main Library, Kansai-kan, 

and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The Tokyo Main Library and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are located in Tokyo Metropolis and 

Kyoto Prefectur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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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kyo Main Library is charged with the coordination of the entire NDL,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material collection and preservation, services to the Diet, 

and services to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stitutions; Kansai-kan with remote services, 

Asian resource services, cooperation projects, and digital library projects; and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with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children’s 

books and children-related materials as well as cooperation with school libraries. 

The Tokyo Main Library houses deposited books, magazines, newspapers, and digital 

publications published in Japan as well as foreign books and newspapers; Kansai-kan 

foreign magazines, material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and materials in Asian 

languages; and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books, 

children’s magazines, and children-related materials from Japan and other countries.

Since old books, materials related to parliaments and laws, and children’s books come 

in various shapes and have highly specialized content, those books are stored in dedicated 

rooms. Asian Resources Room is one of those specialized rooms and is designed to 

maintain the collection of Asia-related materials and provide related information services. 

[Figure 2] The Kansai-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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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verview of the Asian Resources Room in the Kansai-kan

2.1 Overview

The NDL’s first room dedicated to materials in Asian languages was the Chinese 

Materials Reading Room.

The Chinese Materials Reading Room was opened in June 1948 along with the 

opening of the NDL. Later in 1955, it was reshuffled to the Asian Materials Reading 

Room to house all the materials related to Asia except for Japan. Then, it was renamed 

to the Asian Materials Reference Room in 1959 and to the Asian and African Materials 

Room in 1961 to extend its collections to Africa-related materials. 

Again in June 1986, it was renamed to the Asian Materials Room and its 

collections were further extended to cover materials related to Asia, the Middle East, 

and Northern Africa. The Asian Materials Division managed all the affairs related to 

materials in Asian languages from selection to service provision. This enabled speedy 

provision of materials and material-based referencing. From this period, materials in 

Asian languages, which had been housed together with Japanese and Western books, 

came to be held separately in the Asian Materials Room. However, existing Asian 

materials continued to be housed together with Japanese and Western books.

With the opening of the Kansai-kan in October 2002, the Asian Materials Room 

was moved to the Kansai-kan and renamed to the Asian Resources Room. 

The Asian Resources Room is run by the Asian Resources Division of the Kansai-kan, 

which is tasked with provision of Asian materials and related information services. The 

Asian Resources Division handles most of the affairs related to materials in Asian 

languages ranging from material selection, processing, provision, referencing,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The target countries for its collection include Korea, China, East 

Asia, Southeast Asia, South Asia,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and Norther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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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sian Resources Division of the Kansai-kan

The Asian Resources Division has one director, one assistant director, and four 

sections as the following.  

○ General Affairs Section (1 person; coordination and general affairs)

○ 1st Asia Section (3 persons; materials in Asian languages except for Korean and 

Chinese)

○ 2nd Asia Section (4 persons; Chinese materials)

○ 3rd Asia Section (2 persons: Korean materials)

2.2 Collections

2.2.1. History

In the past, Japanese libraries made intensive efforts to collect Chinese materials. A 

great number of Chinese materials were inherited from the Imperial Library and the 

Chinese Materials Reading Room was installed when the NDL was opened.   



62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o. 10 (December 2013)

Influenced by a conference on Asia and Africa in 1955, the two continents gained 

attention in Japan. Reflecting such trend, the NDL began collecting materials related to 

Asia and Africa. 

In the 1970s, the NDL purchased around 1,000-1,500 Asian books per year mostly 

focusing on newly published Korean and Chinese books. Since there were not many 

materials in Asian languages other than Korean and Chinese, external experts were 

commissioned to create a want list for books in other Asian languages in order for the 

library to extend its collections. 

Entering the 1990s, the number of books published in Asian region surged. While 

the budget assigned to materials shrank, the number of books purchased increased to 

2,000-3,000 books per year thanks to the appreciation of Japanese yen. 

In 1996 and 1997, the library purchased former collections of Shanghai Xinhua 

Bookstore, which amounted to around 150,000 books. This purchase included the 

Chinese books that the Shanghai bookstore was storing as sample copies and was 

greatly useful in understanding the books published in China between the 1930s and 

the early 1990s. 

Currently, the library purchases about 9,000 books annually and half of them consist 

of Chinese books. When it comes to Asian books, international exchange is a major 

method of collection and about 1,500 books are acquired annually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2.2.2 Overview

The following table presents the status of materials in Asian languages housed in the 

Kansai-kan Asian Resource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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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s in Asian languages housed in the Asian Resources Room (March 2013)

Books (no. of books) Magazines (no. of titles)

Chinese 266,627 Chinese 4,287

Korean 33,040 Korean 2,805

Indonesian/Malay 13,550 Other Asian languages 849

Vietnamese 4,447 Total 7,941

Thai 4,078 Newspapers (no. of titles)

Persian 3,210 Chinese 366

Arabic 2,623 Korean 173

Turkish 2,071 Other Asian languages 88

Burmese 1,755 Total 627

Hindi/Sanskrit 1,003

Mongolian 730

Other 3,056

Total 336,190

Materials in Asian languages are collected with a focus on academic materials 

including reference materials such as dictionaries, catalogs, yearbooks, statistics, 

research books, and specialized books. A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e collection is 

allotted to humanities such as history and literature and social science such as politics, 

law, and economy. 

In addition to materials in Asian languages, the library also collects Japanese and 

Western books on Asia for non-Asian language speakers. Japanese materials on Asia 

consist of reference books, yearbooks, statistics, academic books, and major 

magazines/newspapers. When it comes to Western books on Korea and China, those 

that contain information that cannot be obtained from Korean and Chinese books are 

targets for collection. Western books on other Asian countries are mostly reference 

books and academi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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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books in the Asian Resources Room, particularly reference books, statistics, 

year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 are provided through an open access system.   

Asian materials are also housed in the Tokyo Main Library and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The Tokyo Main Library has books in Asian 

languages obtained before 1985 and specialized rooms for old books, materials related 

to parliaments and laws, and children’s books also house some Asian materials. 

3. Korean books in the NDL

3.1 Korean books in the Asian Resources Room

Table 2 shows the status of Korean books housed in the Kansai-kan Asian 

Resources Room. 

<Table 2> Korean books in the Asian Resources Room (March 2013)

Books 

(no. of books)

Magazines 

(no. of titles)

Newspapers 

(no. of titles)

Total no. of materials 
in Asian languages 336,190

7,941

(collection continuing: 
3,342)

627

(collection continuing: 
167)

Materials in Korean 
language 33,040

2,805

(collection continuing: 
1,100)

173

(collection continuing: 
35)

   

[Figure 4] Korean books in open stacks in the Asian Resource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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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 library subscribed to KISS10), a Korea-related electronic journal, in 

February 2009 and is currently considering subscription to DBPia and KPM.

The Asian Resources Room contains about 1,700 books in Korean language. While 

its focus of collection is on reference books and academic books such as yearbooks, 

statistics, white books, and research books, the library is also actively collecting books 

on general history, regional histories, corporate histories, and series. Collection methods 

include purchasing at local bookstore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Books to be purchased 

are determined by searching the catalogs of major Korean libraries including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or by reference to the websites 

and catalogs of Korean bookstores. In terms of international exchanges, the NLD 

partner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Assembly Librar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Materials in Korean language published in Japan are also collected 

through the legal deposit system. 

When it comes to Korean materials, a great number of them are government 

publications since a significant number of Korean materials (about 700 books per year) 

are collected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Government materials are usually not for 

sale and therefore constitute an important collection. Also, materials in the areas of 

history, laws, and economy as well as Korean materials related to Japan are important 

targets for collection.

Materials related to history and especially newspapers enjoy a relatively high demand 

among users. 

3.2 Korean materials in the Tokyo Main Library and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While most Korean books, magazines, and newspapers are housed in the Kansai-kan 

Asian Resources Room, the Tokyo Main Library and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also store some materials in Korean language. 

10)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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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Korean books in the Tokyo Main Library

In principle, Korean materials are held in the Asian Resources Room. However, 

about 10,000 Korean books, which were obtained before 1985, remain in the Tokyo 

Main Library. These materials can be searched using a catalog book or card catalog. 

The catalog books include both 3. Korean Books and the First Supplement of the 

Catalogue of Materials on Korea in the National Diet Library and are used to retrieve 

Korean books obtained before 1985. Upon prior request by a registered user, the books 

can be provided at the Kansai-kan as well. 

3.2.2 Old books

The NDL categorizes those books or manuscripts published in Korea before 1910 as 

old Korean books. These books, which amount to about 500 titles and 2,700 books, 

are stored in the Rare Books and Old Materials Room of the Tokyo Main Library. A 

great number of them were included in Chinese materials purchased by the library. 

Currently, some old Korean books can be retrieved in the open public access catalog 

(OPAC) and most of old Korean books can be searched in 4. Classical Chinese Books 

of the Catalogue of Materials on Korea in the National Diet Library.

The Study of Old Korean Books Existing in Japan by Yukio Fujimoto will be of 

help in overviewing the old Korean books housed in Japan. Currently, only the 

classics collection (shubu) is published. 

3.2.3 Materials related to parliaments and laws

Materials related to parliaments and laws are housed in the Parliamentary Documents 

and Official Publications Room of the Tokyo Main Library. 

Korean Documents produced by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including minutes 

of the meet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committees are about 400 items and 

can be retrieved in the OPAC. About 200 items can be retrieved in the card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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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legal documents are about 200 items including official gazettes, statute 

books, and precedent collections and can be searched in the OPAC. While these 

materials are collected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in principle, those unattainable 

in that way are purchased. About 60 items can be retrieved in the card catalog but 

not in the OPAC. 

Most of the parliamentary and legal documents that are retrievable with the card 

catalog can also be searched in the Catalog of Statutes and Parliamentary Documents 

of Foreign Countries.

3.2.4 Children’s books

Children’s books are housed in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Korean materials amount to about 7,000 books and all retrievable in the OPAC.  

The children’s library has children’s books including picture books, children’s magazines, 

and materials related to children’s books. Korean books are collected with a focus on 

those translated into Japanese, award-winning books, and critically acclaimed books. 

3.2.5 Other Korean materials

About 200 (single-paged) Korean maps are housed in the Map Room of the Tokyo 

Main Library. Although most of them have yet to have bibliographies, simple viewing 

of the maps is possible using index maps. Basic and high-demand items among those 

housed in the Asian Resources Room are also housed in the Tokyo Main Library. For 

example, the Newspaper Reading Room provides Korean newspapers and the Humanities 

Room and the Business, Science and Technology Room have Korean dictionaries, 

statistics, and year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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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rean resource service in the NDL

4.1 Retrieval servic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OPAC, the NDL created not only card catalogs but 

also a great number of catalog books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The catalog of Chinese and Korean books began in 1956 as Chugoku Chosen tosho 

sokuho (Accession list: Chinese and Korean language publications), published on an 

irregular basis. Then, it was renamed to Chugokugo Chosengo tosho sokuho (Accession list: 

Chinese and Korean language publications) in 1964 and to the annual Chugokugo Chosengo 

zoka tosho mokuroku (Accession list: Chinese and Korean language publications) in 1997. 

As to the catalog of books in other Asian languages, the Materials on Southeast 

Asia – Accession List and Review began to be published in 1957 on a monthly basis. 

This catalog included materials related to India and New Guinea and mostly consisted 

of Japanese and Western books. At that time, the NDL categorized the books in Asian 

languages other than Chinese and Korean as Western books and therefore spelled their 

titles in Roman alphabets. 

In 1963, the Materials on Asia and Africa – Accession List and Review started to 

be published on a monthly basis. Then in 1986, the Materials on Asia – Accession 

List and Review began to provide bibliographical information on Asian materials by 

region on a bimonthly basis. In addition, special editions to the Materials on Asia 

began to be published to provide a catalog of books in Asian languages other than 

Chinese and Korean. These languages include Indonesian, Malay, Vietnamese, Thai, 

Arabic, Turkish, Burmese, and Hindi. 

The library also published the National Diet Library Catalog of Chinese Books; the 

Catalogue of Materials on Korea in the National Diet Library 1. Japanese Books and 

First Supplement, 2. Foreign Books, 3. Korean Books and First Supplement, and 4. 

Classical Chinese Books; the National Diet Library Catalog of Chinese and Korean 

Periodicals; the National Diet Library Catalog of Chinese and Korean Periodicals and 

Newspapers; and the National Diet Library Catalog of Asian Language S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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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n Resources Room launched a new library system in October 2002, catered 

to the needs of multiple languages independent from a system that manages Japanese 

and Western books. Using this system that could handle Asian characters, Asian 

materials were organized and bibliographic information was published through the 

Asian Language Materials OPAC. Starting with Chinese and Korean books, this system 

had gradually enabled retrieval of books in other Asian languages. 

In January 2012, this system was integrated into the NDL’s new library system, 

which can handle Asian characters. Now all the materials housed in the Asian 

Resources Room are retrievable in corresponding Asian characters except for Burmese.

Currently, there are two retrieval systems used for the materials housed in the NDL: 

the NDL Search and NDL-OPAC.

The NDL Search11) is an integrated retrieval system, which was launched in January 

2012. Using this system, most of the collections in the NDL, public libraries, and 

university libraries in Japan can be retrieved. Thanks to the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addition, materials housed in the Korean library can also 

be searched. Furthermore, the search words and results in Japanese can be 

machine-translated into Korean, Chinese, and English. Information on most Korean 

books housed in Japan can be obtained using the NDL Search.

[Figure 5] NDL Search

11) Korean version: http://iss.ndl.go.jp/?local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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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DL-OPAC12) is the NDL’s system for retrieval of and application for 

materials. Registered users can access to materials in the shelves or file a request from 

outside of the library for a copy of the original.

[Figure 6] NDL-OPAC

4.2 Asian resources services

The NDL runs a website called Research Navi13) that provides information for 

researchers through a number of search tools. The website of the Asian Resources 

Room at the Kansai-kan14), which is part of the Research Navi, provides content 

useful in looking for Korean resource-related information. 

○ Search guide: Information guide

○ AsiaLinks-Asia-related web links: Asia-related web links by country and region

○ Directory of Asian studies institutions: Information on Asian studies institutions in Japan

○ Bulletin of Asian Resources Room : A quarterly bulletin that provides current 

information on Asian resources, newly arrived reference books, and reference tools

12) English version (only collection retrieval is available): https://ndlopac.ndl.go.jp/eng/

13) English version: http://rnavi.ndl.go.jp/rnavi/english.php

14) Korean version: http://rnavi.ndl.go.jp/asia/entry/about-k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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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website on Korean resources on the AsiaLinks1)

Information on search methods and the Bulletin of Asian Resources Room are used 

to promote utilization of Korean books housed in the NDL. 

Using the Directory of Asian studies institutions, in addition, users can identify the 

name of Asian studies institutions in Japan and the amount of Korean books they are 

housing. 

4.3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The NDL actively pursues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from both home 

and abroad. 

In Asia, the NDL has work exchange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and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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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NDL conduct work exchanges every 

year with the two organizations taking turns to host the program. This work exchange 

program with the Korean library, which began in November 1997 at the NDL and 

marks its 16
th
 anniversary this year, was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for a 

week from May 27 to June 3 in 2013. With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training exchange was conducted over a course of two years beginning in 2000 and 

the first work exchange was carried out in December 2003.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of Korea in 2007,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d NDL began a work exchange 

program in 2009. Year 2012 celebrated the program’s fourth anniversary. 

These exchanges with Korean libraries are contributing to improving Korean resource 

services in the NDL and provide a great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librarians of 

major South Korean libraries. 

The NDL is also build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Asian studies institutions 

in Japan through the Training Program on Asian Information and the Round Table of 

Institutions for Asian Studies.

The goal of the Training Program on Asian Information is to promote related 

knowledge and skills among Japanese librarians through lectures and practices on the 

collection and provision of Asian resources. It also introduces the collections of the 

Asian Resources Room to program participants in order to promote the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Asia-related materials. The Round Table of Institutions for Asian 

Studies is a place for the NDL to interact with other Asia-related organizations in 

Japan with an aim to promote the quality and utilization of Asian resourc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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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There are a number of points for improvement in regard to the NDL’s Korean 

resource services. It needs an environment in which Korean resources can be accessed 

in an easier and more convenient manner by securing a wide variety of resources. 

More electronic journals should be obtained in order to allow users to retrieve and 

view the articles of their interest more readi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se the 

Internet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books and other useful resources such as search 

guide and reference books. Such efforts will promote the status of the NDL in regard 

to utilization of Korean resources and Korea-related information. The NDL will 

continue to improve its environment for Korean resources and related services in order 

to heighten the quality of service. 

The NDL is committed to cooperate with other organizations from both home and 

abroad and to provide quality information and service regarding resources of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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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of Korean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verseas

: materials in North America, Europe, and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Kim Jeom-sook

Senior officer,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 Introduction

The work of collecting Korea’s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utside Korea went 

through dramatic changes around 2000 in terms of both scale and quality. Even before 

2000, such collection projects had been undertake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and media companies and catalogs of collected 

materials were published in the mid 1990s.1) Beginning from 1996, however, those 

projects by research institutes and media companies dwindled and government support 

remained stalled. 

Against this backdrop,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made a 

turning point in this trend by launching a project to collect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verse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mmitted a total of ten billion won2) to this 

project over the course of five years beginning in 2001. Given that a meager 180 

million won was assigned to the project in 2000, it was a remarkable increase simply 

in terms of scale.  

1) Jeong Hye-gyeong and Kim Seong-sik, 2000, Research on Ways to Digitalize the 

Historical Records Related to Korean Studies Located Abroad,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Issue 1, pp. 141-145

2) 1 USD = approx. 1,050 KRW as of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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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collection of overseas materials related to Korea, the government also 

raised its annual budget f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y about 260 million won 

compared to the budget in 2004. The yearly budget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llotted on related projects jumped from 66 million won in 2000 to 400 million won 

in 2013. The same story goes to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whose budget 

surged from 20 million won in 2000 to 450 million won in 2013.  

Backed by such strong government support, a great amount of materials have been 

compiled. The activity has made a remarkable progress in terms of quality as well. 

Publication of catalogs had been a major method to publicize collected materials until 

2000. In addition to publications such as catalogs and sourcebooks, now, access to 

catalogs and full-text images is possible on the Internet. 

With collection efforts launched in earnest, a cooperative network has been created 

among organizations with projects to collect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verseas. The 

beginning of the network was the meeting of the heads of related organizations hosted 

by the NIKH in November 2011. Since then, the meeting has been held on a regular 

basis. On March 21 in 2012, the network of organizations with projects for overseas 

historical materials held a Working-level Meeting of Organizations with Projects to 

Collect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verseas. The meeting was renamed to the Working-leve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Organizations on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on September 5 in 2003 and then to the Meeting of Organizations 

on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in 2010.  

The organizations in the network hold a meeting on a regular basis in order to 

promote efficient execution of government budgets by sharing information on their 

efforts to collect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verseas. This year, a total of eleven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IKH,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PVA),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participated in the meeting held on March 27 to 

discuss the progress in and future plans for their collect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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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ill discuss the achievements made by these organizations regarding the 

collection of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utside Korea since 2000, along with an 

overview of the materials collected. The coverage of regions will be limited to North 

America, Europe, and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due to the limited nature of this paper. 

2. Collection of overseas historical materials at the NIKH

2.1 Accomplishments

Originated from the Guksagwa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Decree by the Military Government Office on March 23 in 1946, immediately after the 

country’s independence, the NIKH is the only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institution in 

South Korea. The NIKH’s major activities are defined by law to include researching 

the country’s history as well as surveying, collecting, preserving, and publishing historical 

materials in order to establish the country’s historical system. Since its inception, 

accordingly, the institute has endeavored to study and compile primary materials for 

research on Korean history. In the early days, however, the focus of its collection 

activities was on materials scattered within South Korea and it was only 1976 when 

the institute turned its eyes to overseas materials.  

Starting in 1976, the NIKH sent its employees abroad twice per year to investigate 

Korean historical materials housed in other countries.3) In 1987, a post was installed at 

the NIKH to be in charge of collection of Korean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utside 

Korea and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were appointed in order to more 

proactively identify the status of Korean materials housed in other countries. As the 

institute’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Room started publishing sourcebooks on 

Korea’s contemporary history in 1993,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publication of those 

books also became engaged in collecting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verseas. With the 

3) NIKH, 2012, The 65 Years’ History of Compiling Korean History, pp.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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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of sourcebooks on Korea’s modern history since 1998, efforts to collect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abroad have further diversified. Accordingly, division of 

roles was made within the organization with the Historical Record Room tasked with 

general collection and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Room with collecting for 

the purpose of publication.  

In late 1999, when the collection project had yet to begin in earnest, the NIKH 

housed a total of 347,474 sheets of document, 193 books, 1,575 reels of microfilm, 

and 77 items/358 titles of other items including photographs, maps, and videotapes.4) 

Before starting the project to collect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abroad in 2001, the 

NIKH had one year of preparation period. The budget assigned to the project was a 

billion won in 2001, which was an increase by 5.6 tim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doubled in the following year and stood at that level since then on. 

Commensurate with the escalation in budget, the amount of collected items grew 

dramatically. In 2001, a total of 209,098 sheets of document, 225 reels of microfilm, 45 

books, 71 photographs, and 682 cassette tapes were collected from the US, Japan, Russia, 

Germany, and China. In 2002, the amount reached 929,137 sheets of document, 586 reels 

of microfilm, 234 books, 22 CDs, 1,228 copies of postcards, and 46 photo albums.5) 

In 2005, the final year of the 5-year project, the government decided to continue 

this project instead of reducing the budget since there still remained a great amount of 

materials to be collected outside Korea. This still remains one of major projects of the 

NIKH’s Historical Record Room.  

The amount of historical materials collected from 2001 through 2012 include 

6,239,752 copied sheets of document (including image files), 680,877 cuts/4,743 reels 

of microfilm, 104,375 sheets of microfiche, 1,069 CD/DVDs, 19,007 books, 11,326 

photos (including copies), 726 cassette and video tapes, 12,277 slides, 474 items of 

painting/map/calligraphy, and 1,574 other items.  

4) Kim Gwang-un, 2000, Measures to Collect Korean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verseas, 

Measures to Collect Korean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verseas, p. 130 (unpublished)

5) NIKH, 2003, Collection of Overseas Materials in 2001 and 2002, The Manual on the Project 

to Collect Korean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verseas, p.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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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umber of collected items grew, the NIKH introduced a system to create a 

catalog of collected materials and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on its website. In 2001, the 

institute developed a program to generate a catalog of materials collected from abroad and 

in the following year, a system to provide related online service. As a result, the 

NIKH was able to provide catalogs of collected historical materials on the Internet as 

soon as they was processed. Through this system, the NIKH was also able to upload 

image files of documents so that they could be accessed by users. The online service 

system was available both in Korean and English. The following figure 

shows the images of the front page and item search of the online system that used 

between 2003 and 2009. 

   

[Picture 1] Images of the front page (left) and item search (right) of the NIKH’s online service system

In this system, items can be searched through Group Catalog Search, Tertiary 

Catalog Search, and Directory Search. Group catalogs were created by classifying items 

by clusters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The title of each item in this catalog included 

document group, document sub-group, series, file name, and box number in order to 

show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its source organization. One catalog usually referred to 

30-350 pages of document, one roll of microfilm, and one book. Tertiary catalogs are 

subdivision of individual documents in a group catalog and one tertiary catalog was 

equivalent to one report, one memorandum, one photograph, one letter, etc. Bot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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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ogs and tertiary catalogs could be retrieved using keywords. When an item in a 

group catalog was retrieved using a keyword search, it showed the tertiary catalog 

corresponding to the item. The system also provided a directory search service through 

which items could be searched based on item type, source division, source organization, 

and document group.  

As in the item search screen (right) shown above, two tables appear as a result of 

item search. One displays the name of the group catalog and overview; and the other 

shows detailed information of the tertiary catalog.  

The NIKH introduced the Electronic Archives of Korean History in 2010 to provide 

the catalogs and full-text images of historical materials collected both at home and 

abroad. The following picture shows the front page of the NIKH’s Electronic Archives 

of Korean History.  

  

[Picture 2] Images of the front page (left) and keyword search (right) of the Electronic Archives of Korean History 

As seen in the keyword search screen above, this archive system organizes items by 

tier and source so that the hierarchy and context of each item can be easily identified. 

The classification system is identical to the previous data system used for materials 

collected outside Korea, which consists of record group, record series, record 

sub-series, record file, and record item, except that some names have been changed. 

For example, one group catalog was renamed to record file and one tertiary catalo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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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item.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lies in that while the previous 

system was solely used for materials collected outside Korea, the current system covers 

all the materials that the NIKH has collected or produced. In addition, while the 

previous system displayed the record group, record series, record sub-series, and record 

file all at the same time in the title of the group catalog, the current system separates 

them to display the classification system in a more accurate manner.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number of record files by country collected by the 

NIKH. The figures are based on the catalogs of record files uploaded on the Electronic 

Archives as of September 13 in 2013.6)

<Table 1> Number of record files by country

Country No. of record files Country No. of record files

USA 51,885 Uzbekistan 732

Japan 37,027 Canada 678

UK 4,520 Kazakhstan 600

Russia 4,235 Australia 261

China 3,832 Poland 224

Germany 1,667 Italy 67

Taiwan 1,355 India 28

France 736 Mexico 2

These materials collected from 15 countries amount to 107,849 record files. Among those, 

48% came from the US, followed by 34.6% from Japan, 4.2% from the UK, 4.0% 

from Russia, 3.6% from China, 1.6% from Germany, and 1.3% from Taiwan. 

6) The tables regarding the status of collected items by country and by source organization are 

based on the information posted on the Electronic Archives as of September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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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aterials collected from North America

One of the greatest progress in the NIKH’s efforts to compile Korean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verseas has been made in North America, especially in the US. The 

NIKH has collected materials from 45 organizations in the US and privately owned 

materials reach 5,088 record files. T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the source organizations 

of Korean historical materials collected in the US and Canada.  

<Table 2> Korean historical materials by source organization: US and Canada

Organization
No. of 
record 
files 

Organization
No. of 
record 
fil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36,383

Harry S. Truma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41

Lexis‐Nexis 5,291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41

Privately owned 5,088 Yale University 27

The National Archives at New York 

City
1,334 The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20

Eisenhower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494

Hornbake Library, University of 

Maryland
20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309 Marshall Library 12

ProQuest 295
Honnold/Mudd Library, Claremont 

Colleges
12

Rare Book and Manuscript Library, 

Columbia University 
234 Harvard‐Yenching Library 11

Other 232 Firestone Library, Princeton University 10

Hoover Institution 211
Korean Heritage Librar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9

US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210 US Military Academy Library 6

LBJ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204 East Asian Library, UCLA 5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1

Franklin D. Roosevelt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3



Collection of Korean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verseas  83

Organization
No. of 
record 
files 

Organization
No. of 
record 
files 

David W. Mullins Library, 

University of Arkansas
199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3

Pitts Theology Library, Emory 

University
198

Gest Oriental Library, Princeton 

University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169 The Bancroft Library, UC Berkeley 1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133
Bentley Historical Library, University 

of Michigan
1

The MacArthur Memorial Archives 

and Library
110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t Laguna Niguel
1

Records of Naval Operations, US 

Department of the Navy
100

Theodore R. Mckeldin Library,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1

Library of Congress 94 Pacific University Library 1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65

Perry-Castaneda Library, University of 

Texas
1

Hamilton Library,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55 Library and Archives Canada 632

Jimmy Carter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48

Thomas Fisher Rare Book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46

Among the materials collected from institutions in the US, those from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especially its College Park branch in 

Maryland, take up the largest proportion. Scripts of Voice of America, the official 

broadcast institution of the US federal government, were collected from its New York 

branch and materials on early Korean immigrants to the US from its Laguna Niguel 

branch. 72% (37,718 record files) of the total record files collected in the US came from 

these three institutions. These record files are included in a total of 67 record groups. 

The following table presents the titles of 35 record groups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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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cord groups of the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7)

Record group title No. of 
record files

1 Record Group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9,737

2
Record Group 338: Records of US Military Strategies, Tactics, and 

Organization (during and after WWII) (1917-1993)
4,889

3
Record Group 554: Records of Far Eastern Command, Supreme Command of 

the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57)
4,882

4 Record Group 59: State Department General Records (1763-2002) 3,714

5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Overseas Aid Agencies (1942-1963) 3,063

6
Record Group 84: Records of State Department Diplomatic Missions 

(1788-1964)
1,505

7
Record Group 331: Records of Combined Operations and Operations 

Command during WWII (1907-1966)
1,497

8 Record Group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6) 1,461

9 Scripts, Voice of America (1945-1984) 1,337

10 Record Group 550: Document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852

11
Record Group 342: Records of Air Force Command, Activities, and 

Organization (1900-2000)
618

12 Record Group 313: Records of Naval Command (1849-1980) 547

13 Record Group 332: US Warfare Records during WWII (1939-1948) 439

14 Record Group 226: Records of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1919-1948) 264

15 Record Group 330: Records of the Office of Defense Secretary (1921-2005) 223

16 Record Group 218: Records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1941-1978) 216

17
Record Group 286: Records of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48-2003)
215

18 Nogeunli-related Record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13

19
Record Group 457: Records of National Security Agency/Central Security 

Service (1917-1997)
173

20
Record Group 341: Records of Air Force Command (Air Force Staff) 

(1934-1989)
145

21 Record Group 349: Records of Combined Forces Command (1945-1973) 132

22 Record Group 242: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675-1983) 131

23
Record Group 38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Provost Marshal General 

(1920-1975)
124

24 Record Group 306: Records of US Information Service (1900-1992) 123

25 Record Group 500: Records of the Eighth United States Army (1944-1956) 123

7) As of December 1 in 2013, the number of record files collected from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mounts to 3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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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group title No. of 
record files

26
Record Group 38: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1875-1989)
110

27
Record Group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 (1860-1952)
103

28 Record Group 127: Records of US Marines (1775-9999) 90

29 Record Group 153: Records of (Army) Staff Judge Advocate (1792-1981) 83

30 Record Group 263: Record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894-2002) 73

31 Record Group 334: Inter-military Records (1916-1973) 72

32
Record Group 43: Record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Committees, and 

Expositions (1825-1972)
72

33 Record Group 273: Record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947-196) 33

34
Record Group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Senior Signal Officer 

(1860-1982)
30

35
Record Group 496: Records of the Command of the US Army, Pacific 

(1941-1946)
22

The titles of these record groups are adopted from the NARA’s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source organizations of the materials. Except for Record Group 59 (State 

Department General Records), 84 (Records of State Department Diplomatic Missions), 

306 (Records of US Information Service), 469 (Records of US Overseas Aid 

Agencies), and 286 (Records of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ll the 

record groups are documents produced or received by the US military, Allied 

Command in the Pacific War, and US agenci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se 

record groups include documents related to events occurred in the Korean peninsula 

ranging from the Shinmiyangyo (US expedition to Korea) to the Pacific War,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War. While most of these records are in the 

form of document papers, Record Group 111, which contains photos taken by the US 

Signal Corps, has a great number of photos that show the activities of the US Signal 

Corps and the lives of Koreans i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o these military documents, both Record Group 59 that comprises 

diplomatic documents produc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and Record Group 84 that 

has documents produced/received by the US diplomatic establishments in Korea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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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 a significant amount of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Korea. Record Group 306 

includes materials produc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n relation to 

public surveys and trends as well as scripts of Voice of America produced by the US 

Information Agency. Finally, both Record Group 469, which contains materials related to 

US overseas aid efforts, and Record Group 286 include a great number of materials that 

show the US aid to Korea and the progress of Korean economy during the period 

ranging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through the 1950s. In particular, Record 

Group 469 is of grave importance in studying the Korean economy in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until the late 1950s since it includes materials related to aid 

provided to South Korea by the US and international aid agencies including the 

GARIOA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 aid and 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aid, documents produced by the National Economic Board, 

which was in charg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in South Korea, 

and documents produced by the ROK-US Combined Economic Board and the 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which was tasked with the US financial aid to South Korea.  

The NIKH has provided researchers with access to these materials collected from 

U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RA. As part of such effort, the institute has 

published a total of 66 volumes of the Sourcebook of Korean Historical Materials 

since 1987. The title was Daehanminkuksa Jaryojip (Sourcebook of the ROK’s Historical 

Materials) for volumes 1-42 but changed to Hankuk Hyeondaesa Jaryo Jipseong 

(Sourcebook of Contemporary Korean Historical Materials) from volume 43. Volumes 

8-17 contain Korea-related documents collected from the UK’s foreign office and 

the rest of the series is collected from the US. Among the documents contained in 

these books, the documents in Record Group 59 take up the greatest proportion. 

Record Group 59 provides the materials for volumes 1-7, which contain documents 

related to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f Korea; for volumes 18-27, 

which have documents related to US Army Military Advisers to Korea and Japan; for 

volumes 38-44, which have documents regarding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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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Commission of Korea; for volume 52, which provides the US state department’s 

documents on the US government’s perceptions of Korea and ROK-US relations in the 

1960s; and for volumes 53-57, which contains reports produced by the US state 

department’s Office for Information Resources. Volumes 28-37 consist of Robert T. 

Oliver documents and letters related to Syngman Rhee, which were found in the 

MacArthur Memorial Archives and Library, Hoover Institution, and UN Archives. 

Volume 45, which is a compilation of materials related to a lawsuit in Hawaii 

between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nd Syngman Rhee, consists of documents 

collected by Roberta Chang. Volumes 47-51, which have documents related to the 

Military Government Group and the Military Government Headquarter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are based on Record Group 407; and volumes 60-66, which 

are compilations of the US state department’s documents on the Korea-Japan talks, are 

originated from Record Group 84. Each sourcebook can be retrieved in the NIKH’s 

electronic library system and viewed in the form of e-book by clicking Web 

Resources Information in the search results screen.

The Sourcebook Series of two Koreas’ relations, which were published between 1994 

and 1996, consist of documents from Record Groups 333, 59, and 262 as well as 

those collected from the MacArthur Memorial Archives and Library. Volumes 1-10 are 

minutes of the armistice talks regarding the Korean War; volumes 11-20 include 

documents related to ROK-US political relations and North Korean POWs during the 

Korean War, Korea-related documents produced by the US state department’s Office of 

Policy Planning, and the US state department’s documents on the internal politics in 

Korea; and Volume 15 consists of the CIA reports on North Korean broadcasts.  

With the launch of the project to collect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utside Korea in 

2001, the Sourcebook Series of Overseas Materials have been published. Among the 

series, volumes 17-20 contain documents on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collected from the NARA. The photographs included 

in Record Group 111 can be viewed in the NIKH’s Electronic Archives. The NI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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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provides photographs by topic through the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Viewed through Pictures section (see the picture below) at its children’s site, 

Uri Yeoksa Net (http://contents.history.go.kr). 

[Picture 3] The front page of the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Viewed through Pictures section

2.3 Materials collected from Europe

When Russia is excluded, the NIKH’s collection efforts have been focused on the 

UK, Germany, and France. T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the status of material 

collection by country and sour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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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us of materials collection by source organization: Europe

Country Source organization

No. of 

record 

files 

Country Source organization

No. of 

record 

files 

UK

National Archives 3,354

Germany

Political Archive of 

the Federal Foreign Office
1,150

Rare Books Section, Main 

Library, University of 

Birmingham 

160 Bundesarchiv-Freiburg 3

Privately owned 21 Bundesarchiv-Koblenz 375

Other 985 Privately owned 114

France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Paris
605

Library, University of 

Munster 
25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Nantes
12

Italy

Historical Archive of 

the Italian Foreign Ministry
62

Privately owned 119
Historical Archive of

the Italian Army
2

Poland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24

Historical Archive of 

the Italian Navy
2

In Europe, the largest amount of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the UK National 

Archives. UK materials are from the documents of the British foreign ministry and a 

total of 2,102 record files (2/3 of the UK materials) were selected from FO 371, a 

compilation of general documents produced by the ministry’s political bureau. Some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FO 228, a compilation of documents produced/received by 

the British consulates in China, and FO 405, a compilation of confidential documents 

related to China and Taiwan. Documents on the relations between Chosun and the UK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 British consulate in Chosun are also included. 

The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document groups of the UK foreign ministry were 

compiled in volumes 8-17 of Daehanminkuksa Jaryojip (Sourcebook of the ROK’s Historical 

Materials) published between 1991 and 1994. These ten books include materials on the 

ROK-UK relations produced between October 1944 and December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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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rmany, Korea-related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three archives and the 

University of Munster Library. The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Political Archive of 

the Federal Foreign Office can be largely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The first 

group includes a total of 218 items related to the Chosun-Germany relations before 

1945. These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the Political Archive of the Federal Foreign 

Office (PA AA) in Berlin and includes documents on the Chosun-Germany relations 

produced before 1910 as well as documents on Chosun and the Korean Empire 

collected from Japanese records. The second group consists of a total of 870 items 

produced/received by the foreign ministry of the former East Germany and includes 

important documents in research on the relations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Finally, the third group contains 62 items produced by the foreign ministry of 

the former West Germany, including materials related to North Korea and Korean 

expatriates in Germany. Bundesarchiv-Koblenz, the federal archive in Koblenz that 

served as a main archive of the former West Germany, and Bundesarchiv-Freiburg, a 

federal archive in Freibrug, have materials related to Korean nurses in Germany and 

the East Berlin Incident, as well as documents on Korean economy that were produced 

by the economy ministry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addition, copies of old 

Korea-related books housed in the Rare Books Section at the University of Munster 

Library were collected. 

Materials collected in France are also documents mostly produced by the country’s 

foreign ministry. From the two archives of the foreign ministry, one in Paris and 

another in Nantes, a total of 617 record files were collected. Documents of significance 

were selected from diplomatic documents between Korea and France produced between 

1854 and 1901 and compiled to produce volumes 11-19 of Hankuk Geundaesa Jaryo 

Jipseong (Sourcebook of Modern Korean Historic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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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nations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Russia, Kazakhstan, and Uzbekistan. The following 

table presents the status of materials by source organization in these countries.

<Table 5> Status of materials by source organization: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Country Source organization
No. of 

record files

Russia

National Library of Russia (РГБ) 1,806

State Archive of the Russian Federation (ГАРФ) 900

Archive of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АВПР) 339

Central Archive of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ЦАМО) 335

Russian State Archive for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РГАСПИ) 224

Russian State Archive of the Navy (РГАВМФ) 218

Russian State Historical Archive of the Far East (РГИА ДВ) 110

Russian State Historical Archive (РГИА) 93

Russian State Archive of the Economy(РГЭА) 88

State Archive of Irkutsk Region (ГАИО) 35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АНСССР ИНА)

26

Public Libraries of Russia (РНБ) 21

Other 19

Russian State Archive of Contemporary History (РГАНИ) 12

Imperial Russian Foreign Policy Archive (АВПРИ) 5

Khabarovsk Region State Archive (ГАХК) 4

Uzbekistan 
Government Archive of Tashkent Region (ТГА, Узбекистан ) 256

National Archive of Uzbekistan (ЦГА УССР) 476

Kazakhstan 

President’s Archiv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АП РК) 99

National Archive in Taldykorgan (ТГА, Казахстан) 367

National Archives of Kazakhstan (ЦГАРК) 85

Privately owned 49

A majority of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Russia. When excluding other in the table 

above, a total of 4,235 record files were collected from 15 organizations in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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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d by 732 record files from Uzbekistan, and 600 record files from Kazakhstan. A 

great portion of the Russian collection came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which 

provided copies of periodicals published in North Korea. A significant amount of 

Korea-related materials were also found at the State Archive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Archive of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Materials from the former 

include documents on the forced migration of Koreans in the USSR, the Soviet military 

government in North Korea,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USSR and North Korea. Materials from the latter include the reports on 

Chosun produced by the Far East Division of the USSR foreign ministry, materials from 

the USSR consulate in Seoul, documents from the Soviet military government, documents 

from the Political Advisory Office of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Soviet Forces in 

North Korea, and documents from the USSR Embassy in North Korea.  

Part of the materials collected from Russia was published in the Sourcebook Series 

of Overseas Materials. Volume 6, Documents from the Soviet Military Government and 

Reports on South Korea, consists of materials selected from the records of the 

Secretariat of the Soviet Representatives of the US-Soviet Joint Commission, which 

are housed in the Central Archive of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Volume 11, 

Documents and Materials on the Korean War (1950-1953), was published with materials 

selected from the Central Archive of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and the Archiv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Volumes 13-15 of the Sourcebook Series 

of Overseas Materials comprise documents produced between 1854 and 1894 and 

housed in the Russian State Archive of the Navy. Last, Shtykov’s diary, which was 

privately owned, was published as Volume 10.  

A majority of materials collected from Uzbekistan and Kazakhstan are related to 

Koreans living in the two countries. These materials are essential in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Korean migration to the USSR. Although it is not available in the NIKH’s 

Electronic Archive, the films about Koreans collected by the National Film Archive of 

Kazakhstan were used in making a website titled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Russia (http://hkr.history.go.kr). The following picture shows the initial page of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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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4] The initial page of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Russia site

3. Status of material collection at other organizations

3.1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started to collect Korean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verseas in 1999. Currently, the Special Archives Management Division is in charge 

of this project. The NAK’s main targets include records of the Korean government’s 

external activities after the country’s independence, historical reconciliation, national 

borders and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igration of Koreans.8) 

According to the NAK website, it holds a total of 1,683,322 sheets of document and 

107,241 items of audios/films collected outside Korea.9) Major source countries/ organizations 

include the US, Japan, China, Vietnam, Mongolia, Russia, UK, Hungary, Bulgaria, Argentina, 

Germany, UN Archives in New York, and the Korean Association in Brazil.  

8) NIKH, 2009, 2009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Organizations on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unpublished), p. 27.

9)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possessionConditionOfspecialReco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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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has become the greatest source of document materials by providing a total of 

557,915 sheets of document including record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which are housed in the Diplomatic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nd Gakushuin University; materials related to Korean expatriates in Japan; and 

materials held by the Pro-Pyongyang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NAK has also collected about 77,000 sheets of document from archives in Russia, 

Hungary, and Bulgaria. When it comes to photographs, the NAK has collected about 

10,000 copies related to Koreans living in Japan from the Pro-Pyongyang Federation, 

about 3,000 copies regarding economic aid to Korea from the UN Archives, 634 

copies related to North Korea from the Russian State Documentary Film and Photo 

Archive, and 308 copies from the Korean Association in Brazil. 

Currently, the NAK does not provide to the public catalogs of the materials collected 

outside Korea. Processed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contents.archives.go.kr. 

3.2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collected old Korean materials housed in 

libraries outside Korea and began in 2004 to collect documents related to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housed at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The Serials and Government Publications Division is tasked 

with this project and collects materials selected from Record Groups 242, 319, 554, 

59, 218, and 84 of the NARA. As of September 2013, it has collected about 1.97 

million sheets of document.  

The catalogs and full-text images of these materials can be found at the NLK 

Digital Library (http://www.dlibrary.go.kr). Annotations to the collected materials are 

provided through the NLK’s blog site (http://blog.naver.com/dibrar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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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ndependence Hall of Korea

The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of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has been collecting Korean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abroad since 1987. Focused on 

its area of activity, the institute collects materials mostly related to Korea’s independence 

movements. Its target countries for collection are Japan, China, the US, and Russia. The 

catalogs and full-text images of collected materials can be accessed through the institute’s 

Information System on Korea’s Independence Movements (http://search.i815.or.kr).

[Picture 5] The front page of the Information System 

on Korea’s Independence Movements

One of the main features of the institute’s collection of overseas materials is that a 

great deal of its collection has been acquired through donation. Among those collected 

in the US, a total of 7,039 items related to Seo Jae-pil were donated by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and 2,820 items rela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by the US Hung Sa Dan (Young Korean Academy). Another 3,961 items 

related to Ahn Chang-ho have also been obtained through donation. The Information 

System on Korea’s Independence Movements provides full-text images of materials 

related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dependence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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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ed from the Archives in the Jilin Province, China), and the US Hung Sa Dan.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also publishes sourcebook series of overseas materials 

and provides them in the form of e-books on the website mentioned above.  

3.4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The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Defense also collects Korean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utside Korea. Its focus is on 

military history-related materials. While its target countries for collection have been 

focused on the US, China, and Russia, the institute is expanding the range of source 

countries to Vietnam, India, and other countries.  

The institute published the Catalog of Materials on the Military History of Korea– 
Materials Collected from Abroad 1 in 1995. A total of 2,790 items (1,086 sheets of 

document, 1,421 items of microfilm, and 222 items of microfiche) were collected between 

1990 and 1994. As of September 2013, the number reaches about 1.1 million items.  

While there is no online service for catalogs of collected materials, it publishes 

sourcebooks with selected materials. For example, the institute has published sourcebook 

series on the Korean War between 1996 and 2003. Those materials included in the 

series were collected from the US statement department,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CIA. These books can be viewed in the form of e-books at the institute’s website.  

3.5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ctively collected materials related to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housed in the NARA from 1995 to 2000.10) As early as in 

1997, it began to computerize its collections and made them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 form of microfilm. Since 2002, it has been focusing on Korean historical materials 

housed in Japan. The materials include both documents and microfilms.  

10) NIKH, 2006, Working-leve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Organizations on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unpublished),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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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ince 1995, the Patriots Entitlement Division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as collected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outside Korea, including 

materials related to independence movements, with an aim to promote establishment of 

policies on patriots’ entitlement and democracy movements. Most of its collection 

comes from China and Japan and materials from the US amount to about 20%.  

The catalogs and full-text images of collected materials can be accessed through the 

ministry’s electronic archives (http://e-gonghun.mpva.go.kr/). From 1991 until 2013, a 

total of 37 volumes of the Sourcebook Series of Materials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s Located outside Korea were published. Nine volumes were published with 

the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US, eleven volumes with those from Japan, ten 

volumes with those from China, three volumes with those from Germany, two volumes 

with those from Russia, and two volumes with those from other countries. The full-text 

images of these books are available at the ministry’s electronic archives. 

4. Conclusion

Thanks to the efforts of a number of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IKH to collect 

Korea’s historical materials located abroad, a great amount of historical materials have 

been collected. With the support of the digitalization projects that began in the late 

1990s, the catalogs of these materials have been provided through each organization’s 

website and a significant number of materials have become available on the Internet. 

These materials have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area of research on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While the collection projects have made a great 

progress, however, there has yet to be 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at would enable 

collecting, processing, and providing access to Korean historical materials scattered 

around the world in a more systematic manner. While related organizations are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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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to promote the efficient execution of government budgets by sharing information 

on their projects through the Association of Organizations on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each organization uses a different approach to cataloging and 

servicing based on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As a result, users need to learn a 

different access method every time they visit a different organization. This urgently 

calls for a way to integrate the catalogs of materials collected by relevant organizations.  

With the help of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t is now 

relatively easy to access the catalogs of these materials.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materials of a specific topic in a specific catalog. As most organizations follow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source organization, it is easy to find materials based 

on the source organization. However, it takes a great amount of time, expertise, and 

efforts to find materials under a specific topic. Therefore, various tools including user 

manual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assist users to access materials in a more 

convenient manner. Furthermore, utilization of materials should be further promoted not 

only through publication of sourcebooks for researchers but also through development 

of diverse content catered to the needs of different groups of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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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SLIB NEWS

NLK Restored and Made Photocopies of 30 Old Korean 
Maps held by Library of Congress 

- Trace ancient images of Korea through old maps 

 

Now users can take a closer look at old Korean maps to see the ancient territory of 

Korea as territorial conflict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like Japan and China are 

taking plac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proceeded conservation treatment 

and reproduced 30 old Korean maps such as Joseon Yeojido (朝鮮輿地圖), holding of 

the US Library of Congress (LC) to provide access to Korean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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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K has searched for old and damaged Korean materials held in overseas libraries 

and endeavor to ensure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those valuable materials. 

Hence, since 2007, NLK has checked the condition of 35 old Korean maps in LC and 

digitized them after working on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treatment by using 

traditional Korean paper called Hanji. 

Now these ancient Korean maps are available at the information service desk on the 

first floor of the main building. 

It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territory of Joseon and its surroundings in the 

1880s as some of them included Dokdo or Usan-do; it is expected to be a good 

resource for research in Joseon’s history and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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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K Opens NARA’s Classified Documents to Commemorat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 NLK digitized 1.94 million pages of documents including a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U.S. Far East Commander Clark and President Rhee and more 

Hav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hea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announced that it will open some documents on truce 

negotiations among 1.94 million digitized pages held by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to the public. 

One of the released records includes a letter from State Secretary John Foster Dulles 

to President Syngman Rhee on June 22, 1953 when the tensions between Korea and 

the US were running high. In these documents, State Secretary Dulles expressed the 

U.S. view on the Korean War and proposed the signature of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and economic aid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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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re are many records showing behind the scenes of the armistice negotiations: 

a summary of conversation between Far East commander Mark Wayne Clark and 

President Rhee; a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Assistant Secretary Walter 

S. Robertson for Far Eastern Affairs and President Rhee; and instructions for truce 

negotiations for th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An NLK official said, “All these documents are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 the 

positions of Korea and the U.S. at the time of signing the truce agreement. I hope 

that those materials are helpful for Korean studies.” 

Since 2004, 1.94 million pages of records on Korea from NARA’s holdings that NLK 

has digitized for 10 years can be found on NLK’s website (http://www.nl.go.kr/) or 

Dibrary portal (http://www.dibrary.net/). 

NARA’s Documents related to the Korean War truce negotiations 

1. Record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from the Office of the Historian at 
the U.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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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tter from State Secretary Dulles of State to the President Rhee on June 22, 

1953 when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the US came to a climax ahead of 

signing the armistice agreement. 

- It is noteworthy that in this letter, Secretary Dulles wrote to President Rhee: “You 

know full well that we did not come to fight and die in Korea in order to unite it 

by force,” and “your Republic can share with us a mutual security pact and would 

enjoy a program of economic aid…” 

Source of the records: 
(RG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56–1999), Entry #1471, Box 21, Series 

Title: Records of the Historical Studies Division; Research Project, 1946-1954, Folder: RP 339 

The Rhee-Robertson Conversations and Their Aftermath: A Chronology of Principal 

Developments in Korean-American Relations, June 22 – July 26, 1953 

2. Record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from the Office of the Historian at 
the U.S. Department of State 

- The compiled records analyzed the aspects of conflict among President Rhee and 

U.S. President Eisenhower and other top-level decision makers of the U.S. 

Government in between June 22, 1953 and July 26, just a day before signing the 

armistice agreement. 

- According to the excerpt from the conversation on June 22, 1953 between Far East 

Commander Clark and President Rhee, General Clark made sure that President 

Rhee must accept two premises as basic to the discussion. First, that it was the 

firm determination of the U.S. Government to secure an armistice under honorable 

terms. Second, that Rhee must accept the fact that the U.S. Government was not 

prepared to eject the Chinese Communist troops from Korea by force nor attempt 

to inject this issue into the terms of the armistice itself. 

Source of the records: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RG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56–1999), Entry #1471, Box 21, Series 

Title: Records of the Historical Studies Division; Research Project, 1946-1954, Folder: RP 339 

The Rhee-Robertson Conversations and Their Aftermath: A Chronology of Principal 

Developments in Korean-American Relations, June 22 – July 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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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structions for conducting ceasefire talks 
- Ahead of the preliminary meeting scheduled to be held on July 10, 1951, the U.S. 

Far East Command prepared instructions for ceasefire talks for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presentative. 

- The instructions contained concrete guideline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of the 

Communist delegates; an agenda to be proposed to the Communists at the first 

session and forbidden topics to be discussed; an agenda to be proposed at the 

second meeting; transportation and safety and security measures in moving from 

the Im-jin River to Kaesung; and the number of delegates. 

- The opening of the document has an unusual statement that the contents are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and are classified “Top Secret. “ 

Source of the records: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Entry #2 (A1), Box 4, Series Title: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Chief of Staff, Subject File, 1945-1952, Folder: T/S Armistice Negotiations for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 Vol. 1 of 2 

Go to NLK’s website at http://www.nl.go.kr

Go to Dibrary Portal at http://www.dibrary.net 

NLK Opened Qing’s Diplomatic Documents Sent to Joseon 

-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Manuscripts Vol. 10 includes 493 diplomatic documents 

sent to the Joseon Dynasty by the Q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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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collected 493 pieces of diplomatic documents sent 

to Joseon by Qing from 1871 to 1893 and published them as the 10th volume of a 

series,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Manuscripts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book includes pictures of 311 pieces of the diplomatic documents along with 

descriptions to help understanding of the documents. 

Some quotes from the documents are as follows: “Diplomatic ministers of Great 

Britain and Portugal requested information on two Portuguese who haven’t come back 

while two British people drifting about Baengnyeongdo Hwanghae had returned. 

Please update us on their whereabouts.” (June 22, 1871); “When Yi Yong-suk, Joseon 

envoy for Shíxiàn calendar to Qing arrives in Beijing in the end of September, all the 

goods loaded on wagons will be exempt from tariffs.”(– 29, 1871); “Some of provisions 

in the Treaty of Peace and Amity established with Great Britain and Germany is 

unfavorable to Qing; thus, the treaties should be renegotiated. “ (February 1884) 

Jamun (咨文) is a form of diplomatic documents that Qing had sent to Joseon to deal 

with diplomatic issues. The newly published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Manuscripts 

in NLK Vol. 10 is a collection of the documents handling matters, including notification 

of the time of a solar and lunar eclipse and distribution of Shíxiàn calendar; tax 

exemption and reward for gifts that envoys had presented; the return process of 

drifting boat people; trade in the border region; establishment of treaties with western 

nations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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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plomatic documents in the 10th volume of the annotated bibliography series are 

the materials that you can’t find anywhere else but here NLK. The contents contains 

so significant information that it can complement historical materials compiled by 

governments such as annals,” an official of NLK said, “As studies on Chinese 

diplomatic documents are insufficient, we expect the publication will help expand the 

research base in histo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Since 2006, NLK has published a series of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Manuscripts 

in NLK by types such as King’s ordinance, family register, and transaction records. 

○ The List of Published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Manuscripts in NLK 



TOKSLIB NEWS  107

Revealing Old Japanese Literatur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At the 4th Korea-Japan Literature Research Exchange Forum, results of Japanese 

literature research were shared. 

There was a chance to share the results of Korean &Japanese Bibliography research 

on July 31st. In particular, there was some old Japanese literature possess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pen to public for the first time: Haikai books, which are 

poetry from the Edo period; and 3 Kusazoshi books with woodprint picture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Japanese Literature 

(NIJL) held the 4th Korea-Japan Literature Research Exchange Forum at NLK for 

better understanding of old literature from both nations and the bibliography thereof. 

The event was a venue for NIJL to research some old Japanese literature possessed 

by NLK and open some of the valuable items to the public. Professor Iriguchi from 

NIJL had a look at the process of old books becoming Japanized through Kanazoshi, 

the first genre of the modern Japanese novel. Professor Otaka presented on 

Yomihon, a genre of light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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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Kyokutei Bakin, a Yomihon writer representing the later Edo period, wrote 

‘Musobyoekochoumonogatari (夢想兵衛胡蝶物語)’. The story is in his own handwriting and 

includes correction text with his own notes and memos in over 50 places in the book. 

Mr. Jeong, Jin Woong, the antiquated book researcher of NLK introduced the collec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system and publication process; as well, he presented the 

research results of Korean bibliography characteristics. One of the personnel of NLK 

said, “Through the 4th Korea-Japan Literature Research Exchange Forum, researchers 

from both countries had such a meaningful time sharing their research materials,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bibliography, and have such an exchange platform”.

Old but Valuable Newspapers, Ready to Open to the Public 

Phase 1 to digitize modern newspapers this year, initiating service next yea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has been selected for the ‘Database building 

project for valuable copies and old newspapers’ which is a mid-to-long term national 

database roadmap to support Creative Economy, promo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Future Planning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project covers 54 modern newspapers and 478 books from 1924 to 1950, which 

have historical value for research i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modern 

Korean history. With the Phase 1 subsidy of KRW 500 million, 8 newspapers and 30 



TOKSLIB NEWS  109

books will be digitized. The full-scale service is supposed to initiate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The project is meaningful since it is possible to figure out general social aspects 

such as historical events and accidents, life aspects and price information. It is also 

possible to take a look at cultural aspects of the times through serial novels, photos 

and advertisement. The project can be utilized as material for individuals’ creativity 

activities as well as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ies since the materials are available 

for collection. 

Through the ‘Database building project for valuable copies and old newspapers’, 

NLK hopes to permanently preserve and pass down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to 

enhance the application of the project’s materials through opening, connecting and 

sharing the materials. NLK also plans to proactively participate in activities to realize 

‘Government 3.0’ by enabling users to utilize creative data

New Round of Partnerships Commence September 2013

- August 2, 2013․by ilnetwork․in Round 1 

Want to build your professional network and learn 

about librarianship around the world? Love the idea of 

professional travel but just don’t have the budget? The 

International Librarians Network (ILN) is for you.

The ILN peer mentoring program is a facilitated program 

aimed at helping librarians develop international networks. 

As our successful pilot program draws to a close,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formal launch of the 

program.

The next round of partnerships will commence in 

September 2013 and applications close at midnight on 

Wednesday 28th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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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already took part in our pilot program we would love to have you participate in 

our next round but please note you will need to sign up again.

The ILN is open to anyone working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industry around the 

world. The program remains free and the only requirements to participate are an 

internet connection, an hour each week and a desire to build professional connections 

and learn from colleagues. So, get involved now! Find out more about the way the 

program works, or sign up for the next session.

NLK Found Record Signifying Liancourt Rocks as Korean Territory 

from NARA

- The collected materials include outgoing messages and miscellaneous radio 

messages of the U.S. Army Commands between 1945 and 1949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collected radio 

messages produced by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USFIK) between 

1945 and 1949, part of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of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The radio messages are divided into outgoing messages 

and miscellaneous radio dispatches. The outgoing messages 

include highlights of USAFIK G-2 intelligence, operation 

summary of the 24th Corps, telegrams sent to the State Department by General John 

Reed Hodge (U.S. Military Commander &Military Governor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5 – 1948). 

The USAFIK G-2 intelligence produced by USFIK-hired secret agents highlight 

activities of labor union of Korean Railroad, movements of political figures, and 

analysis of Dhldo and North Korea issues as weandas political situ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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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teworthy that one of the G-2 intelligence about 

exclusion of Dokdo from the Far East Air Force aerial 

bombing range particularly mentioned that Liancourt 

Rocks (Dokdo) is considered as Korean Territory. 

In addition to the outgoing messages, miscellaneous radio 

dispatches contain domestic political situations in Korea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And those records are expected to be used as 

important resources in researching Korean history. 

The digitized NARA records related to Korea that NLK has collected can be found at 

NLK website (http://www.nl.go.kr) and Dibrary portal (http://www.dibrary.net). 

Mirok Li Exhibition marks the 130th anniversary of Korea-Germany 

diplomatic relations 

  

- From Sep. 13 to Oct. 27, the 80 items of Mirok Li Collection, including handwritten 

manuscripts and more will be displaye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holds an exhibition of Mirok Li, the author of The 

Yalu River flows: A Korean childhood under the title of “Mirok Li: Germany’s beloved 

man from th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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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and achievements of Mirok Li who inspired the German intellectuals and 

the 130th anniversary of Korea-Germany diplomatic relations 

As this year marks the 130th anniversary of Korea-German diplomatic ties, the 

exhibition will highlight Mirok Li’s inspirational life and accomplishments with full of 

unique Korean pure and artistic soul that had an impact on the German intellectuals. 

The show is focused on four aspects of Mirok Li’s life: homeland, love, life and 

philosophy, and death. The 80 items of Mirok Li collection, including unpublished 

letters of Li, handwritten manuscripts, photographs, calligraphic works, and his books 

and belongings will be on display. 

Mirok Li (Birth Name Eui-kyeong, 1899-1950) drew attention from the German literary 

world in 1946 when he wrote his autobiographical novel titled The Yalu River flows: 

A Korean childhood published by the German publisher Piper in Munich. In the same 

year, The Yalu River was selected as the best book of the year and translated into 

English and Korean. The book was even put in textbooks of the German middle and 

high schools and became a favorite book of the Germans. 

- Prof. Jeong Gyu-hwa's donation for Mirok Li Collection in NLK 

Professor Jeong Gyu-hwa, the author of Biography of Mirok Li learned of him during 

his stay in Germany as a student. Prof. Jeong donated all the materials that he had 

collected to NLK and in 1994 the national library set up the Mirok Li Collection rich in 

valuable research materials for Mirok Li, including his posthumous manuscripts and 

first draft of the Yalu River Flows in German and his belongings, photographs, and 

handwritten letters. 

NLK has planned Mirok Li Exhibition jointly with Dr. Mirok Li Commemorative 

Association (President Jeong Gyu-hwa) to promote NLK’s Mirok Li Collection and 

shed new light on his life and works. 

An official of NLK said, “The exhibition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the public to 

get familiar with Mirok Li and his life through this exhibition” and added “We hope 

that through the life and works of Mirok Li we can remember him as a proud Korean 

and a great man of the world who left legacy of pure soul and humanism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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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LK’s Book the More program donated 550 Korea-related 

books to Stanford Universit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s book donation program, Book the More, donated 

550 Korea-related books to the East Asia Library of Stanford University on October 23. 

Book the More is a program through which the NLK receives donation of books from 

the public, adds to the National Literature those that the NLK does not have in its 

collection, and re-donates others to libraries around the world. 

Since 2007 when the program made its first donation to Stanford University, a total of 

1,547 books have been donated to the internationally prestigious university through 

donations made every other year. The program has also donated books to the 

libraries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Columbia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Washington 

as part of the NLK’s support for Korean studies overseas.

Given the high utilization rate of materials on Korea’s modern history at Stanford 

University, the 2013 donation was focused on books related to Korean history. Also 

included were Korea-related materials covering various areas for users interested in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growing popularity of South Korea’s popular culture as 

a research topic, influenced by the recent Korean Wave or Hallyu. 

Chun Kyungmi, a Korean Studies Librarian workding at Stanford University, visited the 

NLK to select materials for donation. “The history of the Korean Collection at Stanford 

University is not long and has yet to collect more materials on Korea. We are also 

struggling to obtain as many materials as possible with a limited budget and have 

difficulties in finding old Korean literary books, which are very important but many of 

them are out of print,” said Chun. “We are very happy to receive donations from the 

NLK’s Book the More program and very grateful to all the donors of good materials 

and the NLK for running such a wonderful program.” 

In addition to support for Korean studies, the Book the More program, which aims for 

virtuous circulation of knowledge resources and creation of a book-sharing culture, has 

also donated books to small community libraries in overseas Korean communities since 

2012 in order to help improve the library environment for overseas Koreans. The program 

donated some 7,000 books to small libraries in 14 countries in September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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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of Wangseson to his Maternal Grandfather and 22 Letters 

in Joseon Dynasty on Display 

- “Into the Old Letters of the Joseon Dynasty”, the exhibition of NLK’s old & rare 

collection 

“The royal court has been terrible and depressing with full of ill-willed reports. I have 

never seen and heard of such a treacherous person in the world. So furious that I 

feel like my hair bristled up to puncture my hat.” (The letter of King Jeonjo, then 

Wangseson, the Royal Prince Successor Descendant, wrote to Hong Bong-han, his 

maternal grandfather when Kim Gwi-ju attacked Hong by appealing to King Youngj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holds an exhibition titled “Into the Old Letters of 

the Joseon Dynasty” from Friday, November 1 through Tuesday, December 31 at the 

Old and Rare Collection Room in the main library building. In the exhibition King 

Jeongjo’s letter that was written, when he was still wangseson, and sent to his 

maternal grandfather is open to public for the first time. Visitors will see various 

handwritten letters of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e Joseon period a letter is the common form of communication in saying hello or 

delivering news as well as in exchanging ideas on a certain subject. Usually the 

letter is called ganchal(簡札), cheokdok(尺牘), seogan (書簡), or seohan(書翰), but 

when Hangeul or Chinese characters were used in letters then they were called 

differently as eongan (諺簡), eongandok (諺簡牘), naegan (內簡), or geurwol. 

Ganchal consists of addresser, addressee, and body of letter. Sometime a sender may 

have to consider how to show his/her receiver with the courtes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peoone. These old letters help us understand not only of the 

writers’ life and thoughts but also of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ime. 

An official of NLK said: “This exhibition will be an opportunity to look into the daily 

lives and the thoughts of our ancient sages through letters of King Jeongjo, scholars 

of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letters by ordinary people written in Hangeul, 

and collection of letter forms used as a textbook of writing letter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exhibition, please go to: 

www.nl.go.kr/nl/antique/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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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of the photo 

Jeongjo-daewang-eopil-gancheob(正宗大王御筆簡帖): Album of handwritten letters sent 

to Hong Bong-han (1713-1887) by King Jeongjo (1752-1800) before he was invested 

as Crown Prince. King Jeonjo then Wangseson wrote this letter when Kim Gwi-ju 

attacked Hong Bong-han by appealing to King Youngjo, as the conflicts between 

Hong Bong-han, the maternal grandfather of King Jeongjo and Kim Gwi-ju, the 

brother of Queen Jeongsun, the step-grandmother of the king came to a cl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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