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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벤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의 

한국학 장서

아리안 판 데르 웨르프
(Arjan van der Werf )

벨기에 루벤대학교 동반도서관 

일본․한국 수석 자료전문가

1. 루벤대학교와 동방도서관(東方圖書館) 소개

1425년에 설립된 루벤대학교(또는 루벤가톨릭대학교 (KU Leuven))는 유럽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학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벨기에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학교

로써 대학교 학부생은 40,000명,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의 연합대학에는 10,000명이 

재학 중이다. 루벤대학교의 주요 캠퍼스는 루벤시와 벨기에 서부 코르투레이크 

(Kortrijk)시에 있다. 이외에도 벨기에 북부지방의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랑드르 

지역(Flanders)곳곳에 연합대학교와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다.

루벤대학교 동방도서관(東方圖書館)은 이전의 중국-유럽 연구소와 기존 예술학부의

중국-일본 도서관이 통합되면서 1996년에 설립되었고 루벤시 중심에 위치한 루벤대학교의

중앙도서관 맨 위 층에 있다. 이 도서관은 벨기에서 유일하게 동아시아 지역(주로 

중국, 일본, 한국)의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다른 

대학교들도 동아시아 장서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학술 자료만을 수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참고도서관의 기능을 할 뿐이다. 하지만 루벤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은 

단순히 학술목적의 장서수집을 넘어 다학제적인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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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루벤시 중심에 위치한 중앙도서관

동방도서관(東方圖書館)은 중국서 55,000종, 일본서 15,000종, 한국서 5,000종, 약 

75,000종을 소장하고 있으며, 전체 장서 수는 100,000권 이상이다. 중국서 담당 자료전문가

한 명과 일본 및 한국서 담당 전문가 한 명이 있다. 동아시아 자료 전문사서가

두 명밖에 되지 않지만 자원봉사자와 학생들의 도움으로 도서관이 잘 운영 되고 있다.

[사진 2]

동방도서관(東方圖書館)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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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양학 개요

오늘날의 루벤대학교는 현대적 종합대학으로서 정밀과학부, 약학부 및 대학병원,

사회과학부와 신학, 철학, 역사학, 문학, 지역학이 속해있는 인문학부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처럼 다양한 학부가 이었던 것은 아니다. 수세기에 걸쳐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신학이 루벤대학교의 중심이었고 특히 기독교 해석과 선교사 양성에

주력했다. 지금도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가톨릭대학교지만 이러한 신학중심의 경향은 

점차 변화했다.

루벤대학교의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제1 언어와 지역학 연구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신학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래서 트라이링그 대학이(The College Trilingue) 1517년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Erasmus)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히에로니무스(Hiëronimus Busleyden)에 의해 설립되었다. 성경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에 능통해야 했고, 이 

때문에 동양어로서는 처음으로 히브리어 강좌가 루벤대학교에 개설됐다. 수 년 동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언어도 다수 개설되었지만 교수와 강사진의 관심도에 따라 

개설되기도 폐지되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과 (이어 저지대국가1)가 나폴레옹 시대를 겪은 시기) 계몽운동 이후 

19세기 중반에 아시아를 다녀온 선교단과 탐험가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신비한 동양’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시아 학문은 동양세계의 관심이 생기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새로운 언어는 

신학에 있어 여전히 부수적 요소로 작용했지만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아시아지역으로 초점이 이동한 것은 분명했다. 또한 아시아에 경제적․정치적 이해 

관계가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유럽의 

대학교들은 여러 동양어 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또한 산스크리트어 및 중국학을 

위한 학문기관이 설립되었고 첫 도서관 장서가 배가되었다.

루벤대학교에 중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동아시아학은 19세기 중반에 설립되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 경제적․정치적

1) 저지대 국가 : 유럽 북해연안의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브루크로 구성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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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학은 루벤대학교에서 신학훈련을 받는 자국 및 

외국학생의 선교활동과 주로 관련이 있었다. 20세기 초,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은 

선교차원에서 학술차원으로 바뀌었다. 벨기에가 천진(Tianjin)에 조계(租界)를 설정했던

1902년에서 1929년 사이 여전히 관심은 중국에 쏠려있었지만 19세기에 불교가 단순히

고대 동양문화의 유산의 일부가 아닌 살아있는 철학으로 재발견되면서 일본, 몽골,

티베트, 한국도 조명 받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 여겨지던 

일본과 중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강제합병과 중국의 전쟁 냉각(inter-bellum)기 혼돈 

으로 인해 당연히 주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반(反)종교 

주의를 외치는 공산주의자로 인해 벨기에 내에서 동아시아학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중국학은 1960년대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일본어강좌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1960년대 말, 루벤대학교는 루벤시에 계속 남아 

있는 네덜란드어 사용 대학과 루벤라누브(Louvain-la-Neuve)로 이전하게 되는 프랑스어

사용 자매대학으로 분리되지만 여전히 루벤대학교의 동아시아학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동아시아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들은 대부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교수들이었고 

대부분의 동아시아학 강좌는 루벤라누브의 신설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양 대학에서 

번갈아 가며 가르쳤다.

중국학에 속해있던 일본관련 수업은1970년대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일본학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현재는 일본학 1년 과정에 한국어 수업과 1학기 과정의

한국문화수업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라이덴 대학(Leiden University)의 한국교수들을 초빙하여 강의와

세미나도 했다. 1994년 첫 일본학 석사논문이 20세기 초 한국정치가 윤치호에 관해 

쓰여졌다는 사실도 주목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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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학과 동방도서관(東方圖書館)

루벤대학교의 한국학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역학(Area Studies)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이하게 루벤대학교의 동아시아학이 있는 지역학은 사회과학 학부가 아닌 

예술학부에 속해있다. 그 결과 상당기간 실증적 자료가 아닌 문헌학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 때문에 이전부터 도서관이 동아시아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다. 중국학의 경우 도서관의 핵심장서는 기독교 선교단이 선교활동을 하면서 

중국에서 수집해오거나 선교활동 이후 도서관으로 기증한 자료로 이루어져있다.

세계1차 대전 이후 소실된 대학도서관을 보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있었고,

일본은 일본학의 발전을 위해1920년대 일본학 발전을 위해 일본은 3,200종(대략 총 

14,000권)을 기증하였고 일본학자료실(Satsuma Chair)이 설치되어 일본학장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중국 및 일본학에 학자와 학생의 관심이 저조했던 시기에도 이와 같이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 때문에 두 학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을 때 기본적인 

장서의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있을 수 있었다. 루벤의 일본학 장서는 대학교가 분리된 

이후 1920년대에 기증된 일본학 자료가 루벤라누브에 신설된 대학교로 옮겨지게 

되면서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학장서는 도서관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와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으려 해도 도서관에서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다. 1990년대에 

와서야 한국관련 장서가 도서관에 수집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수집 된 자료는 

도서관에서 2권씩 소장하고 있던 동아시아 관련 장서 한 권을 자매대학에서 보낸 준 

것으로 한일․한중 관계 또는 전반적인 동아시아를 다룬 자료였다. 또한 한국국제 

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서 매년 수 년 동안 기증한 영어로 된 자료는 한국 

사회와 역사의 기초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 대학교 도서관에 한국어

에 능통한 사서가 없음으로써 한국어 장서가 열람서가에 배치되지 못하고, 목록내용이

잘못 되거나 목록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 결과 한국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 했고,

이는 벨기에에서 한류의 바람이 아직 불지 않은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한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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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료를 찾을 때 마다 도서관에 한국관련 자료가 없어 

외부자료에 의존해야만 했다. 앞서 언급한 루벤대학교 첫 일본학 석사과정을 이수하려온

학생도 더 이상 도움 받을 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학교를 떠났다. 현재 그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서 한국학 교수로 재임 중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학 강좌를 늘리거나 대학도서관의 한국학 장서를 확장하여 

한국학 교과과정을 폭넓게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학 

강사를 초청하고 한국대학들과의 협력을 추구했지만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다.

한국학 강좌 없이는 도서관의 한국학장서 예산편성도 이루어질 수 없었고, 한국학 

관련 장서 없이는 한국학 교과과정을 확장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학이나 한국에 관심을 

갖는 학생의 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한국학장서의 증가는 미미했다. 기껏해야 가끔 

수집되는 장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상호교환자료 그리고 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기증받는 책이 전부였다. 도서관직원의 한국어 능력부재 또한 상황을 좀처럼 개선시킬

수 없는 요인이었다.

2009년 한국대사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설치를 제안했을 때 이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처음에는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화려한 다과테이블세트나 받진 않을까란 생각에 한국자료실설치가 망설여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한국어로 된 자료일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장서를 

직접 선택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마음이 놓였다. 2011년 12월 

한국자료실 개실과 함께 첫 번째 기증을 받게 되었다. 한국 자료실 개실 행사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우진영 관장, 안호영 주 벨기에 대사, 멜 콜리에(Mel Collier) 대학 

도서관 관장, 루베대학교 윌리 반데(Willy Vande) 동아시아학 학과장, 마크 웨어(Mark

Waer) 루벤대학교 학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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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우진영 관장과 마크 웨어(Mark Waer) 루벤대학교 학장

현재 동아시아 도서관에는 한국 자료 5,000종 이상을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근대역사, 문학, 문화, 사회, 경제, 국제정치를 다루는 장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철학, 전통사회, 문학과 예술 관련 자료가 부족해 이 분야의 자료를 

확충하는데 노력 하고 있다. 도서관장서에 있어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현재 

개설돼있는 한국관련 강좌2)와 관련된 자료이다. 학생 수는 학부과정 30명 이상,

대학원과정 10명이다. 주로 수강생은 일본학이나 중국학 전공이지만 다른 학과 

학생이나 한국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자 하는 학생도 수강하고 있다.

2) 한국어(3 학기 과정, 중급한국어까지, 학부생 대상), 한국문화의 역사(1학기 과정, 학부생 대상)

현대한국사회와 정치(1학기 과정, 대학원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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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한국자료실(WOK)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

4. 한국자료의 정리

4.1� 분류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의 책 기증을 받기에 앞서 한국장서의 서가를 완전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열람서가에 있는 한국장서의 경우 분류기호로만 청구 

번호를 만들었다. 그때 사용되던 분류방법은 1942년에 하버드 옌칭도서관에서 사용 

되던 도서분류법이었다. 하버드-옌칭 분류법은 알프레드 치우 카이밍 박사가 중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던 동아시아 도서관을 위해 1927년 고안한 분류법으로 주제별로

1차 분류하고 그 다음 지역별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루벤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은 반대로 분류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지역별로 분류한 후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서의 경우 이 분류체계를 오래 전에 버리고 더 적합한 분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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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 자료 분류를 위해 고안된 분류법은 일본 및 한국자료 

에도 사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보조표에 따라 끊임없이 하위분류가 생기는 

한국자료의 특성상 기존에 사용하던 분류법은 한국자료를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자료 분류의 문제로 복잡한 청구기호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계속해서 자료가

잘못 비치되고 있었다. 도서관 직원이라면 많은 한국자료가 서가에 잘못 비치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호적인 문제뿐 아니라 1942년식 분류법의 내용도 문제였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아직 한국은 일본에서 독립하지 못한 1930년, 1940년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본서의 경우 새로운 체계로 바꾸기엔 장서의 양이 방대했다. 하지만 그 당시 

한국장서는 열람서가에 1,000권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류법을 채택했고,

중국서와 일본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분류 되었다. 일본서는 원래의 하버드-옌칭 

분류법에서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기존 분류법을 바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장서를 분류하기 위해 한국십진분류법(KDC), 국제십진분류법(UDC), 듀이십진분류법

(DDC)을 고려했으나 이러한 도서분류법은 특수지역도서관이 아닌 일반도서관에 적합 

하여 채택하지 않았다. 하버드-옌칭 분류법과 마찬가지로 이 분류법들을 사용한다면 

한국자료와 관련된 항목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세부적인 자료 분류를 위해 더 

많은 하위항목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장서를 위한 새로운 분류법을 고안하기로 결정했고 사용 

되고 있는 분류 시스템의 흐름은 따라가되 중국․일본장서의 분류법과 청구기호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2011년 12월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자료를 설치할 시기에 맞춰 새로운 분류법으로 기존 장서의 재분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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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한국자료의 새로운 도서분류표

4.2� 목록

부족한 한국어는 기증받은 2,500권을 어떻게 목록화 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난관을 

야기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학자료실(Window on Korea)개실은 루벤의 한인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다. 곧 세 명의 한국인 봉사자들이 목록작업을 해주었고 대신 목록담당 

사서는 루벤대학교의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도서관의 중앙목록화 작업을 위해 수 년 동안 중국어․일본어․한국어(CJK)

지원을 요청해왔다. 그리고 한국자료실 기증과 분류법 개정은 2012년 초 중국어․

일본어․한국어(CJK)지원이 시작된 시점에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그 때까지만 해도

OPAC(온라인열람목록)으로 서양어자료만 검색이 지원됐고 한국어 자료는 전통적인 

도서목록카드로만 검색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장서의 목록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영어, 네덜란드어, 한국어, 중국어 모두 검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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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검색시스템의 한국어 지원

한국학장서가 명확히 분류되고 무엇보다 검색시스템에서 이용자가 한국학장서의 

목록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자료 이용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었다. 이전에는 도서관 

에서 한국관련 자료를 찾는 이용자가 가끔 있었다면 지금은 이용자의 방문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 이용자였던 예술학부 학생뿐 아니라 사회학부, 경제학부,

정치사회학부 등 다양한 학부의 학생들도 이용하기 시작했다. 벨기에 한인은 물론 

심지어 기자와 정치인도 한국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도서관에 방문하고 있다.

수요는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말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예지만 공급 또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진가의 발휘,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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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 장서

루벤대학교의 중앙도서관 곳곳에는 이용자들이 앞으로도 수 년간 손도 대지 않을 

자료들이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먼지만 쌓여가는 자료들 

중 도서관의 경사진 지붕아래에 있는 창고의 서가에서 15개 박스에 가지런히 담겨있던 

자료가 있었다. 최근 장서이동작업을 진행하면서 박스 안에 어떤 자료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담긴 자료들은 대부분 한국어 자료였고 그 밖에도 

지도 몇 점, 몇 권의 노트와 그림들이 있었다. 처음에 한국어로 된 자료를 (단행본 

잡지와 부분적으로 있는 연속간행물)봤을 땐 흥미로울 만한 점이 없어 폐기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도, 그림, 노트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학자료에 충분히 

가치를 더해줄 자료들이었다. 중국동북에 주재한 선교단 또는 선교활동을 위해 

한국에 왔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선교사들의 노트와 주석인 것 같았다.

루벤대학교의 한국학발전을 위해 앞서 언급한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설치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발견된 자료가 적은 양이지만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에서의 선교단 활동과 20세기 기독교 역사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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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말라가 대학교 사회무역학 도서관과 

한국학 장서

레이먼 아란다 퀸타나 
(Ramón Aranda Quintana)

말라가대학교 사회무역학 도서관 사서

말라가대학교(UMA)는 2005년 인천대학교와 대학 활성화를 위한 교수 및 학생교환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한국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현재 두 대학교는 

각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소를 통해 문화행사, 교환 어학연수,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교환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2013년, 2014년 동안 47명의 인천대학교 학생과 37명의 

말라가대학교 학생이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참여 했다.

[사진 1] 말라가대학교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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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말라가대학교와 세비야대학교에 동아시아학과가 개설되었다. 두 대학교

모두 동아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같지만, 세비야대학교가 중국과 일본 문화 및 

언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말라가대학교는 한국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말라가 

대학교는 올 해부터 인천테크노파크와 안달루시아 테크놀로지파크에서 한국과 스페인

기업 간의 지식공유를 위한 정기회의를 열기 시작했다.

1. 말라가대학교의 설립배경 및 현재의 모습

말라가시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시민, 시민성, 매스미디어 등)는 말라가대학교 설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63년 스페인 정부가 말라가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도시 대학교에 정치, 경제 및 무역학과 개설을 승인해주면서 말라가시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때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관광이 지역수입의 원천이 되면서 경제발전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시민들은 말라가시 교육발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고등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했다.

[사진 2] 대학교설립 요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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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65년 4월 10일 정치․경제․무역학과의 임시 건물이 생기고, 학부의 

첫 과목이 개설되었다. 그 당시 엘 에히도(El Ejido)에 대학교 소유 첫 번째 건물 

건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학부는 수많은 입학생으로 인해 야간 강좌를 개설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68년 말라가시에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말라가 대학교 연합(Association of

Friends of Málaga University)이 결성되었다. 이는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말라가 시민들은 자신의 도시에 첫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기존에 있던 말라가 폴리텍 학교, 일반 학교, 경상 및 세미나 학부 등 여러 교육기관을 

통합하는 긴 과정을 거쳐 1971년 말라가대학(University College of Málaga)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1972년 8월 18일 말라가대학교(University of Málaga, UMA)는 정식으로 법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정치․경제․무역학과에 이어 1978년도에 새로 생긴 테아티노스 

(Teatinos) 캠퍼스에 약학과도 개설되었으며, 7년 후에 철학과도 생겼다.

1990년대 말라가대학교는 주로 신기술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안달루시아 테크놀로지파크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여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2007년 슈퍼컴퓨터 (피카소)를

사용하여 스페인 슈퍼컴퓨터 네트워크(Spanish Supercomputing Network)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과학 및 연구분야의 성과와 연구자, 학자, 학생, 행정직원의 노력이 더해져 

세비야대학과 손을 잡고 안달루시아 테크(Andalucia Tech)로 불리는 엑설런스 캠퍼스 

(Campus of Excellence)를 설립했다. 창립 40년 후 재학생 수는 35,000을 넘어섰고 

58학부 학과, 53개 대학원 학과를 갖추고 278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학교로 

성장했다.

말라가대학교의 대부분 교육센터는 (통신과학, 관광학, 심리학, 법학, 컴퓨터전기통신공학,

자연과학, 철학, 약학) 테아티노 캠퍼스에 위치해있다. 테아티노 캠퍼스에는 중앙도서관,

UMA 출판부, 연구 프로젝트 빌딩, 유치원, 스포츠 시설, 컴퓨터실, 식물원, 다목적 

강의실을 갖춘 5개 건물 이 있다.

말라가시 중심에 위치해 있는 엘 에히도(El Ejido) 캠퍼스에는 경제과학, 건축 및 

예술학부가 있다. 또한 대학 부 총장실(Vice-chancellor’s office)이 있는 정부 건물도 

있다.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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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발전(University Extension)

○ 대학교 총괄관리(University Coordination)

○ 연구 및 지식전달(Research and Transfer)

○ 학술 계획 및 교수진 관리(Academic Planning and Teaching Staff)

○ 캠퍼스 관리(Campus and Sustainability)

○ 커뮤니케이션 및 국제 프로젝트(Communication and International Projection)

○ 학생관리(Students)

○ 기관관계 및 총장실(Institutional relationships and Chancellor’s Cabinet)

[사진 3] 사회무역학부 건물

캠퍼스의 또 다른 상징적 건물은 450명을 수용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학술행사 등이 열리는 파라닌포 학부(Paraninfo of University) 건물이다.

가장 최근 만들어진 테아티노(Teatinos) 캠퍼스에는 사회과학, 무역학, 공과대 및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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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보건과학 학부가 있다. 심리학부와 현재는 엘 파크(El Parque)의 역사적 명소로 

자리잡은 총장실은 추후에 테아티노(Teatinos) 캠퍼스로 옮겨질 예정이다. 더 큰 

대학건물과 학생 기숙사도 마련할 예정이며 기업과 단체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과학〮경재 공원(Science and Business Park)도 설립 예정이다. 공원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혁신의 기본이 되는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말라가대학교와 기업간의 

전략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혁신부(Ministry of Science and Innovation)

는 ‘2015년 대학교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학교,

과학공원, 기술센터, 생산 분야와 같은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스페인 대학들 

내에 국제 캠퍼스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말라가대학교와 기업을 이어주는 기관으로 테아티노(Teatinos) 캠퍼스에서 가까운 

안달루시아(Andalucia)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대학 부속 기관(Building of University

Institutes)이 있다. 이는 6500 m2 규모로 건물 내부에는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요구를

찾아내고 민간과 공공분야간의 기술 이전을 활성화 하는 기술이전 센터(Office for

Research Results Transfer Activities, OTRI)가 있다. 기술이전 센터 말라가대학교 연구 

개발결과의 상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으로 각종 시청각자료를 

생산, 보관 및 보존하는 이미지기술센터(Center of Technology of Image, CTI)가 있다.

이 센터는 시청각기술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루며 학술연구에 도움되는 시청각

보조장치 설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슈퍼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하는 생명공학 건물(Bioinnovation Building) 또한 말라가대학교의 자랑거리이다.

말라가대학교는 컴퓨터분야에서 안달루시아(Andalucia) 지방에서1위, 스페인 내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세계적으로 500위 안에 든다.

안달루시아(Andalucia) 지방에는 론다시(Ronda)에 간호학교와 안테케라시에 교육대학

등 다양한 교육센터가 있다. 말라가 인근에는 또 다른 식물원, 그리스-허친슨 실험 센터

(Grice-Hutchinson Experimental Centre)와 회의, 심포지엄, 강좌 등을 열고 정원사학교를

갖춘 말라가대학교 식물원의 행정지부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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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라가대학교 도서관(BUMA)

먼저 말라가대학교 도서관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 지역도서관 총괄

○ 서비스 : 자동화 서비스 및 기술처리/ 수서, 상호대차, 정보서비스/ 사업 기획

○ 중앙도서관 및 도서관들: 중앙도서관 포함 14개 도서관

말라가대학교 도서관은 전자책 267,331권, 연속간행물 4,063권, 전자잡지 21,020권,

데이터베이스 134점을 보유하여 총 1,082,000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787,394건의 자료가 입력되어있는 검색시스템(Jabega/http://jabega.uma.es/)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총 열람실 좌석은 5,072석(일반 열람실 4,334석, 그룹 스터디룸 355석)이 

있으며, 415개의 이용자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다. 2013년에 400,000건의 책 대출,

도서관 웹사이트 방문 307,000건, Jabega 목록검색 3,700,000건, 원문텍스트 다운로드 

1.000.000건이 있었다. 작년 말라가대학교 도서관의 온라인 채팅과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 질문 1,160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739건의 도서관 상호대차가 접수되었고

1,763권이 대출되었다. (참고 : BUMA Memory 2014)

말라가대학교는 학술 및 과학자료 이용을 위한 서고(Institutional Repository of

University of Málaga, RIUMA)를 만들었다. 오픈엑세스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현재 3,188건의 자료(아티클, 논문, 보고서)가 있다. RIUMA 서비스는 2013년 

말라가대학교가 400개의 대학, 센터, 연구소와 서명한 ‘자연․인문과학지식에의 오픈 

액세스에 관한 베를린 선언’ (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에 따라 연구자료 오픈엑세스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말라가대학교의 과학자료를 보존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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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동아시아실

말라가대학교 도서관은 아카데미강좌뿐 아니라 연구와 학업을 목적의 e-자료와 

Jabega 검색서비스 사용법 등의 교육강좌도 함께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안달루시아 

대학도서관 컨소시엄(Consortium of University Libraries of Andalucia, CBUA)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을 위한 여러 강좌가 개설되었다.

현재 말라가대학교 도서관은 스페인 대학도서관 네트워크(Spanish Network of

University Libraries, REBIUN), 스페인 이노펙 유저(Spanish Group of Innopac Users,

GEUIN)와 안달루시아 지방 8개 도시의10개 대학이 함께하고 있는 안달루시아 대학도서관

컨소시엄(CBUA)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안달루시아 대학도서관 컨소시엄은

도서관에 있는 어떠한 소장자료도 이용자가 무료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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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무역학 동아시아 도서관

사회무역학 동아시아 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총 3층이다. 지하1층과 

1층에는 사회학, 무역, 사회,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료가 비치되 있으며, 2층에는 

동아시아 자료만 비치되어 있고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WOK)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열람석 425석과 3시간 대여가 가능한 14개 스터디룸이 있으며 104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단체로 이용 가능한 시청각실은 38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또한 2개의 OPAC,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27대, 자료 대출을 위한 노트북 14대를 구비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기존 학과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현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기존 테아티노 캠퍼스를 확장하여 테아티노 확장 캠퍼스(Extension of Campus of

Teatinos)가를 새롭게 조성했다. 2009년 확장 캠퍼스에 과학기술학(Polytechnics Studies)을

위한 건물과 사회학, 무역, 사회복지학을 위한 건물, 총 2개의 신설건물이 세워졌다.

그 결과 이전에는 각기 다른 건물에 있었던 사회학, 무역학, 사회복지학과가 이제는 

한 건물에 위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분리되었던 각 학과의 도서관이 통합되어 

확장된 규모와 함께 더 많은 자료를 갖춘 하나의 도서관이 되었다. 2010년 신설된 

동아시아학이 같은 건물에 통합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는 한국자료실 (WOK)이

설치되었고 한국자료를 기증 받게 되었다.

[사진 5] Jabega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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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은 자료실 개설 첫해에 설치비와 2,000권의 한국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고, 설치 후 5년간 자료를 지원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동아시아학은 신설된 

학부이기 때문에 학업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했다. 그래서 말라가대학교에서 동아시아관련

서적기금을 마련하여 자료구입을 조금씩 늘려나가 현재는 서적 및 CD 520점을 보유 

하고 있다. 2013년 여름 한국문학번역원(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LTI)의 

도움을 받아 84권 중 60권은 스페인어로, 24권은 영어로 번역본을 제작하였다.

한국학자료실 설치 초기에는 도서관 직원이 한국어를 알지 못했기에 한국어로 써진

자료를 정리하고 목록화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도서관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구비되고 나서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내온 자료정보를 변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목록화의 시작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동아시아학 학생들의 자료이용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책의 기본정보만을 기록해두었었다. 그러다가 한국학 학위 수료자가

지원받은 책을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모든 책의 제목과 서지사항을 스페인어로 

번역해주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든 책이 목록화되어, 몇 개월이 지난 후 한국학 

장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장서는 2,693권으로 증가했고 동아시아학을 

위해 대학교에서 구입한 책과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기증한 책 520권을 포함하여

총 3,213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Jabega 검색시스템에서 “East Asia”로 검색하면 

소장자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별 자료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주제별 동아시아 자료

주  제 자료 수

참고자료 39

일  반 39

철  학 111

종  교 115

사회과학 390

응용과학 82

예  술 381

한국어 254

문  학 775

전  기 50

역  사 577

DVD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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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둘 그리고 자연” 전시회

스페인에서 사회무역학 도서관은 가장 많은 한국관련 자료를 지원받은 도서관이다.

이를 알리고자 말라가대학교는 한국예술품을 전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한국예술가 김지은, 조미영 한국예술가

가마드리드 한국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당시, 말라가대학교 특히 도서관

내부에 작품 일부를 전시해 달라는 부탁

을 하여, 2013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시회를 열렸다. 전시회 “둘 그리고 자연

(Two and Nature)”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10월에는 한국

에서 유학하고 한국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다수의 작품을 만든 스페인 예술가

로이오 유스테 전시회를 3주간 열기도 

했다. 하지만 불어 닥친 경제위기는

스페인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고 이로 

인해 전시회를 위한 예산을 더 이상 편성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강한 의지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4. 맺음말

사회무역학 도서관은 크게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 첫째는 현재 진행 중인 

신설학과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과목수업은 도서관의 적절한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되어야 하지만 교수에게 제공되는 연구용 교과서는 여전히 

스페인에서 입수하기 어렵고 구할 수 있다 해도 고가이다. 말라가대와 한국의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를 다학제적으로 넓혀나가는 것이 또 다른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무역학도서관이 스페인과 한국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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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대학교 도서관과 한국학 장서

박 지 영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 한국학 담당 사서

1. 시카고 대학교(The University of Chicago)

시카고 대학교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 중심가에서 약 8마일 남쪽으로 떨어진 

하이드 팍(Hyde Park)이란 캠퍼스 타운에 위치해 있다. 1890년에 설립된 종합 사립 

대학이며, 당시 마샬필드 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부지 위에 당대의 석유재벌로 알려진 

존 록펠러(John Rockerfeller)의 재정적인 기부로 세워지게 되었다. 초대 총장이었던 

월리엄 레이니 하퍼(William Rainey Harper)로 부터 현재 로버트 짐머(Robert Zimmer)

총장에 이르기까지 약 125년간 인문,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중심 대학 

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의학, 법학, 행정학, 사회 복지학, 경영학 분야의 

전문대학원이 있다.

시카고 대학의 모토는 ‘지식을 쌓을수록 인간의 삶은 풍요로와진다’ (Crescat scientia;

vita excolatur)이다. 미국 내에서 최초로 4학기제(Quarter system)를 도입하고, ‘시카고 

플랜’이라 알려진 유명한 고전 중심의 독서 프로그램(The Great Books Program)을 

만드는 등 질 높은 학문 교육에 힘을 쓰고 있다. 현재 학부생은 약 5,100명 및 대학원 

과정에 약 10,00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수진의 수는 2,100명으로 교수한 명당 학생의

비율이 약 1: 5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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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시카고 대학 전경

2. 시카고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 

시카고 대학 내 한국학의 시작과 발전은 그 모태가 되는 동아시아학과와 동아시아 

연구소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카고 대학의 동아시아 학과는 1936년에 

동양언어문명학과(Department of Far Eastern Language and Civilization)라는 명칭으로 

중국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생기게 되었다. 그 후 1950년대 들어 동양학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이와 관련된 학자들이 모이면서 관련 연구와 강의도 활발하게 되고,

프로그램 주제분야 또한 일본, 한국쪽으로 점차적으로 연구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렇듯 시카고 대학의 동아시아 프로그램은 1930년대에 시작을 하였지만, 시카고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비교적 늦게 시작이 된 편이다. 1985년에 첫 한국어 수업을 

기점으로 한국학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1987년도에 역사학과(Department of History)

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브루스 커밍스 교수(Prof. Bruce Cumings)가 가르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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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한국학 프로그램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 후 1998년도에 최경희 교수가 

부임하여 동아시아 언어 문명과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면서 좀 더 확실한 한국학 프로그램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고,

그 밖에 전임강사 2명이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대학원 과정에 약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학 전공으로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매 학기 10개 정도의

한국관련 강좌가 열리고 있다. 비록 시카고 대학 내의 한국학은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지만, 해가 지날수록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각 레벨의 기본적인 한국어 강좌 외에 대학원 과정의 한국학 수업은 다음과 같다.

· 현대 한국사(Seminar: Modern Korean History)

· 아시아 예술: 한국(Arts of Asia: Korea)

· 한국식민지 시기의 검열(Censorship in East Asia: The Case of Colonial Korea)

· 한국 전쟁, 가족, 세대간의 격차(Korean War, Family & Generational Difference

Under Division)

· 한국 식민지 시기의 성과 현대성(Gender and Modernity in Colonial Korea)

그 밖에 시카고 대학내 한국학 연구 및 다른 주제의 학문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는 동아시아학 연구소(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가 있다. 이 연구소 내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모임이 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적 교류 및 프로그램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학회, 세미나, 강좌시리즈, 워크샵,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한 해에도 여러 한국학 

관련 학문적 활동이 있었다. 특히 4월 25일부터 27일 까지 3일 동안 동아시아학 

연구소 주최로 ‘아시아 냉전시대(Cold war in Asia)’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많은 한국학 학자들과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영화 <지슬>이 첫 날 오프닝으로 채택되어 상영되었고,

제작자인 오 멸 감독의 토론 세션도 이어졌었다. 또한 동아시아학 연구소 안에는 한,

중, 일 영화만 따로 모아놓은 필름도서관(Film Library)이 있는데, 5000여종의 DVD를 

소장하고 있으며, 시카고 대학 도서관내의 다른 한국영화 자료와 더불어 한국학 관련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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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시카고 대학 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방향, 서비스 제공의 역사적인 흐름은 각각의 

시대와 학문적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즉 자료확보 방향, 정보 

제공 방식, 자료 보관의 유형 등이 계속 달라지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도 학생과 연구자들의 지식의 저장소 역할 및

학생들이 연구와 학문을 자유롭게 정진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대학의 심장부 역할은 

변함이 없다. 현재 시카고 대학 도서관이란 큰 시스템 아래 6개의 도서관이 있다.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의 총 장서 수는 1,200만권이고, 전문 사서 74명 포함하여, 약 251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매년 도서관 이용현황은 매년 약 300만 정도 이다.

시카고 대학의 도서관 역사를 살펴보면, 시카고 대학이 설립된 후 몇 십 년 동안은 

각 학과 마다 전공 관련 서적을 구입하여 장서들이 각 학과 건물 안에 구비되어 

있었다. 1912년에 처음으로 대학 내 모든 서적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중앙도서관이 

개설되었고, 주제별로 법학 도서관(The D’Angelo Law Library), 과학 도서관(The John

Crerar Library), 수학 도서관(Eckhart Library), 사회복지 도서관(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Library)등 4개의 개별 도서관이 캠퍼스 내에 각각 다른 장소에 위치해있다.

[사진 2] 레겐스테인시카고 대학 중앙 도서관(The Joseph Regenstei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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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도서관 격인 레겐스테인 도서관(The Joseph Regenstein Library) 안에는 

인문, 사회과학, 경영에 해당하는 장서와 스페셜 컬렉션 및 고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 장서가 포함된 동아시아 컬렉션(East Asian Collection) 또한 이 레겐스테인 

도서관 5층에 위치해있다.

레겐스테인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역할을 한지 40년이 지나자, 계속해서 늘어 

나는 장서 수 때문에 공간 확보가 문제가 되었고, 이것을 위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요즘은 늘어난 장서들을 보관하기 위해, 대개 도서관들이 캠퍼스 밖에 외부 보관서 

(Offsite Storage)를 마련하는 것이 추세이나, 시카고 대학의 경우는 교수진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레겐스테인 도서관 바로 옆의 부지에 350만권을 소장할 수 있는 보관소 

용도의 새로운 도서관인 만수에토 도서관(John and Rika Mansueto Library)을 2011년에 

만들게 되었다.

[사진 3] 만수에토 도서관 (John and Rika Mansueto Library)

이 도서관의 특징은 건물 상단부 전체면을 유리돔으로 만들고, 일층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을 만들었다. 지하 내부로 약 5-6층에 해당하는 깊이의 완전 

폐가식 서고를 만들었는데, 이 지하 폐가 서고는 온도 및 습도가 자동 조절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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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를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도 대비하여 최첨단 설계를 하였다. 이 만수에토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도서관 관리방식을 로보틱 첨단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데 

있다.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 이용자가 지하서고에 있는 책을 대여하고 싶은 경우,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카탈로그를 보면서 도서대여 신청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순간, 지하서고의 시스템에 그 정보가 자동 전달되어 

해당서적이 지하서고의 어느 구역의 선반, 어느 철재박스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후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장치에 의해서 로봇시스템인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지하서고에서 책을 찾아서 대출대로 옮겨주는 방식이다.

10년에 걸친 설계와 공사를 마치고, 각 도서관에서 도서 선별과정을 통해서 만수에토

폐쇄서고로 책을 보내는 작업을 마친 후 현재 만수에토는 30%정도의 서고가 채워졌다.

이 새로운 보관도서관이 생긴 이후에 한국학 관련 자료 중 몇 년간이나 이용자가 

없거나, 오래된 정기 간행물, 자리를 크게 차지하는 세트 등을 선별 작업하여 만수에토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작업이 있었다. 도서관 이용자가 만수에토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 

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청을 해서 받아보기까지는 약 5-10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만수에토 건물자체가 중앙도서관인 레겐스테인 도서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신속성과 편리함에 시카고 대학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4] 만수에토 도서관 1층 내부(John and Rika Mansueto Library 1st Floor Read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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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대학도서관은 건물이나 열람실, 보관서 같은 외형적인 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현재 몇 년에 걸친 온라인 목록시스템(UChicago Library Online Catalog) 및 

수서, 목록, 대출시스템 같은 도서 매니지먼트 시스템(Integrated Library System)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여기엔 시카고 대학 도서관 자체의 프로그래머를 포함 여러 

학교, 기관의 프로그래머들이 공동작업을 해왔고, 올해 2014년에 그 간 몇 년간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면 변경시키고 있다.

새로운 온라인 목록은 전통적인 온라인 목록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구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같이 키워드 검색 등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도서관 

소장목록에 접근하게 하였고, 좀 더 검색 결과가 정확하고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 담긴 오픈소스 도서관 검색 엔진(VuFind)을 달아 2014년 3월부터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 5] 시카고 대학교 온라인 목록시스템(UChicago Library Catalog) 

도서 매니지먼트시스템은 2010년 멜론재단(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에서 

펀드를 받아 쿠알리 올레(Kuali Ole)라는 이름으로 19개의 대학도서관의 합작 프로젝트로

도서관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도서매니지먼트 시스템(Open Library Environment)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단계에 와서 2014년 가을부터 새로 바뀐 시스템

으로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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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카고 대학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사진 6] 시카고 대학 도서관 동아시아 컬렉션(East Asian Collection)

시카고 대학은 1930년대 동아시아학과의 개설과 더불어 동아시아 도서 컬렉션(East

Asian Collection)도 같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당시 미국 중서부(Midwest) 지역에서 

최초로 생긴 동아시아 도서관이었고, 약 3,000권의 장서로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동아시아 컬렉션의 총 장서 수는 약 823,000권이며, 시카고 대학의 한국학 장서도 

중국, 일본 장서와 함께 동아시아 컬렉션 안 에 포함 되어 있다. 현재 한국학 장서는 

약 8만 여권이 소장되어있다. 중앙도서관인 레겐스테인 도서관 안에 위치하여 미국 

일반 도서관련 부서들과 같이 장소를 사용하지만, 한·중·일 장서는 일반 장서와 

분리되어 5층 서고에 따로 보관되어 있어서, 한국학 자료 이용자 및 동아시아 관련 

자료 이용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시카고 대학 내 한국학 장서는 초반에는 사회과학 자료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한국학 학과의 개설과 함께 인문학자료 확충에도 집중을 하여 꾸준히 성장하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인문학 주제 중에서 시카고 대학의 교수진 및 대학원 과정 

학생들이 전공분야로 많이 택하는 역사, 문학에 좀 더 심도 깊은 장서개발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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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한국전쟁, 남북분단, 북한 관련자료, 식민지 문학과 영화, 식민지시대의 

여성 등의 주제에 관한 장서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아래 미국 내 다른 지역의 

한국학 장서를 가진 14개의 대학도서관과 컨소시엄(KCCNA: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을 결성하여 한국학 특화자료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지난 

20년간 함께 발전시켰고, 현재까지도 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은 1995년에 이 컨소시엄의 멤버가 되었고, 관련 주제 분야 중에서도 <복지, 산업,

환경, 정치, 한문소설, 조선족, 시카고 한인들>에 관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을 통한 한국학 자료개발은 시카고 대학 동아시아 컬렉션 내 

한국학 컬렉션이 자리 잡고 발전 할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활발하고 발전적인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한 사안인데, 시카고 대학 

도서관내의 한국학자료의 예산은 도서관 전담 예산 및 동아시아 연구소의 지속적인 

한국학 자료구입에 대한 금전적 지원, 미국정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장서를 개발하고 구입하고 있다. 또한 각지에서 보내져오는 기증도서들 또한 장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7] 동아시아 컬렉션 열람실(East Asian Collection Read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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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한국학 자료가 있는 동아시아 컬렉션 서고(East Asian Collection Stack)

도서관 사용자들의 자료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은 도서관 

메인 웹페이지(https://www.lib.uchicago.edu/e/index.html) 및 동아시아 컬렉션 홈페이지 

(http://www.lib.uchicago.edu/e/easia/)를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특히 전자자료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을 통한 정보제공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홈페이지에서는 시카고 대학 도서관내의 한, 중, 일 도서자료 정보 및 

온라인 카탈로그, 한, 중, 일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자료 등 많은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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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동아시아 컬렉션 홈페이지(East Asian Collection Website)

위와 같은 전체 도서이용정보가 들어가 있는 웹페이지 외에도 주제별로 검색방법 

안내를 만들어서 좀 더 이용자가 원하는 자세한 항목과 관련 주제 전자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있다. 시카고 대학교 한국학 리서치가이드(http://guides.lib.uchicago.edu/korean)

에서는 온라인 카탈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로마자에 대한 정보(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를 시작으로 한국어 원문자료가 담긴 주요 저널 데이터베이스,

한국 관련 신문, 사전, 영화 자료 등 자세하고 유용한 한국학 자료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식민지 1차자료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고 있어서 매 

학기 한국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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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한국학 리서치 가이드(Korean Studies Library Research 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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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학 담당사서

시카고 대학의 한국학 담당사서는 기본적으로 한국학자료를 개발을 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시카고 대학 내 한국학 자료를 이용하는 교수진, 학생들에게 참고 정보를 

제공한다. 그 외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내의 사서로서 다른 주제전문사서들 및 수서 

목록 사서들과 함께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학 자료 개발과 확충을 위해서, 시카고 대학교 한국학과의 연구 방향,

담당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분야 등을 고려하여 한국학 장서 개발 방향의 큰 틀을 

정하고, 이 후 한국학 담당사서가 스스로 장서개발에 대한 주요 판단을 하면서 장서 

선정을 주도한다. 수서, 목록에 관한 업무도 일정부분 담당하면서, 주요 수서, 목록 

팀과도 같이 협력 회의를 하는 등 시카고 대학 내의 일반 도서관 환경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참고봉사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 보통 사무실 

에서 혹은 이메일로 한국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도 하며, 한 학기가 시작을 하면 

여러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아시아팀 내부에서 한, 중, 일 사서가 함께 

도서관 워크숍을 통해 도서관 이용법, 자료 안내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한다. 때로는 

맞춤형서비스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도 한다. 학기초에는 강의마다 

한 번씩 수업시간에 학과목 관련 자료 소개 수업(Library Instruction session)을 진행하기도

하고, 교수님이나 한국학 전공학생들이 연구 방향을 세우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한 일대일 면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 밖에도 시카고 대학 도서관내 다른 분야 사서들 및 타 대학의 사서들과 함께 

커뮤니티 활동도 하면서, 프로그램 기획하고,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 한다. 또한 

주제별 프레젠테이션이나 초청 강의 등의 활동을 통해 미국 내 한국학 도서관의 발전,

더 나아가 대학의 도서관 환경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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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사진 11] 시카고 대학교 학생들

시카고 대학 내의 한국학과 한국학장서개발은 지난 30여 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한국어과정을 제공하고, 대학원과정을 통해서 한국학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하며, 교수와 학생들의 질 높은 수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 아래 한국학 분야의 장서개발과 보존 및 다양한 이용자서비스를

통해서 후세대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진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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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인터넷� 사이트

시카고 대학교 (http://www.uchicago.edu/)

시카고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명과 (http://ealc.uchicago.edu/)

시카고 대학교 역사학과 (https://history.uchicago.edu/)

시카고 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http://ealc.uchicago.edu/korean)

시카고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https://ceas.uchicago.edu/)

동아시아 연구소 한국학 커미티 (https://ceas.uchicago.edu/page/committee-korean-studies)

동아시아 연구소 필름 도서관 (https://ceas.uchicago.edu/page/film-library)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 (https://www.lib.uchicago.edu/e/index.html)

레겐스테인 도서관 The Joseph Regenstein Library (http://www.lib.uchicago.edu/e/reg/)

법학 도서관 The D’Angelo Law Library (http://www.lib.uchicago.edu/e/law/index.html)

과학 도서관 The John Crerar Library (http://www.lib.uchicago.edu/e/crerar/index.html)

수학 도서관 Eckhart Library (http://www.lib.uchicago.edu/e/eck/index.html)

사회복지도서관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Library

(http://www.lib.uchicago.edu/e/ssa/)

만수에토 도서관  The Joe and Rika Mansueto Library

(http://mansueto.lib.uchicago.edu/)

동아시아 컬렉션 East Asian Collection (http://www.lib.uchicago.edu/e/easia/)

한국학 리서치 가이드 Lib Guide for Korean Studies

(http://guides.lib.uchicago.edu/korean)

한국국제 교류재단 컨소시엄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http://koreancollections.org/)

쿠알리 올레 Kuali Ole: Open Library Environment (https://www.kuali.org/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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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한국학 장서

조 상 훈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도서관 

한국학 사서

1. 머리말

유씨엘에이(UCLA)는 한국에 잘 알려진 미국대학 중 하나이다. 유씨엘에이(UCLA)는

한국에 알려진 다른 여러 대학들과 달리 한국인들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영어의 

공식 명칭인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를 번역하자면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가 되겠으나 한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명칭인 듯하다.

한국의 기성세대들에게는 <나성가주대학>이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음역어(音譯語)인 가주(加州)와 엘에이시의 음역어인 나성(羅城)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씨엘에이(UCLA)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유씨엘에이의 한국컬렉션(Korean Collection)을 소개하기 전에 한국컬렉션를 소장 

하고 있는 동아시아도서관 (East Asian Library)과 유씨엘에이 도서관 시스템 그리고 

유씨엘에이가 속한 캘리포니아대학 시스템  및 도서관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유씨엘에이의 한국컬렉션이 캘리포니아대학이라는 큰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수집되어 왔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수집해갈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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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UC)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도서관(UC Libraries)

2.1.�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는 미국 서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의 공립대학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세 개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이다.1) 캘리포니아대학교는 총 10개의 캠퍼스로 구성 

되어 있는데 유씨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B)캠퍼스가 1869년 

10명의 교수와 38명의 학생으로 처음 개교했고, 1873년 유씨 샌프란시스코(UC San

Francisco)가 유씨버클리 의과대학으로 개교했다. 그 뒤를 이어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가 1919년에 개교하였다. 그 후 산타바바라

(Santa Barbara, 1944년), 리버사이드(Riverside, 1954년), 데이비스(Davis, 1959년), 샌디에고

(San Diego, 1960년), 어바인(Irvine, 1965년), 산타크루즈(Santa Cruz, 1965년), 메세드 

(Merced, 2005년)캠퍼스가 순서대로 개교하였다. 현재 캘리포니아대학 10개 캠퍼스에는

약 233,000명의 재학생과 약196,000 명의 교직원이 있다.

[사진 1] 리드 허친슨(Reed Hutchinson) 북쪽 캠퍼스

1) 캘리포니아주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U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alifornia Community

College, CCC)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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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캘리포니아대학교� 도서관

유씨버클리가 개교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 대학도서관이 없었다. 1869년 

버클리캠퍼스의 개교와 더불어 40명으로 구성된 1학년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36권으로 시작한 도서관이 현재 캘리포니아대학 도서관의 시작이었다. 현재 

10개의 캘리포니아대학 캠퍼스에 100개의 독립적인 도서관이 있으며 이들의 총체를 

캘리포니아대학 도서관(UC Libraries)이라 부른다. 현재 이 캘리포니아대학 도서관 

에는 2,400명의 사서를 비롯한 도서관 직원들이 학생과 교수들의 강의, 수업,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 도서관의 간략한 통계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캘리포니아대학 도서관의 주요 통계지표 (2013년)

장서규모

책(인쇄자료) 39,000,000

책(e-book) 700,0002)

연속간행물(전자자료) 53,000

디지털화된 특수자료 컬렉션 1,446

이용현황

대출 2,200,000

학술논문 다운로드 32,000,000

상호대차대출(캘리포니아대학 내) 102,000

참고봉사요청 건수 469,000

* 출처: 캘리포니아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

자료 이용은 캘리포니아대학 구성원이면 누구나 100개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와 

희귀 및 특수자료를 관내열람, 상호대출, 논문복사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대학이 대표로 구독/구매하는 온라인자료 및 데이터베이스도 관내접속

또는 원격접속으로 이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학에서 10개의 캠퍼스를 대표하여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각 도서관에서 따로 구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EBSCO Academic Search Complete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대표로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대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2) 이는 각 대학의 평균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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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개 이상의 캠퍼스도서관이 공동 구독/구매하는 온라인자료 및 데이터베이스는 

공동계약 체결에 참여하는 학교의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미 아시아학회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에서 제공하는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는 8개 

캠퍼스 도서관이 공동으로 구독하는 온라인자료로 8개 학교의 구성원만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10개의 캠퍼스가 자체적으로 각 대학의 연구분야에 맞게 구독/구매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자료의 경우는 각 학교의 구성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2.3� 캘리포니아대학� 그리고� 도서관(UCLA� and� the� UCLA� Library)

1919년 캘리포니아대학 중 두 번째로 개교한 유씨엘에이(UCLA)는 10개 캠퍼스 

중에서 대학부지는 가장 작지만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크다. 2013년 가을학기 개강 

시점을 기준으로 105개의 학과에 42,19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 학부생은 

28,764명, 대학원생은 12,121명, 인턴쉽학생이 1,395명이다. 또한 유씨엘에이에는 

2,300여 명의 교수진과 84명의 사서들이 학생들의 수업과 자료개발 및 강의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씨엘에이(UCLA)는 미국 내 4년제 대학 중 가장 많은 

입학지원서를 받았다. 유씨엘에이 뉴스(UCLA Newsroom)에 따르면 2014년 

가을학기에 입학지원을 한 학생 수는 105,800명으로 이는 2013년도(99,559명) 대비 

6% 증가한 수치이다.

유씨엘에이(UCLA)에는 유씨엘에이 도서관(The UCLA Library)이라는 이름 아래에 총 

10개의 도서관이 있다. 학부생들의 학업을 주로 지원하는 대학도서관(College

Library)과 대학원과정과 교수진의 연구와 강의를 지원하는 연구도서관(Young Research

Library)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법대 도서관(Law Library), 경영대 

도서관(Management Library), 음악대 도서관(Music Library), 예술대 도서관(Arts Library),

의대 도서관(Biomedical Library), 공대 도서관(Science and Engineering Library)이 

연구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주제전문사서들이 장서개발 

및 연구와 강의를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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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 리서치 도서관(Young Research Library) 열람실

3. 동아시아도서관(East Asian Library of UCLA)

유씨엘에이(UCLA)의 동아시아도서관은 캠퍼스내 10개 도서관 중 하나로 한국으로 

치면 중앙도서관 격인 영 리서치 도서관(Young Research Library) 2층에 자리잡고 있다.

1948년 당시 유씨엘에이(UCLA)의 동양언어학과(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s)의 

학과장이던 리차드 루돌프(Richard C. Rudolph)는 중국을 여행하며 고고학을 공부하고 

중국학 및 중국어자료 구입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도 들려 다량의 책을 

구입했다. 이 여행에서 구입한 책은 만 권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서적들이 

유씨엘에이(UCLA) 동아시아도서관의 모태가 되었다. 현재 동아시아도서관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2명의 주제전문사서들이 각각 한국학 

(Korean Studies), 중국학(Chinese Studies)의 장서개발과 강의지원 담당하고 있다. 일본학

(Japanese Studies)사서는 2014년 4월 현재 공석이다. 2013년 동아시아 도서관 협의회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EAL)에 보고된 유씨엘에이 동아시아 도서관의 

자료 수는 764,737 건으로 이는 북미 동아시아도서관 중 10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다.3)

3) 이 중 인쇄자료는 652,839건이다. 이 중 한국학 자료는 62,746건이다. 데이터 출처: 동아시아

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ceal.lib.ku.edu/CE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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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아시아도서관

4.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한국학과 

한국학 장서

4.1�캘리포니아대학교�로스애넬레스�캠퍼스의�한국학(Korean� Studies� at� UCLA)4)�

유씨엘에이(UCLA)는 1985년 가을학기에 처음으로 한국어강좌를 개설하였다. 당시 

강의는 한국에서 초빙된 객원교수가 맡았다. 그 후 대학은 한국학 프로그램을 위해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불교, 문학, 언어학, 역사, 인류학 총 다섯 분야의 교수들을 

채용했다. 그리고 1990년에는 한국학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한 대학원이 설치되었고 

1992년에는 한국학이 학부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었다. 1993년에 한국학 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가 설립되면서 이듬해인 1994년에 5명의 전임교수와 한국어강좌를 

담당하는 강사들이 채용되었다. 현재 유씨엘에이(UCLA)에는 12명의 전임교수와 

4명의 강사진이 한국의 언어, 역사, 문학, 불교, 기독교, 민속, 인류학, 미술사, 지리학,

음악, 사회복지 등의 전공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2,500여 

4) 이 데이터는 한국학연구소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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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학부생들이 한국관련 수업을 듣고 있으며 45명의 대학원생들이 위에서 언급된 

연구분야와 더불어 사회학, 정치학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유씨엘에이(UCLA)의 

한국학은 북미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이다.

4.2� 한국학� 장서(Korean� Collection)

유씨엘에이(UCLA)는 1962년부터 꾸준히 한국어자료를 수집해 왔고 1985년 유씨엘에이

(UCLA)의 첫 한국어강좌의 개설과 발맞추어 동아시아도서관에 한국컬렉션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한국컬렉션 개설 당시 한국어 자료는 8,500여 점으로 이는 1962년부터 

1985년까지 수집 및 기증된 것이다.5) 한국컬렉션은 유씨엘에이의 한국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장서 또한 한국학의 연구분야에 맞게 개발 및 수집되었다.

따라서 유씨엘에이(UCLA)의 한국학 장서는 불교, 역사, 언어, 기독교, 문학, 민속학 

분야에 중점을 맞추어 개발되었다. 그리고 유씨엘에이(UCLA) 한국학 장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 하는 북미지역 도서관 특화컨소시엄(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KCCNA)의 회원으로 고고학, 불교, 기독교, 민속, 문헌정보,

전근대언어, 남미지역 한국 관련 자료를 특화분야로 하고 이 분야에 대한 자료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외 분야의 자료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6) 또한 

한국컬렉션 원문보기서비스를 지원하는 학술저널 및 전자책(e-book) 데이터베이스들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독하고 있다.7)

5) Ik-sam Kim,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CLA Oriental Library”, Korean and
Korean-American Studies Bulletin (New Haven) 1, no. 1 (1984): 9.

6) 북미지역 도서관 특화컨소시엄 회원대학에는 13개 대학이 더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컨소시엄의 홈페이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컨소시엄 홈페이지:

http://www.koreancollections.org/,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www.kf.or.kr
7) 한국학 장서가 구독중인 데이터베이스 목록은 동아시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library.ucla.edu/east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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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특별 자료(Special Collections on Korea)

위에서 언급한 인쇄자료와 전자자료 외에 한국컬렉션에는 4개의 특별자료가 

존치되어 운영 중이다. 이들 자료는 한국 민주화 및 통일운동자료(Archival Collection

on Democracy and Unification in Korea), 함호영 기록물 (Ho Young Ham Papers), 진희섭 

아카이브 컬렉션(Hei Sop Chin Archival Collection, 1906–1970), 안형주 컬렉션 (Hyongju

Ahn Collection of Korean Materials, 1902-1959)이다.

5.1� 한국� 민주화� 및� 통일운동자료(Archival� Collection� on� Democracy� and�

Unification� in� Korea)8)

이 자료는 197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던 단체인 

“Korean Church Coalition for Peace, Justice, and Reunification”이 수집한 것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문제에 관한 자료이다. 이 컬렉션에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및 통일 

운동에 관한 발간물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내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참여하던 한인그룹들과 미국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5.2� 함호영� 기록물(Ho� Young� Ham� Papers)9)

이 자료는 대한제국 시기에 하와이로 이민간 이민 1세대인 함호영 일가에 대한 

자료이다. 함호영(1868–1954)은 1905년 부인과 함께 몽고리아호를 타고 하와이로 

이주하여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일하며 가족을 꾸렸다. 대한민국의 3대 부통령을 지낸

함태영과 6촌 간인 함호영 일가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농장일지, 편지, ‘대한인국민회’

의 애국공채 영수증을 포함한 각종 영수증과 증서, 서적 등 많은 유물을 남겼다. 특히 

함호영이 남긴 일기는 함호영 개인뿐만 아니라 1세대 이민자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컬렉션은 함호영의 외손녀인 줄리엣(Juliette)이 기증하였다.

8) Finding Aid for the Collection on Democracy and Unification in Korea, 1975-ca.1990 from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http://www.oac.cdlib.org/)
9) Finding Aid for the Ho Young Ham Papers, 1873-1984 from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http://www.oac.cdli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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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진희섭� 아카이브� 컬렉션(Hei� Sop� Chin� Archival� Collection)10)

1997년 진희섭 본인이 직접 기증한 이 자료는 1945년 이전 하와이와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졌던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이다. 주로 서신, 문서, 출판물로 이루어진 이 컬렉션은

이승만, 서재필, 정한경, 김영기 등이 주고받았던 편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와이 북미대한인국민회, 동지회,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등에 대한 

서신자료 및 문서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5.4� 안형주� 컬렉션(Hyongju� Ahn� Collection� of� Korean� Materials)11)

안형주는 재미사학자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집해온 한국관련 자료들을 1997년 

유씨엘에이에 기증하였다. 이 컬렉션에는 일제하 식민지시기에 출판된 한국의 

역사와 종교에 관한 책들과, 학습교재들과 더불어 1900년부터 1947년까지 하와이의 

한인 이민사회를 기록한 영상물 “무궁화동산”도 포함하고 있어 초기 한인이민사회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6. 자료이용방법

유씨엘에이(UCLA)의 한국학자료는 도서관 온라인 카탈로그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서지사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12) 자료는 도서관 내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가에 정리된 자료의 대출과 도서관 외부서고에 보관된 자료를 신청하여 

열람하는 것은 도서관카드를 소지한 이용자만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대학 10개 캠퍼스

구성원은 Melvyl이라는 통합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유씨엘에이(UCLA) 한국학장서를 

검색 및 상호대출(InterLibrary Loan: ILL)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대학 소속이 

아니더라도 세계도서관 검색시스템인 OCLC의 WorldCat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10) Finding Aid for the Hei Sop Chin Archival Collection, 1906-1970 from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http://www.oac.cdlib.org/)
11) Finding Aid for the Hyung-ju Ahn Collection of Korean Materials, 1902-1959 from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http://www.oac.cdlib.org/)
12) 유씨엘에이 온라인 카탈로그: http://catalog.library.ucla.edu/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UCLA)의 한국학 장서 49

유씨엘에이(UCLA)의 한국학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자료는 유씨엘에이(UCLA) 또는

캘리포니아대학 소속인 이용자만 가능하며 VPN과 Proxy Server 등을 통해 원격으로 

접속하여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나 온라인 아카이브를 이용할 수 있다.

7. 전  망

유씨엘에이(UCLA) 한국학 장서는 한국어로 된 한국학자료를 확충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대학에 개설된 한국학 수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리서치 가이드(Research Guide)와 도서관활용법 강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과 변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학 장서는 다양한 포맷의 자료를 구입, 구독 및 개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한국학 연구분야의 출현과 수업교재의 다양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인 자료의 구입 및 목록화, 그리고 주제전문

사서의 역할인 장서의 개발과 한국학 연구와 강의 지원은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2000년대 초부터 도서관을 둘러싼 주위 환경, 즉 디지털시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확산, 이에 따른 인간의 생활패턴의 변화, 그리고 21세기 초에 형성된 미국의 교육 

방침과 인재상은 학생과 교수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들이 도서관에 갖는 기대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기대는 유씨엘에이

(UCLA) 도서관으로 하여금 ‘21세기 유씨엘에이(UCLA) 도서관의 중심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했다. 이에 대한 답은 2011년 마무리된 영 리서치 도서관

(Young Research Library: YRL)의 지하층과 도서관 1층의 개보수(改補修)공사에서 

찾을 수 있다.



50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 제11호 (2014년 6월)

[그림 4] 영 리서치 도서관(Young Research Library: YRL) by Paul Turang

개보수(改補修)공사 전 영 리서치 도서관 전 6층은 대학원생과 교수진의 연구와 강의를

위한 자료들을 구입하고 목록화여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리노베이션으로 영 리서치 도서관의 지하 1층에 주제전문 

사서들의 사무실이 설치되어 연구자, 학생, 주제전문사서들이 함께 토의하고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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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지상 1층에는 

공동학습공간과 다수의 소규모 세미나실을 설치하고 도서관내에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도서관 내에 카페를 설치하여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13) 개조공사 후 첫 학기인 2011년 가을학기 동안 영 리서치 

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195,000명으로 개조 전 같은 기간 동안의 이용자수의 2배에 

달했다.14)

개보수(改補修)공사 후 영 리서치 도서관은 학생, 교수, 사서들이 서로 만나 

토론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책이 중심이었던 공간에서 

이용자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유씨엘에이 

(UCLA) 도서관은 앞으로도 이런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컬렉션과 

한국학 주제전문사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씨엘에이(UCLA)에 한국컬렉션이 

공식으로 개설되기 전인 1984년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씨엘에이(UCLA)의 동아시아 도서관을 방문하여 친필 사자성어를 선물하였다.

‘사인여천(事人如天) : 사람대하기를 하늘같이 하라.’ 어쩌면 30년 전 남겨진

이 네 글자가 향후 한국학 장서뿐만 아니라 유씨엘에이(UCLA)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도 모르겠다.

13) 전체 6층 중 지하1층과 지상1층만 개조공사를 하였고 도서관 건물 2층에는 동아시아도서관,

유씨엘에이 도서관 인사과, 구술사연구소, 대학아카이브가 있으며 3-5층은 일반서가이다.
14) 이 데이타는 도서관 행정실에 제공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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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Asian Library, University of Leuven, Belgium

1. Introduction to the University of Leuven and the East-Asian library

The University of Leuven, or KU Leuven, was founded in 1425, making it one of the

oldest universities in Europe. It is by far the largest university in Belgium with 40,000

students enrolled at the university itself and 10,000 students enrolled at the associated

colleges offering professional bachelor and master degrees. The main university

campuses are in the city of Leuven itself and in Kortrijk in the far west of Belgium.

The associated universities and colleges are spread out all over the Dutch-speaking

Flanders region in the north of Belgium.

The East-Asian Library of the university was formed in 1996 by a merger of the

library of the former China-Europe Institute and the existing Chinese-Japanese Library

of the Faculty of Arts. It is housed on the top floor of the Central Library of the

university in the heart of Leuven. The library is a unique institution in Belgium in the

sense that it aims at collecting and maintaining a comprehensive collection on the

East-Asian region (mainly China, Japan and Korea). Other universities do have

collections on East-Asia, but as a rule these are reference libraries that do not go

beyond the current academic interests of these institutions. The East-Asian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Leuven tries to go beyond that primary goal and service an

interdisciplinary public, not only the academic world of Leu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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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 Central Library in the center of Leuven

The East-Asian library currently holds an estimated total of 75,000 titles divided over

China (55,000), Japan (15,000) and Korea (5000), totaling over 100,000 volumes. It is

staffed by one resource specialist for China and one for Japan and Korea combined.

Fortunately there are several volunteers and students that enable the daily operation of

the library.

[Picture 2]

Entrance to the 

East-Asia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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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riental Studies Overview

Today the university is a modern full-fledged university with faculties for the exact

sciences, medicine and an academic hospital,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ncluding

theology, philosophy, history, letters and area studies. This was not always so. For a

long time, for centuries, the focus had been on Christian theology, and in particular its

Catholic interpretation, and the training of Catholic missionaries. Later, of course, this

changed, even though the university officially still is a Catholic institution.

In view of the Catholic nature of the university at its conception, the first language

and regional studies were aimed at a further clarification of Christian theology and not

so much at understanding other languages and cultures. The College Trilingue was

established with this in mind in 1517 by Hiëronimus Busleyden, and avidly supported

by Erasmus of Rotterdam. To fully comprehend the Holy bible, students needed to be

well-versed in Hebrew, Greek and Latin. This made Hebrew the first oriental language

to be taught in Leuven. Over the years several other languages from the Middle-East

and northern Africa appeared and disappeared from the curriculum, generally more or

less due to the interest of the professors and lectors.

In the mid-19th century, after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following Napoleonic

years of the Low Countries) and the enlightenment, a broader interest in the ‘mythical

world of the East’ emerged, following the reports and accounts of missionaries and

explorers who had travelled the Asian world.

Academic studies evolved similarly. Even though exotic languages remained auxiliary

to theology, there was a clearer shift in focus and a broader interest in the region.

Colonial powers with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 in Asia, such as England and

France (the latter emerging as the self-proclaimed savior and protector of Catholicism in

the 19th century) were now generally interested in the region, and at universities across

Europe, several language courses and academic chairs for Sanskrit and Chinese studies

were established, and the first library collections e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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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university of Leuven, East-Asia first came up focusing on China in the

mid-19th century. With a lack in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 in the region compared

to The Netherlands, England and France, these Sinological studies were primarily in

relation to the missionary activities of Belgians and other nationals who were trained in

Leuven. By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more academic attention was given

to the region. This interest stayed very much focused on China (by now Belgium had

acquired a concession in Tianjin–1902-1929), but Japan, Mongolia, Tibet and Korea also

came into focus (due to a large extend to the rediscovery during the 19th century of

Buddhism as a vivant philosophy rather than an ancient oriental cultural relic).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and the turmoil in the Chinese Republic during the

inter-bellum of course drew attention away to Japan and China, who we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forces to be dealt with in the East-Asian region. War and the

anti-religious attitude of the communists in mainland China caused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study of East-Asia in Belgium.

In the 1960s Sinology proper, as it is continued today, was started, and Japanese

language courses were taught as well. The separation of the university into a Dutch-

peaking university that remained in Leuven and a French-speaking sister-university that

went to Louvain-la-Neuve in the late 1960s, did not help the situation in Leuven.

Most academic interest in East-Asia had come from French-speaking professors,

whereby most of the courses diverted to the newly established university, or were taught

alternately at both universities.

Courses on Japan slowly expanded under the umbrella of Sinology in the 1970s and

1980s into a full-fledged course of Japanese studies.

Now, alternately, within Japanese studies a one-year course in the Korean language

and a course of one semester on Korean culture were introduced. Additionally Korean

guest professors, who taught at Leiden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 were invited to

teach courses and seminars in Leuven as well. And, noteworthy, the first PhD in

Japanese Studies was for a dissertation in 1994 about Yun Ch’i-ho, a Korean political

activist in the early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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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rean Studies and the East-Asian Library

Before taking a look at Korean Studies at our university, we first have to understand

the role the library has played in incubating and supporting Area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Leuven, Area Studies, including East-Asian Studies, are located

in the Faculty of Arts and not in the Faculty of Social Sciences. As a result, philology

and not field work or empirical data has been the focus for long. The library, therefore,

has traditional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acilitating East-Asian studies. For Sinology

the core of the library collection was formed by the works that Catholic missionaries

had collected in China, and had allocated or donated after retirement to the university

library. For Japanese studies the foundation was laid by a donation of 3200 titles

(amounting to almost 14,000 volumes) from Japan and the installation of the Satsuma

Chair for Japanese Studies in the 1920s in an international attempt to restore the

university’s library, after it had burned down at the start of the First World War. In this

way, even in periods when interest in China and Japan was low amongst scholars and

students, at least a basic collection was present when interest would be awoken again. It

has to be noted that the Japanese donation of the 1920s was transferred to the newly

established university in Louvain-la-Neuve after the university split up, leaving Japanese

studies in Leuven desolate.

For Korean studies there was no such library collection. This meant that even when

scholars or students would be interested in Korea, they could not be supported by the

library. From the 1990s onwards works on Korea slowly entered the collection. Most

were doubles from sister libraries on East-Asia, or works that dealt with Korea-Japan

or Korea-China relations or East-Asia in general. Over the years the annual donations

from the Korea Foundation of primarily books in English helped to cover at least the

fundamentals of Korean society and history. Lack of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at the library also meant that books in Korean were merely shelved in open stacks, and

not catalogued properly, or not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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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was a brain-drain – a Korean Wave out of Belgium. Whenever a student

showed interest in Korea, they would have to rely on outside materials in order to

complete their studies. The afore-mentioned first PhD graduate in Japanese Studies also

had to leave the University of Leuven as there was nothing more to be done for him at

the university. He is now a professor in Korean Studies at Leiden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

From the 1980s onwards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enlarge the curriculum

for Korean Studies, by either creating additional courses in Korean Studies or enlarging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Guest lecturers were invited and

cooperation with several Korean universities was sought. However, in a ‘chicken and the

egg’ conundrum, nothing materialized: no course in Korean studies meant no library

budget for a Korean collection, and no library collection meant no room for an

enlargement of Korean studies.

This situation went on well into the 2000s. Despite the growing number of students

showing an interest in pursuing Korean Studies or something related to Korea, the

library collection grew only moderately with occasional acquisitions, the exchange

program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donations, mainly from the Korea

Foundation. Lack of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by any library of the staff did

not help this situation.

When in 2009 we were approached by the Korean Embassy to become a Window on

Korea within the program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e wholeheartedly embraced

this. Admittedly, we first were hesitant, fearing that we would receive a glossy

coffee-table collection to promote Korea. We were set at ease by the fact we could

select from a huge list and request titles ourselves, even though these were primarily in

the Korean language. The first donation and the opening of the Window on Korea

occurred in December 2011. It was attended by Mr. Jin-Yung Woo,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Mr. Ho-Young Ahn, Korean Ambassador to Belgium, Prof.

Mel Collier, Chief Librarian of the University Library, Prof. Willy Vande Walle, Head of

the Section of East-Asian Studies, and Prof. Mark Waer, Rector of the Unversity of

Leuven. The event was advertised and portrayed in Belgian and Korea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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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3] Director Woo and Rector Waer

The East-Asian Library currently owns a collection of over 5000 titles, mainly focusing

on modern Korean history, literature, culture, society, economics and international politics,

but we also try to facilitate in Korean philosophy and traditional society, literature and

arts. The main focus points of the library collection is coordinated towards the courses

that are currently taught in relation to Korea: Korean language (3 semesters, up to

intermediate level; undergraduate), Korean contemporary culture and society (1 semester;

undergraduate), Korean cultural history (1 semester; undergraduate) and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politics (1 semester; graduate). The undergraduate courses are

attended by over 30 students, and the graduate seminar by 10 students. These are mainly

students who major in Japanese studies or Sinology, but several come from other

faculties and/or aim at a further (academic) career related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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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4] Students showing interest in the WOK collection>

4. Accommodating Korea 

4.1� Classification

Anticipating the donation of the Window on Korea,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collection was in need of a thorough overhaul. Being an open-shelf library, the call

numbers of the books correspond to the classification codes used.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used at the time was the 1942 edition of the Harvard Yenching library.

This system had been devised by Alfred Kaiming Chiu in 1927 for libraries on

East-Asia with a main focus clearly on China, and was organized by subject first and

then by region. The East-Asian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Leuven, however, us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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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first a division according to region and then by subject. The Chinese section of

the library had long decided to abandon this classification system, and use another, one

more suited to the collection. This left the Japanese and Korean collection organized in

a system devised for China. This classification was especially troublesome for Korea

that needed to be specified by endless sub-classification according to numerous auxiliary

tables. Any library staff will know that open shelf libraries suffer from misplacements as

it is. And the more complicated the shelf numbers become, the more likely it is that

books will end up in the wrong location, especially if separate locations are indicated on

the decimal side of the call number and not by the initial digits. Besides these logistical

problems, the contents of this classification system of 1942 was troublesome as well, as

it described East-Asia as it was in the 1930s and 1940s: no independent Korea and no

postwar historical, social or technological developments.

At the time the Japanese collection was too large to transfer to a new classification

system, but the Korean collection had only about 1000 volumes on open shelves.

Therefor it was decided to adopt a new system that would set Korea apart from the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 and update the Japanese collection gradually withi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even though diverting largely from the original Harvard

Yenching classification). For the Korean collection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and Dewey were considered, but discarded due to the

fact that these are designed for general libraries and not for specialized regional

libraries. Again, as was the case with Harvard Yenching, only a small portion of the

available classification would be relevant for Korea related materials and again further

subdivision would be needed to indicate Korea specifically (in all classifications subjects

precede regions).

It was therefore decided to design a new classification for Korea, that would follow

trend of the system in use, but that would clearly separate Korea from China and Japan,

both in classification and in call numbers. This new system was made operational and

the existing collection was reassigned in time to accommodate the Window on Korea

collection in Dec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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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5] New classification table for Korea

4.2� Cataloging

Another hurdle to be taken was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how to catalogue the initial donation of 2,500 volumes. Fortunately the opening of the

Window on Korea had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Korean community in Leuven, and

soon we had three Korean volunteers cataloging the collection for us, while the librarian

in charge enrolled in the Korean language course at the university.

The acceptance of the donation and the revision of the classification proved to be just

in time for the implementation of CJK support in the library’s central catalogue in early

2012, something we had been requesting for years. Up to then only works in western

languages could be retrieved through the OPAC. Works in Korean had only been

searchable, if at all, through a traditional card index in transcription. Now all works are

entered into the catalogue in the vernacular, be it in English, Dutch, Korean or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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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6] Korean language support in central catalogue

The clear separ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collection, but mostly the presentation of

the collection in Korean to the public through the central catalogue has had a tremendous

effect on the utilization of the collection.

Where in the past only sporadically people would come into the library to obtain

information about Korea, nowadays Korea-related request come in on a regular basis.

Not only from the traditional student from the Faculty of Arts, but also form Sociology,

Economics, Political sciences and so on. Even journalists and politicians now find their

way to our library, not to mention the Korean community that lives in Belgium.

This only goes to illustrate that, yes, demand creates supply, but supply can also

create demand, appreciation and curi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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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pecial Collection

As will be the case in most libraries, the Central Library in Leuven has its nooks and

corners with materials that no one will touch for years. One of these consists of around

15 boxes neatly stacked away behind some bookshelves in the attic under the slanting

roof of the library. During a recent project of relocating collections, we decided to have

a look what actually was inside those boxes. To our surprise it contained mostly Korean

language materials, some maps and several handwritten notes and drawings. The works

in Korean (some single issues of magazines and incomplete series) at first seemed of

little interest, and we considered discarding them. But a closer inspection of the maps,

drawings and notes did contribute additional value to the entire collection. It seem to be

notes and annotations of missionaries who had been stationed in the northeast of China and

who had surveyed, or possibly had entered, parts of Korea for their missionary work.

Up to now, the above-described accommodation of the Korean collection in support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Leuven has taken up too

much of our time to scrutinize and analyze the materials thoroughly. We hope that the

collection, small as it is, might be a contribution to the 20th century history of Christianity

and missionary activities in East-Asia and Korea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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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llection at the Library of Social 
Studies and Commerce of the University of

Málaga, SPAIN

Ramón Aranda Quintana

Library Assistant

Library of Social Studies and Commerce, UMA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of Málaga(UMA) and Korea began in 2005 with the

implementation of an agreement between Universities of Málaga and Incheon with the

objective of promoting contacts and academic staff and students exchanges, thus

establish a bridge for providing opportunities for implantation to enterprises of both

countries .Therefore, University of Málaga opened an office at University of Incheon

and vice versa, organizing cultural events, language exchanges, providing business

information, etc. Also they serve a valuable advising to incoming students helping them

to integration. On this course 2013/14, 47 korean students are in Málaga as exchange

students meanwhile 34 UMA students spend Korean universities.

[Picture 1] Incheon Office at University of Mál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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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1 the new East Asian Studies are launched at UMA and University of Sevilla

jointly, sharing common subjects but focusing each one in different countries: Sevilla

studies are aimed to Chinese and Japanese culture and language, as in UMA is oriented

to Korea. Also, in this year, Technological Park of Incheon and UMA initiate periodical

meetings at Technological Park of Andalucia for supplying knowledge transfers between

Korean and Spanish enterprises.

1. Background and Present of University of Málaga

The impulses of all the sectors of the province of Málaga (citizens, -characters, and

mass media) were vital to the attainment of the UMA. The city reached a breakthrough

in 1963 when the government agreed to create the Faculty of Political, Economics and

Trading Sciences at universities in almost every cities but Malaga. It was a time of

economic growth and impetus, besides the beginning development of tourism, which

would become on main source of wealth of the province. People requested also high

education centers which sh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Málaga in Education sector.

On 10th April of 1965 the temporary building of Faculty of Political, Economic and

Trading Sciences was finally inaugurated and the first course of this degree could start.

At that time the first foundation-stone of the new building in the neighborhood of El

Ejido was set, though the definitive place of the first wouldn’t be finished until 1967. It

was such a success that a new timetable for night-classes was established in order to

take in the hug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Picture 2]       

Demonstration claiming 

for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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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68, with the creation of the “Association of Friends of Málaga University”

emerged with the aim of enabling the new University, the totality of the society was

achieved and citizens made their efforts to ensure its foundation. After taking a long

process of integrating the prior existing School of Technical Engineers, Normal School,

Faculty of Economic and Business and Seminars, the University College of Málaga was

established in 1971. In the end, on 18th August of 1972, the creation of University of

Málaga was approved by decree. After the Faculty of Political, Economic and Trading

Science followed the establishment of Faculty of Medicine in 1978 at the new Campus

of Teatinos where 7 years later Faculty of Philosophy was moved from the downtown.

Throughout the 90’s, the UMA focused on new technologies and research. As a

result, UMA designed a vast frame of collaboration with Technological Park of

Andalucia, multiplying and diversifying its projects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ly. In

2007 it steps into Spanish Network of Supercomputation with the Supercomputer

“Picasso”. All of that scientific and academic progress, plus the efforts of researchers,

scholars, students and administrative staff contributed to the UMA joint with University

of Sevilla shaped a Campus of Excellency called Andalucia Tech. 40 years later of its

foundation the UMA has more than 35.000 students, 58 academic studies, 53 Master

studies and 278 researching-projects.

Most of education centers of UMA are at the Campus of Teatinos: Communication

Science and Tourism, Psychology and Education Science, Law, Computer and Telecom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Philosophy and Medicine. Among the general services

here are the Central Library, Publications Service of UMA, Research Projects Building,

Nursery, University Sports Facilities, a network of computer classrooms, a Botanic

Garden and five buildings with multi-purposes classrooms.

Campus of El Ejido is located in downtown of Málaga and has Faculty of Economic

Science, Architecture and Fine Arts. Here you can find the Government Pavilion as

well, where the vice-chancellors have their seat. These are set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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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Extension.

○ University Coordination.

○ Research and Transfer.

○ Academic Planning and Teaching Staff.

○ Campus and Sustainability

○ Communication and International Projection

○ Students

○ Institutional relationships and Chancellor’s Cabinet

[Picture 3] Faculty of Social Studies and Commerce 

Another emblematic building located in this Campus is Paraninfo of University, with a

capacity for 450 people, where academic events are celebrated as well as others cultural

performances.

The newest Campus, named as Extension of Campus de Teatinos, collects the

Complex of Social Studies and Commerce, Technical School of Engineering and Health



Korean Collection at the Library of Social Studies and Commerce of the University of Málaga, SPAIN 71

Sciences, last one sited in a building inaugurated in the current year. It´s foreseen to

move here the Faculty of Psychology and the Chancellor´s Cabinet, nowadays settled

into a historic edifice at El Parque, the very centre of Málaga. Construction of bigger

colleges and even residence areas for rent for students is scheduled in the same area, as

well as a Enterprise-Science Park for researching of companies and groups. This park

requires a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business and management sectors with UMA to

boost innovation and “business spirit”. Against this backdrop, “University Strategies

2015” was launch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nnovation. As a part of this effort,

Campus of International Excellency has been freshly developed in the Spanish

universities, which hold multiple functions as R&D schools, scientific parks, technology

centers and as well as the productive sector.

Serving as a link between UMA and Business world is the Building of University

Institutes at the Technical Park of Andalucia, a few kilometers apart from University

Campus of Teatinos. Into its 6,500 square meters are, among others, the Office for

Result Transfers (OTRI) which identify the technological needs in society and promotes

technological transfer in both directions, both from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So,

OTRI supports the merchandising of the results of R&D originated from the UMA.

Another important service here is the Center of Technology of Image (CTI) where all

kinds of audio-visuals are produced, held and preserved. The CTI deals with all issues

related with application and sets up of audiovisual aids to ease the academic and

research tasks. The UMA is also enclosed with the Bioinnovation Building that is

equipped with supercomputers to support investigation. Its capacity put the University

into the very first place in the ranking of Andalucia dealing with the computering, the

fourth in the national level and among the first 500 all around the world.

Along the province there are others centers, as the Infirmary School in the city of

Ronda, or the University School teaching placed at Antequera. In the vicinity of Málaga

there is another botanic garden, the Grice-Hutchinson Experimental Centre, the

administrative base of Botanic Garden of UMA, which contains a school for gardeners

and holds meetings, courses, symposium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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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University of Málaga Library (BUMA)

BUMA is structured as follows:

○ Coordination of Area Libraries

○ General Services and Sections:

- Automatization Service and Technical Processing.

- Acquisitions, Interlibrary Loans, Information and Reference Services.

- Projects Section.

○ Centres Libraries: There are 14 libraries attached to the several Faculties and

University Schools: Central Library, Architecture and Fine Arts, Natural Sciences,

Communication Science, Education Science and Psychology, Heath Sciences,

Economic Science, Law, Social Studies and Commerce, Humanities, Industry and

Polytechnics, Computering and Telecommunications, Medicine and Tourism.

BUMA keeps 1,082,000 books, of which 267,331 are digital, 4,063 printed serials,

21,020 electronic journals and 134 databases. All of them are accessible through Jabega

catalog (http://jabega.uma.es/), where can be found 787.394 records. All the libraries of

UMA have a total of 5.072 study seats, from which 4.334 are at the general study

rooms and 355 correspond to workrooms for groups. There are 415 computers for public

use too. During 2013, almost 400,000 lending, more than 307,000 visits to BUMA web,

around 3,700,000 consultations to Jabega catalog, and over 1,000,000 downloads of

full-text articles were done. Through the BUMA online-chat and Twitter account were

answered over 1,160 online inquiries throughout the last year. As for the inter-librarian

loans, 739 were applied and 1,763 were delivered. (More statistical data can be found in

the BUMA Memory 2014).

In order to access to both academic and scientific works produced by the University the

Institutional Repository of University of Málaga (RIUMA) was created. Here documents

are in open-access and add up to 3,188 materials currently (articles, thesis, reports, etc.).

This service is involved with the objective of open access to researching demand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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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4] East Asian collection

the Berlin Declaration for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to which UMA joined in 2013 together with more than 400 universities, centers and

institutes. In this way UMA guarantees the conservation of its scientific production and

a higher impact of them outside the UMA.

Along the academic course, the BUMA organizes instruction-courses for the use of

the Jabega catalog besides other electronic resources as a means to support study and

research. Since 2012, for undergraduates and graduates, several formative programs were

initiated within the Consortium of University Libraries of Andalucia (CBUA).

At present, the BUMA takes part in several collaborative groups. Outstanding groups

are the Spanish Network of University Libraries (REBIUN), Spanish Group of Innopac

Users (GEUIN) and Consortium of University Libraries of Andalucia (CBUA) that

assembles 10 universities from the 8 cities of Andalucia. CBUA allows their users to

ask for material collected by any other libraries without any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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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brary of Faculty of Social Studies and Commerce and East 
Asian Collection

The library is distributed into three floors The ground and the first floor has Social

Studies, Commerce and Social Work collection, while the second floor only houses East

Asia materials including Window on Korea. Library features 425 study seats and 14

rooms for 3-hours lending to teamwork, adding up 104 seats altogether. An audiovisual

hall that accommodate up to 38 people is offered also for groups. There are 2 OPAC,

27 computers the Internet access, and 14 laptops in the Lending Desk for loan.

Since some years ago, need of UMA to procure edifices more functional and modern

for some of its studies pushed it to expand towards beyond the former Campus of

Teatinos, onto a new area called as Extension of Campus of Teatinos, where in 2009

two new buildings were inaugurated, one for Polytechnics Studies and the other for

Social Studies, Commerce and Social Work degrees. As a result, three faculties

previously located in different buildings were integrated into one building. This made

the three previous libraries be unified and transformed into a bigger and more complex

one. Besides, in 2010, because of incorporation into the same building of the new

degree of East Asian Studies (Mention Korea), Library received the book donation

“Window on Korea”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Picture 5] Jabega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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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nation consists of more than 2.000 Korea-related materials, and increases for

five after its installation. Also, as the new degree lacked a convenient collection of

materials for supporting the subjects of classes, little by little has been shaped a fund of

East Asian books bought by the Library that at the moment reaches 520 books and

CDs. This fund increased in the summer of 2.013 with a new donation, led out in this

case by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LTI), consisting of 84 works, 60

of them translated to Spanish and 24 to English.

At the beginning, the unfamiliarity of Korean language by the Library staff made it

nearly impossible to carry out the processing and cataloguing records of materials in

Korean language. Besides this, the conversion of records sent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asn’t possible until new software was acquired by the Library, delaying the

starting of cataloguing. Therefore, making provisional basic records of books was made

for the purpose of books so that the East Asian Studies pupils can use. Fortunately, a

Korean scholarship holder offered help and translated all titles and a brief description of

contents from Korean to Spanish so that books can be classified by topics. Hence, the

collection was able to be used within a few months and later, with software, every

cataloguing record was able to be updated.

Currently, the WOK collection has increased up to 2.693 copies, and together with

funds bought by the University focused to East Asian Degree plus LTI donation which

amount up to 520, a total of 3.213 materials. All of them appear in Jabega catalog

under title “East Asia”. The number of materials by topics is as follows,

<Table 1> East Asian materials by topics

Reference materials 39 Arts 381

Generals 39 Korean Language 254

Philosophy 111 Literature 775

Religion 115 Biographies 50

Social Sciences 390 History 577

Applied Sciences 82 DVD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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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Dos y naturaleza”

[Picture 5] Exhibition“Dos y naturaleza”

As the Library of Social Studies and Commerce owns the greatest Korean fund in

Spain, to make this known to the public, we decided to make use of its facilities for

exhibitions related to Korean arts.

Accordingly, in February 2013, when

two South Korean artists, Jieun Kim

and Miyoung Cho, held an exhibition at

Korean Cultural Center of Madrid, we

thought it was a good opportunity. We

invited them to bring a part of their

works for a simultaneous exhibition at

UMA, specifically inside the facilities of

our library. Finally everything fitted and

the display of their artworks took place

from February 15th to 22nd of 2013.

The exhibition under the title “Two and

nature” achieved great success and was

popular among the University community,

particularly those studying East Asian studies. Later, in October, pictures of Spanish artist

Rocío Yuste, who had spent a course studying in Korea and accomplished a series of

Korea-inspired paintings, were exhibited for three weeks in the library. However, due to

the current economical crisis that particularly hit Spain severely allocating budget for

exhibitions was no longer possible. With strong willingness, we should exert our efforts

to secure enough budget for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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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Library of Social Studies and Commerce has two main challenges. First challenge is

to complete collecting necessary materials. When teaching different subjects, they must

be complemented by adequate materials at the library, but often handbooks applied for

teachers are still difficult to find at spanish suppliers, or even if they are available, they

are sold at high prices. By the other hand, within the framework of multidisciplinary

relationships that UMA runs with different Korean universities and agencies, Library of

Faculty of Social Studies and Commerce aspires to become a meeting point for the

cultural exchanges among Spai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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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and the Korean Collection

 Jee-Young Park 

Korean Studies Librarian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1.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is located in Hyde Park, 8 miles south of downtown

Chicago. It is a private research university founded in 1890 by a donation from oil

magnate John Rockefeller on land owned by Marshall Field. Over the past 125 years,

the University, from the first president William Rainey Harper to the current president

Robert Zimmer, has developed astonishingly, especially in area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s. The university also contains professional schools in fields

of Medicine, Law, Public Policy Studies,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and Business.

The motto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is “Crescat scientia; vita excolatur”, meaning

“Let knowledge grow from more to more; and so be human life enriched” in English. It

is the very first university in the U.S. to introduce a Quarter System, and it has exerted

its tremendous efforts into providing quality education through running education

programs. One typical example is “The Great Books Program”, a classic texts-oriented

reading program also known as a “Chicago Plan”. The university currently enrolls

approximately 5,100 college students and about 10,000 graduate students. The number of

faculty members is 2,100, making a faculty-student ratio of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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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 Panorama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2. Korean Studies Program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incep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y of East Asian Studies and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was started as the name of “Department of Far Eastern

Language and Civilization” in 1936, focusing on Chinese studies. In the 1950s with the

rise of interest in Oriental studies, related research and lectures were actively carried

out, and the scope of subject for studies was increasingly expanded from China to Japan

and South Korea.

Given that East Asian program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were launched in the

1930s, program for Korean studies started relatively late. It was first carried out in 1985

with the establishment of Korean language program. In 1987, Professor. Bruce Cu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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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d teaching Korean modern history at the Department of History, and his lecture

was a stepping stone for the program. A solid foundation for the program was

established when Professor. Kyunghee Choi started giving Korean Literature at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 And two full-time instructors

started teaching Korean Language class. Currently, more than 20 graduate students are

majoring in and studying Korean studies, and ten Korean-related lectures are established

each quarter. Although the history of Korean studies is relatively short compared to

other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Korean studies programs have been growing

rapidly every year with increasing popularity. Besides basic courses of Korean

Languages, Korean studies courses provided at the graduate school are as follows:

· Seminar: Modern Korean History

· Arts of Asia: Korea

· Censorship in East Asia: The Case of Colonial Korea

· Korean War, Family & Generational Difference Under Division

· Gender and Modernity in Colonial Korea

There is also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CEAS) which has been a focal point

for Korean studies and other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CEAS consists of

three Committees - the Committee on Japanese Studies, the Committee on Chinese

Studies, and the Committee on Korean Studies - and a number of academic exchanges

and programs are implemented by the Center. A variety of research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through conferences, seminars, lectures, workshops and cultural events. In

2013, a series of Korean studies related academic activities took place including the

notable conference held by the CEAS under the theme “Cold War in Asia” for three days

from April 25th to 27th. During the conference, many Korean studies scholars and 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and had a great opportunity to have useful academic exchanges, and

the Korean movie “Jeseul” was chosen to be presented at the opening on the first day,

followed by the discussion session with the producer of the movie, Meu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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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the CEAS building, there is a Film Library that separately houses 5,000 titles

of DVDs consisting of only films of Korea, China and Japan. Along with Korean

movies kept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y have been great resources for those who

study Korean studies.

3.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Over the past years, purpose of foundation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its

directions and changes in service have evolv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different

eras and academic demands. In other words, directions for material acquisition, ways to

provide information and formats of materials to store have changed and evolved in

different directions with time. Yet, despite changes and evolutions the library has gone

through,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was and has always been the heart of the

University, being the repository of knowledge and providing the environment where

students and researchers can immerse themselves into their work.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consisting of six libraries contains a total of 12 million volumes and

hires approximately 251 library staff including 74 professional librarians. On average,

three million users visit the library every year.

It is worth going through the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For tens

of years after its establishment, collections purchased by faculties were housed separately

in each faculty building. Later in 1912, the Central Library was established to house all

collections the University contains altogether in one library, and four individual libraries

were founded in different sites in the campus: The D’Angelo Law Library (law library),

The John Crerar Library (science library), Eckhart Library (mathematics library),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Library .

The Joseph Regenstein Library, the main library, houses volumes focusing on subjects

in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Business and holds special collections and as well as

rare book collections. East Asian Collections which includes Korean studies materials is

also located at 5th floor of the Joseph Regenstei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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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2] The Joseph Regenstein Library

Since the Regenstein has played a role as a central library for more than 40 years,

library collections have increased steadily and led to lack of storage, sparking a

discussion over building an off-site storage to deal with this issue. Although the recent

trend in libraries is to house much of the collection in an off-site stor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faculty strongly recommended building a storage library inside the

campus. Thus, at its request, The John and Rika Mansueto Library was built next to the

Regenstein Library in 2011 with the capacity to hold 3.5 million vol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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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3] John and Rika Mansueto Library

This library is elliptically glass-domed and has a Grand Reading Room on the 1st

floor for students. The Mansueto Library is enclosed with a five or six-story-deep

climate-controlled closed stack, and equipped with a sophisticated system in the event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library is its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ASRS), a robotic crane management system.

When a student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wants to borrow library items stored in an

underground stack, all he needs to do is click on the “Request” button from the Library

Catalog of the library website. On clicking, this information is automatically sent to the

underground stack, and the ASRS tracks the racks and bins the requested items are in.

Then the robotic cranes will move along a track between the racks and deliver them to

the circulation desk.

After 10 years of planning and construction, books from each library have been

selected and sent to the storage of the Mansueto Library. As of now, around 30%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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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mber is filled with library materials. Since its establishment, items including

some Korean studies materials that had not been used for years, old periodicals or

collections requiring the huge space have been moved to the Mansueto Library. The

ASRS has gained popularity for its speed and convenience. It only takes five to ten

minutes for the student to check out the book after the request. Moreover, users can

easily access to the Mansueto Library as it is connected to the central library or the

Regenstein Library building by a bridge.

[Picture 4] John and Rika Mansueto Library 1st Floor Reading Room

It was not only physical space such as reading room and archive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revamped. The Library also changed and newly developed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Online Catalog and Integrated Library System for acquisition, cataloging

and library circulation. Many programmers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other

schools and institutions collaborated and completed developing the systems in 2014 after

years of work. Replacing the old systems completely with the new ones is being unde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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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Online Catalog, based on VuFind, an open-source library search tool with

various functions, was launched for users in March 2014. Moving away from the

existing online catalog, like Google, the new Online Catalog enables users to search

materials by keyword search, offering them more precise results but in an easier and

more convenient manner.

[Picture 5] UChicago Online Library Catalog 

The Integrated Library System, an Andrew W. Mellon Foundation-funded joint project

with 19 university libraries, was founded in 2010 and named as The Kuali OLE project.

Library programmers are currently working on developing the Open Library Environment,

which is almost completed. The old system is expected to be replaced by the newly

developed one by fal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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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Picture 6] East Asian Collection

The East Asian Collection was created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the 1930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aculty of East Asian Studies. At that time, it was the first

East Asian Studies library built in the Midwest. Only 3,000 volumes were housed in the

beginning, but the East Asian collection is now holding a total of 823,000 volumes of

the Korean Collection along with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 The Korean

Collection accounts for nearly 80,000. Althoug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

are shelved in the Regenstein Library where other American general collections are also

housed, patrons can easily access to Korean studies or East Asian materials as they are

separately stored in a stack on the 5th floor, not with other general collections.

In the beginning of the Korean Collection, materials collected mostly covered Social

Sciences subjects. However, with a creation of the Faculty of Korean Studies, the

Korean Collection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fter focusing on Humanities

materials as well, resulting in striking a balance with Social Sciences collection.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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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subjects in Humanities, the Collection is committed to enhancing library

collection, in particular, on History and Literature as they are the most-sought majors

by the faculty and graduate students. The collection development is focused especially

on subjects regarding the Korean Wa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literature and movies of colonization and women in Colonial Korea.

Significant efforts have been exerted into developing the Korean Collection. Under the

support of the Korea Foundation,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KCCNA) was founded jointly with 14 university libraries holding Korean Collection.

Members established and have developed a joint development program for special

Korean collection for the past 20 years and they are continuously taking part in the

program. The University of Chicago joined the KCCNA in 1995 and concentrates on

collecting materials in particular, on welfare, industry, environment, politics, novel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Korean-Chinese, and Koreans living in Chicago. The Korean

Collection development supported by the KCCNA has been the key pillar in blossoming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East Asian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Securing budget is critical to actively develop collections. Korean acquisitions in the

library are developed and purchased with allocated library budget, continuous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the U.S government and the Korea

Foundation. Book dona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als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collec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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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7] East Asian Collection Reading Room

[Picture 8] East Asian Collection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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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brary offers online information on materials through its website

(https://www.lib.uchicago.edu/e/index.html) and the East Asian Collection website

(http://www.lib.uchicago.edu/e/easia/) for the convenience of its patrons. Providing

information online is integral especially when access to digital materials is increasing

dramatically. The East Asian Collection website allows users to easily access to

information on library-held collections covering Korea, China and Japan, online catalog,

database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a wide range of online materials.

[Picture 9] East Asian Collection Website

Besides a web page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all books, Research Guides by

Subject is provided with detailed entries and subject-relevant digital materials, making it

easier to search at once. The research guide for Korean studies web page

(http://guides.lib.uchicago.edu/korean) holds information from Korean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transliteration) system which also works on online catalog to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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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database containing full-text in Korean, to newspapers related to Korea,

dictionaries and movies. All useful Korean studies information is gathered on this

“One-Stop” site. The webpage has been very helpful to students who take Korean

studies class since information on Korean Colonial Period primary sources is put

together on the webpage.

[Picture 10] Korean Studies Library Research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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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rean Studies Librarian

A Korean studies librarian is mainly responsible for developing Korean studies

materials, managing the acquisitions budget and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to Korean

studies faculty and students of the University. Moreover, a Korean studies libraria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is exerting her utmost efforts into improving the library by

working closely with manuscript and catalog librarians and those in different areas.

In order to develop and expand the Korean Collection, framework of development

planning is arranged first based on research directions in Korean Studies Faculty of the

University and research areas undertaken by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Then,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makes a decision on which items to select and lead the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 However, the work should not be confined only to

collection development.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also should be partly involved in

main library works such as acquisition and cataloging department.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provides reference services usually by offering answers to

questions about Korean materials at desk or through e-mail. Also, she provides various

orientation programs at the beginning of each semester and sometimes arranges

workshops together with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librarian to give a lecture on how

to use the Library and guides on materials. Furthermore, she offers tailored service to

patrons as a way to get closer to them. She participates in each lecture once at the

beginning of each semester and runs Library Instruction sessions and provides user

services. As a part of service, she, for example, has a one-on-one meeting to explain

how to search and use materials when research directions are established by the faculty

members or students majoring in Korean studies.

In addition, Korean studies librarian is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from taking part

in committee works with other librarians of different subjects at the University, to

planning programs, to participating in joint projects and giving guest lectures. Through

these activities, she is sparing no effort to take Korean studies libraries in America to

the next level while further improving the university librarie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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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clusion 

[Picture 11]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Korean Collection development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as advanc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30 years. Korean Language courses are provided, close

cooperation is carried out to help achieve quality research accomplishments on Korean

studies through graduate courses, and significant efforts have been exerted into providing

professors and students to have quality education. With long-term plans and support

from various organizations, efforts to develop and preserve the Korean Collection and to

provide a variety of user services will be continuously made. Such endeavors are

expected to provide future Korean studies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a springboard

for exploration of their stud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and the Korean Collection  93

❚ Reference� Websites

The University of Chicago (http://www.uchicago.edu/)

The University of Chicago: East Asian Languages & Civilization

(http://ealc.uchicago.edu/)

The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History (https://history.uchicago.edu/)

The University of Chicago: Korean Language Courses (http://ealc.uchicago.edu/korean)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https://ceas.uchicago.edu/)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The Committee on Korean Studies

(https://ceas.uchicago.edu/page/committee-korean-studies)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Film Library

(https://ceas.uchicago.edu/page/film-library)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https://www.lib.uchicago.edu/e/index.html)

The Joseph Regenstein Library (http://www.lib.uchicago.edu/e/reg/)

The D’Angelo Law Library (http://www.lib.uchicago.edu/e/law/index.html)

The John Crerar Library (http://www.lib.uchicago.edu/e/crerar/index.html)

Eckhart Library (http://www.lib.uchicago.edu/e/eck/index.html)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Library (http://www.lib.uchicago.edu/e/ssa/)

The Joe and Rika Mansueto Library (http://mansueto.lib.uchicago.edu/)

East Asian Collection (http://www.lib.uchicago.edu/e/easia/)

Lib Guide for Korean Studies (http://guides.lib.uchicago.edu/korean)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http://koreancollections.org/)

Kuali Ole: Open Library Environment (https://www.kuali.org/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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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llection a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Sanghun Cho

Korean Studies Librari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1. Introduction

The UCLA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Unlike

other well-known universities of the States, Koreans refer to UCLA using various

names. When translated into Korean, UCLA would b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mpus,” but this seems to be rarely used among Koreans. “Nasŏng Kaju

Taehak” rather seems to be better known among older generations in Korea, which is

transliterated from Chinese. “Kaju(加州)” is the State of California and “Nasŏng(羅城)”

is Los Angeles City in Chinese. Among these various forms of names, the “UCLA” will

be used in this article and it stands for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Before introducing UCLA’s Korean Collection, I will introduce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UC) system and the UC Libraries, UCLA and its libraries, and the East

Asian Library of the UCLA. In this way, I believe that I can draw a broader picture of

how the Korean Collection has been built and utilized in the system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 also believe that it will provide an idea of how the Korean Collection at

UCLA will be lik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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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versity of California (UC) and the UC Libraries

2.1.�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s a public university system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d is one of three-tier public higher education systems of the State of California.1)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consists of ten campuses. The UC Berkeley (UCB) was

established first in 1869 with 10 professors and 38 students, and the UC San Francisco

(UCSF) opened in 1873 as the medical department of UC Berkeley. UC Los Angeles

(UCLA) opened in 1919 as the second one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ubsequently, the UC Santa Barbara (USCB) was established in 1944, the UC Riverside

(UCR) in 1954, the UC Davis (UCD) in 1959, the UC San Diego (UCSD) in 1960, the

UC Irvine (UCI) in 1965, the UC Santa Cruz (UCSC) in 1965, and the UC Merced

(UCM) in 2005. There are about 223,000 students and 196,000 faculty members and

staff in ten campuse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icture 1] North campus by Reed Hutchinson

1) The three-tier higher education systems of California include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UC),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and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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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UC� Libraries)

There was not a single university library in the State of California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C Berkeley. When opened in 1869, its library was also established

with 1,036 books to support classes of 40 freshmen. It became the foundation of today’s

UC Libraries. There are currently hundred libraries in ten UC campuses, and the

collective body of these libraries is called the UC Libraries. In the UC Libraries,

approximately 2,400 librarians and library staff members serve to support the research

and instructional activitie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brief statistics of the library.

<Table 1> Statistic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as of 2013

Collection size

Books (print) 39,000,000

Books (e-book) 700,0002)

Serial (electronic) 53,000

Digitized Special Collection 1,446

Usage

Check out 2,200,000

Scholarly Article downloaded 32,000,000

Inter-Library Loan (within UC) 102,000

No. of Reference Service Requested 469,000

* Source: UC Libraries website (http://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

All UC members can access collections of the Libraries that are spread in the 100

libraries through Library Use Only, Inter-Library Loan (ILL), and Document Delivery

Service. The UC members can also access online databases that the UC Libraries

subscribe or purchase. Anybody on campus can access those databases locally and

access them remotely via VPN (Virtual Private Network) and Proxy Server.

2) It is an average of all 10 camp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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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EBSCO Academic Search Complete, one of the most well-known

databases, is opened to any UC members. The UC Library subscribes the database on

behalf of the entire University of California, so there is no need for each of ten libraries

to subscribe it individually. In case of databases and online materials that are jointly

subscribed or purchased by more than two campuses, they are accessed by the users of

the participating campuses only. One such online material is the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 (BAS) supplied by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t is an online bibliographical

database on Asian Studies jointly subscribed by 8 UC campuses and only the members

of the 8 campuses have access. Also, each campus library individually subscribes or

purchases databases for its academic and research needs and they can only be accessed

by members of the subscribing universities.

2.3� UCLA� and� the� UCLA� Library

Established in 1919, the UCLA is known to be the largest of the 10 campuses in

scale. Approximately 42,190 students in 105 different majors were enrolled for the fall

quarter of 2013. Those 42,190 students consist of 28,764 undergraduates, 12,121

graduates, and 1,395 internship students. In addition, there are 2,300 faculty members

and teaching staff and 84 librarians. In recent years, the UCLA has received the highest

numbers of applicants among four-year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UCLA Newsroom, there were 105,800 applicants for the fall quarter of

2014, which is a 6% increase compared to 2013.

Under the body of the UCLA Library, there are 10 libraries. These 10 libraries include

the College Library for undergraduates and the Young Research Library for graduates

and the faculty. There are also Law Library, Management Library, Music Library, Arts

Library, Biomedical Library, Science and Engineering Library, and Library of Special

Collections, and each has subject librarians specializing in the fields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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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2] Young Research Library reading room

3. East Asian Library of UCLA

The East Asian Library (EAL), one of the 10 libraries at UCLA is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Young Research Library building. In 1948, Richard C. Rudolph,

chair of the UCLA 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s at the time – now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 went on a research trip to China to study Chinese

archeology. While he was in China, he purchased Chinese language materials related to

the Chinese Studies program at the UCLA. On his returning trip, he also visited Japan

and purchased a significant amount of Japanese books. It is known that Rudolph

purchased over 10,000 books on this trip to Asia and they were the foundation of what

the East Asian Library of UCLA is now. The East Asian Library today holds materials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here is a subject librarian for Korean and Chinese

Studies respectively and they are responsible for collection development, outreac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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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among other duties. As of April 2014, the position of Japanese Studies

Librarian is vacan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that the UCLA submits annually to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EAL), the number of materials at the East Asian

Library was 764,7373) in 2013, which makes the 10th largest collections among the

entire East Asian libraries in North America.

[Picture 3] East Asian Library

3) Of this, 652,839 are published materials and of that, 62,746 are Korean materials (data

sourc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homepage: http://ceal.lib.ku.edu/CE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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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CLA’s Korean Studies and Korean Collection

4.1� Korean� Studies� at� UCLA4)

In the fall quarter of 1985, UCLA first opened Korean language classes and visiting

professors from Korea taught those classes. In an attempt to build a Korean Studies

program, thereafter, UCLA hired faculty members in 5 areas of studies from 1986 to

1989. Those 5 areas of studies include Buddhism, literature, linguistics, history, and

anthropology. In 1990, a graduate school concentrating on a doctorate course on Korean

Studies was established. Also, Korean Studies officially became one of the majors for

undergraduate studies at the UCLA in 1992.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was

established in 1993 and 5 full-time professors and Korean language instructors were

hired in the following year. Currently, there are 12 full-time professors and 4 language

instructors to teach and research in the fields of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history, literature, Buddhism, Christianity, folklore, anthropology, art history, geography,

music, and social welfare. Approximately 2,500 undergraduate students take Korean-related

classes every year and 45 graduate students conduct their research in the academic fields

mentioned above in addition to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

4.2� Korean� Collection

Korean materials at UCLA have been collected continually since 1962. However,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llection in the East Asian Library was in 1985

along with UCLA’s first Korean language class. At the time of opening the collection,

the number of Korean material was approximately 8,500, mostly acquired and donated

from 1962 to 1985.5) The Korean Collection was established to support the Korean

Studies program and has been developed in a way to support the research and teaching

on Korean Studies at the UCLA. Therefore, the UCLA’s Korean Collection has

strengths in Buddhism, Christianity, history, literature, and folklore. Also, the Korean

4) This data was provided by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UCLA.
5) Ik-sam Kim,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CLA Oriental Library”, Korean and
Korean-American Studies Bulletin (New Haven) 1, no.1 (198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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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of the UCLA is a member of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KCCNA) sponsored by the Korean Foundation and is responsible for developing

its collection on Archeology, Buddhism, Christianity, Folklo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n-contemporary languages, and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South America.6) Furthermore, the Korean Collection subscribes to most of the major

full-text databases for scholarly journals, e-books and digital archives where users can

access to images of the original texts.7)

5. Special Collections on Korea

In addition to materials in print format and e-resources, Korean Collection has four

special collection materials. These are Archival Collection on Democracy and Unification

in Korea, Ho Young Ham Papers, Hei Sop Chin Archival Collection (1906-1970), and

Hyoungju Ahn Collection of Korean Materials (1902-1959).

5.1� Archival� Collection� on�Democracy� and�Unification� in� Korea8)

Collected and donated by the “Korean Church Coalition for Peace, Justice, and

Reunification”, and organization in Washington, the materials are on the unification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and the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1975 to the early 1990s.

This collection includes Korean publications on Korea’s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movement. It also contains materials illustrating the activities of civic organizations,

religious groups, and Korean community groups in the United States for Korea’s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movement.

6) There are 13 more universities in the KCCNA and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e

homepage of KCCNA (www.koreancollections.org) and of Korea Foundation (www.kf.or.kr).
7) The list of database that UCLA’s Korean Collection subscribes to can be found at

www.library.ucla.edu/eastasian.
8) Finding Aid for the Collection on Democracy and Unification in Korea, 1975-ca. 1990

from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http://www.oac.cdli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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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o� Young� Ham� Papers9)

These materials are on Ho Young Ham and his family, Korea’s first generation of

immigration to Hawaii, United States. Ho Young Ham (1909-1954) with his wife

migrated to Hawaii on the Ship Mongolia in 1905. He worked at a sugarcane farm and

raised his children. Ho Young Ham, who is a cousin of the third vice president of

Korea, Tae Young Ham, left lots of materials including daily records of the sugarcane

farm, personal journals, correspondences, and receipts and certificates related to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His personal journals are valuable historical sources because they

not only illustrate his personal life but also show general living conditions of other Korean

immigrants in Hawaii. These materials were donated by Ham’s granddaughter, Juliette.

5.3� Hei� Sop� Chin� Archival� Collection10)

Donated by Chin himself in 1997, it pertains to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in

Hawaii and in the mainland United States before 1945. The Collection holds publications

and correspondences exchanged between Chin and Syngman Rhee, Chaepil Seo, Hangyong

Chong, and Younggi Kim among others. Moreover, it contains documents abou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National Association in North

America, and Tongjihoe.

5.4� Hyongju� Ahn� Collections� of� Korean� Materials11)

Ahn is a historian who lived in the U.S. He donated personally collected Korean-related

materials to the UCLA Library in 1997. This collection contains published materials on

Korean history and religio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urthermore, textbooks

on various subjects such as Hangul and mathematics are included. One of the special

9) Finding Aid for the Ho Young Ham Papers, 1873-1984 from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http://www.oac.cdlib.org/)
10) Finding Aid for the Hei Sop Chin Archival Collection, 1906-19070 from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http://www.oac.cdlib.org/)
11) Finding Aid for the Hyung-ju Ahn Collection of Korean Materials, 1902-1959 from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http://www.oac.cdli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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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in the collection is Mugunghwa tongsan, a video about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in Hawaii from 1900 to 1947. These materials are primary resources for

research on the early Korean immigrant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6. How to Use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UCLA Library

Collections of the UCLA Library including the Korean Collection can be searched on

the UCLA’s online public access catalog.12) Anybody on campus can access the

materials and read them in the libraries. Library users with a valid UCLA library card

can check out books and other materials on the library stacks and also page materials

from Southern Region Library Facility, one of the library storages for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10 campuses of the UC use an integrated online catalog called Melvyl

where any UC members can search materials and request items through Inter-Library

Loans from other universities. Individuals who are not UC members can access OCLC’s

WorldCat instead to search UCLA’s Korean Collection. Electronic resources that the

Korean Collection of UCLA subscribes to are only available for UCLA members and

they can be accessed on campus or remotely through VPN and Proxy Server.

7. Prospective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CLA has strived to expand its collection. In order to

support instruction and research on Korean Studies at UCLA, the collection has provided

services such as research material guide, library instruction, and research consultation.

Also, the collection has acquired materials in various formats to meet users’ needs

created by the adv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new technologies. Acquisition and

technical processing, some of the libraries fundamental functions, will not change.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will continue supporting the Korean Studies community at

UCLA by collection development and by providing library instruction.

12) UCLA online catalog: http://catalog.library.ucl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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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vironment surrounding libraries has been changing since 2000. That is, the

digital era and the prolifera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s have led changes in people’s

life styles. Also, thoughts and trends in education have moved from individual studies to

collaborative learning since the early 21st century. All of these have influenced not only

on the ways that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use libraries but also on their

expectation of the libraries.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user’s expectations have

made the UCLA Library question itself – “What is the heart of the UCLA Library in

the 21st century?” One answer to this question can be found in the first and A-Level

floors of Young Research Library which finished its renovation in 2011.

[Picture 4] Young Research Library (YRL) by Paul Tu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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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the renovation, all six floors of the Young Research Library functioned as a

traditional library where materials are acquired, cataloged, shelved, and checked out.

After a series of renovations in 2009 and 2011, the A-Level (the basement) was

transformed into offices for subject librarians and consultation spaces for students’

research needs. Also, on the first floor, spaces for collaborative learning and small

seminar rooms were built. For the convenience of library users, the policy of “no food

in the library” was abandoned, and a café opened to increase accessibility to amenities

in the library.13) After the renovation, the total number of users of the Young Research

Library in the first quarter of 2011 was 195,000, nearly twice as many users as there

were before the renovation.14)

The Young Research Library has transformed from a traditional library to a place in

where students, faculty members, and librarians meet, discuss, and learn together. The

heart of the library shifted from books to users and library services. It is predicted that

the UCLA library will continue to evolve in this direction. Before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Kim Dae-jung, a former president of

South Korea visited UCLA’s East Asian Library in the midst of his life as an exile in

1984. During his visit, he left an autographic idiom, “Serve people as heaven (Sa in yo ̆ 
chŏn)”. Perhaps this quote left 30 years ago is the direction not only for the Korean

Collection, but also for the UCLA library is to head.

13) Among all of the six floors, only A-Level and the first floor were renovated. On the

second floor, the East Asian Library, UCLA Library Human Resources, Oral History

Research, and Library Archive are located while the rest is the general library stacks.
14) Data provided from UCLA Library Administr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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