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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센터의 한국학 장서

나탈리아 안
(Natalia An)

러시아 국립도서관 

한국학 사서

[그림 1] 본관 건물

1862년에 설립된 러시아국립도서관은 현재 300개 이상의 언어로 러시아 및 외국

자료 4,550만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국립도서관은 동양언어자료, 지도, 악보,

음성자료, 희귀서, 논문, 신문 등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

려져 있다. 도서관의 역사와 오늘날 잠재력에 힘입어 러시아국립도서관은 4가지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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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화

러시아 법적 나이로 18세 이상이라면 러시아 거주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도서관의 

34개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다.

매일 200명 이상이 도서관 가입을 하고 있으며 하루 방문자 수는 4,000명에 달한다.

러시아국립도사관 가상 열람실(RSL Virtual Reading Halls)은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CIS) 80개의 도시에 있는 도서관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일 원격 사용자 8,000명이 

러시아국립도서관 장서를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140년 동안 러시아국립도서관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자, 학생, 전문가, 이론가, 지역주민, 해외방문자 등 다양한 

이용자층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장되어있는 방대한 장서는 체계적인 카드색인과 목록 시스템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최근 공개되어 계속 확장 중인 온라인 디지털 목록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러시아국립도서관은 국민의 독서를 진흥시키기 위해 학자, 작가, 예술가, 배우와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책 발표회, 이용자 컨퍼런스, 대중토론, 콘서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그림 2] 자료보존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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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화

러시아국립도서관은 도서관, 서지, 출판업계 연구를 위한 중추적인 학술기관이다.

러시아 장서 목록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자료 및 서지업무와 관련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다. 러시아국립도서관 연구원들은 ‘러시아기록유산’, ‘러시아연방의 

기념비적인 장서 선별, 목록, 보호’, ‘러시아 도서관 소장자료를 위한 로시카(Rossica)

유산 자료 공동수집’ 등 국가적 수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국립도서관은 학문 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및 

응용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러시아국립도서관은 전략적으로

자료 보존을 위해 다양한 자료의 디지털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텍스트, DB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필름, 이미지 등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 최근 상당량의 자료가 디지털화되었다. 2003년 러시아국립도서관은 ‘국가 

e-도서관 프로젝트(National E-Library Project)’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왔고, 학위논문

의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국제화

러시아국립도서관은 전 세계 도서관과의 협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국제

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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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러시아국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양국 도서관은

정보 및 경험 공유, 도서관자료 교환, 방문 및 전문가 교환에 동의하였다. 양국 도서관은

협약에 따라 양 도서관간의 업무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양도서관의 대표단은

세미나와 회의에서 국립도서관의 정책방향, 현재 운영 현황, 향후 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러시아국립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은 또한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공동 프로젝트(Cooperative Project for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등 

여러 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고문헌 디지털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희귀서 30종과 80권이 디지털화되었다.

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센터

[그림 3] 동양센터

러시아국립도서관은 러시아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아시아․

아프리카어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중 하나로 소장자료는 약 870,000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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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아시아․아프리카어 장서는 동양문학센터(동양센터)에 소장되어 있다.

주요 장서는 230여 개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어 자료로 16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다루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서적, 잡지, 신문, 발행 중인 출판물, 특정 종류의 

지도, 악보, 예술관련 간행물, CD, DVD 음향녹음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장서들은 디자인과 콘텐츠 면에서도 풍부할 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루

고 있다. 특히 인문학, 사회과학 자료가 많지만, 이 밖에도 자연과학, 공학, 물리학, 화학,

수학 등과 관련된 장서도 많다. 대표적 기술서적의 경우 주로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로 쓰여 있다.

백과사전, 서지, 전기, 사전, 핸드북 등 다양한 지식을 아우르는 서지참고서적 자료

들은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동양어로 쓰인 장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시대별 역사적 발전을 보여준다.

역사적 문서, 역대기, 회고록, 연구논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사와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아시아․아프리카어 장서에서 중세시대 역사, 철학, 지리학, 언어학, 문학에 대해 

쓰인 고전자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서에는 팔레오타이프(paleotype, 음성기호),

16세기부터 18세기에 출판된 서적 등 수 많은 귀중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로 쓰인 목판자료도 있다.

주요 컬렉션 이외에 언어 사전, 단행본, 동양학에 관한 과학적 연구물, 핸드북,

러시아어와 유럽어로 쓰인 일반 백과사전 등으로 이루어진 부속 컬렉션도 설치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필사본 부서(Manuscript Department), 음악부서(Music Department) 등 

특수부서에도 동양어로 된 20,000점 이상의 자료가(3,500점 이상의 필사본, 지도, 음악

자료, 마이크로필름) 소장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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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열람실

동양센터는 동양어로 된 큰 컬렉션을 위한 한국자료실을 포함하여 총 7개 열람실과 

컨퍼런스룸(70m²)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회, 회의, 컨퍼런스, 세미나를 개최

하는 동양센터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고유한 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1995년 6월, 동양센터는 장서보존서, 열람실, 목록사서와 직원을 위한 작업실을 갖춘

개별 건물로(Mokhovaya Street 6) 이동했다. 모호바야 스트리트에 2층으로 된 건물은 

19세기에 샤홉스코이라는 귀족 가문의 저택이었으며 러시아연방정부에 의해 역사적인 

문화유적지로 지정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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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양센터

[그림 6] 내부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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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센터의 역사가 1919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러시아국립도서관에 동양학 부서

와 다른 과학부서가 개설되었다. 동양어로 쓰인 출판물을 다루는 일은 알파벳, 언어별 

문법구조의 차이, 국가별 출판 및 조판방식의 차이, 인쇄방법과 흔하지 않은 동양어를

할 수 있는 제한된 인원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이 깊다. 이점을 고려했을 때 동양어

출판물의 관리는 장서를 수집, 보관, 처리하고 목록, 참고, 서지작업까지 할 수 있는 

통합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양센터가 설립되었다.

동양센터장으로 터키전문학자로 잘 알려진 블라드미르 고르드레브스키(Vladimir A.

Gordlevsky, 1876-1956)가 임명되어 1933년까지 동양센터장을 지냈다. 명성 높은 동양학자였

던 고르드레브스키는 동양어는 동양센터의 모든 활동과 기능의 토대이며, 동양권 국가의

문자체계 등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야 하며 동양학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관리해야 

한다는 동양센터의 기본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초기에는 러시아 공공도서관(Russian Public Library) 동양어 장서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 장서는 도서관 설립자인 룸얀트세프(Count N.A. Rumyantsev, 1754-1826)가 소장

하고 있던 장서였다. 1863년에는 러시아 동양학자 노로프(A.S. Norov, 1795-1869)로

부터 중국어, 아랍어, 기타 동양어 장서를 기증받았다. 그 후 1874년 러시아 외교관

이자 중국학자였던 스카코프(K.A. Skachkov, 1821-1883)로부터 카드목록과 함께 기증

받았던 장서가 도서관 동양어 장서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다. 스카코프의 기증장서에는

과학적, 문화적으로 어마한 가치를 지닌 중국어, 일본어, 만주어로 필사본과 목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7] 동양센터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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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장서 덕분에 1930년대 동양어 장서량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1939년 동양센터는

공관 도서관(약 6,000권)과 북경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사절단 도서관으로부터 책을

기증받았고, 1940년 초에는 브라디보스토크에 있던 동양협회로부터 중국어 장서를 

기증받았다. 이 중에는 여러 권으로 된 불교경전과 도교경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러시아국립도서관은 동양어 장서를 수집하기 위해 중고

서점이나 개인으로부터 책을 구입하거나 동양권국가의 국립도서관과 연구기관과 자료

교환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베이징 시에 있는 중국국가도서관에서 매년 1,000권 이상의 장서를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지원했다.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국립도서관은 1954년부터 1955년까지 

이 기간 동안 베트남어로 출판된 대부분의 책을 지원하였다. 몽골국립도서관도 

정기적으로 러시아국립도서관에 책을 지원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인도, 인도네시아, 버마, 스리랑카 국가의 기관들,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알제리아, 모로코, 튀니지의 도서관과 기관들, 앙카라 도서관, 터키

과학 연구소, 일본과 중국의 많은 기관들과 자료교환 관계를 구축했다.

아프리카국가와의 자료교환도 시작되어 가나, 말리,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에서 

스와힐리어, 하우사어, 쇼나어, 그 밖의 아프리카어로 쓰여진 장서를 수집할 수 있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러시아국립도서관이 많은 동양학 학자가 그동안 수집한

수 천 권의 책을 구입하였는데 1980년에 문인학자이자 터키어 번역가인 바바예프

(A.A. Babaev)로부터 1,000권이상 책을 구입하여 터키장서를 확충해나갔다.

또한 개인과 단체로부터 상당한 기증을 받은 것도 장서량을 확충할 수 있었던 요인

이었다. 일본정부의 경우 1974년 일본역사와 문학에 관한 고전책 재판본과 저널 24종

의 완본 등 귀중자료가 포함한 4,000권의 책과 정기간행물을 기증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러시아 출판사 노보스티(Novisti), 미르(Mir), 프로그래스

(Progress), 라두가(Raduga)는 러시아작가 작품의 번역본을 대거 출판하였는데 그 중

동양어로도 번역된 작품도 포함돼있었다. 동양어번역본은 현재 동양센터에 납본하

여 소장하고 있다. 작품 이외에 한국어를 포함한 동양어와 아프리카어 사전도 소장

하고 있다. 사전과 교과서 출판은 “러시아 언어(Russian language)”, “러시아 백과사전

(Russian Encyclopedia)”, “나우카(Nauka) 출판사”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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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양센터 목록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러시아국립도서관의 주요 활동은 서지정보 구축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방법은 1960년 발행된 “동양어 장서 정보기술을 위한 지

침서(Instructions for descriptions of books in the Oriental languages)” 였다. 이 지침서는 

원 언어규칙에 따라 해당언어를 기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서지의 주요 요소들은 

러시아어 문자로 바꾸어 사용한다. 기술 시 서지 내용의 간략한 요약 또한 소개된다.

3가지요소가 포함되는 서지 기술방법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국립도서관의 “동양어 장서 정보기술을 위한 지침서”가 

동양어 장서에 대한 서지 기술에 관한 문서작성을 세계 도서관 중 처음으로 시도했

다는 것이다.

동양센터에서는 서지기술 작성, 목록 관리, 서지참조 및 정보를 동양어로 제공하고

있다. 알파벳 목록은 해당언어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체계서지는 서지분류표를 

토대로 작성된다.

현재 870,000권의 230여 개의 동양어

와 아프리카어로 쓰인 도서, 정기간

행물, 연속간행물이 있다. 장서는 주

로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를 다룬다.

장서에는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 

문자 체계가 오래된 국가의 책이 포함

되어 있는데 아랍어, 세로쓰기 몽골문자,

상형문자, 히브리어, 데바나가리어,

인도와 동남아시아의전통문자 등 40여

개 이상의 전통문자로 쓰인 장서가 

있다. 이들 자료의 인쇄방식 또한 다양

하다. 목판에 중국어와 일본어로 쓰

인 목판본이 있다. 그 중에는 1342년

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위기 

게임에 관한 책(围 棋)”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목판본은 중국도서관

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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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3세기 편찬된 일본 “우지슈이 설화(모노가타리)” 초판본도 소장 중으로 두루마리

그림과 함께 내용을 서예로 작성한 작품이다.

석판인쇄기법을 이용한 장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석판인쇄는 19세기 초 이란에서 

자주 사용되던 인쇄기법으로 시인 니자미 간자비의 팟테리사(Pyateritsa, 1845) 작품이

한 예이다.

장서 중에는 바늘땀으로 복잡하지만 조화를 이루어 “나비”의 형태 또는 나무판

으로 책의 상하부분을 프레임을 만들어 실크 실로 묶어놓은 에디션도 있다.

장서에는 첫 유대교 책인 히브리인 랍비였던 숄모 벤 아드렛의 대답(1946, 히브리어:

she'elot u-teshuvot, “Questions and answers”), 마니모니데스가 기록한 유대법전 

미쉬나 토라(1477, Maimonides' Mishneh Torah), 이브 시나의 의학정전(1592, Ibn Sina's

Canon of Medicine) 초판 등 팔레오타이프를 포함한 다양한 희귀본이 포함되어있다.

인쇄도입 초기에 만들어진 희귀본 중에서 “터키 초기 간행본(Turkish incunabula)”

이 있는데 그 컬렉션은 이브라힘 뮈테페리카가 터키에서 첫 인쇄기기를 이용하여 인

쇄한 책 17권중에서 16권을 포함하고 있다.

장서의 6,500권 이상은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고전인도문학으로 주로 종교와 철학

을 다루는 책으로 이루어져있다.

BC 80세기경에 쓰인 불교 경전인 삼장(Tipitaka, 三藏)은 팔리어로 처음 인쇄되었고 

1893년에는 태국어로 인쇄되었다. 삼장의 일부는 중국어 ("Daming sanzang", 1706), 티벳어

(“Translations of the Teachings” pronounced Tanjur, 1724), 몽골어(Kanjur or Gandzhur;

1973년 인도 델리 인쇄판)로만 번역 되어 보존되고 있다.

특히 신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서적은 이슬람 법전인 코란편이다. 동양센터 장서는

아랍어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해석된 수 백 가지 코란 에디션을 보유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언어로 쓰인 초기 작품 중 하나는 유럽 선교사들이 수집한 성경 번역

본이다. 그 중에는 1666년 옥스포드 출판사에서 터키어로 출판한 가스펠과 인도에서 

가장 초기에 출판된 서적 중 하나인 타밀어로 (1714) 쓰인 신약성서를 번역한 작품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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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의 절반(400,000호) 이상은 정기간행물과 지속적으로 발간된 출판물이다. 러시아

국립도서관은 동양 언어로 쓰인 잡지와 신문을 다수 수집하고 있으며 역사, 문화, 예술,

문학, 언어, 과학,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여러 종의 정기간행물이 있다.

장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동양언어의 비중은 언어별로 상이하다. 중국어와 일본어

장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터키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로 쓰인

장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힌두어, 벵골어, 우루두어, 인도어와 

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로 쓰인 귀중서적도 소장하고 있다.

중국어 장서는 101,710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국립도서관 

설립 이례로 중국어장서가 계속 수집되어왔고 러시아와 중국 국가 간의 밀접한 관계가

항상 지속되어 온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중국어 장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출판물은

다양한 주제에 관해 쓰인 19세기 말부터 20세기의 서적이다.

중국어장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서는 약 70,000권 정도가 있는

일본어장서이다. 주로 역사, 사회, 정치, 소설, 경제, 철학, 과학, 기술에 관한 장서이다.

일본어 과학기술 저널(현재 약 120,000호) 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일본어 

장서에는 17-19세기에 목판책에 인쇄된 희귀본 1,500권이 포함되어있다.

단순히 규모적 측면뿐 아니라 팔레오타이프에서 20세기 출판물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자료 때문에 히브리어와 이디시어 문학서적은 동양센터의 중요한 장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장서 중 일부는 세계 곳곳에서 출판된 유럽의 주요도시, 러시아의 작

은 마을, 북미, 남미, 인도, 아랍국가 등 세계 곳곳에서 출판되었으며 성경과 그 설명,

소설 등 다양한 종류를 아우르고 있다.

여러 장서 중 단연 가치 있는 장서는 개인문고이다. 그 중 하나는 1930년대에 구입

된 2700권으로 이루어진 J. Maze 컬렉션이다. 개인문고 대부분은 여러 세대의 애서가

들이 몇 십년 동안 유대교문화 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문을 얻어 수집한 자료이다. 동양

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쓰인 40,000권중 절반이상은(21,000권)은 개인문

고에 포함된 장서로서 폐가서고에 따로 보관되어 있다. 모든 아랍나라에서 수집한 

21,000권은 코란 및 성전, 소설부터 의학과 역사, 지리학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아랍어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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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센터에는 페르시아어, 터키어, 베트남어, 인도어(산스크리트어, 힌두어,

뱅골어 등),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양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언어로 쓰인 장서가

소장되어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아랍, 터키, 동아시아, 히브리, 몽골과 기타 

컬렉션을 담당하는 사서가 장서를 관리하고 있다.

동양센터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동양센터는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터키 국립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동양학센터와의 협력을 구축

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의 모스크바주재 공관

과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동양센터는 외국공관 및 문화센터와 정기적으로 공동

문화이벤트를 열고 책전시회, 문화의 날, 동양언어에 대한 경연대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 1999년 일본재단의 지원을 받아 동양센터와 저명한 옥스퍼드대학교의 코니스키

(P. Kornitski)일본학 교수는 협력하여 일본 목판출판물 150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목록을 3권으로 출판하였다.

[그림 9] 한국학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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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삼강행실충실도(三綱行實忠臣圖)

한국학 장서

러시아국립도서관은 43㎡ 규모의 한국학 열람실을 동양센터에 설립하였다. 러시아와

영어로 쓰인 한국학에 관한 서적, 백과사전, 사전을 위한 8개의 서가가 설치되어 있고

학생과 연구자를 위한 보충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풍부한 한국학 장서와 한국학을 

위한 열람실은 한국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동양센터의 한국학 장서에는 한국어로 쓰인 29,000점의 도서관 자료, 책 12,000권,

정기간행물 16,000호 이상, 연간으로 제본된 신문자료 440권이 있다. 주로 소련시대

에서 한국어로 출판된 서적과 한국과 북한에서 출판한 서적이 한국학 장서의 주를 

이루고 있다. 1940년대와 60년대 소련에서 출판한 한국 서적은 약 2,000권, 북한 출판물 

5,000권 이상, 한국에서 출판한 서적 6,100권 이상이 있으며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한국어로 출판된 서적도 소수 보유하고 있다.

한국학장서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책은 한국희귀서적 80여권이다. 희귀본은 처음 

중국 및 만주 장서와 러시아 학자이나 외교관이었던 스카코프가 수집했던 필사본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 러시아국립도서관은

1875년 이 컬렉션을 수집하였고 그 중에는 희귀

목판도 있었다. 나무에 인쇄하는 기법을 사용

한 80점의 목판은 그 후 한국장서로 밝혀지게 

되어 현재는 한국학장서에 보관되어 있다. 한국 

희귀본에는 삼강행실충신도(Samgang haensil

ch’ungsindo), 월봉귀(Weŏlponggui), 만기요람

(Mangi yoram), 송호집(Songhojip), 문헌비고

(Munhŏn pigo) 등 문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가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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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송호집대(松湖集大)

한국학장서의 정기간행물에는 한국어로 쓰인 저널과 신문이 있다. 281종의 저널 

중에 252종은 북한, 26종은 한국 저널이며 나머지 4종은 소련 저널이다. 저널과 정기 

간행물 16,300권 중 90퍼센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북한에서 출판한 것이다. 미국

이나 유럽의 연구센터와 도서관에서는 대부분의 이 저널과 정기간행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완전하게 수집되어 있는 한국학장서의 정기간행물은 한국학을 연구하는 외국

학자와 연구자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학장서 중에는 활살(Hwalsal, 1952-64),

조선문학(Chosŏn munhak, 1953-96), 인민(Inmin, 1947, 1950-56), 근로자(Keulloja,

1952-1991), 노동자(Nodongja, 1952-1965) 등의 다양한 북한 저널이 있다. 신문의 경우 

13종은 1930년대와 40년대 소련 극동지역에서 발행된 자료로 선봉(Vanguard, 1924-

1937), 고려일보(Koryŏ ilbo, 1950-1992) 등이 있다. 북한에서 발행한 38종의 신문은 

주로 1950년대와 60년에 발행된 것으로 문학신문(Munhak sinmun, 1957- 1968), 민주청년

(Minju ch’ŏngnyŏn, 1952-1992), 교원신문(Kyowŏn sinmun, 1952-1968) 등이 있다. 한국

발행의 대표적 신문으로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발행된 동아일보(Dong’a Ilbo)와 

중앙일보(Jungang lbo)가 있다.

러시아국립도서관의 첫 한국학장서는 대부분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들어 왔고

그 중에는 국어철자첩경전(國語綴子捷徑全, 1909), 자전석요(字典釋要, 1912),영문판 

“The Corean Government: Constitutional changes, July 1894 to October 1895” (1897) 등

의 작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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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부터 50년대에 소련에서 출판된 한국서적을 도서관에 많이 들어왔는데 

주로 교과서, 농업․산업 에 관한 안내서, 참고서적, 번역본 소설, 소련정부 간행물이

었다. 그 중에는 조선어 문법교과서(1935), 조선 말본(1949), 산술교과서(1934), 십구세기

문학수집(1936) 등의 서적이었다. 북한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책을 보내왔고 그 중에는 러시아문학의 번역본도 있었다.

모스코바 국제 책 전시회(Moscow International Book Fair)는 장서확충에 큰 역할을 

했다. 1989년 한국출판협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모스코바 국제 책 전시회에 참여하여 

내용과 인쇄상태 또한 뛰어난 수많은 한국 유용한 서적을 기증하였다. 그 당시 한국

에서는 처음으로 대량의 장서가 러시아국립도서관으로 들어왔다.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후 러시아국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의회

도서관 등 한국 도서관과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08년 

이후 동양센터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책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한국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으로부터 최근 발행된 4,000권의 책을 기증받았다.

한국학장서에는 1940년대 이후 출판된 북한신문, 잡지, 책이 많이 있으며 1950년대

와 60년대에의 북한 책과 잡지의 경우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에서 한국학을 연구하

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특히 흥미로운 자료이다. 러시아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장서 중 특정시기의 몇몇 자료는 가장 완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컬렉션이며,

다른 국가의 다른 도서관에서는 찾기 힘든 자료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

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여러 한국대학교, 하버대대학교도서관, 이외의 서양대학 도서관 

등의 기관에 있는 한국학 연구자들이 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센터와 협력을 맺길 원

하는 것이다.

해외연구자들은 한국학장서를 연구하고 동양센터컬렉션 소장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기 위해 매년 모스크바에 방문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러시아국립도서관(동양센터)는 공동으로 2012-2013년 한국고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80권을 디지털화하였다.

동양센터의 책, 정기간행물 등의 자료가 알파벳 순서로 카드목록화 되어있고 주제

별로도 분류목록화 되어있기 때문에 한 눈에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한국학장서의 

디지털목록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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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목록은 한국과 해외의 한국학 연구자와 학자에게 동양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문헌과 희귀서적에 대해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그림 12] 전시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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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소냐 리
(Sonya Lee)

미국 의회도서관 아시아자료과 

한국학 장서 참고전문사서

1. 서 론

이 글을 통해서 미국의회도서관의 역사, 장서, 그리고 도서관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자 한다. 그러나 미국의회도서관의 한국학 장서(Korean Collection)를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미국의회도서관의 설립 배경,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아시아 장서 

(Asian Collection), 특히 한국학 장서, 이용자 서비스, 전자 자료(electronic resources)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역 사

미국의회도서관은1800년, 미국 연방정부가 필라델피아에서 수도를 워싱턴으로 옮기

면서 의회 제정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입법도서관으로 설립된 이 후 19세기의 미국 

민족문화주의1)의 산물인 국가 기관으로 점차 자리잡게된다.

1) Cole, John Young. On these walls.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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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래의 미국의회도서관은 1814년 8월에 영국이 워싱턴을 침략하고 새로이 설립된 

국회의사당을 불태우기 이전까지는 국회의사당 안에 위치해 있었고, 3,000권의 장서

를 소장하고 있었다.

그 당시 퇴임한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은 본 개인의 도서관으로 사라진 도서관을

대체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퍼슨은 50년에 걸쳐 미국과 관련된 서적 그리고

모든 과학분야에서 희귀하고 가치 있는 서적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 당시 제퍼슨 

도서관은 미국 최고의 도서관으로 여겨졌었다. 1815년 1월, 의회는 제퍼슨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퍼슨이 수집한 6,487권의 책을 $23,950에 구입하였고 제퍼슨 도서관은 

현 미국의회도서관의 토대가 되었다. “나는 책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

했던 제퍼슨은 자유민주사회는 지성의 힘으로 일궈질 수 있다고 믿었다. 제퍼슨이 

의회에 판매하여 설립된 도서로 말미암아, 미국의회도서관은 법, 경제, 역사 자료에 

중점을 두는 입법도서관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도서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제퍼슨은 미국 입법부가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그리고 

영어 외에 다양한 언어로 된 개념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미국의회도서관은 

의회의 원칙을 세운 토마스 제퍼슨의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미국의회도서관은 토머스 제퍼슨 건물(Thomas Jefferson Building), 존 애덤스 건물

(John Adams Building), 제임스 매디슨 기념 건물(James Madison Memorial Building)

등 3개 건물이 있으며 국회 의사당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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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토머스 제퍼슨 건물

토마스 제퍼슨 건물은 1980년 제퍼슨의 이름을 따서 도서관의 이름을 토마스 제퍼슨

건물로 명명하기 전에는 의회도서관 또는 중앙건물이라 불리었다. 1897년 11월 1일,

토마스 제퍼슨 도서관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을 때, 제퍼슨 도서관은 23캐럿의 순금으로

도금한 돔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싸고, 가장 안전한” 도서관 건물로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미국 국가발전의 상징이었다.

존 애덤스 건물은 미국의회도서관의 두 번째 건물로 처음 1939년 대중에게 공개되었

을 당시에는 “별관(the Annex)”이라 불리었다. 이 후 1980년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의 이름을 기리어 존 애덤스 건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체 6층, 290km(180 마일)에 

달하는 서고를 갖추고 있는 이 건물은 수 백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림 3] 존 애덤스 건물 [그림 4] 제임스 매디슨 기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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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디슨 기념 건물은 미국의회도서관의 3번째 도서관 건물이자 헌법과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의 아버지인 4번째 미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을 기리는 기념관이다.

2013년에 미국의회도서관 방문자 수는 160만 명, 도서관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8,400만명, 온라인에서 읽혀진 페이지 수는 5억1천 900만을 기록하였다. 현재 총 

3,224명의 직원이 미국의회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3. 도서관 컬렉션 개관

미국의회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으로 470개 언어로 된 1억5천 

530만점의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3, 450만권에 상당하는 단행본 목록 

그리고 기타 인쇄자료들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녹음자료 340만건, 사진1,360만장,

지도 540만점, 낱장악보 650만점, 필사본 6,800만점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동

영상 130만건, 사진 1,300만점, 포스터 10,400점, 프린트와 그림 606,000점을 포함한 

1,500만개의 시청각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2)

미국의회도서관에는 하루 15,000점의 자료가 들어오는데, 그 중 미국의회 장서개발

정책지침(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에 따라 약 11,000개의 자료가

선별되어 영구 자료로 보존되고 있다. 미의회 장서개발 정책지침은 장서를 개발하고 

기존 도서관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 정책이다.3) 미국의회도서관은 미국

국립 농업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에서 관리하는 농경기술,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임상의학 분야를 제외하곤 모든 분야에서 대표

가 될 만한 장서들을 갖춘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미국의회도서관의 대부분 자료들은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이 의회 도서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서 도서관에 입고된다. 그 밖의 자료들은

선물로 들어오거나, 구입하거나,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증받거나(주, 지방, 연방),

출판시 도서목록(CIP), 미국 내 도서관과 해외 도서관과의 자료교환 등 다양한 경로

2) 자세한 정보는 http://www.loc.gov/collections/ 참조
3) 자세한 정보는 http://www.loc.gov/acq/devpol/cpsstate.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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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도 입고된다. 수집용으로 선별되지 않은 자료나 기타 목적을 위해 수집하

지 않는 자료의 경우 의회 도서관의 국가 및 국제 상호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환

되거나 기증된다.

4. 도서관 서비스

4.1 도서관 조직

미국의회도서관 관장은 도서관을 이끌어 나가며 대통령이 관장 후보자 추천을 하고

상원에서 결정을 내린다. 현 미국의회도서관 관장인 제임스 헤들리 빌링턴(James

Hadley Billington) 관장은 1987년 임명되었다. 제임스 헤들리 빌링턴 관장은 1800년 

미국의회도서관 설립 이후 13번째의 관장이다.

미국 정부의 입법 기관과 국립도서관으로서 미국의회 도서관의 임무는 전통적 도

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의회 도서관의 주요 

조직은 다음과 같다.

Ÿ 의회 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법률정보를 포괄적이고 신빙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의회에 제공함으로 의원들을 보조한다.

Ÿ 미 저작권청(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저작자의 저작물 등록에 가장 중요한

국가 저작권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장하고 유지하여 창조성을 증진시킨다.

Ÿ 법률 도서관(Law Library): 법률 자료를 쉽게 접근, 전달하기 위해 1832년에 설립되

었다. 법률 도서관은 수년간 성장을 거듭하였고 거의 모든 각국의 법률 자료를 

다루고 있다.

Ÿ 도서관 정보봉사처(Library Services): 세계적인 도서관의 장서들을 수집하고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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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서관 컬렉션 서비스

도서관 정보봉사처(Library Services)의 임무는 도서관 일반 장서의 질을 높이고 

컬렉션을 수집, 관리, 접근성 제공,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다. 의회도서관

의 자료는 주제, 언어, 형태에 따라 20개의 일반 열람실에 보관되어 있다. 4)

[그림 5] 미의회도서관의 장서 현황

4.2.1� 외국�장서

의회 도서관은 다음 열람실들을 통해 언어별로 세계 각국의 자료를 제공한다.

4) 자세한 정보는 http://www.loc.gov/r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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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프리카 & 중동관련 자료(African and Middle Eastern Materials, AMED)

1978년 설치된 AMED는 아프리카, 히브리, 근동 섹션으로 구성되어있다. 남아프리카

에서 머그레브, 중동에서 중앙아시아까지 77개국에 관한 자료가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자료과(African and Middle Eastern Division)는 지역어로 된 장서 600,000권을 

소장하고 있다.

Ÿ 아시아 자료(Asian Materials)

아시아 자료과(Asian Division)는 남아시아 아(亞)대륙,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등과 관련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관 아시아 자료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티베트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Ÿ 유럽 자료(European Materials)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어로 된 가장 방대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750,000

자료 이상) 미국 내에서 최다 장서를 자랑한다.

Ÿ 히스패닉 자료(Hispanic Materials)

1939년 히스패닉자료과(Hispanic Division)는 포르투갈-히스패닉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의회 도서관은 라틴 아메리카, 이베리아, 캐리비안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관련된 최고의 장서를 수집하고 있다.

4.2.2� 일반�장서(General� Collection)

중앙 열람실, 마이크로폼 자료실, 신문 및 정기간행물 자료실, 공연예술 자료실,

비즈니스 참고봉사실, 지역역사 & 계보학실, 과학 자료실, 아동문학센터에는 아시아 

언어로 쓰이지 않은 기타 아시아관련 출판물들이 소장돼있다.

4.2.3� 특수�형태�장서(Special� Format� Collection)

의회도서관의 특수 형태 장서에는 사진, 지도, 음악, 음향, 필름, 필사본 및 기타 매체

가 포함돼있다. 수 백 가지의 특수형태자료, 각종 언어별, 주제별 자료들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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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수 열람실의 각종 목록 및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데 그것은:

법률도서관, 지리학․지도자료과, 인쇄물․사진과, 영화․방송실, 녹음 음향과, 공연예술과,

필사본과, 희귀본․특수장서 자료실 등이다.

5. 아시아 장서(Asian Collection)5) 

[그림 6] 아시아자료 열람실(Asian Reading Room)

기존 애덤스 건물에 위치해있던 아시아 자료실은, 1997년 이후 토머스 제퍼슨 건물

로 위치를 옮겼다. 3백만 점 이상의 장서, 정기 간행물, 신문, 필사본, 전자 매체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밖에서는 가장 방대한 아시아 언어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 자료실은 연구자들에게 한국, 중국,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고․티베트,

아시아계 미국 태평양 제도민 컬렉션 등 총 7개의 컬렉션을 47개의 아시아 언어로 

5) 자세한 정보는 www.loc.gov/rr/asia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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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의회 도서관은 고대서부터 현대에 까지 쓰여진 다양한 주제의 자료

를 수집하고 있지만 법 관련 자료는 법률 도서관이 따로 있기에 아시아 자료실에서

는 제외 된다.

중국어 장서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아시아 언어로 된 장서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 밖에서는 의회도서관에 가장 방대한 중국어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다.

1869년 의회에서 승인한 교류업무의 일환으로 중국 동치제 (1862-1874)로부터 933권

으로 이루어진 10종의 장서를 기증받으면서 중국어 장서가 수집되기 시작하였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1928년 설립된 “중국 문학과(Division of Chinese Literature)”는

의회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자료를 관리하게끔 세워졌다. 저명한 중국학자 아서

허멜(Arthur W. Hummel, Sr)이 첫 중국문학과 과장을 맡았다. 그 후 중국어 장서는 

100만권으로 증가했고 중국어 자료와 더불어 현재 아시아 컬렉션은 만주어, 나시어

와 그외 소수언어들로 쓰인 수 천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6)

일본 장서의 시작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각국의 정부간행물을 교환하기로 결정한 

1875년으로 올라간다. 그 이후 미국은 의회 도서관 안에 일본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1876년 첫 일본어 장서 선적이 수송되었고 1930년 시호 사카니시(Shiho

Sakanishi) 박사가 첫 일본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는 일본어 장서는 서서히 늘어났다.

사카니시 박사는 임기 동안 900종을 수집하였는데, 주로 문학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일본어 섹션(Japanese Section)은 1978년 오리엔탈리아과(Orientalia Division) 안의 하부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오리엔탈리아과는 1983년에 아시아 자료 (Asian Division) 과로 

이름이 바뀌었다. 7)

6. 한국학 장서 (Korean Collection)

한국 자료관(Korean Unit Collection)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오리엔탈리

아과에 속해있던 일본 섹션 하부조직으로 설립이 되었다. 사실 그 당시 대부분의 한

6) 출처 http://www.loc.gov/rr/asian/ChineseCollection.html
7) 출처 http://www.loc.gov/rr/asian/JapaneseColle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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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학 자료는 일본어로 쓰여 있었고, 의회도서관의 한국 자료관은 미국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된 모든 요청

은 한국자료관으로 넘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학 장서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

고 조직 변경을 거쳐 1964년 “중국-한국 섹션(Chinese and Korean Section)으로 통합

되었다.

미국의회도서관의 한국 섹션(Korean Section)은 현재의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인 한국국제문화사회(International Cultural Society of Korea)의 지원을 받아 

1990년 설립되었는데, 이는 1989년 12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미의회 설립 200주년

을 기념하여 백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결과였다.

1955년부터 의회 도서관은 서적 딜러(Korean dealer)를 통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

으로 근대 한국 출판물을 수집하게 되었다. 1966년 9월 24일에는 한국과 미국 정부

가 교류협정을 맺었고, 그 덕분에 의회도서관은 다양한 주제의 정부간행물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국학 장서의 큰 강점이 되었다.

한국학 장서의 시작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동아시아를 제외하고

는 현재 가장 방대하고 종합적인 장서를 갖추고 있다. 근대 자료가 한국학 장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19세기의 희귀본 장서도 많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학 

장서에 있는 단행본은 286,000권, 정기간행물은 7,490종이었다. 현재 한국학 장서의 

정기간행물에는 남․북한에서 발행된 주요 잡지, 정부 보고서, 학술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한국학 장서에는 마이크로필름 2,500롤,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250종

의 신문도 포함되어있다. 한국학 장서는 고전, 역사, 문학, 예술에서부터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이 중 한인동포 출판물도 포함돼

있다. 한국인 이민자 수의 증가와 함께 한국관련 정보. 특히 한국경제의 발전, 기술 

등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도서관 한국학 장서는 한

국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17년 6월 30일 회계연도 말, 의회도서관 관장의 보고서와, 도서관 건립과 감독청장

보고서(Report of the Librarian of Congress and Report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Library Building and Grounds for the fiscal year ending June 30, 1917) 에 따르면 한국학

장서는 서광범(So, Kwang-bom)이 기증한 적은 수의 장서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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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회 도서관은 워싱턴 주재 공사였던 서광범(Soh Kwang-pom)이 소

유하고 있던 소규모의 한국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광범은 일찍부터 자국에서 탁

월한 중국어 능력을 인정받은 문관으로 젊은 나이에 세자시강원 사서를 지냈다.”

서광범이 기증한 장서에는 19세기 말 조선의 다양한 정부부서의 조직에 관한 필사본

22권도 포함되어 있다.8)

6.1 북한 장서(North Korean Collection)

한국학 장서에는 북한저널 230권과 10,000점이 넘는 북한 자료가 있다. 북한 자료

는 북한관련 정책을 이해고자 하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매우 귀하게 쓰이고 

있는 자료들이다. 점점 더 많은 학자와 대학원생이 북한을 연구함에 따라 북한 자료

는 북한분야를 이끄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

기 위한 의회 도서관의 노력으로 러시아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광범위한 북한자료를 갖추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발행된 출판물뿐 아니라,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 발행된 정기간행물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미국 의회

도서관 북한장서의 가장 큰 강점이다.

미국의회도서관의 한국학 장서의 북한 컬렉션의 1차 자료는 모두 북한에서 발행

된 자료들이며 이용자들은 무료로 북한의 오래된 자료와 신자료를 한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 자료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삼천리(Samcholli), 평화와 사회주의 

제문제(P’yonghwa was sahoejuui che munje), 선전자(Sonjonja), 남 조선 문제(Nam

Choson munje), 당간부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Tang kanbudul ege chunun chamgo

charyo), 선동원 수첩 (Sodongwon suchop)와 조국 보위를 위하여(Choguk powi rul

wihayo) 등이 있다.

8) Report of the Librarian of Congress and Report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Library
Building and Grounds for the fiscal year ending June 30, 1917.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1917.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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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희귀 자료(Rare Materials)

제임스 스카스 게일 박사 (James Scarth Gale) 는 캐나다에서 한국에 간 첫 번째 선

교사였다. 1888년 한국에 가서 40년 동안 머물렀다. 게일 박사는 선교활동을 목적으

로 한국에 갔지만 선교사 보다는 번역사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 수 많은 한국 고전

문학을 영어로 번역했고 한국의 역사, 문학, 문화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편찬했다.

또한 게일은 1897년 첫 영한사전(English Korean dictionary)을 편찬했고 이 사전은 그 

당시 한국에 막 도착한 선교사들이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어졌다.9)

게일 박사는 수년간 다수의 한국 희귀자료들을 수집했다. 게일은 1927년 한국문학

의 목록에서 “여기서 언급된 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희귀해질 것이다. 희

귀해지는 것은 단지 시간상의 문제이다. 자료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겠지만 이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숭고한 기록물이다.”라고 썼다.

1927년 의회도서관은 게일박사의 소장 자료 대부분을 받게 되었다.

한국학 장서에는 현재 3,300권의 희귀본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1994년 천혜봉 교수 

외 3명의 교수들은 의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희귀 한국본 소장목록을 담은 해외

전적 문화재 조사목록: 미의회 도서관 소장 한국본 목록(Haeoe chonjok munhwajae

chosa mongnok : Mi Uihoe Tosogwan sojang Han’gukpon mongnok, 海外 典籍 文化財 
調査 目錄)을 편찬했다.10)

6.3 구소련 고려인 지도자 컬렉션(Soviet Korean Leaders Collections)

미국의회 도서관 한국학 장서는 미국, 일본, 만주, 러시아와 한국 외 지역에서 한국

지역 사회에 관해 쓰여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왔었다.

9) Gale, James Scarth.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Shanghai: Kelly& Walsh,
limited. 1897.

10) 海外 典籍 文化財 調査 目錄: 美 議會 圖書館 所藏 韓國本 目錄, 서울시 : 韓國 書誌 學會,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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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피와 눈물로써 씨여진 우리들의 력사 원고

피와 눈물로써 씨여진 우리들의 력사 (By Our Blood and Tears)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공산당 역사 속 80여명의 구소련 지도자에 관한 일대기를 담고 있다. 2005년 4월

장학봉 전 북한 정치사관학교장이 10여 년 이상 구소련 조선인 지도자들의 가족에게

서 수집한 자료를 의회도서관 한국과에 기증했다. 소개글에서 그는 1994년 주 우즈

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가 이제껏 숨겨져 왔던 역사적 사실들을 후대를 위해 구소련 

조선인 지도자들의 유가족에게 관련 기록물을 취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컬렉션 중에는 구소련 조선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초상화와 함께 수필로

쓴 전기가 있다. 고려인으로 불리던 구소련 한국인들은 1940년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북한의 김일성 정권 수립을 도왔다. 구소련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보내졌고

1945년부터 1960년 동안 북한에서 북한 내무성 정치 부서장, 총 참모부 작전 국장,

내무성 보안국 국장, 중앙 은행 총재, 교수 등 다양한 고위직을 맡았다.

구소련 조선인 지도자의 전기 (Biographies of Soviet Korean Leaders)와 더불어 의회

도서관은 언제, 어떻게, 무엇이, 그리고 누구에 의해 북한정권이 설립되었는지 관해 

조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구소련 조선인 지도자의 전기의 디지털본은 

아시아 자료과 웹사이트를 통에서 열람할 수 있다.11)

11) Biographies of Soviet Korean Leaders: http://www.loc.gov/rr/asian/SovietKore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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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자료 (Electronic Resources)

미국의회도서관은 조선일보 아카이브, 한국학 데이터베이스, KPM,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한국 법 데이터베이스인 로앤비(LawnB) 등 다양한 한국 데이터베이스

를 구독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들은 무료로 한국국회도서관의 원본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0,000여개의 미국의회도서관내 한국에 관한 영문자료를 

포함한 한국학 서지자료(Korean Bibliography), 7,490종의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한국의 

연속간행물 데이터베이스(Korean Serial Database)를 아시아 자료과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7.1 한국학 서지(Korean Bibliography)12) 

미국의회 도서관은 서양권 언어로 한국에 관해 쓰인 가장 종합적인 자료를 소장하

고 있다. 1998년 한국학 장서는 의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어로 된 한국관련 장

서 중 1995년까지의 온라인 한국학 서지목록을 완성하였다. 연구자들의 검색 용이성

을 높이고 도서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 자료의 주제명 색인을(topical term

index)를 만들었다. 주제명 색인은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부여되어 이용자들은 검색 

시 특정 이름이나 제목의 철자법을 잘 모를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검색할 

수 있다. 한국학서지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 툴이다. 아시아 자료과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구축되었다.

7.2 한국 간행물 DB(Korean Serial Database)13) 

현재 한국학 장서에는 235종의 북한 정기간행물 자료를 포함해 약 7,490여종의 정기

간행물이 있다. 한국 간행물 DB는 미국의회도서관에 보관돼있는 다양한 종류의

12) 자세한 정보는 http://lcweb2.loc.gov/misc/korhtml/korbibhome.html 참조
13) 출처 http://www.loc.gov/rr/asian/koreans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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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정기간행물 컬렉션의 상세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여주며, 데이터베이스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한국 정기간행물을 추가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된다.

이용자는 데이터베이스의 “브라우징 (Browse)” 기능을 이용해 쉽게 북한 정기간행

물의 목록을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려는 연구자에게 

쉽게 이용이 가능한 강력한 참고서비스 툴이다. 아시아 자료과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8. 다른 기관과의 협력

한국학 장서는 도서관 장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다. 한국학 장서 담당사서는 2007년과 2008년 사이 지리학․지도자료과의

희귀 한국 지도와 지도책 보존, 아시아자료과의 한국희귀장서 디지털화, 북한자료 

인덱싱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여러 차례 협약을 

체결했다.

8.1 한국 희귀서 디지털화 프로젝트(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Project)

2007년 미국의회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한국희귀장서를 디지털화

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아시아자료과 한국학 장서 담당사서와 국립중앙도서관

고전학 전문사서는 한국 희귀서를 검토한 후 희귀서 85종과 313권을 프로젝트에 

선정하였다. 미국의회도서관은2008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한국희귀서 디

지털화를 끝마쳤다. 디지털화된 한국 희귀자료의 이미지파일에는, 서지설명과 기타 

관계된 메타데이터도 포함되어있다. 디지털화된 미의회 도서관의 희귀 한국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KORCIS) http://www.nl.go.kr/korcis/에서 희귀본과 필사본의 이미

지파일 및 서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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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선역도

8.2 한국 고지도 보존 및 디지털화 프로젝트(Korean Old Maps Preservation 

and Digitization Project)

미국의회도서관의 지리학․지도자료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한국지도를 소장하고 있다. 지도 컬렉션에는 필사지도 뿐 아니라 목판지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목판지도는 일반적으로 필사본보다 훨씬 희귀하고 가치가 높다.

희귀한 한국 지도와 지도책은 랭돈 워너(Langdon Warner)와 섀넌 맥큔(Shannon

McCune)에 의해 수집되었다. 랭돈 워너는 미국 고고학자이며, 동아시아 예술 역사가

였다. 하버드대학에서 교수를 지냈고 하버드 포그 미술관의 동양예술 큐레이터였다.

미국 지리학자인 섀넌은 1913년 4월 6일 한국에서 장로교

선교사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고등

학교를 다녔고 그 후 1975년부터 1년간 한국 숭전대학교

의 풀브라이트 객원 연구교수를 지냈다. 1980년대 섀넌은 

19세기 한국 고지도와 지도책을 미의회도서관에 기증했

는데, 그 기증자료 중에는 한국과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토분쟁과 관련되는 선역도(鮮域圖-조선팔도지도, 맥큔 # 8,

176-)가 포함돼있다. 이 지도에는 우산도가 조선의 땅이

라고 표기돼있다.

이 지도 컬렉션은 1760년부터 1896년까지의 자료들이

기 때문에 많은 지도들이 훼손되거나 헤어져 보존의 문제

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07년 4월 미국의회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의회도서관 지리학․지도 자료과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고지도와 지도책 보존

을 위한 협력프로젝트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

으면서, 의회도서관은 지난 7년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여왔다. 보존처리작업 후 

현재까지 한국 고지도 317점, 지도책 4권이 디지털화 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loc.gov/

rr/geogmap에서 무료 디지털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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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북한정기간행물 색인 프로젝트(North Korean Serials Indexing Project)

2008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북한정기간행물 색인 프로젝트가(North

Korean Serials Indexing Project, NKSIP) 시행되었다. 북한정기간행물 색인 프로젝트는 

연구자가 미의회도서관 소장 북한정기간행물에 대한 색인을 기사로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의회도서관에 있는 목록은 간행물 표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 정보 없이는 사실상 찾고자 하는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북한

정기간행물 색인 프로젝트는 키워드, 저자, 간행물 표제, 주제, 출판일 검색까지 가능하게 

하여 전에는 찾기 어려웠던 북한자료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찾을 수 있게 하여준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2012년 5월에 중단이 되었다. 지금까지 총 기사33,600건의 

색인기록이 만들어졌다. 기사색인은 베타 버전으로 내부사용만 가능하고 간행물 몇

몇 종에만 적용된다. 북한정기간행물에 대한 검색 도구나 색인이 세계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9. 플로렌스 탄 모에슨 연구장학 지원 프로그램(Florence Tan Moeson 

Research Fellowship Program)14)

아시아 자료과는 매년 플로렌스 탄 모에슨 연구 장학 지원 프로그램(Tan Moeson

Research Fellowship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재정 지원 필요 여부에 따라 

14,000달러까지 학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연구자의 워싱턴까지의 왕복 

교통비, 숙박, 복사비용으로 사용된다. 장학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독립적인 학자,

지역대학 교사, 주기적인 강의가 없는 연구원, 연구장학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서 등

이 지원할 수 있으며, 아시아 자료과의 풍부한 장서를 통해 학구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을 돕고 있다.

14) 자세한 정보는 http://www.loc.gov/rr/asian/ftm.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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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치며

제임스 매디슨은 “지식은 영원히 무지를 지배할 것이고, 제 스스로를 통치하려는 

사람은 지식이 주는 힘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본 글은 미국의회도서관 역사,

장서, 도서관 서비스, 한국학 장서,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다.

축적되는 장서를 통해 의회도서관은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와 연구자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학구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의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교류협력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통해 의회도서관 의 한국학 장서는 디지털 프로젝트를 완수하여 장서를 보다 

쉽게 접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학 장서는 한국학에 관심 있는 자들의 지식

기반을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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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 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현황

이 형 배

프린스턴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한국학 사서

서 론

“프린스턴에 재학 중인 한국의 왕자” 이 구절은 지금으로부터 116년전 프린스턴 

대학교의 동문 소식지인 얼럼나이 프린스토니언(The Alumni Princetonian)의 10월 

27일자 6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116년 전인 1898년은 대한 제국의 고종 황제가 

재위 중이던 광무 2년으로, 그렇게 오래 전에 프린스턴 대학에 있다는 한국의 왕자

가 누구인지 궁금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 헤드라인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역사상 

처음으로 입학했던 한국인을 소개하는 기사이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국학과 한국학 

컬렉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프린스턴 대학과 한국과의 인연은 백 년도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한국

인 유학생 중에서 최초로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과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모두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것도 크다면 큰 인연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프린스턴 대학과 동아시아 도서관, 그리고 소장 한국학 자료를 소개하면서 잘 알려

지지 않은 프린스턴과 한국의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 동북부 뉴저지(New Jersey) 주에 위치하고 있는 유서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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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대학교이다. 영국의 식민지 시절인 1746년에 칼리지 오브 뉴저지(The College of

New Jersey)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미국 독립 이전에 세워진 아홉 개의 소위 식민지

시대 대학(Colonial Colleges) 중에서 하바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교(College of William and Mary), 그리고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에 이어 

네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다. 그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윌리엄 3세가 대학 설립 인가

를 내어 주었는데, 윌리엄 3세의 출신 가문은 네덜란드의 오렌지-나소 가문(House of

Orange-Nassau)이었다. 이 때문에 프린스턴에서 나소라는 이름과 오렌지 색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대학 본부의 건물 이름은 나소 홀(Nassau Hall), 캠퍼스 바로 앞에 있는 

프린스턴 읍내1)의 중심 거리 이름은 나소 거리(Nassau Street), 프린스턴의 교가는 올드

나소(Old Nassau)2)이며, 캠퍼스 곳곳에서 프린스턴 오렌지3)(Princeton Orange)라고 

명명된 색깔을 쉽게 볼 수 있다. 마스코트가 호랑이인 것도 오렌지색에 검은색을 

추가한 것이 호랑이와 비슷한 색이기 때문이다.

프린스턴의 캠퍼스는 설립 당시 북부 뉴저지에 있는 엘리자베스(Elizabeth) 시에 있

었지만 뉴와크(Newark) 시를 거쳐, 10년 후 프린스턴(Princeton)이라는 작은 마을로 

캠퍼스를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756년 완공되었던 나소 홀(Nassau Hall)은 

오늘날까지 대학 본부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큰 학교 건물이었

다. 나소 홀은 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뉴저지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미국 역사 기념물(National Historic Landmark)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미국 독립 전쟁 때는 독립군과 영국군이 번갈아 가며 점령하기도 했고, 1783년에는 

대륙 회의(Continental Congress)가 열리기도 하여 프린스턴은 몇 달간 미국의 수도로

써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4) 프린스턴이라는 대학의 현재 이름은 캠퍼스가 위치

하고 있는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는데 아이비리그의 여덟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마을의 이름을 딴 대학이다. 정식으로 칼리지 오브 뉴저지에서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바뀐 것은 설립 150주년이었던 1896년에 와서였다. 현재 뉴저지 주 유잉

(Ewing)에 있는 또 하나의 칼리지 오브 뉴저지(The College of New Jersey, TCNJ)는 

1) Princeton Township.
2) 올드 나소는 나소 홀을 가리키는 말이다.
3) Office of Communications, Princeton University(n.d.).
4) Princeton University(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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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에 설립된 뉴저지 주립 사범학교(New Jersey State Normal School)가 1995년에 

이름을 바꾼 것으로 프린스턴 대학과는 관련이 없다. 즉 150년 전의 칼리지 오브 뉴저지

는 오늘날의 프린스턴 대학교이고, 오늘날의 칼리지 오브 뉴저지는 150년 전에는 뉴저지

주립 사범학교였으니 두 학교가 같은 이름으로 겹치는 시기는 없었지만 두 학교의 

역사에 대해 익숙하지 않는 방문객에게는 혼란을 주게 마련이다.

뷰티풀 마인드(A Beautiful Mind)와 수학자 존 내쉬(John Nash)

프린스턴 대학교는 그 자체가 중부 뉴저지의 관광 명소인 아름다운 캠퍼스로도 

유명한데 대학 캠퍼스가 한국에서 잘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수학자 존 내쉬의 일생을 그린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부터가 아닌가 

한다. 영화에서 나오는 고풍스러운 건물이나 도서관,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심지어는

책장이나 책상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50년대의 모습은 영화를 촬영했던

2001년 당시뿐만 아니라 2014년 현재에도 그 모습 그대로 많이 남아 있다. 존 내쉬가 

프린스턴에서 학생일 때와 교수로 재직할 때의 영화 장면을 따라가 보면 지금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옛 모습을 최대한 잃지 않으면서 발전해 

나가려는 대학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영화와 그 기반이 된 소설은 내용상 

어느 정도 허구도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존 내쉬가 다른 교수들에게서 인정을 받

으면서 테이블에 다른 교수들이 자기 펜을 하나씩 존 내쉬 앞에 두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감동을 주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 프린스턴의 수학과 교수들이 그렇게 

했던 전통은 없다고 한다.5)

존 내쉬가 받은 노벨상은 경제학상이지만 그는 사실 수학자이며 지금도 존 내쉬의 

소속은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과이다. 영화에서는 유리창에 온통 수학 공식을 쓰는 

모습이 나온다. 그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해는 1994년으로 게임 이론에 관련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공동 수상하였다. 내쉬의 노벨상은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인 

비협력 게임(Non-cooperative Games)으로 인한 것인데 후에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

5) Seeley G. Mudd Manuscript Library(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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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리게 되는 게임 이론의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박사 

논문이 내쉬가 노벨상을 받기 무려 45년 전인 1950년에 제출한 것이라는 점이며, 내쉬의 

천재성이 잘 드러나는 이 박사 논문의 더욱 놀라운 점은 본문이 겨우 27페이지뿐이

라는 것과 인용된 참고 문헌은 단 두 건으로 또 다른 유명한 수학자 폰 노이만의 게임

이론에 관한 책과 본인의 한 페이지 분량의 짧은 글뿐이란 것이다. 존 내쉬의 박사 

논문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고문서 도서관 웹사이트에 온라인상으로 일반에게 공개

되어 있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6)

[그림 1]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한 장면. 

기숙 학교의 하나인 매씨 칼리지(Mathey College)에 존 내쉬 역을 맡은 

러셀 크로(Russell Crowe)가 들어가고 있다.

6) 내쉬의 박사논문 다운로드 링크: https://www.princeton.edu/mudd/news/faq/topics/ Non-Cooperative_

Games_Na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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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 학교(Residential College)의 전통과 학부 중심의 대학

한국의 종합 대학 내에서 칼리지(College)라고 하면 인문 대학이나 자연 과학 대학 

등과 같이 단과 대학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프린스턴 대학에서 칼리지라고 하면 단과 

대학이 아닌 기숙학교를 뜻하는 말이며 기숙학교 제도는 프린스턴 대학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학부에는 3개의 4년제 기숙학교(Butler, Mathey, Whitman)

와 3개의 2년제 기숙학교(Forbes, Rockefeller, Wilson), 전부 6개의 기숙학교가 있는데 

학부생은 1-2학년 때는 의무적으로, 3-4학년 때는 선택적으로 해서 총 4년을 캠퍼스 

내 기숙사에 사는 것이 보장된다. 각 기숙학교마다 교수들이 학장(Dean)과 여러 가지 

임원을 맡으면서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을 돕고 있고, 실제로 기숙학교 내에 거주하는

교수가 한 명씩 있어서 학생들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다. 각 학교는 또한 

기숙사, 식당, 그리고 도서관이나 세미나실, 공연장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프린스턴에서 좋은 전통으로 자리잡은 기숙학교 제도는 미국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이 프린스턴 총장 시절에 제안한 것이다. 대학원생은 

총 1,500명 정도가 있고 대학원 기숙학교는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붙이

지 않고 그냥 대학원 기숙학교(Graduate College)이라고만 부른다. 기숙학교 제도는 

미국에서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장 잘 뿌리를 내린 것

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이 제도는 영국의 옛 대학 전통을 따른 것이다.

기숙학교 전통에서 알 수 있듯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학부 교육 중심의 대학이며 

법대, 경영대, 의대와 같은 전문 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을 두지 않고 기초 학문을 

중시하는 학풍을 가지고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 내에서도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 다음으로 적은 학생 수를 가지고 있지만 교수의 수는 많은 편이어서 현재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1:5 정도이다. 학부 교육을 강조하는 학교답게 4학년 졸업 논문

(Senior Thesis)에 대한 대학의 요구나 지원은 여느 대학원의 석사 논문 못지 않다.

3학년이 되면 수업과는 별도로 학기에 한 편씩 3학년 논문(Junior Paper)를 쓰면서

지도 교수와 만나서 토론하고 자료를 조사하며 졸업 논문을 쓸 준비 과정을 거친다.

4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졸업 논문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지도 교수와 만나서 자주 

토의해야 하며 도서관 자료 이용 또한 매우 빈번하다. 또한 필요하면 자료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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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도 한다. 한 예로 최근에 졸업한 한 4학년생이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해 주제를 

잡았는데 자료 조사를 위해 여름 방학 동안 한국에 다녀오는 것까지 대학에서 지원해

주었다. 이처럼 졸업 논문에 대한 요구와 지원이 큰 만큼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또한 어렵게 나온 결과물인 만큼 도서관에서도 학부 학생의 졸업 논문을 

중요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 2013년에 나온 1,222편의 학부 졸업 논문 중 한국과 

관련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논문이 제출되었다(괄호 안은 제출 학과).

· South Korea’s Ideology Divide: Impact on Domestic Politics and Inter-Korean

Relations(정치학과).

· Crafting Policy in the Shadow of Hegemons: South Korea’s International Influence

and a Role for Middle Powers(정치학과).

·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Suicide Preven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심리학과).

· The U.S.-China-South Korea Strategic Triangle: the Influence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on U.S.-South Korean Relations(우드로 윌슨 스쿨)

한국과의 인연 - 최초의 박사 학위를 받은 이승만

한국인으로써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우남 

이승만 박사이며 그 학위는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과에서 1910년에 받은 것이다.

위키피디아 한국어판을 비롯한 여러 관련 기사 및 서적에서 그가 프린스턴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재인용하고 있는 것은 박사 학위를 뜻하는 Doctor of

Philosophy의 philosophy를 ‘철학’으로 오역한 것 때문인데 이 때 philosophy는 ‘철학’

이 아니라 학문 전체를 넓게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승만의 학위는 철학 박사가 

아닌 정치학 박사라고 해야 맞다. 이승만의 박사 논문의 제목은 미국의 영향을 받

은 중립(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으로 그가 논문의 서문에 썼듯이 

논문을 지도한 교수는 정치학과 교수였던 에드워드 엘리옷(Edward G. Ellio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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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 대학의 아카이브에 보존된 엘리옷 교수의 편지에 의하면 이승만의 박사 

논문은 한 때 불합격될 뻔한 위기도 있었으나 후에 조건부로 합격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제출한 원고가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논문은 1912년에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이 되었는데, 당시 대학의 

규정에 의하면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날과는 달리 반드시 출판사에서 출판

을 한 책을 대학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출판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해결해

야 했다. 이승만이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에 대학원 학장이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곧 

귀국 예정이었던 그에게 1년 이내에 책을 출판하여 제출하도록 재촉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출판은 2년 뒤까지 미뤄졌으며 출판에 필요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림 2] 학위 취득자 명단이 실려 있는1910년 프린스턴 대학 편람. 이승만은 그 해 프린스턴 

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여덟 명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유일하게 미국인이 아니었다. 이름 옆의 A.B.,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07은 이승만이 학사 학위를 받은 대학과 연도를 표시한 것이다.

이승만은 박사 과정에 있는 동안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제공하여 준 기숙사에 

머물렀다.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여러 글에서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원 기숙사에 살았다는 것인데, 프린스턴의 기숙학교 제도의 

하나로 설립된 대학원 기숙학교(Graduate College)는 이승만이 졸업을 하고 난 이후

인 1913년에 문을 열었으므로 시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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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프린스턴의 대학원생이 다른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아직 대학원 기숙사가 없던 당시에는 프린스턴의 대학원생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에서 사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다. 신학대학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이 프린스턴 대학교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어로

이름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캠퍼스는 프린스턴 대학의 캠퍼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영문 명칭은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로 Princeton University와는 

전혀 다르다. 특히나 예일 대학교와 같이 종교학과와 신학대학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어서 더욱 혼란을 준다. 예일 신학대학원은 예일대 소속이지만,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은 프린스턴 소속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학교이다. 프린스턴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비슷한 이름 때문에 한국에서도 출신 대학을 놓고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어떨 때는 학력 위조 시비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과의 인연 - 최초의 석사 학위를 받은 서병규

이승만 전 대통령과는 달리 서병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가 한국인으

로는 최초로 미국 학부의 학사 학위와 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란 것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필자가 서병규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이승만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보다 앞선 시기의 대학 편람에 서병규라는 한국인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부터이다(대학 편람에는 Kiu Beung Surh라고 나온다). 하지만 대학 아카이브에서 보관

하는 동문 파일에는 남아 있는 서병규 관련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서병규의 흔적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은 글 첫머리에 제시한

“프린스턴에 재학 중인 한국의 왕자”라는 1898년 동문 소식지 기사를 비롯하여 서병규의 

한국 고서 기증을 간단하게 언급한 1899년 기사나 서병규가 기증한 한국 고서에 남겨

진 기증 메모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지역 신문 기사나 학교 신문 기사를 조사하였고 

단편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연결시키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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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병규를 소개하는 

1898년 프린스턴 동문 소식지

[그림 4] 서병규의 한국 고서 기증을 소개하는 

1899년 프린스턴 동문 소식지

서병규의 입학에 대한 1898년 10월27일 동문 소식지에서는 ‘규’를 Kiu 대신 Kin으

로 잘못 표기하였는데 같은 오류가 다른 여러 신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이름의 철자에 익숙하지 않은 기자들이 필기체에서 u와 n을 혼동하였기 때문

으로 보인다. 기사에서는 서병규를 귀족 가문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Princeton

이라는 대학 이름에 맞추어서 Corean Prince at Princeton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이 때문

에 나중에 서병규가 프린스턴에 기증한 고서에 기증자가 Prince Surh라는 메모가 남겨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Prince라고 한 것은 언어 유희의 일종이며 왕자란 뜻이 

아니라 귀족의 자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기사의 이어지는 내용

에 의하면 졸업 후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윌슨 교수에게서 특별 

수업을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기사가 언급한 윌슨 교수는 당시 프린스턴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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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치 경제학 교수였던 우드로 윌슨 교수7)로,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 제 13대 총장과

뉴저지 주지사를 거쳐 제 28대 미국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족 자결

주의(Self-determination)로 잘 알려져 있다. 흔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에게 큰 영향을 준 은사라고 알려져 있으나, 서병규의 졸업 후 10년이 지나 이승만이 

프린스턴의 박사 과정에 들어온 1910년이면 윌슨은 이미 6년째 프린스턴 대학 총장직

을 수행하는 중이었으니 직접 수업을 듣거나 논문 지도를 받을 기회가 있었을 가능성

은 희박하다. 프린스턴 대학 아카이브의 졸업생 기록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이승만의 

수업 이수 기록이나 논문 관련 기록에 우드로 윌슨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

를 뒷받침한다. 기록으로 보건대 실제로 우드로 윌슨을 사사하여 제자라고 불릴 만한 

한국인은 1899년에 정치학 석사를 받은 서병규라고 할 수 있겠다.

서병규는 프린스턴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석사 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Virginia) 주에 있는 로노크 대학교(Roanoke University)에서 한국인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가 한국인 최초의 학사 학위를 받은 것과 

졸업식 때 연설자의 한 명으로 뽑혀 “사회 속의 개인(The individual in society)”이라

는 제목으로 연설을 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1898년 당시 버지니아 주 지역 신문에서 

전하고 있었다. 또한 1899년의 로녹 대학 소식지에서는 서병규가 졸업 후 귀국 예정

임을 알리고 있었다.

[그림 5] 한국인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은 서병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석사 학위도 받고 귀국할 예정임을 알리는 로녹 대학 소식지.

7) Princeton University(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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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을 졸업한 후 서병규는 입학 때의 희망대로 정부의 관리가 된 것으로 보이

는데, 고종 실록을 보면 1902년에 서병규(徐丙珪)라는 인물을 수민원(綏民院) 총무

국장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8). 수민원은 1902년에 새로 설치된 관청으로 

백성의 해외 여행권을 관장하던 곳이며 조선인의 하와이 초기 정착에 크게 관여하였다9).

이 고종 실록의 기사는 서병규의 딸인 안나 S. 체스넛(Anna S. Chesnutt)이 아버지의 

일생에 대해 쓴 그녀의 책 운명(Destined)에서 1903년에 한국의 첫 하와이 이주민을

보내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서술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 인물로

보인다. 이처럼 프린스턴 대학의 교육은 구한말 한국 정부와 이민 정책에까지 영향

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도서관

오늘날 프린스턴 대학도서관은 캠퍼스 내외의 여러 분관에서 천백만 건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기관이 되었지만, 1746년 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총장의 개인 장서를 도서관으로 사용하였고 1750년에 주지사인 조나단 벨처(Jonathan

Belcher)로부터 474권의 장서를 기부받았을 때에도 대학도서관이라고도 부르기 힘든

한 작은 방에서 시작하였다10). 그 작은 도서실의 모습과 책은 파이어스톤 도서관의 1층

에 옛 모습 그대로 보존 및 전시되고 있어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1760년 처음으로 

대학 도서관의 목록이 출판되었을 때에 수록된 장서 수는 1,300여권이었고 계속해서 

크게 늘어났으나 독립전쟁 때 프린스턴 지역이 격전지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되

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화재로 또 일부가 소실되기도 했으나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1868년에는 100년 사이에 장서 수가 열 배가 넘는 14,000여권으로 늘어났으

나, 여전히 독립된 도서관 건물이나 사서가 없이 관리되고 있었다. 처음으로 독립된 

건물인 도서관이 세워진 것은 1873년으로, 대학의 동문이자 이사이며 뉴저지 주의 

형평법 법원(Court of chancery)의 법관(Chancellor)이었던 존 C. 그린(John C. Green)이 

8) 고종실록 39년(1902) 11월27일: “六品徐丙珪任綏民院總務局長, 敍奏任官六等.”
9) 김도형(2013).
10) Princeton University Library(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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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챈슬러 그린 도서관(Chancellor Green

Library)이라고 명명하였다. 챈슬러 그린 도서관은 오늘날도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지금은 도서관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공부하거나 쉴 

수 있는 학생 센터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첫 도서관이 세워지긴 했지만 빠른 속도

로 늘어나는 대학의 장서 크기가 챈슬러 그린 도서관의 수용 공간을 넘어서는 데는 

30년도 채 걸리지 않았고, 대학 개교 150주년이었던 1896년 즈음에 새 건물을 더 짓는

계획을 의논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새로 파인 도서관(Pyne Library)을 건립하였지만

이 역시 50년이 채 되기 전에 공간이 모자라게 되고 마침내 현재의 중앙 도서관인 

파이어스톤 도서관이 세워 지면서 대학 도서관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림 6] 챈슬러 그린 도서관이 생긴 1873년부터 파이어스톤이 준공된 1948년까지 75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11). 이 시기에 바뀐 대학의 이름도 지도에 반영되고 있다.

11) Princeton University Library(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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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으로도 도서관이 모습을 갖추어 가면서 도서관 서비스도 점점 틀을 잡아가게

되었다. 32년간 프린스턴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알렉산더 라이치(Alexander Leitch)에 

의하면 1873년까지는 대학 도서관 사서직(University Librarian12))은 교수와 같이 항상 

다른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맡았는데 당시에는 대학 도서관 운영에 드는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868년에 임기를 

시작한 제 11대 맥코시(McCosh) 총장은 도서관 확장에 관심이 많아서 도서관 대출 

가능 시간을 기존에 일주일에 한 두 시간에 불과하던 것을 주중 매일 한 시간으로 

늘렸고, 1873년에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일할 사서를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스카우트

해 왔다. 리차드슨 분류법으로 알려져 있는 분류학자 어니스트 C. 리차드슨(Ernest C.

Richardson)이 부임한 1890년부터는 도서관 내에 열람실을 개방하였고 대출 가능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일몰까지로 대폭 늘렸으며 1928년에는 자정까지 도서관을 

열도록 확장하였다.13)

프린스턴 도서관은 대학의 개교로부터 260여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캠퍼스 

곳곳에 12개의 분관으로 성장하였고, 다가오는 시대에 맞춰 10여년 계획의 파이어스톤

도서관 레노베이션 프로젝트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캠퍼스에는 파이어스톤 

도서관 외에도 여러 분관들이 주제에 따라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주제 사서들도 

각 분관에 오피스를 두고 상주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 분관의 특징은 연구

의 중심이 되는 학과와 같은 건물에 있거나 바로 옆에 있어서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도서관은 동아시아 학과

의 바로 윗층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개인 열람실도 도서관 내

에 배정되어 있어서 학과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중앙 도서관인 

파이어스톤 도서관과 각 분관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파이어스톤 도서관(Firestone Library): 1948년에 준공된 파이어스톤 도서관은 

프린스턴 대학의 심장에 해당하는 도서관이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1943년 12월

부터 1945년 12월까지 2년 남짓한 캠페인 기간 동안 모은 기금은 약 560만 달러

였으며 기존의 기금과 합쳐서 약 617만 달러(현재 가치로는 약 8000만 달러)의 

12) 한국의 도서관장에 해당.
13) Leitch(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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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기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타이어 

회사로 유명한 파이어스톤 가문이었는데 창업자인 하비 파이어스톤의 아들들 

다섯 명 모두 프린스턴 대학을 다녔다. 파이어스톤 가문에서 기부한 금액은 캠페인

기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여 그 후의를 기리기 위하여 도서관의 이름도 

가문 이름을 따온 것이며 하비 파이어스톤의 흉상도 또한 도서관 입구에 세워져

있다. 비록 20퍼센트 이상이 한 가문에서 나온 것이지만 나머지 약 80퍼센트의 

기금은 여러 동문들과 후원자의 지원이 없었으면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동문과 후원자들의 든든한 지원을 기리기 위해 파이어스톤 도서관의 입구 바로

앞의 벽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이 도서관을 짓고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준 충실한

아들14)들과 후덕한 친구들을 위해 프린스턴 대학은 여기에 깊고 영원한 감사의 마음

을 기록하는 바입니다.”

[그림 7] 파이어스톤 도서관 전경.

14) 여기서 대학 동문들을 “아들과 딸들”이 아닌 “아들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 당시 프린스턴 대학

은 아직 남녀 공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프린스턴 대학에 여학생이 학위 과정으로 들어온 것은

1961년에 대학원 학생이 처음이었고 학부가 남녀 공학이 된 것은 1969년의 가을학기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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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서관(Architecture Library): 건축 디자인, 건축학의 역사와 이론 등에 

관련된 서적이나 건축학과의 커리큘럼에 맞게 도시 설계나 건축 관련 전문 

실용서 등을 구비하고 있다.

· 게스트 동아시아 도서관(East Asian Library and the Gest Collection): 주로 한․

중․일 언어로 된 자료를 다루는 곳이며, 파이어스톤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캠퍼스에서 가장 큰 78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고서를 많

이 소장하고 있는데 북미 대학 도서관 중에서는 하바드 옌칭 도서관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 공학 도서관(Engineering Library): 공학 교육을 위한 프렌드 센터(Friend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학 관련 서적을 소장하고 있다.

· 도날드 E. 스톡스 도서관(Donald E. Stokes Library): 공공 및 국제 정책 연구로 

유명한 우드로 윌슨 스쿨(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을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인구 관련 연구를 위한 자료도 함께 수집 소장

하고 있다. 우드로 윌슨 스쿨을 세계적인 기관으로 성장시킨 정치학 교수이자 

프린스턴의 1951년 졸업생인 도날드 E. 스톡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 루이스 과학 도서관(Lewis Science Library): 프린스턴 1955년 졸업생인 피터 B.

루이스(Peter B. Lewis)의 기부로 만들어진 도서관이라서 루이스 도서관이라고 

명명하였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디자인으로 유명한 건축가 프랑크

게리(Frank Gehry)가 건물과 인테리어 하나하나 디자인한 도서관으로 게리 특유의 

은색 티타늄의 외관이 특징이다. 과학의 여러 분야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지하에는 지도 컬렉션과 지리 정보 센터(Geospatial Information Center)가 있다.

· 마콴드 미술 도서관(Marquand Library): 1908년에 설립되어 미국에서 가장 오래

되고 큰 미술 도서관이며 프린스턴 미술관(Princeton Art Museum)과 나란히 붙

어 있다. 프린스턴 최초의 고고미술학 교수이자 고고미술학과의 창립자인 앨런 

마콴드(Allan Marquand)의 이름을 딴 것으로 그가 개인 소장 도서 5천권을 기증

한 것이 미술 도서관의 시작이었다. 현재 컬렉션의 거의 40만권에 달하는 장서는

동서고금의 미술 서적을 망라하고 있다. 마콴드 도서관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현황 53

프린스턴 ID가 필요하며 외부 방문객의 경우 파이어스톤 도서관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마콴드 도서관 내의 도서에 한해서 대출이나 상호대차가 

불가능하다. 중국이나 일본의 미술 서적을 수집하는 전문가가 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미술 서적을 수집하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 멘델 음악 도서관(Mendel Music Library): 프린스턴 도서관의 가장 큰 후원자 중

의 한 명인 윌리엄 샤이디(William Scheide)의 지원으로 샤이디의 스승이었던 

아서 멘델(Arthur Mendel)의 이름을 따서 프린스턴의 모든 음악 관련 자료를 

소장하는 도서관을 만든 것이 지금의 멘델 음악 도서관이다. 6만5천권의 장서,

6만 건의 악보, 9만4천 건의 음반과 2천6백 건의 비디오 등을 소장하고 있다.

· 실리 G. 머드 고문서 도서관(Seeley G. Mudd Manuscript Library): 20세기의 공공 

정책 관련 문건들을 보존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학의 역사를 보존하는 대학 

아카이브이기도 하다. 도서관 설립을 후원한 실리 G. 머드 재단의 이름을 딴 것

이며 프린스턴을 거쳐간 사람들의 기록이나 대학의 공문서, 논문이나 출판물 

등이 계속해서 입수되고 보관되고 있다. 프린스턴 졸업생인 이승만 전 대통령

의 동문 파일도 머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도서관 정책 상 고서를 둘 수

없는 동아시아 도서관의 고서도 이 도서관에 대부분 보관되어 있어서 동아시아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장소이다.

· 특별 장서부(Rare Books and Special Collections): 특별 장서부는 별도의 건물이 

있지 않고 파이어스톤 도서관과 머드 고문서 도서관 내에 자리잡고 있다. 특별 

장서부에 있는 장서의 범위는 연대별로 보면 최장 5천년이 차이가 날 정도로 

고대의 설형문자 태블릿에서부터 현대의 자필 원고에 이르기까지 20만 건의 

귀중본을 자랑하는 곳이다.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옛날 것부터 모아서 소장

하고 있는 도서관 속의 작은 도서관 캇슨 어린이 도서관(Cotsen Children’s Library)

이나 샤이디의 개인 컬렉션(Scheide Library)도 특별 장서부에 연계되어 있다.

샤이디의 개인 컬렉션 중에는 세종 16년인 1434년에 주조된 갑인자로 인쇄한 

좌구명(左丘明)의 국어(國語) 21책 중의 제1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0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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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상당한 고가에 구입한 것이다. 고서점 통문관의 창업자

이자 고서적 수집가인 故 이겸로 씨가 소장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1책이 빠진 나머지 20책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지 아니면 1책이 영국에 

가 있었던 것처럼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는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 플라즈마 물리학 도서관(Plasma Physics Library):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

(Princeton Plasma Physics Laboratory)라는 이름의 국가 기관을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 프린스턴 대학이기 때문에 도서관 역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플라즈마 물리학, 핵융합로, 광학 등에 관련된 장서를 수집 및 

소장하고 있다. 공공에 개방되어 있으나 사전에 예약을 해야 방문이 가능하다.

프린스턴 도서관과 리차드슨 분류 체계

1760년의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 목록15)을 살펴보면 총 1,281권의 장서가 기록되어 

있다. 아직은 분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던 시기라서 각 책의 제목과 저자, 그리고 

서가 번호와 책 번호 정도만 기재되어 있었다. 180여년이 지난 1941년의 대학 기록16)

을 보면 대학의 장서는 사전식 카드 목록(Dictionary card catalogue)로 검색이 가능하

다고 되어 있다. 모든 저자가 알파벳 순으로 카드가 만들어져 있고 저자의 이름 

아래에 작품 제목도 알파벳순으로 들어 있었다고 한다.

1890년부터 1925년까지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장이었던 분류학자 어니스트 C.

리차드슨(Ernest C. Richardson)은 분류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그의 저서 분류: 이론과

실제(Classific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에서 프린스턴 도서관에서 확립한 자신의 

분류체계를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의 분류체계(System of the Princeton University

Library)라는 항목 아래에 소개하고 있다17). 지금은 리차드슨 분류(Richardson

Classification)으로 알려져 있는 이 분류 체계는 그가 임기를 시작한 1890년부터 프린스턴

15) The College of New Jersey(1760).
16) Princeton University(1942).
17) Richardson(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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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서관을 개혁하면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인데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에서만 사용된 

분류 체계이다. 1890년은 아직 미국 의회 도서관 분류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듀이 

십진법은 대학 도서관과 같은 연구 도서관에는 맞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던 

시기이다. 하바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에서 고유의 분류 체계를 고안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그림 7] 리차드슨의 분류법의 일부. 아시아의 역사는 1700에 할당되어 있다.

리차드슨의 분류법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 도서관의 목적에 맞게 정확

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반면에 숫자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한다. 전체 주제는 0000에서부터 9900까지 크게 나누어지는데 네 자리 중 앞 두 자리

는 큰 주제이고 하위 주제는 나머지 두 자리에서 더 나누어진다. 더 자세한 분류를 

위해 소수점을 두 번 더 찍은 책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분류법에 의하면 

한국의 역사는 시기에 따라 1728과 1729 사이에 할당되어 있다. 흥선 대원군의 묘를 

도굴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에른스트 오페르트(Ernst Oppert)의 1880년 저서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Corea)은 리차드슨 

분류법에 따른 청구번호가 1728.688.11이고, 1955년 한국 정부 공보실에 발행한 영문 

자료 한국의 위상(Where Korea stands)의 청구번호는 1729.53713.4이다. 1897년에 

미국 의회 분류법이 만들어지면서 리차드슨 분류법은 프린스턴 내에서도 많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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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딪히게 되어 1960년대에 와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책이 리차드슨 분류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재분류 작업이 끝나지 않은 책

이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리차드슨조차 의회 도서관 분류법이 대부분

의 대학 도서관에서 쓰일 것으로 예견했는데 의회 도서관 분류법이 더 일찍 만들어

졌더라면 자신도 그 체계를 채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리차드슨 자신이

‘재분류는 매우 값비싼 호사이다’(Reclassification is a very expensive luxury)라고 말했

듯이 프린스턴 대학이 2010년부터 약 15개월에 걸쳐 약 75만권의 장서를 리차드슨 

분류에서 의회도서관 분류로 바꾸는데 소요될 것으로 계산한 예산은 무려 16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18) 이 프로젝트 이후 많은 부분 의회 도서관 분류로 전환되

었고 새 자료는 의회 도서관 분류로만 적용한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리차드슨 

분류로 된 책은 도서관 남아있다. 게다가 동아시아 도서관에는 동양서에만 적용하는 

하바드-옌칭 분류법까지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계속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

까지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동아시아 도서관(East Asian Library and the Gest Collection)

중앙도서관인 파이어스톤 도서관을 제외한 분관 중에서 가장 장서 규모가 큰 도서관

은 바로 동아시아 도서관이며,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국 장서 대부분은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동아시아 도서관의 이름에 들어 있는 게스트(Gest)는 

장서를 처음 만들었던 기온 무어 게스트(Guion Moore Gest)의 성에서 따온 것이다.

게스트는 1920년 초 뉴욕에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을 상대로 일하던 건축기사였는데

사업차 갔던 중국에서 어반 반 고든 길리스(Irvan Van Gordon Gillis)를 만난 것이

게스트 콜렉션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길리스는 미국의 중국 관련 정보부에서

일했던 중국통이었을뿐만 아니라 중국 고서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녹내장을 앓고 있던 게스트에게 길리스는 동양 의술을 권하였고, 효과를 본 게스트

는 그를 통해 의학 서적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서적의 수집 범위는 의학서에서 시작

18) Bernstein(2010, Novemb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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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아시아 도서관의 참고 자료실

하여 역사서나 문학서까지 확장되었고 한자뿐만 아니라 만주어로 쓰여진 서적이나

불경, 그림과 같은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점점 장서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 때

길리스가 수집한 서적의 범위는 한자로 쓰여진 고서를 아울렀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

본에서 나온 고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게스트 컬렉션에서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

(東醫寶鑑)이나 정조의 어의였던 강명길의 제중신편(濟衆新編)과 같은 한국 의학서

가 발견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게스트 콜렉션이 규모가 커진 후에는 캐나다 몬트리올

에 있는 맥길 대학(McGill University)의 도서관의 관리하에 두게 되었는데 1929년에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 이후 재정적 타격으로 게스트는 더 이상 장서 수집에 자금을 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자비로 계속해서 수집한 길리스와 무보수로 일했던 큐레이터

낸시 리 스완(Nancy Lee Swann) 덕분에 컬렉션은 성장을 계속하여 장서 수는 10만여

권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대공황으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던 맥길 대학에서 

1936년 게스트 컬렉션을 구입한 것은 프린스턴 고등 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y)였다. 1920년대에 중국을 떠나 멀고 오랜 여정 끝에 프린스턴에 정착한 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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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을 활발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에 프린스턴 대학에 동양학과

가 설치되면서이다19).

대체로 대학의 도서관은 연구나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게스트 콜렉션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이미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콜렉션을 연구하기

위해 학과가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보통은 프린스턴 동아시아 도서관이라고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동아시아 도서관과 게스트 콜렉션(The East Asian Library and the Gest

Collection)”으로 이것은 게스트와 길리스가 수집한 10만여권의 고서와 그 이후에 

수집된 동아시아 관련 자료를 다 포함하는 이름이다.

한국학 장서(Korean Collection)

프린스턴 대학에 동양학과가 설치된 1950년대 후반 이후에도 동아시아 도서관의

장서는 동양학과의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늘어났다. 북미 동아시아 도서관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80년 프린스턴의 한국학 장서는 북미 대학 도서관 

중에서 6번째 규모였다20). 이 때 프린스턴의 한국학 장서수는 7,000여권에 불과했으니

프린스턴의 규모가 컸던 것이 아니라 북미 한국학 장서가 아직은 불모지나 다름없어서

몇몇 큰 대학을 제외하고는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일본학 사서였던 한국인 윤수원 씨가 그나마 한국 서적에 관심을 가지고 

수집했던 덕분으로 그 정도를 유지했던 것이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1990년 통계에 의하면 프린스턴의 한국학 장서는 10년간 겨우 2,000여권

이 늘어났으나 북미의 다른 여러 학교에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서 북미 내 규모는 9번째로 밀려나게 되었다21). 다시 10년이 지난 2000년이 되었을 

때는 여전히 10년간 4,000여권만이 늘어났고 한국학에 대한 연구가 북미에서 활발해

지고 있던 시점이라 북미 내 규모는 14번째까지 밀려났다22). 특히 1994년부터 국제

19) Heijdra(2010).
20) Current status of East Asian Collections in American Libraries, 1979/1980(final report).
21) Current status of East Asian Collections in American Libraries, 1989/1990.
22)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for North American Institutions, 1998-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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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재단에서 시작한 북미 한국학 장서 컨소시엄(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의 지원을 받는 대학 도서관의 발전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 성장이 더뎠던 프린스턴의 한국학 장서는 더욱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

다. 북미 한국학 장서 컨소시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학 사서가 

있어야 하며 대학 내에서도 일정 금액의 예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프린스턴

은 오랫동안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정식 회원이 된 2012년까지 컨소시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프린스턴의 한국학 장서가 발전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 강의를 

시작한 한국 역사 전공의 Joy Kim 교수가 부임하고부터이다. 이듬해에는 한국 영화 

전공의 Steven Chung 교수가 부임하면서 기존에 있던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다양한 한국학 관련 수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교수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인 한국어 프로그램의 발전 역시 괄목할 만하다. 2009년 이전에는 한국어 교수진은 

2명뿐이었으나 한국어 수강 학생은 해마다 늘어나서 2011년에는 3명으로 늘어났고 

2014년 가을부터는 4명의 교수진이 풀타임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예정이다. 교수진이 

갖추어지면서 수업과 연구를 지원할 도서관을 갖추는 것에도 촛점이 맞추어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2008년에 필자가 프린스턴의 첫 한국학 사서로 임용되기 전 까지

는 일본학 사서가 한국학 사서직을 겸하고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학 장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또한 신생 한국학 

컬렉션에 대한 도서관 본부와 동아시아 학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한국학 장서는 

이제 튼튼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앞에서 언급한 북미 한국학 

장서 컨소시엄의 자격을 갖춘 14번째 회원으로 가입,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000 달러의 장서 구입 비용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Steven

Chung 교수가 종신 교수직를 보장받음으로써 한국학 장서의 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2014년 6월 현재 한국 장서의 수는 32,000 여권에 이르며 다수의 전자자료도 

구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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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760년에 나온 대학 도서관 목록의 첫머리에서 제4대 총장이었던 새뮤얼 데이비스

(Samuel Davies)는 도서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 

방대하고 잘 정리된 장서는 대학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유용한 가구

이며, 가장 가치있는 보유 재원이다.23)” 도서관에 대한 찬사로 시작하는 이 데이비스 

총장의 서문은 프린스턴 대학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학 컬렉션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뗀지 이제 6년이 되어

간다. 동아시아 학과 내 한국학 프로그램의 발전과 더불어 데이비스 총장이 지향했던

“정규 과정과 교실 수업을 넘어 무한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의 연구로 이끄는 최고의

조력자24)”로서의 도서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

라 대학 내외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23) The College of New Jersey(1760).
24) The College of New Jersey(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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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 Main library building

Russian state library was founded in 1862. Today the Library comprises a unique

collection of Russian and foreign documents in more than 300 languages, stocking over

45,5 million library items. It is also renowned for its specialized collections of books in

Oriental languages, maps, published and sheet music, audio records, rarities, dissertations,

newspapers and other stock categories. Inspired by its history and backed up with

today’s potential, the Library is emerging into the future along the four strategic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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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public

Anyone above the age of 18 (Russian legal age), whether a resident or not, is

welcome to use any of its 34 reading rooms.

About 200 new readers come to register with RSL every day. The overall number of

daily RSL visitors mounts to 4000. The RSL Virtual Reading Halls are available in 80

Russian and CIS cities and are attended by about 8000 visitors daily.

For over 140 years the Library has been providing its resources to a widest variety of

readers: world-reputed scholars as well as students, practical specialists and fundamental

theorists, residents and visitors from abroad.

Though really immense, RSL stock is perfectly visible through the elaborate system of

its catalogues and card-indexes. There is also free public access to RSL’s on-line

digital catalogue, which has been launched recently and is continuously extending.

To promote public interest for reading, RSL hosts regular educational and cultural

events, bringing together scholars, writers, artists and actors and their audiences at book

presentations, readers' conferences, public talks and concerts.

[Picture 2]

Main book d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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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academic

RSL is a hub research institution in the system of library, bibliography and book

trade studies.

The Library consistently carries out preparatory works on cumulative Russian book

catalogues and publishes fundamental researches and practical guides in bibliography.

RSL researchers are leaders or major contributors into the relevant nation-wide projects,

such as ‘The Memory of Russia', ‘Identifying, cataloguing and safe-guarding book

monume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Co-ordinated acquisition of ‘Rossica' heritage

materials for Russian library stocks', ‘National stock of legal and public state documents'.

As a part of its scholarly activities RSL runs unique research and applied projects for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documents.

Going digital

Strategically driven by promoting a wider public access to its stocks, RSL has been

running a range of digital projects aimed at preservation of its heritage – texts, data

bases, audio and video records, films and images – in digital formats. Consequently a

substantial proportion of RSL stock has been recently digitized. In 2003 RSL also acted

as an initiator of the ‘National E-Library Project' and set up a unique e-collection of

dissertations for degrees.

Going international

Russian State Library boasts of long-term work connections with peer-libraries around

the globe as well as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and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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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5 RSL has signe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Russian State Library and

National Library of Korea. Two national libraries have agreed to exchange information

and experiences, library materials, to exchange visits and specialists. Under this

agreement two libraries carry out Russia-Korea National Library Work Exchange

Program. Delegates of two libraries during seminars and meetings discuss various topics

related policy directions,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strategy of National Libraries. RSL

and NLK implement also joint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Cooperative Project for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A total of 30 titles and 80 volumes of rare Korean

books from the Russian State Library were digitized from this project.

Centre of Oriental Literature of the RSL

[Picture 3] Oriental Centre

The Russian State Library houses one of the largest in Russia and abroad collection of

books in the languages of the peoples of Asia and Africa, numbering about 870 thousand

units. Holder of this collection is the Centre of Oriental Literature (Oriental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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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collection offers domestic and the most importantly from a scientific and

practical point of view, foreign editions in 230 languages of Asia and Africa. Period of

coverage is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present times. These are books, magazines,

newspapers, ongoing publications, certain types of cartographic, musical, art publications

and voice recordings (on CD- and DVD-media).

Collection is diverse in content and design of the publications and covers various fields

of the academic disciplines. Collection has been developed mainly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ut also includes books o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physics,

chemistry and mathematics. Technical books are represented by the books in the Chines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Very valuable is the collection of bibliographic reference books on various branches

of knowledge: encyclopedias, bibliographies, biographies, dictionaries, hand books.

Book collection in Oriental languages reflects the different epoch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sian and African countries. Historical documents, chronicles, memoirs,

research papers reveal the history of Asia and Africa countries and their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Classical works of medieval authors on history, philosophy, geography, linguistics and

literature occupy an important place in the Collection. The Collection contains a number

of valuable publications: paleotypes and books published in the 16-18 centuries. There

are woodcuts in Chinese, Japanese, Korean and Mongolian languages among them.

In addition to the main collection, an auxiliary one is being created, which includes

language dictionaries, monographs and scientific works on Oriental studies, handbooks

and general encyclopedias in Russian and other European languages.

In addition, other specialized departments of the RSL, such as Manuscript Department,

Music Department etc., store more than 20,000 units (more than 3,500 manuscripts,

maps, music, microfilm) in Oriental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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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4] Reading room

Centre operates seven reading rooms for the largest collections including Korean

Reading room, conference room (70 square meters), which regularly hosts exhibitions,

meetings, conferences, seminars.

In its activities Oriental Centre combines traditional library functions and elements of

the unique cultural and educational center.

In June 1995, the Centre was transferred to a separate building (Mokhovaya street, 6),

which houses the book depositary, reading rooms and workrooms for cataloguers and

staff. This stone two-storey cottage with a four Ionic portico on the street frontage on

Mokhovaya street and the neighborhood is defined as an urban homestead of

Shakhovskoy princely family and assigned to objects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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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5] Centre of Oriental Literature 

[Picture 6] Inner court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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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the Centre of Oriental Literature goes back to 1919 when, along with

other scientific departments in the RSL a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was established.

Work with publications in Oriental languages has many specific features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scripts and alphabets,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language differences,

the national tradition in publishing and typesetting, printing methods, finally, the limited

circle of people who know oriental and especially “rare” languages.

Given these features, it was recognized that the most appropriate form of work with

publications in Oriental languages is the work in an integrated department, which carries

out the collection and storage of books, processing publications, organization of a

system of catalogs, reference and bibliographic work.

Well known turkologist Vladimir A. Gordlevsky (1876-1956) was appointed to a post

of Head of the Oriental Centre and he remained in office until the end of 1933. This

famous Oriental studies scholar pledged the basic principles of work with publications in

Oriental languages: Oriental language is the basis for all activities and functions of the

Centre, respect for the culture and traditions of the people of this Oriental country,

including its writing system, rational management of knowledge and skills of the

specialists in Oriental studies. These principles are respected to this day.

Initially, the Russian Public Library had few books in oriental languages from the

collection of the founder of the library Count N.A. Rumyantsev (1754-1826). In 1863

the Library received a collection of Russian Orientalist A.S. Norov (1795-1869), which

had books in Chinese, Arabic and other oriental languages.

Very important replenishment was the collection of Russian diplomat and sinologist

K.A. Skachkov (1821-1883). Skachkov’s widow in 1874 donated to the Library books

together with the card catalog. This collection, which has enormous scientific and

cultural value, includes woodcut books and manuscripts in Chinese, Japanese and partly

in Manchuri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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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7] Book Storage in Oriental Centre

In the 1930s collections in Oriental languages were considerably replenished. In 1939

Oriental Centre received the most valuable Chinese woodblock books from the Russian

diplomatic mission’s library (about 6 thousand volumes) and the Russian Orthodox

Mission’s library in Beijing. In the early 40s Oriental Centre received a collection of

books in Chinese from the Oriental Institute in Vladivostok, including multivolume

Buddhist and Taoist canons.

In 50-60s Russian State Library have put much effort into acquiring materials in

Oriental languages both due to the currency allocations, book purchase from

second-hand stores and individuals, and through increased international book exchange

with national libraries and research organizations in the East.

In those years, China National Library in Beijing has sent more than 1,000 books

annually. In the years 1954-1955 the National Library in Hanoi, Vietnam sent almost

all books published at this time in the Vietnamese language. Mongolia also sent

regularly their publications.

In the 60-70s book exchange relations were established with dozens of organizations

in India, Indonesia, Burma and Sri Lanka, with libraries and institutions in Egypt,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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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anon, Algeria, Morocco, Tunisia, with the National Library in Ankara and scientific

institutions in Turkey, many organizations in Japan and China.

Thanks to the book exchange books began to arrive from Africa: Ghana, Mali,

Nigeria, Tanzania published in Swahili, Hausa, Shona and other languages.

In the 60-80s thousands of books from the collections of many Oriental studies

scholars were acquired. For example, in 1980, was bought collection of books of literary

scholar and translator A.A. Babaev in the Turkish language (over 1,000 volumes).

Gifts and generous donations were received from bo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4,000 volumes of books and periodicals have been received in 1974 from the Government

of Japan. These items include particularly valuable series of annotated reprints of classic

books on Japanese history and literature and a selection of complete sets of 24 journal

titles, starting from the first years of publication.

In the 60-80s Moscow publishing agencies “Novosti”, “Mir”, “Progress”, “Raduga”

released in large circulation of translations of Russian authors, including in Oriental

languages. Oriental Centre received those books as legal deposit copy. In those years

and now Oriental Centre has received dictionaries in many languages of Asia and

Africa, including Korean. These dictionaries and textbooks are published by “Russian

language”, “Russian Encyclopedia”, “Nauka” Publishers etc.

One of the main activities in the Russian State Library in the 50s-70s was to develop

a uniform methodology for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the book. The first was

published in 1960, “Instructions for descriptions of books in the Oriental languages”.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description in the language of the books text in the original

writing system. Key elements of the description are given in the transcription. Brief

summary of the book's contents also is introduced in the description. The same

three-part form of the book description persists until today.

It should be noted that “Instructions for descriptions of books in the Oriental

languages” was the first experience in the world library practice to create a single

document for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the books in all Oriental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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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8] Oriental Centre’s Catalog

Oriental Centre complements books, makes bibliographic description, organizes and

manages catalogs, and provides bibliographic reference and information mainly in

Oriental languages.

Centre has developed catalog system including alphabetical and systematic catalogs.

Alphabetical catalog of books is organized on the language basis.

Systematic catalog is based on the tables of bibliographic classifications.

Currently, there are about 870,000

volumes of books, periodicals and serials

in 230 languages of the peoples of Asia

and Africa. In general, the Collection

consists mainly of books mainly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llection includes books of the

countries with a long tradition of writing

system, such as China, India, Korea,

Japan. There are books published in

more than forty kinds of scripts (Arabic,

vertical old Mongolian, hieroglyphic,

Hebrew, Devanagari and other kinds of

writing systems in the languages of

India and South Asia).

Publications are also diverse in

printing methods. There are many

woodblock books in Chinese and Japanese in the Collection. Among them are “The book

about Weiqi game”(围 棋) supposedly dating back to 1342, which Chinese libraries don’t

have, first edition in Japanese of the “Tale of Uji” (Udzi-monogatari), compiled in the

XIII century. The latter is sample of calligraphic skill with bar illu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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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ographed books are quite well represented in Collection. Lithography was a

favorite method of printing in Iran in the beginning of 19R century. For example,

edition of poet Nizami Ganjavi’s Pyateritsa (1845) with colored miniatures.

In the collection there are editions, intricately stitched in the form of harmonics, in

the form of “butterfly” or consisting of single sheets, top and bottom framed by wooden

planks held together with silk strings, etc.

The collection is rich in rare books and paleotypes: the first Jewish books Shlomo

Ben Abraham Adret’s Responsa (Heb. she'elot u-teshuvot, “Questions and answers”)

(1496), Maimonides' Mishneh Torah (1477), first edition (1592) of Ibn Sina's Canon of

Medicine. Among the earliest accessions are very rare early printed books, such as 16

of the 17 books referred to as Ibrahim Muteferrika’s “Turkish incunabula” published in

the first Turkish printing press.

Over 6,500 volumes is a collection in Sanskrit – the language of classical Indian

literature, most of the collection consists of religious and philosophical books.

Canonical collection of Buddhist texts “Tripitaka” ('80 BC. e.) was first published in

Pali. There is 1893 edition printed in Thai script. Separate part of the “Tripitaka”

preserved only translated into Chinese, Tibetan, Mongolian language. The collection

contains the following editions: in Chinese – Buddhist Canon “Daming sanzang” (1706),

in Tibetan language – “Translations of the Teachings” pronounced Tanjur (1724) and in

Mongolian – Bka‘-'gyur (Kanjur or Gandzhur; in the Delhi edition 1973).

Of great scientific interest for theologians are editions of the Quran – central religious

text of Islam. Oriental Centre collection has several hundred editions of the text of the

Quran in Arabic and numerous translations and comments.

Among the earliest publications in the languages of the Middle East are translations

of Bible compiled by European missionaries. The collection includes translation of the

Gospel in Turkish, published in Oxford in 1666,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in

Tamil (1714) which is one of the earliest books printed in India.

Almost half of the Collection consists of periodicals and continuous publications (up to

400,000 issues). RSL receives many magazines and newspapers in Oriental languages. Serials’

titles are varied and cover history, culture, art, literature, linguistics, scienc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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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on specific Oriental languages differ in the number. The largest portion of

the Oriental Centre’s Collection is books in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s. Collections

in Turkish, Arabic, Persian and Hebrew are also large in number. There are valuable

collections in Hindi, Bengali, Urdu and other Indian languages as well as collection of

books in Korean, Vietnamese, Mongolian and Indonesian.

Chinese collection (101,710 books) is the largest collection of all collections of the

Centre due to the duration of this collection (since the founding of the Library), close

ties between Russia and China in almost all periods of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e main part of the Chinese collection consists of publications late 19-20 centuries on

very diverse subjects/

Collection of books in Japanese is the second in number of books (about 70,000

books). Its content is universal. Its main part is a historical, social, political and fiction

literature, materials on economics, philosophy, science, and technology. Collec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s in Japanese (approximately 120,000 issues) is constantly

complemented Collection includes about 1,500 volumes of rare and valuable xylographic

books printed in 17th, 18th and 19th centuries.

Literature in Hebrew and Yiddish has always occupied an important place in the

collections of Oriental Centre, not only in scope, but also in composition – from

paleotypes to publications in the 20th century. Books in this collection were publishe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 from major cities in Europe to small Russian towns, from

countries in North and South America to India and the Arab countries, and by category

book titles encompass from the Bible and its comments to fiction literature.

Certainly private collections are of particular value such as the collection of J. Maze – 
2700 volumes (acquired in the 30s). Most of these collections have been collected by

more than one generation of bibliophiles for decades with the help and advice of major

specialists in Jewish culture. Among 40,000 Hebrew books in the Oriental Centre more

than half (21,000 books) which makes up private collections are maintained separately in

the closed stacks.

Among the 21,000 volumes of books in Arabic are materials from all Arab countries

on diverse subjects, from the Quran and other religious scriptures to fiction,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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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s on medicine to works on history and geography.

Besides these languages collections Centre also holds books in other languages of

Asia and Africa: Persian, Turkish, Vietnamese, Indian languages (Sanskrit, Hindi,

Bengali and other), Mongolian, Indonesian and many others.

There are individual librarians for the Korean, Chinese, Japanese, Southeast Asia,

Arabic, Turkish, South Asia, Hebrew, Mongolian and other collections.

One of the important activities of the Centre i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re of Oriental literature develops close cooperation with the largest national libraries

of China, Japan, Korea, Taiwan, Singapore, Thailand, Turkey, as well as with Oriental

Studies Centers in England, France, Germany and Holland. Oriental Centre maintains

relationships with the diplomatic missions of the East, Southeast Asia, Middle East and

Africa: Centre regularly holds joint cultural events: book fairs, cultural days,

competitions on knowledge of oriental languages, etc. In 1999, thanks to the joint efforts

of Oriental Centre and well-known Japan Studies professor at Oxford University (UK)

P. Kornitski supported by the Japan Foundation annotated catalog of 150 Japanese

woodcuts was published in 3 volumes.

[Picture 9] Korean read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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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llection

Russian State Library has made available at the Centre of Oriental Literature a

designated room – Korean reading room of approximately 43 square meters. There are 8

stacks (bookshelves) for auxiliary books on Korean studies in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encyclopedias and dictionaries. These books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Rich Korean collection and Korean reading room provide a

good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Oriental Centre holds a unique Korean collection of approximately 29900 library

items: over 12000 Books, more than 16000 Serials and 440 annual sets of Newspapers

in Korean language. Korean collection consists mainly of the books and periodicals

published in the Korean language in the Soviet Unio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North Korea. Korean collection of books is as follows: books published mainly in

40-50s in the Soviet Union – approximately 2,000 volumes, North Korean books – 

more than 5,000 volumes, 6,100 books receiv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small

number of books published in the Korean language in China, Japan and other countries.

Very valuable part of the Collection is represented by over 80 old printed Korean rare

books. These books may have received in the collection of Chinese and Manchu books

and manuscripts collected by Russian scholar and diplomat K.A. Skachkov. The Library

has got this collection in 1875 and it contained many rare and valuable editions of

woodcuts. 80 Korean rare books – woodblock printing books nowadays have been

identified as Korean books and are now part of the Korean collection. Among Korean

rare books there are such magnificent monuments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as

«Samgang haensil ch’ungsindo» (삼강행실충신도), «Weŏlponggui» (월봉긔), «Mangi

yoram” (만기요람), «Songhojip” (송호집), “Munhŏn pigo” (문헌비고),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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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0] 三綱行實忠臣圖 [Picture 11] 松湖集大

Periodicals in the Collection include journals and newspapers in Korean. Among 281

Journal titles there are 252 North Korean journals, 26 South Korean journals and 4 Soviet

journals. 90% of the 16300 serials are journals published in North Korea mainly in the 1950s

and 60s. Periodicals collected very full are of particular interest to foreign Korean Studies

scholars and researchers. Many of journals are hard to find in libraries or research centers in

America or Europe. Korean collection contains sets of such North Korean journals as

“Hwalsal” (활살, 1952-64), “Chosŏn munhak” (조선문학, 1953-96), “Inmin” (인민, 1947,

1950-56), “Keulloja” (근로자, 1952-1991), “Nodongja” (노동자, 1952-1965) etc.

The collection also includes 440 sets of newspapers. Among them 13 newspaper titles

were published in the 30-40s in the Soviet Far East such as “Vanguard” (선봉,

1924-1937) and “Koryŏ ilbo” (고려일보, 1950-1992). 38 North Korean newspapers titles

mainly were published in 50-60s such as “Munhak sinmun” (문학신문, 1957-1968),

“Minju ch’ŏngnyŏn” (민주청년, 1952-1992), “Kyowŏn sinmun” (교원신문, 1952-1968).

South Korean newspapers South Korean newspapers are mainly represented by the

newspapers “Dong’a Ilbo” (동아일보) and “Jungang lbo” (중앙일보) released in 80-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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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earliest accessions came into Korean collection are books received by

Russian State Library at the end of 19th century or at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Among them are “Kugŏ ch'ŏlcha ch'ŏpkyŏngjŏn” (國語綴子捷徑全, 1909), “Chajǒn

sǒgyo” (字典釋要, 1912), “The Corean Government: Constitutional changes, July 1894

to October 1895” (1897) etc.

In 1940-50s great numbers of books published in the USSR in the Korean language

began to appear in the Library. These books included mainly textbooks, manuals on

agriculture and industry, reference books, translations of fiction, Soviet official

publications such as 조선어문법교과서 (1935), 조선 말본 (1949), 산술교과서 (1934),

십구세기문학수집 (1936) etc.

In the 1950-60s North Korea regularly sent their publications to the Russian State

Library including translations of the classics of Russian literature.

Moscow International Book Fair played important role in the replenishment of the

book collection. In 1989 the delegation of the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first time

participated in the Moscow Book Fair, donated a large amount of valuable Korean

books, both in content and in perfect printing performance. It was the first large inflow

of book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Republic of Korea

in 1990 RSL has developed active relations and cooperation with Korean librarie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National Library of Korea, Korean National Assembly Library.

Since 2008 Centre of Oriental Literature receives book support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2009 Korea Foundation donated generous collection of 4,000 books

published in Korea in recent years.

The bulk of the Collection consists of the books, magazines and newspapers received

from North Korea from the 1940s. This part of the Collection, in particular, books and

magazines published in the 50-60s in North Korea, are of particular interest for South

Korean scholars, for Korean Studies researchers from the U.S., Canada and European

countries. Many publication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present the most complete

collection and it is difficult to find some publications in the collections of other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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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ther countries. Therefore,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Archives of Korea, South Korean universities, the Harvard University’ Library

and other Western universities, Korean Studies scholars are showing great interest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e for Oriental Literature of the Russian State Library.

Every year foreign researchers have come to Moscow to study Korean collection and

make copies of necessary materials from Oriental Centre’s Collectio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RSL (Oriental Centre) in 2012-2013

successfully carried out joint project of the digitization of 80 Korean Rare books.

Oriental Centre stock is perfectly visible through manual card alphabet catalog of

books, periodicals and series and a subject classified catalog.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 Foundation in 2009 Oriental Centre began to create

electronic catalog of the Korean books. Once on-line catalog will be prepared scholars

and researcher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can get to know about rare and valuable

materials stocked in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Oriental Centre.

[Picture 12] Exhibitio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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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is paper presents the history of the Library of Congress, its collection, and services.

Before describing the Korean Collection in the Library of Congress, it is important to

describe the founding of the Library of Congress and how its subsequent growth. Then,

the paper will focus on the Asian Collections, and in particular the Korean Collection,

user services, and electronic resources.

2. History 

The Library of Congress was established by an act of Congress in 1800 whe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oved from Philadelphia to the new capital city of Washington.

Created as a legislative library, it slowly grew into a national institu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a product of American cultural nationalism.1)

1) Cole, John Young. On these walls.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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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

The original library was housed in the new Capitol until August 1814, when the

British army invaded the city of Washington and burned the Capitol, including its

3,000-volumes.

By then retired president, Thomas Jefferson offered his personal library as a replacement.

Jefferson had spent 50 years accumulating books relating to America and additional

volumes that were rare and valuable in every science. His library wa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finest in the United States. In January 1815, Congress accepted Jefferson's

offer, appropriating $23,950 for his 6,487 books, and the foundation was laid for this

national library. Jefferson, as a man who stated he could not live without books,

believed that the power of the intellect could shape a free and democratic society. The

library that Jefferson sold to Congress expanded the scope of the Library far beyond the

bounds of a legislative library devoted primarily to legal, economic, and historical

works. Jefferson believed that the American legislature needed ideas and information on

all subjects and in many languages in order to govern a democracy. The Library of

Congress has been shaped primarily by the philosophy and ideas of its principal

founder, Thomas Jefferson.

Its now three massive buildings sit on Capitol Hill – the Thomas Jefferson Building,

the John Adams Building, and the James Madison Memorial Building – and are located

east of the U.S. Capit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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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2] Thomas Jefferson Building

The Thomas Jefferson Building was known as the Library of Congress, or the Main

Building, until it was named for Thomas Jefferson in 1980. When its doors were

opened to the public on November 1, 1897, it represented an unparalleled national

achievement: its 23-carat gold-plated dome capped the "largest, costliest, and safest"

library building in the world.

The John Adams Building, the second Library building, initially named “The Annex”

– opened to the public in 1939. It was renamed for the and secon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ohn Adams in 1980. The building is six stories above ground, contains

180 miles of shelving, and was built to hold millions volumes.

[Picture 3] John Adams Building [Picture 4] James Madison Memori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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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mes Madison Memorial Building serves both as the Library’s third structure

and as an official memorial to the fourth President, James Madison, the father of the

U.S. Constitution and Bill of Rights.

In 2013, the Library of Congress welcomed an average of 1.6 million visitors and

recorded more than 84 million visits and 519 million page views on the Library's

website. The Library of Congress has a total of 3,224 permanent staff members.

3. Overview of Library Collections

The Library of Congress is the largest library in the world, with more than 155.3

million items, including more than 34.5 million cataloged books and other print materials

in 470 languages. It also contains 3.4 million recordings, 13.6 million photographs, 5.4

million maps, 6.5 million pieces of sheet music, and 68 million manuscripts. It

encompasses over 15 million visual materials, including: 1.3 million moving images; 13

million photographs; 104 thousand posters; and 606 thousand prints and drawings.2)

The Library receives some 15,000 items every business day. Approximately 11,000

items become part of the permanent collections,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which provide a plan for developing the

collections and maintaining their existing strengths.3) The Library has always sought to

develop representative collections in all fields, except technical agriculture and clinical

medicine, which 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and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respectively.

The majority of the collections are received through the Copyright registration process,

as the Library is home to the U.S. Copyright Office. Materials are also acquired through

gift, purchase, other government agencies (state, local and federal), Cataloging in

2) For more information: http://www.loc.gov/collections/
3) For more information: http://www.loc.gov/acq/devpol/cpsst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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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a pre-publication arrangement with publishers), and exchange with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Items not selected for the collections or other internal

purposes are used in the Library’s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4. Library Services

4.1 Library Organization

The Librarian of Congress leads the Library of Congress, who is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Senate. James Hadley Billington, the current Librarian of

Congress, was sworn in 1987. He is the 13th person to hold the position since the

Library was established in 1800.

As an agency of the legislative branch of the U.S. government and as a national library,

the Library of Congress' mission encompasses traditional library services as well as

several other roles. These are the major organizational units of the Library of Congress:

Ÿ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 serves Congress by providing

comprehensive and reliable legislative research and analysis.

Ÿ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 promotes creativity by administering and sustaining

an effective national copyright system, most importantly for the registration of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Ÿ Law Library – established in 1832 to provide ready access to reliable legal materials,

the Law Library has grown over the years and covers nearly every jurisdiction in the

world.

Ÿ Library Services – develops and preserves the Library’s rich and universal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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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Library Collection Services 

The mission of the Library Services is to develop the quality of the Library's

universal collections, and to acquire, organize, provide access to, maintain, secure, and

preserve these collections. The Library has 20 public reading rooms organized by

subject, language, or format of material.4)

[Picture 5] Overview of Library Collection

4.2.1� International� Collections

The Library provides access to its international collections by language with the

following reading rooms as the primary gateways to these resources:

4) For more information: http://www.loc.gov/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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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African and Middle Eastern Materials (AMED)

Created in 1978, AMED combines three sections—African, Hebraic, and Near East,

which cover 77 countries and regions from Southern Africa to the Maghreb and from

the Middle East to Central Asia. The African and Middle Eastern Division holds

600,000 volumes in the non-Roman script languages of the region.

Ÿ Asian Materials

The Asian Division covers the area from the South Asian subcontinent and Southeast

Asia to China, Japan, Korea, and Mongolia. It also has one of the largest Tibetan

collections in the world.

Ÿ European, Iberia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Materials

The Library holds the largest collection of Russian-language material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largest outside of Russia (more than 750,000 items).

Ÿ Hispanic Materials

In 1939, the Hispanic Division was established to acquire Luso-Hispanic materials in

a systematic fashion. The Library of Congress has amassed the world's finest

collection on the history and culture of Latin America, Iberia, and the Caribbean.

4.2.2� General� Collection

Other Asia-related publications not in Asian languages, are housed in: the Main

Reading Room; Microform Reading Room; Newspaper and Current Periodical Reading

Room; Performing Arts Reading Room; Business Reference Services; Local History and

Genealogy; Science Reading Room; and Children’s Literature Center.

4.2.3� Special� Format� Collection

The Library’s special format collections include photographs, maps, music, sound,

film, manuscripts, and other media. The Library makes hundreds of special format,



90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o. 11 (June 2014)

language, and subject collections available through a variety of cataloging and reference

tools in its specialized reading rooms: Law Library; Geography and Map Division;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 Motion Picture, Broadcasting; Recorded Sound Division;

Performing Arts Division; Manuscript Division; and Rare Book and Special Collections.

5. Asian Collections5)

[Picture 6] Asian Reading Room

Since 1997, the Asian Reading Room has been located in the Thomas Jefferson

Building, which was previously housed in the Adams Building. With over 3 million

books, periodicals, newspapers, manuscripts, and electronic media, the collections are the

most comprehensive sources of Asian language materials outside of Asia.

5) For more information: www.loc.gov/rr/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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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n Reading Room provides researchers with access to its seven collections:

Korea, China, Japan, South Asia, Southeast Asia, Mongolian & Tibetan, and

Asian-American Pacific Islander Collection in forty-seven Asian languages. The

Library collects materials from a diversity of subjects, including topics written in ancient

and modern times—however, the collection does not include materials about law.

Chinese book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Library's Asian

language collection during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One of the largest in the

world outside of China, the Chinese Collection began in 1869 when the Library received

ten works in 933 volumes from Emperor Tongzhi (1862-1874), as part of an exchange

authorized by Congress. The Library's first unit to take care of Asian holdings, which

was established in 1928, was called the “Division of Chinese Literature” with the

approval of Congress. Arthur W. Hummel, Sr., a renowned Sinologist, was appointed as

the first chief of the Division. The collection has since then grown to about 1,000,000

volumes. Along with Chinese language materials, the Collection also houses several

thousand volumes in Manchu, Naxi and other minority languages.6)

The Japanese Collection began in 1875 whe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greed to exchange their respective government publications, and the United

States housed Japanese materials in the Library of Congress. The first shipment arrived

in 1876 and the collection grew slowly until Dr. Shiho Sakanishi became the first Area

Specialist on Japan in 1930. During her tenure, Dr. Sakanishi collected about 900 titles,

most of which were literary works. In 1938, the Japanese Section was established as

part of the then Orientalia Division, which was renamed the Asian Division in 1978.7)

6) From the webpage of: http://www.loc.gov/rr/asian/ChineseCollection.html
7) From the webpage of: http://www.loc.gov/rr/asian/JapaneseColle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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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orean Collection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Korean Unit collection was established

as a subsection of the Japanese Section, which was at that time part of the Library’s

Orientalia Division. Most of the Korean materials were in fact written in Japanese.

However, the Korean Unit was the only location among all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ffices that collected materials about Korea. Thus, all requests related Korea

were sent to the Korean Unit. The collection thus quickly developed over the following

years and underwent organizational changes, integrating into the Chinese and Korean

Section in 1964.

The Korean Section at the Library of Congress was established in 1990 because of

the generous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ultural Society of Korea (now called the

Korea Foundation), which presented the Library with a gift of $1 million for the 200th

anniversary of Congress in December 1989.

The Library began to acquire more contemporary Korean trade publications on a

regular and systematic basis in 1955 through an approval plan with a Korean dealer.

Because of an exchange agreement on September 24, 1966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Library was able to acquire government publications in

different topics, which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trengths of the Korean collection.

Even though the Library’s Korean collection started relatively late, it is now the

largest and most comprehensive collection outside of East Asia. The collection consists

largely of contemporary works, but also has a number of valuable pre-nineteenth-

century publications in their original format. As of 2013, the Library has over 286,000

volumes of monographs and some 7,490 periodical titles in the Korean Collection. The

current serial titles cover major magazines, government reports, and academic journals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 addition, the Korean Collection has over 2,500 reels of microfilms, 250 different

newspapers dating back to the 1920s. The collection covers a wide range of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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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classics, history, literature and arts to social and natural sciences; some of

them are also Korean diaspora publications. The Library’s Korean collection has

become a focal point for Korean affairs due to a growing demand for information on

Korea, especially surrounding topics like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technology along with the increasing numbers of Korean immigrants.

The Korean collection began with a small collection from So, Kwang-bom (서광범)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Librarian of Congress and Report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Library Building and Grounds for the fiscal year ending June 30, 1917:

During the past year the Library acquired a small collection of Korean works

formerly in the possession of the Korean Minister at Washington, the Hon. Soh

Kwang-pom, who early distinguished himself in his native land for his proficiency

in Chinese composition and was made assistant royal librarian when still a very

young man.8)

This collection included a series of 22 manuscript works about the organization of the

various depart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late 19th century.

6.1 North Korean Collection 

The Korean Collection has over ten thousand items and 230 journals from North

Korea. The collection has been vital to scholars and government officials trying to

understand policies related to North Korea. As more scholars and graduate students

study North Korea, the collection has continued to provide a pivotal role in leading this

field. The Library of Congress’ commitment to continue collecting North Korean

materials has led to an unrivaled collection around the world. One of the strengths of

the Library of Congress is that it contains the biggest collection of North Korean serials

8) Report of the Librarian of Congress and Report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Library
Building and Grounds for the fiscal year ending June 30, 1917.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1917.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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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particular from the 1940s-60s, as well as the recent publications from

North Korea.

The Library of Congress’ Korean collection, all primary sources from North Korea,

provides users with greater access to old and new North Korean materials freely. Some

of these valuable examples are: Samcholli (삼천리), P’yonghwa was sahoejuui che

munje (평화와 사회주의 제문제), Sonjonja (선전자), Nam Choson munje (남 조선 문제),

Tang kanbudul ege chunun chamgo charyo (당간부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 Sodongwon

suchop (선동원 수첩), and Choguk powi rul wihayo (조국 보위를 위하여).

6.2 Rare Materials

Dr. James Scarth Gale (奇一, 1863-1937) was the first Canadian missionary who

went to Korea in 1888, eventually spending the next forty years there. Although Gale

originally lived in Korea as a missionary, he is remembered more for his work as a

translator. Gale translated many of Korea’s literary classics into English and wrote

numerous books on Korean history, literature and culture. Also, Gale published the first

English Korean dictionary in 1897, which was given to recently arrived missionaries to

help their transition easier.9)

Gale secured many rare and valuable Korean works for years. Gale wrote:

The books mentioned here grow more and more rare as the years go by. Only a

matter of time and it would seem that the very memory of them would be forgotten,

and yet they are Korea’s more noble monuments of all her part of history

in the “Catalogue of Korean literature” in 1927. The Library received a major portion

of Gale’s own library in 1927.

The Korean Collection has some 3,300 volumes of rare books in their original format.

In 1994, professor Chon Hey-bong (천혜봉千惠鳳) and three other professors published

9) Gale, James Scarth.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Shanghai: Kelly& Walsh, limited.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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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oe chonjok munhwajae chosa mongnok : Mi Uihoe Tosogwan sojang Han’gukpon

mongnok (海外 典籍 文化財 調査 目錄), which listed the rare Korean materials held

by the Library of Congress.10)

6.3 Soviet Korean Leaders Collection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Library of Congress has put much effort to acquire

writings that have been published about Korean communities outside of Korea, such as

the U.S., Japan, Manchuria, Russia, and elsewhere.

[Picture 7]

피와 눈물로써 씨여진 우리들의 력사 = И слезами и кровью написанная наша и
стория [History Written By Our Blood and Tears] describes 80 Soviet Korean leaders,

a little-understood history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 April 2005, Chang

Hak-pong (장학봉) donated these records to the Korean Collection, which he had

collected from these Soviet Korean leaders’ family for more than ten years. In the

10) 海外 典籍 文化財 調査 目錄: 美 議會 圖書館 所藏 韓國本 目錄, 서울시 : 韓國 書誌 學會,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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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he writes that the Korean Ambassador of Uzbekistan in 1994 encouraged

them to put their records together for future generations.

This is a collection of handwritten biographical sketches with portraits and pictures

from Uzbekistan, describing these Soviet Korean leaders. The Soviet Koreans, called

Koryo-in (고려인), were some of the most influential figures in the 1940s that

eventually helped to establish the dictatorship of Kim Il Song in North Korea. They

were sent to North Korea by the Soviet authorities and occupied various leadership

positions during 1945-1960, such as the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DPRK,

commander of military units, teachers, as well as other professionals.

With the Biographies of Soviet Korean Leaders, the Library preserves their records,

which shed light on several questions regarding when, how, what, and who played a

major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state. The Biographies of Soviet

Korean Leaders digital collection can be accessed through the Asian Division Reading

Room homepage.11)

7. Electronic Resources

The Library subscribes to several Korean databases, which includes: Chosun Daily

Newspaper Archive, E-Korean Studies, KPM, Naver News Library, and LawnB -

Korean Law Database. The Library users have no-charge access to the full-text

database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Database. Also, the Korean Bibliography,

which includes 10,000 English-language publications, and Korean Serial Database, with

some 7,490 periodical titles, are accessible through the Asian Division's homepage.

11) Biographies of Soviet Korean Leaders: http://www.loc.gov/rr/asian/SovietKore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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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Korean Bibliography12) 

The Library probably has the most comprehensive coverage of Western-language

materials on Korea. In 1998, the Korean Collection completed its online Korean

Bibliography of books about Korea in English up to 1995 held by the Library of

Congress. The topical term index of these records was created to improve search

capabilities for researchers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in the Library. The

topical term index is assigned based on the content of the book, which allows users a

number of ways to search for texts if they are unsure of how to spell a particular name

or title. The Korean Bibliography is a comprehensive and user-friendly bibliographic

tool for researchers and scholars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It is available through the

Asian Division homepage. The Korea Foundation supported this project.

7.2 Korean Serial Database13)

Currently, the Korean Collection includes approximately 7,490 periodical titles,

including 235 North Korean titles. The Korean Serial Database provides researchers with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rich and diverse newspaper and periodical collections

located throughout the Library of Congress. The database is updated when the Library

adds new Korean serials.

The user can have a list of all North Korean serial titles easily through the “Browse”

function in the database. It is a user-friendly and powerful reference service tool for

Library users, including those trying to access Korean serial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It is also accessible through the Asian Division's homepage.

12) For more information: http://lcweb2.loc.gov/misc/korhtml/korbibhome.html
13) From the webpage of: http://www.loc.gov/rr/asian/koreans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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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The Korean Collection has been simultaneously working on several digital projects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the collections at the Library. The Reference Specialist at

the Korean Collection has secured several agreement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Korea Foundation, which were signed between 2007 and 2008—these

agreements sought to help conserve rare Korea-related maps and atlases in the

Geography and Map Division, digitize Korean rare books in the Asian Division, and

support the North Korean Serials Indexing Project.

8.1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Project

In 2007, the Library of Congress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started

planning the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project of Korean rare books at the Library.

The Korean Reference Specialist at the Asian Division and the Classics Specialist at

NLK reviewed the Korean rare books. A total of 85 titles and 313 volumes of rare

books were identified for this project. In 2008, the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project

was completed with the support of NLK. It included bibliographic descriptions for the

images files as well as other metadata associated with the digitized rare Korea materials.

The image files of rare books and manuscripts can be viewed, along with

bibli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KORCIS), ancient Korean book union catalog database operat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ttp://www.nl.go.kr/korcis/.

8.2 Korean Old Maps Preservation and Digitization Project

The Library of Congress has the most outstanding and impressive collection of

traditional and historical Korean maps outside of Korea in the Geography and Map

Division. These collections include both manuscript copies and woodblock im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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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8]

Sonyokto (선역도 鮮域圖)

which generally are rarer and more valuable than manuscript copies.

These rare Korean maps and atlases were acquired by Langdon Warner and Shannon

McCune. Langdon Warner was an American archaeologist and art historian specializing in

East Asian art. He was a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and the Curator of Oriental Art at

Harvard’s Fogg Museum. Shannon McCune, an American

geographer, was born in Korea on April 6, 1913. He was the

son of Presbyterian missionary parents. Shannon McCune

received part of his elementary and high school education in

Korea. Later in life, he was a visiting Fulbright research

professor at Sungjon University, Korea, from 1975 to 1976.

In the 1980s, Shannon donated his collection of old Korean

atlases and maps that are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Library.

This collection also includes Sonyokto (선역도 鮮域圖,

McCune # 8, 176-), which is relevant to an ongoing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map indicates that

an island called Usando was a territory of Choson.

Because these collections range in date from circa 1760 to 1896, many have become

brittle due to age. Consequently, in April 2007, the Library of Congress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on a collaborative project

involving the preservation of LC’s rich and rare Korea-related maps and atlas holdings

in the Geography and Map Division. The project is fully supported by NLK, and the

Library has been continuously working on this project for the past seven years.

Currently, the Library has scanned of 317 rare Korean-related maps and 4 atlases after

preservation treatment holdings in the Library. The Library provides no-charge Internet

access to these electronic versions via the website: http://www.loc.gov/rr/geog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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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North Korean Serials Indexing Project 

In 2008,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Library of Congress launched the North

Korean Serials Indexing Project (NKSIP) with support from the Korea Foundation.

NKSIP would provide researchers with an article-level searchable index for the North

Korean serials in the Library’s collection. The current catalog only provides the journal

title information. Without additional information, it is extremely challenging for

researchers to locate needed information. Enabling keyword, author, article titles,

subject, and date of publication searches, NKSIP will allow the researchers to locate

articles in places that they would not have traditionally looked for.

However, the Library has not updated the project since May 2012. To date, a total of

33,600 articles index records have been created. The article index in a beta version,

which is available only for internal use, and covers a small proportion of the titles.

NKSIP needs to be continued and funded in order to become widely available to

researchers and add the remaining titles from the database.

9. Florence Tan Moeson Research Fellowship Program14) 

The Asian Division offers the Florence Tan Moeson Research Fellowship Program

annually. The Fellowship awards up to $14,000 to scholars based on financial need.

Grants are intended to subsidize researcher’s transportation fares to and from

Washington, D.C., accommodations, and photocopying fees. The Fellowship provides an

opportunity for graduate students, independent scholars, community college teachers,

researchers without regular teaching appointments, or librarians with a demonstrated need

for research fellowship support, to pursue their scholarly research by using the Asian

Division’s diverse collections.

14) For more information: http://www.loc.gov/rr/asian/ft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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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nclusion 

As James Madison said, “Knowledge will forever govern ignorance; and a people who

mean to be their own governors must arm themselves with the power which knowledge

gives.” This paper presents a brief summary of the Library of Congress, its collection,

and services as well as the Korean Collection and user services. Through its amassed

collection, the Library has served millions of users and researchers. It has also equipped

them with a breadth of knowledge to help them pursue their scholarly goals.

With the support by the various organizations which including the Korea Foundatio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and all other

exchange partners,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Library of Congress has been

accomplished digital projects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the collections at the

Library. Through additional support, the Korea Collection can continue to expand the

knowledge-base of those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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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gress, 1950. Contents:

[1] Publications in western languages

[2] Publications in the Russian Language

[3] Publications in the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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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s of Korean Collection 

in the Princeton University

Hyoungbae Lee

Korean Studies Librarian

East Asian Library and the Gest Collection, Princeton University

Introduction

“Corean Prince at Princeton”: this is a headline which the October 27 issue of The

Alumni Princetonian carried on the sixth page 116 years ago. The same year of 1898

was the second year of Kwangmu in the Korean peninsula, when Taehan Empire was in

the reign of Emperor Kojong. That headline, which arouses readers’ curiosity about the

identity of the Korean Prince, was for an article that introduced the first Korean student

in the history of Princeton University. Although it has been only seven years or so

since the Korean studies program and the Korean collection in Princeton University

started, the connec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Korea goes back more than one

hundred years as is illustrated by the article of The Alumni Princetonian. The connection

is also exemplified by the fact that the first master’s and doctor’s degrees received by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were both conferred at Princeton University. After

highlighting the university’s history and interesting facts, this article reports the

less-known stories about these two Korean Princetonians and then introduces the

university libraries including the East Asia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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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is a private university with a long history located in central New

Jersey, a state in the northeast of the United States. It was founded in 1746 when the

United States was still a British colony, as the College of New Jersey, and is fourth

oldest university among the so-called Colonial Colleges established before the American

Revolution, chartered after Harvard University, College of William and Mary, and Yale

University. William III of England from the House of Orange-Nassau chartered

Princeton, which is why visitors often encounter the name of Nassau and the color of

orange in Princeton. The administration building of the university is Nassau Hall, the

main street of the Princeton Township in front of the campus is called Nassau Street,

Princeton’s alma mater is “Old Nassau”1), and the “Princeton Orange”2) color can be

found throughout the campus. The tiger became the mascot because the color orange

accompanied by black prints looks similar to the color of tigers.

Princeton University was founded in Elizabeth at first, then moved to Newark in

1747, and then to Princeton after 10 years of its foundation. Nassau Hall, which was

completed in 1756 and is still being used as the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to present,

was the largest school building at that time. Being the oldest building not only on the

campus but also in New Jersey, Nassau Hall is designated as one of National Historic

Landmarks. It was occupied by both American and British forces during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and hosted the Continental Congress in 1783 and Princeton served

a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for several months.3) The current name of the

university was originated from the name of the town where its campus is located, and

Princeton is the only one that was named after the town among eight Ivy League

institutions. It was after the quincentennial anniversary in 1896 that the College of New

Jersey officially became Princeton University. The present-day College of New Jersey

1) Old Nassau refers to the Nassau Hall.
2) Office of Communications, Princeton University (n.d.).
3) Princeton University (1902).



The Status of Korean Collection in the Princeton University 105

(TCNJ) in Ewing NJ near Princeton, into which New Jersey State Normal School

(founded in 1855) changed in 1995, is not affiliated with Princeton University. There

was no overlapping period of duplicate names since the College of New Jersey of 150

years ago is present-day Princeton University and the present-day College of New

Jersey was New Jersey State Normal School 150 years ago, but the names are very

confusing to visitor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history of the two institutions.

A Beautiful Mind and John Nash

Princeton University is also famous for its beautiful campus and has become one of

tourist attractions in central New Jersey. The fame of Princeton’s beautiful campus

especially in South Korea may be traced back to the movie A beautiful mind, which is a

dramatized biographical film of John Forbes Nash Jr., a mathematician and Nobel Prize

laureate in economics. Exquisite buildings and libraries with fine interior decorations, and

even wooden bookshelves and desks, which appeared in the film as the settings of

1950s, had seen little changes in 2001 when the movie was filmed. We can follow the

movie scenes where John Nash was a student or a professor at Princeton, without feeling

much sense of difference. This is a result of Princeton’s efforts to preserve its traditions

as much as possible while moving forward as an academic institution. The movie and its

original novel, however, contain a little bit of fiction. For example, the scene where

professors put their pens on the table in front of John Nash as a token of recognition is

actually fictional while it was a good device to touch the audience.4)

Although John Nash won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he is a mathematician and

still belongs to the Department of Mathematics of Princeton University. One may

remember the movie scene where he was writing math formulas on windows. He and

two other economists won the Nobel Prize in 1994 for their pioneering analysis of

equilibria in the theory of non-cooperative games. The theory goes back to Nash’s

4) Seeley G. Mudd Manuscript Library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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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ertation at Princeton titled Non-cooperative Games, which contains an important

analysis of the Nash Equilibrium. One interesting fact about his dissertation is that it had

been submitted in 1950, 45 years before he won the Nobel Prize. Surprisingly, Nash’s

dissertation is only 27 pages long, which further illustrates his genius, and there are only

two items under bibliographic references: a book by Von Neumann, yet another genius

mathematician, and his own one-page article on game theory. John Nash’s dissertation is

available to public for download on a webpage of Seeley G. Mudd Manuscript Library.5)

[Picture 1] A scene from A beautiful mind. Russell Crowe, who played the role of John Nash, 

is entering Mathey College, one of the residential colleges of Princeton University.

5) Download link of Nash’s dissertation:

https://www.princeton.edu/mudd/news/faq/topics/Non-Cooperative_Games_Na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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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 of Residential Colleges and Strong Undergraduate Education

A “college” in South Korea mostly refers to a group of academic departments with a

similar discipline such as the college of humanities or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but at Princeton, the same term refers to a residential college, which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has six undergraduate

colleges: three 4-year colleges (Butler, Mathey, Whitman) and three 2-year colleges

(Forbes, Rockefeller, Wilson). All freshmen and sophomores must live in designated

colleges, and all students are guaranteed to live on campus for four years. Each

residential college has a College Master and several advisers served by faculty members.

In each college, a Faculty in Residence lives there in a college to get naturally

associated with students in their intellectual and social life. All colleges accommodate

dormitories, dining halls, study rooms, performance spaces, and other amenities. The

tradition of this well-established residential college was proposed by President Woodrow

Wilson, when he was the president of Princeton University. Graduate student population

is about 1,500 and the residential college for graduate students is referred to as the

Graduate College, which is one and only graduate college at Princeton. The residential

college system, best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at Princeton and Yale, is inherited

from the old tradition of colleges in England.

As the tradition of the residential college demonstrates, it is well known that

Princeton offers a strong undergraduate education and does not have some of common

professional schools such as law, business, and medical schools. Princeton has the

second smallest student population among the Ivy League universities after Dartmouth

College, the ratio of faculty to students being only 1:5. Strong undergraduate education

is exemplified by the university’s support and requirements on senior theses, which are

even comparable to master theses in other institutions. During the junior year, students

write one junior paper per semester, which is separate from regular courses, and meet

with faculty advisers and perform researches as preparatory steps toward their se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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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s. During the senior year, students meet their advisers more frequently, make more

visits to libraries for their theses, and go out for a field research if necessary. For

example, the university supported field research trips to Seoul for a senior recently,

whose thesis topic was issues of social conditions in South Korea. The support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senior theses are commensurate with the stress students get and the

effort that they make. The university recognizes senior theses as the results of such a

great effort and treats them as such by keeping them as valuable resources in libraries.

Out of 1,222 senior theses published in 2013, the topics of the following four theses are

related with Korea.

· South Korea’s Ideology Divide: Impact on Domestic Politics and Inter-Korean

Relations (Politics).

· Crafting Policy in the Shadow of Hegemons: South Korea’s International Influence

and a Role for Middle Powers (Politics).

·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Suicide Preven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sychology).

· The U.S.-China-South Korea Strategic Triangle: the Influence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on U.S.-South Korean Relations (Woodrow Wilson School)

Connected with Korea – Syngman Rhee with the First Korean Doctor’s Degree

Syngman Rhee, the first Korea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first

Korean to receive a doctor’s degree and it was at Princeton that his degree was

conferred in 1910. The Korean version of Wikipedia and some other resources state that

Rhee received his doctoral degree in Philosophy, which resulted from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term “Doctor of Philosophy,” Ph.D. for short. Rhee’s degree was

Ph.D. of politics instead of Ph.D. of philosophy. The title of his doctoral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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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and his adviser was Edward G. Elliot,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s, as Rhee mentioned him in his dissertation.

According to a letter written by Professor Elliot, preserved in the archives of Princeton

University, Rhee’s dissertation was once on the verge of rejection, but was conditionally

accepted later. It is not easy, though, to understand the circumstances in detail as the

manuscript of the dissertation is not preserved in the university archives. The dissertation

was published in 1912 by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degree conferment, which forces the submission of a published dissertation, and

the publication had to be arranged individually with publishers. According to an official

letter written by the dean right after the conferment, Rhee was asked to submit a

published dissertation as soon as possible before his departure to Korea. The publication

was not realized until two years later, and Rhee had a difficulty in financing the

publication of his dissertation.

[Picture 2] 1910 University catalog which has the list of the Ph.D. recipients. Syngman Rhee was one 

of eight Ph.D. recipients in that year and the only non-American. A.B.,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07 following his name is his bachelor’s degree earned in 1907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yngman Rhee stayed in the dormitory provided b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TS henceforth) during his school years. Another wrong piece of information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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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ikipedia and other resources is that Rhee lived in the graduate school dormitory of

Princeton University. This is an anachronistic statement, since Graduate College, as a part

of residential college system of Princeton University, was established in 1913 after

Rhee’s graduation. While the fact that a student lived in other school’s dormitory sounds

strange from the contemporary perspective, it was not unusual for a graduate student of

Princeton University to live in the seminary’s dormitory at that time when there was no

graduate dormitory yet. There is one more thing that causes confusion related with PTS.

Many people from South Korea think that PTS is a department or a college of Princeton

University. The confusion is partly because the names of the two institutions are very

similar in Korean (프린스턴 대학 vs. 프린스턴 신학 대학6)) although they are quite

different in English, and also because the campuses are next to each other. What is more

confusing is that there are other popular universities, such as Yale University for

example, that do have divinity schools. Whereas the Divinity School of Yale, a graduate

school corresponding to PTS, is affiliated with Yale University, PTS is not affiliated with

Princeton, but an independent institution. Sometimes these confusing institutional names

in Korean yielded educational background forgery issues in South Korea.

Connected with Korea – Pyŏng-gyu Sŏ with the First Korean Master’s Degree

Unlike President Rhee, Pyŏng-gyu Sŏ is relatively an unknown name even to Koreans,

even though he was the first Korean to receive both a bachelor’s degree and a master’s

degree. It was only after I encountered his name in earlier university catalogs, while

investigating resources related with Syngman Rhee, that I came to know about this

earliest Korean student in the United States. He appeared as Kiu Beung Surh in the

university catalog. Unfortunately, there was not much information available in Sŏ’s

alumni file in the university archives. Although I had difficulty in collecting information

6) Princeton Sinhak Taehak (신학 대학) sounds as if it were Sinhak Taehak (신학 대학) of Princeton.



The Status of Korean Collection in the Princeton University 111

on him, I occasionally encountered clues in various venues including The Alumni

Princetonian, which introduced Sŏ as “Corean Prince at Princeton” in 1898 and reported

Sŏ’s donation of Korean rare books in 1899, with Sŏ’s English name notated in

presumably those donated books, the university catalogs, etc. Based on the information at

Princeton, I also investigated contemporary local newspapers and university newsletters

connecting all the fragmentary pieces of information.

[Picture 3] A 1898 issue of The Alumni 

Princetonian introducing Pyŏng-gyu Sŏ

[Picture 4] A 1899 issue of The Alumni Princetonian 

reporting about Sŏ’s donation of Korean books

October 27 issue in 1898 of The Alumni Princetonian reporting Sŏ’s matriculation

wrote the first character of his name ‘규’ as Kin instead of Kiu and the same error can

be found in different newspapers. This inconsistent spelling of his name seems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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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caused by the writers’ unfamiliarity with Korean names, confusing a “u” with an

“n” in cursive. The article in The Alumni Princetonian introduced Sŏ as a descendent of

a Korean noble family and used the word “Prince” for him in the headline “Corean

Prince at Princeton” to make a pun with the university’s name. This seems to be the

reason why books donated by Sŏ has a note “Prince Surh.” The article in Picture 3 is

followed by more information about Sŏ’s academic plan: attending a special class by

Professor Wilson in order to carry out government tasks in Korea. The Professor

Wilson, mentioned in this article, was Woodrow Wilson, then a professor of laws and

political economics7) and later became the 28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fter

serving as the 13th President of Princeton University and the 34th Governor of New

Jersey. He is well-known in South Korea for his famous self-determination speech.

Although President Woodrow Wilson is also known in South Korea as the most

influential teacher of President Syngman-Rhee, he was in the 6th year of his presidency

at Princeton in 1910 when Rhee entered the graduate school, which was ten years after

Sŏ’s graduation. Therefore it is not probable that Rhee attended Professor Wilson’s class

or consulted him for the dissertation. The fact that Wilson’s name does not appear

anywhere in Rhee’s alumni files including his course list or documents related with his

dissertation supports this assumption. According to the documents and records available

today, the Korean who can be called a student of Woodrow Wilson is actually

Pyŏng-gyu Sŏ, who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politics in 1899.

Pyŏng-gyu Sŏ was not only the first Korean that received a master’s degree, but also

the first Korean that received a bachelor’s degree, which he earned at Roanoke

University in Virginia. A local newspaper said in 1898 that he was the first Korean to

receive the university degree and would be one of the speakers at the commencement

with his speech titled “The individual in society.” The newspaper of Roanoke University

announced in 1899 that Sŏ would return to Korea after his graduation at Princeton.

7) Princeton University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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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5] An article from The Roanoke Collegian saying that Sŏ is about to 

return to Korea upon becoming the first Korean to receive BA and MA.

It appears that Sŏ did return to Korea after his graduation at Princeton to become a

government official as he had hoped. Kojong sillok carries an article in 1902 saying that

a person of the same name was appointed as the director of Suminwŏn (綏民院)8). This

new government department, established in 1902, was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foreign travels and involved in sending the first Korean emigrants to Hawaii9). This

article in Kojong sillok corresponds to what Anna S. Chesnutt, Sŏ’s daughter, wrote

about her father in Sŏ’s biography titled Destined: she said that her father was

responsible for sending the first Korean immigrants to Hawaii in 1903, indicating the

director of Suminwŏn was indeed Pyŏng-gyu Sŏ who had graduated from Princeton.

Educating the two important figures in modern Korean history as mentioned above,

Princeton University influenced the early Korean government and its foreign policy.

Princeton University Libraries

The Princeton University Libraries have now become a large department having more

than 11 million items in branch libraries on and off campus, but it was not so

impressive when the university was founded: the private collection of the president was

8) Kojong sillok, November 27, 1902: “六品徐丙珪任綏民院總務局長, 敍奏任官六等.”
9) Kim To-hyŏ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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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as the library collection in 1747, and the room used for 474 volumes donated in

1750 by the governor of New Jersey Jonathan Belcher could hardly be called a library

from a modern perspective10). This room where the university libraries began was

preserved along with the gift books and is now in exhibition to public on the first floor

of Firestone Library. The first university library catalog published in 1760 has

approximately 1,300 volumes and the collection continued to grow until the Revolutionary

War, when a large portion of the collection was destroyed as Princeton became one of

the fiercest battlefields during the war. More books were destroyed by a fire even after

the war, but the collection started to have good foundation for constant growth. Although

the size of the collection became ten times larger with over 14,000 volumes by 1868

after more than 100 years, there was still no independent library building nor professional

librarian. It was not until 1873 when a library building came into being: John C. Green,

an alumnus, a member of the Trustee, and the chancellor of New Jersey Court of

Chancery, funded for the library building and the building is still called Chancellor

Green Library in appreciation of Green’s generosity. Chancellor Green Library has

preserved its old appearance, but does not function as a library anymore. Instead it

became one of students’ favorite places where students can freely visit for relaxing,

reading, or studying. Although the first library building was provided after 126 years

from the birth of the university library, it took less than 30 years until the burgeoning

collection outgrew the capacity of Chancellor Green Library. Another discussion on

building more space had been made around 1896, the quincentennial anniversary, which

resulted yet another and larger library building, Pyne Library. Again, however, Pyne

Library outgrew its space in less than 50 years due to the growth of the collection. It

was when Firestone Library, now the university’s main library, was constructed that the

university libraries started to develop rapidly.

10)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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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6] Maps to illustrate the changes for 75 years between 1873 when Chancellor Green Library 

was built and 1948 when the construction of Firestone Library was completed.11). 

The name of the university also changed during this time.

The university library not only settled down with its independent building, but also

reorganized its services. According to Alexander Leitch, who served as the secretary of

Princeton University for 32 years, the position of University Librarian12) was occupied

by professors or university officers until 1873, because the time and effort required for

library management was not so much as it is today. James McCosh, the 11th President

of Princeton, was much interested in expanding the library from the beginning of his

presidency in 1868. He extended the lending hour to one hour every day from two

hours per week. He also recruited the first full-time librarian from the Library of

Congress, Earnest C. Richardson, who is famous for Richardson classification. From

1890, the library became open for study and the lending hour was much extended to

11)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2010).
12) Equivalent to Tosŏgwanjang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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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to-dusk. In 1928, the library started remaining open until midnight13).

260 years after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Libraries have

built 12 branch libraries across the campus, and Firestone Library, the main library of

the university, is entering the final phase of 10-year renovation projects. Branch libraries

are specialized in various subject areas with corresponding subject librarians in each

librar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ranch libraries of Princeton University is that

each library is in the same building of or in the proximity of the corresponding

department, which enables researchers and students to access easily and immediately

anytime. For example, the East Asian Library is not only located on the upper level of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but also has the study space and carrels for the

department students, drawing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to the library all the time.

I will briefly introduce Firestone Library and branch libraries below:

· Harvey S. Firestone Memorial Library: Firestone Library, for short, after its

completion in 1948, has been the heart of Princeton University. According to

records from that period, 5.6 million dollars were raised during the two-year

fund-raising drive from December 1943 to December 1945, and the total fund

including previous fund amounted to 6.17 million dollars, which is approximately 80

million dollars in value nowadays. It was the Firestone family that donated most.

Harvey Firestone, the founder of the Firestone Tire and Rubber Company and his

five sons are all Princeton alumni. The amount donated by the family is more than

20 percent of the fund, and the library was named after the family in order to honor

their generosity. One can meet the bust of Harvey Firestone at the entrance of

Firestone Library as well. The remaining 80 percent came from the alumni, friends,

and supporters, in whose honor Firestone library has a slate on its wall closest to

the entrance saying:

13) Leitch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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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er many loyal sons14) and many generous friends whose gifts have made

it possible to build and equip this library for the advancement of learning

Princeton University here records her deep and enduring gratitude.”

[Picture 7] Harvey S. Firestone Memorial Library.

· Architecture Library holds resources related with in the areas of architecture and

design, history and theory of architecture, professional practice, urban studies and

planning, urban and environmental design, and urban history, supporting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 East Asian Library and the Gest Collection collects mainly resources i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and holds approximately 780 thousand volumes, being the

largest branch library collection on campus except Firestone library. The library

14) The reason why only “sons” are addressed instead of “sons and daughters” is that

Princeton was not coeducational yet at that time. It was only in 1961 when a woman

entered Princeton for a degree, and it was in the fall 1969, when Princeton became

coeducation in under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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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s many Chinese rare books and the second largest East Asian collection in

North America following Harvard-Yenching Library.

· Engineering Library is located in the Friend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and

supports the research and education mission of the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 and its affiliated programs and centers.

· Donald E. Stokes Library supports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and also holds the collection of demographic materials. The

library was named after Donald E. Stokes, a politics professor at Princeton and ’51

alumnus, who expanded Woodrow Wilson School to one of world’s leading research

centers in the field.

· Lewis Science Library was named after Peter B. Lewis, ’55 alumnus, whose

donation made the library possible. Frank Gehry, who designed the famous

Guggenheim Museum at Bilbao, Spain, designed the building and interior. The silver

titanium exterior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Frank Gehry. It holds materials in

various fields of science, and Geospatial Information Center is located underneath.

· Marquand Library, built in 1908 and annexed to Princeton Art Museum, is the

oldest and largest fine arts library in the United State. The library was named after

Allan Marquand, who was the first professor and founder of the Department of Art

and Archaeology and whose donation of his 5,000-volume private collection was

the beginning of the library. The current collection holds approximately 400,000

volumes from the world. Unlike the other branch libraries, access to Marquand

Library requires Princeton ID, and visitors are required to obtain a visitor pass at

Firestone Library. Materials at Marquand Library are limited to internal use only

and unavailable for circulation or interlibrary loan. There are specialists in Chinese

and Japanese arts, but no Korean specialist is working at present.

· Mendel Music Library holds materials related with music and was named after

Arthur Mendel, who was a teacher of William Scheide’s. William Schiede is on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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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generous supporters of Princeton University Libraries, and Mendel Music

Library was also founded by his support. The library owns 65,000 volumes of

books, 60,000 scores, 94,000 sound recordings, and 2,600 video recordings.

· Seeley G. Mudd Manuscript Library is not only a repository of 20-century public

policy documents but also the home of Princeton University Archives. The name

originated from Seeley G. Mudd foundation that supported the construction of the

library. Mudd Library continues collecting records, documents, dissertations, etc. that

are produced by or related with those who go through Princeton University. The

alumni files of Syngman Rhee, the first South Korean President, are housed in this

library and most rare books of the East Asian Library are housed as well since the

university library policy does not allow the East Asian Library to hold rare books.

Therefore Mudd Library is an indispensable place for East Asian studies.

· Rare Books and Special Collections do not have an independent building and the

collections are located in Firestone Library and Mudd Library. The collections boast

of a 5,000-year span between the oldest material and the most recent one and

include cuneiform tablets of Sumerian Empire and manuscripts of contemporary

authors. The Special Collection also includes Cotsen Children’s Library that collects

illustrated books for children and Scheide Library which is William Scheide’s

private collection. There is one noteworthy item in Scheide Library: the first volume

of 21-volume Guoyu (Discourses of the States) compiled by Zuo Qiuming and

printed with Kabinja cast in 1434 (Sejong 16). This item was purchased at

Christie's in London in 2000 and has a note indicating that it originally belonged to

late Yi Kyŏm-no, the founder of T’ongmun’gwan (an antique bookstore) and

bibliophile. However, it is still a mystery where the other 20 volumes are.

· Plasma Physics Library supports Princeton Plasma Physics Laboratory, a national

laboratory operated by Princeton University. The library is also operated by the

university and collects resources related with plasma physics, nuclear fusion, optics,

etc. The library is open to public and an appointment in advanc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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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ton University Library and Richardson Classification

A catalogue of books in the library of the College of New-Jersey published in 1760

has a list of 1,281 volumes15). Since no classification had been established yet, the

catalog has only titles, authors, and shelf numbers. In 1941 after 180 years, Princeton

University catalogue says that books are searchable through a dictionary card catalogu

e16). All the authors were put into cards alphabetically and titles were also put

alphabetically under authors.

In his Classific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which is considered as a classic in

classification, Ernest C. Richardson (University Librarian from 1890 to 1925) introduces

his own classification system established in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as System of

the Princeton University Library17). This classification system, now called Richardson

Classification, was implemented from 1890 when Richardson started his tenure at

Princeton University. As of 1890,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was yet to be

introduced and Dewey Decimal system was facing criticism for being inappropriate for

research libraries. It was in the same vein that Harvard and Yale invented their own

classification systems.

[Picture 7] Richardson Classification. Asian history was assigned to 1700.

15) The College of New Jersey (1760).
16) Princeton University (1942).
17) Richardson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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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son classification employs only numerals and was specialized for use in

research libraries. However the classification number could be rather too long in order

to be more accurate. The whole scheme covers from 0000 to 9900, the first two digits

of which are for larger subjects. Larger subjects can be subdivided by the other two

digits and can be more specific with added decimals.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Korean History is assigned to 1728 and 1729 depending on the period. For example,

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Corea (1880) written by Ernst Oppert has

1728.688.11, and Where Korea stands published by the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of

South Korea in 1955 has 1729.53713.4. After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was

invented in 1897, Richardson classification confronted strong opposition within Princeton

University, and stopped being used in the 1960’s. Since a large portion of the university

collection was cataloged under Richardson classification, there are still many books that

have not been reclassified yet. Richardson himself predicted that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would be used in most university libraries, and said that he would have

adopted it, if it had been invented earlier. As Richardson commented, reclassification is

a very expensive luxury. Reclassifying 750,000 titles into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had an estimated 1.6-million-dollar budget for 15 months from 2010.18)

After the reclassification, new books were cataloged only with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ome books are left unconverted to this day, however, and the East Asian

Library has yet another classification system, which is Harvard-Yenching classification

mainly used for CJK titles. The mixture of three different classifications confuses us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classification systems, and remains a problem to be solved.

18) Bernstein (2010, Novemb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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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n Library and the Gest Collection

As mentioned above, the East Asian Library is the largest branch library on campus,

and most Korean books are owned by this library. The name Gest in the name of

Princeton’s East Asian Library originated from Guion Moore Gest, who started building

the Gest Collection. Gest was an engineer in New York in the 1920’s doing business with

foreign countries including China. He met Irvan Van Gordon Gillis during his business

trip to China, and this was the very beginning of the Gest Collection. Gillis was a

sinologist who used to work for the US government in regards of China, and had a good

knowledge of Chinese rare books. He recommended oriental medicine to Gest who was

suffering from glaucoma. Finding oriental medicine effective to his symptoms, Gest began

collecting medical books through Gillis. The range of the collection expanded beyond

medicine to history, literature, Buddhist scrolls, illustrations, etc. in classical Chinese and

Manchu as well. While those books collected by Gillis were mainly in classical Chinese,

the collection included books from Korea or Japan, and that is why Korean medical books

such as Tongŭi bogam by Hŏ Chun and Chejung sinp’yŏn by Kang Myŏng-gil, the court

physician of Chŏngjo, were found in the Gest Collection. When the Gest Collection

expanded beyond the individual management capacity, it was put under the management of

McGill University in Toronto, Canada. The Great Depression that swept over the world in

1929, however, prevented Gest from supporting the collection financially. Gillis, on the

other hand, continued collecting books on his own and Nancy Le Swann, the curator of

the collection who worked without salary, increased the Gest Collection to over 100,000

volumes. McGill University could not avoid the blow of the Great Depression and had

difficulty in maintaining the collection, and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located in

Princeton purchased the whole collection in 1936. After the long journey from China in

the 1920s through Canada to Princeton, the collection settled down in Princeton and

started being actively used for research in the late 1950s when th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were founded in Princeton University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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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speaking, academic libraries are built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certain

field or department in the university. As for the Gest Collection, on the contrary, the

department was formed in order to perform researches on the existing large collection. The

full name of the East Asian Collection of Princeton University is the East Asian Library

and the Gest Collection, which refers to the whole collection of approximately 100,000

volumes of rare books collected by Gest and later materials collected by the library.

[Picture 8] Reference area in the East Asian Library

19) Heijdr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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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llection

The East Asian Library kept growing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in the 1950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maintained by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y, the Korean collection at Princeton in 1980 ranked as the 6th largest

among university libraries in North America20). At that time Princeton had only about

7,000 volumes, it is not because Princeton’s collection is large, but because there are

not many universities that collect Korean materials actively except larger institutions.

Ms. Yun Su-wŏn, a Korean and the then Japanese Studies Librarian, helped the Korean

collection grow gradually. The situation changed after the 1980s. According to the 1990

statistics, Princeton had collected only about 2,000 during the past 10 years, while many

other universities in North America started collecting Korean materials along with

developing Korean studies programs, and Princeton’s Korean collections ranked 9th21). In

2000 after another 10 years, Princeton’s Korean collection grew only by 4,000 volumes,

outstripped even more by other universities that invested on Korean studies and ranked

14th22). Especially since 1994, when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sponsored by the Korea Foundation, the member libraries made a quantum leap, while

Princeton’s Korean collection was developing slowly and remained in the periphery of

the field. In order to be eligible for the membership of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an institute must have a Korean Studies librarian and provide a

certain amount of library fund for Korean materials. Princeton had long been ineligible

for the membership because of the requirement and could not receive the support from

the Korea Foundation until 2012.

It was only after 2006, when Professor Joy Kim, a Korean history specialist, was

appointed as the first Korean program professor that Princeton’s Korean collection began

preparing to make a belated but decisive progress. Professor Steven Chung, a Korean

20) Current status of East Asian Collections in American Libraries, 1979/1980 (final report).
21) Current status of East Asian Collections in American Libraries, 1989/1990.
22)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for North American Institutions, 1998-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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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specialist, joined the faculty in the following year, offering various classes related

with Korean studies in general. The ceaseless effort of the faculty also yielded the

noteworthy progress in the Korean language program. There were only two language

instructors before 2009, but ever-growing student enrollment brought out three full-time

instructors in 2011 and from the fall semester 2014, there will be four full-time

instructors to provide the same quality language classes to all the enrolled students. The

full-fledged faculty and enlarged student enrollment necessitate developing the Korean

collection to support classes and researches. The Japanese Studies Librarian used to hold

the title of Korean Studies Librarian until 2008 when I arrived in Princeton as the first

Korean Studies Librarian and operated independent funds for the Korean collection,

spurring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collection. The full support for a burgeoning

collection from the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also

helped to make a firm foundation for the future success. In 2012, Princeton joined the

aforementioned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as the 14th member,

receiving $20,000 per year for five years. In 2014, Professor Steven Chung was granted

tenure, which is the first tenure of the Korean Studies faculty. As of June 2014,

Princeton’s Korean collection has amounted to approximately 32,000 volumes with

several electronic database subscriptions.

Conclusion

Samuel Davies, the fourth president of Princeton, wrote in the preface of A catalogue

of books in the library of the College of New-Jersey published in 1760: “A large and

well-sorted Collection of Books on the various Branches of Literature is the most

ornamental and useful Furniture of a College, and the most proper and valuable Fund

with which it can be endowed.23)” This preface, starting with a panegyric on the library,

23) The College of New Jersey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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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es Princeton’s recognition of its collections, and it has been six years since the

Korean collection started to build up in such a supportive atmosphere.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Studies program at Princeton, it is the high time that not

only more effort be exerted, but also more attention and resources be directed to the

development, in order for the collection to become “one of the best Helps […] to lead

[…] beyond the narrow Limits of the Books to which they are confined in their stated

Studies and Recitations24),” as President Davies once mentioned. The long journey

toward that goal has just begun.

24) The College of New Jersey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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