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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도서관과 한국학 장서

송 유 성

일리노이대학교 

도서관경영 부교수/한국학 사서

동아시아학과 겸임교수

1. 들어가는 말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는 미국 중서부의 최대 도시인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약 150마일(차로 약 3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일리노이대학교는 

세 개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는데, 시카고에 위치한 시카고 캠퍼스, 일리노이주의 

수도인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스프링필드 캠퍼스,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중심부에 

위치한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와 규모, 그리고 명성을 고려하여 

일리노이대학교라고 할 때에는 어바나-샴페인 캠퍼스를 의미하며, 다른 두 캠퍼스를 

언급할 때에는 캠퍼스 이름을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다. 이 보고서 

에서도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를 일리노이대학교라고 칭하고자 한다.

국제교육교류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의 통계에 따르면, 일리노이 

대학교는 지난 20년간 해마다 가장 많은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상위 5개의 연구 

대학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다. 일리노이대학교에는 매년 115개 국가에서 온 9,000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공부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일리노이대학 

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주로 공대 ․ 경영대 ․ 기초 및 응용과학 ․ 농업 ․ 교육대학에 재학 

중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많은 한국인 2,3세 학생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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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서 학업과 여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종종 “옥수수밭 중간에 위치한 

캠퍼스”라고 불리지만, 사실 일리노이대학교는 오래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많은 

유학생들과 교수들이 다양한 세계관과 경험들을 나누어 온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한국유학생과 한국계 교수진들의 

빠른 성장속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제프로그램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한국학 프로그램의 더딘 발전은 지난 수년간 

수동적이고 일관성 없는 수집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대학도서관은 2010년을 기점으로, 캠퍼스내의 여러 지역도서관(Area Studies Libraries)

들을 국제도서관(International & Area Studies Library)으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다. 국제도서관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대학도서관은 한국학 장서의 특성과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와 있다. 필자는 간략하게 일리노이 

대학교와 대학도서관의 역사를 서술한 후에, 현재 한국학 장서 현황과 한국학 프로그램 

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캠퍼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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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리노이대학교1)

일리노이대학교는 1862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모릴법안(Morrill Act)에 서명 

하면서 세워진 37개의 첫 주립대학교 중 하나이다. 모릴법안은 미국의 각 주에 

주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으로서, 미국 대학 교육 

역사에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정부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처음에 

37개의 주립 대학교들이 세워졌고, 후에 각 주마다 여러 개의 주립대학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주립대학교들을 통해서 각 주의 주민들이 농업,

기계, 군사 등의 분야에서 고등 교육을 받아 그들이 살고 있는 주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 이전의 미국은 사립대학교들을 통한 문학, 철학,

종교와 같은 인문교육이 대학 교육의 주된 방향이었지만, 주립 대학교들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학문을 폭 넓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림 2] 일리노이대학교의 상징인 “Alma Mater”

1) 참조: http://illinois.edu/abou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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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867년에 설립이 된 일리노이대학교는 1868년에 공식적으로 개교를 하게 

되었다. 원래는 일리노이산업대학교(Illinois Industrial College)로 시작했지만, 1885년에 

현재의 일리노이대학교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지난 15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일리노이

대학교는 23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21명의 퓰리처상 수상자들을 배출했으며, 현재 약 

45만명의 졸업생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컴퓨터과학과 

공대가 유명한 일리노이대학교는, 특히 인터넷 기술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들과 

기업인들을 길러내고 있다. 일리노이대학교 출신이 창업한 회사들 중 특히 오라클 

(Oracle), 넷스케이프(Netscape), 유튜브(YouTube), 그리고 페이팔(Pay Pal)등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리노이 캠퍼스에서 

연구된 여러 신기술 중에서도 트랜지스터(transistors), 발광 다이오드(LED),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 그리고 플라스마(plasma display) 등은 일반 소비자로부터 가전제품 

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준 기술들로 평가받고 있다. 일리노이대학교는 여러 학과와 

분야에서 미국 내에서 많은 연구지원비를 받는 연구대학 중 하나로, 매년 약 4,500명의 

입학생들과 2,800여명의 교수 및 연구진들이 650여개의 대학건물에서 학업과 연구를 

하고 있다.

3. 일리노이 대학도서관2)

3.1 역사

일리노이대학교는 장서 규모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주립대학 도서관을 

자랑한다. 주립대학교와 사립학교를 합쳐서는 하버드와 예일대학교를 이어 국내 세 

번째의 규모이며, 일리노이대학교를 언급할 때 대학도서관은 빠지지 않고 학교의 

대표적인 자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사실 대학도서관은 일리노이대학교가 정식으로 

개교하기 전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일리노이대학교가 정식 개교를 앞두고 있을 

1867년에 대학도서관이 설립 되었고, 일리노이주 정부로 부터 1,000달러($1,000)를 

2) 참조: http://www.library.illinois.edu/geninfo/hi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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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아 첫 학술도서들을 구입한 것이 대학도서관의 시작이었다. 이듬해인 1868년 

개교당시 대학도서관은 총 1,039권의 학술 서적들이 학생과 교수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립대학 도서관의 뿌리는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총장이었던 에드먼드 제임스(Edmund James)는 대학 이사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서 약 백만 권의 장서를 구입할 것과 그 장서를 비치할 수 있는 건물을 

신속하게 지어야 함을 강조했다. 유럽의 유서 깊은 대학 도서관들에 버금가는 도서관을

짓고자 했던 에드먼드 제임스 총장의 꿈은 그 후 약 100년이 지나 결실을 맺게 된다.

그 후 1926년에는 당시 대학도서관장인 피네아스 윈저(Phineas Windsor)의 지도 아래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장서를 비치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 건물이 완공되었다. 중앙도서관 

건물은 지금도 20여개가 넘는 단과별 도서관들(departmental libraries)을 묶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 일리노이대학교의 첫 도서관 건물인 알트겔드 홀(Altgeld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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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여전히 대공황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1935년에 대학 

도서관은 백만 권 째 도서를 구입하였고, 이는 제임스 총장이 첫 청원서를 제출한지 

2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1943년부터 1971년까지 대학도서관장으로 재직한

로버트 다운(Robert Down)은 계속해서 장서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고, 다운 관장이 

재직하고 있을 때에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은 미국에서 가장 큰 주립대학 도서관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앙도서관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는 캠퍼스 중앙에 위치한 알트겔드 

홀(Altgeld Hall)이 대학도서관 건물이었는데, 후에 알트겔드 홀은 법학대학 건물로 

사용되다 현재는 수학과 건물과 수학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알트겔드 홀과 중앙도서관

건물은 모두 미국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국이 지정하는 미국 역사 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록이 되어있다.

[그림 4] 중앙도서관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은 11번째 도서관장인 휴 앳킨스(Hugh Atkins)를 통해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앳킨스 관장은 방대한 도서관 소유 장서의 자동화를 

시작했고, 1978년에는 미국 내 연구도서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완전한 온라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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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스템(online catalog system)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앳킨스 관장은 동시에 일리노이주

안에 약 2,400여개의 크고 작은 공공도서관들과 대학도서관들, 특수도서관, 기업 

도서관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어낸다. 일리노이주 도서관 

네트워크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크고 광대한 도서관 네트워크였으며, 앳킨스 관장의 

재직 기간 중에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은 도서관 혁신의 선구자로 명성을 얻게 된다.

3.2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의 현재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은 주로 장서의 규모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학도서관은 장서 

못지않게 이용자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다. 현재 대학도서관은 약 50여명이 

넘는 주제사서들과 20여개의 단과 도서관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한때는 40개가 넘는 

단과 도서관들이 캠퍼스 여러 곳에 퍼져 있었지만, 2010년에 이루어진 구조조정에 

따라 많은 단과 도서관들이 통합되었다. 첫 설립 이후 약 150년이 지난 2015년 현재,

대학도서관은 약 2천4백만 개의 학술자료들이 소장되어있다.

Ÿ 장서 : 13,000,000(13 million)권

Ÿ 마이크로필름 : 9,000,000(9 million)개

Ÿ 정기간행물 : 120,000권

Ÿ 오디오 자료 : 148,000개

Ÿ 시각자료 : 930,000개

Ÿ 전자책 : 238,000권

Ÿ 영화 자료 : 12,000개

Ÿ 지도 : 65,000개

그레인저 공대 도서관(Grainger Engineering Library)은 약 20여개 단과 도서관들 

중에서 장서규모와 서비스가 특히 우수하여, 공대를 위한 단과 도서관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레인저 도서관은 공대와 아울러, 캠퍼스 내 여러 연구 

기관들과 함께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대학도서관을 위한 도서관과 정보 

과학 분야의 실험실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멀티미디어와 네트워킹, 문서 전자화,

그리고 검색엔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일구어냈다.



10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 제13호 (2015년 6월)

[그림 5] 그레인저 공대 도서관(Grainger Engineering Library)

3.3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의 사서 현황

현재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에는 운영을 위해 약 200여명의 직원들이 수서, 전산,

대출, 참고봉사 등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 50여명의 주제사서들이 

교수 신분으로 강의와 연구, 그리고 봉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주제사서들은 

교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 교수 신분으로서, 캠퍼스에서 다른 학과 교수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또한 까다로운 종신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주제사서들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오랜 전문 경험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주제사서들은 일리노이 대학교의 교수 신분으로서 일정한 양의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지 못하면(주로 학술지 논문 게제) 종신심사에서 탈락하여 

해직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는 때때로 ‘주제사서들이 실제 사서가 해야 할 일들 보다 

연구에 지나치게 집중한다’ 라는 비판도 듣게 하지만, 한편 그동안 일리노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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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주제사서들이 다른 대학도서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이 제도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교수 신분의 대학도서관 주제 사서들은 

일리노이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수를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문헌정보학 대학원 프로그램은(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국내 평가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4. 일리노이대학교의 동아시아 프로그램3)

일리노이대학교와 동아시아의 첫 연결고리는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졌다. 1908년 

일리노이대학교의 봄학기 졸업식에서 중국의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오연방(伍延芳)

박사가 연사로 초대되어 “왜 중국은 미국의 우방이 되고 싶어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이 시초가 되어 그 후로 일리노이대학교에는 중국 출신의 유학생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세계2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일리노이대학교에는 동아시아 관련 강의가 개설 

되었다. 하지만 실제적인 동아시아 프로그램은 1964년에 포드재단(Ford Foundation)

으로부터 80만 달러($800,000)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빠른 성장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매우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힘입어, 아시아센터(Center for Asian Studies)가 

세워졌고, 이 센터를 통해 아시아학 석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다. 그 후 1984년에 

센터는 동아시아/태평양센터(Center for East Asian and Pacific Studies)로 이름을 바꾸고,

여러 지역 센터들과 함께 새로운 건물에 들어서게 된다. 1991년에는 동아시아학과(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가 정식으로 출범 하여 학부와 석박사 과정의 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미국 내 대학들 중에서 동아시아학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3) 아시안도서관의 전 관장이었던 카렌 웨이(Karen Wei)의 기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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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리노이대학 한국학 프로그램

5.1 역사4)

대학도서관과 동아시아학 프로그램의 놀랍고도 빠른 발전 속도와는 달리, 일리노이 

대학 한국학은 그에 걸맞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 역사 문건에 

따르면, 1964년에 정치학과의 “동아시아 정치”라는 제목의 강의가 한국과 관련된 첫 

수업으로 기록되어있다. 그 후 1970년에서 1972년 사이에 첫 한국어 강의가 개설 

되었지만(초급과 중급) 다시 폐강이 되고 말았다. 1980년이 되어서야 한국어 강의는 

다시 개설 되었고 그 후로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해 오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일리노이대학 한국학 프로그램은 성장에 추진력을 

가하게 된다. 1984년에는 한국에 관한 두개의 과목이(“현대 한국 사회”와 “한국사”)

개설되었고, 이 두 과목은 지금도 한국학 프로그램의 중요한 필수과목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증가하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늘어나는 한국 이민 2세 학생들로 인하여 

초급, 중급, 고급 한국어 강의가 개설이 되었고, 그 후 한국어 수업시간에는 한국계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 다시 2000년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한국학 수업들이 생겨났는데, 지난 15년간 제공된 수업들은 다음과 같다.

Ÿ 동아시아 문명 : 중국, 일본, 한국(East Asian Civilization: China, Japan, and Korea)

Ÿ 영화로 이해하는 현대 한국 사회(Introduction to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rough Film)

Ÿ 영문한국문학(Korean Literature in English)

Ÿ 한국사(History of Korea)

Ÿ 한국사특강(Special Topics in Korean History)

Ÿ 동아시아 언어와 교육(East Asian Language and Pedagogy)

4) 일리노이대학교 역사기록실(University Archives)의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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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리노이대학 한국학 프로그램의 현재

일리노이대학에서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현재 도약을 위한 몇 가지 기회를 앞에 두고 

있다. 한국어 프로그램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한국학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의 

숫자는 매년 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놀라운 증가율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 아마 한국 문화와 엔터테이먼트에 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한국어 수업의 급성장은 이제 앞으로 한국과 

관련한 여러 강의 개설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한국과 관련한 여러 분야(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에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해 지게 될 것이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리노이대학교는 많은 수의 한국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한국계 

교수진들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계 학생들이 주축이 된 

캠퍼스 동아리만 약 20여개가 넘고, 해외 유학생중 한국 유학생들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일리노이대학교는 집계하고 있다. 2000년에 약 10명 정도였던 한국계 교수들은 

2015년 현재 약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중 많은 교수들이 한국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주변적 환경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학 프로그램이 더 빠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마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한국학 프로그램에 소속된 

한국학 교수들의 잦은 이직이 아닐까 생각된다. 동아시아학과에는 한국학 전문 

종신교수가 없었고, 주로 다른 학과에 속한 교수들을 “관련 교수”(Affiliated Faculty)로 

초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성장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리노이대학교에서 한국과 관련한 연구 실적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놀랍게도 1956년 이후로 약 790편의 일리노이대학 박사 

논문과 석사 논문에서 한국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 진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이 

논문의 주요 주제로 등록 된 첫 박사 논문은 1956년에 박기혁 박사가 쓴 “한국의 

토지개혁에 관한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Land Reform in the Republic of

Korea, 1954-1955”)이다. 박기혁 박사는 일리노이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미국 

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고, 후에 귀국해서 농업경제학자와 정부정책기획자로서 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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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았다. 현재도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정치, 국제정세, 언어, 문헌정보, 경제, 영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전에 

일리노이대학교에는 한국사를 전공한 뛰어난 교수들이 있었고, 현재에는 낸시 에이블먼

(Nancy Ableman)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류학자가 한국과 미국 내 한인사회 

에 관한 여러 논문과 책들을 출간하여 명성을 쌓고 있다. 지금 당면한 과제는 캠퍼스 

내 여러 분야에 흩어져서 한국 관련 연구를 하는 교수들을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일리노이대학 한국학 발전에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다.

6. 동아시아 장서

6.1 아시아도서관(1965년~2012년)

1960년대에 미국의 많은 연구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관련 연구센터와 학과들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 일리노이대학교 역시 동아시아의 지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1965년에 

아시아도서관을 설립했고, 언스트 울프(Ernst Wolff)박사를 극동도서관 사서로 임명 

했다. 울프 관장은 1978년에 은퇴하기 까지 약 십만 권의 장서를 확보하였고, 당시 듀이 

분류법을 사용하던 대학도서관을 설득하여 아시아도서관만 유일하게 국회도서관 

분류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참고로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은 아직도 듀이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관련 수업이 점점 많아지면서, 아시아도서관 역시 장서 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1965년에 몇 천권의 장서로 시작했던 아시아도서관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약 28만권을 소장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장서의 대부분은 중국,

일본과 관련된 것이었고, 한국 관련 장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중국학과 일본학은 종신교수들이 생겨나면서 빠른 성장을 했지만, 한국학은 

상대적으로 자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2012년까지 아시아도서관은 장서와 

직원, 그리고 이용자수 기준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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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제도서관(2012년~현재)

2010년부터 시작된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의 구조조정은 2012년에 첫 단계가 마무리 

되었다. 이때 구조조정은 대학도서관 역사에서 매우 파격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이전까지 약 40개가 넘는 단과별 도서관들이 약 20개 정도로 통폐합이 되었다. 오랜 

시간의 토론과 논쟁 끝에, 모든 지역별 도서관들이 국제도서관(International & Area

Studies Library)이라는 하나의 도서관으로 통합이 되었다. 국제도서관은 지역별 도서관들

을 하나의 기관으로 묶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목표를 

세웠다. 국제도서관으로 통합된 도서관들은 아시아도서관(Asian Library), 러시아 및 슬라브

도서관(Russian and Slavic Library), 아프리카도서관(African Library), 중동도서관(Middle

Eastern Library), 그리고 라틴 및 캐러비안 도서관(Latin & Caribbean Library)등이다.

하지만 국제도서관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동아시아 장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동아시아/태평양 센터, 그리고 동아시아 학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도서관에는 현재 3명의 전문사서가 동아시아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6] 국제도서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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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학 장서

7.1. 역사와 현재 상황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 장서는 전체적으로 빠른 증가율을 보였지만, 한국학 장서는 

중국학과 일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다. 대학역사관 자료에 따르면,

1965년 이전에는 대학도서관 카탈로그에 한국학과 관련한 어떠한 책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 타 대학교들도 비슷하겠지만,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역시 한국계 교수가 

부임을 하면서 한국 관련 자료들이 모아지게 되었다. 1968년에 언어학과의 김진우 

교수가 조교수로 부임을 하면서 대학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처음으로 구입 

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후 특별히 한국어와 관련한 학술지들을 구입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 국회도서관이 한국어 관련 자료 확보에 큰 도움을 주었고, 대학도서관 역시 

한국 관련 자료 수집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시작 했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한국 관련 서적들을 확보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이 생겨났다.

한국 내 일리노이대학교 동창회에서 상당한 분량의 학술 서적들을 기부하였고, 인류학,

언어학, 그리고 역사학 분야의 교수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국 관련 서적들을 

지원받거나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 한국의 서울방송(SBS)에서도 한국학 

도서 구입을 위한 기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은 여러 한국학 관련 전자자료들의 구입에 큰 도움을 주었고, 현재 한국 관련 연구를 

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의 아낌없는 지원은 한국학 장서와 서비스 제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한국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후원은 한국 학술 정보 제공에 큰 힘이 되었다. 이제 

1960년대 이후 한국학 장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2015년 현재 2만개 

정도의 한국어 자료들을 소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이할만한 사실은 한류의 열풍과 

함께 한국 영화와 드라마 자료들이 빠른 속도로 구입 되고 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짧게 언급했던 대로, 중국학과 일본학과는 달리,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에는 

한국학 전문사서가 고용된 적이 아주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대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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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그리 크지 않은 한국학 장서를 고려해서 아마 전문사서를 

고용하는 것에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까지 대학도서관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고용해서 목록 등의 업무를 맡겨 왔고, 2005년에 외부 

지원을 통해 일 년 정도 한국학 전문사서를 고용한 적이 있지만 곧 지원이 끊기면서 

한국학은 중국학 전문사서가 함께 관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늘어나는 한국에 대한 

관심에 대학도서관에서는 파트타임으로 한국학을 관리하도록 필자를 임명하였고,

필자는 원래 다루고 있던 다른 분야에 더하여 한국학 전문사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필자는 국제도서관 관장, 그리고 대학도서관 총관장과 함께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대학 한국학 장서의 특성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지 연구 중이다.

7.2 북한자료

국제도서관에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학, 군사학, 언어학, 비교교육학, 인류학, 그리고 영화학 쪽에서 현대 

북한사회와 정치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와 연변지역의 조선족에 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국제도서관에서는 2014년에 약 1,200권 

정도의 북한 서적을 구입했는데, 특별히 북한에서 발간된 고전문학, 현대문학, 아동문학,

역사, 정치철학, 언어 등의 부분에 집중되어있다. 또한 약 300권의 북한에서 발간된 

만화책들을 추가로 구입했다. 특히 이 북한 만화책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교육과 문학,

철학 등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북한에서 발간된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은 이미 미국 전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열람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 오고 있다.

8. 나가는 말

매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재학하는 대학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 프로그램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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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의 장서규모는 미국에서 주립대학교들 중 최고를 자랑하지만,

그 전체 장서 규모에 비해 한국학 장서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캠퍼스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한국 관련 연구들로 인해, 대학도서관은 한국학 장서를 위한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의 한국학 장서를 차별화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대학도서관과 국제도서관, 그리고 필자의 매일 반복되는 질문이며 

해답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부분이다.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 국회도서관, 그리고 국립 

중앙 도서관의 지속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한 시점이고, 현재 캠퍼스에 

흩어져 있는 한국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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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한국 관련 자료

애덤 H. 리스본
Adam H. Lisbon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

일본학 및 한국학 전문사서

1. 서  론

[그림 1] 캠퍼스에서 본 플랫아이언

작은 언덕배기에 자리한 이곳에서 미국의 평원이 록키산맥과 만난다. 

콜로라도대학교 볼더 캠퍼스1)의 붉은 사암 건물들 사이를 걷다 보면 이곳이 미국의 

마지막 개척지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록키산맥의 한 자락에 고립 

1) 우리 대학교는 간단히 CU라고 불리는데, CU 볼더는 CU 시스템의 대표 캠퍼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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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이곳 콜로라도 주는 초창기에 광산과 농장, 가축과 카우보이로 유명했고,

연구대학교가 들어서기에는 부적합해 보였다. 우리 대학교(CU)가 동아시아 및 한국과 

연관을 맺은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였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한국어 장서는 

1,000권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해외 한국학도서관 중에서 가장 작은 장서 중 하나이다.

콜로라도 대학의 한국학 장서 규모가 작고 한국학의 위상이 높지 않지만 최근의 

“한류” 바람으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도서관이 한국어 자료들을 조명하고 

확대하고 재발견 할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2. 콜로라도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한국학 및 아시아학

우리 대학에는 현재까지 한국학 전공은 없지만, 학생들은 아시아학센터(Center for

Asian Studies)에서 아시아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갖는다. 한국 관련 

수업들은 여러 학과에 걸쳐 나뉘어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역사학과와 

아시아언어 및 문명학과(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 Civilizations)이다. 역사학과는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와 관련된 강의를 제공했다. 얼 스위셔(Earl

Swisher) 교수는 193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중국 역사를 가르쳤다. 콜로라도 대학교 

에서 학부를 마친 스위셔 교수는 캔튼대학교와 의회도서관에서 일한 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2). 아시아언어 및 문명학과는 동양 언어 및 동양문학과(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s and Literatures)로 1982년에 설립되어 이후 전체 아시아를 다루는 

강의들을 개설하면서 확장되었다. 지난 3년간 학기 당 제공되는 한국어 강좌의 수가 

3개에서 5개로 증가했다. 이 학과는 일본어와 중국어에 대한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2015년 봄에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2) Hays, Asian Languages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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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학센터

아시아학센터는 학내 교수들이 전학제에 걸친 협력을 통해 아시아 연구를 수행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행사 진행, 기금 확보, 아시아학 전공 설립 등이 모두 

센터의 핵심 활동들이다. 센터의 활동은 또 우리 대학에서 한국학을 증진하는 과정  

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시아학에서 제공하는 전공과 부전공은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또 센터가 끌어오는 기금과, 콜로라도 주 

와 미국 서부지역의 K-12 교사들에게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는 동아시아교육(Teaching

East Asia)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아시아학센터의 가장 큰 연례행사는 심포지엄 시리즈이다. 해마다 센터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2014-2015년도의 주제는 ‘아시아를 

매개하다(Mediating Asia)’로 아시아의 미디어가 아시아를 보여주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심포지엄 시리즈 외에도 한반도의 핵문제나 원불교 등 시사 현안들이나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관련한 소규모의 다양한 학술행사들이 개최된다. 센터는 

또 영화와 토론의 밤, 요리교실 등 보다 가벼운 행사들도 제공한다. 센터의 행사는 

일반인들에게 열려 있으며, 아시아 관련 사안들과 관련하여 볼더와 덴버의 지역 

사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4. 콜로라도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도서관들

콜로라도대학교 볼더는 5개의 도서관을 갖고 있다. 그 중 본관인 놀린도서관(Norlin

library)에 도서관 행정실이 자리하고 있다. 놀린도서관에는 또 아시아학 장서를 비롯한 

다수의 장서들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서비스 관련 부서들이 있다. 놀린도서관은 

몇 차례의 확장공사를 거쳐 현재는 캠퍼스 내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3배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아쉽게도 동쪽의 격자 모양 창문들이 내벽으로 바뀌었다. 다른 네 도서관은 

비즈니스 도서관(Business Library), 지구과학도서관(Earth Sciences Library), 지도도서관 

(Map Library), 그리고 수학과 물리학, 공학을 위한 겜밀도서관(Gemmill Libra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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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의 도서관들 외에, 고밀도의 도서보관시설인 ‘파스칼’(PASCAL)이 있다.

덴버에 자리한 파스칼은 콜로라도대학교 시스템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놀린도서관은 예술과 건축 장서, 과학 장서, 인쇄본 참고 장서, 정부 정보, 그리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서적들이 보관된 ‘놀린 서가’ 등 다수의 장서들을 갖고 있다. 아시아학 

장서는 특히, 예술 관련 자료의 경우 몇몇 예외가 있으나, 중국어/일본어/한국어 자료 

들을 위한 장서로 지정되어 있다. 영문 자료들은 다른 장서와 분관들에 보관되어 있다.

[그림 2] 위부터: 놀린도서관 서쪽 입구, 동쪽 입구, 동측의 격자형 창문들. 

격자형 창문들은 원래 동쪽 외벽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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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시아 장서의 새 보금자리 

붉은 바위로 된 벽이 원래 도서관 건물의 

외벽이다. 

5. 아시아학 장서

아시아학 장서는 1989년에 동아시아 

장서로 시작했다. 아시아어 자료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구축된 장서의 측면 

에서 이 장서는 북미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구축된 것 중 하나이다. 이 장서는 대체로

역사 및 문학과 관련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는 약 91,000권에 달한다. 그러나 

이 장서는 새로 마련된 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다. 장서 개발을 위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자료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

해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장서는 

이후 지하실로 옮겨졌다가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야 현재의 공간으로 다시 옮겨졌다.

2014년에는 전체 장서가 이전 공간과 연속간행물 서가로 옮겨졌다. 이용률 조사에 

따르면 인쇄본 연속간행물의 이용률이 5% 미만이었다. 반면, 아시아학 장서의 이용률은

이것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지하실에서 보다 편리한 장소로 장서를 옮기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일본학/한국학 전문사서와 중국학/아시아학 전문사서는 중국어/

일본어/한국어 참고자료와 연속간행물이 보관되어 있는 새 독서실 옆에 사무실이 

있다. 마무리 단계로는 리모델링을 끝내고, 새 가구를 들여놓고 2014년에 도서관에 

기증된 예술품을 벽에 거는 일 등이 남아 있다.

6. 한국학 장서

한국어 자료는 아시아학 장서에서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어 자료는 1,238권에 

불과하다. 이 외에 5,735권의 영문 자료가 있는데 주로 문학과 역사(특히 한국전쟁)

부문의 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문서 장서는 상당량의 한국 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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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한국어
영어/
기타

합계

도서
인쇄본 1,057 2,687 3,744

디지털 26 1,887 1,913

연속간행물 인쇄본 129 330 459

멀티미디어*
실물자료 23 662 685

디지털 3 44 47

마이크로필름/
피시/인쇄

125

총계 1,238 5,735 6,973

* 지도제작 및 시청각 자료 포함

[표 1] 콜로라도대학교 한국자료 현황 미국 정부간행물발행국(GPO)은 전 세계 

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 하나이며,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도서관은 연방 납본도서관 

프로그램의 회원이다. 이 프로그램의 회원 

이 되면 연방 정부의 간행물을 수집, 목록화

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한미관계의 역사를 다루는 

자료들과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산업 등에 

관한 보고서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북한에 관한 자료는 852권에 달한다.

지도도서관 역시 미 육군이 제작한 

한국의 상세 지도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 지도들은 지형, 고속도로, 철로, 기타 인프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해도와 항만 지도들이 있다.

7. 특별장서

콜로라도대학교 도서관 특별장서는 다양한 특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서구문학 

관련이 가장 많지만 아시아에 관한 숨겨진 보물들도 가득한 곳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특별장서는 사진첩과 등산 관련 장서들로 유명하다. 특별장서의 자료는 

연구용뿐 아니라 교육용이기도 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5년 봄학기에만 91개의 교육 

이 진행되었다. 숨겨진 한국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세 개의 장서는 데이비드 

H. 티핏 사진 장서(David H. Tippit Photobook Collection), 이라 울프 사진역사 장서(Ira

Wolff Photographic History Collection), 등산 관련 장서(Mountaineering Collection)이다.

이 세 개의 장서는 모두 기증으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한국 관련 

자료들은 비교적 소수이지만 모두 합하면 서구와 한반도 간의 교류가 400년에 걸쳐 

있다. 콜로라도 대학교 소장품 중 가장 초기의 자료는 1630년에 발행된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이다. 여기서 “Corea”는 섬으로 기록되어 있다.3) 특히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 

관련 내용이 부실한 것은 당시 이 ‘은둔의 왕국’ 이 서양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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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그와 같은 정보의 부실함은 중국에 관한 두 할데(Du Halde)의 기록에서도 

마찬가지다. 두 할데는 1730년대에 잠시 한반도의 북쪽 지방을 방문했으나 한반도의 

문화적 메카였던 서울에는 들르지 않았다.4) 이후 한반도를 탐험한 케번디쉬 (Cavendish)

와 알프레드 에드워드 존(Alfred Edward John)5), 존 D. 포드(John D. Ford)6)는 조선이 

서서히 일본의 통치에 귀속되어 결국 합병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4] 메카도르의 세계지도 

한국의 섬

[그림 5] 중세 라틴어로 된 메르카토르의 지도책은 

키가 크고 피부가 흰 사람들의 나라를 ‘전쟁에 

능하고 공격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 묘사는 

일본과 한반도와의 교류에 기반 한 것으로 보인다. 

3) Mercator, Gerardi Mercatoris Atlas Sive Cosmographicae Meditationes de Fabrica Mundi et 
Fabricati Figura.

4) Halde, A Description of the Empire of China and Chinese-Tartary, Together with the 
Kingdoms of Korea and Tibet.

5) Cavendish,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6) Ford, An American Cruiser in the East ; Travels and Studies in the Far East; the Aleutian 

Islands, Behring’s Sea; EasternSiberia, Japan, Korea, China, Formosa, Hong Kong, and the 
Philippine Islands.



26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 제13호 (2015년 6월)

[그림 6] 1940년에 발행된 전주공립농업학교의 제26회 졸업 앨범

특별장서에서 아마도 가장 독특한 아이템은 울프 장서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일 

것이다. 이 앨범은 전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1940년에 

발행된 이 자료는 일본이 한국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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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졸업앨범에 불과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일제 통치 하의 평화로운 

삶을 보여주려는 홍보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어 

로 되어 있으며, 수학여행과 클럽 활동 등 여유로운 학교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일장기의

사진들과 교사들의 이름을 일본어로 나열하고 있는 이 앨범은 억압과 동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 한국전쟁과 근대 이전 한국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집들이 몇 권 있다. 이러한 

사진집들은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는 남한의 어려운 현실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또 눈부신 경제적 성공과 정치적 격동, 현대의 소비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정유공장과 사무실 건물들로 둘러싸인 평범한 근대성. 이러한 현실과 주제들은 한류의 

대중음악과 영화, TV 드라마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를 모두 종합하면 

콜로라도 대학교 특별장서의 자료들은 대중문화만이 아니라 한국의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아카이브

미 해군 일본어/동양어학원 아카이브 프로젝트(US Navy Japanese/Oriental Language

School Archival Project)는 1942-1946년에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로 이전한 

미 해군 어학원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어학/문화학 강의들과도 연관이 있다. 해군 어학원은 원래 일본어만을 가르쳤으나 

동아시아의 다른 언어들로까지 확대되었다. 아쉽게도 한국어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으나, 몇몇 저명한 한국학자들이 집중 연구를 위해 볼더에 왔다7). 대학도서관 

아카이브(University Libraries’ Archives)는 어학원 소식지인 The Interpreter를 꾸준히 

비치하여 졸업생들이 해군 어학원을 졸업한 후 자신들의 인생 경험과 전문적 경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아카이브는 그러한 졸업생들의 개인적 영향과 학술적 

성과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콜로라도에 해군이 주둔한다는 사실이 다소 이상하지만, 2차 대전 후의 상황으로 

7) Hays, Asian Languages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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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해군이 미국의 내륙지역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 어학원은 하버드와 버클리 

캠퍼스에서 시작되었다. 하버드에서는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대학과 해군 측의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계약이 종료되었다. 버클리 캠퍼스에서는 대통령령 9066에 

따라 어학원의 일본계 미국인 교수들이 서부 해안 지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CU 캠퍼스에 해군 시설이 자리한 덕분에 약 6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공급되면서 

CU가 2차 대전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8).

해군 어학원이 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는 않았으나 몇몇 저명한 한국학 

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통역사로 해군을 지원했다. 한국학 분야에서 유명한 두 인사는 

마이클 로저스(Michael Rogers)와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이다.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로저스는 해군에 입대하였고 그 덕에 아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지역의 언어를 갈고 닦을 수 있었다. 이후 콜로라도 대학교 버클리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한국 정부로부터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9).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의 증손자인 호레이스 언더우드 3세 역시 

해군 어학원을 졸업했다.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에까지 능통했던 그는 2차 대전 말과 

일제 식민통치의 말기에 미군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10). 그 외에, The Interpreter에 

군 복무 중 한국과 관련된 경험담을 기고한 사람들로는 포레스트 피츠(Forrest Pitts),

프랭크 기브니(Frank Gibney), 사무엘 E. 마틴(Samuel E. Martin), E. 헨리 노치(E. Henry

Knoche), 칼 바츠(Carl Bartz), 할램 쇼록(Hallam Shorrock), C. 페리스 밀러(C. Ferris

Miller), 로버트 스칼라피노(Robert Scalapino), 노엘 레더스(Noel Leathers)가 있다.

8) IBID
9) Maclay. “Michael Rogers JLS 1944 UC Berkeley Professor Emeritus.” The Interpreter. 115: 

Sep, 2007.
10) Cohen. “The Underwoods of Yonsei University.” The Interpreter. 48: Jul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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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비스와 규모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도서관들은 한국 관련 자료가 많지 않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학/

한국학 전문사서는 도서관상호대차, 수서, 목록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료들이 

시기적절하게 도착 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어/일본어/한국어 자료의 처리는 동아시아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2명의 목록전문 사서들이 맡고 있다.

[그림 7] 한국학 자료 이용 요청 화면

이 부서들과의 소통을 간소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교수와 학생들의 신청이 

접수되면 간단한 구글폼(GoogleForm)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추적하는 과정을

하나로 간소화한다.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접수되면 수작업으로 구글폼에 입력한다.

이 절차는 최대한 간단하게 ISBN만을 필요로 한다. 수서부에 도움이 되도록 신청 

스프레드시트와 함께 저자, 제목 등의 한글명과 로마자 표기를 함께 제공한다. 과거 

에는 이것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었는데, 자동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특별한 마크로가 개발되었다. 풀로버의 마크로 크리에이터(Pulover’s Macro Creator)라 

불리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Worldcat.org로부터 필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자동으로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된다. 수작업으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자료 당 

수 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 엄청난 양의 시간이 절약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절차는 단행본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논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학/한국학 사서는 해당 언어로 된 자료들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적인

ILLiad 계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한국어로 된 

저널과 페이지 번호 등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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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도서관상호대차 

담당사서의 경우는 20분, 주제 전문사서는 5분 정도가 절약된다.

한국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해당 사서와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학센터에서 아시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졸업 논문을 써야 하는데,

논문 주제가 캠퍼스에 소장된 장서의 내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상호대차가 운영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되고, 한국학 사서로 

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화는 

학생들의 학업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 미래

한류로 인해 캠퍼스 내에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도서관은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이러한 새롭고 가시적인 욕구에 부응해야 했다. 현재 학생들의 관심사는 

대체로 한국어 강좌에서 기인하지만, 이 학생들이 그러한 관심사를 예술, 경영, 문학 

등 다른 수업들로 전파하고 있다. 학부생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지원이 있는데, 한 가지 

당면 과제는 한국어 강좌 수강생들을 위한 읽기 수준별 장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한 장서가 일본어 강좌 수강생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매우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도서관은 한국학과 관련한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인 DBpia와 KISS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중이다.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가 추가되면 한국어 자료들에 대한 액세스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서적 판매업체와 공식적인 관계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에 글을 쓰면서 우리 대학교에 있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조사할 기회를 얻었다. 이제는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일 차례이다. 우리 도서관은 현재 웹사이트를 재설계하는 중이며, 그것과 함께 

LibGuides가 통합될 것이다. 학생들과 교수들을 한국 관련 자료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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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디드로-파리7대학의 

한국학 도서관 및 한국학 자료현황 

정 희 선

프랑스 파리7대학 동양어문학부 도서관 

한국학 자료 사서

1. 파리 디드로- 파리7 대학교(Université Paris Diderot- Paris7)

파리7대학의 정식 명칭은 파리 디드로 대학교(Université Paris Diderot- Paris7)이다.

파리대학교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럽의 가장 중요하고도 오래된 대학교 중 

하나로서 볼로냐,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과 같이 12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파리대학교는 그 시대 신학과 철학 부문에서 많은 명성을 얻었다. 그 후 긴 침체기를 

거친 후, 프랑스 혁명 중이던 1793년에 폐쇄되었다가 1896년 법, 의학, 문학, 과학에 기본 

바탕을 둔 단과대학 시스템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그러다가 1968년 일어난 프랑스의 

사회개혁 이후 파리대학교는 13개로 나뉘게 되는데, 프랑스 정부는 기존의 단과대학들을 

모두 폐지하고 관련학과들을 모아서 일반종합대학교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은 대부분 통폐합되어 재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대대적인 프랑스 대학시스템 개편을 기점으로 1970년 파리7대학이 설립 

되었고, 파리대학의 동양학관련 학과들이 파리7대학으로 흡수되면서 지금의 동양어 

문학부(UFR Langues et Civilisation de l’Asie Orientale)가 파리7대학에 속하게 된 

것이다.

파리의 13개 대학 중, 파리7대학은 인문과 자연계 전공 양 쪽을 다 두고 있는 

종합대학으로서 언어(Langue), 예술(Arts), 문학(Lettres), 법(Droit), 경제(Economie),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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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ion), 과학(Sciences), 공학(technologie), 의학(Médecine), 보건(santé), 치과학(Odontologie)

등의 전공과목이 있다.

학위시스템은 2005년 이후로 유럽공동학위제인 LMD(Licence-Master-Doctorat)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사(LICENCE)과정 3년, 석사(MASTER)과정 2년, 박사(DOCTORAT) 과정 

3년으로 대학의 모든 과정이 총 8년이다. 이 학위들은 유럽 공동 학위 제도에 근거하여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다.

[그림 1] 파리7대학 동양어문학부 건물과 캠퍼스

파리7대학의 동양어문학부는, 2007년 ‘Jussieu’ 캠퍼스에서 현재의 ‘Paris Rive

Gauche’ 캠퍼스로 이전하여 ‘Grands Moulins’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 

파리의 대형 제분소(Grands Moulins)였던 건물을 리노베이션(2004년~2006년)하여 

현재 동양어문학부는 이 건물의 4층에 자리 잡고 있다.

2. 파리7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

파리 디드로-7대학의 한국학 장서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학과의 역사와 설립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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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프랑스의 일본학 학자였던 샤를르 아그노에르(Charles Haguenauer)
1)
는 당시 

파리대학교 문과대학인 소르본(Sorbonne)에 신설된 한국어 강의를 위해 연세대학교 

전임강사로 있던 이옥(李玉)을 초빙하였다. 그 후 1959년 소르본에 한국학 과정이 

생겨나면서 일본학과는 일본-한국학과로 개칭되었다.

1968년 사회개혁 이후 프랑스의 대학 학제가 대폭 개편되면서 파리대학의 동양 관련 

학과들이 1971년 파리7대학의 설립과 함께 흡수되었고 이때 일본-한국학과는 일본학과와 

한국학과로 분리되었고, 각기 독립하여 지금의 한국학과(Section d’étude Coréenne)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때부터 이옥(李玉)은 초대 한국학과장을 역임한다.
2)

초창기 한국학과에는 이옥 학과장을 중심으로 2~3명의 교수진이 있었으나 2015년 

현재는 부교수4명과 8명의 강사진이 있다.

현재(2015년) 동양어문학부의 학부생은 약 970명으로 이 중, 한국학과 학사과정 

학생은 250 명이다. 그리고 260명의 대학원 과정 학생 중 한국학 전공은 23명에 이른다.

한국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기본적인 수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어 문법 및 회화, 쓰기, 말하기

 - 한국역사(고려사, 조선사, 한국현대사), 한국지리

 - 한자 및 한문

 - 한국 고전 및 현대문학 

 - 한국 문화

  * 학부나 대학원생을 위한 수업 외에,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 및 TOPIK 준비 수업이 2011년에 

따로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한국의 서울대학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센트럴 유러피안 대학(Central

European University) 등과의 화상수업을 통해, 여러 한국학 전문가들의 수업을 들으며 

1) Charles Haguenauer는 프랑스에 한국학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일본학 학자로서 한국에 관한 
논문도 많이 발표했다.

2) 이진명(2007), “프랑스의 한국학-기원에서 2006년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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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또한 한국학과 학생들은 수업 외에도 매년 봄마다 프랑스 전역에서 개최되는 

‘시인의 봄(Printemps des poètes)’ 행사 및 연극 공연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인의 봄’ 주간에는, 매년 주어지는 주제에 따라 한국시를 

공부하고 자작시를 발표하기도 하며, 한국시의 번역가와 시인(저자), 관련 시집 출판자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듣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70년 창설된 한국학과는 중국학과와 일본학과에 비해 역사가 짧지만, 날이 갈수록 

프랑스 전역에 한국학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매년 파리7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학과에 비해 재학생 수는 물론 석사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었던 과거와는 달리 한국학과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학과 교수진의 충원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2] 파리7대학 한국학과 등록생 수 연도별 비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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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4년 파리7대학 동양어문학부 학과별 등록생 비교현황

그러나 일본, 중국학과와 비교해 볼 때, 현재까지는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학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동기를 학생 스스로가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위를 취득한 후의 진로와 

한국 기업으로의 인턴십, 취업 기회 등, 학생들의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 한국의 많은 연구·교육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프로그램 계발 

등이 선행되어야 프랑스 한국학의 꾸준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대학에서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해외 한국학 중핵 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컨소시엄
3)
이 자리잡고 있다. 이 기관은 프랑스 내 

다양한 학술행사를 주관하며(국제 학술 대회, 외부 강사 초청을 통한 컨퍼런스,

세미나 등) 프랑스어권의 한국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3) 파리 컨소시엄은 파리7대학, EHESS, INALCO의 세기관으로 결성되어 프랑스어권에 한국학을 
보급한다는 목적아래에 2011년도에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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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리7대학의 한국학 장서

3.1 한국학 장서의 구성과 역사

초창기 한국학 장서는1971년 소르본대학의 한국학 강좌가 파리7대학 동양어문학부 

소속 한국학과로 독립되면서 학과장으로 재임했던 이옥 교수(1970-1994)의 노력으로 

구성되기 시작되었다.

초창기 한국장서는 산학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구 한국리서치교류재단), 국립중앙 

도서관, 국회도서관, 정신문화연구원 국사편찬 위원회와 같은 기관단체의 지원과 개인 

기증(전 문교부 장관이었던 김법린 기증 외) 등을 통해 역사, 종교, 문학, 철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때 구성된 장서는 1950-70년에 

간행된 한국어와 한문병기된 자료가 주를 이루었다.

그 외에1986년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 이후 한국정부로부터 11,000여 

권의 자료(정기간행물과 컬렉션 위주)를 지원받았다.

그 후 한국의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꾸준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학 분야의 

자료를 소장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유지, 관리되어오고 있다.

[그림 4] 동향어문학부 LCAO 도서관



프랑스 파리 디드로-파리7대학의 한국학 도서관 및 한국학 자료현황 39

-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 국립중앙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Corée – The National National 
Library of Korea)

3.2 동양어문학부 도서관(Bibliothèque LCAO)의 현재

초창기 한국학과 사무실에서 관리되던 자료들은 2002년 파리7대학의 동양어문학부 

LCAO 도서관에 옮겨졌고, 2007년 파리 5구 ‘Jussieu’에 있던 캠퍼스가 ‘Paris Rive

Gauche’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동양어문학부 LCAO 도서관 역시 현재의 ‘Grands Moulins’

건물로 이전되었다.

2015년 현재 동양어문학부도서관(Bibliothèque LCAO)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4개의 학과로 구성되어있고, 총 장서 수는 약 45,000여 권의 단행본과 180여 종의 정기 

간행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은 약 17,000권, 일본은 13,500권, 베트남은 3,000여 권에 달하는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고, 한국학 장서는 12,500권의 단행본과 60여 종의 정기간행물, CD, DVD

등 200여 종의 비도서 자료들로 구성되어있다. 동양어문학부 도서관의 장서는 원서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학 장서 역시 거의 한국어로 

간행된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단 한국 소설 프랑스어 번역본은 예외적으로 수집하며 

그 외 한국학 관련 서양어 자료는 파리7대학 중앙 도서관에서 관리된다.)

3.3 한국학 장서수집

현재 동양어문어학부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수집은 대부분 기증에 의존하고 있다.

각 학과에 책정된 일 년 예산이 낮기 때문에 장서의 직접적 구입은 실질적으로 

어려운편이다. 한국학 장서 수집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300여권의 자료를(정기간행물 

제외) 지원받는다.

아래와 같이 한국의 주요기관으로부터의 정기적인 기증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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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Bibliothèque de l’Assemblée nationale de Corée - National 
Assembly Library)

- 국사편찬위원회(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한국학중앙연구원(Academy of Korean Studies)

- 한국고전번역원(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 헌법재판소(Korean Constitutional Court)

3.4 한국학 장서 구성과 목록현황

초기 수집된 한국학 장서의 서지 정보는 종이로 된 카드 목록으로 관리되었고,

2003년부터 전산화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한국학 장서의 발전과 정착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5년부터 2010년 까지 프랑스의 한국학 정착을 위해 

파리7대학에 ‘해외 한국 연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지원(Institutional support

for Korean studies programs oversea-Library Support Program)을 담당했다. 이는 한국학 

담당 사서의 급여 보조 및 한국학 장서 전산화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그로 인해 

타 학과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져있던 한국 도서의 전산 목록화는 큰 진척을 보였다.

또한 이때를 기점으로 4개의 학과에서 유사하게 적용되는 분류 기호 체계를 통해 

한국학 장서의 분류시스템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분류체계는 도서관 자체에서 

개발한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고 자료의 표기는 매큔-라이샤워 로마자화시스템(the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을 따른다. 목록 작업은 로컬시스템인 ‘Agate’

프로그램을 통해 목록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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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5동양어문학부 도서관 전산화 현황

현재 한국학 장서의 전산 작업은 신착 도서를 우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카드 목록화 된 고(古) 자료들은 전산화가 전혀 진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03년에서 2004년에 이루어진 전산화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때 소장하고 있던 고 

장서들 중 2/3가 전산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산화 되지 않은 자료가 3,000여 

권이 남아 있고 이 자료들에 관한 분류, 전산화, 서가 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1] 2015동양어문학부 도서관 한국학 자료 주제별 전산화 통계

구  분 수량(권) 비율(%)

일반(Généralités) 380 4.67

철학(Philosophie) 479 5.89

종교(Religion) 49 0.60

사회과학(Sciences sociales) 1,300 15.99

언어학(Linguistique) 913 11.23

예술(Arts) 722 8.88

문학(Littérature) 2,021 24.85

역사-지리(histoire–Géographie) 1,948 23.95

기타 320 3.94

Total 8,1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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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O도서관
4)
의 한국학 자료는 홈페이지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이 가능하며 서지 사항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 등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파리7대학의 중앙 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다양한 

전자 저널 등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가의 자료 대출 이용은 동양어문학부 등록생과 교수 및 연구진들에게로 제한되어 

있다. 단, 동양어문화대학교(INALCO)와 통합 마스터 과정(Cohabilitation)을 맺고 있어서

동양어문화대학교(INALCO)의 석사 과정 이상 학생들에 한하여서는 자료대출이 

가능하다. 그 외 자료 열람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공개되어 있다.

[그림 6] LCAO 도서관 한국학 자료 홈페이지

4) http://lcao.agate-sig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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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서관 간 협력관계

▪ 파리7대학의�중앙도서관5)
약 250,000권 이상의 장서(책, 논문, 지도 등 포함)외에 DVD 2,500종, 전자책 17,000권 

과 전자 저널 10,000종, 150 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소장하고 있다. 매년 동양학 관련 

서양어 자료를 동양문학부 교수들의 요청에 따라 일정 부분 구입하고 있으며 

동양어문학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서양어(프랑스어, 영어) 단행본 도서를 

구입한다.

2007년 파리7대학 캠퍼스 이전과 함께 LCAO도서관에서 관리되고 있던 한국학 관련 

외국어 자료(영어, 프랑스어)가 파리7대학 내 중앙 도서관으로 이관되었고, 이때 

옮겨진 관련 장서는 한국 현대 사회와 한국 문학 번역본, 한국 종교 관련 서양어 

자료이다.

[그림 7] 파리7대학 중앙도서관

5) http://bibliotheque.univ-paris-diderot.fr/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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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AC(Bibliothèque universitaire des langues et civilisations)6) 

BULAC은 오래된 역사의 동양어대학도서관(Bibliothèque Interuniversitaire des Langues

Orientales)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 현재는 라틴어권을 제외한 언어와 문명 

관련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이다.

2005년에는 LCAO 도서관 한국학 장서 중 7,000여 권의 단행본과(19세기 이전의 

한국 역사와 한국 고전 문학이 주를 이룸.) 정기 간행물이 장기 대여 형식으로 기증 

되었다. 그 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두 차례 단행본과 정기 간행물을 기증하고 있다.

[표 2]  BULAC로 이관된 한국학 자료 주제별 전산화 현황(2005년~2010년)

주  제 한국어 도서자료 수

사전류 Généralité 220

철학 Philosophie 406

종교 Religion 297

사회과학 Sciences sociale 1,427

언어학 Linguistique 263

자연과학 외 Sciences de la nature et maths 60

과학 기술 Techniques 72

예술 Arts 294

문학 Littérature 1,647

역사, 지리 Histoire-Géographie 2,594

총 계 7,280

3.6 한국학 장서의 미래

본 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만 로컬 시스템을 통하여 

목록화 작업을 하는데다가 SUDOC(Système Universitaire de Documentation)
7)
에 대부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외부 이용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 다양한 한국학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폭 넓은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6) http://www.bulac.fr/
7) 프랑스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에 소장되어있는 자료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종합목록검색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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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매년 늘어나는 장서의 관리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2007년 캠퍼스의 이전과 함께, 파리7대학 중앙 도서관과 BULAC에 일정 

부분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장서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 

문제에 부딪힌다. 이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장서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보다 더 많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한국학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스템이 지원되고, 한국학 자료를 위한 공간이 구축되어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이 자료들이 이용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림 8] LCAO 도서관 한국 솔섬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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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ituated approximately 150 miles south of Chicago,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 hosts an impressive number of scholars and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UIUC has been

consistently ranked as one of the top five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highest international student enrollment. Each year, UIUC admits more than

9,000 international students from over 115 countries, and it maintains one of the largest

global alumni networks among major universities. Within the overall body of

international students on campus, Korean students commonly make up the second or

third largest group, particularly in engineering, business, economics, physical and life

sciences, agriculture, and education. Furthermore, a great number of Korean-American

students are currently pursuing undergraduate and graduate degrees at UIUC, although

the exact number is unavailable. Hence, although often referred to as a campus in the

middle of a cornfield, UIUC in fact possesses a long tradition of actively attracting

global perspective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to the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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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tunately, in spite of the high number of Korean students and faculty over the

past decades, the Korean Studies program at UIUC has not been able to expand as

rapidly as have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on campus. The slow growth of Korean

Studies has undoubtedly resulted in somewhat passive and sporadic Korean collection

activities over this period. However, the University Library implemented a major

reorganization plan in 2010, and all area libraries were incorporated into a single library

known as the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Library. Since this new library began

operations, the Korean collection has gained an opportunity to attract renewed interest

and investment and grow its collection with a strategic focus. This article will briefly

illustrate the history of UIUC and the University Library, and will then discuss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collection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Studies

program and the Korean collection.

[Picture 1] University of Illinois Qu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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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8)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 was one of the original 37

state universities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after President Abraham Lincoln signed

the historical Morrill Act in 1862. This act granted land to each stat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public universities, and played probably the most impactful role of any

legislation in the history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 total of 37 state

universities were founded as a result, each with a similar mission of offering higher

education in the areas of agriculture, mechanical arts, and home economics, as well as

other disciplines. Thanks to the Morrill Act, at a time when higher education had only

been offered by private institutions, states were able to imbue young students with

practical knowledge that would directly impact the lives of the people.

[Picture 2] “Alma Mater”, a symbol of UIUC

8) http://illinois.edu/abou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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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d in 1867, UIUC opened its first class in the following year. Originally Illinois

Industrial University, it was renamed with its present title in 1885. Over its 150-year

history, UIUC has produced over 450,000 alumni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a total

of 23 Nobel Prize and 21 Pulitzer Prize winners. Particularly known for its world-leading

programs in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UIUC has fostered a number of

technologists and entrepreneurs who have made major contributions to advances in

Internet-related fields. Companies founded by UIUC alumni include Oracle Corporation,

Netscape, YouTube, and PayPal, among many others. Technologies invented on the

campus include LEDs, integrated circuits, transistors, and plasma displays, all of which

have had a remarkable impact on consumer electronics. UIUC is still considered a major

research institution, with large amounts of research funding being provided across a

variety of disciplines and fields. Approximately 45,000 students are enrolled each year and

make use of the roughly 650 buildings on campus. Nearly 2,800 faculty members are

actively engaged in teaching and research, both in their own and in interdisciplinary fields.

3. University Library

3.1 History9)

UIUC boasts the largest academic library among all public universities and ranks third

in terms of collection size among academ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Only Harvard

and Yale Universities hold a larger collection than UIUC. Interestingly, the first

acquisition of library materials was made before the university actually opened. The

University Library was founded in 1867 and received $1,000 from the State of Illinois

to purchase books for academic purposes. When UIUC officially opened its first class in

the following year (1868), the University Library had 1,039 volumes ready for the use

of faculty and students.

9) http://www.library.illinois.edu/geninfo/hi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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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3] Altgeld Hall, the first library building at UIUC

The roots of its current status of one of the largest academic libraries in the world

actually should be traced back to 1912. In a speech before the Board of Trustees, University

President Edmund James proposed that the University Library acquire one million

volumes and construct a library building able to house such a collection. His ambition

of founding a library equal to those at universities in Europe bore fruit over the succeeding

century. In 1926, under the leadership of Library Dean Phineas Windsor, the Main

Library building was constructed to accommodate the rapidly expanding collection. It is

still actively used as a main hub for over 20 departmental libraries on campus. In 1935,

when the country was still deep in the historic economic downturn known as the Great

Depression, UIUC acquired its one-millionth volume, slightly more than20 years after

University President James made his proposal. Robert Downs, Library Dean from 1943

to 1971, continued the aggressive acquisition of scholarly materials, and it was during

his tenure that UIUC achieved its status as the third-largest academic library in the

United States. Altgeld Hall, the first library building on campus, was later us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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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and currently houses the Mathematics Department and Mathematics

Library. Both the Main Library and Altgeld Hall have been added to 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Park Services within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of the United States.

[Picture 4] Main Library

Beginning with the appointment of Hugh Atkins as the 11th Library Dean, The

University Library entered a new phase of growth. Dean Atkins led initiatives to

automate library catalogs, and by 1978 the University Library had become the first

research university library in the United States with a fully automated online catalog

system. Moreover, Dean Atkins successfully completed the networking of over 2,400

libraries in the state of Illinois, connecting small public libraries with university and

specialist libraries located throughout the state through computer systems. This state-wide

library network system was the most extensive in the nation. The University Library

earned its reputation as the leader in library innovation during Dean Atkins’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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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urrent State of the University Library

While the University Library at UIUC is primarily known for the size of its collection,

the University Library has also been investing heavily in services. It maintains more than

50 subject librarians in 20 departmental libraries. While over 40 departmental libraries

were once scattered campus-wide, beginning with a major reorganization plan in 2010

the University Library consolidated many of these departmental libraries. As of 2015,

roughly 150 years after its foundation, the University Library boasts a collection of over

24 million items including:

Ÿ 13 million volumes

Ÿ 9 million microfilms

Ÿ 120,000 serials

Ÿ 148,000 audio recordings

Ÿ 930,000 audio-visual materials

Ÿ 238,000 electronic books

Ÿ 12,000 films

Ÿ 65,000 maps

The University Library includes several departmental libraries with lofty reputations in

terms of collection and services, most notably perhaps the Grainger Engineering Library.

Grainger is the largest academic library in the US dedicated to the engineering disciplines,

and it functions as a laboratory for library-related innovation. Working closely with the

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nd the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 Grainger has participated in a wide range of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multimedia, networking, digitization, and search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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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5] Grainger Engineering Library

3.3 Librarians at the University Library

The University Library supports over 50 librarians holding faculty status who are

actively engaged in librarianship and teaching, research, and public service. While over

200 staff members serve at the University Library in a variety of functions such as

acquisitions, cataloging, circulation, and reference services, the University Library currently

employs 50 subject librarians as faculty of the university. These subject librarians receive

dual titles (e.g. Assistant Professor of Library Administration & Business Librarian), and

they must go through a rigorous six-year evaluation process prior to achieving permanent

tenure. In other words, they fall into the same category as other faculty in the various

colleges and departments and are equal colleagues of their faculty counterparts across

campus. For this reason, subject librarians, also known as faculty librarians, typically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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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al degrees or significant professional experience in particular fields. Since

librarianship counts as only half of their responsibilities, subject librarians at UIUC are

subject to heavy demands and are expected to engage in research activities. As it is the

case for all faculty on campus, unless they produce significant research output in the form

of books or scholarly articles over a given period of time (typically six years), their

appointment is terminated by the University. This long-standing tradition has placed UIUC

librarians in the forefront in terms of research accomplishments, which in turn has resulted

in innovative practices in collection management and services. Many of them teach courses

at the 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t UIUC, which has held the

number one spot in terms of national ranking for over twenty years.

4. East Asian Studies at UIUC10)

UIUC’s earliest ties with East Asia were established in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In 1908, Wu Tingfang, a Chinese diplomat stationed in the United States, was

invited as a keynote speaker at the graduation ceremony. His speech was entitled “Why

does China want to befriend America?” and university historians point to Wu’s

participation in this graduation ceremony as a starting point for the continuous influx of

large numbers of Chinese students each year since that time.

While the first courses on East Asia were offered in the years following World War

II, East Asian Studies at UIUC ramped up in 1964 when it became a recipient of an

$800,000 Ford Foundation grant. With this substantial funding, the Center for Asian

Studies was created and master’s degrees in Asian Studies could subsequently be

granted by the Center. After a name change to the Center for East Asian and Pacific

Studies in 1984, the Center moved to a new building housing a number of area studies

programs on campus. In 1991, UIUC created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10) Based on the memoir by Karen Wei, former Head of the Asian Library (retired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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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ultures to offer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degrees. With a focus on China,

Japan, and Korea, by 1995 the Department had grown to be ranked fifteenth in terms of

the number of Ph.Ds. awarded in East Asian Studies.

5 Korean Studies at UIUC

5.1 Brief History11) 

In contrast to the impressive development of the overall library collection and its East

Asian Studies program, Korean Studies has not experienced the same degree of

expansion over the decades. The earliest class to feature discussion of Korea was offered

by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in 1964. The title of the course was “Government

and Politics of East Asia,” but its instructor is unknown at present. The very first

Korean language courses were offered during the 1970-1971 academic year: Beginning

Korean, Intermediate Korean, and Introduction to Far Eastern Languages. Unfortunately,

only the Introduction to Far Eastern Languages class was continued in the succeeding

academic years, whereas the two Korean language courses were not offered again until

the 1980s.

Beginning in the early 1980s, the Korean Studies program began to gain momentum.

In 1984, courses specifically addressing Korea were introduced: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History of Korea. These two courses are still being offered as core courses

in the Korean Studies program. Furthermore, Korean language courses were revived:

Beginning Korean 1 & 2, Intermediate Korean 1 & 2, and Advanced Korean entered the

catalog. Another growth spurt took place in the early 2000s when additional

Korea-related courses were offered. Courses that still exist include:

11) Based on records from the University Archives (http://archives.library.illinoi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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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ast Asian Civilization: China, Japan, and Korea

Ÿ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rough Film

Ÿ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Ÿ History of Korea

Ÿ Topics in Korean History

Ÿ East Asian Language and Pedagogy

5.2 Current State of Korean Studies at UIUC

The Korean Studies program currently enjoys excellent prospects for growth.

According to an interview with the Director of the Korean Language Program, enrollment

in Korean language courses has been increasing consistently at a 35 percent annual rate.

One major factor for this rapid expansion is attributed to interest in the Korean

contemporary culture, especially in popular entertainment. The Director believes that

enrollment will continue to swell, not just in language courses but also in Korea-related

courses spanning multiple disciplines. As stated earlier, UIUC presently supports a large

body of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number of Korean-born faculty memb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re are now

at least 20 organizations run by Korean students, and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make

up the second largest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 on campus. In 2000, there were

about 15 Korean-born faculty members, but the number has skyrocketed to over 50 as

of 2015. A great number of Korean students and faculty are conducting research which

involves Korea both as a major theme and as a component within a broader study.

Nevertheless, it is unfortunate that the Korean Studies program has not managed to

actualize certain recent opportunities for growth. The primary reason stems perhaps from

the frequent turnover of faculty within the Korean Studies program. While the Center for

East Asian & Pacific Studies maintains a number of faculty members from a wide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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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isciplines as affiliated faculty,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does not host a permanent faculty member devoted exclusively to Korean Studies.

However,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performed

at UIUC pertaining to Korean Studies. Since 1956, some 790 dissertations and theses

with Korea as a subject have been authored by UIUC students for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The first dissertation involving Korea as a major subject was written by Park

Ki-Hyuk, with the title “Economic Analysis of Land Reform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an Agricultural Economic Survey, 1954-1955.” He received

his Ph.D. in Agriculture Economics from UIUC in 1956 and later enjoyed a highly

successful career in Korea as both a scholar and public policymaker. A great number of

faculty and doctoral students are at present studying contemporary issues in Korea in

fields spanning geopolitics, linguistics, library science, economics, cinema, education, and

business. In the past, UIUC has been home to renowned faculty members specializing in

Korean history, and today Nancy Ableman, a world-renown anthropologist and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with expertise in East Asian and Asian-American

Studies, has conducted extensive research involving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Korean-American issues. It remains a critical matter to draw together those campus

scholars in diverse disciplines with research interests in Korea and provide them with

the support necessary for further engagement as experts in Korea-related issues.

6. East Asian Collection

6.1 Asian Library (1965 – 2012)
During the 1960s, a number of research universities established centers and departments

specializing in East Asian Studies. UIUC similarly recognize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East Asian Studies and, consequently, the Far Eastern Library was created in 1965 with

Dr. Ernst Wolff as its first librarian. Until his retirement in 1978, Dr. Wolff buil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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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 collection in East Asian Studies of approximately 100,000 volumes, and he was

successful in convincing the Library Administration to process East Asian materials using

the Library of Congress (LC) system when the overall University Library was using the

Dewey Decimal system.

The Asian Library expanded even further as its collection grew rapidly and additional

academic programs and courses in East Asian Studies were offered on campus in

subsequent years. Starting with a few thousand books in 1965, the Asian collection had

reached 280,000 volumes by the mid-2000s. However, nearly 90 percent of the collection

was focused on China and Japan, and the portion of the collection dedicated to Korean

Studies remained relatively small. This in fact reflects the escalation of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as the number of permanent faculty for these area studies increased

over the years and there was essentially no growth in the number of permanent faculty

devoted to Korean Studies. At any rate, the Asian Library experienced an impressive

expansion in terms of collection, personnel, and users up to 2012.

6.2  International & Area Studies Library at UIUC (2012 – Present)
In 2012, the first phase was completed of what is probably the most drastic

re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in its history. With over 40 departmental

libraries on campus, the University Library was seeking ways to streamline services by

consolidating departmental libraries into a cluster of major hub libraries. After a series

of debates and considerable discussion, the International & Area Studies (IAS) Library

was newly created, uniting all area studies libraries including the Asian Library, Slavic

Library, African Library, Middle East Library, and Latin and Caribbean Library. With

the creation of the IAS Library, the Asian Library ceased its physical operations after

47 years of service. Although it has become a unit within the IAS Library, the East

Asian collection continues to grow and works closely with the Center for East Asian

and Pacific Studies as well as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The IAS now supports three librarians dedicated to East Asi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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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6] Entrance to the International & Area Studies Library

7.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Library

7.1 History and Current Status 

While the size of the East Asian collection experienced rapid increase staring in the

1960s, the Korean collection did not receive significant attention compared to the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 According to a University archive, there was no record

of any Korean-language material reported in the library catalog system as of 1965. As is

often the case at other universities, Korean materials began to be purchased only when

Korean faculty first began to teach at UIUC. Professor Kim Chin-Woo, who later retired

as the Department Chair of Linguistics, first arrived on campus in 1968 and requested

the purchase of Korean language books and serial publications pertaining to linguistics.

Since the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Library has supported the acquis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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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materials, and, although not remarkably so, expenditures for purchasing

Korean language materials have slowly risen over the years.

In the early 1990s, there were substantial efforts to add Korean language materials to the

University Library. A large volume of books were donated by the Korean Alumni

Association, and professors in Anthropology,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and

History programs successfully implemented projects for acquiring funding to purchase

Korean language materials from a variety of organizations, including the Seoul Broadcasting

System (SBS). Furthermore, support from the Korea Foundation enabled the subscription to

electronic resources, including th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and DBPia.

These electronic resources have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faculty and students who

require access to the latest scholarly books and articles. Generous support from the Korea

Foundatio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as

been critical and most influential in fostering the Korean collection.

Compared to its humble beginnings in the late 1960s, the Korean collection has

enlarged in size, format, and coverage. As of 2014, the Korean collection features over

20,000 volumes of Korean language resources. The offering of th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database has proven especially beneficial to a great

number of faculty and students on campus, as they can easily access the latest scholarly

journal articles without great difficulty. The Korea Foundation has provided substantial

support for the IAS Library to continue its subscription to this electronic database, and

it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electronic databases in East Asian

Studies. It can easily be projected that greater numbers of faculty and students will

demand electronic access to a broader range of resources covering Korea-related issues,

as the pool of Korean faculty and students continues to grow significantly and an

increasing body of non-Korean faculty and students are beginning to conduct serious

research pertaining to modern Korea.

As stated earlier, since the bulk of focus has been directed at the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 there has not been a full-time Korean subject librarian until now. The

size of the Korean collection was insufficient to justify a full-time Korean libr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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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ng for only a very brief period, the Asian Library has hired graduate assistants

with Korean language competency for acquisition and cataloging Korean language

materials. In 2005, the Asian Library hired a visiting full-time Korean Librarian, but the

position was not renewed when the Title IV funding expired after one year. Starting in

late 2014, the University Library appointed a Korean Studies Librarian who will be

devoted half of the time to Korean Studies and the other half to Business and Economics.

The current Korean Studies Librarian has been in engaged in consultations with the

Head of the IAS Library and the Dean of the University Library regarding strategic

acquisitions and service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ollection, at a point when the

budget outlook for area studies collections is uncertain.

7.2 North Korean Collection

The IAS Library has recognized a strong demand for materials from North Korea from

scholars in such diverse academic fields as linguistics, history, educ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science, and cinema studies. The library acquired 1,200 volumes of

North Korean materials in 2014, including materials categorized as classical and modern

literature, archeology, children’s literature, graphic novels, medicine, linguistics, ancient and

modern Korean history, folklore, and communist philosophy. In addition to 300 political

speech pamphlets, the IAS Library has recently acquired roughly 250 North Korean comic

books. These comic books have been found particularly intriguing by scholars who

examine the political philosophy of socialist countries and propaganda literature. Comic

books have recently been viewed as key resources for scholars for a number of reasons,

and the recent acquisition of these North Korean comic books at the IAS Library will

help them more fully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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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clusion

Although UIUC has consistently stood as one of the top fiv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enrollment by Korean students, its Korean Studies program

has not shared the same rate of expansion over the past decades. Furthermore, while the

University Library boasts the third-largest collection among academic libraries, the size

of its Korean collection remains small compared to those of other disciplines.

Recognizing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faculty and students engaged in projects

touching on diverse aspects of Korea, from history and languages to agriculture,

sciences, and business, the University Library is seeking ways to develop the Korean

collection in a focused manner and strategically acquire materials. How can the Korean

collection at UIUC be differentiated from collections at other universities? This is a

serious question that challenges the current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ors and the

newly appointed Korean Studies Librarian. Support from Korean libraries and agencies

such as the Korea Foundation,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Korean National

Assembly Library has been essential. Further collaboration with Korean libraries and

librarians is required now more than ever, as a growing body of researchers on campus

becomes engaged with research related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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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aterials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Adam H. Lisbon 

Japanese & Korean Studies Librarian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1. Introduction

Walking among red sandstone buildings on th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1)

campus,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is was one of America’s last frontiers. Colorado was

defined by mining, farming, livestock and cowboys in its early days. It was an unlikely

place to found a research university, isolated on the frontier at the foot of the Rocky

Mountains. It would not be until World War II that the University would forge a

connection with East Asia and Korea. In the history of TOKSLIB, CU’s Korean

language collection is among the smallest at just over a thousand volumes. While the

collections and presence of Korean Studies at CU is small, the recent “Korean Wave”

has generated new interest in Korean Studies on the campus and given the Libraries a

chance to highlight, expand, and rediscover some its Korean holdings.

1) The University is often referred to simply as CU, with CU Boulder being the flagship 
campus of the CU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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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 A view of the Flatirons from campus. Situated at the foothills, it is here 

that the American plains meet the Rocky Mountains.

2. Korean & 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To date, there is no Korean Studies major at the University, though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focus on Korea by majoring in Asian Studies through the Center for Asian

Studies. Classes addressing Korea are spread out across several departments. Most notable

are the Department of History and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 Civilizations. The

History Department was CU’s first to offer any courses related to Asia. Professor Earl

Swisher first taught Chinese history in the mid 1930’s. An undergraduate of CU, he went on

to work at the University of Canton, the Library of Congress, and earn a doctorate at

Harvard2).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 Civilization was founded in 1982 as the

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s and Literatures. It has expanded to cover courses dealing

with greater Asia. In the last three years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courses being

offered per semester jumped from three to five. The department awards master’s degrees in

Japanese and Chinese, and awarded its first doctorate in the spring of 2015.

2) Hays, Asian Languages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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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enter for Asian Studies

The Center for Asian Studies provides common space for faculty across campus to

work together and promote the study of Asia across all disciplines. Holding events,

seeking grants, and even founding an Asian Studies major are all core activities of the

Center. Their work has been crucial in promoting Korean studies on the campus. The

major and minor they offer in Asian Studies is essential for students wanting to focus

on Korea. No less important are the grants the Center brings to the campus, as well as

its affiliated Teaching East Asia program that provides training and materials to K-12

teachers across Colorado and the American West.

The Center for Asian Studies’ largest event is its annual symposium series. Each year

the Center selects a theme around which a program is constructed. 2014-15 was

Mediating Asia, how Asia portrays itself in its own media. Beyond the larger

symposium series are a variety of smaller academic events usually touching on current

affairs or research happening on campus, such as nuclear prolif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or Won Buddhism. The Center also hosts more light-hearted events including

film & discussion nights, cooking classes, etc. Its events are open to the public and

have helped connect communities in Boulder and Denver on matters concerning Asia.

4. Libraries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U Boulder has five libraries. Norlin library is considered the main library on the

campus, housing libraries’ administration. Several collections, including the Asian Studies

Collection, and many of the technical services units necessary for the libraries to

function are based here. Norlin has undergone several substantial expansions nearly

tripling its footprint on the campus. This unfortunately led to the impressive east facing

lattice windows being converted into an interior wall. The other four libraries 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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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ibrary, the Earth Sciences Library, the Map Library, and the Gemmill Library

for math, physics, and engineering. In addition to the on campus libraries, there is the

high density book storage facility PASCAL. Located in Denver, it is utilized by the

entire University of Colorado system.

Norlin hosts several collections including: Art & Architecture Collection, Science

Collection, the Print Reference Collection, Government Information, and the Norlin

Stacks, where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re shelved. The Asian Studies

collection is specially designated for CJK vernacular materials, with some exceptions for

art materials. English language volumes are shelved in the other collections and branches.

[Picture 2] From top: Norlin Library west entrance, east entrance, and east facing lattice 

windows. The lattice windows were part of the original eastern exterio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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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3] The new location for the Asian 

Studies Collection. The red rock wall is the 

original library building’s exterior wall.

5. The Asian Studies Collection

The Asian Studies collection was

founded as the East Asian collection in

1989. In terms of a formally established

collection for vernacular Asian materials,

this makes the CU collection one of the

youngest in North America. It holds

vernacular titles in Chinese, Japanese, &

Korean, specializing largely in history

and literature. It houses just over 91,000

volumes. The collection only spent a

short time in its newly found home.

Stronger support for collection development meant space for materials quickly vanished.

Sadly, the collection had to move from its designated space to the basement for nearly

a decade before moving again to its current location. In 2014, the entire collection was

relocated to the former room and stacks for periodicals. Usage studies revealed less than

5% of physical periodicals were being accessed. Whereas access to the Asian Studies

collec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ates of use. Moving the collection out of the

basement to a more convenient location has been especially valuable for this reason.

The Japanese & Korean Studies Librarian, and the Chinese & Asian Studies librarian

have their offices off of the new reading room, where CJK reference and periodicals are

shelved. The final phase will include a full remodel, new furniture, and hanging up a

donation of artwork given to the libraries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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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 Korean
English/
other

sum

Books
Print 1,057 2,687 3,744

Digital 26 1,887 1,913

Serials Print 129 330 459

Multimedia*
Physical 23 662 685

Digital 3 44 47

Microfilm/
fiche/print

125

Total 1,238 5,735 6,973

* Including cartographic and audio/visual materials 

[Table 1] State of Korean materials

6. Korean Collections

Korean vernacular materials make up a small percentage of the Asian Studies

Collection. Only 1238 volumes are in Korean. The vernacular collection is further

supported by an additional 5735 volumes in English, primarily supporting research in

literature and history, especially of the Korean War. The Government Documents

collection houses a prolific amount

on Korea. Th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or GPO, is one of

the largest publishers in the world

and The CU Boulder Libraries is a

member of the 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 This status requires

a special commitment to collecting,

cataloging, and making accessible to

the public the publications of the US

federal government. Consequently we

have significant holdings on the Koreas that cover the history of U.S.-Korean relations

and detailed reports on North and South Korea’s politics, business, industry, and more.

Nearly 852 volumes alone deal with North Korea.

The Map Library also houses detailed maps of Korea made by the US Army Core.

They specialize in terrain, highway, rail, and other forms of infrastructure. Nautical

charts and maps of various harbors are also included in the map collection.

7. Special Collections

The CU Libraries Special Collections holds a variety of unique materials. The general

collection is strongest in Western literature, but also filled with hidden gems o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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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Collections at CU are known for their photo book and mountaineering

collections. Special Collections emphasizes that its holdings are not only for research but

[Picture 4 The “island” of Corea 
in Mercator’s World Atlas

[Picture 5] In Medieval Latin, the Mercator’s Atlas 
describes nation of a tall, white, people. Proficient 

and vicious in war. The description appears to be 

based on Japanese interaction with the Peninsula.

also as teaching materials. In the 2015 spring semester alone they hosted 91 teaching

sessions. Three collections that hold hidden Korean materials are the David H. Tippit

Photobook Collection, the Ira Wolff Photographic History Collection, and the

Mountaineering Collection. All three began with initial donations and have continued to

grow. Korean related materials are relatively few, however when taken together they

span over four-hundred years of the West’s interaction with the peninsula. The earliest

known material in CU’s possession is Mercator’s world atlas published in 1630. Here,

“Corea” is documented as an island.3) The lack of detail, especially compared t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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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6] Published in 1940, this image it taken from yearbook of the 26th 

graduating class of the Jeonju Public Vocational Agricultural School, in North 

Jeolla Province, Korea. The page is one of only two where Korean is written.

3) Mercator, Gerardi Mercatoris Atlas Sive Cosmographicae Meditationes de Fabrica Mundi et 
Fabricati Fig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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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how little the West truly knew about the aptly named Hermit Kingdom. This

deficit continues in Du Halde’s accounts of China when he briefly visits northern Korea

in the 1730’s, never coming close to the cultural mecca of Seoul.4) Future expeditions to

Korea by Cavendish & Alfred Edward John5), and John D. Ford6) show a Korea slowly

coming under Japanese control, leading up to Korea’s annexation.

Perhaps the most unusual item in the Special Collections is a high school year book

from the Wolff Collection. It documents student life at the Jeonju Public Vocational

Agricultural School (全州公立農業學校). Published in 1940, it illustrates the lengths

Japan went to in order to suppress Korean culture. On the surface it’s only a year book,

but placed in its historical context it is a PR campaign attempting to portray an idyllic

lif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Except for two pages it is entirely in Japanese,

depicting an idyllic school life of student trips and club activities. Side by side with

photos of a rising Japanese flag and a faculty body of only Japanese names, it is a

jarring look at oppression and assimilation.

Chronologically, there are several photo books on the Korean War and life in the

Koreas up to the modern era. These photo collections focus on some of the difficult

realities in South Korea, a nation in poverty and war stricken. But Also a nation of

huge economic success, of vibrant political debate, of modern consumerism and

cosmopolitanism, and the mundane modernity of oil refineries and office buildings.

These realities and subjects are often lost in the Korea Wave’s pop singers, cinema, and

TV dramas. Taken together the Special Collections materials at CU present a richer,

more diverse history of Korea than just its pop culture.

4) Halde, A Description of the Empire of China and Chinese-Tartary, Together with the Kingdoms 
of Korea and Tibet.

5) Cavendish,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6) Ford, An American Cruiser in the East ; Travels and Studies in the Far East; the Aleutian 

Islands, Behring’s Sea; EasternSiberia, Japan, Korea, China, Formosa, Hong Kong, and the 
Philippine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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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rchives

The US Navy Japanese/Oriental Language School Archival Project documents the

relocation of the US Navy’s Language school to the CU Boulder campus from

1942-1946. This aspect of the University’s history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the presence

of language and culture studies courses on the campus today. The school initially only

taught Japanese, but broadened to include other languages in East Asia. Unfortunately

Korean was not one of them, but several prominent Koreanologists came to Boulder for

intense study7). The University Libraries’ Archives maintains a newsletter, The Interpreter,

allowing graduates to share their life experiences and professional accomplishments after

their time at the Naval School. The Archives is committed to preserving the personal

effects and scholarly output of those graduates willing to contribute.

The Navy’s presence in Colorado may seem counterintuitive, but the circumstances of

World War II lead to its establishment in the US interior. The school started on the

Harvard and Berkeley campuses. At Harvard, disagreements between the faculty and the

Navy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lead to terminating their contract. While

on the Berkeley campus, Japanese-American faculty of the school were forced to leave

the West Coast because of the Presidential Order 9066. The Navy’s presence on campus

helped the University survive the difficult years of World War II, providing a student

body of nearly 60008).

Although the Navy School did not train American’s in Korean, several prominent

scholars of Korea came to CU Boulder to train and assist the military as translators.

Two well-known names in Korean Studies are Michael Rogers and Horace Underwood.

Rogers’ passion for languages brought him to serve in the Navy which paved the way

for a substantial stay in Asia to continue improving his craft. He eventually served as a

faculty member at UC Berkeley and was given the Bo-gwan award by the Korean

government9).

7) Hays, Asian Languages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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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ace Underwood III, great grandson of the Underwood’s who founded what is now

Yonsei University also attended the Language School. His gained fluency in Japanese in

addition to Korean made him a vital member of the US military at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10). Other’s experiences with

Korea via their time in service to the US military are recorded in The Interpreter,

including Forrest Pitts, Frank Gibney, Samuel E. Martin, E. Henry Knoche, Carl Bartz,

Hallam Shorrock, C. Ferris Miller, Robert Scalapino, and Noel Leathers.

9. Services vs. Size

The CU Boulder libraries contain a much smaller set of Korean related materials. To cope

with these disadvantages the libraries is set up to offer high quality services. The Japanese

& Korean Studies Librarian works closely with the interlibrary loan, acquisitions, and

cataloging units to ensure items arrive in a timely manner. Processing of CJK materials

is further enhanced by two catalogers who specialize in East Asian languages.

Streamlining communication with these units is essential. Starting with faculty and

student requests, a simple GoogleForm centralizes keeping track of materials users want.

Even if a request is made by email, the item is put into the GoogleForm manually.

[Picture 7] Request Resources for the Asian Studies Collection

9) Maclay. “Michael Rogers JLS 1944 UC Berkeley Professor Emeritus.” The Interpreter. 
115: Sep, 2007.

10) Cohen. “The Underwoods of Yonsei University.” The Interpreter. 48: Jul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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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ke the process as simple as possible, only the ISBN is required. To help the

acquisitions unit, spreadsheets of requests are sent with parallel Korean/Hangul and

Romanizations for the author, title, etc. This was very time consuming, and instead a

special macro was developed to automatically collect this data. Using an open source

program called Pulover’s Macro Creator, essential data is collected from Worldcat.org

and automatically populated into a spreadsheet. This automation saves an enormous

amount of time; copying and pasting manually can take several minutes per item.

The process above works well for books, but not articles. To solve this, the Japanese

& Korean Studies librarian has their own ILLiad account to examine requests for

vernacular materials. This often means fixing mistakes with Romanization or pinpointing

the correct journal, page numbers, etc. in Korean. This system has helped the ILL unit

overcome language barrier issues, often reducing twenty minutes of labor for an ILL

librarian to around five minutes for the subject specialist.

For outreach, students who want to do research in Korean studies often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librarian. Students majoring in Asian Studies through the Center

for Asian Studies are required to write a senior thesis. Often, their topics go beyond

what is available in the collections on campus. This requires majors to learn how

Interlibrary Loan works, but is also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to

purchase materials based on student needs. This conversation is critical to the student’s

academic success.

10. The Future

The Korean Wave has generated more interest in Korean Studies on the campus, and

the libraries has had to respond to this new and visible need for Korean related

materials. Currently student interest is generated largely from the Korean language

courses, but these same students bring that interest to their other classes: ar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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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and more. There is basic support for undergraduate research. One area of

immediate interest is the development of a graded-reader collection for Korean language

students. Such a collection exists for the Japanese language students and has been met

with great success.

As of this writing, the CU Boulder libraries is undergoing dual trials for DBpia and

KISS, two major Korean studies databases. Adding access to a dedicated database will

greatly enhance access to Korean vernacular resources. There are also plans to establish

a formal relationship with a Korean book vendor.

Finally, the opportunity to write for TOKSLIB has allowed a deeper examination of

Korean materials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What comes next is increasing

their access and visibility. The Libraries is redesigning its website, and with that will

come LibGuides integration. The opportunity to connect students and faculty with

Korean resources has never been greater.

Special thanks to:

Michael Dulock of Metadata services, Serials & Digital Access.

John Dziadecki of Libraries IT, User Experience.

Susan Leigh Guinn-Chipman of Special Collections & Preservation.

David M. Hay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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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and Data Status of Korean Studies 
at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in France

Heesun CHUNG

Librarian, LCAO Library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France

1.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Since 2007, the official name of Université Paris 7 has been Université Paris Diderot.

Established in the middle of the 12th century, Paris University is one of the oldest

and most prominent universities in Europe, along with Bologna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and Cambridge University. Over the centuries, Paris University achieved a

great deal of renown, especially in the fields of theology and philosophy. After a long

decline, it was closed in 1793 in the midst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reopened only

in 1896 with a college system based on law, medical science, literature, and science.

Following the French social reforms of 1968, Paris University was divided into 13

separate universities. The French government abolished all existing colleges, collected

related departments and reorganized the whole into a general university system. As a

result, the greater part of Frenc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rearranged and

restructured.

As part of this extensive reform of the French university system, Université Paris 7

was established in 1970 and the oriental studies-related departments of Paris University

were absorbed into the university to become the present faculty of East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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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s and Civilizations (LCAO: Langues et Civilisation de l’Asie Orientale).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is the only multidisciplinary university among the 13

universities in Paris and offers a wide range of majors such as Language, Arts, Literature,

Law, Economics, Business, Social Sciences, Sociology,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Medicine, Health, and Odontology.

In 2005, the higher education system was organized into the LMD system (Bachelor/

Licence, Master/Master, and Doctorate/Doctorat) under the European common degree

system (three years for bachelor’s courses, two years for master’s courses and three

years for doctoral courses). From a Bachelor’s degree to a PhD, the overall process of

education totals eight years. These degrees are honored throughout Europe based on this

common system.

[Picture 1] The campus of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and the LCAO building

The faculty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at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was relocated from the Jussieu campus to the Paris Rive Gauche campus in 2007

and is located on the fourth floor of the Grands Moulins building, which means “large

mill” in French (the building housed a mill until the late 1990s). It was renovated between

2004 and 2006 and presently houses the faculty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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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ean Studies Programs at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Prior to introducing the collection of Korean Studies books at Université Paris

Diderot, we will look at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n 1956, Charles Haguenauer
1)
, a French scholar of Japanese Studies, invited full-time

Yonsei University lecturer Li Ogg to lead a newly-opened Korean class at Paris Sorbonne

University. With the onset of the Korean studies program, the name of the department

was consequently changed in 1959 from Japanese Studies to Japanese-Korean Studies.

As a result of French social reforms in 1968, the French university education system

was completely restructured. In 1971, Université Paris Diderot was established and all

the Asia-related departments of Paris University were assimilated into Paris 7. The

Department of Japanese-Korean Studies was separated into two independent departments

(the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and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Li Ogg

served as the first dean of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2)

In the early stages of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there were between two and

three members of the faculty (including the Dean, Li Ogg), but at this present (2015)

there are four associate professors and eight lecturers.

Currently (as of 2015), approximately 970 undergraduate students are associated with

the faculty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Two hundred fifty students

among these are in the Bachelor’s course in Korean Studies. Among the 260 graduate

students, 23 are specializing in Korean studies.

The following are the basic areas for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1) Charles Haguenauer is a French scholar of Japanese studies. He provide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Korean studies in France and published a number of studies on Korea. 

2) Li, Jin-Mieung, “Korean Studies in France from Its Birth through 2006” in Overseas 
Korean Studies Whitepaper, Korea Foundation, Eulyoo Munhwasa, 2007, pp. 36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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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grammar and conversation, writing, speaking

- Korean history (history of Goryeo, history of Chosun,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Korean geography

-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classics

- Korean classical and modern literature 

- Korean culture

* Besides classes for undergraduate/graduate students, public classes on Korean language 
and preparation for the TOPIK have been separately operated since 2011.

Furthermore,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study in-depth by hearing lectures from

a number of Korean studies experts, including through a video lecture system involv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and the Central European University in Budapest,

Hungary.

Apart from classes,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consistently perform

a range of additional activities, such as attending the annual nation-wide Spring Poetry

Festival (Printemps des poètes). Especially during the week of ‘Poetry Spring’, students

study Korean poems on a different theme every year, present original poems in Korean,

invite translators, authors and publishers of Korean poems, and attend publishing

seminars. Students also perform plays in Korean.

In addition, ‘Paris consortium, Le réseau des études sur la Corée’
3)

is composed of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EHESS
4)

and INALCO
5)
. It is support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Korea. The consortium promotes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francophone nations by conducting numerous of events and academic

3) The Paris consortium was established in 2011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Korean 
studies in francophone regions: http://www.reseau-etudes-coree.univ-paris-diderot.fr/.

4) EHESS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 Sociales) is a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ion including the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 (Korean Studies Research 
Center). 

5) INALCO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was founded in 1795 
with the mission to train diplomats and interpreters for service in Asia. 



84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13 (June 2015)

activities (conferences and seminars with external experts, etc.).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was established in 1970 and has a short history

compared to the departments of Chinese Studies and Japanese Studies. However,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has increased

nationwide, resulting in a sharp rise in the number of applicants. Contrary to the

previous trend of declining enrollmen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s now

showing the fastest growth among all departments in the faculty of LCAO. In

accordance with this growth,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n expansion of the teaching

staff at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Picture 2] Number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by year



Library and Data Status of Korean Studies at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in France 85

[Picture 3] Comparison of students enrolled in LCAO, 2014

In spite of the considerable growth, compared to Japanese and Chinese studies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graduate courses remains relatively small. To address

this, the department has been required to focus attention on various issues including

providing practical career assistance, such as supporting internships, providing

information on employment opportunities with Korean enterprises and more. In order to

expect ongoing interest in Korean studies in France, consistent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rogram with French enterprises in Korea, Korean enterprises in

France, and a large number of research-educational institution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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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llection of books on Korean Studies at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3.1 Composition and history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The initial stage of collection for Korean studies began with the efforts of Professor

Li Ogg, who was dean from 1970 to1994. This was the period when Korean Studies

classes developed into an independent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within the faculty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At first,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included materials in various subjects such as

history, religion, literature,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thanks to support from

organizations such as the Sanhak Foundation, Korea Foundation, Academy of Korean

Studies,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and private donations (in particular

Bup Lin Kim, a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In 1986, following an official visit to France, President Doo-Hwan Chun donated

materials totaling over 11,000 items (mainly periodic publications and collections) which

were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urthermore, through constant and diverse support from several organizations in Korea,

the library has come to feature a collection of materials on Korean studies that is being

archived and managed to this day.

[Picture 4] LCAO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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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Foundation
-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Assembly Library

3.2 The Present of the LCAO Library 

In 2002, the materials which had been held in the offices of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were transferred to the LCAO Library (faculty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In 2007, the faculty was relocated from the Jussieu campus to the Paris

Rive Gauche campus and the LCAO Library was moved to the Grands Moulins building.

As of 2015, the LCAO Library is composed of four departments (Korean, Chinese,

Japanese, and Vietnamese Studies) and possesses about 45,000 books and 180 different

periodical publications.

Among these, 17,000 books pertain to Chinese studies, 13,500 books to Japanese

studies and 3,000 books to Vietnamese studies. For Korean studies, about 12,500 books,

60 different periodical publications and 200 non-book materials such as CDs, DVDs,

etc. are held. The materials are generally written in Korean since the policy of the

LCAO Library is to collect and manage original language additions. However, an

exception is made for translated versions of Korean novels in French. Materials written

in western languages are kept in the central library of Université Paris Diderot.

3.3 Gathering of collections on Korean Studies

Most of the collection effort of the LCAO Library currently depends on donations.

Because the annual budget appropriated to the department is small, it is relatively

difficult to purchase books directly.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n Korean Studies

collection, the library receives about 300 donated books (excluding periodicals) per year.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principal organs listed below, the library has developed

and has progressed to its curr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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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 Academy of Korean Studies
-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 Korean Constitutional Court

3.4 Composition and current list of Korean Studies collection

Bibliographic data of Korean studies in the early stage of collection was managed by

card catalog and began to be computerized in 2003.

It is impossible to explain the current growth and standing of the library of Korean

studies without mentioning support from the Korea Foundation. From 1995 to 2010, the

Korea Foundation took charge of support for the library (institutional support for Korean

studies programs overseas-Library Support Program)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studies in France. This support was designed to subsidize the salary of the

librarian in charge of Korean Studies and the computerization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Through this effort, the computerization of the Korean book catalog (which

had lagged significantly behind that of other departments) made great progress applying

the classification code system which is commonly used for the four departments as the

classification of the library of Korean Studies became more firmly established. The

classification system in use was developed by the library itself and the notation of

material follows the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 As for the cataloging,

we use a local program known as A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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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5] A breakdown of computerization in the LCAO Library in 2015

At the moment, the priority for the computerization process is focused on collections as

they arrive. Therefore, the computerization of older materials which were card catalogued

has not progressed at all. According to the statistics report on computerization for 2003- 

2004, two-thirds of old materials had been computerized by that time, but over 3,000

books remained to be entered, classified, and arranged in the library.

[Table 1] Computerization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by theme 2015

Themes  Number of books Percentage (%)

General 380 4.67 
Philosophy 479 5.89 
Religion 49 0.60 

Social science 1,300 15.99 
Linguistics 913 11.23 

Arts 722 8.88 
Literature 2,021 24.85 

History and Geography 1,948 23.95 
Other 320 3.94 
Total 8,1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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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udies materials in the LCAO Library
6)

are easily searchable through the

online catalog on the library website, and users can also access information such as

bibliographic items. Furthermore, the LCAO Library offers a variety of data to which

the central library of Université Paris Diderot subscribes, including databases from

Korea, China, Japan and more.

Lending of books and materials is limited to enrolled students, professors, and

research staff of the Faculty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An exception is

made for students taking graduate courses at the National Institution of Oriental

Language and Civilization (INALCO), who are allowed to borrow materials since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supports integrated graduate courses with INALCO.

For reading within the library, all books and materials are available to the public.

[Picture 6] Website of the LCAO Library

6) http://lcao.agate-sig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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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libraries

▪ Central library of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7)

The central library of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possesses over 250,000 items

(including books, journals, maps, etc.) and 17,000 e-books, 10,000 different e-journals,

and 150 databases. Every year, the library purchases books on oriental studies which the

LCAO Library does not possess and are written in western languages (French, English)

upon request from professors of the Faculty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In 2007, as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moved to its new campus, foreign

language (English, French) materials on Korean studies which had been managed by

LCAO Library were transferred to the central library of Université Paris Diderot. The

themes of such books are generally modern society in Korea, translated versions of

Korean literature, and religion in Korea.

[Picture 7] The central library of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7) http://bibliotheque.univ-paris-diderot.fr/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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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AC (Bibliothèque universitaire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8) 
BULAC has undergone numerous changes since starting out as BIULO (Bibliothèque

Interuniversitaire des Langues Orientales - the former name of BULAC) and at present

it serves as the university library specialized in books on non-occidental languages and

civilization.

In 2005, around 7,000 books (mainly books from before the 19th century, on Korean

history and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periodic publications which were possessed

by the LCAO Library were donated on a long-term-loan basis. Since then, the LCAO

Library donates books and periodicals to BULAC biannually.

[Table 2] Themes of materials transferred from LCAO to BULAC (2005-2010) 

Number of books Themes

General 220

Philosophy 406

Religion 297

Social science 1,427

Linguistics 263

Science and math 60

Technical 72

Arts 294

Literature 1,647

History and Geography 2,594

 Total 7,280

3.6 Future of Library on Korean studies

The LCAO Library has a variety of materials on Korean Studies, although it is using a

proprietary cataloguing system and is not entirely registered with SUDOC
9)

(Système

Universitaire de Documentation: the university system of documentation). Therefore, external

8) http://www.bulac.fr/
9) SUDOC is an integrated search site which offers variety of materials held by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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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access is not easy. Even though the library possesses a variety of materials on Korean

studies, there remains a need to develop a system which more users can access and use.

In addition, as the library is being regularly supported, the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pace with the expanding number of books. With the shift in campuses

in 2007, even though some of the collections were transferred to central library of

Université Paris Diderot and BULAC, we are still confronting a space problem in holding

the expanding number of books. In consequence, it has become an urgent issue to find

sufficient storage space.

To allow a greater number of users to conveniently access the Korean studies

materials, more staff members, increasingly effective systems, and additional space for

Korean studies materials are required. I truly hope these materials can be widely used by

not only students and researchers who pursue Korean studies, but also by everyone who

is interested in Korea.

[Picture 8] Solseom garden in the LCAO Library

Copyright © 2011 YOONSEUX architecte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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