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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대학교 한국학 장서

구 미 리

듀크대학교 퍼킨스/보스톡 도서관
한국학 사서

1. 고딕 원더랜드(Gothic Wonderland)를 소개하며

“고딕 원더랜드(Gothic Wonderland) 혹은 고딕 동화의 나라.” 이 말은 고딕 건축 

양식으로 이루어진 듀크대학교의 서쪽 캠퍼스를 말할 때 사람들이 흔히 언급하는 

애칭이다. 미국의 다른 사립대학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설립된 듀크대학교는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이었다. 1960년대에 리챠드 닉슨(Richard Nixon, 37대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듀크 법대 졸업 이력이 알려지면서 듀크대학교의 이름이 조금 

익숙해졌고, 1980년대 들어 유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의대, 법대, 그리고 비지니스 

스쿨 등을 중심으로 그 인지도가 꽤 높아졌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듀크대학교와 

듀크대학교 도서관들, 그리고 동아시아 장서 및 한국학 장서를 한국학 프로그램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듀크 웨스트 캠퍼스 드로잉 포스터카드, 1927년 경

(Postcard of West Campus Drawing, ca.1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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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듀크대학교

2.1 듀크대학교의 위치

듀크대학교는 미국 남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더럼시(Durham in North Carolina)에 

위치해 있다. 듀크대학교 한국학 사서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개를 할 때, 한국에서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듀크대학이 어디에 소재하느냐”라는 것이다. 실제로, 듀크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과 장서를 소개할때 위치에 대한 설명은 무척 중요하다.

미국의 한국학 프로그램이나 장서는 북동부 혹은 서부 대학들에서 먼저 발전되어 

왔다. 한국에 잘 알려진, 하버드를 비롯한 8개 사립대학 스포츠 팀 간의 운동경기 

연맹으로 시작된 아이비 리그 학교들은 모두 미국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그 외 

한국학 프로그램이 잘 형성되어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서부에 위치해 있다. 현재 

미국의 남동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한국학 프로그램과 교수진, 그리고 한국학 장서와  

한국학 사서가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듀크대학교이다. 즉, 한국학과 관련된 지역 간 

상호협력 프로그램과 장서를 이루어나가는데 있어서, 남동부의 중심점이 되는 

듀크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2 듀크대학교의 역사

미국 최상위권 명문 사립대학 중 하나인 듀크대학교가 현재의 이름으로 설립된 것은 

1924년이다. 하지만, 원래 1838년 감리교도(Methodist)와 퀘이커교도(Quaker)들에 의해 

랜돌프 카운티의 시골 마을에 설립된 작은 사립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몇 번의 이름 

변경 후에(Brown School in 1838, Union Institute Academy in 1841, Normal College in

1851, and Trinity College in 1859), 담배와 전기산업으로 거부가 된 명망 깊은 감리교인인 

워싱턴 듀크(Washington Duke)와 쥴리언 카(Julian S. Carr)의 거대한 기부로, 트리니티 

칼리지가 현재 위치인 더럼으로 1892년에 이주하게 된다.

현재의 이름인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로 개명된 것은, 워싱턴 듀크의 아들인 

1) Duke University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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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듀크(James B. Duke)가 4천만달러($40 million)2) 신탁자금으로 듀크 인다우먼트 

(Duke Endowment)를 만들어 캐롤라이나의 교육, 종교, 그리고 의료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1924년이다. 당시 총장인 윌리엄 프레스톤 퓨(William Preston

Few)가 “특별(unique)하지 않은 이름의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 대신 새로운 

이름인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로 변경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제임스 

듀크는 그의 아버지인 워싱턴 듀크와 듀크 가족을 기념하는 의미에서라는 조건으로 

동의하여 현재 이름인 듀크대학교로 최종 개명된다.

[그림 2] 트리니티 칼리지의 워싱턴 듀크 빌딩, 1909년 포스터카드

(Washington Duke Building, Trinity College, 1909)3)

2.3 듀크대학교 캠퍼스

“고딕 원더랜드(Gothic Wonderland)”라는 이름은, 우거진 듀크 포레스트(Duke

2) Quick facts about Duke(2014년 6월 30일 현재 약 $ 7 billion의 시가 가치.)
3) Duke University Archives(워싱턴 듀크 빌딩은, 1892년 트리니티 칼리지가 랜돌프에서 더램으로 

옮기면서 워싱턴 듀크의 기부로 건축된 7개의 건물 중 하나이다. 56개의 기숙사 룸, 12개의 
강의실과 사무실 등이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최고의 칼리지 건물이었으나, 1911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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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속에 듀크대학교 메인 캠퍼스인 웨스트 캠퍼스(West Campus)의 고딕 건축들

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는 닉네임이다. 듀크대학교는 총 8,470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에 약 254개의 빌딩4)을가지고 있으며, 이 중 7,200 에이커 정도의 면적

은 모두 숲이이서, “숲 속의 대학(University in the forest)”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화면캡처 1] 듀크 웨스트 캠퍼스(Duke West Campus)

듀크 캠퍼스는 인접한 세개의 캠퍼스(West, East and Central)로 이루어지는데 그 외 

뷰포트(Beaufort)에 있는 마린랩(Marine Lab)과 중국 쿤산(Kunsan in China)의 듀크쿤산 

대학 캠퍼스가 있다.

듀크대학교의 메인 캠퍼스인, 고딕 건축 양식의 웨스트 캠퍼스(West Campus)는 

1927- 1930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학업, 의학, 연구 등의 중심점이 되는 곳으로 

발전해왔다. 대부분의 아카데믹 프로그램과 클래스가 720 에이커 크기(88만평)의 웨스트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듀크채플, 신학대학원, 퍼킨스 도서관, 앨런 행정 빌딩 등은 

고딕건축 양식으로 유명하다.

4) Quick facts about D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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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듀크 채플(Duke Chapel)5)

[그림 4] 듀크 종교학부(Duke Divinity School)6) 

듀크 설립자가 프린스톤 대학을 구입하고자 했다는 말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듀크대학교 아카이브(Duke University Archives)에 의하면, 제임스 듀크가 고딕 양식의 

5) Duke University Archives 
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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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캠퍼스를 신축하는 데 있어 영감을 얻기 위해 프린스턴대학이나 시카고 대학 

캠퍼스 등을 조사하면서, 프린스턴 대학의 고딕캠퍼스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프린스턴 

스톤(Princeton Stone)을 구입하려 했으나, 너무 비싼 비용으로 인해 포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웨스트 캠퍼스 근처의 힐스보로(Hillsborough)에서 필요한 스톤을 찾게 되었고,

듀크대학교 웨스트 캠퍼스의 원래 고딕 건물들과 새로 건축되는 건물들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웨스트 캠퍼스의 디자인과 건축에 있어서, 제임스 듀크가 크게 

만족했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근처 지역인 힐스보로에서 고딕 건물을 위한 스톤을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7)조지안 건축양식의 이스트 캠퍼스(East Campus)는, 1892년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가 처음 더럼(Durham)으로 옮겼을 때 캠퍼스였던 곳으로 현재는 대학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한 캠퍼스와 예술사, 역사, 문학, 음악, 철학, 여성학과 등의 학과 건물 

등으로 이용된다. 마치 공원과 같은 캠퍼스에는 97에이커(약 12만평)에 달하는 잔디밭과 

우거진 나무들이 있으며, 1학년 기숙사, 다이닝홀, 릴리도서관, 볼드윈 강당, 극장,

체육시설 등 편리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다. 1930년에 1마일 정도 떨어진 웨스트에 

힐스보로 스톤으로 고딕 캠퍼스가 신축되어 학부 남자 대학인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와 의대와 같은 전문 대학원을 위한 캠퍼스로 형성될 때, 이스트 캠퍼스는

여자대학(Women’s College)을 위한 캠퍼스가 되었다. 1972년 듀크가 남녀공학이 되며,

1995년부터 이스트 캠퍼스는 신입생들을 위한 캠퍼스로 된다.

[그림 5] 메이데이 축하행사, 1927(May Day Celebration, 1927)7)

7) Duke University Archives (현재의 이스트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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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에이커(25만평)의 센트럴 캠퍼스(Central Campus)에는 1000명 정도의 상급생들을

위한 하우징이 있으며, 세라 듀크 가든(Sarah P. Duke Gardens), 내셔 뮤지엄(Nasher Museum

of Art) 및 다양한 학교 시설들이 있다.

2.4 듀크대학교 프로그램

듀크대학교는 대학 순위에 있어 지금까지 20여년 이상 항상 상위 10위 안에 드는 

대학이다. 미국의 대학 순위 조사(U.S. News & World Report Ranking of Research

Universities)에 의하면, 프린스턴, 하바드, 예일, 콜롬비아, 스탠포드, 시카고, MIT에 

이어 여덟 번째이며, 생체의학 공학(Biomedical Engineering)프로그램은 존스홉킨스 

대학에 이어 두 번째이다.8) 연구 중심 사립대학교로서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교수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설 및 연구비 등을 적극 지원하는데,

2013년 연구개발 비용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8번째로 약 993 밀리언 달러(약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9) 2012년에 듀크의대 생화학과교수인 로버트 

레프코위츠(Robert Lefkowitz)가 노벨화학상을 수여한데 이어, 2015년에 듀크의대 

생화학과 교수인 폴 모드리치(Paul Modrich)가 또한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2.4.1� 학부과정

듀크대학교는 학부과정에 인문학(liberal arts)과 공학(engineering)이라는 두 가지 아카데믹 

진로를 제공하며, 약 6,500명의 학부생들이 있다. 경제학(Economics), 공공정책학 

(Public Policy Studies), 생물학(Biology), 심리학(Psychology) 그리고 생체의학 공학 

(Biomedical Engineering)이 상위 5위에 속하는 전공들이다. 국제학생 연간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가을학기 학부과정에 총 643명의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이 

정규학생(Full-Time Students)으로 등록했다(표 1 참조). 한국 국적 학생은 총 74명으로 

중국(169명)에 이어 두번째로 국제 학부학생의 수가 많다(표 2 참조).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한국학생들의 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2년 이후 점차 중국학생들의 수는 

8) National Universities Ranking by the U.S. News & World Report 
9) Ranking by total R&D expenditures by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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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학생의 수는 1/3이 감소하였다.

[표 1] 듀크대학교 국제학생 연간 통계(2003~2014)

Annual Census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Duke University

학부

(Undergraduate)

대학원

(Graduate)

그 외

(Other)

총 국제 학생 수

(Total International Students)

2003/2004 285 1137 346 1768

2004/2005 300 1189 371 1860

2005/2006 321 1234 241 1796

2006/2007 338 1249 265 1880

2007/2008 371 1517 362 2250

2008/2009 420 1688 358 2466

2009/2010 415 1440 470 2325

2010/2011 466 1583 436 2485

2011/2012 523 1786 470 2779

2012/2013 548 1930 568 3046

2013/2014 603 2063 463 3129

Fall 2014 643 1975 730 3348

[표 2] 듀크 국제 학부 학생들의 상위 3개 출신국(2003~2014)

Top Places of Origin of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at Duke

총 국제 학부생 
(Total International 

Undergraduate)
Top 1 Top 2 Top 3

2003/2004 285 Canada(44) Singapore(26) Korea(23)

2004/2005 300 Canada(45) Korea(42) Singapore(36)

2005/2006 321 Korea(65) Singapore(33) China(30)

2006/2007 338 Korea(75) China(37) Singapore(32)

2007/2008 371 Korea(107) China(46) Singapore(29)

2008/2009 420 Korea(112) China(66) Singapore(28)

2009/2010 415 Korea(106) China(65) Canada(40)

2010/2011 466 Korea(109) China(83) Canada(41)

2011/2012 523 Korea(110) China(109) Canada(51))

2012/2013 548 China(122) Korea(97) Canada(58)

2013/2014 603 China(159) Korea(78) Canada(62)

Fall 2014 643 China(169) Korea(74) Canada(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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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 문과대학(Trinity College of Arts & Sciences)은 예술, 문학, 퍼포먼스, 문명,

자연과학, 양적 연구 및 사회 과학 등의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인문학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트리니티의 기존 학위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프로그램 I이라고 명칭), 혹은 교수 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여 공부할 수도 있다(프로그램 II라고 명칭). 트리니티 

문과대학에는 약 80%의 학부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49가지의 전공, 51가지의 

부전공이 있으며, 매 학기마다 약 4,000여개의 강좌가 진행된다. 니콜라스 환경대학 

(Nicholas School of the Environment), 샌포드 공공정책대학(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 또한 트리니티 문과대학(Trinity College of Arts & Sciences)과 연계하여 

학부생들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을 또한 제공하고 있다.

프렛 공과대학(Pratt School of Engineering)에는 약 1,200명 정도의 학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생체의학 공학(Biomedical), 토목/환경 공학(Civil/Environmental), 기계/

재료 공학(Mechanical/Materials), 그리고 컴퓨터/전기 공학(Computer/Electrical)의 4개 

학과에 약 124명의 교수들이 있다. 공과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과대학에서 두 가지 전공을 선택하거나 혹은 문과대학의 전공과 

결합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항상 순위에 오르는 

생체의학 공학과의 경우, 거의 70% 정도의 학부생들이 독립적 연구 프로젝트 

(independent research projects)에 관련되어 있다.

듀크에서 연구(research)는 과학 전공의 상급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학년부터 

대학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 학부생들 중 거의 절반 이상이  

교수의 조언 하에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우수학생 프로그램(Honors program)을 

통해 학부학생들이 세미나(Honor Seminar)나 독립 연구(Independent Study)를 하면서 

3학년 혹은 4학년때 연구방법론을 익힌 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논문을 완성하게 

된다. 듀크대학교 아카이브에는 각 학과에서 승인된 우수학생 논문 혹은 우수 졸업생 

논문(honors paper or senior honors theses)이 보관되어 있으며, 오픈리소스로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또한 석박사 논문도 아카이브에 수집되고 있다. 대학원에 제출되거나 

ProQuest/UMI를 통해 출간된 석박사 과정 논문 등도 함께 보관하고 있으며,

듀크스페이스(DukeSpace)를 통해 대학의 다른 디지털 기록들과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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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의 우수 학생 논문(Undergraduate Honors Theses and Student Papers) 중,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To compete or not to compete?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refugees(Kim, Woojin, Economics, 2015)

· Looking at K-Pop as an I-fan: a Reflection of Mesmerizing yet Imperfect

Identities(Chan, Yvonne Yi Yan,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2014)

· The Plastic Face: Nation-Branding and Personal Branding in 21st Century South

Korea(Smith, Ieshia,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2014)

· Korean Study Abroad Students: Identification and Beyond(Park, Julia Eun Mi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2014)

· Moving Outside of the Hermit Kingdom: Policies & Programs that Aid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n South Korean Alternative High Schools(Heo,

Kelly, Public Policy Studies, 2013)

· The Nation in the World, and the World in the Nation(Jeong, Janice, History

Department, 2012)

· When the Global and Local Meet: Meanings of English in ‘Post-colonial’ South

Korea(Choi, Michelle Hyun,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2011)

· The Status and Perspective of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Kim,

Kwonsu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2011)

· Inside View: A Comparison of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Students’

Perspectives on Their High School Experiences(Lee, Christina, Public Policy

Studies, 2010)

· And the Winner Is...: Politics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Jamison, Courtne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2010)

· “Tell Us More Grandmother!”: Korean “Comfort Women” Re/constructing and

Re/presenting the “Truth” and Memory of Survival through Narratives(Song,

Young-In,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2009)

· Multiparty Bargaining Strategies: Comparing Nash Bargaining Payoff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Negotiation Strategies during Conflict Bargaining(Crable,

Alexander D. G., Economic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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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odel of Speculative Attacks and Devaluations in Korea and Indonesia(Lin,

Austin Yi, Economics, 2009)

· Cartoon and Massacre: Japanese Empire in China, Korea, and Taiwan(Nguyen,
Dewey Duy, History Department, 2008)

아래 논문들은 듀크스페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학 관련 최근 석박사 논문들이다.

· Transforming Orthodoxies: Buddhist Curriculum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Contemporary South Korea(Kaplan, Uri,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Regious

Studies, 2015)

· Rising Sun Over Namsan: Shinto Shrines and Tan'gun in Colonial Korea,

1910-1945(Sapochak, Hans, MA Thesis, Department of Regious Studies, 2015)

· Zainichi: How Violence and Naming Determine A Consciousness(Osborn, William,

MA Thesis, Department of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2015)

· Yellow in White Suits: Race, Mobility, and Identity among Grown Children of

Korean Immigrants(Son, Inseo,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2014)

· Mobile Ethnicity: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hinese Transnational Migrant

Class(Kwon, June Hee, Ph.D. Dissertation, the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2013)

· Public Support,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Evidence from

a New Government Old-Age Pension in Korea(Kim, Erin Hye-Won, Ph.D.

Dissertation, Public Policy Studies, 2012)

· Animating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The South Korean Animation Industry

in Historical-Comparative Perspective(Lee, Joonkoo,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2011)

· The Conservatization of the 386 Generation: Cohort Effects in Voting Behavior of a

political Generation in South Korea(Park, Jaehoo, MA Thesis, Public Policy

Studies, 2011)

· Economic Voting and Regionalism in South Korea: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Lee, Sophie Jiseon, MA Thesi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2011)



14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 제14호(2015년 12월)

· Prospect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at a Power Company in Korea(Choi,

Jongshin, MA Thesis, Environmental Management, 2009)

· Application of OECD Guidance on the Material Flow Accounting(MFA):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Noh, Heekyong, MA Thesis, Environmental Management,

2008)

2.4.2� 대학원� 과정

문리대학원(Graduate School)은 듀크대학이 설립되고 2년 뒤인 1926년에 만들어졌다.

현재 듀크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으로는 문리대, 신학대, 경영대, 법대, 의대, 환경대,

간호대, 공대, 공공정책 대학원(Graduate School, Divinity School, Fuqua School of

Business, Duke Law School, School of Medicine, Nicholas School of the Environment,

School of Nursing, Pratt School of Engineering, and 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 등이 

있다.

2014년 가을 학기 통계에 의하면, 총 8,379명의 대학원생(석박사 및 전문대학원생 

등 포함)이 있다.10) 이 중 1,975명이 국제학생으로 약 24%에 해당하며, 석사 과정에 

829명, 박사 과정에 776명, 그리고 전문 대학원에 397명의 국제 대학원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한국 국적 대학원생은 110명으로 중국(821명), 인디아(230명)에 이어 세 번째이다 

표 3 참조).11)

10) Quick Facts about Duke
11) Annual Census of International Students, Fal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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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듀크 국제 대학원생들의 상위 3개 출신국(2003~2014)

Top Places of Origin of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at Duke

총 국제 대학원생

(Total International 

Graduates)

Top 1 Top 2 Top 3

2003/2004 1137 China(309) India(123) Korea(92)

2004/2005 1189 China(339) India(131) Korea(116)

2005/2006 1234 China(322) India(162) Korea(130)

2006/2007 1249 China(305) India(188) Korea(124)

2007/2008 1517 China(380) India(275) Korea(170)

2008/2009 1688 China(420) India(322) Korea(199)

2009/2010 1440 China(383) India(214) Korea(175)

2010/2011 1583 China(512) India(220) Korea(148)

2011/2012 1786 China(661) India(219) Korea(127)

2012/2013 1930 China(764) India(232) Korea(121)

2013/2014 2063 China(840) India(240) Korea(132)

Fall 2014 1975 China(821) India(230) Korea(110)

2014년 오픈도어 리포트12)에 의하면, 미국에 유학온 국제 학생들 간에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의 약자)분야, 즉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분야와 경영/관리 분야이다. 미국의 전체 국제 학생들 중 

63퍼센트가 이 분야들을 전공하고 있다(도표1 참조). 2014년 가을 통계에 의하면,

듀크대학교의 국제학생들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경영 관리 

및 마케팅 등(Business Management, Marketing and Related Support Services, 436명),

사회과학(Social Sciences, 280명) 그리고 공학(Engineering, 279명)이다. 학부과정에서는 

문리학(Liberal Arts and Sciences, 213명), 공학(Engineering, 150명), 그리고 사회과학 

(Social Sciences, 98명이다).

12) Open Doors Report on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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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미국 국제 학생들의 2014년 전공분야

(Fields of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2014)

총 교수진은 모두 3,398명으로 이 중 종신직(tenure/tenure track rank) 교수들의 수는 

1,750명이며, 그 외 정기직(other regular rank) 교수들은 1,648명이다.13)

최근에 필자는 대학원 교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the Graduate Faculty,

ECGF)에서 듀크대학교 전체 도서관을 대표하는 도서관 옵서버로 임명되었는데,

위원회는 듀크 대학원 과정에 관련된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위임사항들을 논의 및 

처리한다. 선출된 회장을 비롯하여 인문학(humanities), 생물과학(biological sciences),

물리과학(physical sciences) 및 사회과학(social sciences)에서 각 4명의 위원들이 

선출되어 위원회를 형성한다. 대학원의 학장 및 부학장, 위원회 교수들이 모두 모여 

한달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는데, 대학원의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 및 결정된다.

13) Quick Facts about D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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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듀크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

한국학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듀크대학교의 동아시아 프로그램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1972년 듀크대학교에 “비교 지역학(Comparative Area Studies)” 학부 

전공에 동아시아학(East Asian Studies) 관련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개설되었는데, 당시 

동아시아학 전공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학부생들이 동아시아에 

관련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81년, 100만달러 기부로 아시아 태평양 

연구기관(Asian/Pacific Studies Institute) 설립과 더불어 중국의 정치학, 문화인류학,

일본 역사,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채용되었다.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국제화 및 대학의 기관 투자 개발 덕택에 동아시아학 프로그램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고, 1998년에 동아시아학 대학원 석사(M.A.) 및 준석사 수료 

프로그램(a graduate certificate program)이 승인되었다.14)

한국학(Korean Studies)이 동아시아학의 맥락 안에서 다루어지다가 한국학 분야로 

별도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3년 듀크의 프로그램 기획위원회가 현대 한국 

사회와 문화(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culture)에 중점을 둔 한국학 프로그램 

개설을 권유하면서였다. 곧 이어 학생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1993-94년에 듀크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어 강의 뿐 아니라 정치학과 사회학 수업도 개설하게 

되었다. 처음 정기직 교수(regular rank faculty)를 채용한 것은 1998년이다. 그 후, 한국학 

프로그램은 꾸준히 발달하여 한국 문화학(Korean Cultural Studies, 2008년)과 한국 

불교학(Korean Buddhism, 2009년)에 각각 종신직 트랙 교수(tenure-track faculty)를 

채용했다. 2015년 현재, 두명의 종신직 교수(권나영, 김환수 교수), 한명의 정기직 

교수(김혜영 교수), 그리고 한국어 강사(김은영) 등이 한국학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다. 듀크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한국 전공의 동아시아학 석사 학위를 제공하는 

아시아 및 중동학 프로그램(Asian & Middle Eastern Studies, AMES)과 아시아 태평양 

연구기관(Asian/Pacific Studies Institute)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학 전공의 경우 아래 강좌들 중 최소 10개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14) Kristina Troos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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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집중 영역(3-6 과목 필수, 2 과목은 반드시 300 레벨 이상 되어야 한다)

o Korean 203 & 204 Intermediate Korean I & II

o Korean 305 & 306S Advanced Korean I & II

o Korean 407 & 408 Issues in Korean Language and Society I & II

o Korean 455 Korean Politics and Society: Academic Reading and Writing

· 문학 및 문화 집중 영역(3-5 문학/문화 과목 필수, 2 과목은 반드시 AMES

프로그램에서 수강해야 한다)

o AMES 272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o AMES 475S North Korea: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o AMES 153 Trauma and Space in Asia

o AMES 378S Korean Sociolinguistics

o AMES 209 Critical Inter-Asia

o AMES 376S Religions of Korea

o AMES 473 Trauma and Passion: Korean Culture

o AMES 471 World of Korean Cinema

· 그 외 문화적 정체성 및 비교문화 관련 영역(1-2 과목의 AMES 문학/문화 과목 필수)

o AMES 361 Topics in Japanese Anime

o AMES 365S The World of Japanese Pop Culture

o AMES 431 Modern Chinese Cinema

o AMES 341 Screening the Holocaust

o AMES 350S Zionism: Jewish and Christian

o AMES 308S Bilingualism

한국학 교수들은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의 근현대 한국에 관한 강의와 연구에 특히 

중점을 둔다. 앞으로 듀크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트랜스칼쳐 및 트랜스보더 관점에서 

한국의 근대성, 식민주의, 트랜스내셔널 한국사, 한국 분단 및 국제정치, 한국인 

디아스포라 및 이민, 한국종교, 그리고 한류 및 시각적 문화 등의 연구에 중점을 두는 

센터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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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듀크대학교 도서관(Duke University Libraries)

캠퍼스의 가장 중심 위치에는, 고대 파피루스부터 최근 기록과 장서들까지 장대한 

역사 및 문화를  담고 있는 곳인 퍼킨스와 보스톡 도서관, 그리고 루빈스타인 희귀본 

및 매뉴스크립트 도서관이 웨스트 캠퍼스의 도서관 복합건물을 이루고 있다.

캠퍼스의 모든 도서관들과 함께, 듀크대학교 도서관은 듀크대학교의 가장 소중한 

지적자산으로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곳이다. 회계연도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약 690만권의 장서와 65,687피트(약 2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매뉴스크립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연간 운영비는 약 3600만달러(약 430억원), 연간 장서구입비는 

약 1250만달러(약 150억원), 도서관 직원 인건비로는 약 1475만달러(약174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1인당 도서자료구입비는 약 2400달러(약 300만원)이다.15)

[표 4] 듀크대학교 도서관 통계(2014 회계년도)

Quick Facts for Duke University Libraries FY201416)

장서(Collections) 총 장서 수(Total volume count) 6,870,693

　
루빈스타인도서관의 매뉴스크립트 및 아카이브
(Manuscripts and archives(Rubenstein Library)

65,687 linear feet

비용(Expenditures) 총 운영 예산(Total operating budget) $36,138,710

　 장서 비용(Material expenditures) $12,459,384

　 인건비(Salaries & wages) $14,747,232

　
학생 1인당 도서자료구입비(Average expenditure
per student -undergraduate and graduate)

$2,422

서비스와 직원
(Services and Staff)

게이트 카운트(Gate count) 3,517,585

　 총 대출 수(Total circulation) 368,064

　 상호대차(Loans from other libraries) 33,587

　 상호대차(Loans to other libraries) 29,184

　 정직원(Full-time staff) 250

공공 서비스
(Public Services)

이용자 좌석(User seats) 2,394

　 리서치 트랜잭션(Research transactions) 11,125

도서관 교육
(Library instruction)

총 참여자 수(Numbers of participants) 12,101

　 총 이용자 교육 세션 수(Total instruction sessions) 838

15) Quick Facts for Duke University Libraries
16) Unless otherwise noted statistic include: Lilly, Marine lab, Music, and Perkins & Bostock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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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듀크대학교 도서관의 역사17)

3.1.1�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 1887년(Trinity� College� Library,� 1887)

현재의 듀크대학교 도서관은 1846년과 1851년에 각각 설립된 캠퍼스 문학회(campus

literary society)인, 콜롬비안 학회(the Columbian Society)와 헤스페리언 학회(the

Hesperian Society)에 의해 유지되던 도서관들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두 학회는 

경쟁적으로 멤버를 충원하고 장서를 늘리기 위해 책들을 수집했다. 1860년, 트리니티

칼리지는 약 650권의 책들을 보유하고 있은 반면, 두 학회들은 각각 2,200권의 책들을 

가지고 있었다. 1887년, 트리니티 칼리지 총장으로 새로 부임한 존 프랭클린 크로웰 

(John Franklin Crowell)의 설득에 의해 두 학회의 장서는 학교 장서와 합쳐져서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Trinity College Library)이 탄생되었다.

듀크대학교의 최초 도서관 사서는 각 학회로부터 뽑힌 두 학생들이었다. 1892년,

트리니티 칼리지가 더램으로 옮긴 후, 도서관은 캠퍼스 메인 빌딩인 워싱턴 듀크 

빌딩의 큰 방을 차지하게 되었고 각각의 문학회 학생 한명이 사서들로서 근무하였다.

1902년에는 제임스 듀크의 기증으로 새로운 도서관 건물이 완공되었다.

3.1.2� 총� 도서관,� 1927년(General� Library,� 1927)

트리니티 칼리지가 듀크대학교로 바뀌면서, 현재 웨스트 캠퍼스의 메인도서관인 

퍼킨스도서관 위치에 새 도서관인 “총 도서관(the General Library)”이 1927년에 

건립되었다. 현재의 이스트 캠퍼스에 위치해 있던 이전 도서관으로부터 10만권 이상의 

책들이 총 도서관 및 새로 만든 생물, 화학, 종교, 산림, 법 및 의학(Biology, Chemistry,

Divinity, Forestry, Law and Medicine) 도서관들로 이전되었다. 1949년, 듀크가문의 

기부로 다시 확장공사를 하여 총 도서관의 규모는 두 배 이상 커지게 되었다.

17) The History of the Duke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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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총 도서관 포스터카드, 1930년(Postcard of the General Library, 1930)18) 

도서관 열람실(General Reference Room)은, 1969년 보수공사를 한 후 고딕 리딩룸 

(Gothic Reading Room)으로 불리고 있는데, 필자를 비롯하여 교수, 학생, 사서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손꼽히는 장소이다. 1930년 사진(그림 7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서 참고봉사(reference service)를 하였으나, 1969년 보수공사를 마친 후 참고봉사는

퍼킨스 도서관 1층으로 옮겼다. 퍼킨스도서관의 고딩 리딩룸은 현재 듀크대학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갤러리이며 동시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부 장소로 이용된다.

18) Duke University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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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총 도서관 참고 열람실(현재의 고딕 리딩룸), 1930

(General Reference Room, 1930: the Gothic Reading Room today)19)

3.1.3� 퍼킨스� 도서관,� 1966년(Perkins� Library,� 1966)

두번에 걸친 도서관 확장 공사를 거친 후, 1966년 총 도서관(General Library)은 

현재의 이름인 윌리엄 퍼킨스 도서관(William R. Perkins Library)으로 바뀌고, 1970년 

무렵에는 약 250만권 장서 규모가 되었다. 하지만, 확장공사를 한 지 30년도 채 되기 

19) Duke University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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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시 도서관 확장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이에 따라 2005년에 퍼킨스 도서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 보스톡 도서관(Bostock Library)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퍼킨스 도서관도 

다시 개조되었다.

필자가 동아시아 장서개발 관련 연구를 위해 듀크대학교 도서관의 동아시아 

컬렉션을 처음 방문한 때는, 보스톡 도서관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 2004년이었다.

당시에 동아시아 컬렉션은 퍼킨스 도서관 지하 2층 서고에 주로 일본과 중국책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한 1월 둘째 날, 듀크대학교 도서관을 다시 

방문했을 때 동아시아 컬렉션이 다른 장소로 바뀌어 있음을 깨달았다. 새로 만들어진 

보스톡 도서관 2층에 동아시아 컬렉션이 너무도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듀크대학교 한국학 컬렉션과 나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2007년에는 정식으로 

듀크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사서가 되었다. 요즘 듀크대학교의 한국학생들과 

학자들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듀크도서관에서 많은 한국 자료들과 만나게 

될 줄 몰랐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척 보람을 느낀다.

[그림 8] 퍼킨스/보스톡 도서관 [그림 9] 보스톡 도서관의 카펜터 리딩룸 

3.1.4� 루빈스타인� 희귀본� 및� 매뉴스크립트� 도서관� 확장,� 2015년

� � � � � (David� M.� Rubenstein� Rare� Book� &� Manuscript� Library,� 2015)

지난 3년 동안 듀크대학교 도서관은 또 다시 대규모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다.

현재의 듀크대학 이사회 회장인 데이비드 루빈스타인이 희귀본, 매뉴스크립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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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컬렉션 도서관(the Rare Book, Manuscript and Special Collection Library)을 

지원하기 위해 1,360만달러(약 160억)를 기부한 것이다. 2015년 9월 10일, 루빈스타인 

희귀본 및 매뉴스크립트 도서관(the David M. Rubenstein Rare Book & Manuscript

Library)이라 새로 명명한 도서관이 오픈 하우스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듀크 

학생들과 교수들 뿐 아니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모든 학자들이 최첨단 연구 시설을 갖춘 

도서관에서 진귀하고 독특한 학문적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루빈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듀크 학생이었을 때 나는 도서관에서 일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과 나의 학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한 것이다.”20)

3.2 듀크대학교 도서관 시스템

웨스트 캠퍼스 도서관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퍼킨스, 보스톡, 루빈스타인 도서관,

이스트 캠퍼스의 릴리와 뮤직 도서관, 듀크 해양 연구소의 펄스 메모리얼 도서관,

그리고 비지니스, 종교, 법, 의학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듀크 대학 도서관은, 미국의 

사립대학교 중 상위 10위 안에 드는 도서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외, 듀크대학 

아카이브, 라이브러리 서비스 센터, 듀크 쿤산 대학 도서관 등이 있다.

듀크대학 아카이브(Duke University Archives)는 듀크대학 기록들의 공식 기록 

보관소이며 1972년 설립되어 대학 행정부의 분과로 운영되다가 2002년 대학 도서관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2006년에 희귀본, 매뉴스크립트 및 스페셜 컬렉션 도서관 

(현재 루빈스타인 도서관)과 합병되었다.

라이브러리 서비스 센터(Library Service Center: LSC)는 최신 고밀도 시설을 갖춘 

장서 보관소(repository)로, 크게 확장되고 있는 듀크 대학 도서관의 장서들을 보관 

유지하는 곳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 메인 캠퍼스에서 약 10여분 떨어진 곳에 위치,

현재 300만권이상의 책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앞으로 1,500만권 이상의 책들을 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듀크 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24시간 이내 이용자에게 전달된다. LSC에서 바로 책을 대여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20) Duk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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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C 리딩룸에서 원하는 자료들에 관해 직접 연구도 할 수 있다.

듀크 쿤산 대학(Duke Kunshan University)은 듀크대학과 중국의 우한대학의 파트너쉽에 

의해 중국 쿤산시에 설립되어 2014년 8월에 비지니스, 경영학, 글로벌헬스 등에 관련된 

첫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아울러 도서관도 새로 오픈하였다.

듀크대학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도서관의 최고 경영자인 도서관장(University Librarian)

밑에 부관장급 관리자들이 분할하여 관장하는 주요 업무 부문(Digital and Online

Education Initiative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Administrative Services, Development,

Collection & User Services, Rubenstein Library)들과 도서관장 직속부서(Copyright and

Scholarly Communication, Collaboratory for Digital Classics Computing)들이 있다.

[화면캡처 2] 듀크대학교 도서관 조직도(Duke University Library Organizational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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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지역학 및 동아시아 장서

4.1 국제지역학 분과(International & Area Studies Department)

듀크대학교 도서관 부관장(Associate University Librarian) 총괄 하에 전문 사서 및 

스탭들을 포함한 123명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장서 및 이용자 서비스 부서(Collection

& User Service)의 14개 분과 중 하나가 국제지역학(International & Area Studies

Department)이다. 국제지역학 분과는 현재의 도서관장인 Deborah Jakubs에 의해 

1990년에 설립되었는데, 국제지역 전문사서들의 국제학 연구와 강의 지원, 그리고 

국제화에 중점을 두는 대학의 발전 계획 지원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

국제지역학(IAS) 분과에는 아래와 같이 10명의 국제지역 전문주제 사서가 각 지역 

장서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역사, 문학, 예술, 음악 및 필름 등의 분야에서 5명의 

주제 사서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주제의 지역분야를 또한 지원하고 있다. 국제지역학 

분과는 듀크의 글로벌 학제 간 연구,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각각의 국제지역 언어에 능통함은 물론이며, 문화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서들이 장서개발, 도서관 교육, 레퍼런스 컨설테이션 등의 전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Ÿ Librarian for Latin American, Iberian and Latino/a Studies

Ÿ Librarian for Jewish Studies

Ÿ International Documents/Middle East & Islamic Studies Librarian

Ÿ Librarian for African Studies and African American Studies

Ÿ Korean Studies Librarian

Ÿ Librarian for Western Europe

Ÿ Librarian for South and Southeast Asia

Ÿ Head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and Japanese Studies Librarian

Ÿ Chinese Studies Librarian

Ÿ Librarian for Slavic, Eurasian, and Eastern Europ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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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아시아 장서(East Asian Collection)21)

듀크 웨스트 캠퍼스의 보스톡 도서관 2층에 위치한 동아시아 장서는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근현대의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자료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듀크대학교의 

동아시아 장서는, 1920년대 후반에 브리티쉬 아메리칸 담배 회사(British-American

Tobacco Company)의 관리책임자로 중국에 26년간 있었던 제임스 토마스(James A.

Thomas, 1862-1940)가 약 1500여권의 책들을 듀크대학교에 기증한 것이 그 시작이다.

하지만, 동아시아학 프로그램이나 장서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대 후반이었다.

1967년에 버나드 실버맨(Bernard Silberman)이라는 일본 역사학자가 교수로 채용이 된 

후, 일본어 장서를 시작하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교수가 각 

분야의 중요한 자료들을 직접 선택하였다. 1968년에는 자료 목록화를 돕기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하는 중국인(Wen-chouh Lin)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한편, 듀크는 

중국어 장서는 구입하지 않고 일본어 장서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대학이 1964년부터 

중국어 자료 구입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듀크대학은 일본어 장서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듀크와 채플힐 대학은 이미 1930년대부터 연구대학 수준의 장서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을 해왔다.22)

1981년 아시아 태평양 연구기관 설립에 따라 전문사서 및 도서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1985년 외부 전문가 검토를 받은 후, 듀크도서관은 1989년에 

테크니컬서비스 부서에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이어 

1990년에는 크리스티나 트루스트(Kristina Troost)가 일본학 주제 사서로 채용되었다.

크리스티나는 현재 듀크대학교 도서관의 국제지역학 분과의 수석사서(head

librarian)이자 일본학 주제 사서(Japanese Studies Librarian)이다. 1991년에는 드디어 

동아시아 장서가 동아시아 리딩룸과 함께 퍼킨스 도서관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후,

장서는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어, 중국학 주제사서와 일본학 목록사서가 각각 

2000년과 2002년에 채용되었다. 도서관 확장공사와 더불어, 2005년에는 국제지역학 

21) Kristina Troost(2010)
22) Triangle Research Libraries Network(TR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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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들이 있는 국제지역학분과와 함께 동아시아 장서가 새로 지어진 보스톡 도서관 

2층으로 옮기게 되었다. 한국학 주제 사서인 필자는 2007년에 채용되었다.

아래 표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듀크대학교의 동아시아 장서 통계를 나타낸다.

1990년에는 22, 707권이었던 동아시아 장서가 2014년에는 165,527권으로 증가하였다.23)

[표 5] 듀크대 도서관 동아시아 장서 통계

Volume Holdings of East Asian Materials at Duke 

Year China Japan Korea Total

1990 9,177 12,980 550 22,707

1991 9,177 15,841 550 25,568

1992 9,352 17,926 550 27,828

1993 8,281 24,130 293 32,704

1994 8,345 25,529 340 34,214

1995 8,756 27,017 350 36,123

1996 9,076 29,075 392 38,543

1997 9,691 34,055 926 44,672

1998 10,050 36,781 1,336 48,167

1999 11,138 35,799 1,025 47,960

2000 11,651 38,324 1,596 51,571

2001 13,144 40,566 1,844 55,554

2002 14,869 43,011 1,901 59,781

2003 18,735 45,947 2,489 67,171

2004 24,153 49,210 2,830 76,193

2005 28,668 51,539 3,147 83,354

2006 32,078 54,817 3,857 90,752

2007 35,667 57,977 4,429 98,073

2008 39,580 60,693 5,084 105,357

2009 43,215 64,097 7,531 114,843

2010 45,974 79,850 10,253 136,077

2011 48,436 82,141 12,673 143,250

2012 52,467 84,481 14,496 151,444

2013 55,306 86,690 17,251 159,247

2014 57,487 88,645 19,395 165,527

23) CEAL Statistics,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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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학 장서

5. 1 칼 웨슬리 쥬디(Carl Wesley Judy)와 한국학 장서

한국학 장서를 소개하기 전에, 듀크의 한국학 장서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칼 웨슬리 쥬디 목사(Rev. Carl Wesley Judy)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학 

프로그램이나 교수가 있지 않았던 1994년에, 이미 한국학 장서를 위한 인다우먼트인 

칼 웨슬리 쥬디 한국도서 펀드(Carl Wesley Judy Korean Library Fund)가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 무척 궁금했다. “한국 자료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문구 외에는 도서관 아카이브 기록 어디에서도 그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바쁜 업무 등으로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호기심이 다시 살아난 것은, 1년 전 기증 

도서들이 들어있는 몇 개의 상자들을 풀면서였다. 그 박스 속에서 일제 강점기 

시기부터 70년대까지의 성경들, 메모, 다이어리, 노트, 달력 등의 한국어 및 영어 

책들이 나왔다. 아주 중요한 고서나 희귀본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아마도 긴 세월 동안 도서관의 어느 모퉁이에 박스로 쌓여 있은 

듯 했다. 기증 기록에 의하면 1999년에 기증된 책들이나, 한국어를 인지하거나 

목록화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었으므로 부득이한 일이었으리라 짐작되었다. 상자 

속에서 나온 작은 책 모서리에서 칼 웨슬리 쥬디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 이 기증물이 

바로 한국도서펀드를 만든 쥬디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쥬디 목사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선교사로 파견되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언더우드 가계(Rev.

Underwood family)24)와 브래넌 가계(Rev. Brannon family)까지 연결됨을 알았다. 이런 

여러가지 발견들은, 100여년 전의 한국 선교사들과 연결된 듀크대학교 한국학 장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24) 쥬디목사의 기록들을 살피다가 선교사들 중 4대에 걸쳐 한국과 가장 깊은 인연을 맺은 언더우드 
가문과도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한국명 
원두우)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서 1885년에 한국에 왔으며, 연세대 설립자로서, 한국 교
육, 종교, 그리고 사회 발전 등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의 4대에 걸친 후손들 또한 한국을 위
한 일에 전념해왔다. 쥬디 목사의 막내딸인 에스더 로스 주디(Esther Ross Judy)는 한국 장로교 
최초 선교사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의 증손자인, 윌리엄 데이비드 
언더우드(William David Underwood, 한국인 이름 원한웅)와 결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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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 1911년

(쥬디 컬렉션 중)

칼 웨슬리 쥬디는 1918년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의 챨스톤(Charleston)에서 

태어났으며, 1943년 듀크대 신학대학(Divinity School of Duke University)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았다.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례 총회(Western North Carolina Annual

Conference)에 소속되어 일하던 중, 한국에 파견된 감리교 선교사였던 라이먼과 머틀 

브래넌(Lyman and Myrtle Brannon)의 딸로 한국 원산에서 태어난 마가렛 테일러 

브래넌(Margaret Taylor Brannon, 한국이름 주진주)을 만나,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보로 

(Asheboro in North Carolina)에서 1944년에 결혼하게  된다. 쥬디 부부는 1948년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천안, 대전 및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했으며,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일시 귀국 후 쥬디목사는 그의 장인인 브래넌 목사와 함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돕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4년 4월, 마가렛과 아이들도 모두 한국으로 돌아와 

원주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재개했다. 쥬디 목사 부부는, 마가렛의 부모인 브래넌 

목사 부부와 마찬가지로, 1984년 은퇴하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보로로 돌아갈 

때까지 한국 선교 사업에 일생을 헌신적으로 바치고 살았다. 쥬디 목사는 캐나다 

선교사인 플로렌스 머레이와 함께 1959년 설립된 원주연합 기독병원(현재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설립자 공동대표로서, 한국전쟁 후 한국의 의료 선교사업에 

큰 공헌을 하였다.

마가렛의 아버지인 라이먼 코이 브래넌(Lyman Coy Brannan)은 북한 지역 선교사로 

아주 잘 알려진 목사로, 1910년에 한국의 원산지방에서 선교사 활동을 시작하여 

1950년 은퇴할 때까지 평생을 한국에 봉사하는데 헌신하였다. 브래넌 목사는 한국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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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만(夫羅萬) 혹은 브라만으로 알려져 있다. 1914년 한국에서 매티 머틀 바커(Mattie

Myrtle Barker)와 결혼하여 1916년 원산에서 마가렛을 낳았다. 쥬디 목사의 기증물 속에 

브래넌 목사의 이름이 적힌 아주 작은 성경책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의 성경책을 딸과 

사위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음을 보고 필자의 마음이 뭉클했다. 얼마 전 방송매체의 

한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유명해진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의 아주 작은 문암교회가 바로 

1910년 브래넌 선교사의 전도에 의해 처음 가정교회로 만들어진 곳임을 알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본 경찰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이 교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의 추적과 구속을 피해 은닉장소로도 이용되었다고 

전해진다. 브래넌 목사는 남한의 춘천과 원산, 송도(지금의 개성) 등 현재 북한에 

속하는 지역에서 주로 선교활동을 했다. 소설 상록수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농촌 계몽 

운동가이자 독실한 감리교 신자인 최용신(1909-1935)이 태어난 곳인 함경남도 

덕원(현재 강원도 원산) 두남리에서 두남리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다. 윤치호에 의해 개성에 설립된 송도고등보통학교(1906년 한영서원으로 개원)

에서 브래넌 목사는 교목(1937-40)을 지내기도 했다.

[그림 11] 브래넌 목사의 찬송가 책(쥬디 컬렉션 중)

5.2 한국학 장서 초기(1993~2006)

1990년 이전까지 듀크대학교에는 300권 이하의 한국어 자료들이 있었다. 한국국제 

교류재단(Korea Foundation), 한국학술진흥재단(Korea Research Foundation), 한국 선교사 

였던 쥬디목사에 의해 설립된 인다우먼트, 미국 교육부로부터 받는 연방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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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Title VI funding이라고도 한다)과 프리맨 그랜트(Carl. M. Freeman Foundation

Grant) 등의 지원으로 장서 개발을 시작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추천에 

주로 의존한 장서개발이었으며, 주로 문학과 필름 구입에 치중했다. 듀크대학교의 

한국학 장서가 발전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99년으로, 한국어 프로그램 

교수로는 처음으로 김혜영 교수(1998년 채용)가 부임하게 되면서였다. 1999년과 

2006년 사이에 한국장서는 1,025권에서 3,857권으로, 필름은 17개에서 301개로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였다(표 5 참조).

한국학 프로그램은 성장하고 있는 반면, 도서관 지원 부족과 교수들에게 도서 

선택을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2006년에는 남가주대학 한국학 

사서인 조이 김에게 외부 전문가 검토를 부탁하게 되었다. 조이 김의 듀크대학교 

도서관 방문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학 교수들의 도서관 지원 수준에 대한 

불만이 잘 나타나 있다. 도서 구입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책들을 선정하여 

리스트를 만들었지만, 구입과 목록화 작업이 너무 느리고, 빈약한 목록기록작업에도 

불만이 많았다.25)

다음해인 2007년, 듀크의 첫 한국학 사서로서 필자가 임명되어 한국 장서 개발, 관리,

및 평가에 관련된 업무 뿐 아니라 목록, 장서 구입 등에 관련된 업부 지원, 그리고 

전문적인 참고 서비스와 도서관 이용자 교육 등을 시작하게 되었다.

5.3 한국학 장서 성장(2006-현재)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여러가지 주요한 장서개발 계획들에 의해 듀크의 한국학 

장서가 크게 발전하였다. 초기의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 장서 개발을 해야 될 시기에는 

주요 주제 분야(primary subject areas)를 중점적으로 수집했으며,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연구 기관들로부터 기증받은 연구서적 및 필름 등은 듀크 한국학 장서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을 도왔다. 아울러, 사용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한 듀크 한국학 장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개발하여 이용자들의 듀크 한국학 자료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장서개발 및 구입 등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한 과정에도 

25) Joy Kim(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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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었다.26) 한국 학생, 교수, 방문 학자 등을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펼친 결과, 듀크의 한국학 장서에 대한 인지도가 안 밖으로 크게 높아졌다.

2014년 회계년도의 CEAL 통계(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에 의하면,

한국어 도서는 총 19,395권이며, 1,433개의 오디오/비디오 컬렉션이 있다. 그리고,

프린트 혹은 전자 포맷으로 약 4,933여개의 한국 저널들을 볼 수 있다.27)

[그림 12] 듀크 동아시아 장서

26) 2006년 당시의 도서관 시스템에서 한국어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국어를 비롯한 대
부분의 비영어권 자료들의 경우, 자국어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한국어 자료를 찾기 위해 맥킨-라이샤우어 로마나제이션을 이용해야만 되었다. 단
어철자, 발음부호,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한국어 로마나제이션 시스템, 단어 간격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검색 결과 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이용자들은 온라인 도서관 시스템에서 한국학 
자료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듀크 한국학 장서 데이터베이스(Duke's Korean Database)를 개발했다.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
던 영상자료들과 2006년 이후 구입한 장서들을 위주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언어 혹은 단어 간격 등에 상관없이 모든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였다. 그 후, 듀크대 도서관 
온라인 시스템에서 비영어권 자료들의 검색 및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어져 2008년부터 
한국어를 비롯한 비영어권 자료 검색 등이 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27) CEAL Statistics,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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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현재, 듀크의 한국어 장서를 도서 청구기호(Call number) 범위로 

나누어보았을 때, 언어 및 문학(P range, 38.79%), 역사(D range, 24.15%), 사회과학(H

range, 9.51%), 철학 및 종교(B range, 8.60%), 미술(N range, 4. 09%), 정치학(J range,

2. 91%), 그리고 지리학 및 인류학(G range, 2.5%) 등의 순으로 장서가 구비되어 있다.

듀크의 전체 한국학 장서 중 약 75%가 퍼킨스/보스톡 도서관(Perkins/Bostock

Library)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외 라이브러리 서비스 센터(Library Service Center)에 

14.5%, 릴리 도서관(Lilly Library)에 7.51%의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 장서 구입 예산 또한 필자가 한국학 사서로 임용된 2007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회계년도 2008년까지는 주로 그랜트(Title VI Funding)나 인다우먼트 

(Judy Endowment) 기금을 이용하여 한국어 자료들을 구입했으며, 별도의 대학 기금도 

있었으나 아주 적었다. 대학 책정 기금(University Appropriated Fund)이 2005년 회계년도의 

4,929달러에서 회계년도 2016년에는 60,501달러로 증가하였다. 20,000달러의 그랜트와 

18,116달러의 인다우먼트를 모두 포함하여 한국학 장서의 회계년도 2016년 총 예산은 

98,617달러(약 1억2천만원)이다.

[표 6] 한국학 장서 총 예산(2005-2016)

Fiscal Year
University 

Appropriated Fund
Grant Endowment

Total Allocated 
Budget on Korean 

collection

FY 2005 $4,929.33 $1,532.92 $7,097.93 $13,560.18

FY 2006 $5,454.00 $3,583.30 $5,250.26 $14,287.56

FY 2007 $7,089.00 $9,222.71 $7,058.50 $23,370.21

FY 2008 $17,002.93 $13,006.50 $7,431.85 $37,441.28

FY 2009 $22,497.48 $14,439.54 $30,324.78 $67, 261.80

FY 2010 $26,937.92 $9,939.21 $14,615.59 $51,492.72

FY 2011 $32,563.26 $10,000.00 $12,142.38 $54,705.64

FY 2012 $43,524.98 $447.57 $6,170.24 $50,142.79

FY 2013 $51,533.00 $19,655.78 $4,326.45 $75,515.23

FY 2014 $51,895.00 $22,143.74 $4,313.97 $78,352.71

FY 2015 $55,582.00 $19,986.76 $15,843.88 $91,412.64

FY 2016 $60,501.00 $20,000.00 $18,115.64 $98,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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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듀크대학교 한국학 장서는, 북미 한국학 컨소시엄(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KCCNA)28)의 13번째 멤버가 되어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향후 매년 5년간 20,000달러를 받게 되었으며, 각 멤버들에게 부여된 주제들 중 

듀크대학교에 부여된 주제 분야의 장서 구입을 하고 있다.

6. 글을 마치며

듀크대학교는 지속적으로 한국 학생과 연구 교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한국학 장서지만, 미국 동남부 지역의 중심이자 유일한 한국학 

프로그램과 장서로서 활발하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북미 한국학 장서 컨소시엄 

멤버들 중 가장 짧은 역사와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듀크대학교의 

한국학 장서는 그 위치와 역사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 시기를 거쳐 감리교 선교사들의 한국에 대한 지난 100여년 간의 

헌신과 열정이 듀크의 한국학 장서로 연결되었듯이, 듀크의 한국학 프로그램과 한국학 

또한 미래의 한국학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그 헌신과 열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8) 1994년에 여섯 기관으로 시작된 북미한국학컨소시엄은 북미의 한국학 장서 개발과 공유를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회원 기관들의 한국학 자료구입을 위해 매년 그랜트를 제
공하며, 각 회원대학 도서관은 북미의 한국학 연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한국학 장서 개발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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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시우잉 주

피츠버그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동아시아/한국학 사서

1. 글로벌 교육을 위한 피츠버그대학교의 노력

피츠버그대학교는 1787년에 설립되었다. 본 캠퍼스는 펜실배니아주 피츠버그 

오클랜드에 자리하고 있으며, 브래드포드와 그린스버그, 존스타운, 티터스빌에 4개의 

캠퍼스가 있다. 이 다섯 개의 캠퍼스에서 학사부터 석사, 전문, 박사 학위에 이르기까지 

총 470여 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부 과정은 디트리히 예술과학대학, 경영대학,

스완슨 공과대학, 간호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원 과정은 예술학, 경영, 교육,

치의학, 공학, 보건 및 재활학, 정보학, 법학, 의학, 간호학, 약학, 공공행정 및 국제학,

공중보건, 사회복지 등 14개 대학원 및 전문 학과로 총 200여 개의 학위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그 중 다수가 국내외에서 높은 평판을 얻고 있다.

미국대학교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의 회원인 우리 대학은 대학평가 

센터(Center for Measuring University Performance)의 평가 등급에서 미국 내 공립 

연구대학교들 중 상위를 차지하였다. 또 의학 등 다수의 과학 및 연구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교직원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인문학과 과학 

분야의 지식을 확장시킴으로써 미국과학메달(National Medal of Science) 수상, 미국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와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임원 선출,

국내외 유수 장학 기금 수상, 노벨상 수상, 퓰리처상 수상, 기업 및 대학과 정부의 

고위직 진출 등 다양한 영예로 인정을 받고 있다.
1)

1) “Achievements & Honors”, http://www.pitt.edu/about/achievements



피츠버그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39

우리 대학의 국제학과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학센터(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가 주도하며, 국제학센터 하에 있는 6개의 센터가 학제간 학부/

대학원 과정, 간학제적 교수진 개발, 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해 전세계의 지역과 

주제들을 연구한다. 이러한 주제 중심의 프로그램과 지역연구센터들이 다루는 영역과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러시아, 동유럽 등을 포괄한다.

2012년에 우리 대학은 ‘지구적 삶’(Living Globally)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하였는데,

새로 개정된 세계적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2020년까지 피츠버그대학교는 지구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수진과 학생, 직원들의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다. 이 어젠다는 우리의 

연구와 교육, 서비스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며, 국제적 교육의 선도자로서 우리 

대학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Ÿ 새로운 이슈와 기회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대학의 우선과제 그리고 

교수진의 강점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국제적 연구 주제들을 개발한다.

Ÿ 우리의 국제적 연구와 교육 및 서비스를 지역적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통합시킨다.

Ÿ 우리의 비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역과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언어와 학문 

영역에서의 우리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Ÿ 전략적으로 자리한 세계 유수 대학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구축한다.

Ÿ 선택된 해외 지역들에서 우리 대학의 활동 중심지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여러 

단위들을 참여시키면서 지속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낸다.

Ÿ (교무처장 직속 지역학과들과 보건학과들 간의 협력을 포함한) 대학 내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간학제적 접근법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어젠다를 추진한다
2)
.

글로벌 교육을 추구해온 우리 대학의 역사는 오클랜드 캠퍼스의 중심이자 서반구의 

대학들 중 가장 큰 건물인 배움의 전당(Cathedral of Learning) 1층과 3층에 30개의 

2) 글로벌 비전과 전략: http://www.pitt.edu/global/story/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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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실’(Nationality Room)들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다민족실들은 

피츠버그 지역에 정착한 다양한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보여주고자 기획되었으며, 교실로 

사용되지만 또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조상의 뿌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열려 있다. 한편으로 이 다민족실들은 각 국가들의 유형문화유산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들로는 중국, 일본, 인도, 한국이 있다.

한국유산실(Korea Heritage Room)은 우리 대학에서 서른 번째로 설치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설치된 다민족실로, 8년 전인 2007년에 설치가 승인되었다. 우리 대학의 운영진과 

지역 주민들, 한국 교민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양국의 기부자, 정부 관료, 후원자들의 

노력으로 국제적인 기금마련 캠페인을 통해 85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고 2015년 11월 15일에 한국문화축제와 함께 개소식이 열릴 예정이다
3)
.

[그림 1] 배움의 전당(Cathedral of Learning)과 한국유산실(Korean Heritage Room)

사진 출처: http://koreanheritageroom.org/

3) “한국유산실 개소” http://www.news.pitt.edu/news/korean-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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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츠버그대학교의 한국학 및 한국 관련 프로그램

한국학 프로그램은 아시아학센터(Asian Studies Center)에서 관리한다. 1969년에 

설립된 아시아학센터는 펜실배니아주 서부 지역에서 아시아 관련 연구, 교육, 학습 및 

연계를 위한 자원센터 역할을 해왔다. 이 센터는 미국 내에서 유수한 중국학 및 일본학 

프로그램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인도학과 한국학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4)

현재 한국학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문화에 관한 강의를 제공한다. 우리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가 시작된 지는 15년이 넘었으며, 1학년 기초 한국어에서 4학년 고급 

한국어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된다. 한국어 강의의 주된 목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네 가지 기본 기술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킴 

으로써 표준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어 강의는 

또 언어가 문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 영화와 음악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통해 사회언어적, 사회문화적 정보를 제공한다.
5)

동아시아어와 문학, 교육학, 역사학, 언어학, 공공행정 및 국제학, 언어학, 국제안보학 

분야의 교수들도 언어, 영화, 한국문화 및 역사와 관련한 강의들을 제공한다. 한국어 

컨텐츠는 아시아에 관한 다수의 개설 강의들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제공된 한국 

관련 강의들은 근대한국사,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개론,

한국영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동아시아의 국가와 경제 발전, 동아시아의 음식,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쟁이 있다. 정규 전공 학과에 등록한 학생 중 한국어와 지역학 

요건을 충족시킨 학생들은 한국학 수료증과 부전공을 취득할 수 있다.

교실 밖에서는 다양한 한국 관련 강의와 대담, 세미나, 문화 프로그램들이 한국의 

미술과 역사, 경제,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크게 증진시켰다. 다음은 지난 

10년간의 주요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6)

4) 아시아학센터 웹사이트, http://www.ucis.pitt.edu/asc/
5) Korean Studies Handout, http://www.ucis.pitt.edu/asc/sites/default/files/materials/KoreaStudies 

Handout.pdf
6) 각 대담/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제학센터의 중앙 캘린더(http://www.ucis.pitt.edu/events/)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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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5년 10월 27일. 경북대학교 역사학과 이성주 교수의 “동북아의 후기 선사시대”.

Ÿ 2015년 4월 3일.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과 추해연 부교수의 “남자 노동자들의 

그늘에서: 한국의 젠더화된 노동과 이주권”.

Ÿ 2015년 2월 13일. 루트거대학교 한국사 김수지 부교수의 “북한의 근대시대:

초창기의 장면들”.

Ÿ 2015년 1월 15일. 건국대학교 이주은 교수의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 미술”.

Ÿ 2014년 12월 5일. 피츠버그대학교 신승환 방문교수의 “깊이가 없는 일상: 홍

상수와 역설의 영화”.

Ÿ 2014년 11월 14일.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에린 교수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주

통제의 정치학”.

Ÿ 2014년 10월 17일. 피츠버그대학교 아시아학센터 박사후과정 권준희 박사의 

“분열된 삶: 한국-중국의 초국적 육체와 시간”.

Ÿ 2014년 3월 3일. UCLA 한국영화학 김경현 교수의 “아직도 영화를 보십니까?

후기영화 시대의 한국 영화”.

Ÿ 2013년 10월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북한: 6자 회담 시뮬레이션”.

Ÿ 2009-2015. 한국영화제, Asia Unreeled와 Silk Screen.

Ÿ 2012년 3월 13일. 심포지엄 “북한은 어디로?”. 피츠버그대학교와 피츠버그국제

위원회(Global Council of Pittsburgh)가 공동 후원하였다.

Ÿ 2007년 11월 9-10일. “미국과 한반도: 결정적인 관계”.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심포

지엄은 미국과 북한 및 남한에 중요한 여러 사안들을 포괄

하였다.

Ÿ 2006년 1-3월. “꿈을 광고하다: 전후 한국의 영화 포스터들”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이후의 한국 영화 포스터 23장을 전시하였다.

Ÿ 2005년 11월 16일.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이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이 피츠버그

대학교 아시아학센터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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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츠버그대학교의 도서관

우리 대학에는 대학도서관시스템(ULS), 보건학도서관시스템(HSLS), 바르코법학도서관 

(Barco Law Library)으로 불리는 세 개의 도서관시스템이 있다. 대학도서관시스템은 

인문학, 사회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힐먼 도서관 

(Hillman Library), 경영, 미술, 음악,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위한 9개의 

학과 도서관, 아카이브 서비스센터, 그리고 4개의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학도서관시스템은 주로 대학의 보건대(치의학, 보건 및 재활학, 의학,

간호학, 약학, 공중보건학) 교수와 학생, 연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르코 

법학도서관은 주로 법학대학의 학생 및 교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나, 그 자원은 

법학 연구를 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세 도서관시스템은 모두 인쇄 및 전자 

자료뿐 아니라 PITTCat이라 불리는 공동의 온라인 검색 카탈로그를 이용한다.

ULS는 북미 지역에서 22번째로 큰 학술도서관으로, 640만 권 이상의 서적 및 전문 

장서들과 함께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각지의 주요한 외국어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 도서관시스템은 오랫동안 우리 대학 학술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해 

왔으며, 연구도서관협회(ARL) 투자 인덱스에서 지속적으로 상위 1/3에 포함되었다.

이 도서관시스템은 디지털 연구의 지원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채택하고, 학생과 

교수들을 위한 도서관 자원을 증진하며, 학술 출판물에 대한 국제적인 오픈액세스 

운동을 선두적으로 이끌어왔다.

인쇄 자료를 중심으로 ULS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Ÿ 미국 내 상위 10위 미술도서관(프릭미술도서관(Frick Fine Arts Library))

Ÿ 단행본 640만권

Ÿ 역사적 사진 자료 1백만 점 이상 

Ÿ 보존 원고 33,500LFT

Ÿ 연간 도서관 방문자 280만 명

ULS의 디지털 도서관은 사진, 원고, 단행본과 논문 텍스트, 지도, 정부 문서, 기타 

자료 등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디지털 장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장서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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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Ÿ 알레게니 관측소(Allegheny Observatory) 사진들

Ÿ 존 오두본(John Audubon)의 ‘미국의 새들’(Birds of America)(우리 대학은 현존하는 

‘미국의 새들’ 120본 중 한 본을 소장하고 있는데, ULS의 컬렉션 중 가장 중요한 

자료로 간주된다.)

Ÿ 달링튼 디지털 도서관(Darlington Digital Library)

Ÿ 딕 쏜버그(Dick Thornburgh)의 문서들

Ÿ 피츠버그대학교의 기록(Documenting Pitt)

Ÿ 18, 19세기 피츠버그의 노예제

Ÿ 조지 워싱턴 원고

Ÿ 피츠버그의 역사

Ÿ 스티븐 포스터(Stephen Foster)의 스케치북7)

힐먼도서관은 ULS의 중앙도서관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와 특수 장서 

및 지역학 장서들을 수집한다. 동아시아도서관은 힐먼도서관의 2층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 2] 피츠버그대학교 힐먼도서관

사진 출처: http://www.pitt.edu/libraries

7) 이 정보는 대학 웹사이트(http://www.pitt.edu/libraries, 2015년 10월 30일 접속)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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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도서관

동아시아도서관의 기원은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의 교육부 

장관이자 우리 대학의 동문인 첸 리푸(陳立夫) 박사가 1,960권의 중국 고전 문헌을 

기증한 것이다. 이 고전 문헌들은 청나라 황제 건륭의 칙명으로 만들어진 총서인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사진인쇄본들 중 첫 번째 시리즈이다. 1930년과 1946년 사이에 

중국의 교육자이자 중국학자, 역사가였던 하버드-옌칭 연구소 인득편찬실의 윌리엄 

홍 교수가 피츠버그대학교 도서관에 이 시리즈의 인덱스와 편람 77권 전권을 

기증했다. 이것이 우리 도서관 중국 장서의 시초가 되었다. 피츠버그대학교가 

국가방위교육법 중국학센터 2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후 1960년에는 전일제 중국학 

사서가 채용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일본학 장서의 출범과 함께 동아시아도서관 

(EAL)이 설립되었다. 한국학 장서는 2004년부터 체계적으로 개발되었다.
8)

동아시아도서관의 주된 사명은 우리 대학 내의 중국, 일본, 한국학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도서관은 오하이오, 펜실배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동아시아학 자원센터로서,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의 세 장서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6월 현재 단행본 49,500여 권, 마이크로필름 15,000릴,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 5,000점, 동아시아학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21개를 갖추고 있다. 동아시아도서관 

위원회(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의 통계(2014년 6월)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의 

동아시아도서관은 북미 지역의 동아시아도서관과 장서들 중 규모가 15번째에 해당한다.
9)

동아시아도서관은 창의적인 사업들을 통해 다수의 국제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약 55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도서관은 ULS를 통해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한국 등에 있는 40여 개 도서관과 기증 및 교환 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중국국가 

도서관, 일본 의회도서관,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이 포함된다. 1998년에는 미국박물관 

도서관협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로부터 리더십 기금을 받아 

동아시아 게이트웨이 서비스(East Asian Gateway Service)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미 

8) Hong Xu, “Global Resources sharing and information services: the East Asian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in Peter X. Zhou ed. Collecting Asia: East Asian libraries in North 
America, 1868-2008. Ann Arbor, Mich: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0, pp.257-258.

9) 동아시아도서관통계위원회, http://ceal.lib.ku.edu/ceal/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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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연구자들에게 희귀한 중국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의 

협력 도서관으로는 북경대학교, 칭화대학교, 중국과학원, 홍콩대학교, 마카오대학교,

대만국립대학교 등이 있다. 2006년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도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대학과 연계된 이용자들에게 한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저널 논문들을 

제공하고 있다.
10)

5. 한국학 장서

5.1. 개요 

동아시아도서관이 설립된 1965년부터 도서관 설립 30주년을 맞은 1995년까지 

중국학 장서와 일본학 장서 모두 소장 자료의 수와 포맷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11)

. 그러나 한국학 프로그램의 제한적인 규모로 인해 한국학 장서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최소한도에 머물렀다. 한국학 장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수십 년 동안 기증 자료에만 의존하였다. 1996년에 하버드-옌칭도서관의 

윤충남 한국학 장서 수석 사서가 우리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여 한국학 자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는 기존 기증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활용과 새로운 기증 및 교환 

프로그램의 물색 등 몇 가지 유용한 제안을 하였다.
12)

그러나 이후로도 기금 부족 

상황이 지속되다가 2004년에 국립자료센터로부터 자료 취득과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금이 할당되었다. 2004년부터는 또 도서관으로부터 고정적인 한국학 자료 수서 

예산이 할당되었고,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영화진흥위원회와의

기증 및 교환 협정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다.

10) Hong Xu, pp.262-263. ‘동아시아 게이트웨이 서비스’(East Asian Gateway Services)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동아시아도서관 웹사이트 (http://www.library.pitt.edu/ eal-gateway-service 
#about)를 참조한다.

11) 동아시아도서관통계위원회(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에 따르면, 1995년에 
중국 관련 자료가 157,076점, 일본 자료가 35,990점, 한국 자료가 1,921점이었다(http://ceal.lib.ku. 
edu/ceal/stat/).

12) Hong Xu,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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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마크 A. 노덴버그 총장은 우리 대학 동문이자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김학준 박사에게 ‘전통의 월계관상’(Legacy Laureate)을 수여하였다. 이 상은 놀라운 

업적으로 그 개인적, 직업적 성취가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동문들에게 피츠버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 중 하나이다
13)

. 이 상을 받기 위해 피츠버그 

대학에 체류하는 동안 김학준 박사는 동아시아도서관을 방문했다. 당시 동아시아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던 홍 슈 박사와 동아시아학 사서 시우잉 주, 시간제 한국학 장서 

담당자였던 신동희 씨가 김학준 박사와 면담하고 우리 대학의 한국학 장서와,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 및 중국 도서관들과 체결한 협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학준 

박사는 한국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도서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한국학 장서 개발을 위해 15,000달러를 기부하였다. 이 기금은 1년에 3,000달러씩 5년에 

걸쳐 제공되었다. 김학준 박사는 2012년에 다시 15,000달러를 기부하였다. 이 기부금을 

통해 수천 권의 한국 서적과 영화들이 한국학 장서에 추가되었다.

[사진 3] 동아시아도서관을 둘러보는 김학준 박사, 2006년

13) “피츠버그대학교, 전통의 월계관상 수상자 4인 선정”, 피츠버그대학교 뉴스서비스. 2006년 10월 
15일. http://www.news.pitt.edu/news/university-pittsburgh-names-four-new-legacy-laure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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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 지원을 받으면서 2006년 이후 

한국학 장서의 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현재 한국학 장서는 한국 서적, 연속간행물,

마이크로필름, 멀티미디어 자료, 10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18,880여 점을 

소장하여 북미 도서관들 중 그 규모가 19위(2014년 6월 현재)를 차지한다. 이 장서는 

한국학과 한국 경제 및 정치, 역사, 문학, 언어, 철학 분야의 주요한 참고 자료들을 

망라하고 있다. 그림 1은 지난 15년에 걸친 한국학 장서의 성장 기록을 보여준다.

표 1은 시기 별로 한국학 장서의 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장서의 성장, 1999-2014 

[표 1] 한국학 장서의 발전, 2004-201414) 

연도 인쇄본 멀티미디어 총계 순위

1999 2,980 0 2,980 19

2004 3,722 44 3,766 29

2009 11,081 114 11,195 20

2014 17,657 1,223 18,880 19

14) 동아시아도서관통계위원회(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http://ceal.lib.ku.edu/ceal/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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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장서 개발 지침

장서개발정책은 2008년 이후에 자료 선정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장서는 동아시아 언어 및 문학 학과가 제공하는 한국 언어, 문학, 예술문화 

강의들, 역사학과에서 제공하는 동아시아 역사 강의들, 한국 경제와 대외관계, 안보학 

등에 관한 강의들, 공공 및 국제관계 대학원이 제공하는 남북한관계 관련 강의들을 

포함하여 즉각적인 관심을 요하는 영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차적으로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수집하며 영어로 된 자료들도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지리적 측면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 전역이 집중적인 수집 대상이다. 한국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중국과 일본 역시 수집 대상으로 고려된다. 시기 별로 보면, 문학, 언어와 

언어학, 영화학, 역사(정치사 및 사회사 포함), 정치경제, 교육, 종교, 인류학, 철학,

사회학, 도시학 등의 영역에서는 근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대 이전의 시기는 역사,

종교, 철학 분야의 기본 자료들을 수집한다. 자료 형태의 측면에서는 모든 유형의 연구 

단행본과 참고 자료들이 수집 대상이며, 연속 단행본과 간행물은 선택적으로 수집된다.

한국학 장서는 또 한국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멀티미디어 장서를 

갖추고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국영화제 등 캠퍼스 안팎의 다양한 한국 문화활동들을 

지원한다. 이 장서는 1,200여 개의 한국 영화 DVD를 갖고 있다.

지난 4년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기금을 일부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포털인 

전자한국학(e-Korean Studies)에 가입하였다. 이 포털은 전문 저널 논문, 전자책, 디지털 

아트 강의자료, 예술품 및 고고학적 유물, 풍부한 역사적 문건과 근대 현대사 연구를 

위한 자료 등을 포괄하는 9개의 전자 DB로 연결되어 있다. 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중국에 다녀온 300여 명의 사신과 수행원들이 남긴 500여 편의 견문록을 포함하고 

있는 연행록 DB에 가입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인 교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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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한국학 장서 서가와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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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국학 장서의 주제 

장서 개발 지침의 결과로써, 한국학 장서는 특히 중국 및 일본과의 과거 및 현재의 

교류, 남북관계, 한국 영화학에 관한 1차 자료와 참고 자료가 많고, 주요 백과사전과 

사전, 연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와 같은 중요한 역사적 자료 등 다양한 

참고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한국의 국내문제에 관한 미국무부 기록” “한겨레신문”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소공동위원회 미국 대표부 기록”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관련 

기록” 등 중요한 마이크로필름 자료들이 있다.

한국학 장서는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언어 및 문학 학과의 한국학 교수진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 연구, 기타 활동들을 지원한다.

그러나 아시아학센터가 동아시아의 간학제적 연구를 중시하고 대학 전반에서 이 

지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학 장서는 또 공공 및 국제관계 대학원,

역사학과, 정치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등 다른 학과의 연구와 커리큘럼도 지원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들의 주제 영역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 서적의 약 30% 가량이 

한국 역사, 고고학, 인류학에 관한 것이며, 그 뒤를 이어 16%가 한국어와 문학, 10%가 

사회과학(정부, 국제관계, 정치학, 사회학 등), 10%가 예술(영화, 음악, 체육, 시각예술),

그리고 나머지가 철학과 종교, 비즈니스(경제학 포함)로 구성된다. 표 2는 도서관의 

온라인 카탈로그인 PITTCat에서 검색할 수 있는 한국 서적 12,400권을 분석한 것이다.

[표 2] 한국학 장서의 주제 별 비율 

주제 권 비율

고고학, 인류학, 역사 3,430 28%

언어 및 문학 2,011 16%

사회과학 1,279 10%

영화, 음악, 체육, 시각예술 1,187 10%

철학, 종교 848 7%

비즈니스, 경제 500 4%

기타 3,145 25%

총계 12,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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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북한 관련 장서

5.4.1� 개요

당시 동아시아도서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던 홍 슈 박사가 중국 연변대학을 친선 

방문한 이후 2004년에 북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피츠버그대학교와 

연변대학은 2008년에 기증 및 교환 협정을 체결하였고, ULS와 아시아학센터의 재정 

지원과 김학준 전 동아일보 사장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북한 정치와 경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 출판물들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학, 의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모든 주제 영역을 

포괄하는 북한의 정기간행물 3,000부(80여권)를 포함하여 상당량의 북한 출판물을 

확보하게 되었다. 총 83권 중 19권은 우리 대학이 단독으로 수집한 것으로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료들이다. 또 북한의 역사 자료 및 학교 교과서 

400여 권과 함께, 영화 VHS 88개, 북한 음악과 무용, TV 드라마, 북한의 일상 생활과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DVD 300여개를 수집하였다. 그 중 널리 

알려진 자료로는 북한 최초의 영화인 “내 고향”과 해외에서 최초로 상영된 북한 

영화인 “한 녀학생의 일기”(2007년 프랑스), 왕재산예술단의 기록물들이 있다.

[표 3] 피츠버그대학교 도서관 시스템에 소장된 북한 자료들

포맷 분량

책 460권

저널 82권, 3,000부

영화 VHS 88개, DVD 300개

학교 교과서 12권

총계 3,860점

5.4.2� 북한� 저널

피츠버그대학교의 북한 장서는 특히 저널 장서가 강하다. 2013년 OCLC WorldCat

분석에 의하면, 북한 장서에 있는 82권 중 19권이 다른 도서관에 없는 자료들이고,

9권은 다른 한 곳의 도서관, 9권은 두 곳의 도서관, 7권은 세 곳의 도서관에만 소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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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만 있는 19권의 자료 중 8권은 의학, 나머지 11권은 과학기술 

관련이다. 그림 2는 주제 영역과 분야 별로 북한 저널들을 분류한 것이다. 이들 저널 

중 대다수는 2006년 이후에 발행된 것이며, 일부는 2002년까지 거슬러 가기도 한다.

저널의 제목과 내용에 관한 정보는 한국학 장서 LibGuide(http://pitt.libguides.com/

KoreanStudies)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2] 주제와 분야 별로 본 북한 저널

[사진 5] 북한의 책들

이미지 출처: http://www.utimes.pitt.edu/?p=17040



54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 제14호(2015년 12월)

5.4.3� 북한� 영화

한국학 장서는 상당히 많은 북한 영화들을 DVD와 VHS 형태로 소장하고 있다.

2013년도 OCLC의 WorldCat 분석에 의하면, 이 중 다수는 다른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료들이다. 또 1949년에 제작된 북한 최초의 영화 “내 고향”도 소장되어 있으며,

1949년 이후 20세기 초반부터 21세기까지 제작된 영화들을 보유하고 있다. 290편의 

영화 중 적어도 68편이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 고유한 자료들이다. 55편은 다른 도서관 

한 곳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3은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 영화들을 시대 

별로 구분한 것이다. 영화 제목에 관한 정보는 한국학 장서 LibGuide(http://pitt.libguides.com/

KoreanStudies)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 시대 별로 살펴본 북한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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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지금까지 피츠버그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리 

대학의 한국학 장서는 지난 10년간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학과 일본학 

장서에 비해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 규모도 작다. 한국학 장서의 발전은 한국학 

프로그램의 성장과 확장, 한국학 관련 교수진과 학생들의 요구, 기금원, 한국학 

전문사서, 자료를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국어에 능통한 직원 등 여러 요소에 

달려 있을 것이다. 문서의 전달과 도서관간 상호대차가 갈수록 편리해지면서 인쇄본 

에서 전자 자료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자료의 수집과 개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으로 한국학 장서의 발전 방향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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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필드 대학교 한국학 장서와 한국학

이 윤 희

영국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 

동아시아 사서

이 보고서는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한국학 과정 그리고 셰필드 도서관 내의 한국학 

관련 장서에 대하여 과거 설립 배경, 현재 현황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셰필드 대학교에 있는 한국학 장서와 한국학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셰필드 대학교와 본 대학교 도서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셰필드 대학교1) 

[사진 1] 퍼스 홀(Firth Hall)

1) http://www.sheffield.ac.uk/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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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왕실의 헌장을 수여받아 설립된 셰필드 대학교는, 1828년 셰필드 의과대학 

(the Sheffield School of Medicine), 1879년 퍼스 컬리지(Firth College) 그리고 1884년 

셰필드 공과대학(Sheffield Technical School) 세 개의 학교를 합병하여 설립된 셰필드 

칼리지 대학교(the University College of Sheffield)에서 발전 되었다.2)

셰필드 대학교는 1994년 17개의 영국 명문대학교(현재 24 대학교)들로 구성된 러셀 

(Russell)그룹 대학교로서, 현재까지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영국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REF 2014(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2014)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교로서, 영국의 학문, 경제, 사회, 문화 등에 크게 공헌을 

한 대학에 영국 여왕이 수여하는 Queen’s Anniversary Prize를 여섯 차례 받았다.

본 대학은 미술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이과대학, 국제대학으로 

나뉘어져 있고, 9,000여명의 교직원과 26,000여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2015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3)

셰필드 대학이 있는 셰필드 시는 영국 중북부 요크셔에 위치해 있으며 영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다. 셰필드 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녹지가 형성된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영국의 대도시 중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자리한 셰필드 대학교는 도시형 캠퍼스로서,

캠퍼스가 공원과 셰필드 시내 중심가와 근접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학생들의 

경제적인 생활비 그리고 영국타임스 고등교육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에게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대학교이다.

2) http://www.sheffield.ac.uk/about/history  
3) http://www.sheffield.ac.uk/about/number-one-student-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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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 도서관4)5)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도서관으로서 다양한 정보 속에서의 

지적발견 연구와 새로운 지식정보 창출을 증진시키는 역동적인 도서관이다.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은 상호간의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대학의 학문연구 및 

학습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정보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비롯한 타 연계망 형성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진전된 학문연구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장인 앤 혼은 “우리는 수많은 혁신을 이뤄왔다. 수상경력이 

있는 인포메이션 커먼스는 2007년 개관한 이후 도서관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공간을 제공해왔으며 디지털 자료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2015년에 개관된 다이아몬드 도서관 건축물은 

8,100만 파운드를 투자한 세계적인 최첨단 도서관으로서, 1,000여곳의 최신식의 

학습공간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개관 되었다.”라고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을 설명했다. 180여 명의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 직원은 2014년 타임스 고등교육 

리더십과 경영부문에서 “최고의 도서관팀”으로 선정되었다.

2.1 다이아몬드 도서관6)

2015년 9월에 개관된 다이아몬드 도서관은 1,000여곳의 수업 공간을 학생들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최첨단 도서관이다. 도서관 1층에는 전반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관리하는 라이브러리 컨넥트(Library Connect)가 있고, 4층에는 대학 수업에 필요한 주 

핵심도서와 최첨단 미디어 편집실, 열람실, 그룹 스터디룸 및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이 

있다. USB 충전기와 전원소켓이 전 열람실에 설치 되어있고 컴퓨터 대여도 이곳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이아몬드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자료검색, 에세이 작성법,

4) http://www.shef.ac.uk/library/about
5) http://www.shef.ac.uk/library/about/strategicplan
6) http://www.shef.ac.uk/library/libsites/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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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기준과 인용방법 등 대학수업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주제별 맟춤형 정보 

워크숍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사진 2] 다이아몬드 도서관 전경

2.2 인포메이션 커먼스 도서관7)

2007년 개관된 인포메이션 커먼스는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과 셰필드 대학교 CiCS

(Corporate Information & Computing Services)의 공동설계로 설립되었다.

학생들에게 학습 공간과 디지털 콘텐츠를 일년 내내 연중무휴제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1,300 여 곳의 열람실과 그룹 스터디룸, 500대의 컴퓨터를 비롯해 120,000여 

권의 학과수업 필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7) http://www.sheffield.ac.uk/info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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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웨스턴 뱅크 도서관(Western Bank Library)

1953년 설립된 웨스턴 뱅크 도서관은 2급 보존 건물(Grade II)로 등록되어있는 

건축물이다. 본 도서관은 2010년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보수 

되었다. 웨스턴 뱅크 공원 옆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연구용 도서관으로서 대학교에 

필요한 130만권의 전반적인 학과 도서들이 이곳에 소장되어 있고, 고서와 희귀도서를 

보관하는 특별 자료실, National Fairground 아카이브, 대학교 내의 여러 분야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전시관이 있다. 동아시아 관련 도서와 한국학 도서가 이곳 

웨스턴 뱅크 도서관에 소장 되어 있다.

2.4 보건과학도서관(Health and Science Library)

보건과학도서관은 의학, 치과학, 보건과 관련하여 특화된 도서관으로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뿐 아니라 셰필드 의과대학부속병원의 NHS 직원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과학도서관은 셰필드 대학교의 교육병원인 로열 할람셔(Royal

Hallamshire)병원과 노던 제너럴(Northern General Hospital) 병원 안에 위치해 있으며 

이 두 곳 도서관 모두 NHS직원에게 프린트 및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동양학8)

영국에서 동양학은 1947 스카버러 보고서(Scarbrough Report)를 재조명하기 위해 

1961 윌리엄 헤이터에 의하여 발표된 ‘헤이터 보고서’(Hayter Report)로부터 발전 

되었다.9) 일찍이 다방면의 지역학을 장려했던 미국의 정책에 의거하여, 영국에서도 

지역학을 장려할 것을 추진한 보고서가 ‘헤이터 보고서’다.10)

8) William Hayter(1975) The Hayter Report and after. Oxford Review of Education, 1(2) 
169-172.

9) C. H. Philips(1967) Modern studies in the Universities of the United Kingdom. Modern 
Asian Studies. 1(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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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고등교육 기관의 정부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 U.G.C(University

Grants Committee), 현재의 HEFCE(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는 

‘헤이터 보고서’에 의해서 기존의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그리고 런던대학의 고전문학과 

언어중심의 동양학이 사회과학 분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그리고 런던대학에 이어 다수의 영국 대학의 동양학 개설에 영향을 미쳤다.

셰필드 대학은 헤이터 보고서에 의하여 일본학이 1962년에 가장 먼저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 한국학 강좌가 1979년에 개설되었다.11) 헤이터 보고서 이후 다소 

주춤해 있던 동양학은 1987년 파커 보고서에 의하여 동양학의 중요성이 다시 재검토 

되면서 부흥하게 되었다.12) 그후 1996년에 중국학의 개설과 함께 셰필드 대학의 

일본학, 한국학 그리고 중국학은 서로 연결되어 동아시아학을 체계적으로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하였고, 한국학 연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3] 동아시아학과 초기 화면13) 

10) William Hayter(1981) The future of Asian Studies after the Hayter report. Asian Affairs, 12(3) 
245-253.

11) C. H. Philips(1967) Modern studies in the Universities of the United Kingdom. Modern 
Asian Studies. 1(1) 1-14.

12) Peter Parker(1987) Speaking for the future: The use and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Asian Affairs, 18:3, 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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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국학14)

일본어학과의 이중전공제도를 추진하였고 일본어학를 지도하셨던 언어학 박사 

죠지 젤레닉(George, Jelinek)은 한국학과 일본학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였고, 그로 

인해 1979년부터 일본학과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 해인 1980년에는 

산학협동재단(Korea Sanhak Foundation) 으로부터 5년간의 지원하에 한국학의 첫번째 

교수인 쥬디스 체리(Judith Cherry)와 한국어 강사가 임용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987년도에는 제임스 헌틀리 그레이슨(James

H Grayson) 종교학 박사가 임용 되었다.

셰필드 대학교의 한국학은 1987년부터 일본학과에 한국어 이외의 과목들을 특화하여 

교육해 왔고, 1990년도부터는 한국학이 단순한 선택과목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주요 

교육과정으로서 동아시아학부(School of East Asian Studies)에 4년제 한국학 학사과정이 

체계적으로 설립되었다.

1992년에는 한국학과 이중전공을 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4년제 학사과정이 

증설되었고 한국학 학생들은 2학년 과정 1년 동안 셰필드 대학교와 학생 교환 협정이 

체결된 한국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셰필드 대학교의 

한국학 학생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학 학생들은 

영국학생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국학을 배우러 셰필드 대학교에 오고 있다.

3.2 한국학 교수진

Ÿ 김승영 박사 - 국제정치와 역사(한국, 동아시아)

김승영 박사는 한국학과 교수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2011년 임용 

되었다. (http://www.sheffield.ac.uk/seas/staff/korean/kim)

13) http://www.sheffield.ac.uk/seas
14) James H. Grayson(2006) An interview with Professor James H. Grayson, Acta Koreana, 

9:2, 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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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주디스 체리(Judith Cherry)박사 - 경제학, 비지니스, 한국역사, 한국어

(http://www.sheffield.ac.uk/seas/staff/korean/cherry)

Ÿ 조숙연 - 한국어

(http://www.sheffield.ac.uk/seas/staff/korean/cho)

Ÿ 김연정 - 한국어

http://www.sheffield.ac.uk/seas/staff/korean/yjkim)

Ÿ 제임스 그레이슨(James H. Grayson)박사 - 셰필드 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1971년부터 1987년까지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고, 영국 셰필드 대학교 한국학 개설 초기 때부터 한국학 발전을 위하여 

오랫동안 공헌하였고, 지난 2009년에 정년퇴임하였다.

(http://www.sheffield.ac.uk/seas/staff/korean/grayson)

4. 한국학 장서

4.1 한국학 자료

셰필드 대학교의 한국학 도서는 1979년 한국학 개설과 함께 시작되었다. 1980년대 

초기 한국대사관의 200여 권의 한국도서 기증으로 시작하여 1986년과 1990년 교보 

법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상당수의 한국학 도서를 토대로 한국학 장서가 증가되기 

시작했다.

매해 정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 부터 도서자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밖에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국립박물관, 한국학 중앙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한국학에 관련된 자료를 지원받고 있다.

현재 한국학 장서는 13,000여 권의 한국어 도서와 4,000 여권의 한국어 관련 영어 

도서 그리고 300여 종의 한국학관련 저널이 있다. 분야별로 본 한국어 도서는 철학,

종교, 언어, 정치, 경제, 역사에 관한 도서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젠더,

영화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한 도서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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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사서는 매해 학기 초 한국학 장서의 접근성 강화와 효율적인 한국학 자료 

이용을 위하여 한국학 신입생들에게 도서관의 한국학 자료 및 동아시아 자료 견학을 

하고 있으며, 연구원들과 학생들에게 개인별로 학습자료지원을 제공하고, 졸업반 

학생들에게는 졸업 논문을 위한 한국학 자료 소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4.2 한국학 전자자료

전자자료의 접근성의 편의와 도서관의 효과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근래에 와서는 

전자자료, 전자도서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목하고 있다.15) 한국학 

관련 영문 도서, 저널, 신문은 모두 전자자료를 우선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한국 

전자도서는 한국학술정보(주)에서 제공하는 KSI eBook을 구독하고 있다.

Ÿ 현재 셰필드 대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온라인 DB

KoreaA2Z, Digital culture art course, History culture series, Kdatabase, Korea history

& culture research, KISS(Korea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pjournal,

LawnB’s legal information service.

Ÿ 2016년 부터 추가로 구독 예정인 온라인 DB

조선일보 아카이브, eArticle(학술교육원), New Nonmun(학지사),

KSDC DB(한국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

5. 한국학 특별 자료

5.1 그레이슨  동아시아 슬라이드 자료(Grayson East Asia Slide Collection)

1965년부터 1973년, 그리고 1985년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촬영한 슬라이드 자료이다. 1,100 여종의 컬러와 흑백 슬라이드로 이루어진 이 자료는 

15) http://www.sheffield.ac.uk/library/about/content 



셰필드 대학교 한국학 장서와 한국학 65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 일본, 대만, 홍콩에서 촬양한 

영상기록이 포함되어 있고, 70 여종의 슬라이드는 1985년 중국 선양(沈阳)을 방문했을 

때 기록한 자료이다.

5.2 제임스 그레이슨 문서(Grayson Papers)

1965년부터 2004년까지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가 직접 동아시아에서의 연구한 연구 

자료와 통신 자료이다.

5.3 누프 아시아 사진 자료(Knoop Far East Photographic Collection)

1,400여종의 슬라이드, 사진, 사진 원본, 엽서로 구성된 이 자료는 1913년부터 

1914년까지 누프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로 주로 동아시아에 관련된 

자료이다. 1901년부터 1945년 사이의 한국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5.4 마이크로 필름 자료

SCAP - U.S. National Archives

World War II Records Division,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U.S. Dept. of State,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Division of Research for Far East

U.S. State Dept,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United Church of Canada, Board of Foreign Missionaries

U.S.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forces in Korea

Confidential U.S. State Dept Special files: Korea, 1950 – 1957

전체 목록 - http://librarysupport.shef.ac.uk/ml-cr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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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북한 신문 자료(1970s – 1980s)

북한 도서 외에 1980년대와 1970년대의 북한 신문을 소장하고 있다.

평양타임스 - 1980년대 / 로동신문 -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조선 - 1970년대 / 민주공화보 - 1970년대 

6. 한국학 자료 이용 – 스타플러스(StarPlus)

셰필드 대학교의 한국학 자료는 도서관 온라인 목록인 스타플러스(StarPlus) 를 통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사진 4] 스타 플러스(StarPlus) –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 자료 검색 초기 화면16)

16) http://find.shef.ac.uk/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dscnt=0&dstmp=1445544984116&vid= 
SFD_VU2&fromLogi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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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스타플러스(StarPlus) –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 검색 결과 화면

7. 한국학 자료 이용 – 코팍(Copac)

한국학 자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셰필드 대학교의 도서관 자료들은 영국 통합 검색 

포탈인 코팍(Copac)과 전세계 통합 검색 포탈인 월드캣(WorldCat)에서 검색할 수 있다.

코팍(Copac)은 대영박물관과 전문연구 도서관을 포함한  90여개의 영국과 아일랜드의 

주요 대학 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학 자료를 포함해 일반도서, 희귀도서,

특별도서들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17) 영국의 학생들은 각 대학내에 

소장되지 않은 도서들을 코팍(Copac)에서 검색한 후 해당기관 으로부터 필요 도서를 

요청(InterLibrary Request Service)하면 대여가 가능하다. 또한 영국 대학 간의 스컨널 

액세스(SCONUL Access) 상호조약으로 연구원과 학생들은 타 대학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월드캣(WorldCat)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도서 목록으로 세계 각국의 도서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18)

17) http://copac.jisc.ac.uk/about/
18) https://www.worldcat.org/whatis/defaul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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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코팍(Copac) 초기 화면

도서 소장처  

[사진 7] 코팍(Copac) 검색 결과 화면

[사진 8] 월드캣(WorldCat) 초기 화면19)

19) https://www.worldca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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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셰필드 대학교 한국학 자료의 미래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자료들은 방대한 동아시아 자료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필름 등의 희귀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에 이런 희귀자료들이 장소에 관계없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것도 미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수행하여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한류로 인하여 셰필드 대학교의 한국학 학생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한국학자료의 이용자수의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때 한국학 자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 한국학 

자료들의 영문 로마자 검색과 더불어 한글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임무 또한 우리가 수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은 한국학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영국의 각 대학 연구도서관,

대영도서관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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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llection at Duke University

Miree Ku

Korean Studies Librarian
Perkins/Bostock Library, Duke University

1. Introducing the “Gothic Wonderland”

“Gothic Wonderland.” This nickname often refers to the Gothic architecture of the

West Campus at Duke. Founded relatively late compared to many other privat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Duke University was not well known in Korea until the

1960s. Recognition began to grow when Richard Nixon, the 37th President of the U.S.,

visited Korea, and was identified as a graduate of Duke Law School. The medical, law,

and business school have raised the prestige of Duke University in Korea since 1980s

when the numbers of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began to increase. This article will

briefly illustrate the history of Duke University and the Duke University Libraries

including the East Asian Collection, and will introduce the Korean Studies program as

well as the Korean Collection at Duke.

[Picture 1] Postcard of West Campus Drawing, ca.19271)

1) Duke University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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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ke University

2.1 Location 

Duke University is located in Durham, North Carolina,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When I have been introduced as a Korean Studies librarian, one of the most

common questions I have heard in Korea has been about Duke’s location. In fact,

however, its location is quiet salient when discussing Duke’s Korean Studies program and

Korean collection.

Korean Studies programs and col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were first developed

primarily in the northeastern and western universities. The Ivy League universities, which

were formed as a collegiate athletic conference comprising sports teams from eight

private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re all located in the Northeast. Other well-known

universities with prominent Korean programs are mainly found in the western region of

the country. Duke University is the only premier institution in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with a growing program and collection in Korean Studies. In terms of regional

collaboration of Korean Studies programs and collection, Duke University is highly

important as the main center in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2.2 History

Duke University, one of the most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in 1924. However, it was originally started in 1838 as a small private

subscription school by Methodist and Quaker families in a modest village of Randolf

County. After a series of name changes including to Brown School in 1838, Union

Institute Academy in 1841, Normal College in 1851, and Trinity College in 1859, it

finally moved to Durham in 1892, largely because of the generosity of Washington Duke

and Julian S. Carr, two influential and respected Methodists grown prosperous in the

tobacco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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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2] Washington Duke Building, Trinity College, 19092)

In 1924, Trinity College became Duke University when James B. Duke, a son of

Washington Duke, established the $40 million Duke Endowment trust to support

education, religion, and health care in the Carolinas. 3) The then-President, William

P. Few, urged that the school be called Duke University since the name “rinity College”

was not unique. James B. Duke agreed under the condition that it serve as a memorial to

his father and family.

2.3 Campus

Duke earned the nickname “the Gothic Wonderland,” due to the Collegiate Gothic

architecture of West Campus, surrounded by Duke Forest. With approximately 254

2) Duke University Archives(The Washington Duke Building was one of seven buildings 
constructed in 1892 with funds donated by Washington Duke in support of the relocation 
of Trinity College from Randolph County to Durham. The building was the most complete 
college building on North Carolina, which contained fifty-six dormitory rooms and twelve 
lecture rooms and offices. It was destroyed by fire in 1911.)

3) Quick facts about Duke(A market value of $7 billion in the fiscal year ended June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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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s situated on 8,470 acres of land(of which 7,200 acres is forested),4) it’s easy to

understand why Duke is deemed a “University in the Forest”.

[Screen Capture 1] Duke West Campus

The university contains three contiguous campuses - West, East and Central – as well as

the Marine Lab in Beaufort in North Carolina and Duke Kunshan Campus in Kunshan,

China. Built in Gothic architectural style as a main campus of Duke, the West campus

was built during 1927-1930 and has since developed into a central point of learning,

medicine and research. The majority of academic programs and classes take place on the

720-acre West Campus. Duke Chapel, Divinity School, Perkins Library and Allen

Administration Buildings are known for their Gothic architecture.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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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3] Duke Chapel5) 

[Picture 4] Duke Divinity School6)

5) Duke University Archives
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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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myth that James B. Duke attempted to buy Princeton University, which is not

true. In fact, according to the Duke University Archives, James B. Duke first inspected

campuses including Princeton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Chicago for inspiration for

Duke’s structures. Captivated by Princeton’s Gothic collegiate style, James Duke tried to

buy the Princeton stone, but was forced to find an alternative due to its expensive costs. In

the end, Duke discovered local stone in Hillsborough near the West Campus. The most

identifiable element in the architecture of Duke's West Campus is the local stone used for

the original Gothic, and many of the new, campus buildings.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West Campus, perhaps one of James B. Duke's greatest satisfactions was

the discovery of nearby Hillsborough stone for the Gothic buildings.

East Campus built in Georgian-style architecture was the initial home of Duke when it

moved to Durham from Trinity, North Carolina in 1892. It currently functions as a

freshman campus and as the home of several academic departments, such as Art History,

History, Literature, Music, Philosophy, and Women’s Studies departments. The park-like

East Campus encompasses 97 acres of open lawns and mature trees, and contains the

freshman residence halls, a dining hall, Lilly Library, Baldwin auditorium, a theater, and

Brodie Gym. In 1930, East Campus became the Women’s College; meanwhile a Gothic

campus of native Hillsborough stone was built one mile west of the original campus to

house the undergraduate college for men(Trinity College), and the professional schools

such as the School of Medicine and the hospital. In 1972, Duke became a co-ed

institution, and in 1995 East Campus was converted into the freshman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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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5] May Day Celebration, 19277)

Central Campus spans nearly 200 acres, including housing for over 1,000 upper-class

students, Sarah P. Duke Gardens, the Nasher Museum of Art, and various other facilities.

2.4 Academics

Duke University has been included among the top ten universities for more than two

decades. According to the annual U.S. News & World Report Ranking of Research

Universities in 2015, Duke placed 8th after Princeton, Harvard, Yale, Columbia, Stanford,

Univ. of Chicago, and MIT for undergraduate education. Duke's biomedical engineering

program ranked second in the country following Johns Hopkins University.8) As a private

research university provideing full support of research facilities and expenses to

professors and students with excellent research capacity, Duke's research expenditures in

the 2013 fiscal year were about $993 million, the eighth largest in the nation.9) In 2012,

Robert Lefkowitz, James B. Duke Professor of Medicine and Biochemistry, received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and in 2015, Paul Modrich, James B. Duke Professor of

7) Duke University Archives (current East Campus)
8) National Universities Ranking by the U.S. News & World Report 
9) Ranking by total R&D expenditures by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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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hemistry and a member of the Duke Cancer Institution, was awarded the Nobel in

Chemistry as well.

2.4.1� Undergraduate� Studies

Duke University supports about 6,500 undergraduate students and offers them two

academic paths: liberal arts and engineering. The top five most popular majors are

Economics, Public Policy, Biology, Psychology, and Biomedical Engineering. The

Annual Census of International Students shows that a total of 643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s a full-time undergraduate in Fall 2014(Table 1). Koreas made up the second

highest number with 78 students, after Chinese with 169(Table 2). From 2005 to 2011,

Korean students made up the largest group among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at

Duke. Since 2012, while the number of Chinese studen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has fallen by about a third.

[Table 1] Annual Census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Duke University(2003~2014)

Annual Census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Duke University

Undergraduate Graduate Other
Total International 

Students

2003/2004 285 1137 346 1768

2004/2005 300 1189 371 1860

2005/2006 321 1234 241 1796

2006/2007 338 1249 265 1880

2007/2008 371 1517 362 2250

2008/2009 420 1688 358 2466

2009/2010 415 1440 470 2325

2010/2011 466 1583 436 2485

2011/2012 523 1786 470 2779

2012/2013 548 1930 568 3046

2013/2014 603 2063 463 3129

Fall 2014 643 1975 730 3348



The Korean Collection at Duke University  81

[Table 2] Top Places of Origin of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at Duke(2003~2014)

The curriculum of the Trinity College of Arts & Sciences provides a liberal arts

education in a wide variety of subjects such as arts, literature, performance, civilizations,

natural sciences, quantitative studies and social sciences. Students can pursue one of

Trinity's existing degree programs(known as Program I), or design their own program of

study with the help of a faculty advisor(known as Program II). Trinity is home to about

80%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offers 49 majors and 51 minors with about 4,000

courses each semester. The Nicholas School of the Environment and the 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lso offer undergraduate degrees in collaboration with the Trinity

College.

The Pratt School of Engineering hosts about 1,200 undergraduate students and 124

faculty in four departments: Biomedical, Civil/Environmental, Mechanical/Materials, and

Computer/Electrical Engineering. A number of engineering students pursue double

majors, with some electing to focus on two engineering disciplines and others combining

engineering with an Arts & Sciences discipline. The Biomedical Engineering department

has been consistently ranked as one of the top biomedical engineering programs in the

Top Places of Origin of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at Duke

Total International 

Undergraduate
Top 1 Top 2 Top 3

2003/2004 285 Canada(44) Singapore(26) Korea(23)

2004/2005 300 Canada(45) Korea(42) Singapore(36)

2005/2006 321 Korea(65) Singapore(33) China(30)

2006/2007 338 Korea(75) China(37) Singapore(32)

2007/2008 371 Korea(107) China(46) Singapore(29)

2008/2009 420 Korea(112) China(66) Singapore(28)

2009/2010 415 Korea(106) China(65) Canada(40)

2010/2011 466 Korea(109) China(83) Canada(41)

2011/2012 523 Korea(110) China(109) Canada(51))

2012/2013 548 China(122) Korea(97) Canada(58)

2013/2014 603 China(159) Korea(78) Canada(62)

Fall 2014 643 China(169) Korea(74) Canada(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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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and about 70% of biomed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s are involved in

independent study research projects.

At Duke, research is not just for upperclass students majoring in science, but a path of

learning that begins with students’ first year on campus and continues throughout their

college experience. More than half of undergraduates complete faculty-mentored research

projects, working with professors from every department across campus. The Honors

Program allows junior and senior students not only to focus on research methodology and

honors projects, but also to write a thesis through the Honors Seminar and Independent

Study. The Duke University Archives accepts departmentally-approved honors papers

(also called senior honors theses) for permanent storage and makes them available to

scholars throughout the world. It also collects graduate theses produced by the

professional schools students. Finally, the University Archives collects the theses and

dissertation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and published via ProQuest/UMI. These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are preserved in the DukeSpace repository with

university records and other related digital content.

Among the Undergraduate Honors Theses and Student Papers at DukeSpace, the topics

of the following theses are related to Korea.

· To compete or not to compete?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refugees(Kim, Woojin, Economics, 2015)

· Looking at K-Pop as an I-fan: a Reflection of Mesmerizing yet Imperfect

Identities(Chan, Yvonne Yi Yan,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2014)

· The Plastic Face: Nation-Branding and Personal Branding in 21st Century South

Korea(Smith, Ieshia,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2014)

· Korean Study Abroad Students: Identification and Beyond(Park, Julia Eun Mi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2014)

· Moving Outside of the Hermit Kingdom: Policies & Programs that Aid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n South Korean Alternative High Schools(Heo,

Kelly, Public Policy Studi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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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 in the World, and the World in the Nation(Jeong, Janice, History

Department, 2012)

· When the Global and Local Meet: Meanings of English in ‘Post-colonial’ South

Korea(Choi, Michelle Hyun,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2011)

· The Status and Perspective of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Kim,

Kwonsung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2011)

· Inside View: A Comparison of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Students’

Perspectives on Their High School Experiences(Lee, Christina, Public Policy

Studies, 2010)

· And the Winner Is...: Politics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Jamison, Courtne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2010)

· “Tell Us More Grandmother!”: Korean “Comfort Women” Re/constructing and

Re/presenting the “Truth” and Memory of Survival through Narratives(Song,

Young-In,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2009)

· Multiparty Bargaining Strategies: Comparing Nash Bargaining Payoff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Negotiation Strategies during Conflict Bargaining(Crable,

Alexander D. G., Economics, 2009)

· A Model of Speculative Attacks and Devaluations in Korea and Indonesia(Lin,

Austin Yi, Economics, 2009)

· Cartoon and Massacre: Japanese Empire in China, Korea, and Taiwan(Nguyen,

Dewey Duy, History Department, 2008)

The followings are the latest theses and dissertations on Korea at DukeSpace.

· Transforming Orthodoxies: Buddhist Curriculum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Contemporary South Korea(Kaplan, Uri,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2015)

· Rising Sun Over Namsan: Shinto Shrines and Tan'gun in Colonial Korea,

1910-1945(Sapochak, Hans, MA Thesis,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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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inichi: How Violence and Naming Determine A Consciousness(Osborn, William,

MA Thesis, Department of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2015)

· Yellow in White Suits: Race, Mobility, and Identity among Grown Children of

Korean Immigrants(Son, Inseo,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2014)

· Mobile Ethnicity: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hinese Transnational Migrant

Class(Kwon, June Hee, Ph.D. Dissertation, the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2013)

· Public Support,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Evidence from

a New Government Old-Age Pension in Korea(Kim, Erin Hye-Won, Ph.D.

Dissertation, Public Policy Studies, 2012)

· Animating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The South Korean Animation Industry

in Historical-Comparative Perspective(Lee, Joonkoo,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2011)

· The Conservatization of the 386 Generation: Cohort Effects in Voting Behavior of a

political Generation in South Korea(Park, Jaehoo, MA Thesis, Public Policy

Studies, 2011)

· Economic Voting and Regionalism in South Korea: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Lee, Sophie Jiseon, MA Thesi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2011)

· Prospect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at a Power Company in Korea(Choi,

Jongshin, MA Thesis, Environmental Management, 2009)

· Application of OECD Guidance on the Material Flow Accounting(MFA):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Noh, Heekyong, MA Thesis, Environmental Management, 2008)

2.4.2� Graduate� Studies

The Graduate School was established in 1926, two years after the foundation of Duke

University in 1924. Currently, Duke's graduate and professional schools include the

Graduate School, the Divinity School, the Fuqua School of Business, the Duk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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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the School of Medicine, the Nicholas School of the Environment, the School of

Nursing, the Pratt School of Engineering, and the 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ccording to 2014 Fall Statistics10), Duke's Graduate and Professional Schools have a

total of 8,379 students including Master's, Doctoral, and Professional student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totals 1,975 students(829 students in Master's programs,

776 students in Doctoral programs, and 397 students in Professional programs), making

up about 24% of total graduate students. Korea comprises the third highest number with

110 students, after China and India with 821 and 230 students respectively(Table 3).11)

[Table 3] Top Places of Origin of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at Duke(2003~2014)

Top Places of Origin of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at Duke

　
Total International 

Graduates
Top 1 Top 2 Top 3

2003/2004 1137 China(309) India(123) Korea(92)

2004/2005 1189 China(339) India(131) Korea(116)

2005/2006 1234 China(322) India(162) Korea(130)

2006/2007 1249 China(305) India(188) Korea(124)

2007/2008 1517 China(380) India(275) Korea(170)

2008/2009 1688 China(420) India(322) Korea(199)

2009/2010 1440 China(383) India(214) Korea(175)

2010/2011 1583 China(512) India(220) Korea(148)

2011/2012 1786 China(661) India(219) Korea(127)

2012/2013 1930 China(764) India(232) Korea(121)

2013/2014 2063 China(840) India(240) Korea(132)

Fall 2014 1975 China(821) India(230) Korea(110)

The latest Open Doors Report12) from 2014 tells us that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and Business/Management majors are the most popular

major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S. About 63% of all international students in

10) Quick Facts about Duke
11) Annual Census of International Students, Fall 2014
12) Open Doors Report on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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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major in one of those fields. According to the Annual Census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Duke in the fall of 2014, the most popular majors among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were Business Management, Marketing and Related Support Services

(436), Social Sciences(280), and Engineering(279). Among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Liberal Arts and Sciences(213), Engineering(150), and Social Sciences(98) were

the most popular. The total number of faculty is 3,398 including tenure/tenure track rank

faculty(1,750) and other regular rank faculty(1,648).13)

[Diagram 1] Fields of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US, 2014

Recently, I was appointed as the Library Observer to the Executive Committee

of Graduate Faculty(ECGF), which consists of an elected faculty chair and four

representatives from each of the academic divisions - humanities, biological sciences,

phys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for the creation of policy for graduate study at

Duke University, as well as other delegated responsibilities. The ECGF normally meets

regularly twice a month on matters affecting the Graduate School.

13) Quick Facts about D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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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orean Studies Program at Duke

Before introducing Duke's Korean Studies Program, I want to give a brief introduction

about the East Asian Studies at Duke. The university created a program in East Asian

Studies in 1972 with an undergraduate major in Comparative Area Studies, which

allowed undergraduates to focus on East Asia since there were not enough courses for a

full major. In 1981, a gift of $1,000,000 led to the founding of the Asian/Pacific Studies

Institute(APSI), and new faculty were hired, including faculty who focused on China in

Political Science and Cultural Anthropology, a replacement in Japanese history, and

separate faculty to teach Japanese and Chinese. Thanks to faculty activism and a focus on

internationalization and on buildi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he East Asian Studies

program began to expand on campus. The M.A. and a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in East

Asian Studies were approved in 1998.14)

Korean Studies has long been embraced within the context of East Asian Studies. In

1993, the planning committee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Studies

Program to focus o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culture. Then in 1993-94, in

response to student pressure, Duke began to offer formalized Korean language instruction

and classes in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The first regular-rank faculty member was

hired in 1998. Since then, Duke’s Korean Studies program has steadily developed, and

hired two tenure-track faculty in Korean Cultural Studies(2008) and Korean Buddhism

(2009). As of 2015, two tenured faculty(Prof. Nayoung Aimee Kwon and Prof. Hwansoo

Kim), one regular rank faculty(Prof. Haeyoung Kim) and one Korean instructor

(Eunyoung Kim) offer courses on Korea. Duke’s Korean Studies program works closely

with Duke’s Asian & Middle Eastern Studies(AMES) and the Asian/Pacific Studies

Institute(APSI), which offers a Master’s degree in East Asian Studies with a

specialization in Korea.

14) Kristina Troos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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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jor with a concentration in Korean requires ten courses, which should be

distributed as follows;

· Language in the area of concentration(3-6 courses from the following, 2 of which

must be at the 300 level and above)

o Korean 203 & 204 Intermediate Korean I & II

o Korean 305 & 306S Advanced Korean I & II

o Korean 407 & 408 Issues in Korean Language and Society I & II

o Korean 455 Korean Politics and Society: Academic Reading and Writing

· Literature and Culture in the area of concentration(3-5 literature/culture courses,

2 of which must be from AMES)

o AMES 272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o AMES 475S North Korea: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o AMES 153 Trauma and Space in Asia

o AMES 378S Korean Sociolinguistics

o AMES 209 Critical Inter-Asia

o AMES 376S Religions of Korea

o AMES 473 Trauma and Passion: Korean Culture

o AMES 471 World of Korean Cinema

· Outside the area of concentration for examination of the issue of cultural identities

and cross-cultural links(1-2 AMES literature/culture courses outside of Korean

concentration)

o AMES 361 Topics in Japanese Anime

o AMES 365S The World of Japanese Pop Culture

o AMES 431 Modern Chinese Cinema

o AMES 341 Screening the Holocaust

o AMES 350S Zionism: Jewish and Christian

o AMES 308S Bilingualism

The Duke Korean Studies faculty has particular strengths in the teaching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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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focuses on creating a center for studying and researching Korea from

transcultural and transborder perspectives, with foci on Korean modernity, colonialism,

transnational Korean history, Korea’s divis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Korean diaspora

and immigration, Korean religions, and Korean Wave and visual culture.

3. Duke University Libraries

At the very heart of the campus lies the West Campus library complex with Perkins &

Bostock Libraries and the Rubenstein Rare Book & Manuscript Library, which contain 20

centuries worth of history and culture, from ancient papyri to recent materials. Duke

University Libraries, including all libraries in the campus, is the place that connects past,

present, and future. According to library statistics for fiscal year 2014, the Libraries

collectively hold 6,870,693 volumes and 65,687 linear feet of manuscripts and archives.

Total operating budget is $36,138,710 and materials expenditure reached $12,459,384.

Average expenditure per student(undergraduate and graduate) is $2,422.15)

[Table 4] Quick Facts for Duke University Libraries, FY2014

15) Quick Facts for Duke University Libraries

Quick Facts for Duke University Libraries16)

Collections Total volume count 6,870,693

　 Manuscripts and archives(Rubenstein Library) 65,687 linear feet

Expenditures Total operating budget $36,138,710

　 Material expenditures $12,459,384

　 Salaries & wages $14,747,232

　
Average expenditure per student(undergraduate

and graduate)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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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History of Duke University Libraries17)

3.1.1� Trinity� College� Library,� 1887

Duke University's modern library traces its roots to the libraries maintained by the

campus literary societies. The Columbian Society, founded in 1846, and the Hesperian

Society, founded in 1851, competed for members and in acquiring books for their

collections. While the school itself held only 650 volumes by 1860, each society held

2,200 volumes. In 1887, new Trinity College president John Franklin Crowell persuaded

the two societies to merge their collections with that of the college, creating the Trinity

College Library.

The very first librarians of Duke University were composed of two students from each

society. When Trinity College moved to Durham in 1892, the library occupied a large

single room in the Washington Duke Building, the main building of the campus. Two

students, one from each of the two literary societies, served as librarians. In 1902, a new

library building was completed with donations from James B. Duke.

16) Unless otherwise noted statistic include: Lilly, Marine lab, Music, and Perkins & Bostock Libraries
17) The History of the Duke University Library

Services and Staff Gate count 3,517,585

　 Total circulation 368,064

　 Loans from other libraries 33,587

　 Loans to other libraries 29,184

　 Full-time staff 250

Public Services User seats 2,394

　 Research transactions 11,125

Library instruction Numbers of participants 12,101

　 Total instruction sessions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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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General� Library,� 1927

During the transformation of Trinity College into Duke University, a new library

building called “the General Library” was built in 1927 at the present location of Perkins

Library, which is the main library for West Campus today. More than 100,000 books

from the old library at today’s East Campus were transferred to the new General Library,

as well as to the newly established libraries for Biology, Chemistry, Divinity, Forestry,

Law and Medicine. In 1949, the General Library of West Campus doubled its size

through a contribution from the Duke Family.

[Picture 6] Postcard of the General Library, 193018) 

The General Reference Room, named as the Gothic Reading Room after the

renovation of 1969, is cited as one of favorite places by faculty, students and librarians

including myself. As shown in the photo of 1930(see Picture 7), it served as a reference

room until reference services were moved to the first floor of Perkin Library upon the

completion of the renovation in 1969. Nowadays, the Gothic Reading Room of Perkins

Library serves as a gallery of prominent figures from Duke University’s history, as well

as a favorite study area.

18) Duke University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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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7]General Reference Room, 1930(the Gothic Reading Room today)19) 

3.1.3� � Perkins� Library,� 1966

The library was expanded in both 1949 and 1966, and the General Library was renamed

for Williams R. Perkins in 1966. The newly enlarged Perkins Library held the capacity of

2.5 million volumes in 1970. By the late 1990s, it became clear that the library needed to

expand further. In 2005, the Bostock Library, linked to the original Perkins Library, was

built, and the Perkins Library was also renovated.

It was 2004 when I first visited the Perkins Library, pursuing research on collection

19) Duke University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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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for East Asian resources. At that time, Bostock Library was not built yet,

and the East Asian collection, mostly Japanese and Chinese books, was housed in the

subbasement of Perkins Library. When I visited the library again on January 2, 2006, I

was very impressed by the beautiful new Bostok Library with the East Asian collection

on the second floor. Since then, I have been involved with the Korean collection at Duke,

and was eventually appointed as a Korean Studies Librarian in 2007. Nowadays, it is a

joy for me to hear from Korean students and scholars that they did not expect to

encounter such wonderful and varied Korean resources at Duke.

[Picture 8] Perkins/Bostock Library [Picture 9] Carpenter Reading Room, 

Bostock Library 

3.1.4� David� M.� Rubenstein� Rare� Book� &� Manuscript� Library,� 2015

Over the last three years, Duke University libraries have experienced a large-scale

renovation. Duke University trustee David M. Rubenstein(chair of the University's Board

of Trustees at present) gave $13.6 million to the Duke University Libraries in support

of the Rare Book, Manuscript, and Special Collections Library. In recognition of

Rubenstein's gift, the special collections library was renamed the David M. Rubenstein

Rare Book & Manuscript Library. In September 10, 2015, the Rubenstein Library finally

revealed its new spaces, including the updated reading room, Mary Duke Biddle Rare

Book Room, Gothic Reading Room, and exhibit galleries at the Rubenstein Library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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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The library, a state-of-the-art research facility, will be an ideal place for Duke's

students and faculty, as well as scholars beyond Duke, to engage with the Libraries’

collection of rare and unique scholarly materials. Rubenstein described his gift to the

libraries as follows:

“When I was a student at Duke I worked at the library, so this gift also reflects my

appreciation for that opportunity and the important role it played in my academic

experience.” 20)

3.2 Library system 

The William R. Perkins Library, Bostock Library and Rubenstein Rare Book &

Manuscript Library comprise the main West Campus library complex, which is joined by

Lilly and Music libraries on East Campus, the Pearse Memorial Library at the Duke

Marine Lab as well as the separately administered libraries serving the schools of

Business, Divinity, Law and Medicine. Together they form one of the nation's top ten

private university library systems. Also, Duke University library system includes Duke

University Archives, Library Service Center, and Duke Kunshan University Library.

As the official repository for records of Duke University, Duke University Archives

was established in 1972 and operated as a department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until it

became part of the university's library system in 2002. In 2006, the University Archives

merged with the Rare Book, Manuscript, and Special Collections Library, now the David

M. Rubenstein Rare Book & Manuscript Library.

Duke University’s Library Service Center(LSC) is a state-of-the-art, high-density

repository that opened in 2001 to store and preserve the expanding collections of the

Duke University Libraries. Located about ten minutes from Duke's main campus, the

LSC currently stores more than 3 million books and has the potential to store over 15

million. Requests for LSC materials can be made through the Duke catalog by selecting

20) Duk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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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option, and are delivered within 24 hours of patrons' request. The patrons can

also pick up books at LSC or use the reading room for on-site use of library materials.

Duke Kunshan University(DKU) is a Sino-American partnership of Duke University

and Wuhan University to create a world-class liberal arts and research university offering

a range of academic programs for students from China and throughout the world. The first

classes began in August 2014, and include programs in business, physics, and global

health. The Duke Kunshan campus library also opened its doors at this time.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under the direction of University Librarian, who is

a chief administrator of Duke University Libraries, there are 6 major divisions(Digital and

Online Education Initiative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Administrative Services,

Development, Collection & User Services, and Rubenstein Library) which are managed

by the Associate University Librarians. In addition, there are two divisions such as

Copyright and Scholarly Communication, and Collaboratory for Digital Classics

Computing under the University Librarian.

[Screen Capture 2] Duke University Library Organizational Chart



96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14 (December 2015)

4. International & Area Studies Department and East Asian 

Collection

4.1 International & Area Studies Department

The International & Area Studies Department(IAS) is one of 14 departments in the

Collection & User Services Division, which has a total staff of 123 members, including

professional librarians under the direction of the Associate University Librarian. IAS was

established in 1990 by Deborah Jakubs, the current University Librarian, in an effort to

enhance the capacity of area studies librarians to support academic work and teaching in

international studies.

IAS includes a total of ten international area subject librarians in the areas listed

belows, and five affiliated subject librarians for the area of world history, music, literature

and theatre, art and art history. IAS supports Duke’s global interdisciplinary research,

teaching and outreach initiatives. Librarians with specialized language skills and in-depth

knowledge of regional cultures and societies offer a range of services, including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y instruction, and reference consultations.

Ÿ Librarian for Latin American, Iberian and Latino/a Studies

Ÿ Librarian for Jewish Studies

Ÿ International Documents/Middle East & Islamic Studies Librarian

Ÿ Librarian for African Studies and African American Studies

Ÿ Korean Studies Librarian

Ÿ Librarian for Western Europe

Ÿ Librarian for South and Southeast Asia

Ÿ Head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and Japanese Studies Librarian

Ÿ Chinese Studies Librarian

Ÿ Librarian for Slavic, Eurasian, and Eastern Europ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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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ast Asian Collection21)

The East Asian Collection, located in the second floor of Bostock Library, focuses on

modern and contemporary Japanese, Chinese and Korean material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t began in the late 1920s when James A. Thomas(1862-1940), who spent

about 26 years in China as managing director for the British-American Tobacco

Company, gave Duke University 1,500 volumes from his personal library. However, it

was not until the late 1960s that the East Asian Studies program or collection began to

grow. Duke began to build a collection in Japanese materials when a Japanese historian

faculty, Bernard Silberman, was hired in 1967. Professor Silberman selected a broad

range of core materials for the library to purchase. In 1968, the library hired a Chinese

staff, who knew Chinese and Japanese, to support cataloging. Meanwhile, Duke decided

not to build a collection in Chinese, sinc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UNC) had begun acquiring Chinese language materials late in 1964. Duke and UNC

have had a long history of collaborative efforts on the development of their research level

collections since 1930s.22)

With the creation of the Asian/Pacific Studies Institute in 1981, the demand for the

library support with professional librarians has been increased. After an external review

of library support for Japanese collections in 1985, the library hired a native speaker of

Japanese in Technical Services in 1989. Kristina Troost, a Japanese Studies Librarian,

was hired in 1990. She is now the head of International & Area Studies Department and

Japanese Studies Librarian. In 1991, a separate East Asian collection with its own reading

room was finally created in Perkins Library. The collection has grown rapidly since then.

A Chinese Studies librarian was hired in 2000 and a Japanese cataloger in 2002. In 2005,

the East Asian Collection, together with the area studies librarians, moved to the second

floor of the new building, Bostock Library. A Korean Studies librarian, Miree Ku, was

hired in 2007.

21) Kristina Troost(2010).
22) Triangle Research Libraries Network(TR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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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statistics of volume holdings of East Asian collection at

Duke. The collection has grown from 22,707 volumes in 1990 to 165,527 volumes in

2014. 23)

[Table 5] Volume Holdings of East Asian Materials at Duke(1990-2014)

Volume Holdings of East Asian Materials at Duke 

Year China Japan Korea Total

1990 9,177 12,980 550 22,707

1991 9,177 15,841 550 25,568

1992 9,352 17,926 550 27,828

1993 8,281 24,130 293 32,704

1994 8,345 25,529 340 34,214

1995 8,756 27,017 350 36,123

1996 9,076 29,075 392 38,543

1997 9,691 34,055 926 44,672

1998 10,050 36,781 1,336 48,167

1999 11,138 35,799 1,025 47,960

2000 11,651 38,324 1,596 51,571

2001 13,144 40,566 1,844 55,554

2002 14,869 43,011 1,901 59,781

2003 18,735 45,947 2,489 67,171

2004 24,153 49,210 2,830 76,193

2005 28,668 51,539 3,147 83,354

2006 32,078 54,817 3,857 90,752

2007 35,667 57,977 4,429 98,073

2008 39,580 60,693 5,084 105,357

2009 43,215 64,097 7,531 114,843

2010 45,974 79,850 10,253 136,077

2011 48,436 82,141 12,673 143,250

2012 52,467 84,481 14,496 151,444

2013 55,306 86,690 17,251 159,247

2014 57,487 88,645 19,395 165,527

23) CEAL Statistics,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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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rean Collection

5.1 Carl Wesley Judy and Korean Collection

Before introducing the Korean collection, I want to share the story of Rev. Carl Wesley

Judy who made a contribution to starting the collection of Korean materials at Duke. At

first I was surprised by the Carl Wesley Judy Korean Library Fund, which was

established in 1994 at a time when there was no Korean Studies program or faculty at

Duke. This endowment was designated for the acquisition of and/or access to Korean

materials in both paper and electronic formats. I wondered how and why he established

the fund particularly for Korea, but I was unable to find any archival records about him in

the library. This curiosity returned to me last year when I received a few boxes containing

gift materials. There were old bibles, notes, diaries, calendars, and books published from

th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1970s, both in Korean and English. According to the gift

records, they were donated in 1999, but have been kept for a long time in the library since

there was no one to manage Korean language materials. When I discovered the very small

book with Rev. Judy's name inscribed on the first page, I was certain that these gift

materials had been donated by Rev. Carl Wesley Judy. I also found that Rev. Judy was

related to the Rev. Lyman Coy Brannon and the Underwood family, who have had great

influence on Korea as missionaries. All these findings recall the meaning of Duke's

Korean collection associated with missionaries who devoted themselves for Korea.

[Picture 10]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1911 

(From Judy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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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Wesley Judy was born in Charleston, West Virginia, on April 10, 1918, and

graduated from the Divinity School of Duke University in 1943 with a B.D. degree. When

he was working for the Western North Carolina Annual Conference, he met Margaret

Taylor Brannon. She was born in Wonsan, Korea, as a daughter of Methodist

missionaries Lyman and Myrtle Brannan. In 1944, they were married at Central

Methodist Church in Asheboro, North Carolina. In 1948, the Judys went to Korea as

missionaries with their two children, serving in the areas of Cheonan, Daejeon and Jeolla

Provinces.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on June 25, 1950, the family returned to

New Haven, Connecticut. When the Missionary Board asked Carl to return to Korea in

the midst of the war, he and his father-in-law(Rev. Brannon) both returned to help the

Korean Methodist Church in those traumatic days of chaos and war. After the war,

Margaret and their children returned to Korea in April of 1954, and reopened a mission

station in Wonju. The Judys devoted their entire lives to the missionary work for Korea,

just like the Brannons, until they retired to Asheboro in North Carolina in 1984. In 1959,

Rev. Judy established the Wonju United Christian Hospital with Florence Murray, a

United Church missionary doctor from Canada. Throughout his entire life, Rev. Judy

made great contributions to medical missionary work in Korea.

The Rev. Lyman Coy Brannan was a well known Methodist Church pastor. In 1910, he

started his missionary work in Wonsan in what is now North Korea, and dedicated his life

to serve Korea until his retirement in 1950. In Korea, Rev. Brannan was better known by

his Korean name, 부라만 or 브라만. In 1914, he married Mattie Myrtle Barker in Korea,

where their daughter, Margaret Brannan(Judy), was born on 1916. When I discovered a

very small bible with Rev. Brannan's name among the materials donated by Rev. Judy, I

was moved by the fact that his daughter and son-in-law had kept his old bibles and books.

After doing some related research, I also found out that a tiny church called Munam Church

in a secluded mountain valley in Gangwon Province had been established as a home church

by Rev. Brannon in 1910. Recently, this church became famous after being featured on a

Korean television program.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is said that some Korean patriots



The Korean Collection at Duke University  101

fighting for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came to this church seeking shelter

from the Japanese police and potential imprisonment. Even the fearful pursuit of the

Japanese authorities did not reach this remote village. Rev. Brannon devoted all his life to

missionary work in Chuncheon, Gangwon Province of Korea(South Korea today), and

mostly in Wonsan and Songdo(Kaesong today), North Korea. One of sites for his

missionary efforts was the Donam-ri Methodist Church in Deokwon, South Hamkyong

Province(Wonsan, North Korea today). Yongsin Choi(1909-1935), the real-life inspiration

of a famous Korean novel called Evergreen, was born and educated in this place. As a

Methodist preacher, she became a pioneer of the enlightenment movement for rural

communities. During 1937-1940, Brannon was the school chaplain of Songdo High School,

which was established in Songdo(Kaesong today) by Yun Chi-ho in 1906.

[Picture 11] Rev. Brannon’s hymn(From Judy Collection)

5.2 Beginnings of Korean Collection(1993~2006)

Prior to 1990, there were less than 300 Korean books at Duke. Since then, with the help

of the Korea Foundation,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an endowment created by

Carl Wesley Judy as well as funding from Title VI and Freeman grants, Duke worked to

build a collection relying heavily on faculty recommendations concentrated largely on

literature and film. It was in 1999 that Duke's Korean collection began preparing to for

expansion, a year after Professor Haeyoung Kim's appointment as the firs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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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professor in 1998. Between 1999 and 2006, the collection continued to grow

little by little from 1,025 volumes to 3,857 volumes and 17 films to 301 films(see Table 5).

The growth of the program, together with faculty frustration over the lack of staff

support and reliance on faculty selection, led to an external review by Joy Kim in 2006.

According to Joy Kim's report after her site visit, Korean studies professors were

frustrated at the level of library support; they invested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effort in selecting and compiling materials for acquisitions, but they were often

disappointed due to the delay in acquisition and cataloging as well as poor cataloging

records.24)

In 2007, I was appointed as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to develop, manage, and

evaluate the collections from and about Korea and provide specialized reference

assistance and instruction to library users as well as assistance with cataloging and

acquisitions.

5.3 Expansion and growth of Korean Collection(2006-present)

During the period from 2006 until the present, major collection development initiatives

have greatly improved Duke’s Korean collection. Starting with a small initial budget,

primary subject areas such as language, literature, history and film have been

strengthened to ensure effective collection development. In addition, research materials

and films received as gifts from libraries and institutions in Korea have allowed Duke’s

Korean collection to expand in terms of quantity as well as in quality. Moreover, a

user-friendly, searchable Korean Collection Database was developed not only to enhance

access to Korean resources at Duke, but also to support Korean collection management,

streamline the acquisitions process, and provide a selection guide for collection

development.25) Through outreach activities to Korean faculty, students and visiting

24) Joy Kim(2006).
25) In 2006, it was not easy for users to find Korean materials in the library catalog. At that 

time, native script searching was unavailable for most non-English materials, at D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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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 the awareness of Korean collec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university.

[Picture 12] East Asian Collection

According to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y Statistics for the fiscal year 2014, the

physical volume holdings of Korean language resources totaled 19,395 volumes. In

addition, the library holds 1,433 titles in the audio/visual collection, and 4,933 Korean

serials titles in print or electronic format.26)

As of March 2015, major holdings in Korean language by call number range include

University libraries. Patrons were supposed to use McCune-Reischauer(M-R) romanization 
for Korean materials. Due to spelling variants, diacritics, and the different Korean 
Romanization system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word spacing issues, 
faculty, researchers and students often encountered unexpected problems when trying to 
find items via online searching. In 2007,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developed Duke’s 
Korean Database as a pilot project, a user-friendly, searchable database for all library- 
held Korean visual materials and new Korean books purchased since 2006. This database 
could be searched in Korean, M-R romanization or English for titles, authors, directors, 
actors/ actresses, or publishers, regardless of any language characters or spaces. Since 
2008, along with recognizing the need for supporting foreign languages for the retrieval 
and display at Duke's library catalog, Duke University library system has been supporting 
a foreign language search function in Duke’s online catalog system.

26) CEAL Statistics,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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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in Language and literature(P call number range), 24.15% in History(D range),

9.51% in Social Science(H range), 8.60% in Philosophy and Religion(B range), 4.09% in

Fine Arts(N range), 2.91% in Political Sciences(J range) and 2.50% in Geography and

Anthropology(G range). The Perkins/Bostock Library holds about 75% of the total

Korean Collection , which14.5% is housed at the Library Service Center and 7.51% at the

Lilly Library.

In terms of budget for the Korean collection, the budget has been steadily expanded

since 2007. Until the fiscal year 2008, Korean language materials were usually acquired

using Grant(Title VI Funding) or Endowment(Judy Endowment) funds. Although there

was a separate university fund, it was very small. Since then, the University Appropriated

Funds for the Korean language collection have increased from $4,929 in FY2005 to

$60,501 in FY2016. The Korea Foundation Grant($20,000 per year) and endowments

($18,116) are also contributing to the acquisition of Korean resources. The total budget

for the Korean collection in FY 2016 is $98,617.

[Table 6] Total Allocated Budget on Korean Collection(2005-2016)

Fiscal Year
University 

Appropriated Funds
Grant Endowment

Total Allocated 

Budget on Korean 

collection

FY 2005 $4,929.33 $1,532.92 $7,097.93 $13,560.18

FY 2006 $5,454.00 $3,583.30 $5,250.26 $14,287.56

FY 2007 $7,089.00 $9,222.71 $7,058.50 $23,370.21

FY 2008 $17,002.93 $13,006.50 $7,431.85 $37,441.28

FY 2009 $22,497.48 $14,439.54 $30,324.78 $67, 261.80

FY 2010 $26,937.92 $9,939.21 $14,615.59 $51,492.72

FY 2011 $32,563.26 $10,000.00 $12,142.38 $54,705.64

FY 2012 $43,524.98 $447.57 $6,170.24 $50,142.79

FY 2013 $51,533.00 $19,655.78 $4,326.45 $75,515.23

FY 2014 $51,895.00 $22,143.74 $4,313.97 $78,352.71

FY 2015 $55,582.00 $19,986.76 $15,843.88 $91,412.64

FY 2016 $60,501.00 $20,000.00 $18,115.64 $98,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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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2, Duke became the 13th member of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KCCNA)27), receiving $20,000 per year for five years from the Korea

Foundation. As a member of the KCCNA, Duke has been collecting research materials in

the designated subject areas; Ethics, Korean Cuisine, Film Studies, Buddhism, Cultural

Studies, Applied Linguistics, and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s published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the U.S.

6. Conclusion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 students and researchers at Duke University, the

Korean program and collection, though not as strong as we would like, are steadily

growing each year as the only program and collection in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Although Duke's Korean collection is the smallest and has the shortest history among the

members of Korean Collection Consortium in North America(KCCNA), it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its location and history. Just like the past 100 years of devotion

and passion of American Methodist missionaries who came to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liberation period, Duke's Korean program and collection will continue to grow

with the passion and deep commitment to our future Korean Studies researchers and

students.

27) Established in 1994 with 6 founding members, the KCCNA aims to develop and share a 
comprehensive Korean Studies collection in North America. The Korea Foundation 
provides annual funding toward the purchase of books and materials in an effort to 
expand the Korea-related collections of member libraries. Each member library is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d making readily accessible an in-depth, academic research 
collection supporting Korean Studies scholars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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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Xiuying Zou

East Asian/Korean Studies Librarian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Pittsburgh

1.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and Its Commitment to 

Global Education

The University of Pittsburgh(Pitt) was founded in 1787. Its main campus is located in

the Oakland neighborhood of, Pittsburgh, Pennsylvania, with four regional campuses

established in Bradford, Greensburg, Johnstown, and Titusville. Academically, Pitt's five

campuses offer over 470 degree programs, ranging from undergraduate bachelor degrees

to master's, professional, and doctoral degrees. Undergraduates are admitted into the

Dietrich School of Arts and Sciences,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Swanson School of Engineering, and the School of Nursing. Graduates are admitted into

one of 14 graduate and professional schools that offering more than 200 degree programs,

a number of them highly rank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e arts and

sciences, business, education, dental medicine, engineering, health and rehabilitation

sciences, information sciences, law, medicine, nursing, pharmacy,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public health, and social work.

A member of the prestigious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Pitt ranks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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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y top cluster of U.S. public research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Center for

Measuring University Performance. It is well-known for a number of scientific

breakthroughs and research innovations, especially in the medical sciences. Its faculty

members, students, and alumni have helped expand knowledge in the humanities and

sciences, earning various prestigious honors including the National Medal of Science,

election to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nd the Institute of Medicine, diverse

highly competiti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cholarships, Nobel Prizes, and Pulitzer

Prizes. Members of the Pitt community have become leaders in corporations and

universities, government and the military.
1)

International studies and global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are

coordinated by the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UCIS). Under the UCIS,

six area and thematic studies centers explore world regions and themes through

multidisciplinary undergraduate and graduate academic programs, interdisciplinary

faculty development, and community outreach. The areas and regions covered by these

thematic programs and area studies centers include Africa, Asia, Europe, Latin America,

and Russia and East Europe.

In 2012,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announced its Living Globally declaration.

According to this revised global vision and strategy, “by 2020,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will be a community of faculty, students, and staff Living Globally. The Living

Globally commitment will influence all aspects of our research, teaching, and service

missions and will serve to enhance the University’s reputation as a leader in global

education.” Core strategies to achieve this vision are quoted below:

· Develop key global research themes that build on University priorities and on faculty

strengths and interests while being agile in responding to emerging issues and

opportunities.

· Embed our global research, teaching and service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local

language and culture.

1) “Achievements & Honors” , http://www.pitt.edu/about/achievements



110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14 (December 2015)

· Focus on a set of key regions and countries that support our vision and build on our

strengths in languages and the academic disciplines.

· Build our programs and activities through partnerships around the world with the

highest quality universities and with other institutions in strategic locations.

· Create a limited number of hubs of Pitt activity in locations abroad chosen to involve

multiple units over many years and to make a lasting and demonstrable impact.

· Tak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our global agenda by increasing the

collaboration among units of the University(including between the Provost’s Area

Schools and the Schools of the Health Sciences)
2)
.

The University of Pittsburgh's history of commitment to international education is

illustrated by its unique collection of 30 Nationality Rooms on the first and third floors of

the Cathedral of Learning, the centerpiece of Pitt's Oakland campus and the tallest

educational building in the Western Hemisphere. These rooms were designed to represent

the cultures of a selection of the ethnic groups that have settled in the Pittsburgh region.

The rooms serve as university classrooms and are open for the public to view and to

experience their ethnic identity and ancestral roots. In a sense, the rooms serve as 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represented nations. The Asian countries depicted include China,

Japan, India, and Korea. The Korean Heritage Room is Pitt’s 30th and newest Nationality

Room. Eight years ago, in 2007,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approved the installation of

the Korean Heritage Room. Through diligent efforts by Pitt administrators, local citizens

and the local Korean community, donors, government officials, and supporter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 international fundraising campaign compiled more

than $850,000 in donations to create the room. The construction has currently been

completed and a dedication ceremony is scheduled for November 15, 2015, accompanied

by a Korean cultural festival
3)
.

2) Global Vision and Strategy: http://www.pitt.edu/global/story/vision 
3) “Unveiling the Korean Heritage Classroom,” http://www.news.pitt.edu/news/korean-heritage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111

[Picture 1] Cathedral of Learning, and Korean Heritage Room

Image source: http://koreanheritageroom.org/

2. Korean Studies and Korea-related Programs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The Korean Studies Program is administered under the Asian Studies Center(ASC).

Since 1969 the Asian Studies Center has been a resource center in Western Pennsylvania

for research, teaching, and learning about Asia. It has earned renowned reputation for its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programs while developing additional programs in Indian

and Korean studies
4)

The Korean studies program offers courses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or more

than 15 years, Korean language courses have been on offer, ranging from 1st-year basic

Korean to 4th-year advanced learning. These courses use the ‘four skills’ approach

4) Asian Studies Center Website, http://www.ucis.pitt.edu/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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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skills in standard Korean through a variety of language acquisition activities. Korean

language courses also feature sociolinguistic and cultural enrichment, especially when

language can be inextricably intertwined with culture through means such as Korean

movies, music, and other cultural expressions
5)
.

Additional courses in linguistics, film studies, and Korean culture and history are also

offered by faculty members in departments such as East Asian Languages & Literatures,

Education, History, Linguistics,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Korean content is included in a number of survey courses on Asia.

Korea-related courses that have been offered on regular basis include Modern Korean

History, Women in Korea and Japan, Introduction to Popular Culture in Korean & Japan,

Korean Cinema, Korean Society and Culture, State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Food

in East Asia, and American Wars in Asia. An undergraduate certificate and a minor in

Korean Studies can be earned by students enrolled in regular departmental majors and by

fulfilling requirements in Korean language and area studies.

Outside the classroom, a wide variety of Korea-related lectures, talks, colloquiums, and

cultural programs greatly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Korean arts, history, economics,

and society. Here is a selective review of highlights from the past decade:
6)

October 27, 2015. “The Late Prehistory of Northeast Asia,” Sungjoo Lee(李盛周),

Professor of History at Kyungbook University, Korea.

April 3, 2015. “In the Shadow of Working Men: Gendered Labor and Migrant Rights

in South Korea,” Hae Yeon Choo, Assistant Professor of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February 13, 2015. “Modern Times in North Korea: Scenes from the Founding Years,”

Suzie Kim, Associate Professor of Korean History, Rutgers University.

5) Korean Studies Handout, http://www.ucis.pitt.edu/asc/sites/default/files/materials/KoreaStudies 
Handout.pdf

6) Details about each talk can be found at the Central Calendar,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http://www.ucis.pitt.edu/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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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January 15, 2015. “Korean Art after the Korean War,” Joo-Eun Lee(이주은),

Konkuk University, Korea.

Ÿ December 5, 2014. “The Everyday Without Depth: Hong Sang-Soo and a Cinema

of Paradox,” Seung-Hwan Shin, visiting lecturer at Pitt.

Ÿ November 14, 2014. “The Politics of Migration Control in Asia,” Erin Chung,

Johns Hopkins University.

Ÿ October 17, 2014. “Split Lives: Korean-Chinese Transnational Bodies and

Time,” June Hee Kwon, post-doc at Pitt’s Asian Studies

Center.

Ÿ March 3, 2014. “Still Watching a Movie? Korean National Cinema in the

Post-Film Era,” Dr. Kyung Hyun Kim, Professor of Korean

film studies at UCLA.

Ÿ October 24, 2013. “North Korea: Six-Party Talks Simulation”, Korea Economic

Institute. 2009-2015. Korean Film Festival, Asia Unreeled

and Silk Screen.

Ÿ March 13, 2012. “Whither North Korea?”, co-sponsored by University of

Pittsburgh and the Global Council of Pittsburgh.

Ÿ November 9-10, 2007. “The United States & the Koreas: A Critical Relationship”, a

two-day symposium highlighting areas of mutual importance

to the United States and North and South Korea..

Ÿ January–March, 2006. “Advertising a Dream: Movie Posters from Post-War Korea,”

an exhibition featuring 23 full-color Korean movie posters

from the late 1950s and 1960s..

Ÿ November 16, 2005. “North Korea in the World Community”, a panel discussion

hosted by Pitt's Asian Studies Center to address diplomatic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and the available political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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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Libraries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There are three parallel library systems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the University

Library System(ULS), Health Sciences Library System(HSLS), and Barco Law Library.

The University Library System consists of Hillman Library, which houses materials on

various subject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nine departmental libraries for

subjects in business, fine arts, music, and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fields, as well as the Archives Service Center and the libraries at the four

regional campuses. The Health Science Library System primarily serves faculty, students,

and researchers at Pitt’s schools of health sciences(dental medicine, health and

rehabilitation sciences, medicine, nursing, pharmacy, and public health). The Barco Law

Library mainly targets the students and faculty of Pitt’s School of Law, but its resources

are available to anyone performing legal research. All three library systems share the

same online search catalog, called PITTCat, as well as all print and electronic resources.

The University Library System(ULS) is the 22nd-largest academic library system in

North America. It holds more than 6.4 million volumes and specialized collections, as

well as major foreign-language material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materials from

China, Japan, and Korea. A core element of Pitt’s academic life for decades, it is regularly

ranked in the top third of its category by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ARL)

Library Investment Index. The ULS has welcomed emerg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such as support for digital study, provided enriched library resources to students and

faculty and stood at the forefront of advocating open access for scholarly publishing.

Highlights of the print collections include:

Ÿ Top 10 U.S. fine arts libraries(Frick Fine Arts Library)

Ÿ 6.4 million volumes of print monographs

Ÿ 1 million+ historical photographs

Ÿ 33,500 linear feet of archival manuscripts

Ÿ 2.8 million annual library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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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gital library at the ULS includes more than 100 digital collections containing

photos, manuscripts, book and article texts, maps, government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Highlights from the digital collections include:

Ÿ Allegheny Observatory Photographs

Ÿ Audubon's Birds of America(Pitt owns one of only 120 complete sets of Birds of

America known to exist; it's considered to be the single most valuable set of

volumes in the ULS collections)

Ÿ Darlington Digital Library

Ÿ Dick Thornburgh Papers

Ÿ Documenting Pitt

Ÿ Slavery in Pittsburgh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Ÿ George Washington Manuscripts

Ÿ Historic Pittsburgh

Ÿ Stephen Foster's Sketchbooks7)

Hillman Library serves at the main library for the ULS. It primarily collects material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s well as supporting special collections and area

studies collections. The East Asian Library is located on the 2nd floor of Hillman Library.

[Picture 2] Hillman Library, University of Pittsburgh

Image source: http://www.pitt.edu/libraries

7) Information is taken from the University website, http://www.pitt.edu/libraries, retrieved 
Oct.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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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East Asian Library

The origin of the East Asian Library can be traced back to 1941, when a set of 1,960

volumes of classic Chinese texts was donated to the University by one of its well-known

alumni, Dr. Chen Lifu (陳立夫), Minister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at the

time. This set of classic texts is the first series of photos prints of Si Ku Quan Shu (四庫
全書，Complete Library of the Four Treasuries)，compiled during the Qing Dynasty

upon imperial order and composing the largest collection of books in Chinese history.

Between 1930 and 1946, Professor William Hung (洪業), Chinese educator, sinologist,

historian, and editor-in-chief of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Sinological Index Series,

donated to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Library the complete 77 volumes of indices and

concordances in the Index Series. These gift donation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hinese

collection of the Library. A full time Chinese Studies librarian was hired to develop its

Chinese collection in 1960 after the University was selected as one of the twenty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centers for Chinese studies. Five years later, the East Asian

Library (EAL) was established to also include the Japanese collection. The Korean

collection has been systematically developed since 2004
8)

 The primary mission of the East Asian Library is to support the Asian Studies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in instruction and research i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studies. It is the largest East Asian studies resource center in the Ohio,

Pennsylvania, and West Virginia area. The Library consists of three collections: Chinese,

Japanese, and Korean. As of June 2014, the EAL has a total holding of over 49,500

volumes of monographs, around 15,000 reels of micro-film, over 5,000 audio/video and

multi-media resources, and 21 major East Asian studies online databases. According to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June 2014), EAL at the University of

8) Hong Xu, “Global Resources sharing and information services: the East Asian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in Peter X. Zhou ed. Collecting Asia: East Asian libraries in 
North America, 1868-2008. Ann Arbor, Mich: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0,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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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tsburgh ranks the 15th in size among East Asian libraries and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9)
.

The East Asian Library has undertaken creative initiatives in developing several

international cooperative projects. Over its nearly 55-year history, EAL through the

University Library System(ULS) has established partnerships with more than 40 libraries

in mainland China, Hong Kong, Macau, Taiwan, Japan, Korea, and other countries or

regions through gift donations and exchange, including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the

National Diet Library in Japan,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1998, EAL received

a National Leadership Grant from 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nd

established the East Asian Gateway Service to provide free document delivery of

difficult-to-find Chinese materials to researchers in North America. Partner libraries

include Peking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acau University, and National Taiwan University. In

2006, a similar partnership was established with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KISTI) to allow Pitt-affiliated users to obtain journal articles

locally unavailable.
10)

5. The Korean Collection

5.1 Overview of the Collection 

From 1965, when the East Asian Library was founded, until 1995 when it reached its

30th anniversary, the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 both witnessed significant growth

in terms of volume holdings and material formats
11)

. However, due to the limited sized and

9)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http://ceal.lib.ku.edu/ceal/stat/
10) Hong Xu, pp.262-263. More information about the East Asian Gateway Services can be found 

at the East Asian Library website: http://www.library.pitt.edu/eal-gateway-service#about
11) According to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in 1995 the total volumes of 

holdings were 157,076 items for Chinese materials, 35,990 for Japanese, and 1,921 for 
Korean materials.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http://ceal.lib.ku.edu/ceal/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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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of the Korean studies program, the efforts towards Korean collection development

were minimum. The Korean collection was built solely with donated materials over

several decades from the mid-1960s until the mid-1990s. In 1996, Choong Nam Yoon,

head librarian of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was invited to

Pitt campus to conduct an evaluation of the Korean studies resources at Pitt. He made

several useful suggestions including effective use of existing gifts programs and exploring

new gifts and exchange programs
12)

. However, the limited funding situation went

unchanged until after 2004, when significantly more money was allocated from an NRC

grant to support acquisition and personnel costs. A fixed annual acquisition budget for

Korean materials has also been allocated from the library since 2004. In addition, the

EAL has been receiving continuous support through gift and exchange programs with the

Korea Foundatio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and the Korean Film Council.

In October 2006, Pitt alumnus Dr. Kim Hak Joon (김학준, 金學俊), the President of the

Dong-A Ilbo at that time, was named Legacy Laureate by Pitt Chancellor Mark A.

Nordenberg. Legacy Laureate is one of the Pitt’s highest honors and is bestowed by the

University Chancellor on a selected few alumni who have achieved exceptional success

and whose personal and career achievements inspire others through their example
13)

.

During his visit to Pitt to accept this honor, Dr. Kim toured the East Asian Library. Dr.

Hong Xu, head of the East Asian Library at that time, Ms. Xiuying Zou, East Asian

studies librarian, and Ms. Donghee Sinn, part-time Korean collection specialist, met Dr.

Kim and briefed him on Korean collection development at Pitt and the partnership that

Pitt has established with Korean and Chinese libraries concerning the collection of

Korean materials. Dr. Kim was deeply impressed by the hard work and efforts of the

library in collecting Korean resources. During his visit, he committed $15,000 to support

12) Hong Xu, p.262. 
13) “University of Pittsburgh Names Four New Legacy Laureates”, University of Pittsburgh 

News Service, Oct. 15, 2006. 
http://www.news.pitt.edu/news/university-pittsburgh-names-four-new-legacy-laure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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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llection development. These funds were received over a five-year period, with

$3,000 provided each year. In 2012, he renewed his donation with a further $15,000 in

support of the Korean collection. With this gift money, over one thousand of Korean

books and films have been added to the Korean collection.

[Picture 3] Dr. Kim Hak Joon at the East Asian Library, 2006

Boosted by support from the various channels mentioned above, the Korean collection

witnessed a notable increase after 2006. Currently, the Korean collection ranks 19th(as of

June 2014) among North American libraries, with holdings of more than 18,880 volumes

/ items of Korean books, serials, microforms, multi-media resources, and 10 online

databases. The collection is strong in core reference materials on Korean studies, Korean

economics and politics, history, literature, language, and philosophy. Figure 1 details the

Korean collection’s growth over the past 15 years. Table 1 details the Korean collection’s

ranking in different tim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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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able 1] Korean collection development, 2004-201414) 

Year Print books Multi-media Total Ranking

1999 2,980 0 2,980 19

2004 3,722 44 3,766 29

2009 11,081 114 11,195 20

2014 17,657 1,223 18,880 19

5.2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s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has been in place since 2008 to guide the selection of

materials. The collection focuses on specific areas for immediate consideration, including

classes on Korean language, literature, arts and culture offered by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classes covering East Asian history offered by the

History department; and classes on Korean economics, foreign relations, security studies,

and South-North relations offered b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14)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http://ceal.lib.ku.edu/ceal/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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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airs. Materials are primarily collected in Korean, but also selectively in English. The

geographical areas collected intensively include all of Korea, including North Korea.

China and Japan are also featured, considering the close interaction among the nations in

the region. In terms of time period, major emphasis is placed on the modern period in the

areas of literature, language and linguistics, cinema studies, history(including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political economy, education, religion, anthropology, philosophy,

sociology and urban studies. For the pre-modern period, basic materials in the areas of

history, religion, and philosophy are also collected. In terms of material format, research

monographs and reference works of all types are fully covered, while monographic series

and serials are selectively acquired.

The Korean collection also features an impressive multi-media collection on Korean

popular culture to support various Korean cultural activities on and off campus, such as

the annual Korean film festivals. There are over 1,200 Korean film DVDs in the

collection.

Partially funded by a grant from the Korea Foundation, the Korean collection has been

able over the past four years to strengthen its support to Korean studies at Pitt by

subscribing to e-Korean Studies, which is a database portal accessing nine electronic

databases covering full text journal articles, e-books, digital arts courseware, arts and

crafts and archaeological findings, as well as a wealth of historical documents and

primary sources for the study of modern Korean history. In addition, the library also

subscribes to the Yŏnhaengnok (연행록) database which contains over 500 travel records

produced by more than 300 Korean envoys and delegations who traveled to China during

the Koyrŏ and Chosŏn Dynasties, to support faculty in their research into the historical

interac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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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4] Korean books

[Pictures 5] Korean collection shelves and rea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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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Subject Strengths of the Korean Collection

As a result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s, the Korean collection is

particularly strong in reference and primary sources regarding historical and

contemporary interactions of Korea with China and Japan, south-north relations, and

Korean film studies. The library holds a variety of reference materials such as major

encyclopedias, dictionaries, yearbooks, and important historical primary sources,

including Choson Wangjo sillok (朝鮮王朝實錄) and Sungjongwon Ilgi (承政院日記). In

addition, the Korean collection holds important microfilm materials, including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Hankyore

sinmun,” “Records of the American delegation, U.S.-U.S.S.R. Joint Commission on

Korea,” and “Records relating to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The collection primarily supports teaching, research, and outreach efforts geared at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Korea and Korean cultures by Korean studies faculty at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However, because of the Asian

Studies Center’s commitment to an interdisciplinary examination of East Asia and in

response to the academic interest in the region throughout the university community, the

Korean collection also supports research and curricula of other departments, such a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GSPIA), History, Political Science,

School of Education, and Sociology. Reflected in the subject fields of the collected

materials, it is not surprising that almost 30% of the Korean books are about Korean

history, archaeology, or anthropology, followed b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16%),

social sciences(government,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sciences, sociology, etc.,

10%), arts(films, music, sports, visual arts, 10%), philosophy and religion, and business

(including economics). Table 2 shows a detailed analysis of 12,400 Korean books that

are retrievable from the library’s online catalog, PITT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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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bject Field Distribution of Korean Collection 

Subjects Volumes Percentage

Archaeology, anthropology, history 3,430 28%

Languages & literatures 2,011 16%

Social sciences 1,279 10%

Films, music, sports, visual arts 1,187 10%

Philosophy, religion 848 7%

Business, economics 500 4%

Other 3,145 25%

Total 12,400 100%

5.4 North Korean(NK) Collection

5.4.1� NK� Collection� Overview

The Library’s plan to collect North Korean(NK) materials began in 2004 after a

goodwill visit to Yanbian University in China by Dr. Hong Xu, the Head of the East

Asian Library at that time. With the signing of a gift and exchange agreement between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and Yanbian University in 2008, and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University Library System and the Asian Studies Center, as well as funds gifted by

Dr. Kim Hak Joon, former president of Dong-A Ilbo, a special effort has been made since

2009 to acquire North Korean publications in support of faculty study on North Korean

politics and economics.

So far this concerted effort has brought to the collection an impressive number of

unique North Korean publications, including over 80 titles and 3,000 issues of North

Korean periodicals covering all subject fields in North Korean science, medicin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ineteen out of the 83 titles are unique titles exclusively

collected by Pitt and not held anywhere else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over 400

volumes of North Korean historical materials and school textbooks have been acquired,

along with 88 feature films in VHS format and over 300 DVDs of North Korean music,

dance, feature films, TV dramas, and documentaries depicting various aspects of North

Korean contemporary life and society. Well-known items among them include “My home

village” (내고향) , the first DPRK movie ever produced, “Aschool girl’s diary” (한 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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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the first North Korean film aired overseas(in France in 2007), and recordings by

the Wangjaesan Light Music Band.

[Table 3] NK Materials at University of Pittsburgh Library System

Format Item Count

Books 460 volumes

Journals 82 title, 3,000 issues

Films 88 VHS, 300 DVDs

School Textbooks 12 volumes

TOTAL 3,860

5.4.2� North� Korean� Journals

The North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shows a unique strength in

its journal collection. Based on OCLC WorldCat analysis in 2013, out of the 82 titles in

its collection, 19 are unique titles held by no other libraries, nine titles are held by only one

other library, nine by two other libraries, and seven by three other libraries. Among the

19 unique titles, eight are in medicine and the remaining eleven are in science and

technology. Figure 2 gives details of the North Korean journals by subject area and

coverage. Most issues of these journals are from after 2006, while a few go back as far as

2002. The most recent issues are up to 2013. Specific journal titles and coverage

information can be found from the Korean collection LibGuide at http://pitt.libguides.com/

KoreanStudies .

[Figure 2] North Korean Journals by Subject and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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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5] North Korean Books

Image source: http://www.utimes.pitt.edu/?p=17040

5.4.3� North� Korean� Films

The Korean collection holds a relatively comprehensive North Korean film collection

in DVD and VHS format. A substantial part of the collection is unique, meaning there is

no other library that holds the same title, according to OCLC WorldCat analysis in 2013.

The collection holds the earliest movie ever produced in the DPRK(1949), “My home

village”(내고향). The collection features films produced in every decade of the 20th

century since 1949, all the way up to the 21st century. Out of the 290 film titles, at least

68 are unique titles held by no other library. Fifty-five films are held by only one other

library. Figure 3 gives details of NK films by time period. Specific film title information

can be found from the Korean collection LibGuide at http://pitt.libguides.com/KoreanStu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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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orth Korean Films by Time Period

5. Conclusion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Despite its vigorous growth over the past ten years, it is still relatively new

and small in size compared to the collections for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Further

development will depend on such factors as the growth and expansion of the Korean

studies program, the specific needs of Korean studies faculty and students, funding

resources, the presence of a dedicated Korean studies librarian, and staff with Korean

language expertise for the technical processing of materials. With the increasing

convenience of document delivery and interlibrary loans, a change of focus from print to

electronic resources is necessary, as will be collecting and developing special and unique

material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collection development will need to take all

of this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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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ity of Sheffield 

- Korean Collection and Korean Studies

Youn-hi Lee Hughes 

East Asian Studies Librarian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in the UK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Korean Collection and the Korean Studies Programme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to the Korean Collection, its

current position, and related future plans. It will first, as background, briefly describe the

University.

1. The University1)

[Photo 1] Firth Hall

1) http://www.sheffield.ac.uk/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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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ity of Sheffield was established through the grant of a Royal Charter in

1905 and developed from the University College of Sheffield, which itself was an

amalgamation of three local institutions: the Sheffield School of Medicine, which was

founded in 1828, Firth College(1879), and the Sheffield Technical School(1884).2)

With five Nobel Prize winners among its former staff and students, the University is

globally outstanding, as confirmed in terms of research by the 2014 Research Excellence

Foundation. Sheffield University is a member of the prestigious Russell Group of leading

UK research-intensive universities and offers world-class teaching and research. On six

occasions the University has been awarded the Queen’s Anniversary Prize, which is a

highly distinguished award recognizing outstanding contributions by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the United Kingdom to the intellectu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life of

the nation.

The University has six academic Faculties: the Faculty of Arts, Faculty of Engineering,

Faculty of Medicine, Faculty of Science, Faculty of Social Science and International

Faculty at City College Thessaloniki, comprising around 9,000 staff and 26,000 students.

It was voted top university 2014-2015 in the Times Higher Education Student Experience

Awards.

3)

Sheffield, located in Yorkshire, is the fifth-largest city in the UK, and is known for the

beautiful environment and extensive of parkland near the University. It is the greenest city

in Europe, and recognised as the safest city in the UK. The University, as a city campus,

is also popular among students as it is close to the Sheffield city center and to many

parks, and offers reasonable living costs.

2) http://www.sheffield.ac.uk/about/history 
3) http://www.sheffield.ac.uk/about/number-one-student-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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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University Library4)5)

The University of Sheffield Library is a world-class, dynamic research library inspiring

intellectual discovery and learning, and the creation of new knowledge within the complex

information universe. We offer engaging experiences with people and content that enrich the

University’s learning and research communities in both physical and digital spaces. We

connect with the city and the region, and through our networks advance global scholarship. As

Anne Horn, Director of Library Services and University Librarian, describes it, “We have a

strong record of innovation. Our award-winning Information Commons set a new global

standard for libraries and learning spaces for students when it opened in 2007, and we are

making a huge investment in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2015 has seen the opening of the

£81M Diamond building, where we are providing exciting new services and nearly 1,000

state-of-the-art study places.” The 180-member staff recently won the “Outstanding Library

Team” trophy at the 2014 Times Higher Education Leadership and Management Awards.

2.1 The Diamond6)

[Photo 2] The Diamond 

4) http://www.shef.ac.uk/library/about
5) http://www.shef.ac.uk/library/about/strategicplan 
6) http://www.shef.ac.uk/library/libsites/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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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ed in September 2015, the Diamond provides 24-hour access to over 1000 study

spaces accessible to students from all departments. Facilities include Library Connect on

the ground floor and an exciting new service area on Level 4 featuring a core print

reference collection and extensive creative media facilities. Innovative study space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building, including distraction-free spaces, group study spaces

and social study areas. Power sockets and USB charging points are available in all study

areas and laptops are available for loan from the Level 4 information desk. A program of

information skills workshops provide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develop and enhance

their information skills.

2.2 The Information Commons7) 

The Information Commons was opened in 2007 and is a joint venture between the

University Library and Corporate Information & Computing Services. It delivers high

quality IT-enabled study spaces and student access to digital content and print materials

24/7 throughout the entire year. It provides 1,300 study spaces, 500 PCs, group study

rooms and a collection of 120,000 high-demand volumes.

2.3 Western Bank Library

Western Bank Library was opened in 1959 and is a Grade II listed building. It was

extensively refurbished in 2010. It is a research library containing 1.3 million monographs

across a range of disciplines and also houses Special Collections and the National

Fairground Archive, as well as an exhibition gallery that hosts a range of exhibitions. The

Korean and other East Asian collections are located in Western Bank.

7) http://www.sheffield.ac.uk/info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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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ealth Sciences Library

The Health Sciences Library specializes in the subjects of medicine, dentistry and

health, and supports University staff and students as well as providing services to NHS

staff in Sheffield’s Teaching Hospitals. There are two sites, one at the Royal Hallamshire

Hospital and the other at the Northern General Hospital. Both sites provide print

collections and walk-in service for NHS staff to access the University Library digital

collections.

3. East Asian Studies 8)

East Asian Studies in the UK developed from the “Hayter Report,” written by William

Hayter in 1961, which reinforced the Scarbrough Report of 1947.9) The Hayter Report

was inspired by area studies in the U.S.A., where area studies, including the study of

social sciences alongside traditional linguistics and classics, had already been developed.

The report recommended that area studies be promoted in the UK.10)

The Hayter Report, under the U.G.C.(University Grants Commission), the forerunner

of HEFCE(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and the distributor of

grant funding among UK universities, fueled the shift to area studies from purely

linguistic and classical studies, beginning at Oxford, Cambridge and London Universities.

It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for other universities to begin teaching East Asian Studies.

As a result of the Hayter Report, a Centre for Japanese Studies was approved in 1962 at

Sheffield University and Korean language instruction was initiated in 197911). This area

8) William Hayter(1975) The Hayter Report and after. Oxford Review of Education, 1(2) 
169-172.

9) C. H. Philips(1967) Modern studies in the Universities of the United Kingdom. Modern 
Asian Studies. 1(1) 1-14.

10) William Hayter(1981) The future of Asian Studies after the Hayter report. Asian Affairs, 
12(3) 2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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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udy received further impetus from the Parker Report in 1987, which supported area

studies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conomics, politics, commerce and business.12)

In the early 1990s, the Centres of Japanese and Korean Studies at Sheffield decided that

appropriate coverage of East Asia would require adding Chinese Studies to their portfolio,

and introduced Chinese Studies in 1996.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comparative East

Asia modules in business and economy, history, philosophy and religions, cinema,

language and literature, strengthening East 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and increasing the cooperation among Japanese, Korean and Chinese Studies. This

brought the study of Korea to a considerably wider audience, as well as resulting in much

greater use of the Korean Collection.

[Photo 3]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website13) 

11) C. H. Philips(1967) Modern studies in the Universities of the United Kingdom. Modern 
Asian Studies. 1(1) 1-14.

12) Peter Parker(1987) Speaking for the future: The use and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Asian Affairs, 18(3) 269-275.

13) http://www.sheffield.ac.uk/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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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orean Studies14)

Because of the important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Dr. George

Jelinek, who lectured in Japanese linguistics, introduced the teaching of Korean language

as a mandatory component of the dual honors degree in Japanese Studies and linguistics.

He began to teach Korean language from 1979.

In the following year, with the benefit of a five-year grant from the Sanhak Hyoptong

Chaedan, the Korean Traders’ Foundation, the first Korean Studies lecturer, Judith

Cherry, and a Korean language teacher were appointed. This led to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nd, in 1987, lecturer(later Senior Lecturer, Reader and Professor)

James H. Grayson was appointed.

Until 1994, various exams in Korean Studies and related subjects were added as 'finals

papers’, and there was a degree program known as Japanese and Korean Studies.

When the University modularized its degree(i.e., held 'kwamok' rather than degree-end

examinations), the first undergraduate degrees in Korean Studies were offered. These

were Korean Studies(three years plus one year in Korea), Korean Studies and

Management, and Korean Studies and Linguistics. Exchange agreements, firstly with

Yonsei University and later with Korea University and Sungkyunkwan University,

allowed degree candidates to spend a full academic session in Korea receiving intensive

language tuition. Significant funding for the expansion of teaching was received from the

Korea Foundation for three years from 1994.

Over the last few years, undergraduate degree candidate numbers have grown rapidly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and Korean Studies students now come from many other

European countries outside the United Kingdom.

14) James H. Grayson(2006) An interview with Professor James H. Grayson. Acta Koreana, 
9(2) 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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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orean Studies Academics

Ÿ Dr. Kim Seung-Young – International history and politics of Korea and East Asia

Kim Seung-Young is a Senior Lecturer in Korean Studies and was appointed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 Foundation in 2011.

http://www.sheffield.ac.uk/seas/staff/korean/kim

Ÿ Dr. Judith Cherry– Korean language, history and business

http://www.sheffield.ac.uk/seas/staff/korean/cherry

Ÿ Cho Suk-yon – Korean language

http://www.sheffield.ac.uk/seas/staff/korean/cho

Ÿ Kim Yeon-jong – Korean Language

http://www.sheffield.ac.uk/seas/staff/korean/yjkim

Ÿ Professor James H. Grayson - James Huntley Grayson is Emeritus Professor of Modern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He served as a Methodist missionary in

Korea from 1971 to 1987, after which he returned to the U.K. as a Lecturer(later Senior

Lecturer, Reader and Professor) in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until

his retirement in 2009.

http://www.sheffield.ac.uk/seas/staff/korean/grayson

4. Korean Collections

4.1 Korean print collection

The Korean Studies library collection came into existence in 1979 when the subject

was introduced at Sheffield. The collection began with a 200-book donation from the

Korean Embassy. In addition to our own acquisitions, subsequent donations from the

Kyobo Corporation of 2,500 books in 1986 and another significant gift around 1990 have

further enlarged th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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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lection receives support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Korea

Foundation, and further donations are been received from the North East Asian History

Librar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Jangseogak Archive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others.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Sheffield University Library currently contains over

13,000 monographs in the Korean language, over 4,000 Korea-related monographs in

English, and around 300 Korea-related journals. The Korean collection is particularly

strong in the areas of religion and philosophy, language and literature, politics, economy,

business and history. Recently, the collection has grown in the areas of gender, film and

contemporary Korea culture.

The library staff conduct library tours for first-year undergraduate Korean Studies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 use of Korean collections, and provides

one-ton-one sessions for researchers and students upon request as well as dissertation

workshops for final-year undergraduate students.

4.2 Korean e-Resources Collection

The delivery of content in digital form is central to the strategy at Sheffield University

Library. We will normally prioritize journals in digital form only and e-books are

preferred to printed textbooks and monographs where they are available in order to

maximise access15). Currently, Sheffield subscribes to Korean ebooks provided by

Korean Studies Information.

Ÿ Korean Online Database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KoreaA2Z, Digital culture art course, history culture series, Kdatabase, Korea history

& culture research, KISS(Korea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pjournal,

LawnB’s legal information service.

15) http://www.sheffield.ac.uk/library/abou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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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Korean Online Database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from 2016

Choson Ilbo Archive, eArticle(Haksul Kyoyugwon), New Nonmun(Hakjisa), KSDC

DB(Han’guk Sahoe Kwahak Deite Senter)

5. Special Korean Collections

5.1 Grayson East Asia Slide Collection

A collection of some 1,200 slides taken by Professor James Huntley Grayson during his

time in East Asia between 1965 and 1973 and again in 1985.

The collection consists of some 1,100 color and black and white slides taken by

Professor Grayson between 1965 and 1973, and constitutes a partial visual record of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Japan, Taiwan and Hong Kong during the period. A

further set of 70 slides illustrates a visit to Shenyang, China in August 1985.

5.2 Grayson Papers

Comprised of correspondence and research notes by Professor James Huntley Grayson

from his time spent in East Asia between 1965 and 2004.

5.3 Knoop Far East Photographic Collection

The collection is a photographic record, consisting of slides, photographs, negatives

and postcards, and amounts to some 1,400 images, including some colored, of places

visited during a "world tour" undertaken by Douglas Knoop in the academic session of

1913-1914, mainly in the Far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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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Microfilm Collection

Microfilm from the following sources, amongst others, is held:

U.S. National Archives,

World War II Records Division,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Division of Research for Far

East

U.S. State Department,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United Church of Canada, Board of Foreign Missionaries

U.S.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forces in Korea

Confidential U.S. State Department Special files: Korea, 1950 – 1957

For a full list, please see http://librarysupport.shef.ac.uk/ml-cr6.pdf

5.5 North Korean Newspapers(1970s – 1980s)

North Korean newspapers printed during the1970s and 1980s held at Sheffield

University Library:

Pyongyang Times – 1980s

Rodong Sinmun – 1970s and 1980s

Minju Choson – 1970s

Minju Konghwabo –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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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taloguing System for Korean Collection–StarPlus

All materials at the university are searchable on the StarPlus Library catalogue.

[Photo 4] StarPlus main webpage16)

[Photo 5] StarPlus example search results

16) http://find.shef.ac.uk/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dscnt=0&dstmp=1445544984116
&vid=SFD_VU2&fromLogi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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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ider access to the Korean collections for researchers

Many materials i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Library are discoverable via union

catalogues such as Copac and WorldCat.

Copac allows the discovery of rare and unique research material by accessing the

catalogues of around 90 major UK and Irish libraries, including on Korean resources.17)

WorldCat is the world's largest network of library content and services.18)

Researchers from outside the University are able to gain access through reciprocal

schemes such as SCONUL Access.

  

[Photo 6] Copac main webpage

location  

[Photo 7] Copac example results

17) http://copac.jisc.ac.uk/about/
18) https://www.worldcat.org/whatis/defaul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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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8] WorldCat main webpage19)

8. The future of the Korean Collections

The Korean Collection is part of the wider East Asi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Library. It includes many rare items, such as its microfilm assets, and it is hoped

that future digitization of unique material will be possible. At present, Korean Studies is

increasing in popularity due to the Korean Wave(“hallyu”) and the growing number of

undergraduate Korean Studies students has increased the overall use of the collection. In

the future we expect to improve the provision of digital resources. Use of the collections

will be maximized further by adding the facility to search using Hangeul(the Korean

alphabet) and Romanized Korean in addition to English. The Library will embrace

collaborative approaches to extend access to research collections in partnership with

Research Libraries UK, the British Library and other agencies.

19) https://www.worldca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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