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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아네 후스타-네버(Ane Husstad-Nedberg)

오슬로대학교 인문학 및 사회과학 도서관

한국/동아시아/남아시아 주제사서  

1. 오슬로대학교(University of Oslo, UiO)

오슬로대학교(UiO)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 프레드릭 6세(1768-1839, 재위 1808-

1814) 통치 시기이던 1811년 크리스티아니아(Christiania, 1925년에 오슬로로 명칭이 

변경됨)에서 왕립프레드릭대학교로 설립되었다. 1813년까지 4개 단과대학, 교수 7명,

학생 18명이던 대학은 1946년까지 노르웨이 유일의 대학이었다. 현재는 8개 단과대학,

다양한 연구센터와 박물관을 갖추고 학생 수 약 28,000여명, 교직원 수 약 6,500여명을 

자랑하는 노르웨이 최고 국립대학이 되었다. 현재 도심부에 있는 건물은 1851년에 

건립된 건물로서 법학대학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슬로대학교 대부분은 오슬로 

도심부 북서쪽의 블린던(Blindern) 캠퍼스로 이전했다.1)

2. 동아시아학과 한국학 

오슬로대학교 최초의 동아시아어 교수는 헨리 헨느(Henry Henne, 1918-2002) 교수다.

헨느 교수는 1966년에 동아시아학과(‘Østasiatisk institutt’)를 설치했고2) 이 학과는 

1) 오슬로대학교 정보: https://www.uio.no/english/about/facts/index.html, 오슬로대학교 연혁 정보: 
http://www.uio.no/english/about/facts/history/  

2) 학과 명칭 및 구성은 동유럽 및 동양학과(IØO)에서 현재의 문화학 및 동양어과(IKOS)까지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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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50주년을 맞았다. 헨느 교수는 블린던 캠퍼스에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가르쳤다.3)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지만 헨느 교수는 최초의 ‘도서관’을 설립했다.

베르겐대학교(University of Bergen, UiB)가 1980년 초반에 일본어, 베트남어, 광둥어 

과정을 개설하기 전까지4) 오슬로대학교는 동아시아학과가 설치된 노르웨이 유일의 

대학교였다.

비록 학생 수는 일정치 않았으나 1966년까지 중국어, 중국사회학, 일본어, 일본사회학 

강의 개설은 꽤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한국어나 한국불교 등 한국 관련 내용은 

중국 및 일본 강의에서 한국 관련 주제가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1999년 학과 내에 한국어문학 전공이 설치되었으며, 2000년 블라디미르 티호노프 

(Bladimir Tikhonov)5)가 한국 역사, 사회, 정치, 종교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로 임용되어 

(2006년 정교수로 임용) 한국어문학뿐 아니라 한국 실정에 대해서도 강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문학은 일본학 및 중국학 구조를 본떠 학사 과정의 경우 

4학기를 이수해야 하며 3번째 학기는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는 한국 대학에서 수업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이미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던 학생, 한국인 입양아, 한국 무술이나 

불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섞여 있다.

같은 시기 동아시아 지역학 과정도 개설되었다. 이 과정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역사, 종교, 문화교류 등을 다루는 공동 과정으로, 한반도에 또한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5/2006년 한국어문학 과정은 폐지되었다.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3개의 동아시아어 과정을 모두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오늘날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지만 이때는 한류 붐이 일기 전이었다.

그러나 한국 역사, 사회, 정치, 종교, 철학 등을 가르치는 과정은 당시에도 폐지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운영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학 과정도 마찬가지로 학사 및 석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석사 과정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학생 중 일부는 한국에 

변경되었다. http://www.hf.uio.no/ikos/english/참조
3) 헤네 교수는 1950년대에 오슬로대학교 인도-이란학과에서 중국어를 때때로 가르쳤다. Eide, 

Husstad-Nedberg og Magnussen, “Universitetsbibliotekets Østasiatiske samling”, 145.
4) 이 과정 또한 헨느 교수가 개설했다. 헨느 교수는 오슬로대학교에서 베르겐대학교으로 옮겼다.  

(출처: Norsk biografisk leksikon, https://nbl.snl.no/Henry_Henne)
5) 박노자, UiO 웹페이지: http://www.hf.uio.no/ikos/english/people/aca/vladimi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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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위논문을 쓰기도 한다.

이 학과에서는 동아시아 런치 세미나와 같은 일련의 비공식 공개 특강을 제공한다.

국내외 기관 연구자들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6)

한반도에 관한 과정과 연구자는 다른 학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치학과의 아시아 

안보 과정7)이나 사회인류학과 내 한국 관련 연구자인 엘리자베스 쇼바(Elisabeth Schober)8)가 

그 예다.

이러한 과정 및 강의 외에도 오슬로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의 한국 대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학 관련 한국어통합학기가 더 

이상 없더라도 노르웨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9)

3. 대학교 도서관

1800년대 초반의 노르웨이에는 훌륭한 현대적 대학이라면 도서관이 훌륭해야 한다는 

관념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관념은 세계 최대의 대학 장서 보유를 자랑하는 

독일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괴팅겐 대학교(Georg-August University of Göttingen)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오슬로대학교 도서관의 핵심 장서는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복본 

장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장서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서 대학에서는 수천 권의 도서를 

추가로 구입했다. 나폴레옹 전쟁, 노르웨이의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여건으로 인해 

덴마크에서 노르웨이로 장서를 운송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장서 운송은 1815년에서야 

시작되었고 총 4년이 걸렸다. 오슬로에 장서가 도착해서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다.

도서관으로 이상적인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장서가 임의로 소장되는 등 장서 

보관의 문제가 발생했다. 제1대 도서관장은 고전학 교수인 게오르그 스페르드루프 

(Georg Sverdrup, 1770-1850, 관장 재임기간: 1813-1845)였다.10)

6) http://www.hf.uio.no/ikos/english/research/news-and-events/events/guest-lectures-seminars/
east-asian-lunch-seminar/

7) http://www.uio.no/studier/emner/sv/statsvitenskap/STV4234/ 
8) http://www.sv.uio.no/sai/english/people/aca/schober/index.html 
9) http://www.uio.no/studier/utveksling/avtaler/asia/sor-korea/   
10) Collett, ≪Universitetsbibliotekets historie i universitetets historie≫,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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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1851년에 대학 건물과 도서관 전용 건물인 도무스 비블리오테카(Domus

Bibliotheca, 현재의 법학도서관)가 마침내 완공되었다. 그러나 장서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1913년 새로운 도서관 건물을 오슬로의 술리 플라스(Solli

Plass)에 지었다.

[사진 1] 술리 플라스의 대학교 도서관

그 도서관은 오슬로 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을 위한 주요 도서관으로 건립된 

것이었다. 도서관이 술리 플라스로 옮기면서 도무스 비블리오테카 건물을 여전히 

이용하던 이용자들과는 물리적인 거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아울러 대학이 확장되고 

장서가 늘어남에 따라 1930년대부터는 새로운 캠퍼스인 블린던 캠퍼스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장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11) 학교 일부가 블린던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술리 플라스의 도서관과 블린던 이용자들의 물리적 거리는 더욱 

11) http://www.uio.no/english/about/facts/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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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게 되었다. 장서는 해당 학과 및 학부와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조직 체제가 개편되었고, 1960년대에 블리데른 캠퍼스의 학부들을 위한 

별도의 도서관 서비스가 마련되었다. 현재 학과들은 자체적으로 장서를 갖춘 도서관과 

대학원생을 위한 열람실을 가지고 있다.12) 따라서 중앙도서관과 학부/학과 도서관이 

공존하고 있다.

긴 과정을 거쳐 1999년에는 대학교 도서관이 대학과 그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도서관과 문화와 지식 보존의 국가적 기반을 위한 국립도서관으로 

분리되었다. 그 전까지 대학교 도서관은 사실상 대학교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을 

겸하며, 오랫동안 두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립도서관13)은 술리 플라스의 기존 

건물에 남고 새 도서관 건물인 게오르그 스베르드루프스 후스(1대 도서관장의 이름을 

따라 지음)를 블린던 캠퍼스에 지어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문 도서관을 만들었다. 법학,

약학 등의 나머지 학과는 여전히 학부/학과에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 2] 게오르그 스베르드루프스 후스 전경

12) Tønder, ≪Det historisk-filosofiske fakultetsbibliotek≫, 58-60.
13) http://www.nb.no/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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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장서 속의 대한민국

4.1 배경 

덴마크에서 운송된 초기 장서에는 아마 한국어로 된 도서는 한 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술리 플라스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에 동아시아 장서 

(‘Østasiatisk samling’)가 점차 늘어났다. 이 장서는 주로 대학에 기증되거나 대학도서관이 

구입한 것으로서 중국어, 일본어, 만주어, 몽고어, 티베트어 자료와 두루마리 등이었다.

주로 노르웨이 선교단, 여행자, 중국과 그 인근 지역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수집한 

것들이다. 이들은 두 가지 배가 체계로 나누어졌다. 동양식/비서양식으로 된 도서 및 

서적은 Østas Ⅰ와 Østas Ⅲ 배가 마크를 적용했으며, 서양식으로 된 도서 및 서적은 

Linguistics H라는 도서관 자체 분류체계를 따랐다. 즉, 언어학은 H, 한국어는 Hl 를 

사용하는 식이다(상세 내용은 4.2.1 참조).14)

중견사서인 한나 룬(Hanna Lund, 1877-1967)은 1942년부터 1956년까지 대학교 

도서관 내 동아시아 장서를 담당한 교내 최초의 동아시아 장서 관리자였다. 룬은 

목록뿐 아니라 도서들의 적절한 보관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 장서의 

많은 부분이 티베트어15)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위해 약간의 티베트어도 

배웠다. 룬이 퇴직한 후 도서관 사서인 페르 K. 리스(Per K. Riis, 1920-1989)가 뒤를 

이어 비유럽 장서 전체를 담당했다. 당시 노르웨이와 한국 간에는 접촉이 비교적 

없었고 한국학 전공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 자료나 한국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었다.

입수된 장서의 대부분은 기증이나 대학교 도서관과 한반도 도서관들과의 자료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다(4.3.3 기증자 참조).

당시 동아시아학과는 블린던 캠퍼스에서 헨느 교수가 설치 중이었다. 그 학과 

최초의 ‘도서관’은 헨느 교수의 연구실에서 가져온 몇 상자의 책으로 이루어졌다. 그  

장서는 확실히 중국과 일본에 관해 주력한 것이었으나 한국에 관한 자료와 한국어 

자료도 일부 들어가 있었다.

14) Eide, Husstad-Nedberg og Magnussen, “Universitetsbibliotekets Østasiatiske samling”, 143-144.
15) 한나 룬은 1922년에서 1942년까지 외국어 학과 목록 관리자였으며 이후 동아시아 장서를 담당했다. 

Riis, ≪Østasiatisk samling≫,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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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엘리자베스 아이더(Elisabeth Eide)가 최초의 중국어 전공 주제사서로서 

중국어 장서를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리스는 여전히 한국 도서를 포함한 나머지 

비유럽 장서를 담당했다. 일반적으로 술리 플라스의 도서관은 어문학에 관한 도서만 

수집한 반면 학과 도서관은 사회 및 어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시켰다. 한국에 

대한 도서는 대부분 기증과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했지만 학생과 교수의 추천에 

따라 일부 구입하기도 했다.

1986년에는 술리 플라스에 있는 외국어 장서를 학과/학부 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몇 년 동안 동아시아 장서는 블린던 캠퍼스로 이전되었고 그 

이후 술리 플라스에서는 한국어 장서는 더 이상 수집하지 않게 되었다.

1992년 아이더는 다른 보직을 맡게 되고 아이더의 자리는 주제사서 콘러드 웰런스 

(Koenraad Wellens)가 대체하게 되었는데, 웰런스는 중국 장서뿐 아니라 한국 장서를 

포함한 동아시아 장서 모두를 담당하게 되었다. 몇 년 후에는 나오미 야베 마그누센 

(Naomi Yabe Magnussen)이 일본과 한국 장서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어학과나 전공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수서 정책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사진 3] 게오르그 스베르드루프스 후스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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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위치 및 검색

4.2.1� 위치,� 배가� 체계� 및� 분류�

게오르그 스베르드루프스 후스(Georg Sverdrups hus)16)
내에 새로 건립된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에서는 다른 언어에 관한 장서와 서양어/로마자 외의 문자 체계를 가진 장서를 

4층의 중간층(Mesaninen)에 배치하여 중국어, 일본어, 셈어, 인도-이란어, 한국어 장서,

파피루스 기록물 등은 이곳에 보관하기로 했다. 즉, 장서의 주제와 상관 없이 이 

언어들로 쓰여진 도서/자료나 번역서이거나 특정 언어에 관한 도서 등은 모두 

중간층에 배치된다는 결정인 셈이었다.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사회․역사․문학․

정치 등에 관한 한국어 도서, 한국 소설, 한국 소설 번역서, 그리고 한국어 관련도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한국 역사․사회․정치에 관해 서양어로 쓰여진 도서는 

다른 층(1층∼3층 및 폐가서고)에 배치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 

장서’는 중간층에 있는 장서를 의미하나 필요한 경우 다른 층에 

있는 한국 관련 도서,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등도 모두 포함해 

의미할 때도 있다.

북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그렇듯, 오슬로 대학도서관 또한 등록 

없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개방형 도서관이다. 그러나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면 도서관 이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보안의 

측면에서 오래된 자료들은 안전한 폐가 서고에 보관한다. 이들은 

이용 예약이 가능하며 도서관 내 특별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폐가 서고에 보관하는 다른 자료는 등록되지 않은 자료와 중간층 

이나 기타 층의 공간 부족으로 서고에 보관되는 자료다.

게오르그 스베르드루프스 후스의 배가 체계는 1982년 결정에 

따라 주로 듀이십진 분류법을 따른다.17) 그러나 중간층에 있는 

16) http://www.ub.uio.no/english/libraries/uhs/uhs/index.html 
17) 1982년에 일부 학부(주로 인문학부) 도서관은 분류법과 배가 체계로 듀이십진분류법을 사용

하기로 결정했다. Tønder, “Det historisk-filosofiske fakultetsbibliotek”, 62. 동아시아학과 도
서관은 듀이십진분류법이 미국/서양 도서관들을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서에는 

[사진 4] 

중간층 한국 

장서의 배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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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일부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자체 배가 체계를 따른다. 한국 장서의 배가 체계는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 대학(SOAS)의 체계를 기초로 한다. 이를 엘리자베스 

아이더가 간소화하고 발전시켜 1970년대 중반에 학과 도서관 배가 체계에 적용했는데 

중국 및 일본 장서에도 기호만 달리하여 동일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D를,

일본은 E를, 한국은 J를 사용한다.18)

상기했듯이 술리 플라스 도서관은 학과도서관과는 다른 체계를 사용했다. 술리 

플라스 도서관 체계에 따르면 외국어로 쓰여졌거나 외국어에 관한 도서는 언어 그룹 

H로 구분된다. 한국어/Hl 장서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과도서관 체계로 변환되지 

않았다. 이는 게오르그 스베르두르프스 후스에는 여전히 두 가지 체계가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 수집된 장서에는 학과 체계만 적용되고, Hl장서는 거의 

등록되지 않은 채 폐가 서고에 보관되고 있다.

[사진 5] H: 언어학, 술리 플라스 도서관 체계. Hk:일본어, Hl: 한국어, Hs: 중국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체 체계를 계속 사용했다. 
18) 한국에 대한 장서를 거의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부분은 중국어, 일본어와 달리 해당 

체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예를 들어 중국어는 Db, ; 중국 문학은 Dc, 중국 역사는 Dd 등을 

사용했으나 한국어는 세부 구분 없이 모두 J를 사용했다. 한국 장서 보유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조금씩 상세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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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의 특별 장서를 제외하면 게오르그 스페르드루프스 후스의 배가 체계와 분류 

체계는 모두 듀이십진분류법을 사용한다. 현재는 가장 최신의 DDC 23판을 사용하지만,

문학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관에 맞춰 약간 변형된 형태를 사용하기도 한다.

오슬로대학교의 장서는 듀이십진분류법뿐 아니라 자관 주제명표인 ‘HUMORD’로도 

분류된다. 즉, 중간층에 있는 한국 장서는 분류 체계로 듀이십진분류법과 자관 

주제명표인 ‘HUMORD’를 사용하나 자관 배가 체계를 따른다. 반면 다른 층에 있는 

한국에 관한 도서는 분류 체계(‘HUMORD’ 포함)와 배가 체계 모두에 듀이십진분류법을 

적용하고 있다.

[사진 6] 중간층의 한국 도서 라벨

4.2.2� 목록

오슬로대학교 도서관은 긴 과정을 거쳐 2015년 새로운 도서관 시스템인 엑스리브리스

(Ex Libris)의 Alma 도서관자동화시스템과 이에 따르는 이용자 Portal/OPAC인 Oria/

Primo를 도입했다. 그 이전에는 1987년부터 노르웨이 연구 및 전문 도서관들을 위한 

국립도서관 시스템인 Bibsys19) 목록 및 체계를 사용했다.20)

오슬로대학교는 Alma 서비스 도입과 함께 Marc 표준도 Bibsys-marc에서 Marc21로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는 쉬운 작업이 아니었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lma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존의 Bibsys로는 불가능한 한글, 한자 

19) http://www.bibsys.no/en/ 
20) Tønder, “Det historisk-filosofiske fakultetsbibliotek”,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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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원어 및 기타 문자 체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어 및 원 문자로 전거를 

등록하는 데는 여전히 일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 로마자화를 위해 여전히 

매큔-라이샤워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6년 이전에 수서한 

동아시아/한국 장서의 자료들은 대부분 Alma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에 대해 여전히 카드 목록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 7] 중간층의 카드 목록

4.3 장서 개발 지침 및 관리 

4.3.1� 장서� 수서� 및� 범위

오슬로대학교는 한국어학을 제공하는 노르웨이 유일의 대학 기관이었고 따라서 

오슬로대학 도서관은 한국어 장서가 있는 노르웨이 유일의 대학 도서관이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한국 간에는 역사적으로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한국학 과정의 설치 기간이 

짧았기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한국 장서나 자관의 중국 및 일본 장서와 비교해서 

그 수가 한정적이었다.

오슬로대학교의 한국 장서는 인쇄도서와 전자책(e-book), 인쇄 저널과 전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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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데이터베이스, 영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한국어와 기타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과학 및 인문학 내의 주제들을 아우른다. 장서 이용자는 주로 

오슬로대학교 학생과 학과 연구자들이다. 또한 아시아의 교환학생들도 이 장서를 

이용한다. 등록만 하면 오슬로대학교 장서를 이용할 수 있기에 외부 이용자들도 있다.

기존에 주로 기증, 교환 프로그램, 일부 구입을 통해 수집되던 한국 장서는 학과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최근 몇 년 간 

개발되고 있다. 한국어 장서 관련, 오슬로대학교는 어문학에 집중하고 있다. 문학 

부문에서는 한국어 픽션(장편소설, 단편소설, 시)을 주로 구입한다. 북유럽어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된 한국 소설, 문학 역사 및 문학 비평에 관한 자료도 

구입한다. 어문학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기는 하나 역사, 예술, 철학, 종교, 정치, 사회 

관련 한국어 장서도 수집한다. 이 장서들은 모두 중간층에 위치해 있다. 폐가 서고에도 

대체로 등록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 중간층과 폐가 서고에 있는 도서 모두를 합치면 

약 2,700책이며 이 중 40-50%가 등록되지 않았다.

[사진 8] 중간층의 한국 장서

서양어(대부분 영어이고 일부는 노르웨이어, 북유럽어, 독어 등)로 된 한국장서와 

관련해서는 어문학 도서 외에도 정치, 역사, 사회, 문화, 사회인류학, 종교, 철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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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도서를 구입한다. 상기했듯이 이들 장서는 나머지 층(1∼3층, 폐가 서고,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 이 도서들의 수서는 역사, 사회인류학, 종교 등의 주제사서와 필자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도서들은 앞에서 언급한 2,700책에 추가된다. 현재 한국 

영화는 80점(DVD) 정도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인 이유로 오슬로대학교 도서관에는 오래되거나 희귀한 한국 

자료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폐가 서고에서 1800년대 말에 한글 학습을 위해 

사용된, 자관에 등록되지 않은 도서 3권(징보언간독, 삼국지, 마가복음)을 발견했다.

또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승정원일기 고종,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한글 

대장경 등의 역사서 및 불교 자료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오슬로대학교 수서정책은 학과 강의, 커리큘럼, 및 연구 방향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한국에 중점을 두는 노르웨이 유일의 대학 도서관이라는 점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오슬로대학교는 한반도에 대해 일반적이면서 학술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장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3.2� 전자� 자원�

저널은 대부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나 일부 인쇄 저널도 있다.

오슬로대학교 도서관은 한국 관련 서양어 자료 데이터베이스로 ATLA Religion

Database, Project Muse, Sociological Abstracts,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BAS)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갖고 있다.

한국어 자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북유럽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유료 구독,

북유럽아시아연구소(NIAS)21)에 연결된 북유럽 NIAS협의회(NNC)를 통해 자료에 

접근하고 있다. NIAS는 학문적으로 독립된 북유럽 연구 및 정보 센터로서 주로 

사회과학 관점에서 현대 아시아를 조망하고 NNC 회원들에게 아시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아시아포털(AsiaPortal)22)을 운영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는 모두 인구가 적어(노르웨이도 5백만에 불과하다) 미국, 아시아, 유럽 

대륙에 있는 기관들과 비교해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NIAS를 통해 

21) http://nias.ku.dk/ 
22) 아시아학을 위한 북유럽 정보자원포털. http://www.asiaportal.info/regio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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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북유럽 국가 대학 및 기관과 협력을 하는 것은 큰 가치가 있다. 오슬로대학교는 

회비뿐 아니라 특정 데이터베이스 구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도 지불하고 있다.

NIAS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본국제교류기금 등의 외부 재단에 자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현재 오슬로대학교는 DBpia, KISS 등을 구독해 논문 및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Rpia를 통해 한국학 원문 자료를 제공한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와 프레스 

리더(PressReader)의 Asian newspapers를 통해 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KSI-eBook를 통해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NNC 회원들은 구독하고 싶은 

한국 정보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함께 평가한다.

오슬로대학교에는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및 서양어 데이터베이스 외에 다양한 

중국어 및 일본어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중국, 일본, 한국에 관한 연구가 국가 내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동아시아어로 쓰여진 논문이 다른 동아시아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추세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고, 도서관에서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는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일본어 및 중국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한국 

자료를 검색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4.3.3� 기증자�

오슬로대학교의 한국 장서에는 여러 기증자들이 있다. 상기했듯이 오슬로대학교는  

선교사들, 여행자들 등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자료를 받았다. 오래된 자료의 일부는 

중국어 및 일본어 자료와 함께 기증받기도 했다.

오슬로대학교 도서관은 수년 동안 다른 국가의 다양한 국공립 및 대학도서관과 

자료교환 프로그램을 맺어왔다. 한반도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북한 

인민대학습당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실록과 동국대학교에서는 한글대장경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교환 프로그램은

몇 년 전에 중단되었다.

한동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 연구자료 지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Books on

Korea에 등록해 가치있는 도서를 기증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 프로그램인 Window on Korea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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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울러 오슬로대학교가 보유한 한국영화는 기본적으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보내온 것이다.

4.3.4� 업무� 및� 직원� 현황

오슬로대학교는 상기에 언급된 분명한 이유로 인해, 한국학 배경을 갖추고 한국 

장서/한국학 자료를 담당할 주제사서가 오랫동안 없었다. 이전에 동아시아 장서 중 

한국 부분을 담당한 주제사서는 중국학이나 일본학 전공이었다. 약 2년 전에서야 (한국학 

전공인) 필자가 한국장서를 담당하게 되었다.

주제사서의 중요한 업무는 수서 및 분류다. 다른 문자가 있는 장서의 경우에도 

목록을 한다. 주제사서는 자료 검색, 다양한 자원/데이터베이스 등의 이용법에 대한 

정규 도서관 강좌를 학생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도서관 강좌 중 다수가 학과 

과정에 통합되어 있다.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논문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도서관 강좌와 개별지도 외에, 사서들은 

주제/장서에 관한 주제 페이지(libguide)를 만들고 관리한다. 학과 및 연구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한다.

여러 동아시아 장서를 보유한 노르웨이 유일의 대학 도서관이기에 주제사서들은 

동아시아와 우리의 장서를 널리 홍보할 책임을 느낀다. 따라서 매 학기 오슬로대학교 

장서를 활용해 동아시아 자료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픽션의 

노르웨이어 번역서, 관련 학과 연구자들이 쓴 논문이나 도서 등을 전시한다.

대부분의 주제사서들은 여러 장서를 담당한다. 필자의 경우도 한국 장서 외에 

인도-이란, 남아시아, 코카서스 장서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장서를 담당하는 

사서는 현재 3명인데 그 중 2명은 시간제 근무자다.

또한 주제사서는 안내데스크 서비스, 도서관 관련 프로젝트 및 위원회 참여 등 

일반적인 도서관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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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많은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도 한류가 상륙해 오슬로에서도 

K-pop, 패션, 음식, make-up 등 한국 문화에 관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노르웨이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제 몇몇 고등학교는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오슬로대학교에도 한국어학을 새로이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본학 및 중국학 학생들 중에서 이러한 관심을 자주 

볼 수 있다. 오슬로대학교 내에 한국 및 한국학을 홍보하는 연합(한국학 학생회)도 

생겼다. 상기했듯이 동아시아학 석사 과정 학생들 일부는 그들의 논문에서 한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학과에서는 2017년에 한국학 관련 새로운 강의를 

제공할 것이다. 그 강의는 북한의 역사, 경제, 사회, 정치구조, 이데올로기, 다양한 예술 

형태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에 맞춰 필자는 통합 도서관 강좌를 개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학이 새로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한국학 장서와 관련하여 필자는 한국학 주제사서로서 장서를 개발 및 홍보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업무와 서비스를 할 

것이다.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필자는 오슬로대학교의 한국학 역사와 한국 장서에 

대해 살펴보고 조사 및 등록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동료 

주제사서가 작성한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를 통해 Window on Korea나 가능한 교환 

프로그램 등 장서를 개발하고 증가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다.

당교의 도서관은 Bibsys에서 Alma/Primo로, Bibsys-marc에서 Marc21로 체계를 

변경하는 등의 여러 변화를 겪었다. 향후에는 목록 규칙을 AACR2에서 RDA로 변경할 

것이다. 변화는 장점을 가져오지만,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많은 도전들이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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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대학교의 한국 장서

야오 첸(Yao Chen)

미네소타대학교 도서관

동아시아학/언어학/ESL 담당사서

1. 미네소타대학교 개요

미네소타대학교는 1851년 쌍둥이도시(트윈시티)로 불리는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와 

세인트폴(St. Paul)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1947년에서 2006년까지 크룩스톤(Crookston),

덜루스(Duluth), 모리스(Morris), 로체스터(Rochester) 캠퍼스 네 개를 추가 조성함으로써 

미국 최대 대학교 중 하나가 되었다. 2016년 가을학기 현재 재학생 수는 67,480명이다.1)

미네소타대학교는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미국국립공학아카데미, 미국의학협회,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등을 아우르는 유수의 학계 회원들을 포함 4천명의 교수진이 

있으며, 전․현직 교수들 중에는 구겐하임 펠로십, 노벨상 등 국․내외에서 권위 있는 

상 수상자들이 포진되어 있다.2)

트윈시티 캠퍼스는 U of M, UMN이라고도 불리며 미네소타대학교를 대표하는 

캠퍼스다. 2016년 가을학기 기준 트윈시티 캠퍼스 재학생 수는 51,580명으로 이 중 

학부생이 30,975명, 대학원생이 12,728명, 그리고 전문자격증 또는 비학위과정 등록생이

7,877명이었다. 등록 학생 중 6,470명은 전 세계의 135개국에서 온 국제학생으로3)

이 중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 학생에 이어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학생 

수를 차지한다.4)

1) University of Minnesota Office of Institutional Research. “All Enrollment Data for Fall 
2016.” http://www.oir.umn.edu/student/enrollment/term/1169/current/show_all. 

2) University of Minnesota. “About Us.” https://twin-cities.umn.edu/about-us.
3) University of Minnesota Office of Institutional Research. “All Enrollment Data for Fall 

2016.” http://www.oir.umn.edu/student/enrollment/term/1169/current/show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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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미시시피강을 가로지르는 미네소타 대학교 동편 및 서편5)

2. 미네소타대학교 동아시아학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던 미국 전체 분위기에 발맞춰 

미네소타대학교 내부에서도 아시아 지역 어문학 강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40년대 후반 한 정치학 교수가 중국어 및 일본어 강의 개설의 필요성을 피력해 이에 

따라 일본어 강의가 동아시아 언어 중 최초로 개설되었고, 곧 중국어가 뒤를 따랐다.

당시 동아시아어 수강자 수는 극히 소수였다. 미네소타대학교 최초의 중국어 수업을 

지도했던 리처드 마더(Richard Mather) 교수는 첫 수업 수강생은 고작 3명이었으며 그 

중 단 한 명만이 정식으로 수강 등록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당시 일본어와 중국어 

강의는 언어학 및 비교언어학과에서 개설되었다. 1963년 남아시아어 과정이 개설 

4) University of Minnesota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https://isss.umn.edu/ 
publications/annual-report/2015-annual-report.pdf. 

5) University of Minnesota Photo and Video Library. https://photo-video.um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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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인 1966년 학과 명칭이 ‘동남아시아어과’로 변경 

되었다. 교수진이 새로이 필요해짐에 따라 중국어과 교수 4 명과 일본어과 교수 4명이 

영입되어 1960년대 미네소타대학교의 중국어와 일본어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어문학 석사학위 과정의 일환으로 중국어 및 일본어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해당 

과정이 신설된 연구소에 통합되어 몇 차례 변화를 거친 후, 2000년에 마침내 아시아 

어문학과가 설립되어 중국어, 일본어 및 남아시아어 전공 수업을 제공하게 되었다.6)

아시아 어문학과 신설 직후 한국어 전공 또한 생겨났으며 그 후 몇 가지 언어 전공이 

추가적으로 개설되었다. 오늘날 아시아 어문학과에서 전공할 수 있는 아시아권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힌디어․우르드어, 몽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다. 관련 석사과정 

으로는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및 남아시아어학 석사과정이 있다.

[사진 2] 아시아 어문학과가 위치한 폴웰홀(Folwell Hall)7) 

6) Mather, Richard. “Random Recollections of the History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Digital Conservancy, 2002. 
http://hdl.handle.net/11299/60669.

7) University of Minnesota Photo and Video Library. https://photo-video.um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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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학 프로그램

1993년, 첫 한국어 강좌가 분기별 평생교육원 비학위 과정으로 신설되어 대학원 

조교 및 시간강사에 의해 지도되었고 분기당 수강생 수는 평균 10여 명을 기록했다.

미네소타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의 설립자인 조항태 교수는 1997년부터 한국어 

강의를 시작했으며 한국어과로 영입된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어 강의의 입지를 높였다.

또한 한국어과 수강생 중 한국어가 계승어인 학생들(heritage students)과 한국어가 

계승어가 아닌 학생들(non-heritage students)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아시아 어문학과 설립 직후 한국어과가 아시아 어문학과 소속으로 개편되었음에도 

조항태 교수는 한국어 프로그램 책임교수직을 유지했다. 이후 조셉 앨런(Joseph Allen)

학과장과 조항태 교수는 이전에 한국어 경험을 한 학생들을 다양한 수준의 수업에 

배정하였고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을 창설하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각기 다른 한국어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두 그룹의 상이한 필요를 맞춤형으로 

채워주는 전략은 당시 미국 내 한국어 교육 추세와는 상반되는 행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이었으며 효과적이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비계승어 학생들(non-heritage

students)의 등록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계승어 학생들(heritage students)의 

등록은 감소하였다.

양질의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학 강좌 외에도 한국문학과 

한국문화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과정들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이 분야 전공 

대학원생들과 객원교수들의 지도로 한국어 문학과 한국 문화 강의가 개설되기는 했으나

이는 지속 가능한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2008년 한국학 전임교수직 자리를 만들었고, 트래비스 워크만(Travis

Workman) 교수를 2010년에 영입해 한국문화, 근대 한국문학 및 한국영화 강의를 

시작했다. 2016-2017학년도 현재, 총 4명의 한국어과 전임강사와 2명의 대학원 과정 

강사가 매년 400여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 프로그램 수강생 중 

90퍼센트는 비계승어 학생들(non-heritage students)이다.8)

8) Cho, Hangtae.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Focus on 
Non-heritage Learners.” Rise of Korean Language Programs in the U.S.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 Narrative History, edited by Hye-Sook Wang, Korea University Press, 2015, pp. 2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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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네소타대학교 도서관

4.1 도서관 개요

총 12관으로 이루어진 미네소타대학교 도서관은 8백 2십만 권이 넘는 자료들을 

소장하고 11만 5천 종의 연속간행물을 구독하며 연간 방문자 수는 1백 8십만 명, 웹 

방문자 수는 2백 5십만 명을 상회한다. 수상 경력으로는 2009년 미국 대학연구도서관협회 

(Association of Colleague and Research Libraries) 최우수 학술도서관상(Excellence in

Academic Libraries’ Award) 수상이 있고, 이 외에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미국의 박물관 및 도서관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수여하는 최고로 영예로운 상인 2017년 

박물관도서관 서비스상(National Medal for Museum and Library Service)의 5개 수상기관 

중 하나로 12만 3천여 도서관과 3만 5천여 박물관 중에 선정되기도 했다.

미네소타대학교 월터도서관(Walter Library)은 미네소타대학교 최초의 중앙도서관으로 

1924년 건립되어 공공에 개방되었다. 이 도서관은 로마 르네상스 양식의 붉은 벽돌 건물에 

인디애나 주 베드퍼드(Bedford) 석회석으로 장식을 하여 건축되었고 트윈시티캠퍼스의 

상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월터도서관은 또한 1965년에 동아시아학 도서관이 

설치된 장소이기도 하다. 윌슨도서관(Wilson Library)은 1967년에 설립되어 미네소타대학교 

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예술, 인문학 및 사회과학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동아시아학 도서관은 이후 월터도서관에서 윌슨도서관으로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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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해질녘의 월터도서관9) 

[사진 4] 윌슨도서관10) 

9) University of Minnesota Photo and Video Library. https://photo-video.umn.edu.
10) University of Minnesota Photo and Video Library. https://photo-video.um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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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도서관의 가장 유명한 장서는 현존하는 중국의 서구식 세계지도 중 가장 오래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Map of the Ten Thousand Countries of the Earth)이다.

명나라 황제 만력제의 요청으로 당시 중국에 머물던 예수회 소속 이탈리아 신부인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 학자 이지조와 협력하여 1602년에 제작한 곤여만국전도의 전체 

크기는 대략 608mm x 1820mm이며, 목판 6개로 인쇄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02년에

인쇄된 총 6개의 곤여만국전도 완성본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윌슨도서관이 소장한 

1점 외 나머지 5점들은 각각 바티칸 도서관, 일본 교토대학교, 일본 미야기 현립도서관,

일본 내각문고, 그리고 프랑스 개인수집가 소장처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 

예시로 사용한 윌슨도서관의 곤여만국전도는 아메리카 대륙의 유일본이자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유일본이다. 아래의 지도 발췌분은 17세기 초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 링크에서 지도 전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ib.umn.edu/bell/riccimap)

[사진 5] 곤여만국전도 발췌분11)

11) Matteo Ricci, Li Zhizhao, and Zhang Wentao: World Map of 1602. 미네소타대학교 도서관. 
https://www.lib.umn.edu/bell/ricci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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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한국학 관련 주요 문서는 Kautz가의 YMCA 기록문서(Kautz Family YMCA

Archive)가 있다. 19세기 후반 기독교청년회(흔히 YMCA로 알려짐)가 한국에서 

장기적이고 유의미한 국제활동을 시작하여, 그 초창기 동안 한국에 야구가 최초로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직업 훈련, 농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들이 운영될 수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YMCA의 활동은 재건 및 국가 발전으로 그 초점을 바꾸게 

되었다. YMCA는 1960년대에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1980년대에는 

지역사회 발전 운동을 통해 체육 수업, 종교 수업, 컴퓨터 수업 및 무료 법률상담소 

같은 더 현대적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했다. Kautz가의 YMCA

기록문서는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주요 자원이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말 사이의 한국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 6] Kautz가의 YMCA 기록문서 중 환등 슬라이드 사진.12) 

4.2 동아시아 도서관

4.2.1� 역사�

1960년대에 들어서 언어학 및 비교언어학과는 박사과정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박사과정은 언어, 언어학 및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20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63년만 해도 동아시아어 자료는 주로 중국어와 일본어 자료로 18,000책에 불과했다.

12) Kautz Family YMCA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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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십진분류법을 적용했던 다른 장서와는 달리 동아시아 장서는 중국 전통분류법인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을 사용하여 분류되었다.13) 1965년 당시 퇴직을 앞두었던 

알프레드 카이밍 추(Alfred Kaiming Chiu, 1898∼1977) 하버드 옌칭도서관장은 미네소타 

대학교의 동아시아 장서 개발 요청을 수락했고, 공식적인 수서작업이 같은 해 9월 1일 

시작되었다.14) 추 도서관장은 동아시아어 장서를 일반 서양어 장서에서 분리했으며 

미 중서부지역 내에서 가장 뛰어난 동아시아 장서 중 하나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1965년 11월 24일 추 도서관장의 제안에 따라 기존 동양 장서는 동아시아 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동아시아어 장서는 일반 서양어 장서에서 분리되었고 오늘날에도 

일반 장서에서 분리되어 동아시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추 도서관장은 하버드대,

예일대,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 캠퍼스, 오하이오주립대 및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로부터 여분의 도서 수집을 조정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헝가리 출신 

프랑스 중국학자인 에티엔 발라즈(Etienne Balazs, 1905∼1963)의 개인문고를 성공적으로 

구입하기도 했다.15)
추 도서관장은 방문기간 중 도서관 소장자료 중 가장 오래된 자료로 

1415년에 쓰여진 성리대전(性理大全, 성리학을 집대성한 책)을 발견하였고 이 소식은 

미네소타 주 신문에 특집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미국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미네소타 주 내에 거주하는 한국․중국․일본 출신의 비율은 0.15퍼센트 

미만이었는데 미네소타대학교가 주(州)의 지원을 받는 교육 기관인 만큼 이러한 인구 

비율이 미네소타대학교 도서관의 동아시아도서관 지원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16)

추 도서관장이 학교를 떠난 1966년 말 이후 동아시아 도서관 장서 수 증가 속도는 

이전보다는 좀 더 평이한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동아시아 도서관 소장 장서 수는 

16만책을 상회하며 주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자료로 이루어져 동아시아학 과정의 

교육적․연구적 필요와 트윈시티 및 지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되고 있다.

13) Chen, Su.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East Asian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Collecting Asia: East Asian Libraries in North America, 1868-2008, edited 
by Peter Zhou,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Press, 2010, pp. 223-229. 

14) Archives of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Alfred K’aiming Ch’iu. Semi-Auunal Report 
of the East Asian Library as of December 31, 1965. 

15) Archives of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Alfred K’aiming Ch’iu. Semi-Auunal Report 
of the East Asian Library as of December 31, 1965.

16) Chen, Su.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East Asian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Collecting Asia: East Asian Libraries in North America, 1868-2008, edited 
by Peter Zhou,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Press, 2010, pp. 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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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된 중국어와 일본어 장서 주제는 주로 역사, 언어, 문학, 미술 관련 내용으로 특히 

명나라 역사 관련 장서가 동아시아 장서의 자랑거리다.

4.2.2� 한국� 장서

도표 1에서 보여지 듯, 한국 장서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한 추세로 성장해왔다.

미네소타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은 대학 및 지역 이용자들의 연구, 교육 및 학습 

지원을 위해 영화 장서 규모를 꾸준히 늘렸다. 북미 동아시아 장서들 중 중견 규모로서,

2016년 회계연도 기준 동아시아도서관 위원회의 52개 회원기관들 중 12번째로 많은 

영화 장서를 소장하게 되었다. 미네소타주의 K-12(유치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교육 기간) 교육 지원을 위해 K-12 학교에서 동아시아 관련 주제의 

교육․학습과 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별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여 미네소타 주 모든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시청각 자료를 한 달간 대여할 수 있게 하였다. 도서관은 보유 

데이터베이스로 현재 한국학 정보시스템, KSI e-Book, NK뉴스를 구독하고 있으며 

매년 이루어지는 한국 관련 자료 수집 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외부 기관에서 기증 자료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연구 전자자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구독료도 일부 지원받고 있다. 이와 같은 기증 

자료들과 기금 지원들은 한국학 장서를 개발하여 대학 내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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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DVD

[도표 1] 2006∼2016년 회계연도 한국어 소장자료17)             [사진 7] 영화 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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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어 장서가 도서관 전체 소장 장서 대비 2퍼센트 미만이지만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2016년에 이루어진 한 장서 분석 연구에 의하면 소장 장서 중 66퍼센트가 

대출되었고 이는 자료 별 평균 2.4회 대출된 수준이다. 도서관 대출 업무에 흔히 

‘80/20법칙’이라고 알려진 개념을 적용해보면 적은 비율의 도서가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 장서는 도서관의 특화된 장서로 이용자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현황은 매우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18)

전자 데이터베이스 이용 현황 또한 놀라울 만큼 높은 수준이다. KISS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만 봐도 2016년에 총 6,463건의 페이지 수와 1,524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한국학 

교수진과 대학원생이 비교적 적은 수임을 감안할 때 이런 이용 현황은 매우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다수의 한국어가 계승어가 아닌 학습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어 학습자료 또한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각 수준별 읽기 시리즈를 

포함한 150여권의 책이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 학생들을 위해 구입되었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독서자료 목록이 만들어져 학생들과 강사진에게 공유되었다.

4.2.3� 서비스� 및� 관외활동

동아시아학 사서들은 교수진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수진과 

학생들의 연구에 도서관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교육․학습․연구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서들은 기존의 서지정보 안내 외에도 교수진과 

협력하고 성공적인 학술연구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관리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모은 방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은 장기적 연구 과제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워크숍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한 교수진들은 자신들의 업무 및 멘토링 기술을 강화하는 데 

가치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좋은 예로는 사서․교수진간 협업해 대학원 

17)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in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database online]. Lawrence, KS, 2013. Available from http://lib.ku.edu/ceal/php/.

18) Chen, Yao.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Data-driven Storage Selection and Collection 
Analysis.”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no. 163: 3, 2016,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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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수업에 디지털 인문학적 요소를 포함한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교수진은 

학생들이 학회를 위해 준비하는 디지털 리포트 및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할 시 협업 

기반의 미디어가 풍부한 웹사이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과제 유형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비단 동아시아학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네소타대의 국제학생․연구자 

단체(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나 한국학생회 및 그룹, 기타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 장서를 홍보하기 위해 사서들은 오늘날에도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사진 8] 국제학생을 위한 한국어 도서관 안내 브로셔 

동아시아도서관은 외부 기금조달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학과, K-12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학 장서 홍보,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미네소타 주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한국어 K-12 몰입학교인 세종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나절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교사들은 추가 교육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미네소타 대학교 한국 장서, 주제사서와 교수진, 한국어과 학생 그룹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캠퍼스간 교류와 향후 파트너십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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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종아카데미 학생과 교사진 모두 프로그램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프로그램이 매년 개최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고, 올해 

6월에 제2회 프로그램이 개최 될 예정이다.

[사진 8] 미네소타 대학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세종아카데미 학생들 

K-12 관외활동 프로그램 이외에도, 산하에 총 41개 분관을 둔 지역 공공도서관인 

헤너핀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Hennepin County Library System)과의 협업을 통해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다. Kautz가의 YMCA 기록문서 중 20세기 초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현대화된 지역사회 건설과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어떻게 당시의 한국인들과 

협업했는지를 알려주는 사진들을 전시했다. 이 전시는 지역주민 및 미국 다른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방문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전시물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으로 전시하기도 했다. 미네소타 도서관 

에서는 학자들이 이 귀중한 자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9]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갤러리에서 열린 한국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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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유대감(Fellowship) 디지털 전시 (http://gallery.lib.umn.edu/exhibits/show/fellowship)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는 학과와의 협의를 통해 일련의 강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네소타대 한국학 학자와 학생들이 전 세계 한국학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학자들이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학제적 장벽을 넘어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련 이론과 방법론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하며 연구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미네소타 대학의 여러 학과 교수진과 학생들 외에도 인근 기관의 학자 

및 학생, 그리고 일반 대중도 해당 강의들에 참석해 한국학 관련 학술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2015년 가을 학기에는 도서관 포럼을 주최해 도서관이 K-12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를 논의했다. 미 

중서부 몇몇 대학과 지역 내 K-12 한국어 프로그램의 어학 강사, 프로그램 관리자와 

지역사회 대표까지 모두 모여 각자의 필요와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미네소타 도서관과의

협력 경험과 제안을 공유했다. 도서관과 지역사회 이용자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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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계자 그룹간 유의미한 대화가 활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더 촉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기회가 생겼다.

5. 결론

북미 지역 한국학 장서 소장 도서관 대다수가 직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인력 

및 예산 부족이다. 미네소타대학 도서관의 경우, 동아시아학 사서가 동아시아 장서 

전체를 전담 관리하고 리에종(연결) 서비스도 담당하고 있다. 업무량과 언어 능력이 

한국학 장서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학 사서직에 대한 전문적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국 자료, 특히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증가하는 비용이 큰 애로 

사항으로 남아있다. 북미지역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는 매우 

발달되어 영어 자료의 대차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비서양어 자료나 특히 

전자 자료의 대차 경우에는 자료의 입수가능성과 직원의 언어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국학 장서가 당면한 모든 난제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 

사서들은 광범위한 한국학자, 학생 및 지역사회 이용자들을 위해 협력하여 장서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발하려는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은 과거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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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사 델라 크루스(Genezah Dela Cruz)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학교 리잘도서관 사서

본 보고서는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과 리잘도서관의 한국 

장서를 설명한다. 먼저 대학교 개요에 이어 교내 및 필리핀 내 한국학 장서 홍보를 

목적으로 한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이 내용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6년 10월에 

개최된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에서도 발표되었다.

1.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학교1)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학교는 필리핀 케손시티(Quezon City)에 위치한 사립 연구 

중심 대학이다. 예수회(Society of Jesus)가 1859년에 설립한 이 대학교는 인트라무로스 

(Intramuros)에 설립된 에스큐엘라 무니시팔 드 마닐라(Escuela Municipal de Manila)

라는 공립 초등학교를 모태로 한다. 예수회 하에서 에스큐엘라 학교는 1865년 중등교육

기관으로 격상되어 아테네오 무니시팔 드 마닐라(Ateneo Municipal de Manila)로 

교명이 변경된다. 이 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및 농업, 측량, 경영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 과정을 제공했다. 1909년 아테네오가 사립 기관이 되자 

예수회에서는 ‘시립’의 의미인 “무니시팔”(Municipal)이라는 단어를 공식 명칭에서 

삭제했고, 이 학교는 이로써 지금의 이름인 아테네오 드 마닐라라는 공식명칭을 갖게 

되었다. 1921년부터 미국 예수회가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32년 인트라뮤로스 

캠퍼스가 화재로 소실되자 학교를 파드레 파우라(Padre Faura)로 이전했다.

1) http://www.ateneo.edu/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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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예전 인트라뮤로스 캠퍼스 사진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다시금 아테네오 캠퍼스를 덮쳤고 남은 것이라고는 성요셉과 

어린 예수의 동상뿐 이었다. 이 동상은 현재 로욜라 하이츠(Loyala Heights) 캠퍼스의 

예수회 건물 앞에 서 있다. 필리핀 독립 후 아테네오 드 마닐라는 삼팔록(Sampaloc)의 

기피트(Guipit) 광장에 임시 개교했다. 파드레 파오라 캠퍼스는 1946년에 재개교했고 

폐허 속에서 막사를 교실로 삼아 교육을 제공했다. 1952년에 대학은 현재의 로욜라 

하이츠 캠퍼스로 대부분 이전했다.

1977년 필리핀 마카티(Makati) 중심에 전문대학원 캠퍼스를 조성해 법학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의학 및 보건대학원을 개교했다. 1998년 10월 같은 마카디 

내에 위치한 록웰(Rockwell)에도 전문대학원 캠퍼스를 확대 조성했다. 아테네오는 

남학생만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을 제공했으나 최근 2016-2017학년도에 고등학교를 

새로이 개교하며 여학생도 받기 시작했다.2)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인 로욜라스쿨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 존 고콩웨이

2) http://www.ateneo.edu/high-school/news/features/ateneo-senior-high-school-will-be-co-ed-sy-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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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Gokongwei) 경영대학의 4개 단과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2]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학교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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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3)

2.1 연혁 

2008년 11월부터 아테네오대학교의 아시아학센터에서 교내외 학생들에게 비학위 

자격증 과정인 한국어 과정을 최초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뚜렷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문대학 현대어학과 내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게 되었다. 아테네오 

대학교 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어나서 2010-2011학년도 2학기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었다.

아테네오 내에서 한국학을 장려하고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한국학 교수들의 

적극적 지원과 헌신으로 아테네오 한국학연구소(Ateneo Institute of Korean Studies, 이하 

AIKS)가 2012년에 설립되어 대학 내 모든 한국 관련 활동, 프로젝트, 행사를 조정하고 

있다. 같은 해에 <한국사>와 <한국어 2>와 같은 과정이 새로이 개설되었다. 2년 후에는 

<한국현대문학>, <한류>, <한국어 3>이 개설되었고 그 해에 한국학 과정이 부전공 

과정으로 지정되어 학부생들이 전공 과정 외에 한국학을 부전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인문대학 내의 AIKS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지원금을 받아 한국학 프로그램의 자율적 운영권을 요청하고

아테네오 이사회에서는 2016년 2월 이를 승인한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 <한국어> 등의 추가 과정이 개설되었다.

승인 후 AIKS는 명칭을 현재의 ‘한국학 프로그램(Korean

Studies Program, 이하 KSP)’으로 변경하고 모든 한국어 

과정을 인문대학 내 현대언어학과 에서 사회과학대학 내 

KSP로 이전한다. 아테네오대학교의 KSP는 학위 과정 및 

비학위 과정을 통틀어 필리핀 최대의 한국 관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인에게도 한국 관련 세미나를 개방함으로써 필리핀에서 한국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3) 아테네오대학교 KSP 의 역사 및 관련 내용을 제공해주신 사라 도밍고 리푸라(Sarah Domingo- 
Lipura) 한국학과장 및 한국학과 교직원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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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황 

아테네오대학교의 KSP는 최근에 <한국어 5>, <한-아세안 관계>, <한국 기업과 

문화의 이해> 등의 추가 강좌를 개설했다. 현재 교수 6명(서강대 객원교수 1명 포함)

이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다른 교수 3명(한국국제교류재단 객원교수 1명 포함)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아래는 KSP에서 개설하는 (학위 과정) 강좌 목록이다(2016-2017학년도 기준).

Ÿ 한국역사개론 

Ÿ 현대동아시아

Ÿ 영어로 번역된 현대한국문학

Ÿ 한-아세안관계

Ÿ 영화세미나: 한국영화

Ÿ 커뮤니케이션 특별 주제: 한류

Ÿ 한국어와 문화 1

Ÿ 한국어와 문화 2

Ÿ 한국어와 문화 3

Ÿ 한국어와 문화 4

Ÿ 한국어와 문화 5

Ÿ 한국 연구 여행 

Ÿ 한국경제와 세계화 *(경제학과와 공동 개발 중인 신설 과목)

2.2.1� 등록� 현황�

한국학 과목을 등록한 학생 수는 2016/2017년 기준 370명에 이른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아테네오대학교가 한국어과정을 개설한 이후 등록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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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학위 과정 및 특별 사업 

아테네오대학교 KSP에서는 학위 과정 외에도 교내외를 대상으로 한 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홍보하여 한-필리핀 관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강화하고 있다. 아래는 KSP 활동 예다. 일부는 완료되었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Ÿ 한국 기업 및 근로 문화의 이해를 위한 세미나 

한국이나 한국 기업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30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한국 근로 문화를 알리고 한국 

기업이나 필리핀 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Ÿ 다양한 한국어 과정:  

한류 한국어: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어 배우기 

한국 드라마, 노래, 영화를 통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필리핀인을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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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101(입문): 아테네오 교직원을 위한 한국어 과정 

KSP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아테네오 교직원에게만 개설되는 과정. 교내 구성원에게 

한국어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트너 도서관/사서를 위한 한글 101(입문)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리잘도서관, 아테네오대학교 KSP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수강생은 모두 한국학 포털(Korean Studies Portal)에 기여하는 다양한 

도서관 및 기관 등에서 온 사서다.

한국어 과정

아테네오 아시아학센터(Ateneo Center for Asian Studies, ACAS)가 KSP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30시간짜리 교외 한국어 과정으로서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ACAS는 인도네이사어, 태국어, 베트남어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Ÿ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준비반

Ÿ Korea Lab 101(한국학 세미나)

한국학과 한-필리핀 관계 관련 주제의 특강, 세미나, 워크숍. 매년 1/4분기에 

열린다.

Ÿ 아테네오 한국학 컨퍼런스

한-필리핀 관계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연례 학회.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학에서 발간된다. 과거 학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테네오 

저널 온라인(Ateneo Journals Online, http://journals.ateneo.edu/ojs/aiks)에서 볼 수 

있다.

아테네오 KSP는 소셜 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에서 한국과 필리핀 관련 뉴스와 행사 

등의 정보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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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쳐 1] 아테네오 KSP 페이스북

3. 리잘도서관4) 

비센테 히메네스(Vicente Jimenez)와 하신토 로렌(Jacinto Lloren) 신부가 인트라무로스 

학과 사무실의 모든 도서를 수집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한 아테네오대학교 최초 

도서관은 필리핀 마닐라시의 인트라무로스에 건립되었다. 1931년에 도서관 장서 수는 

11,000책에 이르렀으나 이듬해 거의 모든 도서가 화마에 소실되었다. 남은 도서는 

파드레 파우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도서관이 

완전히 소실되었고 1952년 아테네오대학교는 파드레 파우라를 떠나 케손시티의 현재 

위치하고 있는 로욜라 하이츠 캠퍼스로 이전했다.

1967년 로욜라 하이츠 캠퍼스에 처음으로 리잘도서관 건물이 건립되었고 이 건물은 

현재 “특수장서관”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의 장서는 포드재단, 아테네오 동문회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다. 도서관명은 필리핀의 국민 영웅이자 아테네오 동문인 

4) http://rizal.library.ateneo.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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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P. 리잘(Jose P. Rizal) 박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현재 리잘도서관은 특수장서관,

마테오 리치홀(Matteo Ricci Hall), 퍼스트 퍼시픽홀(First Pacific Hall)의 세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리잘도서관의 주요 임무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다.

[사진 4] 특수장서관

[사진 4-1] 리잘도서관 신관

리잘도서관의 특수장서관에는 모든 특수장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필리피니아나(Filipiniana) 컬렉션에는 필리핀에 관해 필리핀인이나 외국인이 쓴 도서,

CIPPA(전산화된 필리핀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에 포함된 지역 정기간행물, 종교 문서,

연간보고서, 지도, 필리핀 이슈에 관한 문서 및 팸플릿 등이 있어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다. 미국사 컬렉션에는 필리핀에서의 미국인의 경험에 관한 자료와 필리핀과 

미국 양국의 관계에 관한 자료들이 모여있다. 아테네오 여성 저술물 도서관(ALI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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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문학, 저널리즘, 대중매체,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 의학, 사회과학 분야의 여성 

작가들 263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마이크로폼․디지털자원 센터 

(Microform & Digital Resource Center)에는 리잘도서관의 마이크로폼 및 DVD,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피시 형식의 신문 등 디지털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파드로 드 타베라실(Pardo De Tavera Room)은 역사학자, 작가, 유명 필리핀 

인사들이 수년 간 기증한 역사적 자료에 대한 개인문고들을 특별히 소장하고 있다.

또한 특수장서관에서는 마이크로필름의 생산 및 그 내용의 디지털화를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연구자료들의 보존․배포를 담당하는 복사 서비스(Photoduplication

Services)를 한다.

마테오 리치홀은 학생들에게 독서와 토론 공간을 제공하고자 2004년 건립되었다.

퍼스트 퍼스픽홀은 아테네오 드 마닐라 대학이 탁월한 역량으로 국민 정신 앙양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지 1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2009년 12월에 개관된 

5층짜리 도서관 건물이다.

3.1 장서조직

[화면 캡처 2] 리잘도서관 홈페이지는 http://rizal.library.ateneo.edu/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학교의 한국학 및 한국 장서 47

3.1.1� 한국� 장서

리잘도서관의 한국 장서는 다양한 개인들과 기관들이 기증하거나 이들로부터 수서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는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된 자료들도 있다.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서 과정은 교수진과 

사서들의 추천에 기반한다. 교수진은 그들의 해당 학과장에게 추천서를 올려 승인을 

받고, 승인된 자료목록은 수서 담당사서에게 제출한다. 이후 사서는 승인된 자료목록을 

주문하고 학과 예산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요청 승인 기준은 커리큘럼과의 관련성,

독해 수준, 현재 도서관의 강약점, 미래의 장서개발, 전반적인 학계 기여도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자료를 수서함으로써 외국어 

커리큘럼을 지원한다.

리잘도서관은 Library.Solutions를 목록 

작성 모듈로 사용한다. 한국어의 경우 부산

대학교의 한국어 로마자 변환기와 매큔-

라이샤워 로마자 표기법(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을 적용한다. 한국 

장서는 다른 외국어 장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일반 장서와 통합되어 있다.

2017년 1월 현재 리잘도서관의 한국 

장서는 2,084종이며 사회과학, 역사, 문학,

언어, 문화, 예술을 망라한다. 도서/인쇄 

장서는 총 1,407종(68%)이며 멀티미디어/

비인쇄 장서는 667종(32%), 아테네오대 

졸업생이 작성한 한국 관련 학위논문은 

10종(1% 미만)이다.

[화면 캡쳐 3]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로마자 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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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리잘도서관 내 한국 관련 장서 

유형 종수/ 책수

도서/인쇄물 1,407종/ 1,820 책

멀티미디어/비인쇄물 667종/ 1,265 점

학위논문 10 종/ 11 책

총계 2,084 종/ 3,096 책

2017년 1월 현재 통계 

이 모든 장서는 도서목록 상태 및 위치와 상관 없이 리잘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아래 화면 캡쳐는 “Han'gugŏ”(한국어)라고 입력하면 나타나는 결과 

화면이다.

[화면 캡쳐 4] OPAC을 활용한 검색결과 예시

3.1.2� Window� on� Korea(한국자료실)

리잘도서관은 필리핀 최초로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선정을 통해 Window on Korea가

설치된 도서관으로, 본교 한국자료실 개실행사는 2012년 8월 29일 개최되었다. 2011년 

사업 공모를 통해, 2012년 2월 ‘한국자료실’ 신규 설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과정에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도서관 연구 담당인 랜돌프 마리아노(Randolf Mariano)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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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가 있었다.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Window on Korea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최신 한국 관련 자료가 제공될 것이다. 한국자료실은 리잘도서관 

신관 4층에 위치해 있으며, 멀티미디어 자료는 리잘도서관의 퍼스트 퍼시픽홀(First

Pacific Hall) 2층의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소장되어 있다. 2017년 3월 현재 한국자료실 

장서는 총 2,568책이다.

[사진 5] Window on Korea 개실행사

[사진 6] 4층에 위치한 한국자료실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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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학 포털

한국학 자료 포털은 아테네오 KSP와 리잘도서관이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해 

시작한 사업이다. 아테네오대학교 KSP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지원금을 받은 이후 만들어졌다.

한국학 포털은 필리핀 내 모든 한국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로 한국학 자료 종합목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학 포털은 여러 지역의 자료센터, 도서관 및 연계기관이 

소장한 한국학 자료의 이용을 증진하고 한국학 학술연구를 촉진하며 한국학 자료의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필리핀 내 여러 

도서관과 연계기관이 소장한 한국학 참고자료 정보를 통합하고자 개발되었다. 포털에서 

검색되는 자료들은 참여기관의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본교 리잘도서관을 

비롯하여 필리핀 딜리만대학교(Asian Center-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라살대학교(De La Salle University), 라살대학교 다스마리나스 캠퍼스(De La Salle

[화면 캡쳐 5] 한국학 포털은 다음의 링크에서 접속 가능하다.  

(http://rizal2.lib.admu.edu.ph/aiks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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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Dasmarinas), 필리핀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국립대학교, 산 세바스찬 대학교 레콜레토스 캠퍼스(San Sebastian College-Recoletos),

아시아퍼시픽대학교(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이스트대학교(University of the

East), 그리고 리잘대학교 시스템 등 총 10개의 전문대학, 대학교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학 포털 개통식은 2016년 7월 15일 따귁(Taguig) 시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었다.

[화면 캡쳐 6] 포털 검색 예시

한국학 포털은 종합목록 외에도 필리핀 한국관련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PIKO 유한회사 

(Pinoy Iskolar sa Korea, 주한 필리핀학자네트워크)의 후원으로 개발된 PIKO 동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하여 한국학 및 한국학 사서 관련 유용한 링크와 

정보원을 제공한다. 또한 이 포털은 필리핀 내 한국학 동향 정보를 알 수 있는 “필리핀 

학계 내 한국학(Korean Studies in Philippine Academia)”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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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보고서에서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학교의 한국 장서와 한국학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현재 한국 드라마와 K-pop, 한류 열풍으로 필리핀 청년들의 한국 문화와 

역사,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필리핀 내 한국드라마,

한국음악, 한국영화, 한국 유명인 등의 인기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이 영향으로 더 

많은 아테네오 학생들이 한국 관련 과정을 수강하고 있으며 아테네오대학교 한국학 

과정의 학위 및 비학위 수강 등록생 증가 추세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KSP는 필리핀 

한국학의 중심으로서 부상하며, 학계에서 가장 폭넓은 한국 관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한국 관련자료 장서 개발 및 관리에 있어 몇 가지 과제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한국관련 자료를 위한 벤더(판매상)들의 인식이 제한적이라는 

점, 둘째, 영어 서명이 없고 한국어로 되어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셋째, 외국어 문자를 다루는 데 있어 도서관 시스템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로마자 방식으로 정리된 자료들을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테네오대학교 KSP가 지속적으로 성장과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학과 과정을 잘 지원할 수 있으려면 도서관의 자료 또한 이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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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Oslo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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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University of Oslo (UiO)

The University of Oslo (UiO) was founded in 1811 as ‘Det Kongelige Frederiks

Universitet’ (‘The Royal Frederick University’) in Christiania (renamed Oslo in 1925)

during the reign of the Danish-Norwegian king Frederick VI (1768-1839, r. 1808-1814).

By 1813, there were four faculties, seven professors and eighteen students. The sole

university in Norway until 1946, the University of Oslo today is Norway’s top-ranked

public university with approximately 28,000 students and 6,500 employees. It has eight

faculties as well as several research centers and museums. The original university

buildings that date from 1851 and located in today’s city center now house the Faculty of

Law, with the majority of the university’s other faculties located at the Blindern campus,

northwest of the Oslo city center.1)

1) UiO facts and figures: https://www.uio.no/english/about/facts/index.html, UiO history highlights: 
http://www.uio.no/english/about/facts/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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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st Asian and Korean studies

The first professorship in East Asian languages at the University of Oslo was held by

Professor Henry Henne (1918-2002). In 1966, Professor Henne was instrumental in the

creation of the university’s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Østasiatisk institutt’)2),

making 2016 the 50th anniversary of East Asian studies in Norway. Professor Henne

taught Chinese, Japanese and Vietnamese at the Blindern campus.3) As we note below, he

also established the first ‘library’. The UiO was the only university in Norway offering

East Asian studies until the University of Bergen (UiB) established courses in Japanese,

Vietnamese and Cantonese in the early 1980s.4)

Since 1966, the department has more or less continuously offered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 and society courses, with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varying each year.

There was little emphasis on Korea at the department, apart from occasional coverage of

topics related to Korea in the lectures on China and Japan, such as the Korean language,

Buddhism in Korea and other similar topics.

In 1999, courses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ere established at the department;

in 2000, Vladimir Tikhonov5) was engaged as associate professor (full professor from

2006) in Korean history, society, politics and religion, meaning that the department now

could offer studies in both Korean language/literature and realia. The curriculum

followed the same structure as those of the university’s Japanese and Chinese studies.

They consisted of four semesters at the bachelor level, with the third semester to be spent

at a Korean university enrolled in Korean language classes. The participants were a mix

2) The department changed names and composition several times: Department of East European 
and oriental studies (IØO), today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and Oriental Languages 
(IKOS) http://www.hf.uio.no/ikos/english/ 

3) Henne also occasionally taught Chinese in the 1950s at the Indo-iransk institutt (Department 
of Indo-Iranian), UiO. Eide, Husstad-Nedberg og Magnussen, “Universitetsbibliotekets Østasiatiske 
samling”, 145.

4) Also established by Professor Henne, who moved from Oslo to Bergen, Norsk biografisk 
leksikon https://nbl.snl.no/Henry_Henne

5) 박노자, UiO web page: http://www.hf.uio.no/ikos/english/people/aca/vladimi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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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udents who already had been studying Chinese and/or Japanese, Korean adoptees and

people with an interest in Korean martial arts, culture or Buddhism.

Around the same time, courses on East Asian area studies were established at the

department. These were joint courses on economics, history, religion and cultural contact

for the whole of East Asia, including an emphasis on the Korean peninsula.

Unfortunately, in 2006, classes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ere discontinued.

Enrollment numbers had fallen and it was difficult for the department to operate all three

East Asian languages. These changes came before the full force of the Hallyu Korean

wave hit the globe, which has since considerably increased interest in Korea and the

Korean language. However, the courses in realia, meaning Korean history, society,

politics, religion and philosophy, continued to be offered at the department and are still

offered today. Courses on East Asian area studies also remain in the curriculum, at both

the bachelor and master levels. At the master level, some master’s degree candidates in

the East Asian studies department focus on Korean themes for their master’s thesis. The

department hosts a series of informal lectures open to all, called East Asian lunch

seminars. Researchers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give lectures on various

East Asian, often Korean, topics.6)

The university also has courses and researchers on the Korean peninsula in other

departments, such as a course on Asian security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7), or

a researcher on Korea at the department of social anthropology, Elisabeth Schober8).

Besides lectures and courses, the UiO has several exchange programs with Korean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and Kyung

Hee University.9), which allow Norwegian students to study in Korea even though the

integrated semester in Korea on language studies no longer exists.

6) http://www.hf.uio.no/ikos/english/research/news-and-events/events/guest-lectures-seminars/east-
asian-lunch-seminar/

7) http://www.uio.no/studier/emner/sv/statsvitenskap/STV4234/ 
8) http://www.sv.uio.no/sai/english/people/aca/schober/index.html 
9) http://www.uio.no/studier/utveksling/avtaler/asia/so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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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University Library

In the early 1800s, the idea that a great new and modern university in Norway should

have a great university library befitting its statue began to gain ground. The inspiration

was the Georg-August University of Göttingen, Germany, with the world’s largest

university book collection at the time. The core of the university library would be the

duplicate collection of the Royal Library of Denmark. However, as the scope of the

collection was smaller than anticipated, the university acquired an additional several

thousand books to create the library’s collection. Due to various circumstances at the

time, such as the dangers of transporting the collection form Denmark to Norway during

to the Napoleonic Wars and the political situation in Norway, the shipping of the

collection to Oslo did not start until 1815 and lasted four years. A problem occurred in

Oslo on the housing and storage of the books; there was no ideal building for the library,

resulting in the university’s collection being housed in different buildings for several

years. The first head of the university library was Georg Sverdrup (1770-1850, head

librarian 1813-1845), professor in classical studies.10)

In 1850/51, university buildings and a designated library building, the Domus

Bibliotheca (today’s Law library), was finally ready.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book

collection created a need for a bigger building, and a new library building was therefore

completed in 1913 at Solli Plass in Oslo.

10) Information in this section from Collett, ≪Universitetsbibliotekets historie i universitetets 
historie≫,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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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The university library at Solli Plass

The university library was founded as a primary library for students and teachers at the

university. Moving to Solli Plass created some physical distance for the library patrons

who were still using the buildings by the Domus Bibliotheca. The further expansion of the

university and the book collections led to the construction of an entirely new campus, the

Blindern Campus, from the 1930s, which greatly expanded in the 1950s-60s.11) The

move to Blindern created an even further distance between the university library at Solli

Plass and the students and faculty at Blindern. There was a need for collections to be

located closer to the department and faculties, which led to reorganization of the library

system; in the 1960s, separate library services for the faculties at Blindern were

established. The departments now had their own department libraries with collections and

reading rooms for graduate students.12) There was thus a coexistence of the main

11) http://www.uio.no/english/about/facts/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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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library and the faculty/department libraries.

In 1999, following a long process of preparation, a division was made with the

university library serving the university and its users and a national library serving as a

national base of preserving culture and knowledge. The university library had, in fact,

long served as both a university library and a national library. The national library13)

remained in the old building at Solli Plass. The decision was made to build a new library

building, Georg Sverdrups Hus (named after the university library’s first head) at the

Blindern campus covering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remaining faculties

and departments including law and medicine still maintain their faculty and department

libraries.

[Photo 2] Georg Sverdrups hus; facade

12) Tønder, ≪Det historisk-filosofiske fakultetsbibliotek≫, 58-60.
13) http://www.nb.no/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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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rea in the East Asia collection

4.1 Background

There were probably no Korean texts in the original collection shipped from Denmark.

However, with time, an East Asian collection (‘Østasiatisk samling’) grew at the

university library at Solli Plass. It was essentially a collection of Chinese, Japanese,

Manchu, Mongolian and Tibetan books, scrolls and other items given and sold to the

university library. The material was collected mainly by Norwegian missionaries,

travelers and officials stationed in China and other surrounding countries. The material

was divided into two shelving systems: texts in Oriental/non-Western format which

received the shelf mark Østas I and Østas II, and texts/books in Western format arranged

according to the library’s own classification system: Linguistics H; Korean Hl (see 4.2.1

for more).14)

The senior librarian Hanna Lund (1877-1967) was the first manager of the East Asian

collection (‘Østasiatisk samling’ in Norwegian) at the university library, serving from

1942 to 1956. Lund carried out the cataloguing work and did her best to ensure that the

texts were kept in adequate storage conditions. She learned some Tibetan in order to

fulfill her tasks, since much of the collection consisted of Tibetan texts15). When she

resigned, the university librarian Per K. Riis (1920-1989) took over, managing all

non-European collections. As there was relatively little contact between Norway and

Korea and no Korean studies program, there was consequently little material in Korean

and on Korea. Most of the acquisition probably consisted of donations and materials

received via book exchange programs between the university library and libraries on the

Korean peninsula. (See 4.3.3 Contributors)

Simultaneously,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was under development by

14) Eide, Husstad-Nedberg og Magnussen, “Universitetsbibliotekets Østasiatiske samling”, 143-144.
15) Hanna Lund was manager of the Department for foreign Catalogues 1922-1942, before 

managing the East Asia collection. Riis, ≪Østasiatisk samling≫, 121.



64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17 (June 2017)

Professor Henne at the Blindern campus. The first ‘library’ at the department consisted of

a few boxes of books in Henne’s office. The collection obviously reflected the

department’s focus on China and Japan, but some materials on Korea and the Korean

language were also acquired.

Elisabeth Eide took over the management of the Chinese collection in 1974 as the first

manager with a degree in Chinese as a subject librarian (‘fagreferent’ in Norwegian),

whereas Riis still was managing the remaining non-European collections, including the

Korean texts. In general, the university library at Solli Plass only acquired texts on

language and literature, whereas the department library covered various aspects of

society, language and literature. Most acquisitions of materials related to Korea still came

from donations and exchange programs, but some purchases were made based on

recommendations from students and professors.

In 1986, it was decided to move the foreign collections at Solli Plass to the

department/faculty libraries. In the following years, the East Asian collections were thus

moved to Blindern. Consequently, there was no longer any acquisition of books or

materials on Korea at Solli Plass.

Eide left her job as subject librarian in 1992, and was replaced by a new subject

librarian Koenraad Wellens, who not only managed the Chinese but all of the East Asian

collections, including the Korean. After a few years, Naomi Yabe Magnussen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the Japanese and Korean collections. Since there still were no studies in

Korean, the acquisition policy remained more or less un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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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Georg Sverdrups hus; lobby

4.2 Location and retrieval

4.2.1� Premises,� shelving� system� and� classification�

For the new library building,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y in Georg

Sverdrups hus16), it was decided to place collections on other languages and written in

scripts other than the Western/Roman alphabet on an entresol/4th floor, Mesaninen. The

Mesaninen (=Mezzanine) thus provides homes to collections such as the Chinese,

Japanese, Semitic, Indo-Iranian and Papyrus collection as well as the Korean collection.

These collections thus contain texts/books written in these languages on all topics,

translations, as well as books treating the specific languages. The Korean collection

contains books in Korean on society, history, literature and politics as well as Korean

fiction plus translations of Korean fiction and books regarding the Korean language.

16) http://www.ub.uio.no/english/libraries/uhs/uhs/index.html 



66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17 (June 2017)

Books in Western languages on Korean history, society, and politics are placed on the

remaining floors (1st-3rd+ closed stacks). Usually, the term ‘Korean collection’ refers to

the collection at Mesaninen; sometimes, however, when the situation warrants it, the

books on Korea on the remaining floors, journals and databases could also be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larger Korean collection.

As is quite common in the Nordic countries, the library is an open library, meaning that

anyone can enter the library without registration. However, registration as a library

member is required in order to be able to use the material. Older material is placed in

secured stacks for security and protection. These can be reserved for use within the library

in special rooms. Other materials are also placed in closed stacks, in

addition to unregistered material and material placed in storage due

to lack of space on Mesaninen and other floors.

The shelving system in use for Georg Sverdrups hus is mainly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decision made back in 198217).

However, several of the collections at Mesaninen have their own

shelving system due to their special nature. The shelving system for

the Korean collection is based on a system from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It was simplified and

developed by Elisabeth Eide as the shelving system for the

department library in the mid-70s, using the same system for the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 but with different symbols: China:

D; Japan: E; Korea: J.18)

17) In 1982, it was decided that the libraries at some faculties (mainly Humanities) would 
use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s their classification and shelving system, in 
Tønder, “Det historisk-filosofiske fakultetsbibliotek”, 62. The East Asia department 
library maintained that the Dewey-system, being created for American/Western libraries, 
was inadequate for their collections, and kept their local system. 

18) Due to the relative lack of acquisition of materials on Korea, the Korean part of the 
system was initially not very developed, unlike the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 For 
example, separate designations were used for Chinese language: Db; Chinese literature: 
Dc; Chinese history: Dd etc., whereas there was no such distinction for Korea with 
everything classified as J without further division. The Korean part of the system has 

[Photo 4] 
Shelving system, 
Korean collection, 

Mesan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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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entioned, the system used at Solli Plass differed from the department library

system. In the local library system at Solli Plass, texts on and in foreign languages were

divided into linguistic groups H. The Korean/Hl-collection has by and large not been

converted into the department library system, except for some books. This means that two

systems still coexist at the Georg Sverdrups hus; however, only the department system is

in use for new acquisition and the Hl-collection is more or less unregistered and placed in

closed stacks.

[Photo 5] H: Filologi, local library system. Hk: Japanese, Hl: Korean and Hs: Chinese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is not only used as a shelving system

(except for special collections at Mesaninen), but also as a classification system in Georg

Sverdrups hus. The most recent DDC 23 is currently used, but with some local variation

regarding material on literature and texts. The collections are classified not only with

Dewey, but also with local subject terms, ‘HUMORD’. In brief, as classification system,

only lately been elaborated in correlation with the increasing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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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llection on Mesaninen uses Dewey and local subject terms, ‘HUMORD’,

but a local shelving system. The books on Korea on the remaining floors however, use the

Dewey system both as a classification system (including ‘HUMORD’) as well as a

shelving system.

[Photo 6] Book label, Korean book, Mesaninen

4.2.2� Catalogues

After a long process, the university library implemented a new library system, Alma

(by Ex Libris), and the companion portal/opac, Oria/Primo in 2015. The new library

system replaced Bibsys19), a national library system for Norwegian research and special

libraries in use in Oslo since 1987.20)

With the transition to Alma, the library also changed its Marc standards from

Bibsys-marc to Marc21. The system change has not been without hiccups, and certain

aspects are still not fully functional. Alma has, however, made it possible to use original

languages/other script systems, such as han’gul and hanja, which was not possible in

Bibsys. However, some issues still persist with registration of authorities in original

languages/scripts. The library continues to use the McCune-Reischauer Romanizing

system for romanizing Korean.

19) http://www.bibsys.no/en/ 
20) Tønder, “Det historisk-filosofiske fakultetsbibliotek”,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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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from the East Asian/Korean collections acquired before 1966 is in general not

registered in Alma. The card catalogue still remains in use for older material.

[Photo 7] Card catalogue, Mesaninen

4.3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s and management

4.3.1� Acquisition� and� scope

The UiO has been the only institution at the university level offering studies in the

Korean language, and is therefore the only university library in Norway with a Korean

language collection. However, due to the relatively low level of contact between Norway

and Korea historically and the short period of Korean studies, the collection is limited

when compared to other Korean collections in Europe or America as well as the

university’s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

The Korean collection today consists of printed books and e-books, printed journals

and e-journals, booklets, databases and movies. The material is in the Korean as well as

other languages, broadly encompassing themes within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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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rs of the collections are mainly the students and researchers at the department. In

addition, exchange students from Asia use the collections. Finally, there are external users

who can register in order to be able to use the collection.

The library’s acquisition, which earlier mainly took the form of donations, exchange

programs and some purchases, has further developed and expanded in recent years due to

the focus on Korea both at the department and across Norwegian society in general. In

Korean language, the library focuses on literature and language. For literature, the library

purchases works (novels, short stories, poetry) in Korean. In addition, the library also

buys translations of fiction into Nordic languages, English, and occasionally into German,

French and other languages and material on literary history and literary critique. The

library also acquires books in Korean regarding history, arts, philosophy, religion, politics

and society, albeit at smaller quantities than for language and literature. These are all

located at Mesaninen. In addition, the library maintains material in closed stacks, often

unregistered. All in all, for Mesaninen and the closed stacks, the library’s collection

numbers around 2,700 books, but almost 40-50% is unregistered.

[Photo 8] Korean collection, Mesan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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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estern languages (mostly English, some Norwegian and Nordic languages, and

German), the library purchases books on politics, history, society, culture, social

anthropology, religion and philosophy, in addition to books on language and literature. As

mentioned, these are located on the remaining floors (1st-3rd + closed stacks, basement).

The acquisition of these is carried out in cooperation between the subject librarians in

history, social anthropology and religion and the subject librarian of Korean studies.

These are added to the previously-mentioned 2,700 books. The library’s collection also

includes about 80 Korean movies (DVDs).

Due to the historical reasons mentioned above, the library does not have a large

quantity of old or rare Korean material in the collection. However, three unregistered

texts used for learning han’gul from the late 1800s were recently discovered in the closed

stacks (Chingbo on kandok 징보언간독, Samguk ji 삼국지, Maga pogum 마가복음).

The collection also has historical and Buddhist material such as Sungjongwon ilgi 承政院
日記, Sungjongwon ilgi kojong, Choson wangjo sillok 朝鮮王朝實錄 and the Han'gul

Taejanggyong 한글 대장경.

In brief, the library’s acquisition policy is aligned with the lectures, curriculum and

research at the department. However, being the only university library with a focus on

Korea and thus having a social responsibility, the library strives to develop the collection

in order to help provide a general as well as academic, understanding of the Korean

peninsula.

4.3.2� E-resources�

Regarding journals, the library mostly maintains them in their electronic versions; some

journals, however, are kept in the printed version.

As for databases, the university library has a large number of various databases with

Western language material covering Korea in different fields, such as ATLA Religion

Database, Project Muse, Sociological Abstracts,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 (BA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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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t comes to databases with material in the Korean language, the library provides

access to a selection of databases through a paid membership in a Nordic cooperation, the

Nordic NIAS Council (NNC), connected to the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NIA

S)21). NIAS is an academically independent Nordic research and resource center, focusing

on modern Asia from a predominantly social sciences perspective and operating the

AsiaPortal22) that facilitates access to Asia-relevant resources to NNC-members.

The Nordic countries all have small populations (Norway: five million) and therefore a

relatively smaller number of students compared to institutes in America, Asia, and

continental Europe. Therefore, an organization such as NIAS that allows the library to

cooperate with other Nordic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is of great importance. In

addition to the membership fee, the university library pays additional fees for accessing

certain databases. It is also possible for NIAS to apply for funding of resources to external

foundations, such as the Korea Foundation and Japan Foundation.

Currently, library clients have access to, amongst others, DBpia and KISS providing

articles and other material, KRpia providing reference works and texts, Naver News

Library and Asian newspapers in PressReader for news and KSI e-books for e-books.

The relevant NNC-members regularly evaluate together which Korean resources the

libraries should subscribe to.

In addition to the Korean databases and the Western language databases, the library

also has access to various Chinese and Japanese databases. As research on China, Japan

and Korea crosses borders, the library has experienced an increasing number of situations

where articles written in one East Asian language are located in a database using another

East Asian language. In the case of certain topics, the university’s researchers and

students are encouraged by library staff to perform searches in Chinese and Japanese

databases as well when searching for Korean material.

21) http://nias.ku.dk/ 
22) A Nordic information resource portal for Asian studies, http://www.asiaportal.info/regio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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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Contributors

There are several contributors to the library’s Korean collection. As mentioned earlier,

the library has received gifts throughout the years, from missionaries, adventurers and

other benefactors. Some of the older materials were probably bequeathed together with

Chinese and/or Japanese materials.

For many years, the university library operated exchange programs with other

countries’ various academic libraries and national librarie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library has received material from, for exampl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DPRK State Central Library (Grand

People's Study House). The university library has also received books from the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Sungjungwon ilgi, Choson wangjo sillok) and Dongguk

University (Han'gul Taejanggyong). However, the exchange program was discontinued

some years ago.

The library has for some time been registered with the Korea Foundation’s program

Books on Korea, through which it has received donations of books for a certain value.

The library has lately been made aware of the benefits of the National Library’s program,

Window on Korea, and is now preparing to register with this program. The aforementioned

movies in the library’s collection have mainly been provided by the Korean Film Archive.

4.3.4� Tasks� and� staffing

Due to obvious reasons, there was for a long time no subject librarian for the Korean

collection/Korean studies material having a Korean studies background. Previous subject

librarians in charge of the Korean section of the East Asian collection had solid

backgrounds in Chinese or Japanese studies. Around two years ago, a subject librarian

with a Korean studies background, was appointed to have responsibility over the Korean

collection.

The core tasks of the subject librarian are acquisition and classification. In the case of

collections with other scripts, the staff also takes care of the cataloguing. In addi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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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librarians organize and run regular library courses to students and researchers on

searching for materials, how to use the various resources/databases, and other relevant

subjects. Many of the library courses are integrated in the courses offered at the

department. The staff also provides personal guidance for users in searching for material

for their theses and research. In addition to courses and personal guidance, the staff

creates and administer subject pages (libguides) on the library’s subjects/collections. The

subject librarians maintain close contact and cooperation with the department and

researchers.

As the only university library in Norway holding several East Asian collections, the

subject librarians are committed to promoting East Asia as well as the collections. For

example, the library runs exhibitions with East Asian material from the collections every

year. The exhibitions include, for instance, Norwegian translations of East Asian fiction

or books and articles written by the researchers at the department.

Most of the subject librarians are responsible for several collections. The subject

librarian of Korean studies, for example, is responsible for the Indo-Iranian and the

Oriental collections (South Asia) and the Caucasian collection in addition to the Korean

collection. Three librarians currently manage the entire Asian collection, although two

staff members only work on a part-time basis.

Naturally, the subject librarians also have general library duties such as staffing the

counters and participating in project and committees regarding the library in general.

5. Concluding remarks

Like man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Norway has been inundated by the Korean

wave. Today, there are regular events on Korean culture; K-pop, fashion, food, make-up

and much more in Oslo.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Korean fiction that

has been translated into Norwegian in the last ten years. A few high schools now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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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classes. At the University of Oslo, there is an increasing amount of

interest in restarting studies in the Korean language. The interest is particularly strong

among the students of Japanese and Chinese studies. An association for promoting Korea

and Korean studies has even been established at the UiO (Korean Studies Student

Association). As mentioned, several students enrolled in the master’s program in East

Asian Studies have a Korean focus in their theses. In 2017, the department will offer a

new course in Korean studies. It will focus on North Korean history and economy,

society, political structure, ideology and various forms of art. The library is developing an

integrated library course in preparation for this new course. There is certainly interest, and

maybe some hope, for the Korean language studies to be reestablished.

As for the library’s Korean collection, the subject librarian of Korean studies is

committed to further developing and promoting the collection and providing an excellent

level of service to the library’s patrons. Indeed, writing this article for Tokslib has

provided the library’s staff with an opportunity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the Korean

studies and collection, and to uncover what needs to be further examined, organized and

registered. The articles in Tokslib by fellow subject librarians have also provided useful

information on ways to develop and increase the collection, like Window on Korea and

other possible exchange programs.

The library, as noted above, is currently undergoing a number of changes on the system

level, such as the changes from Bibsys to Alma/Primo, from Bibsys-marc to Marc21 and

a future change of cataloguing rules from AACR2 to RDA. Changes bring advantages,

but also a great deal of expected and unexpected challenges that will require time and care

to 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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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versity of Minnesota Overview

The University of Minnesota was established in 1851 in the Twin Cities of Minneapolis

and St. Paul. Between 1947 and 2006, four campuses joined the University, including

Crookston, Duluth, Morris, and Rochester, which makes the system one of the largest

universities in the United Sates. Fall 2016 data shows that 67,480 students are enrolled in

the system.1) The University has 4,000 faculty members, counting among them member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and the

Institute of Medicine, plus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among other

bodies. Current and former faculty members have w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nowned awards, such as the Guggenheim Fellowship and Nobel Prizes, among other

significant honors.2)

The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often referred to as the University of

1) University of Minnesota Office of Institutional Research. “All Enrollment Data for Fall 
2016.” http://www.oir.umn.edu/student/enrollment/term/1169/current/show_all. 

2) University of Minnesota. “About Us.” https://twin-cities.umn.edu/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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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esota, the U of M, or UMN, is a flagship institution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system. In Fall 2016, the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enrolled 51,580 students,

including 30,975 undergraduate students, 12,728 graduate students, and 7,877

professional and non-degree seeking students. Among the enrollments, 6,470 were

international students from 135 countries around the world.3) Studen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ed the second largest student population on campus, second only to

China.4)

[Photo 1] East and west bank of the campus crossing the Mississippi River5) 

3) University of Minnesota Office of Institutional Research. “All Enrollment Data for Fall 
2016.” http://www.oir.umn.edu/student/enrollment/term/1169/current/show_all.

4) University of Minnesota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https://isss.umn.edu/ 
publications/annual-report/2015-annual-report.pdf. 

5) University of Minnesota Photo and Video Library. https://photo-video.um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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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st 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Following a growing interest in Asia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re was a need for

courses in the languages and literatures of Asian countries and regions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which paralleled a similar trend in the United Sates. In the late 1940s,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dvocated for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and Japanese

courses. Japanese was the first East Asian language taught on campus, followed shortly

after by Chinese. The East Asian language courses had a very small enrollment. As

Professor Richard Mather, the first member of the Chinese faculty at the University,

recalled, there were only three students in the first Chinese course offered at the

University and only one of these three students did formally enroll in the course. Japanese

and Chinese were taught under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Comparative Philology.

South Asian languages joined the department by 1963, and soon afterwards, in 1966, the

department changed its name to the Department of East and South Asian Languages. New

faculty members were hired to bolster the Chinese and Japanese programs. Altogether

four Chinese and four Japanese faculty members were responsible for the Chinese and

Japanese programs at the University in the 1960s. Chinese and Japanese graduate

programs were offered in literature and linguistics. The department then went through

several changes by integrating together newly established institutes. Finally,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was founded in 2000 with programs in

Chinese, Japanese, and South Asian languages.6) The Korean program was invited to join

the department shortly after its establishment, and more language programs were added.

The department now offers undergraduate language courses in Arabic, Chinese,

Hindi-Urdu, Hmong, Japanese, and Korean. Graduate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pursue studies in these areas, including Arabic, Chinese, Japanese, Korean, and South

Asian.

6) Mather, Richard. “Random Recollections of the History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Digital Conservancy, 2002. 
http://hdl.handle.net/11299/6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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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Folwell Hall, home to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7) 

3. Korean Studies Programs

The first Korean language course was offered in 1993 as an extension class quarterly

through the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An average of around ten students per

quarter enrolled in the Korean language courses and were taught by graduate students and

part-time instructors. Dr. Hangtae Cho, the founding director of the Korean program,

began teaching Korean courses in 1997. He has been promoting the visibility of Korean

language courses since joining the program and striving to balance meeting the needs of

both heritage students and non-heritage Korean students. Dr. Cho was retained as the

director of the program after the program was invited to join the Department of Asian

7) University of Minnesota Photo and Video Library. https://photo-video.um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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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s and Literatures shortly after the department was founded. After the Korean

program joined the department, Dr. Joseph Allen, the department chair and Dr. Cho, the

Korean program director, set long-term goals to create a Korean program that targeted

Korean foreign language learners by assigning students with prior Korean language

experience to a different level of classes. This approach addressed the different learning

needs of the two groups by offering separate classes. Although this separation of two

different groups of students went counter to the national trend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the time, this decision proved to be visionary and effective. The enrollment

of non-heritage student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2000, while the heritage

students’ enrollment has been dropping.

The Korean program has faced the need for more in-depth courses about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in addition to language courses. Since 2001, the program began to

offer courses in Korean literature or culture. The courses were taught by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those areas and visiting scholars. This was, however, not a sustainable model.

In 2008, the department secured funding from the Korea Foundation and created a Korean

studies tenure-track position. In 2010, the Department welcomed Dr. Travis Workman to

join the Korean program. Dr. Workman started to teach courses in Korean culture,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cinema. As of the 2016-2017 academic year, the

Korean program has four full-time language instructors and two graduate-level

instructors who support about 400 students annually. Among students enrolled in a

variety of Korean programs, 90 per cent are non-heritage students.8)

8) Cho, Hangtae.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Focus on 
Non-heritage Learners.” Rise of Korean Language Programs in the U.S.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 Narrative History, edited by Hye-Sook Wang, Korea University 
Press, 2015, pp. 2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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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4.1 Libraries Overview

The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holds over 8.2 million volumes of materials, and

close to 115,000 serial subscriptions in its 12 locations. The Libraries welcomes over 1.8

million visitors and 2.5 million Web visits annually. In 2009, the Libraries received the

Excellence in Academic Libraries’ award from the Association of Colleague and

Research Libraries. It has been selected as one of the five library winners for the 2017

National Medal for Museum and Library Service among 123,000 libraries and

approximately 35,000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The award is the nation’s highest

honor given to museums and libraries for service to the community.

The Walter Library was the first main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to be

opened to the public in 1924. It was built in the Roman Renaissance style of red brick and

Bedford limestone trim and remains one of the architectural treasures of the Twin Cities

campus. The Walter Library was the home to the East Asian library when it was

established in 1965. The Wilson Library, which was built in 1967, is the largest in the

library system and it is home to the ar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llections. It

became the second home to the East Asia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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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Walter library at sunset.9) 

[Photo 4] Wilson Library10) 

9) University of Minnesota Photo and Video Library. https://photo-video.umn.edu.
10) University of Minnesota Photo and Video Library. https://photo-video.um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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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notable collection in Wilson Library is the kunyu wanguo quantu (坤宇萬國
全圖, Map of the Ten Thousand Countries of the Earth), the oldest extant Chinese world

map. The map was printed in 1602, as requested by Emperor Wanli (1563-1620), by the

Italian Jesuit priest in collaboration with Chinese scholars Zhizhao Li and Wentao Zhang.

The map was printed on six panels, each panel measuring approximately 608mm x

1820mm. The map is among six known complete examples of the 1602 printing, and the

other five maps are in the Vatican Apostolic Library, Japan Kyoto University, Japan

Miyagi Prefecture Library, Library of the Japanese Cabinet, and private collections in

France. The Wilson Library’s copy is the only one in the Americas and the only one

available for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The following excerpt of the map shows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 complete map can be accessed at

(https://www.lib.umn.edu/bell/riccimap).

[Photo 5] Excerpt of the kunyu wanguo quantu 11)

11) Matteo Ricci, Li Zhizhao, and Zhang Wentao: World Map of 1602.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https://www.lib.umn.edu/bell/ricci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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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significant Korea-related archival collection is the Kautz Family YMCA

Archive.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commonly

known as the YMCA) began its long and significant international work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early years, the YMCA introduced the nation to baseball and

offered various activities, such as career training and an agricultural assistance program.

After World War II, the YMCA shifted its focus to reconstruction and nation building. In

the 1960s, the YMCA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democratic movements in Korea.

During the 1980s, the YMCA continued its community outreach efforts, offering a range

of activities that included physical and religious education, as well as more modern

services such as computer programing classes and free legal clinics. This collection is a

key resource for Korean scholars and provides many first-hand resource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late 20th century.

     

[Photo 6] Lantern slide images from the Kautz Family YMCA Archive12) 

12) Kautz Family YMCA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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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ast Asian Library

4.2.1� History�

In the 1960s,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Comparative Philology started to focus

on expanding its program to include Ph.D. programs. The Ph.D. programs continued to

grow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with an emphasis on language, linguistics, and

classical literature. In 1963, the library only owned about 18,000 volumes of East Asian

language materials, primarily in Chinese and Japanese. Unlike the rest of the collection

which adopted the Dewey decimal system, East Asian books were classified with the

traditional Chinese classification system, Sibu/Siku classification system.13) In 1965, the

retiring Director of the Harvard-Yenching Library, Alfred Kaiming Chiu (1898-1977),

accepted the offer to build the East Asi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and

officially began his work on September 1 of the same year.14) Mr. Chiu separated the East

Asian language collection from the general Western language collection and envisioned

building one of the best East Asian collections in the Midwest. On November 24, 1965,

the former Oriental Collections changed its name to the East Asian Library as suggested

by Mr. Chiu. The East Asian language collection was separated from the general Western

collection. The collection remains separated from the general collection and housed in the

East Asian library as of today. Mr. Chiu coordinated the acquisition of surplus books from

Harvard University, Yale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the Ohio

State University, and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and successfully purchased the

personal collection of Etienne Balazs (1905-1963), an internationally renowned

Hungarian-born French sinologist.15) During his visiting year, Mr. Chiu discovered the

13) Chen, Su.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East Asian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Collecting Asia: East Asian Libraries in North America, 1868-2008, edited 
by Peter Zhou,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Press, 2010, pp. 223-229. 

14) Archives of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Alfred K’aiming Ch’iu. Semi-Auunal Report 
of the East Asian Library as of December 31, 1965. 

15) Archives of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Alfred K’aiming Ch’iu. Semi-Auunal Report 
of the East Asian Library as of December 31,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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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est book in the library, a 1415 copy of Hsing li ta ch'uan, a compendium of

neo-Confucian philosophy. This discovery was featured in a major state newspaper. The

1970s U.S. Census data showed that less than 0.15 per cent of the population of the state

of Minnesota were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origin, and this might have had an

impact on the library’s support to the East Asian library, as the University was a state

funded institution.16) The East Asian library collection grew at a more moderate speed

since Mr. Chiu left the university at the end of 1966. The East Asian library currently

holds over 160,000 volumes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 materials,

serving the instructional and research needs of the East Asian studies programs of the

University as well as library users from the Twin Cities area and the region. Subject

strengths of the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 include history, language and literature,

and art history. Ming history is definitely the gem of the library’s collection.

4.2.2� Korean� Collection

The Korean print collection has been growing steadily in the past decade as shown in

figure 1. The library has been growing its film collection to support research, teaching,

and learning on campus and among community users. As a mid-sized East Asian

collection in North America, the library’s film collection ranked 12th among 52 member

institutions of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as of fiscal year 2016. In order to

support the K-12 education of the State of Minnesota, the East Asian library makes a

special arrangement to loan audio-visual materials to all state K-12 school programs for

up to one month to support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East Asian related topics and

promote diversity in K-12 schools. As for databases, the library currently subscribes to

th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ystem and KSI e-books, and NK News. In addition to

its annual Korean acquisition, the library also receives gift materials from external

16) Chen, Su.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East Asian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Collecting Asia: East Asian Libraries in North America, 1868-2008, edited 
by Peter Zhou,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Press, 2010, pp. 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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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Korean Film Council. The Korea

Foundation also provides grant opportunities for electronic resource subscription. These

gifts and grants have been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building a working Korean

collection to serve the teaching and research needs on campus. However, unfortunately,

the level of support has been decreasing in recen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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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Korean language holdings between fiscal year 

2006-2016

  
[Photo 7] 

Film collection

  

Although the East Asian language collection constitutes less than two per cent of the

overall holding of the whole library system, the collection has been extensively used.

According to a collection analysis studied conducted in 2016, on average, 66 per cent of

the titles have been circulated, and each title was checked out 2.4 times. The application

of the well-known “80/20 rule” in library transactions suggests a small percentage of

items results in a large percentage of circulations. Although the Korean collection is a

specialized slice of the library system for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users, the usage of

the collection is very positive.17)

The usage of electronic databases is also impressively high. In 2016, the KISS database

alone received 6,463 page views and 1,524 downloads. Considering the relatively small

17) Chen, Yao.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Data-driven Storage Selection and 
Collection Analysis.”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no. 163: 3, 2016,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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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of the Korean faculty and graduate students, this usage is extremely noteworthy. The

library has been expanding its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to serve the library’s

large number of non-heritage Korean language learners. About 150 books, including a

graded reading series, were purchased for beginning- and intermediate-level students. A

list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reading materials was also created and shared with

students and language instructors.

4.2.3� Services� and� Outreach

The East Asian studies librarian has been actively collaborating with the faculty to

advance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embedding into the research flow of both

faculty and students through various efforts. In addition to traditional bibliographic

instructions, the librarian strives to collaborate with faculty and introduce additional,

necessary skills for successful scholarship. One example is to host research management

workshops for graduate students. The ability to manage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gathered for dissertation work i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all graduate students as they

are still forming their long-term research practices. The workshops were well-received

by the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also found the information valuable for enhancing

their own practice and mentoring skills. Another example is collaborating with the faculty

to incorporate a digital humanities component in a graduate level seminar course. This

partnership allows the faculty member to experiment with a new assignment type, a

collaborative and media-rich website, which give students the opportunity to create

digital essays and presentations that mirror the scholarship they will develop for

conferences. In addition to East Asian studies students, the library also makes great effort

to reach out to the Korea international students and actively works with the university’s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and Korean students’ associations and groups

to promote our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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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8] Korean language library brochu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East Asian library actively seeks external funding and collaborates with academic

departments, K-12 schools, and the community to host a variety of outreach programs to

promote its collec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2015, the

library designed a half-day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s from the Sejong Academy,

the first and only Korean K-12 immersion school in Minnesota. This program sparked

students’ interests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provided additional resources for

teachers. Students had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the University’s Korean collection,

subject librarians,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groups. It also promoted the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campus units and fostered future partnerships. Both

students and teachers from the Sejong Academy spoke highly of their experiences with

the program. An arrangement for an annual program was reached and the library will be

welcoming a second group of students in June of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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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8] Sejong Academy students attending the library’s educational program. 

In addition to K-12 outreach programs, the library collaborated with the Hennepin

County Library system, a local public library with 41 branches, to curate an exhibit. The

exhibit featured images from the Kautz Family YMCA Archive documenting how

missionaries worked with the Korean people to build a modern commun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Korea, aimed at increasing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nations. The exhibit was enjoyed by the local community as well as visitors

from other parts of the country and have received many positive comments from viewers.

To cater to the needs of viewers and make the exhibit available to a wider range of users

regardless of their geographic locations, the library created a digital exhibit and published

it online. It is hoped that scholars will discover this hidden treasure from the library’s

collection and create scholarship to enrich and improve communities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Photo 9] Korean exhibit held at the Minneapolis downtown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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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0] Fellowship digital exhibit (http://gallery.lib.umn.edu/exhibits/show/fellowship)

Last but not least, the library collaborated with departments to host a lecture series.

This series not only connects our Korean scholars and students to the wider world of

Korean studies, it also offers a venue for scholars working on some aspect of Asian

cultures to come together, share their work, and have in-depth discussion of issues of

theory and methodology that have relevance across national, regional, and disciplinary

boundaries. In addition to the university faculty and students affiliated with multiple

academic departments, the series also attracted scholars and students from nearby

institution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engaging the participants with in-depth

discussion of scholarly topics related to Korea. In the Fall 2015 semester, a library forum

was held to discuss how the library could play a rol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both K-12 school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Language instructors a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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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ors from several Midwest universities, local K-12 Korean language programs,

and community leaders came together to discuss their needs and concerns and share

experiences and suggestions on how they would like the library to serve as their partner.

This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the library and its user community stimulated

meaningful conversations among different parties and allowed opportunities to closely

collaborate to further promot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5. Conclusion

Like the majority of the Korean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faced by the libraries are the shortage of staff and the lack of budget. At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the East Asian studies librarian is responsible for the

entire East Asian collection in addition to other liaison responsibilities. The workload and

language ability greatly impact the Korean collection building and limit the professional

participation in Korean librarianship. The increasing cost of Korean materials, especially

electronic databases, poses another big challenge. The interlibrary loan service in North

American institutions is very mature, and the loan of English language materials are

usually seamless. However, the transactions of non-Western language materials,

especially electronic materials, could be sometimes difficult due to the availability of

sources and language ability of the staff. Despite all the challenges faced by the Korean

collection, librarians in North America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work strategically

and inventively to build a collaborative collection and service network to serve a broad

range of Korean scholars, students, and community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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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ntroduces the Korean Studies Program of th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and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Rizal Library. It will provide an overview of the

university and some of the projects implemented to better promote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here at the University as well as in the Philippines. The topic was presented in

the last Workshop for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s held in October 2016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1. Ateneo de Manila University1)

Th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is a private research university located in Quezon

City, Philippines. Founded in 1859 by the Society of Jesus, it was initially known as the

Escuela Municipal de Manila, a public primary school established in Intramuros for the

city of Manila. Under the Jesuits, the Escuela eventually became the Ateneo Municipal

de Manila in 1865, when it was elevated to an institution of secondary education. The

1) http://www.ateneo.edu/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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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eo Municipal offered the bachillerato as well as technical courses leading to

certificates in agriculture, surveying, and business. In 1909, after the Ateneo became a

private institution, the Jesuits finally removed the word “Municipal” from the Ateneo’s

official name, and it has since been known as the Ateneo de Manila. American Jesuits

took over its administration in 1921, and in 1932, after a fire destroyed the Intramuros

campus, the Ateneo transferred to Padre Faura.

[Photo 1] Old Photo of Ateneo Campus in Intramuros 

Devastation hit the Ateneo campus once again during World War II. Only one structure

remained standing – the statue of St. Joseph and the Child Jesus, which now stands in

front of the Jesuit Residence in the Loyola Heights campus. Following the American

liberation, the Ateneo de Manila reopened temporarily in Plaza Guipit in Sampaloc. The

Padre Faura campus reopened in 1946, with Quonset huts serving as classroom buildings

among the campus ruins. In 1952, the university moved most of its units to its present

Loyola Heights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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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77, the University opened a new campus in the center of Makati, Philippines, for

its Professional Schools, which houses the Law School,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chool of Government and School of Medicine and Public Health. In October 1998, the

University completed construction of a bigger site for the Ateneo Professional Schools at

Rockwell, also in Makati. Ateneo had also formerly offere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exclusively for male students, but the school recently started accepting female

students with the opening of the Senior High School for the 2016-2017 school year.2)

The Loyola Schools, which houses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of the

university, is organized into four schools namely: School of Humanities, School of Social

Sciences, School of Science and Engineering, and John Gokongwei School of Management.

2) http://www.ateneo.edu/high-school/news/features/ateneo-senior-high-school-will-be-co-ed-sy-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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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Ateneo de Manila University Campus

2. Korean Studies Program of the Ateneo de Manila University3)

2.1 Brief History

November 2008 marked the introduction of the first Korean language class in Ateneo, a

non-degree certificate course that was offered by the Ateneo Center for Asian Studies to

both Ateneo and non-Ateneo students. Due to noticeable demand, it eventually paved the

wa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language course under the Department of

Modern Languages of the School of Humanities.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from

Ateneo students who wanted to learn the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course was

offered in the second semester of the 2010-2011 academic year for undergraduate

students.

Due to the active support and commitment of the Korean Studies professors in

promoting and establishing Korean Studies in Ateneo, the Ateneo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IKS) was formed in 2012 to coordinate all Korea-related activities, projects,

3) Thanks to Ms. Sarah Domingo-Lipura, Director of Korean Studies in Ateneo and the rest 
of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for their assistance in providing data and historical 
facts of the Korean Studies Program in Ate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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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vents at the university. That same year, the program began to offer two new courses:

History of Korea and Korean Language 2. Two years later, other courses were added,

namely: Modern Korean Literature, Korean Wave, and Korean Language 3. In the same

year, the Korean Studies Program was offered as a minor program, in which

undergraduate students could enroll in addition to their major program.

In 2015, AIKS, under the School of Humanities, proposed to launch the Autonomous

Korean Studies Program, together with the support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rough its “Seed Program for Korean Studies”, which the Board of Trustees of Ateneo

approved in February, 2016. Additional courses were also offered: Korean Films and

Korean Language. Upon approval, the name “Ateneo Institute of Korean Studies” was

changed to its present name, the Korean Studies Program

(KSP) with the transfer of all Korean courses from the

Modern Language Department of School of Humanities to

the Korean Studies Program of the School of Social

Sciences. The Korean Studies Program of Ateneo has the

most extensive offering of Korea-related courses in the

Philippines for both degree and non-degree programs; it is

also the pioneer in conducting Korea-related seminars that are open to the public, thus

making KSP an emerging Korean Studies hub in the Philippines.

2.2 Current State

The Ateneo Korean Studies Program recently began offering additional courses:

Korean Language 5, Korea-ASEAN Relations, and Understanding Korean Business and

Culture. Currently there are six professors who are teaching Korean Studies (one of

whom is a visiting professor from Sogang University), and another three professors are

teaching Korean Language (one of whom is a visiting professor from the Kore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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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is a list of courses (academic/degree programs) offered by the Korean

Studies Program (as of academic year 2016-2017).

Ÿ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Ÿ Modern East Asia

Ÿ Modern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Ÿ Korea-ASEAN Relations

Ÿ Film Seminar: Korean Films

Ÿ Special Topics in Communication: The Korean Wave

Ÿ Korean Language & Culture 1

Ÿ Korean Language & Culture 2

Ÿ Korean Language & Culture 3

Ÿ Korean Language & Culture 4

Ÿ Korean Language & Culture 5

Ÿ Korea Study Tour

Ÿ Korean Economy and Globalization  *new course being developed in partnership 

with the Economic Department.

2.2.1 Enrollment Status

Today,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Korean Studies classes has reached 370 for

academic year 2016-2017. The graph below reveals tha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enrollees since the university started offering Korean Language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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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n-degree programs and Special Projects

Besides offering academic/degree programs, the Korean Studies Program of Ateneo is

actively promoting and strengthening Korea-Philippines relations by promoting Korean

culture through various programs that are open to communities both in and outside

Ateneo. Some of the activities they have conducted (both completed and current projects)

are as follows:

Ÿ Seminar on Understanding Korean Business and Work Culture 

A course offered for Filipinos who plan to work or are currently working in Korea or

in Korean companies. The seminar is a 30-hour program that aims to introduce

participants to Korean work culture, and provide them with an opportunity to engage

with Korean companies or Korean-owned enterprises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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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Diverse Korean Language Programs including:  

Hallyu Korean: Learning Korean through K-pop & K-drama 

A course offered for Filipinos who wish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한국어)

through Korean dramas, songs, and movies.

Hangeul 101: Korean language class for Ateneo faculty and employees

This course is offered only to Ateneo faculty and employees, as part of the Korean

Studies Program’s outreach activities. It aims to introduce the Korean language (한국어)

to the Ateneo community.

Hangeul 101 for Partner Libraries / Librarians

This program is offered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Rizal Library, and the Ateneo Korean Studies Program. All participants

are librarians from different libraries / institutions that contribute to the Korean

Studies Portal.

Korean Language Program

A 30-hour Korean language extramural course offered by the Ateneo Center for

Asian Studies(ACAS),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Studies Program, which will

run from May to June 2017. ACAS also offers other language courses like Bahasa

Indonesia, Thai, and Vietnamese.

Ÿ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review classes

Ÿ Korea Lab 101 (Seminar on Korean Studies)

A series of special lectures, seminars and workshops that has a theme related to

Korean Studies and Philippine-Korea relations. This course is held every first

quarter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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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Ateneo Korean Studies Conference

Held annually, the conference covers different themes on Philippine-Korea relations.

Papers presented in the annual Ateneo Korean Studies Conference are published b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More information about previous conferences is

available through the Ateneo Journals Online: http://journals.ateneo.edu/ojs/aiks.

The Korean Studies Program of Ateneo is also active in social media, specifically

Facebook,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news and events involving both Korea and the

Philippines.

[Screenshot 1] Facebook page of Ateneo Korean Studie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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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zal Library4) 

The first Ateneo library was built in Intramuros in the City of Manila, Philippines. The

origin of the library can be traced back to when Father Vicente Jimenez and Jacinto

Lloren collected all the books in the academic offices in Intramuros. By the year 1931, the

library had 11,000 volumes, but a fire devoured all but a handful of books the following

year. The remaining books were then transferred to Padre Faura Street. Unfortunately, the

library was razed to the groun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In 1952, the Ateneo

moved from Padre Faura to the sprawling Loyola Heights Campus in Quezon City

wherein it is presently located.

In 1967, the first Rizal Library building in the Loyola Height campus, now known as

the “Special Collections Building,” was built with donations from the Ford Foundation,

Ateneo Alumni Association, and other donors. It was named Rizal Library in honor of the

Philippines’ national hero and Ateneo alumnus, Dr. Jose P. Rizal. The current Rizal

Library is composed of three buildings namely: the Special Collections building, Matteo

Ricci Hall, and First Pacific Hall. The primary mission of the Rizal Library is to facilitate

learning by providing information services.

[Photo 4] 

Special Collections Building

4) http://rizal.library.ateneo.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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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1] 

New Rizal Library

The Rizal Library’s Special Collections Building houses all the Special Collections

resources of the library. Including the Filipiniana Section, where researchers can consult

books written by Filipino or foreign authors about the Philippines as well as access local

periodicals included in the CIPPA, religious files, annual reports, maps, and vertical files

on Philippine issues. The American Historical Collection, dedicated to materials related

to the American experience in the Philippines and the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The Ateneo Library of Women’s Writings (or ALIWW) contains material collected from

263 women writers in literature, journalism and mass media, performing arts, visual arts,

film, medicine, and social science. The Microform & Digital Resource Center, which

houses the microforms collection of the Rizal Library available for digital reading,

including the newspapers in DVD format, microfilm, and microfiche; and the Pardo De

Tavera Room, featuring the personal collections of historical materials donated by

historians, writers, and other distinguished Filipino personalities over the years. Also

housed in the Special Collections Building is the Photoduplication Services,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 of research materials with historic value

through the production of microfilms and digitization of microfilm contents.

Matteo Ricci Hall was constructed in 2004 to provide more reading and discussion

areas for students, and the five-story First Pacific Hall was inaugurated in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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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as part of the University’s Sesquicentennial celebration, marking the 150th

anniversary of Ateneo de Manila in its journey of celebrating excellence, deepening

spirituality and building the nation.

3.1 Organization of the Collection 

[Screenshot 2] Rizal Library’s homepage can be accessed through 

http://rizal.library.ateneo.edu/

3.1.1� Korean� Collection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Rizal Library consists of materials acquired from and

donated by different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rough its “Windows on Korea” program. The process of selection and acquisition of

materials for the library is based on faculty and librarians’ recommendations. Faculty

members submit their recommendations for approval to their respective department

chairs, who then submit the list of materials approved for purchase to the Acquisitions

Librarian, who in turn orders the materials and deducts the appropriate amounts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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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budgets. The criteria for approving requests are as follows: relevance to the

curriculum, reading level, present library strengths and weaknesses, future development

of the collection, and the benefit to the academic community as a whole. In line with this,

materials for foreign languages lik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re acquired to

support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The Rizal library uses Library.Solutions

as its cataloging module, the Korean

Romanization Converter of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the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 for Korean Language.

The Korean Collection, as well as other

foreign language collections, are integrated

with the General Collections of the Library.

As of January 2017,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Rizal Library holds 2,084 titles,

covering areas such as social sciences, history,

literature, language, culture, and the arts. The

Books/Printed collection has a total of 1,407

titles (68%), the Multimedia/ Non-print

collection has a total of 667 titles (32%), and

the Korean-related collection of theses by

Ateneo graduate students consists of 10 titles

(less than 1%).

[Table 1] Korean-related collection of Rizal Library

Type Number of Titles / Items

Books / Printed Collections 1,407 titles / 1,820 volumes
Multimedia / Non-Printed Collections 667 titles / 1,265 volumes

Theses 10 titles / 11 volumes
TOTAL 2,084 titles / 3,096 volumes

Statistics as of January 2017 

[Screenshot 3] Korean Romanization 

Converter use by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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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f the collections appear in the Rizal Library’s online catalog regardless of their

cataloging status and location. The screen shot below shows a sample search result for

“Han'gugŏ ” (Korean language, 한국어).

[Screenshot 4] Sample search result using the OPAC

3.1.2 Window on Korea

The Rizal Library is the first recipient of the “Window on Korea” collection in the

Philippines, as chosen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The launch ceremony

was held on August 29, 2012. Through the bidding in 2011, it was selected as one of the

new host institutions for Window on Korea in February 2012, of which its process was

contributed much by Mr. Randolf Mariano , the Coordinator for Library and Research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KCC) in the Philippines.

The project initiat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will provide up-to-date

Korea-related materials in a range of topics and formats for five years from 2013 to 2017.

The Window on Korea collection is located on the 4th floor of the New Rizal Library,

while the collection’s multimedia resources are housed in the Multimedia Section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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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floor of the Rizal Library’s First Pacific Hall. As of March 2017, the Library has

received a total of 2,568 volumes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Photo 5] Opening ceremonies for WOK

[Photo 6] WOK Corner at the 4th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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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rtal of Korean Studies

The Portal of Korean Studies Resources is a project initiated by the Ateneo Korean

Studies Program and the Rizal Library,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Cultural Center.

The creation of the portal was made possible by Academy of Korean Studies which gave

“Seed Program Grant for Korean Studies” to Ateneo Korean Studies Program in 2012.

[Screenshot 5] Portal of the Korean Studies can be access through 

http://rizal2.lib.admu.edu.ph/aiksportal/

The Portal functions as a “union catalogue” that serves as a database of Korea-related

resources in the Philippines. It aims to promote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of different

local resource centers, librar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to advance academic research

on Korean Studies; and to encourage inter-library resource exchange. It was built to

integrate information on Korean Studies references housed by different libraries and

related institutions in the Philippines. Materials found through the portal can be borrowed

through interlibrary loan of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The portal comprises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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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from different colleges,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namely the Asian

Center-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Rizal

Library, De La Salle University, De La Salle University-Dasmarinas,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National University, San Sebastian College-Recoletos,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University of the East, and University of Rizal System.

The Portal was launched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Taguig City, Philippines, on

July 15, 2016.

[Screenshot 6] Sample search using the Portal

Besides the union catalogue, the portal also houses the Database of Filipino Scholars

with Korea-related Research, Database of PIKO Alumni Network, contributed by PIKO

Inc. (Pinoy Iskolar sa Korea/network of Filipino scholars in Korea), and some useful links

and resources regarding Korea Studies / Librarianship. The portal also includes “Korean

Studies in Philippine Academia,” which contains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Korean

Studies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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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 recommendation

This paper presented a brief overview of the development of the Ateneo de Manila

University’s Korean Collection and its Korean Studies Program. Because of the

popularity of Korean Drama / Korean Pop (K-pop) or the Hallyu Wave (한류) here in the

Philippines, young people are increasingly gaining interest in learning Korean culture and

history, and especially the language. This is evident in the Philippines through the

popularity of Korean drama, music, movie, personalities, and much more. Due to these

influences, more Ateneo students are signing up for Korean-related courses, and this is

evident in the increase in enrollees in the Korean Studies Program of Ateneo for the

degree and non-degree programs. KSP is an emerging Korean Studies Hub in the country

and offers the widest range of Korean-related courses in the academe.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library’s collection of Korea-related materials has encountered some

challenges in terms of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Some of these challenges

are: 1) limited awareness of vendors for Korea-related resources; 2) longer processing

time for materials with no English title and in original script; 3) limitations in the

capability of the library system in handling foreign characters, which results in difficulty

in accessing materials that are catalogued under the Romanized form.

Therefore, with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Studies Program

in Ateneo, there is also a need for continuous support and development of the library’s

resources in order to support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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