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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1): 1950년∼2000년 시기1)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정책실

1. 나라 안팎의 한국학

한국학은 나라의 안팎에서 보면, 국학(國學)이 되기도 하고 여러 다른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한국학’이 되기도 한다. 국학과 한국학이 본래는 ‘하나’지만 ‘둘’이기도 하다.

둘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학문을 나타내는 언어의 차이 때문이다.

언어의 차이는 그 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의 차이를 전제한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표현이 ‘한국학’이다.

한국학의 발전을 바란다면, 안팎의 모든 한국학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밖을 도외시하거나 안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안팎이 서로 분열되어 있다면 전체 

한국학의 균형 잡힌 발전과 풍부한 연구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연구정책실에서는 2019년에 해방 이후 해외에서 전개되어 온 한국학의 

개괄적인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었으며, 특히 최근 5년간의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2회에 걸쳐서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1950년대에서 2000년대 전반부까지 진행된 해외 한국학 동향과 최근 5년 

동안(2015∼2019)의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본 원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소식지(2020년 2월호, 3월호)에 소개된 내용을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영문 번역하여 원본 및 번역본을 본 동향보고서에 기재한 것입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소식지
      -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1) : 1950년∼2000년 시기(http://www.aks.ac.kr/webzine/2002/sub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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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한국학 학술 논문을 따라서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자료는 논문이다. 그 중에서도 

영어로 쓰인 논문이 대상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외 한국학 논문은 영어로 표현된 

것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해외 한국학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주로 한국학을 주도해 온 특정 외국 

학자들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하거나, 한국학 프로그램 개설 및 출판물의 양에 

초점을 둔 양적 파악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들은 외국 한국학자들의 

대표적인 저술을 소개하여 분석한 것이라서 계발적이기는 하였지만 다소 편중된 것이 

대부분이며, 학문적 연구에 미흡한 한국학 프로그램의 개설 현황 등을 토대로 한 것이 

많았다.

연구정책실에서는 해외 주요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학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 

하는 것이 한국학의 다양한 관심과 주제를 학술적으로 다루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1950년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학 관련 논문의 양적 변화, 분야별 변화, 주제별 변화 등을 살펴보면 해외 한국학의

대체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3. 이 시기 동안 한국학 연구의 양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92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해외 한국학 자료를 수록한 하버드 한국학 자료목록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1950년대를 제외하고 한국학 연구가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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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학 연구의 양적 변화

자료: 조지형, ｢미국에서의 한국학의 흐름과 전망: 안과 밖의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미국사 연구 15, 181쪽, 2002.

위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것은 1970년대 전반 이후의 흐름이다. 그래프는 이 시기부터

1980년대 후반에 이르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우리 연구원이 개원한 

것도 역사적인 추이와 상응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1920대 이후 미미하던 추이가 1946년∼1955년 기간에 잠시 그래프가 높아진 것은 

한국전쟁에 따른 역사적 격변에 기인한다.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맞물리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1960년대 전반기 증가율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요충지인 한국에서 일어난 “박정희 

정권의 5.16쿠데타와 그에 따른 정치적 변혁”으로 특징되는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 

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 한국학 학술논문은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 후반에는 3,974편에서 8,120편 

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논문의 상당수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를 

보면 “한국학 연구의 발전 과정이 한국경제의 성장속도 및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국력과 학문의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학술논문은 1990년 전반에도 이전 

시기에 비해 13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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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영문 전문학술지 

1종(Journal of Asian Studies)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대략 한 해 25편의 한국학 

논문과 서평이 실릴 정도로 학술논문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학과 일본학에 비해서는 아직 열세에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국가명

Vol. 62/4

(2002년 11월)

Vol. 63/1

(2003년 2월)

Vol. 63/2

(2003년 5월)

Vol. 63/3

(2003년 8월)
계

논문 서평 논문 서평 논문 서평 논문 서평

한국 1 8 1 5 1 9 0 0 25

중국 3 21 1 28 17 0 2 17 89

일본 10 0 14 0 1 14 7 0 46

[표 2] 영문학술지의 한국학 학술논문 및 서평 수

자료: 김중순. ｢해외 한국학의 동향: 서구중심적 시각과 민족주의를 넘어 지역학으로｣, 국학연구 3, 435쪽, 2003.

한국학은 한국이 발전한 것처럼 계속해서 신장하는 무시할 수 없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2001년∼2005년 미국의 대표적인 아시아학회인 AAS(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연차대회 현황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였다. 7개로 구분된 세션 아래 220여 개 패널 

가운데 한국은 11∼13개 패널을 가지고 있어 전체의 5%에 불과했지만, 한국학이 

“국가별 세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한국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연도
Border-

Crossing
Interior

China &

Inner Asia
Japan Korea

Southeast 

Asia

South

Asia
합계

2001 9 35 79 43 11 22 20 219

2002 11 29 82 43 13 26 23 227

2003 11 26 80 41 11 25 21 215

2004 11 35 74 46 11 24 18 219

2005 11 35 73 38 13 19 22 211

[표 3] 2001∼2005년 AAS 연차대회의 패널 현황

자료: 이영호,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동아시아 한국학’｣, 한국학연구 15, 13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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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시기 동안 한국학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었을까?

1950년대는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정치학과 역사학 분야가 증가했고, 전란의 폐허를 

극복하는 데 매진하던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 후반에는 정치학 분야를 비롯해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로 연구 관심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정치학 분야와 더불어 한글을 다루는 언어학 분야에서 

기본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류학 분야를 포함해 지리학 분야, 법학 분야,

교육학 분야 등에서는 기초연구가 여전히 부족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예술 분야는 조금씩 성장했고, 2000년대에 이르자 문화 분야가 

두각을 나타냈다. 이 분야의 관심은 ‘식민지 이후 한국문화의 식민지 성격과 근대성’

이었다. 하지만 다소 특이 하게 국내의 한국학은 식민지 지배체제와 민족해방운동,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그 식민지 특성을 연구하였지만, 해외 한국학은 이러한 민족주의적

시각보다는 ‘문화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특징을 보였다.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의 국력이 상승하자, 한국학에도 다양한 연구 주제가 생겨난다.

일례로 유럽한국학회(AKS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의 발표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국학과 관련해 전근대사(pre-modern history), 근대사 (modern history), 근대

한국(modern korea), 종교와 철학(religion and philosophy), 언어학(linguistics), 인류학과 

민속학(anthropology and folklore), 고전문학(classical literature), 근대문학(modern literature),

근대경제(modern economy), 근대사회(modern society), 예술 및 음악 등 언어, 문학,

민속, 철학, 역사, 종교, 음악을 비롯해 정치, 경제, 예술,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영문학술지 4종(Korean Studies, Journal of Korean

Studies, Journal of Asian Studi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에 실린 한국학 

관련 논문 95편을 보면, 역사가 29편(30.6%), 사회과학 13편(13.7%), 문화학 12편 

(12.6%), 문학 10편(10.5%), 영화 10편(10.5%), 인류학 7편(7.4%), 종교사상 7편(7.4%),

음악 5편(5.3%), 언어학과 미술사가 각각 1편(1.05%)에 이를 정도로, 북한, 소수자,

영화, 음악 등이 해외 영문학술지의 특집을 장식할 정도로 한국학 연구 분야가 다양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 제21 호(2020년 10월)

5. 이 시기 동안 한국학은 어떤 주제를 다루었을까?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비롯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에 주목하였고, 이는 60년대로

이어진다.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던 197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이 주제의 

중심을 이루었고, 이와 발맞춰서 ‘한국의 사상과 문화’의 핵심인 유교, 불교, 샤머니즘,

기독교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으며, 1980년대에는 ‘국학의 붐’에 발맞추어서 상대적으로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0년대는 더욱 다양한 한국학의 주제들이 개발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을 전후해서는 시기별로 식민지 시기, 현대 한국과 북한, 그리고 19세기 조선 

등에 관한 논문 비중이 높았고, 주제는 전보다 한층 더 다양해졌다.

구분 주제

2001년

남한 경제위기, 남북문학, 근･현대 토지개혁, 근･현대 국가와 민족, 식민지 이후

여성문제, 식민지 체제 하의 조선인, 한국영화의 리얼리즘, 고려의 장례, 중국의 

북한난민, 16세기 조선

2002년

현대한국예술, 20세기 한국전통음악, 한국문화의 여성문제, 한국사학사, 한국의 

언어정책, 19세기 조선사회의 변화, 한국의 비구니, 식민지 대중문화, 남북정상회

담 이후의 화해,  고대국가의 기원, 1990년대의 한국, 19세기 조선의 종교와 이념

2003년

식민지 이후 여성문제, 식민지 시기 문학, 조선시기 문학, 미술, 고구려, 미주이민 

100년, 부시 행정부의 남북한 정책, 일제말기 전쟁기의 변화, 일제시기 문화의 

식민성, 한국의 종교와 문화, 기독교의 토착화

2004년

한국전쟁, 한국의 지방과 지방색, 북한의 위기, 한국사회의 제 문제, 식민지의 

다양성, 현대남한의 음악, 한국종교의 제 문제, 식민지 근대성, 식민지의 출판문화, 

단성호적, 1960년대 근대화

2005년

박정희 시대, 현대의 양성문제, 해방공간의 문학, 조선말기 유교와 여성, 한국학과 

전산화, 일제의 검열정책, 식민지의 신여성, 현대한국영화, 한국시각예술, 현대한

국기독교, 중세불교

[표 5] 한국학 관련 논문 주제 현황(2001년∼2005년)

자료: 이영호(20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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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2007∼2012년의 흐름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으며, 다양성이 큰 특징이다.

이 시기의 특별한 주제는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현장감 있게 다룬 논문들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제의 한국인 징병 문제, 조선족 문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1990년대 이래 북한 연구 리뷰 등이다.

현대 한국의 역동성도 큰 주제를 형성한다.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IMF 이후 중산층의 

변화, 반미문제, 시민운동에서의 젠더문제, 환경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 내 소수자(minorities) 문제가 학술지의 특집을 장식할 만큼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어지는 회에서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해외 한국학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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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2): 최근 시기(2015∼2019)1)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정책실

1. 나라 안팎의 한국학

지난 2월호 <한국학 포럼>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을 

파악해 보았다. 이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해외에서 진행된 한국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겠다.

최근 6종류의 대표적인 한국학 관련 해외 전문 학술지에 수록된 한국관련 글(논문,

리뷰, 서평 등)은 총 451편이 된다.

구분 논문(서평, 논문 및 영화리뷰) 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9편(서평 5편, 논문리뷰 1편)

Cross Currents 48편(서평 12편, 논문리뷰 4편)

Pacific Affairs 145편(서평 114편, 논문리뷰 1편, 영화리뷰 1편)

Journal of Korean Studies 61편(서평 21편, 영화리뷰 2편)

Journal of Asian Studies 115편(서평 74편)

Korean Studies 53편(서평 16편)

합계 451편

[표 1] 해외전문학술지(6종)의 한국학 논문(서평, 논문 및 영화리뷰) 수록 현황

1) 본 원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소식지(2020년 2월호, 3월호)에 소개된 내용을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영문 번역하여 원본 및 번역본을 본 동향보고서에 기재한 것입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소식지
     -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2) : 최근시기(2015∼2019) (http://www.aks.ac.kr/webzine/2003/sub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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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시기 6년간(2007년∼2012년) 해외 주요 영문학술지 4종에 실린 논문 수가 

총 95편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비록 학술지 수가 2종류 많기는 해도 논문의 수적 

상승세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2. 최근 한국학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6종의 해외 한국학 학술지를 전수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분야 논문 수 비율

역사 59 29.5%

사회과학 57 28.5%

문화 21 10.5%

문학 34 17.0%

영화 13 6.5%

인류학 6 3.0%

종교사상 4 2.0%

음악 1 0.5%

언어학 2 1.0%

미술사 1 0.5%

합계 198 99.0%

[표 2] 한국학 연구분야

위 [표 2]는 역사와 사회과학 분야가 각각 29.5%와 28.5%로, 최근 한국학 연구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학 분야가 17%로 뒤를 따르고 있고,

문화 분야도 10.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10% 미만에 해당하는 분야는 영화, 인류학, 종교사상 등이며, 1%미만에 속하는 

음악, 언어학, 미술사 분야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합계 비율이 99.0%에서 1%에 속하는 분야는 ‘기타 분야’에 해당하며, 이는 언론과 

종교의 사회적 교육에 관련된 두 편의 논문이다.



12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 제21 호(2020년 10월)

최근 한국학 연구 분야는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 역사와 사회과학 분야가 여전히 

주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학 분야가 이전보다 늘어났고, 종교사상과 음악,

인류학 분야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며, 다른 분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학 연구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구 분야의 다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최근 한국학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3.1 일반적 흐름

역사 분야에서 전근대를 다룬 논문들은 비교적 원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인 주제를 살펴보자면, 조선시대를 다룬 논문이 많은 편이다. 중국 중심의 

화이관과 조선 및 여진족의 문화적 갈등과 우열에 대한 담론 분석, 조선 전기 

청원제도와 여론에 대한 조명, 임진왜란 이후의 산림녹화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 등이 

주목을 끈다. 이 외에도 여말선초의 역사적 인물의 활동, 조선 후기 이인좌의 난, 유교 

국가에서 호국불교의 위상과 정치적 의미,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문학,

다산 정약용의 일본에 대한 비판적 관점 등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전근대 한국학의 주제는 그 수에 있어서 근현대 

한국학에 크게 못 미친다. 근현대 역사학 분야는 고정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편이다.

예컨대, 식민지 근대성과 식민지정책, 한국전쟁, 독재시대의 권위주의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개별적 주제들이 다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사분야와 함께 한국학 연구의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는 이전과 

같이 한국과 관련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 현실적인 주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를 테면, 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 산업 발전 및 성장, 노등 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정치학의 주요 관심은 정치현상, 선거, 군사전략 등이었다. 사회학은 시민권, 공동체,

이주민 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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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사회과학

한국 등 아시아의 경제적 위상 | 신노동운동 | 북한에 대한 인식 | 외환보유고의 

현실 | 한국 등 아시아 시장 | 공안정치 | 휴대폰 제조산업 발전 | 근로노동시간 

| 환경정책 | 노무현 현상 | 군복무와 시민권 | 박정희와 토지개혁 | 한국 등 아시아 

경제와 무역 역학 | 중국･북한의 관계 | 투자 중심 성장 위기 | 미군 철수 및 

재배치의 정치동학 | 노년층 노동자의 위치 |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와 신우익 | 

재벌의 조직문화와 중국의 고용 불평등 | 노동시장 개혁과 노동조합 전략 | 조건적 

시민권의 정치 | 도시공동체 | 탈북자에 대한 인식 | 서울의 도시재생 과정 | 선거 규제 

정치 | 한국 등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적 재편 | 정당과 성 할당제 및 후보자 선택 

| 일본 여자정신대 문제의 정치경제 | 도시와 불법 이주민(조선족) 수용 등

[표 3] 사회과학 분야 연구주제

북한 관련 논문도 다소간 양적 상승이 발견되며, 11편은 사회과학 분야(현대)에 

해당하며, 나머지 6편은 음악(현대)과 문화(현대), 문학(현대), 역사분야에 속한다.

한국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비교 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계속 진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제 발전과 

아시아권 나라들의 비교, 일본과 한국의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와 신우익(New Right)의 

문제 비교, 아시아의 관점에서 한국과 주변 나라들의 결혼 풍속과 문화 비교, 대만,

한국,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성 개혁(gender reform)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

한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영향을 분석한 영화분야의 

논문 등이 눈에 띈다.

문학 분야의 주제는 근현대 한국문학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전근대 문학을 다룬 

논문도 약간 늘어났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이 향유한 한글 문학의 특징,

조선시대 서신을 통한 선비들의 자기 수양과 정치적 교류의 일화와 특징, 조선시대 

여류 서화가들의 행적과 사대부의 문화적 소양을 고찰한 글이 있다.

문화 분야에는 한류라는 고정적 주제에 덧붙여,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아래 [표 4]에서는 문화와 영화 분야의 연구주제를 간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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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문화

한국의 여성 근대성 | 식민지 한국의 무정부주의와 문화 |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비주얼 컬처 

(visual culture) | 한류와 서울의 문화 | 한류의 단계적 발전 양상 | 베니스건축비엔날레

(2014년)의 ‘한반도’관 | 한국 여성 무당의 사회적 지위와 미디어의 관계 | 한국 드리마와 

정의 및 신자유주의 문제 | 한국의 대중 폭력 문제 등

영화

미군정 및 미군과 한국의 자동차 문화 | 식민지 한국의 무정부주의와 문화 | 이영일(李英一)

의 한국영화사 리뷰와 의의 | 일제 강점기 서양 영화와 한국의 적용 과정 | 한국 영화와 

식민지 농촌의 미학 | 1980년대 민족주의 에로 영화와 여성의 민족문화적 위기 | 1950년대 

‘아시아재단’과 한국의 영화 흐름 | 냉전시대와 영화 작가주의 | 1960년대 한국 첩보 

영화와 홍콩의 지정학 | 한국문서자료집과 디아스포라 | 1960년대 한국 괴수 영화와 

냉전시대의 인식 등

[표 4] 문화 및 영화분야 연구주제

역사와 사회과학 분야들보다 한국학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한국학의 주변부에 위치해 왔던 학문 분야들이다. 예를 들면, 결혼, 민족 

정체성, 한국의 입양 등의 주제를 연구하는 인류학, 영성과 한국의 지역적 특성을 

주제로 삼는 한국의 종교사상, 한국의 음악, 언어학(한글), 한국 미술사 분야들에서 

다채로운 주제를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주제의 다양성에 비해 연구의 수가 매우 적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와 관련된 주제는 전과 달리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수가 적은 

가운데서도, 북한의 음악을 주제로 다루거나, 최근 한국의 세월호 참사(Sewol Ferry

Disaster)를 표현한 작품을 미술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 주제도 눈이 띤다.

3.2 ‘한국학’ 기획의 주제

대표적인 학문 분야를 활용한 주제별 변화 못지않게 한국학 연구의 최근 흐름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술지의 기획 특집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한국학과 관련한 해외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 주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6종류의 해외 전문학술지에서는 모두 한국을 대상으로 한 특집 논문들을 기획했다.

[표 5]를 보면 한국학 연구 주제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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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내용

1

“이동성, 창의성 및 집단성: 현대 

한국 시각문화의 현장”/ “현대 

한국에서의 창조성의 의미”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 변화에 동반되는 시각 

문화 매체 사이의 관련성 고찰

2
인터미디얼 미학(Intermedial 

Aesthetics): 국문학, 영화, 예술

“미디어 간 경계 침범”의 관점에서 새로운 전자매체가 

제기하는 정체성 문제, 북한문제, 일제강점기의 영화와 

문학, 한국의 기록문화 등에 대한 고찰

3 “낸시 아벨만을 추모하며”

한국학 발전에 이바지한 낸시 업적을 기념하여 한국 

여성 무당들의 사회적 지위, 영화에 담긴 여성들의 

위험, 17세기 문헌 속 여성 등 성 문제와 최근 한국의 

국제문제에 대한 통시적 고찰

4 “한국 인류학의 다양한 역사”
서양 인류학자들이 개척한 한국 관련 연구에 대한 

객관적 조명

5 “한국 영화 속 냉전”
냉전시대를 반영하는 한국 영화의 다양한 면모와 

냉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조명

6 “남북의 과학과 문학”

과학과 문학의 다층적 관계와 문학과 과학이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지를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해

[표 5] 기획 특집 주제

기획 특집 가운데 다소 의미 있는 것은 2018년 고려(918∼1392) 건국 1100주년에 

즈음하여 10편의 특집 논문들을 게재한 것이다. 이 기획은 한국의 중세시대를 보여주는

고려에 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환기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Korean Studies,

Volume 41, 2017).

이 특집호에서는 고려와 관련된 중국 당나라 및 송나라와 고려의 국제관계,

11∼12세기 고려시대 의약(醫藥) 교류사, 고려시대 군현제도, 불교국가에서 고려시대 

왕들의 위상과 성격, 고려시대 과거제도, 고려시대 귀족, 고려의 다원화 사회, 고려의 

차완(茶碗)과 일본의 와비차(わび茶)를 비교 분석해 양국 다기(茶器)의 미학적 특성 

고찰 등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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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한국학 연구의 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학술지 6종의 논문 저자들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전체 213명의 저자 가운데 42.8%인

91명으로 한국학과 관련한 연구자들이 가장 두터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한국 

(58명, 27.3%), 호주(13명, 6.1%), 캐나다(11명, 5.1%)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과는 달리 

일본이나 중국, 아시아권에서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층이 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독일, 뉴질랜드, 중국, 상가포르, 네덜란드 등의 대학 및 연구소에 적을 둔 

저자들이 11.3%였다.

그런데 소속 국가가 아닌 저자의 성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 저자 수가 늘어난다.

이는 국외 연구현장에 몸담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한국학 연구 분야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세계 공인 

언어인 영어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아마도 이는 한국학 영역에서 해외 유학을 

체험한 연구자의 증가, 이와 관련해서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지면서 한국학을 연구 발표하는 사례가 증가하거나,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 평가에 있어서 해외 학술지 게재를 우대하는 평가 제도의 영향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5. 최근 한국학의 연구방법론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최근 5년간의 연구방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구방법의 획일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 [표 6]은 각 논문의 분석방법을 기준으로 연구방법을 구분한 것이다.

역사분야는 57편의 논문 가운데 86%가 역사적 접근방식에 입각한 문헌 분석에 의존해 

있다. 6편 정도만이 인터뷰, 작품 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회과학 

분야와 중첩되는 한국전쟁을 주제로 하고 있고, 문헌 분석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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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방법 유형

양적 방법 질적 방법

통계분석 문헌 분석 작품 분석 현장 및 인터뷰 분석

역사  51편 1편 5편

사회과학 1편 41편 1편 11편

문화  13편 5편 3편

문학  20편 13편 1편

영화  9편 4편  

인류학  6편   

종교사상  4편   

음악  1편   

언어학  2편   

미술사   1편  

합계 193편

[표 6] 분야별 연구방법 유형

사회과학 분야는 역사적 접근방법과 국가 간 비교방식에 기반을 둔 다양한 연구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편이다. 전체 논문 54편 가운데 적은 수의 논문 리뷰 형태의 

연구를 제외하고 10편 이상이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질적 방법 

으로는 드라마 작품 분석을 비롯해 사례 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질적 방법에 의존해 있는 논문들 역시 문헌 분석을 함께 활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전적으로 문헌 분석에 기초해 있는 논문 수도 거의 40편 이상에 달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와 비교적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문학 분야 또한 주로 

문헌 분석에 의존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 외의 분야에서도 문헌 분석에 전적 

으로 의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연구방법이 연구주제의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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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한국학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제언이 필요하다면 

무엇일까?

최근 한국학은 양적 성장과 다양한 주제의 개발이 두드러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주로 눈에 띠는 문제점을 짚어보려 한다.

첫째, 연구 분야의 편중이다. 한국학 연구의 양적 성장 추세와는 달리 분야별 편중은 

지난 시기와 변함이 없다. 역사, 사회과학, 문화, 문학 분야가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인류학, 종교사상, 음악, 언어학, 미술사 분야의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철학 

사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둘째, 연구 주제가 진부한 편이다. 연구의 시기와 대상 및 연구주제가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아직도 한국학은 한국전쟁이나 식민지 근대성, 산업화 시대 등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한류의 심층적 이해나 최근 ‘candlelight revolution’과 같은 한국 현대사의 

특징과 한국문화(전통과 현대 포함)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다.

셋째, 연구자 독점 현상이다. 수적 열세에 있는 철학, 인류학, 음악, 언어학, 미술사 

분야 등의 경우에는 외국학자들과 국외에 적을 두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관련 

분야 연구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단독 연구 중심이다. 한국학에 대한 폭넓은 관심사를 공유하기 어렵게 하는 

단독연구가 여전히 지배적이며, 연구방법 역시 획일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한국학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 개개인의 연구능력 향상 특히 외국어 능력은 지속적인 필수사항이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원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영문학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Korea Journal과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의 기획 특집을 적극 활용해 연구가 미비한 인류학,

종교사상, 언어학, 음악, 미술사 분야에 해당하는, 전근대를 다루는 국내 한국학자들의 

논문을 체계적으로 실어 분야 및 주제의 편중성과 한국학 연구자 층의 불균형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획 특집을 통해 국내 한국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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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된 고려시대 연구가 전보다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Korea Journal과 the Review of Korean Studies가 현재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논문의 기획 특집은 한국학 연구와 관련한 해외 

학계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국내 한국학 관련 영문학술지들과의 차별성을 

도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저널은 A&HCI와 SCOPUS에 나란히 

등재되어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제안과 관련해 영어가 문제가 될 때,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면 

본원 연구사업의 하나인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과제를 통해 영문학술지에 실릴 

논문들을 조달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과제 안에 연구가 미진한 분야와 주제에 중점을 둔 소위 

‘기획과제’를 추가해 연구역량 및 영어 작문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진이 

지정방식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기획 특집에 수록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의 유연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나, 이러한 조치가 

영문학술지의 질적 요건인 결과물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에 

대한 인식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와 교육을 두 축으로 하고 있는 본원의 특징을 활성화하여, 한국학대학원의 

연구-교육 연계 사업을 통해 연구방법의 획일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법이

있다. 학제 간 연구방법 혹은 분야 간 연구방법을 주제로 한 연구-교육 연계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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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에서의 한국자료 수요분석과 전망: 출판분야

이구용(Joseph Lee)

케이엘매니지먼트 대표

<홀(The Hole)>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작가로는 처음으로 ‘2017 셜리잭슨상(the 2017

Shirley Jackson Award)’의 영예를 안은 바 있는 편혜영(Hye-young Pyun)의 장편소설 

<선의 법칙(Law of Lines)>이 아케이드(Arcade) 출판사를 통해 2020년 5월에 출간되어 

다양한 매체로부터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이 책은 <재와 빨강(City of Ash and Red)>과 

<홀(The Hole)>이 이어 미국에서 번역 출판된 편혜영 작가의 세 번째 장편소설이다.

뉴욕타임스북리뷰(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는 이 책을 “부글부글 끓는 스릴러

(a simmering thriller)”라고 했으며, 북스앤바오(Books & Bao)는 “미스터리 걸작(The

Law of Lines is a mystery masterpiece of two interwoven and tragic narratives drawn

along by power, fear, and corruption. Hye-young Pyun at her best.)”이라 평했다. 또한 

크라임리즈(CrimeReads)는 <선의 법칙>을 “(현재까지) 2020년 최고의 책(The Best

Books of 2020(So Far))”중 하나로 일찌감치 낙점하였다. 편 작가의 단편 ‘식물애호 

(Caring for Plants)’는 2017년에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문예지인 미국의 ‘뉴요커(The

New Yorker)’지에 실리며 그의 문학적 예술성을 인정받으며 해외독자들은 물론, 세계 

출판관계자들로부터 주목받아오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헐리우드 유력 영화제작자가 

바로 이 단편소설을 장편으로 확대하여 쓴 장편소설 <홀>을 원작으로 한 영화판권 

확보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무대에서 편 작가의 문학 영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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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평(Won-pyung Sohn)의 장편소설 <아몬드(Almond)> 일본어판이 ‘2020 서점 

대상(2020 Bookseller Awards)’ 번역소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2020년 

4월 초 발표됐다. 일본에서 한국 작가가 본 상을 받기는 이번이 첫 사례이며, 아시아권 

작가가 수상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 일본 

서점대상은 2004년에 처음 제정됐고, 2012년부터 번역소설 부문을 신설했다. 2004년에 

서점원들이 만든 상으로 인터넷 서점을 포함한 신간을 파는 서점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상이다. <아몬드>는 2017년 출간 당시 한국에서도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에 선정된 바 있어, 서점인들이 직접 독자에게 권하고 추천하는 책으로 

양국에서 동시에 뽑힌 책이 되었다. <아몬드>는 일본 ‘쇼덴샤(Shodensha)’에서 야지마 

아키코의 번역으로 2019년 7월 출간하였으며, 2020년 9월 이후 현재까지 15쇄를 통해 

10만 부 이상이 발행되었다.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를 담은 영어덜트(YA) 소설로서, 2017년 출간된 뒤 2020년 9월 현재까지 한국 

내에서도 4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며, 최근 러시아, 그리스, 타키 등에 

이르기까지 총 17개국 출판사와 번역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다. 미국 영어판은 

하퍼콜린스(HarperVia)를 통해 오는 5월 5일에 출간될 예정이다. 서점대상의 발표와 

동시에 일본 전국의 중대형 서점에는 ‘서점대상 특설코너’가 마련되어 아몬드를 

포함 이번 수상작품들이 본격적으로 현지 독자들을 만나게 되며, 이를 통해 베스트셀러 

대열 진입이 예상된다. <아몬드>는 영어판은 미국 하퍼콜린스(HarperVia)가 2020년 

5월 5일에 출간했고, 이 책은 이미 ‘2020년 5월 아마존 베스트도서(An Amazon Best

Book of May 2020)’ 중 하나로 선정됐고, 지난 7월에는 ‘(현재까지) 2020년 아마존 

최고의 도서(The best books of 2020 so far, according to Amazon)’로도 선정되었다.

조남주(Cho Nam-Joo)의 <82년생 김지영(Kim Jiyoung, Born 1982)>도 영미권에서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2018년 12월 <82년생 김지영 

(Kim Jiyoung, Born 1982)>이 일본서점가에 등장하여 그간 일본출판시장에서 침체기를

걷던 한국문학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흐름을 선도했고, 이어 이 영미권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손원평의 <아몬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이다. <82년생 김지영>은 미국에서 <아몬드>보다 한 달 먼저(4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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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되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벌처(Vulture)는 <82년생 김지영(Kim Jiyoung, Born

1982)>을 ‘(현재까지)올 최고의 책(Best Books of the Year(So Far))’으로 이미 일찌감치

낙점했고,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뉴욕타임스 에디터가 뽑은 책(A New York

Times Editors Choice Selection)’으로 선정했다. 타임(TIME)의 애너벨 구터만(Annabel

Gutterman)은 “조남주는 차별, 절망, 두려움에 대한 보편적 대화를 제시한(Cho Nam-Joo

points to a universal dialogue around discrimination, hopelessness, and fear.)”다고 이 

책에 대한 평을 남겼다. 국내에서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수많은 독자들과 만난 이 책은 30대 한국 여성들의 보편적인 일상을 재현한 작품으로,

1999년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된 이후, 즉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시대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내면화된 성차별적 요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함께 어떤 나라 여성이든 각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 상황을 설득력 있게 그린 점이 이 책의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

정유정(You-jeong Jeong)의 <7년의 밤(Seven Years of Darkness)>이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지난 5월과 6월에 번역, 출간됐다. 그의 이전 작 <종의 기원(The Good

Son)>이 영국과 미국에서 2018년에 출간되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 책은 주요 

매체로부터 이미 주목받는 타이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크라임리즈(CRIMEREADS),

그리고 버슬 (BUSTLE) 등은 이 책을 ‘2020년 여름 가장 기대되는 책(A MOST ANTICIPATED

BOOK OF SUMMER 2020)’으로 선정하였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는 

“정유정은 인증된 세계적인 작가이다... 진정으로 놀랍고 정말 만족스러운...<7년의 밤>은 

정유정이 심리 서스펜스 소설을 가장 잘 쓰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You-Jeong Jeong is a certified international phenomenon... Genuinely surprising

and ultimately satisfying... Seven Years of Darkness [bolsters] the case for Jeong as

one among the best at writing psychological suspense.).”고 평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 

상연된 바 있는 정유정의 <7년의 밤>은 ‘7년의 밤’ 동안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어난 

슬프고 신비로우며 통렬한 이야기를 치밀한 사전 조사와 압도적인 상상력에 힘입어 

펼쳐놓은 소설이다. 독자의 눈을 잡아끌고 정신을 홀리는 매력은, 작가가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인간의 본성을, 심연을 들여다본다’는 의도에서 기인한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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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짜릿한 문장과 탄탄한 캐릭터 설정, 물 샐 틈 없는 세계관으로 직조된 이 작품은 

심해에서 수면으로 솟구치는 잠수부의 헐떡이는 심장처럼 숨 가쁜 서사적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 정유정의 소설들은 글로벌 출판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스릴러 작가로 

자리매김해오면서 지금까지 20개 이상의 나라에서 번역 출간돼 오고 있다.

영어권에서 처음으로 번역 출간된 윤고은(Yun Ko-eun)의 장편소설 <밤의 여행자들 

(The Disaster Tourist)>은 2020년 올 하반기 주목할 한국문학으로 손꼽을 만하다. ‘맹렬한 

페미니스트 감성을 지닌 풍자적 한국 에코 스릴러(A satirical Korean eco-thriller with

a fierce feminist sensibility)’로도 불리고 있는 이 책은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지난 7월과

8월에 번역 출간됐다. 영국의 가디언(Guardian)은 이 책을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삶에 

대한 신선하고 예리한 이야기... 재미있는 에코 스릴러(A fresh and sharp story about life

under late capitalism... an entertaining eco-thriller )”로 평했고, <오벌(Oval)>의 저자인 

엘비아 윌크(Elvia Wilk)는 “끝없이 놀랍고 완전히 우리의 눈길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밤의 여행자들(The Disaster Tourist)은 가슴 아픈 만큼 또한 재미가 있다... 우리가 모든 

규모에서 우리 자신의 재난을 어떻게 만들고 파국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척이나 현실적인 이 소설에서는 더 예리한 순간이 있을 

수 없다(An endlessly surprising and totally gripping read, The Disaster Tourist is as

hilarious as it is heartbreaking...There could not be a more prescient moment for this

too-real fiction about how we create our own disasters on every scale and what resilience

might mean in the face of catastrophe).”고 평했다. <밤의 여행자들>은 재난으로 인해 

폐허가 된 지역을 관광하는 ‘재난 여행’ 상품만을 판매하는 여행사 ‘정글’의 10년 차 

수석 프로그래머인 주인공 ‘고요나’, 직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그녀가 이번에 향한 

곳은 사막의 싱크홀 ‘무이’. 요나는 뜻하지 않게 여행지에서 고립되며 엄청난 프로젝트에 

휘말리게 된다. 윤고은은 재난과 여행을 한데 모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색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점이 세계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2021년 새해를 열 한국문학으로서 주목할 기대작이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애란(Kim Ae-ran)의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My Brilliant Lif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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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포지북스(Forge Books)를 통해 2021년 1월 26일 

출간되어 서점가에 나올 예정이다.

한국에서 지난 2011년에 출간되고 나서 곧바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독자들로 호평받고 있는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작품은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우리 모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청춘과 사랑에 대한 눈부신 이야기며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다.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김애란의 담백하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문장들 

가운데 부모라는 것, 아이라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벅찬 생의 

한순간과 사랑에 대한 반짝이는 통찰이 읽는 내내 미소를 머금게 하고, 어느 순간 

울컥, 눈물을 감출 수 없게 하는 작품이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The Most Fun

We Ever Had>의 작가 클레어 롬바르도(Claire Lombardo) “모든 기쁨과 절망 속에서 

독특한 가족에 대한 감동적이고 진지하며 깊이가 느껴지는 탐험이다... 완전한 기쁨(A

moving, earnest, and deeply-felt exploration of a unique family in all its joys and

disappointments... an utter delight).”이라고 호평했다. 충분히 기대되는 작품이다.

이것은 장편소설로는 김애란 작가의 영어권 첫 진출작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9개 나라로 

진출하였다. 영어판 출간 이후엔 그 영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문학은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영미, 유럽 등 글로벌 무대 전역으로 빠른 

속도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각 언어권의 문학예술 분야와 출판시장에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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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가 그를 입증한다. 해외 무대로 

진출하고 있는 작가가 다양해진 것처럼, 문학 서사 장르도 일반문학을 비롯하여 추리,

스릴러, 호러, 로맨스, 판타지, SF 등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종이책 포맷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포맷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온라인 웹 플랫폼을 통한 

에피소드별, 혹은 챕터(장)별 작품의 일부분씩 구매하여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그 유통 

방식 또한 빠르게 진화해가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산업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유효한 기획과 진출 전략이다. 해외 각 언어권별(혹은 국가별) 현지 시장의 

특수성과 거기서 요구하는 이슈를 신속히 포착하여 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 및 

출판) 콘텐츠를 기획 발굴하여 진출시키는 것이다. 기회와 가능성은 누구에게든 언제나 

열려있다. 다만 그것은 구상하고 준비하는 이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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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한국의 도서관 서비스 대응 및 향후 전망

박주옥(Juok Park)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장

1. 서론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의 휴관, 특히 국내외 교육기관의 전례 없는 휴교와 

온라인 수업 등은 학습과 연구 활동에 대한 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휴관 중임에도 대부분 공공도서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대출반납기와 전자도서관의 활용을 안내하는 한편, 승차대출, 도서배달 등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한국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 활성화를 위한 무인대출 

시스템, 승차대출 등 기반 마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다양한 

도서관 정책과제와 법･제도적 뒷받침을 추진 중에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수요 증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여, 코로나19가 가져온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경험은 

미래의 도서관 서비스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여기에는 코로나가 몰고 온 

생활방식의 변화1) 또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1) 슬기로운 서울 생활 (6) 욜로 아닌 홀로! 코로나가 몰고 온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2020/4/7) 
[cited 2020.4.9..]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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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과 노력

2.1 감염증 예방을 위한 도서관 휴관 등 초기 대응과 방역지침 배포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에 대한 잠정 휴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대부분 공공도서관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5월 6일부터 한국 정부(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2)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문화 수요 충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부분 정상화를 

재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디지털화 자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편복사 서비스, 온라인 및 전화 참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관외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은 예약대출반납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에 

대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업하여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공공도서관 및 한국도서관협회 

등과 같은 유관 단체에 전파하고 현장 홍보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방세 감면 혜택과 

공립 공공도서관 입주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검토 요청을 하였고, 전국의 사립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1,103개 관에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지원하였다.

이후 5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정부의 수도권 지역 공공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2) 사회적 거리두기(2.29∼3.21), 1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5), 2차 거리두기(4.6∼
4.19),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생활 속 거리두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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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립문화시설의 휴관을 마치고, 7월 22일부터 국립문화시설 운영을 재개했다.

도서관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하여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환경을 만들고, 대출 반납･열람 등 모든 자료는 

소독 후 24시간 이상 별도 보관 후 서고 입고 처리 등을 도서관 분야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추가 반영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각 기관의 누리집과 SNS를 

통해 이용방법, 예약제도, 제한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도서관은 다중이용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접촉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다수 도서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사용, ▴관내 소독 

강화, ▴대출 반납･열람 등 모든 자료에 대한 철저한 소독 관리 등 ‘도서관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8월 10일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의 약 84%(963/1,141관)이 개관 

운영 중이다.

<도서관 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주요 지침>

Ÿ (출입 시) ▴이용자 증상 여부 확인, ▴도서관 내 마스크 착용 안내 등

Ÿ (이용 시) ▴좌석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기’,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

Ÿ (방역 관리) ▴모든 도서대출 자료 등 소독 및 방역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등

2.2 한국도서관의 코로나19 대응 해외 전파

한국의 K-방역 사례가 전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한국도서관의 코로나19

대응 서비스 사례에 대한 해외 도서관들의 공유 요구가 증가하여 국가도서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아일랜드국립도서관에 승차대출, 사전대출예약,

대출도서 개별 소독 포장 방법, 무인대출반납기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체코 

국립도서관에는 재개관 대비 공간 및 도서 검역 방법, 검역 제품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이란국립도서관과는 한-이란 국립도서관장 화상회의를 통해 디지털자료 이용 확대,

사서교육의 재택강의, 승차대출, 택배대출, 이용환경 방역체계 구축 등 비대면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였다. 그 밖에도 자료교류처 86개국 247개 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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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61개국 383개교에 디지털화 자료 이용 안내 메일 발송하여 

한국 관련 자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3. 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발적 비대면 서비스 운영 현황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휴관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독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대출도서의 반납기일을 자동 연장하고, 무인반납기를 이용한

도서 반납서비스와 도서관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 택배, 순회 문고 등의 도서배달서비스,

현관대출과 승차대출3) 등의 도서대출서비스,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등을 

통해 실물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임시휴관 기간에 전국 877개 공공도서관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였는데, ▲스마트도서관(274개 관), ▲승차대출(83개 관), ▲도서배달 

(185개 관), ▲예약대출(206개 관), ▲디지털도서관 운영(702개 관), ▲기타 서비스 운영

(지역서점 희망도서 대출 등, 548개 관)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하철역 또는 버스터미널 등 

전국 57개소에 스마트도서관4)을 설치･운영하여 공공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4.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4.1 국가전자도서관 등 온라인 서비스 강화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 장기화로, 국가전자도서관 5)이용자 증가6) 등 비대면 

3) 승차대출(Book Drive-Thru): 사전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대출을 신청한 후 다음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대출신청한 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대면접촉 최소화)

4) 스마트도서관: 자동화기기에 도서(400-600권)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
5) 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국방대학교 국방전자도서관, 농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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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용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콘텐츠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전환하였다.

학술 DB 관외 서비스와 전자책 신규 구입을 확대하여 연구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이 소장한 국가문헌의 원문DB를 확대 구축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전자도서관, 전국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전자도서, 오디오북, 전자잡지 등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시 디지털화 자료의 한시적 온라인서비스 개방을 위해 저작권 

이용 동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아저작물 발굴 절차를 마련하여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종합적인 기록을 수집･ 
보존하기 위해 ｢코로나19 웹카이브｣를 구축하여 오아시스 재난 아카이브7)에 3월 16일 

공개하였다. 코로나19의 발생부터 감염 확산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학･과학･ 
사회･경제적 양상 등을 다룬 정부 기관과 관련 기관･단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웹문서,

동영상, 이미지와 같은 웹자료 등이 코로나19 사태 종료시까지 지속해서 업로드될 

예정이다.

구 분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음향 영상 이미지

수량(건) 1,039,302 4,813,896 479,731 26,265 208,340

점유율(%) 6.7 31.0 3.1 0.2 1.3

구 분 웹사이트 디지털화자료 해외기록물 국외고문헌 장애인대체자료

수량(건) 686,209 8,160,531 38,870 17,910 51,069

점유율(%) 4.4 52.6 0.3 0.1 0.3

［그림 1］온라인자료 서비스 현황(2020.7.)

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질병관리본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한국과학기술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국내 주요도서관을 연계하여 디지털 원문 중심의 통합 검
색서비스를 제공

6) 국가전자도서관 이용자 168% 증가 (전년 동기(1∼6월) 대비, ‘20년 1,573,954건), 세종도서관 
전자책 이용자 60.7% 증가(전년 동기(1∼6월) 대비, ‘20년 433,777건) 

7) 오아시스(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는 국립중앙도서관이 2004년
부터 온라인 디지털 정보자원을 수집･보존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재난 아카이브’는 오아시
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5년 메르스 유행, 2019년 강원도 산불, 
2020년 코로나19 등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주요 37건 사건에 대한 21,374건의 
재난 기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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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대체

자료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승차대출 등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지원에 25억 6,500만원,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디지털음성도서, 한국수어 

영상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에 13억 1,400만원 등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에 38억 

7,900만 원을 확보했다.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등 그간의 정부 

조치에 따라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승차대출(드라이브스루 대출),

도서배달, 예약대출, 디지털도서관 운영, 방역업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지원으로 

안전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지원 사업’은 비대면 학습 증가에 따라 장애 학생을 위한 

온라인 독서콘텐츠(초･중･고등학교 필독도서와 교과서 내 문학작품) 2천여 건을 장애 

유형을 고려한 한국수어영상도서와 장애인 접근 전자책(디지털음성도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대체자료 제작에는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총 

146명을 채용하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3 디지털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K-도서관’ 구축 

책으로 둘러싸인 공공도서관의 열람실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론장,

변화를 모색하는 활동과 관계망의 플랫폼, 시민이 탄생하는 제3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지방정부가 늘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이 시설과 장서를 운영하고 

보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나갈 시민들의 안내자이자 조력자로 기여할 

방안을 찾는 데 크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의 혁신을 위해 누구나 디지털

콘텐츠를 창･제작하는 ‘(가칭)디지털 상상터(창작공간)’ 조성･교육을 지원(900개 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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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협업과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며, 인공지능(AI)기반 전자책 무인단말기(키오스크)･미디어벽 개발･보급 등 

미래형 ‘스마트 K-도서관’ 구현을 한국판 뉴딜 사업8)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그림 2］스마트 도서관 체계도(예시) 

5. 향후 전망

코로나19는 우리의 세계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며,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강화, 인공지능을 포함한 4차 산업기술 가속화 등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에 두려울 수 있지만, 한국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8)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이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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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책 수립에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 통합서비스 실현 등의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도서관서비스 수요 증가와 관련된 

미래도서관의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여 디지털 중심의 서비스와 이에 대응 가능한 공간 

혁신 등 새로운 전략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문화의 연대･포용 등 미래 도서관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기반 강화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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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서관협회의 도서관 지원: 

COVID-19상황에서의 중점적 대응1)

오다 미츠히로(Mitsuhiro Oda)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

본고에서는 일본도서관협회(JLA)가 COVID-19 상황 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지원의 개요를 보고하기로 한다.

1. 중점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JLA는 COVID-19에 대한 대응에 관해 2020년 2월에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개별 도서관의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자는 같은 도서관이라고 해도 도서관의 

종류, 규모, 시설 및 설비, 활동실태 등 다양한 데다 당시의 감염 확산은 지역 차가 

크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은 개별 도서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후자는 COVID-19에 대해 도서관 단독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각하여 관련 기관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중시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은 COVID-19 상황에서 그 후 JLA가 전국의 도서관을 지원할 때의 기본자세가 

되었다. 아래에 소개하는 중점적 대응도 이 기본자세에 근거해서 실시되고 있다.

1) 본고는 JLA상무이사 스즈키 다카시(鈴木隆), 다무라 슌사쿠(田村俊作) 두 분의 협력으로 업무 
집행 이사명으로 저술한 ‘코로나 소용돌이 속의 도서관 지원’(도서관잡지114권호, 2020년 9월)을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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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되자 COVID-19가 도서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더 커졌다. 초중고교는 

일제히 휴교가 되었고 대학은 학년말 행사를 중지했고 많은 공공도서관이 휴관 조치를 

하였다. 4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대학은 

부득이하게도 교실에서의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온디맨드(on-demand) 형태의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문헌정보학 교육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JLA는 세 가지 대응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2. 공중송신권의 한시적 제한에 관한 촉구

중점적인 대응 중 첫 번째는 ‘낭독(Read Aloud Activity)’의 모습을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응이다. 이것은 한 공공도서관이 4월에 

실천한 사례가 계기가 되었다. 이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한 후 ‘낭독’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것이 JLA의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에서

화제가 되었다. 3월 이후는 많은 도서관이 휴관하거나 행사를 취소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저작권자에게 공중송신권의 한시적 제한을 의뢰해 각 도서관에서 ‘낭독’의 모습을

제공할 수 없을까 하는 제안에서 JLA집행부가 검토를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JLA가 

복사본의 인터넷을 통한 제공과 스트리밍 등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공중송신의 한시적 제한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4월 하순에 저작권 관리 단체와 

출판 관련 단체 총 30곳에 우편으로 의뢰하였다.

이 의뢰에 대해 일본서적출판협회(Japan Book Publishers Association)로부터 ‘낭독’

리스트를 JLA에서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조언을 받았다.

일본문예가협회(The Japan Writers’ Association), 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Japan Writers

Guild), 일본비주얼저작권협회(Japan Visual copyright Association)로부터 많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그래서 허락을 얻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낭독’의 동영상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출판사에 의뢰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JLA아동청소년위원회에 의뢰해 

‘낭독에서 자주 사용되는 저작 리스트’를 제공 받았다. 이를 토대로 16개 출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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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의뢰한 결과 즈이운샤(瑞雲舎), 도신샤(童心社),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등 

세 곳의 출판사에서 총 5권의 아동도서 이용 허락을 받았다.

3. 문헌정보학 수업에서의 3개 도구의 온라인 제공 허락

COVID-19의 영향으로 전국 대학의 대부분은 2020년도 초반부터 수업을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사서와 사서 교원의 양성과정 등 문헌정보학 교육의

과목도 예외는 아니다. 그중에서도 실습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실기를 병행하기 

때문에 학생이 집에서 실습환경을 조성하기란 쉽지 않다. 문헌정보학 교육과목 중에서 

‘정보자원조직연습’ 등 자료조직에 관한 과목은 그런 과목 중 하나이다. 일본십진분류 

(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NDC), 일본목록규칙(Nippon Cataloging Rules, NCR),

주제명표목표(Basic Subject Headings, BSH)와 같은 자료조직을 위한 과목에서는 

대부분 학생 수에 맞추어 한 사람 한 사람이 툴을 활용해 자료 정리를 실제로 시도하게 

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이런 대학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습환경을 갖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고 있는 JLA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주길 기대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 문헌정보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자, 이 3개의 

자료조직을 위한 도구의 온라인 제공을 허락했다. 즉, 지금까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3개 툴을 실제로 가지고 연습을 하는 수업을 실시했던 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환경하 

에서도 NDC, NCR, BSH 3개 도구를 활용한 문헌정보학 교육이 가능하도록 2021년 

3월까지 한정해 3개 도구의 PDF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여 수업에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대학으로부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제공하였다.

2020년도 상반기 신청에서는 7월 20일까지 80개 대학에서 신청을 받았다. 대다수가 

제공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효과적인 방안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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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관 개관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4.1 휴관 중인 도서관에 제안

COVID-19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는 4월 들어 긴급사태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JLA는 추가적으로 대응을 확대할 필요가 생겼다. 그중에서도 휴관 중인 도서관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그래서 전술한 기본적인 개념을 부연하는 

형태로 ‘긴급사태선언 하에서의 도서관의 대응에 관하여’라는 도서관에 대한 제안을 

4월 21일에 공표하였다.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휴관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 아니라는, 도서관에 대한 제안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의 제안 내용이다:

각 도서관에서는 지자체, 교육위원회, 설치 모체 등과 밀접하게 정보교환･협의하여 

보조를 맞추어 각 지역 상황에 적합한 COVID-19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대응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도서관이라고 일괄해서 칭하더라도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크기,

면적, 환기의 용이성 등과 같은 차이를 생각한다면 ‘밀폐’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서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밀집’과 ‘밀착’을 피하기 위한 대책은 도서관 

각각의 환경에 기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무하는 도서관 직원의 

감염방지에도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휴관 조치를 강구하는 도서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 협회가 제창하는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Statement on Intellectual Freedom in Libraries)’을 들며 

도서관 휴관을 문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존중이며 이를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이 상황에서 

도서관의 역할 수행의 실행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선언’의 정신에 따르는 

일일 것입니다.

COVID-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휴관 중인 해외 도서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형 서비스(remote

service)의 전개에서 배울 점이 적지 않습니다. 감염증에 관한 적절한 정보 안내,

자택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심리적 억압(스트레스)을 완화하고자 하는 활동 등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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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관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2 ‘도서관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 예방 가이드라인’ 작성

이러한 제안을 더욱 발전시킨 세 번째 중점적인 대응은 바로 ‘도서관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 예방 가이드라인’의 작성이다. 이 대응에서는 도서관계의 

요청과 함께 5월 4일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대책 전문가회의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상황 분석 및 제언’에서 제시한 전문단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다. 즉 휴관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도서관이 재개관을 모색할

때 참고가 되도록 검토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과 절차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작성에 있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확인과 관련 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추진하여 5월 

14일에 ‘도서관에서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예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이라고 하겠다)’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했다. 가이드라인 작성에 서는 세 가지 점에 

유의했다.

첫째는 도서관의 부분적인 개관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개관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을 가능한 한 망라한 것이다. 둘째는 재개관을 위해 감염 확대 예방을 

검토하는 절차를 명기한 것이다. 셋째는 도서관 자료를 매개로 한 감염을 예방하는 

것, 즉 접촉감염의 문제를 사람과의 밀접접촉 혹은 비말감염의 문제와 함께 강조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공표 후 검토해야 할 기본적 사항 중 하나로 언급한 ‘방문자 명부 작성’에

대해 두 가지 비판적인 반응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이 항목의 성격과 관련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서는 5월 20일에 ‘‘방문자 명부 작성’의 운용에 관한 보충설명’을 작성하고 

기본적 사항은 각 도서관이 감염 리스크의 평가에 근거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실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은 각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는 JLA도서관의 

자유위원회의 견해와 상충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 위원회는 웹 페이지에 ‘방문기록의 

수집은 권하지 않습니다’는 표제를 내건 문구를 올리고 있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실은 이 표제 하에서도 ‘지역 상황에 따라 반드시 방문자 기록이 

필요한 때에는…’이라고 해 방문기록 취급에 관한 다른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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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사정에 대해 보충 설명하고 가이드라인과의 상충은 없다는 인식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대응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점검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을 

재정리하여 설명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나타내고 생경한 표현의 수정을 지향했다.

그 성과가 5월 26일에 공표한 가이드라인 갱신판이라고 할 수 있다.

5. 끝으로

세 가지 대응 모두에서 COVID-19의 영향에 따라 이례적인 상황이 도서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 작성 및 갱신판 작성에서 통감한 것은 지적 자유의 

존중과 생명의 존중이라는 두 개의 기본적 인권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태에 일본 도서관계가 처해 있다는 것이다.

JLA는 이런 사태 아래서도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물론 해외 도서관, 관련 단체와의 연계 및 교류를 강화해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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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사서, 동아시아 도서관 수서목록서비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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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와 도서관 서비스

미국 대학교의 지도자들과 보건 전문가들은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각 학교는 다양한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고,

연방 정부, 주정부, 각 시의 공중 보건 담당자들, 그리고 타 대학교와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바이러스 상황과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미시간 대학교의 경우, 미시간 주지사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가 미시간 

주에서 코로나19의 양성 추정 사례가 2건 있다고 2020년 3월 10일에 발표하였고, 모든 

사람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공중 보건 지침을 따르도록 촉구했다. 주지사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미시간 대학교는 모든 대면 수업을 취소하고, 3월 16일부터 

해당 학기 마지막 날인 4월 21일까지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교 부서는 3월 10일 이후 며칠 동안은 운영되었지만,

결국 도서관 건물은 3월 16일에 폐쇄되었고, 일반인은 물론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로 도서관 건물은 계속 폐쇄되었고, 학생과 교직원은 전자자료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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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와 하티트러스트(HathiTrust) 긴급 한시적 이용 서비스(ETAS)

2020년 3월 초 미동부와 서부의 몇몇 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일부 주요 대학이

강의를 취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하자, 하티트러스트는 공공 정책 및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을 자체적으로 실행하였고 신속하게 긴급 한시적 이용 서비스(ETAS)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회원 도서관이 비상 사태 상황에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티트러스트의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코로나19 비상 상황 동안의 도서관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1)

이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회원 도서관 이용자에게 말뭉치(corpus)에 있는 

특정 디지털자료, 특히 디지털화된 하티트러스트 자료 중에서 자관 소장 도서 자료를 

합법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티트러스트 자료 중에서 저작권이

있는 책이 디지털화된 경우는 평상시에는 원문 보기가 되지 않고, 이용자들은 해당 

책을 온라인에서 읽을 수 없다.

이 서비스 덕분에 회원 도서관 이용자는 하티트러스트에 있는 자관 소장 도서 중에서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회원 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에도 교육, 학습 및 연구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3. 하티트러스트 전자 도서관(HathiTrust Digital Library)은 

어떤 기관인가?

하티트러스트는 공유 디지털 리포지터리(shared digital repository)를 제공하며, 구글 

(Google),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회원 도서관이

제공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의 장기적인 큐레이션과 합법적인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하티트러스트의 미션은 인류 지식(human knowledge)의 기록물을 

공동으로 수집, 조직, 보존, 전달 및 공유함으로써 연구, 학문,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2)

1) “Message from Executive Director, Mike Furlough”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
www.hathitrust.org/covid-19-response#one

2) “Mission and Goals”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www.hathitrust.org/mission_goals



42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 제21 호(2020년 10월)

[그림 1] 하티트러스트 홈페이지

하티트러스트는 미시간대학교 주도하에 12개의 대학교로 구성된 기관협력위원회 

(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CIC>, 2016년에 Big Ten Academic Alliance로

변경)와 11개 대학도서관이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이 2008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방대한 디지털자료를 저장하는 유일한 

협동 리포지토리(cooperative repository)이다. 디지털자료의 상당 부분은 구글북 

도서관 프로젝트(Google Book Library Project)에서 나왔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쇄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한 이 프로젝트는 학자들의 연구 행태와 도서관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구글과 협력 도서관들은 소장 도서 자료의 일부를 디지털화 

하는 단체 협약을 맺었었다. 이 계약을 통해 구글은 협력 도서관 소장 도서 자료 중에서 

공유저작물 뿐만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대량으로 스캔하였으며, OC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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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색인을 이용하여 원문 검색 기능을 제공했다.3)

디지털화 된 공유저작물은 모든 이용자의 원문 보기(full view for everyone)로 분류 

되어서 구글사이트나 하티트러스트 사이트에서 원문을 볼 수 있고, 검색과 다운로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 된 자료중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자료는 검색만 가능하다.

검색 결과로 나왔을 때 저작권을 보유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색어가 

자료의 본문 안에 있다는 것만 알려준다.

하티트러스트의 파트너십은 북미 지역 연구 도서관(research library)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그 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는데, 설립 동기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리포지토리 협업 모델(sustainable collaborative model of digital repository)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2008년 미국에서 2백만 권의 디지털자료와 23개의 창립 파트너로 시작된 

하티트러스트는 현재 1,700만 권 이상의 디지털자료(그중 약 40 %는 공유저작물임)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스페인, 레바논, 호주 및 뉴질랜드에 168개의 회원 

기관을 두고 있다.4) 하티트러스트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각 회원 기관에 비용 효율적 

(cost-effective)인 운영, 공유 관리(shared management), 디지털 콘텐츠의 장기 보존,

저작권 관리의 용이성 및 접근성 향상을 제공하고 있다.5)

2020년 8월 15일 현재, 하티트러스트는 450여 개의 언어로 된 17,428,461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 도서관은 지금도 매일 자료를 예치(deposit)하고 있다. 미시간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가장 많은 양을 예치했으며, Big Ten Academic Alliances의 일부 

기관이 그 뒤를 잇고 있다.

3) Sung, Yunah “Google’s Mass Digitization Project from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collection: 
Overview of Google Book Search and its impact to library services.” In Haeoe Hangukhak 
Tosogwan Tonghyang Pogoso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 no. 1(2009): 
71-130.

4) “Member Community”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www.hathitrust.org/community
5) 이유경, 성윤아, 정영미. (2016). 디지털 리포지터리의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로서 하티트러스트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44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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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예치 기관 권수 퍼센트

1 미시간 대학교 4,861,639 27.90%
2 캘리포니아 대학교 4,544,756 26.10%
3 하버드 대학교 984,048 5.60%
4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867,483 5%
5 미네소타 대학교 621,103 3.60%
6 코넬 대학교 603,226 3.50%
7 버지니아 대학교 606,988 3.50%
8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572,218 3.30%
9 인디아나 대학교 550,379 3.20%
10 텍사스 대학교 474,589 2.70%

기타 50개의 예치 기관 2,742,032 15.60%

[표 1] 예치 기관과 예치량6)

하티트러스트 자료의 언어 배포는 수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영어가 컬렉션의 

50%를 차지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같은 유럽 언어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회원 도서관이 동아시아학과 러시아학 관련 도서자료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일본어 및 러시아어도 상위 10개 언어에 속해 있다.

하티트러스트 자료의 약 87%는 상위 10개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3%는 450여 

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권수 Percent

1 영어 4,727,368 50.90%

2 독일어 797,771 8.60%

3 불어 645,630 7%

4 스페인어 607,281 6.50%

5 러시아어 307,020 3.30%

6 중국어 277,412 3%

7 일본어 244,502 2.60%

8 이탈리아어 240,826 2.60%

9 아랍어 139,866 1.50%

10 포르투칼어 137,660 1.50%

[표 2] 하티트러스트 자료의 언어별 분포7)

6) “Deposited Volumes by Original Source of Content”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 
www.hathitrust.org/visualizations_deposited_volumes_current

7) “HathiTrust Languages”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www.hathitrust.org/visualiz
ations_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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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년간 하티트러스트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용 효율적인 공유 인프라와 디지털 보존, 고유 자료 개발을 가능케 하였고,

새로운 서비스를 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회원 도서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티트러스트는 “변환, 향상, 권한 강화”(Transform, Enhance, Empower)라는 향후 3-5

개년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다;

Ÿ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학술 자원 관리에 있어서 도서관의 상호 협력 형태의 변환 

Ÿ 학자와 학습자가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트트러스트 자료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Ÿ 주요 전략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티트러스트 각 부서와 회원 도서관에 

권한 강화 8)

[그림 2] 하티트러스트 전략적 주제

4. 하티트러스 ETAS에 관한 세부 사항

2020년 3월 캠퍼스와 도서관 건물이 갑작스럽게 폐쇄됨에 따라 도서관 장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방안을 찾아야 했다. 하티트러스트의 긴급 한시적 이용 서비스

(Emergency Temporary Access Service)는 이용자와 도서관을 위해 가장 적합한 대안이었다.

하티트러스트 회원 학교로써, 미시간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하티트러스트를 통해서 

580만권의 책을 도서관 폐쇄 기간 동안 볼 수 있게 되었다.

8) “Charting HathiTrust's Strategic Directions”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www.h
athitrust.org/charting-hathitrusts-strategic-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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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9)

Ÿ 이 서비스는 Fair use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하티트러스트는 액세스 모드 

(mode of access)와 사용자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저작물이 추가적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Ÿ 보안 로그인을 통해 회원 기관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된다.

Ÿ 격리 / 재난 / 폐쇄 기간 동안에 제공된다.

Ÿ 이용자가 평상시에 해당 도서관의 이용자로서 접근 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한다.

Ÿ 액세스는 일대일 기준으로 제공된다. 즉, 도서관에서 3권의 복본을 소장하고 

있으면, 해당 자료를 3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Ÿ 이 서비스는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상황을 평가 한 후에 
활성화된다.

서비스 약관

ETAS를 통해 제공되는 책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사용 섹션 (fair use section)에

따라 제공된다. 대부분의 책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ETAS는 

하티트러스트 회원 기관의 계약10) 조건에 준한다.

해당 자료

이용자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와 일치하는 하티트러스트의 디지털 

사본을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평상시에는 “제한된 보기”

(Limited view; 저작권 보유 또는 저작권 미확인)로 표시되며 온라인 상에서 읽을 

수 없다. 또한 이용자는 670 만권 이상의 공유저작물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저작물의 원문 보기는 계속할 수 있다.

보기의 종류

저작권 상태에 따라 3 가지의 보기가 있다;

9) “Emergency Temporary Access Service”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www.hath
itrust.org/ETAS-Description

10) “HathiTrust Supporting Institution Agreement”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 
drive.google.com/file/d/0B21eud5e7uXtV0Fja0JDMWpZWWc/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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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원문 보기(Full View) – 공유저작물; 원문 보기 가능

[그림 3] 원문보기 가능함을 보여주는 도서관 목록과 원문 보기 예시

Ÿ 한시적 액세스(Temporary Access) – ETAS를 통해 이용 가능한 도서

[그림 4] 한시적 액세스임을 보여주는 도서관 목록과 원문 보기 예시

Ÿ 제한된 보기(검색 전용) Limited (Search-only) – 저작권물; 원문 보기 불가능

[그림 5] 제한된 보기임을 보여주는 도서관 목록과 원문 보기가 되지 않는 예시



48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 제21 호(2020년 10월)

온라인 읽기만 가능 – ETAS는 도서관 자료를 브라우저 기반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페이지 1장씩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나 2020년 5월 28일에

폐지되어서 현재는 다운로드 옵션이 없다.

동시 접속자 수 – 동시 접속자 수는 회원 도서관 소장도서자료의 수와 동일하다.

도서관 서고에 3권의 사본이 있는 경우 해당 도서관은 3명이 동시에 하트트러스트의 

디지털 사본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 반납 – 이용자는 디지털 사본을 1시간 동안 대출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중인 책의 이용 시간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본인이 원하는 책을 다른 사람이 

이용중이면, 그 책이 반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출중

도서 예약은 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디지털 사본을 사용한 후 즉시 반납하는 것이 좋다.

이용자가 대출한 상태에서 12시간 동안 책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으면(“stale”

또는 “inactive” 대출 상태) 자동으로 반납된다.

[그림 6] 대출과 반납

상호대차, 도서배달 서비스 - ETAS 통해 원문 보기가 가능한 디지털 사본은 다운로드

및 재배포를 할 수 없다. 회원 도서관은 하티트러스트의 디지털 사본을 다운로드해서 

도서배달 서비스, 강의도서, 상호대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소장 도서 대출 – 도서관에서 ETAS를 이용하고 있는 동안은 이용자가 하티트러스트의

디지털 사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당 도서는 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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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시간대학교 도서관 목록: 

자관 소장 도서의 하티트러스트 디지털 사본의 원문을 이용할 수 있음

5. ETAS 종료

하티트러스트의 긴급 액세스(emergency access)는 한시적인 서비스이며, 이용자가 

회원 도서관 소장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종료된다. “소장 자료를 평상시처럼 

이용함”, 즉 정상 운영의 재개라는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회원 도서관이 소장 자료를 평상시처럼 서비스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평상시처럼 도서관 출입을 하면서 소장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말한다.

하티트러스트는 회원 도서관에서 팬더믹으로 인해 소장 자료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ETAS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팬더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 도서관은 소장 자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ETAS를 

사용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회원 도서관은 소장 자료 중에서 ETAS를 통해 디지털 

사본이 제공되는 자료는 이용자들에게 대출해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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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4일 현재 151개의 도서관에서 ETAS를 사용하고 있고, 32개의 도서관은 

ETAS를 종료하였다.11) ETAS 서비스가 종료된 도서관의 이용자는 해당 도서관에서 

소장 도서 대출 서비스를 재개하였으므로 자관 소장 도서를 이용하면 된다.

6. 하티트러스트,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신탁형 네트워크

2∼3개월의 여름 방학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의 대학도서관과 연구 도서관은 2020-2021

학년도 가을 학기를 대비하여 제한적이나마 자관 소장 도서 자료의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각가지 비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도서관은 단계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재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소장 도서를 비대면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Zero contact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팬더믹은 하루 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처럼 도서관 자료의 운영과 이용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학도서관과 연구도서관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자료는 필수적이다. 각 도서관은 구독 전자자료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구독 전자자료는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가 인쇄물 형태로 된 도서관 소장 자료인 경우에 

도서관 입장에서는 소장 도서 자료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자에게 소장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코비드19 대유행으로 인해 디지털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 하티트러스트는 ETAS를 통해서 회원 도서관의 

서가에 보관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 자료의 디지털 사본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점으로 

인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4월과 5월 두 달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171개의 회원 

도서관은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에 ETAS를 통해 30만 권의 디지털 사본을 제공했다. 평균 

하루에 2,2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약 3,800권의 디지털 사본을 사용한 것이다.

11) “ETAS: Approved Libraries & Deactivated”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www.
hathitrust.org/etas-approved-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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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티트러스트 회원 도서관은 도서관 소장 자료 이용과 보존의 보장을 위한 비젼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170개 이상의 대학 및 연구 도서관은 하티트러스를 

공동의 노력으로 개발하였고,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이 검색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그리고 평상 시는 물론 유사 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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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호주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대응과 전략: 

모나쉬대학교의 경험에서 배우기

김정심(Jung-Sim Kim)

한국학 사서

모나쉬대학교 도서관

jung.sim.kim@monash.edu

아니타 데위(Dr. Anita Dewi)

리서치 앤 러닝 코디네이터

모나쉬대학교 도서관

anita.dewi@monash.edu

1. 호주 빅토리아주에서의 COVID-19 

호주는 2020년 1월 말 COVID-19 대유행(pandemic)의 타격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후 빅토리아주 수도인 멜버른에 캠퍼스들이 있는 모나쉬대학교의 대학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월 마지막 주에 예정되었던 오리엔테이션 주 활동들이 취소되어야 

했고, 1학기 첫째 주도 연기되었다. 그 이후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으며, 올해 

예정된 세미나와 도서관 수업들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호주 전역으로는 수상이 

3월 29일 COVID-19에 대응하여 사회적 운동 및 직장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발표했고,

이것은 3월 30일 빅토리아주 총리의 연설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강화되었다.

호주인들은 정부로부터 COVID-19에 대한 위생 수칙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여기에는 1) 자주 손 씻기, 2)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3)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거나 팔꿈치로 가리기, 4) 다른 사람과 1.5 미터 거리 유지, 5)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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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했거나, 빅토리아주에 있었거나, 뉴사우스웨일즈주 고위험 장소를 방문했거나,

확진된 COVID-19 사례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는 14일의 격리, 6) COVID-안전 지침서의

지시사항 따르기 등이 포함된다. 그 이후로 기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모나쉬대학은 모든 직원과 이해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중앙 집중화된 COVID-19 웹 페이지를 구축했다. 대학 운영은 필수 서비스들로 

축소되었고,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대학교 6개 도서관 중 매드슨 도서관 

(Matheson Library)과 페닌슐라 도서관(Peninsula Library)만 개관시간을 오전 9시∼오후

5시로 축소하여 개관하였다. 이 두 도서관 건물은 의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학습 공간으로서만 사용된다. 대부분 직원은 재택근무를 지시 

받았으며, 충분히 안전한 홈 오피스가 되도록 사무실의 노트북, 모니터, 및 기타 관련 

장비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다.

COVID-19 제한 조치가 6월에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빅토리아주에서

사태가 더 악화되어 7월 7일부터 6주 동안 3단계가 재개되었다. 외출은 1) 생필품 쇼핑,

2) 돌봄, 의료, 3) 운동, 4) 집에서 할 수 없는 일이나 교육 등의 4가지 사유로만 가능하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빅토리아주 정부는 8월 2일 멜버른 광역도시권에 이동 

제한 조치를 4단계로 강화하였다. 멜버른 주민들은 가능한 한 반드시 거주지에 있어야 

하며, 통행 금지는 오후 8시∼오전 5시이다. 위에 나열한 4가지 사유에 더 강화되어 

거주지 반경 5km 내에서만 이동 가능하며, 또한 직장에 가야하는 필수 직종의 

사람들은 고용주로부터 공식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동제한 4단계 조치는 최소한 

9월 13일까지 시행된다.

2.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한 모나쉬대학교 한국학 및 

도서관 협력 업데이트

위에서 지적한 변화하는 상황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모나쉬대학교 한국학 

및 도서관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다. 원칙적으로 학생, 학계,

연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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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다:

Ÿ 도서관은 대면 서비스 대신 학술정보 교육, 수업 및 기타 관련 세션을 온라인 

플랫폼, 특히 모나쉬대학교 한국학 2020의 무들(Moodle) 사이트로 옮겼다.

Ÿ 마찬가지로, 대면 세미나 대신 줌(Zoom)은 모나쉬대학교 한국학 세미나 시리즈가 

열리는 플랫폼이 되었다.

Ÿ 과거에는 도서관 자료의 전시가 세미나 시리즈의 주요 구성 요소였지만, 이것도 

전자 전시 형태로 전환되었다.

Ÿ 모나쉬대학교 한국학 도서관 가이드에 한국 관련 행사나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Ÿ 한국학 도서관 인턴십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지만, 학생 인턴에게 배정된 이번 

프로젝트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3.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한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의 대응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은 서비스 제공 방식들을 업데이트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도서관 전략과 대유행 기간의 내부 및 외부 온라인 교육으로 분류 할 수 있다.

3.1 일반적인 도서관 전략 

몇 가지 주요 일반적인 도서관 전략은 다음과 같다:

Ÿ 교육 및 학습 활동을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전환. 여기에는 일반 도서관 수업과 

학부 교과과정에 포함된 연구 및 학습 기술 개발 교육이 포함된다.

Ÿ 도서관의 사서 및 학습기술조언자와 함께 인기 있는 드롭 인 세션(drop-in sessions)을 

이전의 대면 전달에서 줌을 통한 완전한 온라인으로 전환.

Ÿ 도서관의 인포메이션 포인트 서비스를 대면 서비스에서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전환.

Ÿ 도서관 웹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한 

도서관 질문용 실시간 채팅 개발 가속화.

Ÿ 전자 자원 개발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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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연구자, 연구생들이 도서관 목록에서 자료를 선택하고 우편을 통해 집 주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클릭 앤 보내기(Click & Send) 서비스를 제공.

Ÿ 인턴십, 실습 및 온라인 교육과 같은 기타 전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에는 도서관에서의 한국학 도서관 인턴십도 포함된다.

3.2 COVID-19 대유행 하는 동안 내부 및 외부 온라인 교육

일반적인 전략 외에도 도서관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COVID-19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특히 직원 건강 및 복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재택근무 

중인 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몇 

가지 예를 들면 인체 공학적 원칙 온라인 교육,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의 COVID-19에 

관해 대학 보건 책임자와의 질의응답 세션, 직업 보건 및 안전 재활성화 캠퍼스 소개,

불확실성을 통한 자기 관리에 관한 웨비나, COVID-19에 대한 혁신적인 도서관 대응에 

대한 여러 대학도서관 직원의 번개 회담, 등등. 또한 대학도서관장 및 디렉터, 매니저 

및 상관들은 도서관 부서 내 긍정적인 동기 부여와 직원의 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게시판이나 업데이트 이메일을 통해 자주 알린다.

4. 한국학 프로그램이 있는 호주 대학

호주의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은 호주국립대학교, 디킨대학교, 맥쿼리 

대학교, 모나쉬대학교, 멜버른대학교,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퀸즐랜드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시드니기술대학교 및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 등이다.

4.1 대학도서관들의 COVID-19 대응

한국학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도서관들의 COVID-19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한국학 장서/도서가 있는 도서관은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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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호주국립대학교 도서관(https://anulib.anu.edu.au/)*: 이메일, 전화, 줌 및 챗봇을 

통한 연락; 도서관 시설은 일반 방문객에게 폐쇄; 캠퍼스에서 마스크 필수는 

아니지만, 얼굴을 가리는 것을 권장; 도서관은 6월 2일에 재개관. * 한국학 장서는 

멘지스 도서관(Menzies Library) 내에 있다.

Ÿ 디킨대학교 도서관(https://www.deakin.edu.au/library): 이메일, 전화 및 도서관 채팅을

통한 연락; 마스크 또는 안면 커버는 필수; 현재 디킨대학 학생 및 교직원들만 

도서관 출입 가능; 도서관 웹 사이트에서 요청한 자료는 우편으로 배달; 스터디 

공간을 예약 할 수 있지만 스터디 룸 수용량 축소.

Ÿ 맥쿼리대학교 도서관(https://www.mq.edu.au/about/campus-services-and-facilities/library) :

제한된 학습 공간 및 시간; 맥쿼리대학교 학생 및 직원만 해당하고 개인 캠퍼스 

카드를 지참; 채팅은 지정된 시간 동안 사용 가능; 고학력 연구생들을 위한 서비스 

– 클릭 앤 수집(Click & Collect) 서비스, 도서관 상호 대출.

Ÿ 모나쉬대학교 도서관(https://www.monash.edu/library)*: 대부분 위에서 언급됨.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한국학 장서는 매드슨 도서관의 아시아학 컬렉션(Asian

Collections) 내에 있으며 한국학 장서로는 호주 대학도서관 중 가장 크다.

Ÿ 멜버른대학교 도서관(https://library.unimelb.edu.au/)*: 도서관 서비스는 가상 전달을 

통해 이루어진다; 안면 마스크 또는 안면 덮개를 착용; 학생증을 항상 휴대;

* 동부 자료 센터(ERC)에 소수의 한국어 자료 소장.

Ÿ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도서관(https://www.library.unsw.edu.au/): 이메일, 전화, 도서관 

채팅 또는 질문하기 양식 제출로 연락; 제한된 학습 공간 - 대학 학생 및 교직원만 

사용 가능하며 예약 필수.

Ÿ 퀸즐랜드대학교 도서관(https://www.library.uq.edu.au/): 캠퍼스 및 온라인 개방;

온라인, 이메일, 채팅 및 문의를 하거나 혹은 직접 대면.

Ÿ 시드니대학교 도서관(https://library.sydney.edu.au/)*: 대학교 ID를 소지한 직원 및 

학생에게만 도서관 공간 재개; 가상 정보 데스크, 라이브 채팅 및 줌 통해 도움 

요청; 2학기는 8월 24일에 시작되며 대면 학습과 원격 학습이 결합됨. * 한국 

자료는 피셔도서관(Fisher Library)의 동아시아 컬렉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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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드니공과대학교 도서관(https://www.lib.uts.edu.au/): 라이브 채팅; 1.5미터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캠퍼스 표지판에 따르다.

Ÿ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도서관(https://www.uwa.edu.au/library/home): 도서관 개관 

시간 동안 비디오 키오스크, 도서관 라이브 채팅, 이메일, 전화를 통한 실시간

가상 지원; 제한된 도서관 출입; 개별 학습 공간, 도서관 컴퓨터, 와이파이,

인쇄 시설 및 인쇄물 컬렉션을 구내에서 이용 가능. 그룹 스터디 룸은 폐쇄.

5. 맺음말

호주 대학도서관이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는 방법은 매우 유동적이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 예상대로 건강 상태의 업데이트와 연방 및 주 정부가 

설정한 규정의 변경과 같은 기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대유행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상황과 유사한 명확한 확실성은 아직 없지만, 호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전용 

COVID-19 건강 경고 웹사이트가 하나 있다. 모나쉬대학교 및 도서관 이해 관계자를

위한 주요 참고자료는 호주 보건부에서 제공한 것으로 https://www.health.gov.au/news/

health-alerts/novel-coronavirus-2019-ncov-health-alert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빅토리아주

보건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것은 https://www.dhhs.vic.gov.au/victorias-restriction-levels-

covid-19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Figure 1] 모나쉬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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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는 통신수단으로 사용 시 요금납부 증명이 제일 큰 목적이지만, 우표의 발행된 

시기 및 우표 속에 담긴 이미지로 한 나라의 문화, 예술, 정치 그리고 시대 변화 같은 

부분을 볼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처럼 우리에게 민족의 역사 및 지리적인

위치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깝지만 일반 사람들은 방문할 수도 없고, 정치･경제적인 

체제도 달라 제한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우표가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은 지난 1962년에서 2017년까지 

총 55년간 2,000여 종이 넘는 북한 우표를 수집, 디지털화 작업하여 그간 보기 어려웠던 

북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1.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

시카고 대학은 역사학과의 브루스 커밍스 한국 역사 교수를 비롯한 대학원 과정 

학생들이 활발하게 북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 그에 보조를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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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도 꾸준하게 북한 관련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오고 있다. 주로 책이나,

정기간행물 혹은 교과서 등의 프린트 자료를 중점 수집하다가,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시각자료(visual material)을 구축하고 있던 중, 우표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표 수집의 경우 구입한다고 해도 우표의 형태를 고려해볼 때, 보관 및 

대출 등의 절차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망설였지만, 시카고 대학교의 다른 부서인 이미지 

자료센터(Visual Resource Center)와의 상의 끝에 협업을 통한 북한 우표 디지털화를 

계획하게 되면서 수집을 결정하게 되었다.

2. 우표수집 및 특징

2.1 수집경로

북한 우표는 두 나라를 통해서 수집을 하였다. 총 2,000장의 북한 우표 중 300장은 낱장

으로 된 우표들로 1962년에서 1980년에 출간된 출판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우표들이다.

이 300장은 외항선을 타는 독일 노인이 여러 나라의 우표 및 동전을 수집한 후,

독일의 플리마켓(벼룩시장)에서 판매할 때, 3년 전 우연히 독일 교포가 구입하고 

소장한 것을 시카고 대학이 재구매하게 되었다. 북한의 우표가 처음 발간된 해가 

1946년이니, 독일에서 수집된 우표들은 비교적 출판시기가 오래된 북한 초기 

우표들로 볼 수 있다.

시카고대학도서관에서 수집한 우표중 가장 오래된 독일에서 온 1962년 동물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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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해서 구입한 약 1,700장의 우표는 시기적으로 1980년에서 2017년 사이에 

나온 우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권의 우표책의 형태로 출간이 되었다. 그간 북한 

자료들을 수집했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자료의 출판물 외형이나 종이 질의 상태와 

비교해보면, 20권의 우표책은 제본상태나 이미지 선명도가 아주 우수하였다. 우표책 

내부는 주제별 구분되어있고, 화려한 디자인이 포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우표책 

내부 설명서에 중문이나 영문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통신 수단으로 

발간된 우표가 아니라, 해외 우표 수집가들을 위해서 만든 우표책이라고 볼 수 있었다.

중국에서 수집된 1980-2017년까지의 후반기 우표책들

2.2 우표의 주제

우표가 연구자료로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총 55년간의 우표의 이미지를 

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북한의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우표 이미지에 따라 시대별로 북한이 어떤 방식의 정치구호를 선보이고 어떤 경제 

및 정책개발을 하고자 하는지 추측할 수 있다. 우표의 이미지들을 보통 정치적 색채나,

선전 문구, 초상화들도 많이 있지만, 교육적인 표어, 자연, 지리, 건축, 문화, 예술 같은 

다양한 주제들도 포함되어있다. 그 밖에 북한의 거리, 일반 건물, 공공시설 같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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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볼 수 있는 이미지들도 담겨있다. 분단 이전의 고려, 조선 시대의 유물들 및 

전통문화, 세계박람회나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관련된 우표들, 낯설지만 북한에서 

생산된 해외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도 볼 수 있다.

아래 이미지들은 컬렉션에서 선정된 예이다(시카고대학교 북한우표사이트: https://

www.lib.uchicago.edu/collex/collections/north-korean-stamp-collection/).

물론 많은 수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대에 걸친 주체사상과 정치, 정책 관련 

우표들이다. 또 특별한 기념일 날에 미사일을 쏘고, 로켓 발사 성공 기념으로 우표를 

만들었고, 다른 나라 정상이 방문하면 기념 우표를 만들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및 

유럽에 관련된 우표들이 주를 이뤘다.

NKSC 1143, 1144 대륙간 탄도 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NKSC 0991 교육을 비롯한 

문화 건설에서 큰 걸음을

NKSC 0992 비약의 불길 NKSC 0952b 토지개혁 

법령발포 60돌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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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남북한이 갈리기 전의 전통을 잘 유지 보전하고 승계하는 우표들이 많았다.

고구려,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많은 예술 작품, 유물과 풍습을 담은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NKSC 0777 봉산탈춤 NKSC 1402 춘향전

우표 안에 시나 음악가사 및 음계가 직접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NKSC 0837 조선의 진달래 NK1322우리는 하나 6.15 

북남공동선언

여러 가지 동물 우표들- 북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 곤충부터 다양한 공룡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직접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우표 전문화가가 그림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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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SC 0020 조선범 NKSC1588 토끼 NKSC 0013 공룡

평범한 북한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담은 것도 많았는데, 각종 지하철 열차사진이 

담긴 우표, 스키장, 물놀이장, 동물원과 큰 아파트 단지들, 미래과학자 거리 및 특수 

컴플렉스 단지들의 모습이 담긴 우표들도 보인다.

NKSC 0612 지하전동차 NKSC 0626 만수 물놀이장

NKSC0615 마식령 스키장 NKSC 0620 미래 과학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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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가진 폐쇄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뜻밖에 유명 서양화가나 인물들의 우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신기하면서도 의외였다. 많은 수의 유럽 명화들과 유럽 왕과 왕비의 

사진들이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

NKSC 0547 모나리자 NKSC 1808 다이애나

3.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젝트팀 구성

2,000장의 우표를 수집한 후,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다. 박지영 한국학 주제전문사서의 

총 프로젝트 계획관리 아래, 크게 세 가지 부분 - 1. 이미지 스캐닝 2. 메타 작업 3. 사이트 

업로드 관리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으로는 시카고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구성원인 염지수,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서 인턴과 이튼 와델(Ethan Waddell), 시카고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한국문학박사과정 학생이 참여하였고, 도서관 밖에서는 동 대학 내의 미술사학과 산하의

이미지자료센터(Visual Resource Center, VRC) 부관장인 브리짓 매든(Bridget Madden)과

VRC팀이 주요 멤버로 작업을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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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Bridget Madden(Associate Director at VRC), 

염지수(국제교류재단 사서인턴), 박지영(한국학사서), 

Kat Buckley(Assistant Director at VRC)

3.1 우표 스캔작업

2,000장의 이미지 스캐닝은 VRC에서 진행을 하였다. 이미지 사이즈는 600 dpi부터 

스캔을 하였다. 우표 내에 들어 있는 표어, 가사, 시 등을 연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캐닝을 할 때 우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우표 안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가장자리의 점선 테두리도 같이 스캔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표 중에는 

한 장씩 낱개로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장(4장, 6장 등)으로 구성된 우표들도 많았는데,

그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낱장으로(sheet) 된 우표도 전체 스캔하고,

그 안에 우표들을 따로 스캔하였다. 또한, 우표 이미지 외 북한 우표 전문화가들의 

초상화 및 약력 소개가 있는 부분도 함께 스캔하였다.

스캔작업 중인 Visual Resource Center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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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메타 작업

이 우표 작업을 시작하기 몇 년 전에 한국 식민지시기 엽서의 메타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으로 이번 우표 작업은 많은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보완을 하였다. 분류작업을 하면서 LUNA 프로그램에 

업로드할 때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분류체계를 만들고 보완해야 했다.

큰 분류는 우표 파일명, 우표 번호, 우표책 제목과 주제를 두 단계(대주제, 소주제)로 

나눠서 정리하였다. 각 우표에는 이미지에 정리된 사진 제목, 사진 설명, 발행처, 연대,

주체 넘버와 연도 또한 넣었다. 이용자들을 위해서 모든 정리는 로마자표기와 우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영문 번역도 해 놓았다. 또한 영문 키워드 설명을 및 채색 

여부나 부연설명이 있을 경우 따로 노트 섹션에 넣어서 메타를 완성하였다.

메타를 정리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방대한 양을 주어진 기간 내에 소화하고, 또 

에러를 줄이기 위한 검토 작업을 여러 번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북한 용어가 

낯설어서 번역할 때 여러 검색과 사전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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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작업 중인 염지수 사서인턴,

Ethan Waddell EALC 한국문학 박사과정학생 

3.3 LUNA 

우표 이미지를 다 스캔하고, 메타정보를 다 마친 후에 모든 정보를 시카고 대학 내의 

루나 사이트(LUNA)에 업로드를 시켰다. 루나 사이트(LUNA)는 미술사학과를 비롯해 

많은 인문학과에서 이미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대용량저장소를 말한다.

개별 이미지마다 우표의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검색기능이 뛰어나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Luna 사이트 주소: Luna site https://luna.lib.uchicago.edu/luna/servlet/UCHICAGO∼17∼17



68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 제21 호(2020년 10월)

3.4 그 외 체크해야 할 부분(저작권 관련 및 사이트 검수) 

북한 우표의 디지털화 작업은 크게 보면, 이미지를 스캔하고, 메타정보를 잘 입력해서 

루나의 플랫폼(LUNA)에 저장하는 것이지만, 예상치 못했던 여러 부분을 신경써야했다.

제일 먼저 저작권 문제를(copyright)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권 담당 사서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했다. 북한 자료도 1980년 이후에는 국제 저작권에(copyright

group) 등장했고, 우표가 아닌 일반 다른 자료라면 아마 이런 디지털 작업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소수의 저작권이 걸린 특수한 경우의 서양 우표 이미지들도 있지만,

우표는 목적 자체가(nature of purpose)가 편지 봉투에 붙여져서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전달되고, 보여지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대개 저작권의 개념이 없고, 국가 주도적으로 나온 

홍보 출판물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 관련 부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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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루나 사이트(LUNA) 검수도 여러 번에 걸쳐져서 이뤄졌다. 사이트에 올라간 

후 전체 사이트 체크 및 이용자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도서관 내의 

다른 부서인 디지털도서관 개발센터(Digital Library Development Center, DLDC)의 

시스템 사서들이 체크하고 수정･보완 해주어야 했다.

4. 우표 실물전시(North Korean Stamp Library Exhibit) 

우표 디지털 프로젝트를 하면서, 관심 있는 이용자들이 우표의 실물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레겐스테인 중앙도서관 5층에 실물전시도 같이 기획하였다.

주제별로 전시할 초기 우표와 우표책들을 정리하였고, 주체, 선군 등 북한 용어들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를 하여 영어로 번역해 놓았다. 효과적인 전시기획을 위해서 

도서관 내 DLDC 그래픽 디자인 스페셜리스트, 캐시 자드로즈니(Kathy Zadrozny)가

포스터를 디자인하였고, 도서관 스페셜컬렉션 전시 디자이너 첼시 카프만(Chelsea

Kaufman)이 우표 실물전시 공동 작업하였다.

Understanding North Korea Through Stamps, 

레겐스테인 중앙도서관 5층전시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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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를 마친 후 

우표 수집과 디지털화 작업 그리고 실물전시가 준비되기까지 총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꼬박 걸렸다. 초반에는 북한 우표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서관 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기획된 프로젝트였지만, 예상외로 긴 시간 동안 많은 동료들과 

일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서로 주고받는 아이디어나 피드백에서 좀 더 충실한

1차 연구자료 디지털 컬렉션을 만들어졌다.

이렇게 컬렉션이 만들어진 후 도서관 내 기사로도 만들어지고, 많은 문의와 관심으로

시카고대학교 학교신문과 WTTW 시카고 PBS 방송국에서도 소개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은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진, 학생들 및 미국 및 해외 북한 우표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많은 연구자들에게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또 다른 

기회도 만들어서 시카고 대학교 졸업생 중 두 명은 소장하고 있는 북한 자료를 기증 

하겠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 다음번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카고 대학도서관에서 

하게 될지 기대가 크다.

Ÿ 도서관 홈페이지에 실린 북한우표기사(https://www.lib.uchicago.edu/about/news/understa

nding-north-korea-through-stamps/)

Ÿ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https://www.lib.uchicago.edu/collex/exhibits/understanding-north-

korea-through-stamps/)

Ÿ 동아시아센터의 북한우표관련 아티클(https://ceas.uchicago.edu/news/north-korean-stamps-

exhibit-east-asian-collection-university-chicago-library-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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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국립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티무르 아크메토브(Timur Akhmetov) 

Akhmetov)러시아국립도서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러시아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Russia, NLR)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이자, 러시아 최초의 국립도서관이기도 하다.

(이 도서관은 1795년부터 1917년까지는 황실국립도서관(Imperial Public Library), 1917년

부터 1925년까지는 러시아공공도서관(Russian Public Library), 1925년부터 1992년까지는

국립공공도서관(State Public Library, 1932년부터는 M. 살티코프-슈체드린 국립공공도서관)

으로 불렸다). 러시아국립도서관은 세계의 주요 도서관 중 하나로, 러시아연방에서 

두 번째로 큰 장서 규모를 갖고 있다. 또 러시아의 문화유산보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정보연구문화센터(All-Russian Information, Research, and Cultural Center)가 

자리하고 있다. 설립 이후 러시아 내에서 출판된 인쇄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장서를 제공하고 있다.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국가도서관(Russia State Library)과는 별개의 도서관이다.

아시아･아프리카문학부(Department of Literature in Asian and African Languages)는 

1952년에 설치되었다. 이전에는 해외문학부(Department of National Literatures)의 한 

부분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커졌다. 아랍어, 중국어, 힌두어, 일본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 장서(Korean Foundation)는 아시아･아프리카문학부의 하위 부서 중 하나로,

단행본 10,500권, 잡지 5,000여 권, 신문 50,000부 가량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상당수가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 전통에 관한 자료이다. 구소련과 북한이 동맹국이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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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다수가 북한 자료이지만, 키릴 문자로 써진 한국어 교과서나 M. 커런트(M.

Currant)의 한국어 문법책과 같이 러시아제국 시대에 써진 희귀 자료들도 있다. 또 

1920∼1930년대에 발간된 북한 신문도 있다.

구소련이 와해한 후 러시아국립도서관은 더이상 북한과 연계를 맺지 않았고, 따라서 

자료도 더이상 수집되지 않았다.

현재는 대부분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장서가 보충되고 

있다. 대체로는 아시아･아프리카문학부에서 자료(단행본, 잡지, CD 등) 교환 목록을 

받아 그중 관심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 국제교류부로 보낸다.

한국학 장서에 있는 모든 단행본은 현재 ALEPH 시스템으로 목록화되는 중이다.

아래 몇 가지 예를 참조한다. 이 시스템 덕분에 이제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올 필요 

없이 집에서도 자료를 찾기가 훨씬 쉬워졌다.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나

저자명, 간행물 제목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습 및 전통과 관련한 전시회와 공연 등 다수의 특별

행사가 개최되었다. 2019년 11월에는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개관식(공식 

사이트: http://nlr.ru/nlr_visit/RA2647/Kabinet-Koreyskoy-Kulturyi)과 독도전시회(공식 

사이트: http://nlr.ru/nlr_visit/RA2659/Otkryitie-vyistavki)가 열렸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독자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다량의 도서와 

CD로 한국학 장서가 보충되고 있다.

[러시아국립도서관 아시아･아프리카문학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키릴 문자로 쓰인 한국어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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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행본의 예

한국에서 받은 신규 단행본의 예

ALEPH 시스템과 우리 도서관 사이트에서 자료 보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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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개관식 모습

독도전시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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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센트럴랑카셔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한국학자료실

임소진(Sojin Lim)

한국학 부교수, 북한학 석사과정 학과장,

국제한국학연구소 공동소장

센트럴랑카셔대학교

slim4@uclan.ac.uk

[사진 1] 센트럴랑카셔대학교 전경

출처 : 센트럴랑카셔대학교 마스터플랜 2020 웹사이트 

영국 잉글랜드(England) 랑카셔주(Lancashire) 프레스턴(Preston)에 위치한 센트럴랑카셔

대학교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이후 UCLan)는 영국 내 규모면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828년에 설립된 본 대학은 프레스턴(Preston) 본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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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에서는 번리(Burnley)와 웨스트레이크(Westlakes), 해외에서는 키프로스(Cyprus)에서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센트럴랑카셔대학교(UCLan)의 중앙도서관은 1979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2019년에 4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교 중앙도서관은 프레스턴(Preston)

본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번리(Burnley) 및 키프러스(Cyprus) 분교에서도 별도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웨스트레이크(Westlakes) 분교 도서관은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도서관으로 특화되어 온라인 자료들만을 제공한다.

[사진 2] 중앙도서관 내부 전경

출처 : 센트럴랑카셔대학교 도서관 웹사이트

최근 본교 한국학 과정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앙도서관 내 한국학 관련 자료를 별도로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본교의 한국학은

학부의 경우만 보더라도 해마다 100명 이상의 신입생들이 등록하는 등 영국 내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본 대학의 한국학 학부과정은 아시아태평양학과(Asia Pacific

Studies),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과(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ESOL), 현대언어학과(Modern Language)에 속한 전공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학

석박사 과정은 북한학 석사과정과 한국학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여 국제한국학연구소 

(IKSU)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교의 북한학 석사과정은 단일 학위과정으로는 

한반도 이외에서는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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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교 한국학 과정은 2013/14년도 설립 이후 5년 사이에 약 10배 이상으로 

규모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2018/19 학사연도까지 한국 관련 도서에 대한 별도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도서만을 별도로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한국 관련 도서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관련 도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주제별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일본 및 

중국 관련 도서는 국가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본교의 국제한국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ion of Korean Studies, 이후 IKSU)는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한국학 전공생들의 보다 원활한 한국학 자료 접근성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 설립 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전 세계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국가별로 한곳의 대학을 

선정, 소규모 한국학도서관이자 문화공간인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을 개설하는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센트럴랑카셔대학교(UCLan) 국제한국학연구소(IKSU)는 총 400명에

달하는 한국학 전공과정 학부생, 그 외 한국학 자료의 열람을 원하는 비전공생 및 지역 

주민 등을 위해 본교 중앙도서관에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을 설립할 수 있도록 대사관과

협의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관련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8년 말 한국학

자료실(Korea Corner) 최종 심의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최초로 본교가 선정, 2019년에 

개관하기로 결정되었다.

소규모 도서관인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은 본교 중앙도서관의 열람실 중 가장 

큰 곳을 지정받아 설립하게 되었다. 중앙도서관 내 하나의 국가에 대한 별도의 자료실이

마련된 것은 본교 설립 이래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이 최초의 사례이다. 일본 및 

중국 관련 자료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관련 도서에 대한 별도의 자료실은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 개관식은 2019년 4월 8일에 개최되었으며, 개관식에는 

국제한국학연구소(IKSU) 교수진과 한국학 전공생, 그리고 대학 총장단 일원 및 도서관 

사서가 참가하였다. 나아가 프레스턴 시장과 주한영국대사관 박은하 대사 및 임직원,

이수연 한국국제교류재단 베를린 사무소 소장, 제임스 호어(James Hoare) 전 주북한영국

대사관 초대 대사보 및 존 에버라드(John Everard) 전 주북한영국대사, 국제한국학연구소

(IKSU) 운영위원회 임원인 계명대학교 국제처장이자 당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던 김선정 교수, 주영길 아시아나 런던사무소 지점장 등이 참석하여 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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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Korea Corner) 설립을 축하하였다. 개관식 특별행사로는 가야금 및 대금 연주회,

센트럴랑카셔대학교(UCLan) 학생동아리의 케이팝(K-pop) 공연, 박은하 대사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특강, 김선정 계명대 국제처장의 한국어 발음 교수법 특강 등이 

이루어졌다.

[사진 3]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 개관식 

출처: 센트럴랑카셔대학교 홍보팀

영국에서는 구입이 어려운 국문 소설 및 학문도서, 언어 교재 및 토픽 자료집은 개원식 

이전에 한국국제교류재단측에서 한국에서 요청 도서를 구매하여 본교로 송부하였다.

그 외 한국 문화 사회 과목에서 필요한 시청각자료 및 영화 DVD와 한국 전통 공예품 

등은 한국에서 구매하여 항공편으로 운송받았다.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은 도서 

및 시청각자료 뿐 아니라 원탁책상 및 의자, 컴퓨터와 벽면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료실 내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진 3과 4 참고). 또한 

자료실 한편에 유리장을 배치하여 전통 공예품을 전시, 한국에 대한 문화적 접근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김선정 계명대 국제처장은 한국어 교재를, 제임스 호어(James Hoare) 전 주북한 

영국대사관 대사보는 한국에 대한 기록물을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개관식 이후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에 대한 외부 인사의 자료 기부가 지속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내 유일한 한국계 귀족인 로더미어 여사(Lady Rothermere)는 

약 2,500개의 한국 드라마 및 영화 DVD를 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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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0년을 기준으로 본교 중앙도서관 이용자들은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을 통해 총 1,050부의 도서와 3,000부의 시청각 자료를 대여 및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 내 유리장을 통해 약 15개의 한국전통문화 공예품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마다 약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새로 출판된 서적 및 

시청각자료를 구매하여 본교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에 추가적으로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센트럴랑카셔대학교(UCLan) 중앙도서관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 4]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 내부 전경 

출처 : 저자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에 배치된 도서 및 시청각자료는 중앙도서관의 일반 

시스템에 등록되어 일반 자료 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출 및 열람이 가능하다.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중앙도서관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중앙도서관 

출입이 가능하다. 이들의 경우,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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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도서관 내 한국 또는 아시아 전문 사서가 부재하기 때문에 한 번에 증가한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의 자료에 대한 카탈로그화(cataloging) 및 대여를 위한 

도서관 시스템 등록이 향후 해결과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개관식 이후 모든 자료는 

단계적으로 시스템 등록 과정을 거쳐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에 배치되었으며,

모든 자료의 시스템 등록 완료 기간은 총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나아가 

국문 자료의 영문 번역과 이를 영문 도서분류 체계에 적용하는 과정이 기술적 도전 

과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현재 센트럴랑카셔대학교(UCLan) 중앙도서관에는 표준 한국어

글자를 영문 로마자 체계로 변형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사서가 부재하여, 국내외 한국학

전문 사서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로마자 카탈로그화(cataloging)를 

완료할 수 있었다.

국제한국학연구소(IKSU)는 지속적으로 도서관 내 한국학 전문 사서의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으나, 대학 전체 학생 수 대비 한국학 전공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 정도에 지나지 않게 때문에 중앙도서관 내 한국학 전문 사서 고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학 전공생보다 더 큰 규모인 아시아태평양학과의 경우 역시, 전체 학생 

수 대비 전공생 비율은 약 1.6%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입장에서는 아시아 관련 

전문 사서의 배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또는 아시아 관련 전문 사서의 

배치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 관리를 위한 또 하나의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 내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 설립은 대중의

한국 문학에 대한 접근성 강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부터 

‘한국 문학의 밤’이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10월 

예정인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역시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문학의 밤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원 주최로 런던에서만 개최 

되어 왔으나,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 유치를 계기로 한국문화원의 요청을 받아 

센트럴랑카셔대학교(UCLan) 국제한국학연구소(IKSU)에서도 주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문학 독후감대회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해매다 국가별 한 기관에 위탁하여 (영어권 

국가의 경우) 영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에 대한 독후감대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본교의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은 그동안 영국 내 다른 

기관에서 진행해오던 본 사업을 국제한국학연구소(IKSU)로 이양, 한국학자료실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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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을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에는 한국 문학의 

밤 및 한국문학 독후감대회를 위해 제시된 한국 소설들이 모두 배치되어 있다.

나아가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 설립에 따른 한국 관련 자료 이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도서관은 국문 학술연구 열람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인 DBpia의 정기 

구독을 시작하였다. 그 외에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은 영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한국어 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이후 TOPIK) 원문 

교재가 배치되어 있어 본교 학생들뿐 아니라 타대학 학생들의 도서관 간 대여(inter-library

loan)의 활발한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로, 본교 국제한국학연구소(IKSU)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을 위한 영국 내 유일한 두 곳의 시험장 중 하나이다.

2019년은 본 대학 국제한국학연구소(IKSU) 5주년 기념의 해이기도 하여, 본교는 

지난 5년간 한국학의 양적 성장의 업적과 함께, 한국학자료실(Korea Corner)의 설립을 

질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교 중앙도서관에 위치한 이 한국학

자료실(Korea Corner)은 향후 한국에 대한 도서 및 시청각자료의 지속적인 증가와 

활발한 이용을 바탕으로 영국 내 최대 규모의 한국학도서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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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사서로 근무하게 되셨는지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재충전 삼아 하와이주립대학교 

산하 영어 연수 기관에 등록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영어 수업을 듣다 보니 

기왕이면 정식으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학부 전공과 

관련된 전공으로 대학원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헌정보학이라는 전공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헌정보학 혹은 도서관학이라는 전공은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전혀 생소한 분야여서 걱정을 했는데,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는 말처럼 우여곡절을 겪고 또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하와이 주립대학교 도서관에서 한국학 사서 

선생님의 학생 보조로 일을 하면서 도서관이라는 곳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사서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할 때쯤 마침 당시 한국학 

사서 선생님께서 자리를 떠나시면서 한국학 사서 공고가 났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이 부족했던 신입 사서를 관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셨던 하와이주립대학도서관, 특히 아시아 컬렉션의 사서 선생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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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선생님께서는 예일대학교의 한국학 사서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예일대학교의 

도서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일대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드리자면, 예일대학교는 미국 코넷티컷 주 

뉴헤이븐에 있는 사립 연구대학입니다. 1701년에 컬리지에이트 스쿨(Collegiate School)로

설립되어 미국에서 3번째로 오래된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학교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줬던 예일(Elihu Yale)의 이름을 따라 1718년 예일 컬리지로 이름이 바뀌었고, 186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한데 이어 1887년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부 6천여 명, 대학원생 7천여 명으로 13,000여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있고 4,400여 명의 교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일대학은 14개의 예일 컬리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단과대학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예일 컬리지는 레지덴셜(residential) 컬리지로 예일의 신입생들은 입학하면서 각 

레지덴셜 컬리지 소속으로 배정을 받아 입주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사진 1] 예일대학교 전경 

출처: 예일대학교

예일대학교 도서관은 15개의 도서관에 약 150만여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다”라는 문구가 스털링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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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새겨져 있듯이 스털링 도서관은 예일대학교를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음악도서관, 기록보관소, 디지털인문학센터, 그리고 동아시아도서관도 여러 다른 

컬렉션들과 같이 스털링 도서관에 있습니다.

[사진 2] 스털링 메모리얼 도서관 전경 

출처: 예일대학교

의학도서관과 그 안에 있는 쿠싱센터, 막스 과학/사회과학 도서관 그 외에도 훌륭한 

도서관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바이네케 고문서도서관(Beinecke Rare Book & Manuscript

Library)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바이네케 도서관은 오직 희귀도서와 원고 자료만 소장하는 건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입니다. 예일대학교 기록물, 초기 원고들, 그리고 희귀도서들을 

위한 주요 저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서들도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소장되어있는 자료들과 더불어 건물 자체가 독특하고 멋있어서 예일 대학교나 

뉴헤이븐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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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바이네케 도서관 내부

출처: 예일대학교

예일대학교는 북미 도서관 최초로 동아시아 언어로 된 자료들을 수집한 곳입니다.

1849년 예일 컬리지 도서관이 중국으로부터 90여권의 자료를 받기 시작하고 1873년에는 

첫번째 일본 장서가 기증되었습니다. 한국 도서는 1915년에야 처음 서가에 꽂혔다고 

하네요. 한국학 장서로는 현재 약 만 구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 희귀장서와

고서, 그리고 기독교, 신학, 그리고 선교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3. 선생님께서는 하와이대학교에서 작년에 예일대학교로 옮기셨는데요. 한국학 도서관

관점에서 장서현황, 인력, 예산, 주력주제분야, 서비스 등 두 기관의 특색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두 대학교는 지리적인 차이만큼이나 여러 면에서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한국학 

장서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각 대학교의 한국학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듯 합니다. 하와이주립대학교의 한국학 센터는 해외에서 가장 오래 되고 가장 규모가

큰 한국학 센터들 중 한 곳입니다. 다양한 학과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센터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정, 준회원 합해서 40여 명 정도가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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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한국학 프로그램이 크고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국학 장서도 그에 맞춰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반면 예일대학교의 경우는 2018년에야 종교학과에 김환수 

교수님이 오시면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막 키워나가는 단계입니다. 예일대학교나 도서관,

그리고 동아시아 장서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한국 장서는 아무래도 그간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예일대학의 한국학 장서를 담당하는 인력은 지금은 한국학 사서인 저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어 자료의 수서와 목록을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인력이 아직은 

없어서 수서 부서와 계속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력 주제 분야를 언급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아무래도 종교학과 

교수님과 박사과정생이 있으니 한국 근대 종교, 한국 불교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문학, 역사, 그리고 북한 등의 주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청이 

많아 이런 주제들로 장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사서로서의 서비스는 참고봉사, 자료 이용법 강의, 워크숍, 그 외 외부 

아웃리치 활동 등으로 비슷하지만 예일대학교의 경우는 거기에 학부 4학년생들의 

졸업 에세이에 대한 자문, 그리고 예일 컬리지들의 펠로우십으로서의 활동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경우는 하와이대학처럼 한국학 

센터가 별로 없어서 한국학 센터의 멤버로서의 서비스는 할 수 없지만, 대신 김환수 

교수님을 주축으로 한국어 강사선생님들과 박사 후 과정 연구자, 그리고 방문 

연구자들과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나 이벤트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지만 그래서 더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듯해요. 또 모든 분이 

한국학을 키워나가는데, 정말 한마음으로 적극적이시고 한국학 장서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주셔서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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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생님께서는 2020-2023 CKM의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북미 내 한국학 도서관에도 

산재한 도전과제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며, CKM 회장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도전 관제라기보다는 제가 CKM을 꾸리면서 처음 멤버 선생님들과 나눴던 활동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KMS에서는 이번 임기 중에 한국학 도서관의 경계를 좀 더 넓혀보고 싶습니다.

북미 내 아시아 도서관 중 한국학 사서가 별도로 없이 사서 한 명이 한국학 자료를 

다른 지역학 장서들과 같이 관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사서가 

동아시아 장서 전체를 관리한다거나, 일본 사서가 일본 장서와 한국 장서를 같이 맡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죠. 그래서 첫째, 한국 장서를 담당하는 비한국학 사서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용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학 자료들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고 관심을 더 가지게 되면 잠재적으로 한국 장서가 더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COVID-19로 갑자기 프린트 자료들의 수서가 중단되었을 때 CKM이

한국 전자자료 회사에 요청해서 북미 도서관에서 한국 전자자료들을 한시적으로나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에 도움이 더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경력이 오래되지 않거나 한국학 도서관 관련 활동을 아직 많이 하지 않고 있는 

한국학 사서 선생님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CKM

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한 북미가 아닌 다른 지역의 한국학 도서관 커뮤니티와의 교류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국학 도서관 네트워크나 그 외 지역의 한국학 도서관 커뮤니티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제안해 주신 해외 

한국학 도서관 종합목록이라던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던가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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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많은 도서관들이 혼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관심 갖거나 주목해야 할 도서관 신기술과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OVID-19를 겪으면서 전자자료의 확보와 접근성, 전자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줌(Zoom)이나 구글 미팅(Google meeting) 등을 통한 화상 회의는 일상이 되었고 이제 

화상 참고봉사, 화상 세미나인 웨비나(Webinar), 화상 워크숍, 화상 오피스 시간 등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참고봉사나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는 워크숍들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화상 수업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거나 전자화된 자료를 리저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장서개발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여전히 전자자료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문학 

분야의 자료, 그리고 한국학과 같은 지역학 장서의 경우 여전히 전자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도서관도 도서관 업무가 일시 중지되면서 전자자료 이용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도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꾸준히 언제 책을 이용할 수 있냐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7월에 이용을 원하는 자료를 스캔해서 제공해주는 스캔 &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신청한 대출 장서를 일정 장소에서 픽업해가는 컵사이드 픽업 

서비스(Curbside pickup service)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요청 때문에 

스페셜 컬렉션과 아카이브 부서는 가장 먼저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COVID-19를 겪으며 예일대학교 도서관을 포함, 다른 곳에서도 전자자료 우선 정책 

(e-preferred policy)를 채택하는 곳들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과 수서의 용이성, 자료 접근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지만 지역학 장서에 적용하는 데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도서관 협의회를 포함, 중동 아시아 도서관 협의회, 남아시아 도서관 위원회,

라틴 아메리카 도서관 협의회 등 각 지역학 도서관 협의회들이 이에 대해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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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지막으로 해외의 한국학 사서로서 보람을 느끼셨던 에피소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수나 학생들로부터 연구나 학업에 필요한 지원을 한 데 대한 감사를 받을 때, 제가 

수집한 자료가 유용하게 이용될 때 물론 보람을 느낍니다. 자료 상담이나 도서관 방문 

등으로 만나 이제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된 분들이 각지에 계시는데, 이런 인연도 

한국학 사서로서 일하면서 덤으로 받는 보너스 같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학 

사서로서 특히 보람이라면, 한국학 연구자들과 같이 한국학 저변을 넓히고 발전하는 

데 작은 부분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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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 Trends (1): 

1950-20001)

The Research and Policy Division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 Korean Studies in and outside of South Korea

From a domestic perspective, Korean Studies entails the study of the homeland, but when

viewed internationally simply means the exploration of one of the numer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Studying one’s homeland and examining Korea can be the same thing,

but are also two distinct areas due to differences in the use of language, which is rooted in

cultural differences. Korean Studies embodies an expression of academic interest in Korea

by those outside the country who practice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Any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should mean its advancement both within and

without the country. Neither can be excluded or disconnected from the other if we seek an

overall balanced development for Korean Studies and wish to enjoy the outcomes of

proliferating research.

For this reason, the Research and Policy Division published a report in 2019 on the

overseas trends in Korean Studies in the years since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

1) The original Korean version of this paper was first published in the online newsletter 
(February and March, 2020)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With the author’s 
permission, we have translated it into English for this report. 

   * AKS Online Newsletter 
      - 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 Trends (1): 1950-2000 (http://www. aks.ac.kr/webzine/2002/sub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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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most recent five years. This report will be released in two

parts.

First, we will discuss overseas trends in Korean Studies by separating it into two

periods: the 1950s to early 2000s, and 2015 to 2019.

2. Overseas Korean Studies trends based on academic 

papers published

One of the critical resources for investigating the overseas trends in Korean Studies is

the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English. According to a recent study, over 75% of the

papers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are written in English.

Traditionally, the overseas trends in Korean Studies have been researched by reviewing

pertinent papers written by prominent international researchers or through a quantitative

approach by counting the number of existing Korean Studies programs and/or publications.

However, such methods are rather insufficient since they are limited to the most

conspicuous articles by overseas scholars or simply describe the status of newly installed

Korean Studies programs, which are often inadequately equipped for academic research.

In this report, we analyze research papers pertaining to Korean Studies published in

major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with an aim to examine the various areas of interest

and subjects manifested in Korean Studies worldwide. We have attempted to gain an

overview of the general worldwide trends in Korean Studies by tracking the changes in

the quantity, area, and subjects of academic papers published by overseas Korean Studies

scholars from 1950 through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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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antitative changes in Korean Studies research 

The following diagram is based on a list of written Korean Studies resources compiled

by Harvard University. It encompasses overseas resources for Korean Studies dating from

the 1920s through 2000. According to Figure 1, Korean Studies research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ime, with the exception of during the 1950s.

Quantitative Changes in Korean Studies Research

N
o

。

 of item
s

Year

Before 1925

[Figure 1] Quantitative changes in Korean Studies research

Source: Cho Ji-hyeong, ”The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For Productive 
Internal and External Dialogues,” The Korea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Issue 15, p. 181, 2002.

What stands out in this diagram is the rapid increase after the early 1970s, and

especially from the late 1980s. It is interesting th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pened around this time apace with this historical trend.

The spike between 1946 and 1955 can be attributed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ogether with the geopolitical shifts in Northeast Asia and the subsequent readjustment of

the United States’ strategic plans, the war spurred a demand for information on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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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understand Korea as a strategic interest for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The cause for the increase in the early 1960s may partly be the local political

circumstances at the time, characterized by Park Chung-hee’s May 16 military coup and

the ensuing political upheavals.

The number of academic papers published by overseas Korean Studies scholars more

than doubled between the 1970s and late 1980s, from 3,974 to 8,120. A significant

volume of papers during this period was focused on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which indicates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research closely mirrored the

pace of the country’s economic expansion. In the early 1990s, the number of academic

papers grew by a full 138% compared to previous years.

This trend continued after 2000. This quantitative growth is exemplified b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which published roughly 25 academic papers and book reviews

concerning Korean Studies in 2002 and 2003.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growth of Korean Studies lagged behind that of both Chinese Studies and Japanese

Studies.

Country

Vol. 62/4

(November 2002)

Vol. 63/1

(February 2003)

Vol. 63/2

(March 2003)

Vol. 63/3

(August 2003)
Total

Article
Book 

review
Article

Book 

review
Article

Book 

review
Article

Book 

review

Korea 1 8 1 5 1 9 0 0 25

China 3 21 1 28 17 0 2 17 89

Japan 10 0 14 0 1 14 7 0 46

[Table 1] No. of academic papers and book reviews on Asian country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Source: Kim Jung-sun, “The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Moving beyond the Western perspective 
and nationalism and toward regional studies,” Korean Studies, Issue 3, p. 435, 2003.

Apace with South Korean economic growth, Korean Studies has continued to expand at

a remarkable rate. This trend is confirmed by the annual conferences of th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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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sian Studies, one of the major US organizations for Asian Studies, held between

2001 and 2005. Although Korea was only a topic for 11-13 (5%) among the roughly 220

panels held over seven sessions, the inclusion of Korean Studies in country sessions itself

shows the improved status of Korean Studies.

Year
Border-

crossing
Interior

China &

Inner Asia
Japan Korea

Southeast 

Asia

South

Asia
Total

2001 9 35 79 43 11 22 20 219

2002 11 29 82 43 13 26 23 227

2003 11 26 80 41 11 25 21 215

2004 11 35 74 46 11 24 18 219

2005 11 35 73 38 13 19 22 211

[Table 2] No. of panels by topic at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nual 

conferences held between 2001 and 2005

Source: Lee Young-ho, “The Trend in Korean Studies research and East Asia Korean Studie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Issue 15, p. 13, 2006.

4. Areas of interest in Korean Studies 

In the 1950s, Korean politics and history became a focus of attention due to the Korean

War. In the 1960s, the early phase of Korea’s industrialization, the focus of Korean

Studies expanded into economics and sociology.

In the 1980s and 1990s, basic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lingu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but the areas of anthropology, geography, law, and education remained lacking.

Research on Korean arts started to increase in the early 1970s. Entering the 2000s,

Korean culture, particularly the legacy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modernity in Korean

culture, became a prominent subject of research. Domestic Korean Studies researchers

were primarily interested in nationalistic subjects during this period, inclu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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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s colonization, independence movements, and opening to modern cultures, while

their overseas partners paid greater attention to the issue of cultural diversity.

Along with South Korea’s rise on the international stage, which has been particularly

prominent since 2000, research subjects in Korean Studies have grown more diversified.

For example, the papers published by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AKSE) encompass a wide range of subjects and fields, including pre-modern history,

modern history, modern Korea, religion and philosophy, linguistics, anthropology and

folklore, classical literature, modern literature, modern economy, modern society, and arts

and music.

An analysis of 95 papers published between 2007 and 2012 in four major English

journals related to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and th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shows how

diversified the Korean Studies research subjects have become, covering a range from

North Korea to minority groups, films, and music: 29 papers (30.6%) were related to

history, 13 (13.7%) to social sciences, twelve (12.6%) to cultural studies, ten (10.5%) to

literature, ten (10.5%) to films, seven (7.4%) to anthropology, seven (7.4%) to religious

ideas, five (5.3%) to music, and one (1.05%) each to linguistics and art history.

5. The subjects covered in Korean Studies 

Korean political conditions, including the Korean War, was a major focus of attention

in Korean Studies in the 1950s, and this continued into the 1960s. In the 1970s, Korea’s

economic growth took the center stage, along with an increase in research on Korean

ideas and culture related to Confucianism, Buddhism, shamanism, and Christianity. In the

1980s, Korean Studies experienced rapid growth in relative terms thanks to the domestic

popularity of Korean Studies. The 1990s witnessed a further diversification of subjects

and active research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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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2000, the proportions of academic papers on Korea’s colonial period,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modern era, and the 19th century Joseon were relatively high and

displayed more varied subject areas compared to in the past.

Year Research subjects

2001

Economic crisis in South Korea;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modern and 

contemporary land reform; modern and contemporary states and people; the 

post-colonial era; women’s issues; Korean peopl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realism in South Korean films; funerals during the Goryeo Dynasty;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16th century Joseon

2002

Contemporary Korean arts; traditional Korean music in the 20th century; women’s 

issues in Korean culture; Korean history of historiography; Korea’s language policy; 

social changes during 19th century Joseon; female monks in Korea; popular culture 

during the colonial era; post-North-South summit reconciliation; origins of the 

ancient state; Korea in the 1990s; religions and ideology in 19th century Joseon 

2003

Women’s issues during the post-colonial era; literature during the colonial era; 

literature and arts during the Joseon Dynasty; Goguryeo; 100 years of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policies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societal changes during the final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cultural 

colonialit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Korean religions and culture; 

vernacularization of Christianity 

2004

The Korean War; Korean regions and regional differences; crises in North Korea; 

social issues in South Korea; diversity during the colonial era; contemporary music 

in South Korea; issues in Korean religions; colonial modernity; publishing culture 

during the colonial era; Danseong Family Registry; modernization in the 1960s 

2005

The Park Chung-hee era; contemporary gender issues; literature between 1945 and 

1948; Confucianism and women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Korean Studies and 

computerization; censorship policy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educated 

women (“new women”) during the colonial era; contemporary Korean films; Korean 

visual arts; Christianit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Buddhism during medieval times 

[Table 3] Subjects in Korean Studies research between 2001 and 2005

Source: Lee Young-ho (20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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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nds for the 2007-2012 period are on the same continuum, but with greater

diversity. Particularly notable is the increased number of academic papers addressing

historical events – for example, conscription of Koreans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ethnic Koreans in China;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Japanese history textbooks;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bombardment of

Yeonpyeong; and review of research in North Korea since the 1990s.

Another important research theme is social dynamic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including democratization and neoliberalism; the impac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n

South Korea’s middle-class households; anti-Americanism; gender issues in civil

movements; and environment issues. Overall, minority issues in South Korea have been

given particular significance and addressed as a featured topic in at least one journal.

In the next issue, we will discuss the overseas trends in Korean Studies for the

2015-2019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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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 Trends (2): 

2015-20191)

The Research and Policy Division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Korean Studies Forum in the February issue discussed overseas research in Korean

Studies between 1950 and 2000. In this issue, we will review more recent years: between

2015 and 2019.

Over the past five years, a total of 451 articles (theses, reviews, and book reviews)

related to Korea were published in six major international journals that cover Korean

Studies. Compared to the 95 articles published in four major English journals between

2007 and 2012, it marks significant growth in the number of Korea-related articles, even

with the inclusion of two additional journals.

Journal title No. of articles (book reviews, theses, and film review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9 (5 book reviews and 1 thesis review)

Cross Currents 48 (12 book reviews and 4 thesis review)

Pacific Affairs 145 (114 book reviews, 1 thesis review, and 1 film review)

Journal of Korean Studies 61 (21 book reviews and 2 film reviews)

Journal of Asian Studies 115 (74 book reviews)

Korean Studies 53 (16 book reviews)

Total 451

[Table 1] Number of Korea-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six major international journals 

1) The original Korean version of this paper was first published in the online newsletter 
(February and March, 2020)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With the author’s 
permission, we have translated it into English for this report. 

   * AKS Online Newsletter 
     - 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 Trend (2): 2015-2019 (http://www.aks.ac.kr/webzine/2003/sub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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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eas of interest in Korean Studies during this period

T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an analysis of topics from six international journals

that address the field of Korean Studies.

Area No. of articles Percentage 

History 59 29.5%

Social sciences 57 28.5%

Culture 21 10.5%

Literature 34 17.0%

Film 13 6.5%

Anthropology 6 3.0%

Religious thought 4 2.0%

Music 1 0.5%

Linguistics 2 1.0%

Art history 1 0.5%

Total 198 99.0%

[Table 2] Research areas in Korean Studies

According to Table 2, history and social sciences make up the greatest proportion of all

research areas, with 29.5% and 28.5%, respectively, followed by literature with 17% and

culture with 10.5%.

Articles in the fields of film, anthropology, and religious thought each make up less

than 10%. Music, linguistics, and art history, all of which take up less than 1%, have yet

to gain much attention. The remaining 1%, which is categorized as “Other” but was not

included in the table above, includes one paper on mass media and another on social

religious education.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s remained the dominant areas of research in Korean

Studies. The number of papers on literature increased, but religious thought, music, and

anthropology all declined. Other areas remained at similar levels as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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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quantitative growth in Korean Studies research has not

been accompanied by a diversification of research areas.

2. Subjects covered in Korean Studies 

2.1 General trend

In the field of history, papers on the pre-modern era saw relatively consistent growth in

quantity. More specifically, a large number of papers were dedicated to the Joseon era,

conspicuously on its China-centric viewpoint; cultural conflicts and superiority/inferiority

discourses between Joseon and Jurchen peoples; the petition system and public opinions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forestation projects follow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mjin War) of 1592. Other papers cover historic figures from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Yi In-jwa’s rebell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tatus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Patriotic Buddhism in a Confucian country; women’s social status and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Jeong Yak-yong’s critical view of Japan.

Despite this diversity, the number of subjects pertaining to the pre-modern era falls far

short of those examined for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The subjects i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seem more or less fixed around the general topics of

colonial modernity and colonial policies, the Korean War, and authoritarianism during the

dictatorship era.

When it comes to the social sciences, which leads research in Korean Studies in

number of papers along with history, South Korea’s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remain the dominant subject area. For economics, the main areas of research include the

market economy, industrial development and growth, and labor. In politics, they are

political phenomena, elections, and military strategy. Researchers in sociology preferred

the issues of citizenship, community, and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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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Subject 

Social 

sciences

Economic status of Asia, including South Korea; new labor movements; 
perceptions of North Korea; the reality of South Korea’s foreign reserves; 
Asian markets, including South Korea; public security politics; development 
of the cellphone manufacturing industry; work hours; environmental policies; 
the Rho Moo-hyun phenomenon; military service and citizenship; Park 
Chung-hee and land reform; the Asian economy, including South Korea, and 
trade dynamics; relationship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 crisis of 
investment-oriented growth; political dynamics of the withdrawal of the US 
military and redeployment; the status of senior laborers in the labor market; 
authoritarian nationalism and the New Right;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chaebol and employment inequality in China; labor market reform and labor 
union strategies; politics of conditional citizenship; urban communities; 
percep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urban regeneration process in 
Seoul; politics of election regulation; Russia’s strategic regrouping in Asia, 
including Korea; political parties, gender quotas, and candidate nomin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ese sex slaver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ities and the embracement of illegal migrants (ethnic Koreans from China)

[Table 3] Research subjects in the social sciences 

The number of papers on North Korea increased slightly, with eleven papers related to

the social sciences (contemporary) and the remaining six papers to music (contemporary),

culture (contemporary), literature (contemporary), and history.

Efforts to understand Korea continued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which examines

Korea in relation to other countries in Asia or Europe in order to refine the understanding

of Korea’s economy,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Subjects for these papers included

comparing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n economy with that of other Asian

nations; authoritarian nationalism and the New Righ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wedding customs and culture of Korea and in neighboring countries; gender reform and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aiwan, South Korea, and Singapore; and the impact

of institutional support in the film industry of South Korea and of France.

Regarding literature,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was the favored topic,

but the number of papers on pre-modern literature rose to a limited degree. The topics in

the latter group includ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iterature enjoyed by elite (yang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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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of the Joseon era; anecdotes on and characteristics of self-cultivation and political

exchanges among the literati (seonbi) through written correspondence in the Joseon era;

the lives of female calligraphers; and cultural refinement among the Joseon yangban.

In addition to the hugely popular subject of hanryu, widely diverse subjects were

explored in the field of literature. Table 4 shows a summary of research topics connected

to literature and film.

Topic 

Culture 

Modernity of Korean women; anarchism and culture in colonial Korea; social 
change and the visual culture of South Korea; hanryu and Seoul culture; 
development of hanryu; the Korean Peninsula section in the 2014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the social status of Korean female shaman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media; South Korean soap operas, justice, and neoliberalism; 
popular violence in South Korea

Film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South Korea’s automobile 
culture; anarchism and culture in colonial Korea; Review and implications of the 
history of South Korean Films by Lee Young-il; Western mov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ir adaptation in Korea; South Korean films and 
colonial rural villages; nationalistic erotic films in the 1980s and the crisis of 
national culture; The Asia Foundation in the 1950s and South Korean films; the 
Cold War era and Auteurism in film; South Korean spy films in the 1960s and the 
geopolitics of Hong Kong; the collection of documents related to Korea and the 
Korean diaspora; South Korean monster movies in the 1960s and the perceptions 
of the Cold War era

[Table 4] Research topics in culture and film

Academic fields that remained relatively peripheral within Korean Studies compared to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s also explored broadly diverse research topics. For example,

the issues of marriage, ethnic identity, and child adoption were covered in anthropology.

Spiritualit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Korea was another interesting topic examined

in the field of religious thought. This trend toward diversity was similarly found in music,

linguistics, and art history. However, these fields produced only a small number of papers.

Studies regarding Christianity in Korea were rare in this period compared to in the past.

Although few in number, there were also studies on North Korean music and analyzing a

range of works on the Sewol Ferry incident through the perspective of art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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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eatured topics in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journals

Examining featured topics in academic journals is another way to understand the recent

trends in Korean Studies research since they reflect the favored subjects at the time

among researchers in the relevant field.

All of the six major international journals we examined featured articles connected to

Korea. Table 5 summarizes the topics and content.

Journal Topic Content 

1

Mobility, creativity, and collectivity: 
visual culture in contemporary South 
Korea; the implications of creativit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Relations between social change and visual 
culture media

2
Intermedial aesthetics:  Korean 

literature, film, and arts

Boundary intrusion between media: the 
issue of identity posed by new electronic 
media; North Korean issues; films and 
literature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documentary literature in Korea

3 In memory of Nancy Abelmann

Gender issues in memory of Nancy 
Abelmann, who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social 
status of Korean female shamans; dangers 

posed by women in film; women in 17th 

century literature 

4 The history of Korean anthropology
Korea-related research pioneered by 
Western anthropologists 

5  The Cold War in South Korean films
New insights into the Cold War viewed 
through the lens of South Korean film

6
 Science and literature of South and 

North Korea

Multi-layered relations between science 
and literature and how science and 
literature view and understand the world

[Table 5] Topics of featur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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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noticeable was the publication of ten featured articles by Korean Studies in

2018 in commemoration of the 1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Goryeo Dynasty

(Korean Studies, Volume 41, 2017). This was aimed at raising international awareness of

Goryeo, which is considered the middle ages of Korea.

This special volume includes a range of topics regarding Goryeo: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Goryeo and Tang and Song China; medical exchanges in the 11th and 12th

centuries; the Goryeo administrative district system;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ing in Buddhist Goryeo; the Goryeo public servant exam; aristocrats in Goryeo; social

diversity in Goryeo; and comparison of the aesthetics of tea sets between the chawan of

Goryeo and wabi-cha of Japan.

3. Who are the researchers working in Korean Studie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six international journals, 91 of the 213 total researchers

(42.8%) are from the United States, followed by South Korea (58 persons, 27.3%), Australia

(13 persons, 6.1%), and Canada (11 persons, 5.1%).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few

Korean Studies researchers were found to be from other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China. Around 11.3% of researchers were associated with universities or research

institutes in Germany, New Zealand, China, Singapore, and the Netherlands.

When examined by name rather than country, however, the number of Korean authors

rises. This indicates that Korean researchers in overseas countries are committed to

communicating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to international audiences and have distinguished

themselves across the field of Korean Studies.

Although there is no data available to support the idea, this phenomenon could be

attributabl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ly trained Korean researchers and

Korean scholars working at oversea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Furthermore,

faculty evaluation systems at Korea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at favor

publications in international journals may be a factor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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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methodologies in Korean Studies 

We looked into research methodologies used over the past five years in Korean Studies

and found certain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able 6 shows a summary of research

approaches used in Korean Studies academic papers. In the field of history, 86% of 57

papers used literature analysis based on an historical approach. Six papers used interviews

and an analysis of relevant works in the field in combination with literature analysis.

These six papers were all themed on the Korean War.

Field 

Research methodology

Quantitative methods Qualitative methods

Statistical analysis 
(No. of papers)

Literature 
analysis 

(No. of papers)
Works analysis 
(No. of papers)

Field analysis 
and interviews 
(No. of papers)

History 51 1 5

Social 

sciences
1 41 1 11

Culture  13 5 3

Literature  20 13 1

Film  9 4  

Anthropology  6   

Religious 

thought
 4   

Music  1   

Linguistics  2   

Art history   1  

Total 193

[Table 6] Research methodologies used in different fields

In the social sciences, a range of research methods, including historical approaches and

comparative analyses, were used. Of the total of 54 papers, over ten of them combin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d a small number of papers used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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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of qualitative analysis included an analysis of soap operas, case studies, and

field investigations. Literature analysis was the method most commonly used. Even those

relying on qualitative techniques used it as a complementary method. Nearly 40 papers

used only literature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ology.

Reliance on literature analysis was also observed in other fields, including culture and

literature. Compared to the increasing diversity in the research topics, this limited use of

methodology may restrict the ability to understand relevant research subjects from

different angles.

5. Overall evaluation of Korean Studies in this period and 

suggestions

It is obvious that Korean Studies saw significant growth in terms of the quantity of

papers published and diversification of research subjects. Having said that, this section

focuses on the challenges facing Korean Studies.

First is the disproportionate growth by research area. While the overall quantity of

research in Korean Studies expande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the growth

remains concentrated in certain areas. History, social sciences, culture, and literature are

the dominant fields, while research in anthropology, religious thought, music, linguistics,

and art history falls relatively short. Research in certain fields such as philosophical

thought is practically non-existent.

Second, the research subjects are relatively obsolete. Although there is greater diversity

in the research periods, targets, and subjects, a significant amount of research in Korean

Studies remains dedicated to the Korean War, colonial modernity, and the country’s

industrialization period. There is a lack of research related to an in-depth understanding of

hanryu, contemporary events such as “the candlelight revolution,” and Korean culture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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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research in less popular areas such as philosophy, anthropology, music,

linguistics, and art history is nearly monopolized by non-Korean researchers and Korean

researchers working abroad.

Fourth, there is a prevalence of stand-alone research, which discourages interchange

between different areas of interest. Stand-alone research also tends to rely on a single

uniform research methodology.

In this regard and in hopes of contributing to the further advancement of overseas

Korean Studies, we offer the following suggestions.

While the research capacity of individual researchers, including English proficiency,

continues to be an essential factor, increased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F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ne way to address this issue is tapping into its

English-language journal. Special volumes of the Korea Journal and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can be used to feature papers by domestic researchers who specialize in

the pre-modern era in less explored fields, such as anthropology, religious thought,

linguistics, music, and art history. This would help assuage the imbalance between

academic fields, subject areas, and researchers. As discussed above, the special volume

(Vol. 41) of Korean Studies helped stimulate research on the Goryeo Dynasty among

domestic researchers.

Considering that the Korea Journal and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serve as bridge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research communities, the two

journals can use special volumes to fulfil the needs of 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

communities while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other domestically published

English-language journals. Since these two journals are listed in both A&HCI and

SCOPUS, they are expected to be substantially influential.

If language barriers and related budget constraints are an issue, the Basic and Focused

Research Program in Korean Studi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may be useful in

producing articles for English-language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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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ademy’s Basic and Focused Research Program may be able to introduce a

featured research project earmarked for less-prominent fields and subjects through which

competent researchers can conduct joint research and publish papers in special volumes

of the AKS journal. Although it is contingent upon budgetary flexibility, it would ensure

the quality of papers and encourage joint research efforts.

Another suggestion is to address the issue of monotonous research methodology by

strengthening the existing research-education link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raduate program. It is recommended that a course on interdisciplinary or inter-subject

area research practices be introduced with an aim to promote a blend of education and

research that will stimulate the diversification of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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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overseas demand for Korean 
books in 2020 and future prospects for the 

publishing industry

Joseph Lee

CEO of KL Management

The current status of and prospects for the Korean publishing industry with a focus on

case studies from English-speaking countries and Japan

The Law of Lines by Pyun Hye-young was published in English in May 2020 by

Arcade Publishing and is receiving positive reviews in diverse media. Pyun received the

2017 Shirley Jackson Award for her novel The Hole, a first for a Korean writer. The Law

of Lines is her third novel translated into English and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following City of Ash and Red and The Hole.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described it as a simmering thriller, and Books & Bao followed with further accolades:

“The Law of Lines is a mystery masterpiece of two interwoven and tragic narratives

drawn along by power, fear, and corruption. Hye-young Pyun at her best.” The Law of

Lines was also selected as one of the Best Books of 2020 (So Far) by CrimeReads. In

recognition of its artistic value, Pyun’s short story, Caring for Plants, was published in

the internationally prestigious magazine The New Yorker in 2017, and has gained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readers and publishing professionals worldwide. With a

prominent Hollywood producer already recently showing serious interest in the film



An analysis of overseas demand for Korean books in 2020 and future prospects for the publishing industry  113

rights for The Hole, the novel Pyun created by expanding Caring for Plants, the writer is

expected to soon acquire even greater stature on the global stage.

Early April 2020, the Japanese version of Almond, a novel by Sohn Won-pyung,

received the 2020 Bookseller Awards in the translated novel category. This award wa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Sohn was not only the first Korean writer to win, but also

the first writer from another Asian country to receive it. The Bookseller Awards were

established in 2004 and introduced the translated novel category in 2012. The winners are

selected in direct voting by sellers of new books in Japan, including online booksellers.

As Almond was selected as the book of the year by South Korean booksellers when it was

published in 2017, it has now been specially recommended by booksellers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Almond was published by Shodensha in July 2019 with translation by

Yajima Akiko. As of September 2020, over 100,000 copies have been printed in a total of

fifteen printings. It is a young adult novel about a boy who is unable to experience

emotions. It has sold over 400,000 copies in South Korea since its publication in 2017.

Publishing contracts have been signed with 17 publishers in countries including Russia,

Greece, and Turkey. Since major bookstores in Japan set up a special corner for the

winners of the Bookseller Awards once the announcement is made, Almond is expected to

soon join the bestseller list in Japan. An English version was published on May 5, 2020 in

the United States by HarperVia, a HaperCollins imprint. It was also chosen as an Amazon

Best Book for May 2020 and as one of the Best Books of 2020 according to Amazon.

Kim Jiyoung, Born 1982 by Cho Nam-Joo is being warmly received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Since the publication of a Japanese version in December 2018, it has

been reinvigorating the dwindling market for Korean literature in Japanese publishing. It

also continues to enjoy good reviews from English-speaking readers. The similarity of

this pattern with that of Almond is interesting. Kim Jiyoung, Born 1982 was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one month before Almond. It was chosen by Vulture as one of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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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of the Year (So Far) and also included in the New York Times Editors Choice

Selection. Annabel Gutterman of TIME stated that “Cho Nam-Joo points to a universal

dialogue around discrimination, hopelessness, and fear.” Kim Jiyoung, Born 1982, which

has become a bestseller in South Korea and was already made into a film, describes the

lives of South Korean women in their 30s and the invisible operations of internalized

gender discrimination in a society where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was mainly

abolish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anti-gender discrimination act in 1999. The

success of this novel can be part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it persuasively illustrates the

universalities of the lives faced by young women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unique

lens of the South Korean context.

Seven Years of Darkness by Jeong You-jeong was published in May and June 2020 in

the UK and US, respectively. The book arrived two years after her previous novel, The

Good Son, was published in the two countries in 2018. Seven Years of Darkness has

already been spotlighted by major media outlets, including CrimeReads and Bustle, which

both chose it as one of their most anticipated crime books for summer 2020. The Los

Angeles Times stated that “You-Jeong Jeong is a certified international phenomenon...

Genuinely surprising and ultimately satisfying... Seven Years of Darkness [bolsters] the

case for Jeong as one among the best at writing psychological suspense." The novel,

which was also made into a film, is about a series of mysterious and powerful sad events

that happened to a father and a son over seven dark years. It is particularly notable for the

author’s thorough research and spellbinding imagination. The book’s power to hold

readers’ attention comes from the original intention to “look into the depth, the nature of

human beings.” Tightly woven with an electrifying style of writing, appealing characters,

and unique worldview, this novel provides a cathartic narrative like the burning heart of a

deep-sea diver who finally breaks through the surface of the water. With her novels

translated into over 20 languages, Jeong has become established as a prominent South

Korean suspense novelist in the global publish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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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aster Tourist, Yun Ko-eun’s first novel published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remarkable South Korean novels of the second half

of 2020. Published in the UK and US in July and August, respectively, it has been

described as “a satirical Korean eco-thriller with a fierce feminist sensibility.” The

Guardian called it “A fresh and sharp story about life under late capitalism... an

entertaining eco-thriller.” Elvia Wilk, the acclaimed author of Oval, called it, “An

endlessly surprising and totally gripping read, The Disaster Tourist is as hilarious as it is

heartbreaking...There could not be a more prescient moment for this too-real fiction about

how we create our own disasters on every scale and what resilience might mean in the

face of catastrophe.” Protagonist Go Yona is a senior programmer who has been working

for ten years at Jungle, a travel agency that specializes in “disaster travel” packages

bringing tourists to areas devastated by disasters. On the brink of being laid off, she heads

to a desert island called Mui where she is trapped by an accident and becomes involved in

a calamitous project. This unique combination of disaster and travel offers a fresh

perspective to international readers.

Lastly is a book especially anticipated among 2021 South Korean novels: My Brilliant

Life by Kim Ae-ran, a bestseller writer in South Korea. It is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the US on January 26, 2021 by Forg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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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2011 in South Korea, it became a bestseller after receiving rave reviews

from readers, and was eventually adapted as a film. My Brilliant Life is a moving story of

youth and love about young parents with a relatively older child. Lost in its simple,

refreshing, and beautiful words, readers alternate between smiles and tears as they absorb

insights about what it means to be a parent, a child, to grow old, and experience moments

of life and love. Claire Lombardo, author of the New York Times bestseller The Most Fun

We Ever Had, praised the book as “A moving, earnest, and deeply-felt exploration of a

unique family in all its joys and disappointments... an utter delight.” While it is the first of

Kim Ae-ran’s novels to be published in English, My Brilliant Life has already been

released in nine countries, including France, Germany, Russia, China, Taiwan, Japan,

Vietnam, and Indonesia. Once an English version is published, the book is expected to

delight readers in an ever-widening world.

As seen above, Korean literature is rapidly expanding its reach into every corner of the

world, including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 and is taking root in both the field of

literature and art and in the global publishing market.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South

Korean writers reaching international audiences, the genre of Korean literature on the

global stage is diversifying to include examples ranging from general books to thrillers,

romances, and science fiction. In addition to traditional paper books, e-book and

audiobook formats are becoming widely accepted. This rapid evolution of book

distribution is inspiring. Readers can now purchase a book by the chapter or episode on

various online platforms. From the industry’s perspective, the most essential element is

effective planning and marketing. It is crucial to identify the specific needs and issues of

local markets (by language or by country) and develop cultural and/or publishing content

that can meet their needs. Opportunities and possibilities are available to all. We simply

need to exercise our imaginations and prepare for them.



Responses of South Korean Libraries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ost-Covid-19 Prospects for Library Services  117

Responses of South Korean Libraries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ost-Covid-19 

Prospects for Library Services

Juok Park

Library Policy Divis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 Introduction

An unprecedented number of public service facilities, including libraries, have

suspended their physical servic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s schools

(including universities) have turned to remote teaching and research, the demand for

no-contact library services has surged. In response to this shift in the needs of users, most

public libraries in South Korea have started providing no-contact services to their users.

These services include drive-through lending and book delivery services, the active

promotion of unstaffed book-lending/return machines, and e-library servic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via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been seeking a more diverse library policy agenda and a range of legal/institutional bases.

It is working to secure funds to expand unstaffed lending systems and drive-thru lending

services to address the needs of the post-Covid era.

In tandem with the anticipat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creasing demand for

online, no-contact content fueled by social distancing and changed lifestyles1) is expected

to prompt libraries to adapt their practices.

1) Smart Seoul Life (6): Changed Lifestyles Brought about by Covid-19, April 7, 2020 [cited 
on April 9, 2020]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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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Covid-19

2.1 Early responses, including library closures and establishing 

quarantine-related guidelines  

With the risk level of Covid-19 raised to “Serious” on February 23, 2020, all national

cultural facilities, including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emporarily halted their

physical services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y were joined by most

public libraries across the country.

Beginning on May 6, the government relaxed its strict social distancing rules. 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implemented a partial reopening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citizens

that had gone unmet with the prolonged implementation of social distancing.2)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and the National Library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NLCY) have expanded their digital services, provided photocopying services by

mail, and offered reference services over the internet and telephone. The NLK Sejong

Branch, which is a lending library, responded to users’ needs through a reservation-based

lending and return service.

In cooperation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created the Staying Safe in Daily Activities guidelines in regard

to library services and distributed it to public librar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ministry requested that local autonomous bodies consider tax relief and

rent discounts for public libraries, including privately-established public libraries, which

are struggling financially under the prolonged pandemic countermeasures. It also

provided hygiene items such as hand sanitizer to 1,103 privately-established public

libraries and small libraries across the country.

2) Social Distancing rules imposed February 29-March 21; Strict Social Distancing, imposed 
March 22-April 5; Social Distancing, imposed April 6-19; Relaxed Social Distancing 
imposed April 20-May 5; Staying Safe in Daily Activities imposed May 6-present.



Responses of South Korean Libraries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ost-Covid-19 Prospects for Library Services  119

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resumed operations on July 22 after a closure from May

29 to July 19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decision to shutter all public

facilities in the capital area. Libraries were allowed to admit visitors on a reservation basis

up to a limit of 30% of their normal user capacity. They rearranged their spaces to allow

two-meter distancing to be maintained among users and shelved returned materials only

after sterilizing and storing them in a separate space for at least 24 hours. Information on

how to use the library, reservation systems, and other restrictive measures was published

on library websites and social networking sites.

Due to the high risk of physical contact among users, libraries have strictly implemented

pandemic-related guidelines that include mandatory mask-wearing, provision of hand

sanitizer, and regular disinfection of both the building and collection items. As of August

10, 84% of all public libraries (963 of 1,141 libraries) were open to public.

Guidelines on staying safe in the library

Ÿ Upon entrance ▴Symptom check ▴Informing visitors on mandatory mask-wearing and 

other safety measures

Ÿ Inside the library ▴Zig-zag sitting arrangement ▴2 meter (preferred; minimum 1 m) 

social distancing among users

Ÿ Disinfection ▴Thoroughly disinfecting all lending materials ▴Designating a person in 

charge of pandemic-related measures

2.2 Sharing South Korea’s Covid-19 responses with other countries

With South Korea’s successful Covid-19 response receiv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n libraries and counterparts in other countries have

increased as an growing number of overseas libraries request advice on librar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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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LK provided the National Library of Ireland with information on drive-thru

lending, reservation-based lending, disinfection and packaging of lending materials, and

unstaffed lending/return machines. The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was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how to disinfect library spaces an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re-opening, on materials subject to disinfection, and more. The director of the NLK

held a video conference with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Iran to share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n no-contact services, including the expansion of digital

services, online training for librarians, drive-thru lending, home delivery services, and

disinfecting library spaces.

Furthermore, the NLK distributed information on how to use Korea-related digital

resources to 247 resource-exchange partner institutions in 86 countries. Information was

provided to 383 universities in 61 countries that maintain Korean Studies programs in

order to assist with the use of Korea-related resources during the pandemic.

3. Provision of no-contact services at local public libraries 

In order to continue to meet the reading needs of citizens during library closures, public

libraries across the country automatically extended the due dates of borrowed books and

encouraged citizens to use the library’s unstaffed lending/return machines and e-book

services. Depending upon the capacities of individual libraries, book delivery services

were provided in order to assist users who prefer physical books, such as through

bookmobiles, diversified lending services (including drive-thru lending3) and lending

books at the library front door), and a “lending-at-bookstore-and-returning-at-library”

program for books not stored at the library.

3) Drive-thru lending: A temporary service in which users reserve books/materials over the 
phone or on the library website and pick up the items at the library without having to get out 
of their cars. This is a measure to minimize physical contact between librarians an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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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period of library closure, 877 public libraries provided various no-contact

services, including book-lending machines (“Smart Library,” 274 libraries), drive-thru

lending (83 libraries), home delivery services (185 libraries), reservation-based lending

(206 libraries), digital library services (702 libraries), and more (including the “lending-

at-local bookstore-and-returning-at-library” program, 548 libraries).

Through the partnership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local autonomous bodies, 57 Smart Libraries4) were installed in public places (such as

subway stations and bus terminals) in order to enable citizens to borrow books without

visiting a physical library.

4. Government policies on libraries for the post-Covid era

4.1 Strengthening support for online library services, including 

the National Digital Library  

In response to the growing number of users5) at the National Digital Library6) and the

need for no-contact services during the pandemic, the NLK has shifted the focus of its

services to online content.

The NLK has expanded off-premise services for academic databases and increased the

acquisition of e-books for researchers. It has also built up the original-text database of

4) Smart Library: Automated lending machines with a capacity of 400-600 books. 
5) The number of users of the National Digital Library grew by 168%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1,573,954 visits from January to June 2020). The number of e-book users at the NLK 
Sejong branch increased by 60.7% year-on-year (433,777 visits from January to June 2020). 

6) The National Digital Library provides integrated search services for digitized source texts 
by linking major librar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the NLK, National Assembly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Digital Library, Agricultural 
Science Library, National Center for Medical Information and Knowledge, KAIST Library,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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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iterature so that public libraries across the country can provide digitized

resources through their websites, including e-books, audiobooks, and e-magazines.

Furthermore, the NLK is carrying out a campaign aimed at encouraging copyright

holders to temporarily lift copyright restrictions on their works during the national

emergency in order to expand access to digitized materials by library users. The library is

also working to strengthen its online services by facilitating the identification of orphan

works.

The NLK has constructed a Covid-19 web archive to acquire and preserve

comprehensive records on med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of the Covid-19

pandemic. It was opened on March 16 on its OASIS Disaster Archive.7) It will continue

to upload Covid-related online resources until the end of the pandemic, including

webpages, videos, and images created by government institution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preventive efforts and to the medical, scientific,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pandemic.

e-books e-journals
Audio-based 

materials
Videos Images

No. of items 1,039,302 4,813,896 479,731 26,265 208,340

% 6.7 31.0 3.1 0.2 1.3

Websites 
Digitized 

materials

Overseas 

records

Old materials 

located 

overseas 

Accessible 

materials for 

the disabled

No. of items 686,209 8,160,531 38,870 17,910 51,069

% 4.4 52.6 0.3 0.1 0.3

[Figure 1] Status of online resources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July 2020)

7) The 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is an NLK program through 
which the library has collected and preserved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since 2004. Its 
Disaster Archive has collected 21,374 records on 37 major disasters that have occurred in 
South Korea, including the Sewol Ferry sinking in 2014, the MERS epidemic in 2015, the 
wildfires in Gangwon-do in 2019, and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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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upplementary budgets for public library services and the 

production of accessible materials for the disable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cured a third supplementary budget

amounting to 3,879,000,000 won (USD 3.3 million) for library services: 2,565,000,000

won (USD 2.2 million) for no-contact services at public libraries and 1,314,000,000 (USD

1.1 million) for the production of audiobooks and video books (sign-language books) for

the disabled.

The budget for public library no-contact services will help ensure a safer library

environment by supporting pandemic-related services such as drive-thru lending, book

delivery, reservation-based lending, digital library services, and hygiene practices. It also

supports local economies by securing and/or creating jobs for library-related activities.

To support the need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are engaged in remote learning

during the pandemic, the program for the disabled is planning to convert about 2,000

different online reading materials (essential reading list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and literary works featured in textbooks) into video books (sign language) and

audiobooks. In particular, 146 disadvantaged individuals, including women whose careers

were discontinued and others with disabilities, will be hired for the production of

accessible materials.

4.3 Establishing Smart K-Libraries to address the widening 

digital cultural gap 

A growing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re considering the conversion of public

libraries into “a third place” where citizens can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engage

in activities, and expand their social networks. In the wake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ibraries are moving beyond their traditional roles of preserving and

lending books and are reinventing themselves as guides and assistants for citizens who are

shaping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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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pport the transformation of libraries into leaders for the digital era and as part of

the government’s “Korean New Deal” project,8)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planning to install “Smart K-Libraries.” The Smart K-Library project consists

of opening 900 digital content production spaces to which anybody can come and create

digital content; establishing an integrated digital platform to enable content-sharing,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users; and developing/distributing AI-based

unstaffed e-book kiosks and media walls.

[Figure 2] The Smart K-Library (tentative)

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Korean New Deal plan, which is aimed at 
facilitating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pandemic, on July 14, 2020. The government’s 
plan for post-Covid investment and job creation through 2025 revolves around the three 
axes of Digital New Deal, Green New Deal, and Strengthened Safety 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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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uture prospects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us all into uncharted territory. We are all being

expected to manage unprecedented changes in our lives: the platform economy is being

proposed as a new economic model; the demand for no-contact cultural and art content is

surging; and digital lifestyle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ing driv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ccelerating.

Unknown territory can be frightening, but South Koreans will do their best to restore

their lives and turn this crisis into an opportunity.

In addition to actively participating in on-going efforts at job creation and economic

recovery in the wake of the pandemic,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seeking diverse policy measures to boost the status and roles of libraries in the post-Covid

era, including through integrated library services tailored to post-Covid realities,

responses to the ever-increasing demand for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through

digital-focused services), implementation of necessary spatial innovation, participation in

job creation efforts, and strengthening engagement with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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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n overview of the support services provided by the Japan Library

Association to librari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1. Two principles underlying the JLA’s support for libraries 

In February 2020, the Japan Library Association (JLA) established two principl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first principle is to emphasize the uniqu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libraries. The second i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other

related organizations. The former takes into account both the great diversity among

libraries in terms of type, size, structure, and activity, and also the regional variations in

the severity of the pandemic. The JLA decided that it would be best to allow individual

libraries to determine the specific response measures best suited to their unique

circumstances. The second principl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lose partnerships with

related organizations since libraries alone cannot cope with the pandemic. Based on these

two principles, the JLA devised the major support measures for libraries describ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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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ng March, the pandemic began having a greater impact on the operation of

libraries. All schools were closed, universities cancelled their year-end events, and many

public libraries suspended services. A new academic year began in April, but the situation

changed little. Most universities switched to online/on-demand classes, including for thei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LIS) degree programs.

Amidst these circumstances, the JLA emplaced three key measures as follows.

2. Requesting temporary suspension of public transmission rights

This call was made in relation to providing Read Aloud videos on the internet. The

Read Aloud video program was initiated by a public library in April. The library filmed

its Read Aloud activities and, with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posted the videos on

the internet. This case study was presented to and positively reviewed by the JLA’s

library pandemic response committee. Since an increasing number of libraries had already

closed or cancelled public events, the JLA secretariat bega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Read Aloud videos on the internet upon receiving permission from copyright

holders. In late April, the JLA wrote a letter requesting the temporary suspension of

public transmission rights in regard to the provision of copies and videos of books over

the internet and sent it to 30 copyright- and publishing-related organizations.

In response, the Japan Book Publishers Association asked the JLA to prepare a list of

books to be included in the activity.

The Japan Writers’ Association, Japan Writers Guild, and Japan Visual Copyright

Association informed the JLA that they had obtained permission for a waiver from a

number of copyright holders.

The JLA decided to focus on the provision of Read Aloud videos, which was more

likely to be granted permission from copyright holders, and send a request to publishers.

Based on a list of books frequently used in read-aloud activities that was provid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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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A’s children and young adults committee, the JLA sent out a request to 16 publishers

and received permission to use a total of five children’s books by three publishers:

Zuiunsya, Doshinsha, and Iwanami Shoten.

3. Granting permission to provide three tools for resource 

organization over the internet for LIS practicum class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ost universities across Japan turned to online

classes from early 2020. LIS classes were no exception, but practicum classes are difficult

to provide in a remote learning mode. This proved true specifically for the practicum class

Organiz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This class, which includes hands-on practice with

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NDC), Nippon Cataloging Rules (NCR), and Basic

Subject Headings (BSH), is generally offered in a way that allows students to use tools

and organize library materials in person. Since universities struggled to provide this

experience over the internet, they hoped the JLA could provide support in that regard.

In order to help maintain the quality of education in LIS programs, the JLA granted

universities permission to use the three tools (NDC, NCR, and BSH) for resource

organization over the internet. For universities that provided practicum classes in which

students used these three tools to practice resource organization, PDF versions of the

three tools were allowed in online classes until March 2021. Universities were required to

submit applications and granted permission if certain conditions were met.

As of July 20, 80 universities had submitted applications, and most met the requir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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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tablishing guidelines regarding the opening of libraries

4.1 Suggestions for closed libraries

In April, the Japanese government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for the COVID-19

pandemic. The JLA was accordingly required to expand its response to the pandemic,

particularly in regard to the libraries that were closed. On April 21, the JLA drafted

suggestions for library responses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The suggestions highlighted

that closure does not mean doing nothing.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uggestions offered.

Below are our suggestions:

In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autonomous bodies, education committees, and its

mother organization, each library should implement measures appropriate to its

circumstances to halt th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Given the differences among

libraries in size, structure, and capacity, each one will require unique responses in terms

of ventilation and the prevention of close contact among visitors. Libraries also need to

protect their employees from possible exposure to the virus.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libraries considering temporary closures, concerns have

been voiced regarding library closures by referring to the Statement on Intellectual

Freedom in Libraries published by the JLA. In the midst of a pandemic, however, the

protection of human life is most important and should be considered the top priority.

After that, we need to explore how we can fulfil the roles required of libraries.

According to our research, overseas libraries are making a range of efforts to meet the

needs of their users during the closures.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we can learn from

their internet-based remote services, including program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COVID-19 virus and to help reduce the mental stress caused by stay-at-home

orders. It is clear that closure does not mean doing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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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reating guidelines for libraries on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n 

Third, we have established guidelines for libraries on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n.

In the Analysis of the Response to the Novel Coronavirus and Recommendations

published on May 4, the Expert Meeting on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Control (a

government body established to respond to the pandemic) requested that respective

industries provid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the spread of infection. The JLA’s

guidelines for libraries was a response to this call as well as to requests from the library

profession in general. The guidelines included basic requirements and processes that

libraries need to consider in preparation for re-opening.

Released on May 14 with approval from the JLA Board of Directors, the guidelines

addressed three key points as follows.

First, the guidelines covered the essential requirem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preparation for the full (not partial) opening of a library. Second, it described a process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 Third, it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infection through library materials, close physical contact between people, and aerosol

transmission within the library.

Two concerns were raised in regard to keeping a visitor log, which was included as one

of the basic requirements to consider. One was about the nature of the log. On May 20, the

JLA provided a more detailed explanation on the need for visitor records, clarifying that

the necessity of this should be determined by each library based on their own evaluation of

the local risk of infection. Another concern was related to this guideline’s potential conflict

with the position of the JLA Committee on Intellectual Freedom, which states on its

website, “We do not recommend the collection of visitor records.” However, the

committee acknowledged the need for making an exception by relating “…when visitor

logs are necessary depending on specific local circumstances.” In explaining this, the JLA

made it clear that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committee’s position and this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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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we began to review these guidelines, reorganizing its structure and adding

more detailed explanations. As a result, a revised version was released on May 26.

5. Conclusion

The COVID-19 pandemic has made an unprecedented impact on the operation of

librarie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response guidelines was the

conflict between respect for intellectual freedom and respect for life that must be

managed by the library profession.

Under thes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e JLA is striving to support libraries in their

operations by considering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and cooperating with both domestic

and overseas librar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 Note: The original version of this paper was “Support for Libraries in the Swirl of the

Coronavirus” written in the name of the JLA Executive Director with cooperation

from Managing Directors Takashi Suzuki and Shunsaku Tamura and published in

The Library Journal, Issue 114, in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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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and Library Services

University leaders and health professionals in the US had been closely monitoring the

spread of COVID-19 since late January 2020. Along with other universities, each school

formed various COVID-19 response teams to continually assess the situation and policies

in close coordination with public health officials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

In case of University of Michigan, Michigan Governor Gretchen Whitmer announced

on March 10, 2020, that there are two presumptive positive cases of COVID-19 in the

state of Michigan and urged everyone to follow public health guidelines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viruses. Just one day after the Governor’s announcement, University of

Michigan decided to cancel all in-person classes and deliver all classes remotely from

March 16 through April 21, the last day of classes that semester. Most university

operations, including University Libraries, remained unchanged for a couple of days, but

all library buildings were closed to everyone, including staff, on March 16, 2020. Since

then, the library building closure continues, and the physical library collection is not

acce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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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 and HathiTrust Emergency Temporary Access 

Service (ETAS)

As several states on the east and west coast declared emergencies and some of the

major universities started to cancel or temporarily suspend in-classroom instruction in

early March 2020, HathiTrust conducted its own analysis of public policy and copyright

law and quickly developed the Emergency Temporary Access Service (ETAS). This

service was developed in an effort to provide core HathiTrust services to help a member

library carry out its mission to support teaching and research during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set of circumstances that are expected to be temporary. Its initial

implementation was focused on library services during the COVID-19 emergency.1)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is service was to provide authorized member library

patrons with lawful temporary access to specific digital materials in the corpus,

specifically digitized items in the HathiTrust that correspond to physical books held by

their own library. These digitized in-copyright items in the HathiTrust collection are

normally restricted from view and users cannot read those books online.

As a result of this service, member library patrons can read copyrighted books from

their library’s own collection in HathiTrust. Hence, member libraries can continue

supporting the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mission during the disruption in service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3. What is the HathiTrust Digital Library?

HathiTrust is a shared digital repository service which was developed to support the

long-term curation and lawful uses of digital assets contributed by member libraries and

1) “Message from Executive Director, Mike Furlough”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
www.hathitrust.org/covid-19-respons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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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depositors, including Google, the Internet Archive, and Microsoft. The mission of

HathiTrust is to contribute to research, scholarship, and the common good by

collaboratively collecting, organizing, preserving, communicating, and sharing the record

of human knowledge.2)

[Picture 1] HathiTrust homepage 

Founded jointly by the 12 university consortium known as the 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CIC; renamed as the Big Ten Academic Alliance in 2016) and

the 11 university librarie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in 2008 under the

leadership of University of Michigan, HathiTrust became a single cooperative repository

of their vast digital collections. The greater part of the digital collections was from the

2) “Mission and Goals”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www.hathitrust.org/mission_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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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Book Library Project. Digitization of print texts considerably transformed

scholarship and library practice. Google and partner libraries had a collective agreement

to digitize portions of their library collections. Through this agreement, Google massively

scanned public domain works as well as copyrighted materials from the partner libraries’

print collection and provided digital access with full-text searchability which is supported

by an index built from OCR.3)

Digitized works in the public domain are in full view for everyone and can be viewed,

searched, or downloaded for printing in their entirety from the Google site and HathiTrust

site. However digitized works held in copyright are searchable only. Searching provides

pointers to book content rather than access to copyright-protected works.

The HathiTrust partnership was established to meet the needs of a sustainable

collaborative model of digital repositories in research libraries, mainly in North America,

and has been expanded globally. Starting with 2 million volumes and 23 founding

partners in the US in 2008, today HathiTrust has over 17 million digitized items (about

40% of them in the public domain) and 168 member institutions in US, Canada, Spain,

Lebanon, Australia, and New Zealand.4) Partnership in HathiTrust would allow each

member institution to provide more cost-effective operations, shared management and

long-term preservation of digital content, ease of copyright management, and increased

accessibility.5)

As of August 15, 2020, HathiTrust collection consists of 17,428,461 volumes in over

450 languages, which are deposited by member libraries on a daily basis.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campuses are the most prolific contributors,

followed by other institutions that are part of the Big Ten Academic Alliances.

3) Sung, Yunah “Google’s Mass Digitization Project from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collection: 
Overview of Google Book Search and its impact to library services.” In Haeoe Hangukhak Tosogwan 
Tonghyang Pogoso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 no. 1(2009): 71-130.

4) “Member Community”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www.hathitrust.org/community
5) Lee, Y. K., Sung, Y., Jung, Y. M. (2016) A Case Study on HathiTrust as a Sustainable Cooperative 

Model of Digital Reposito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44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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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or Volumes Percentage

1 University of Michigan: 4,861,639 27.90%

2 University of California: 4,544,756 26.10%
3 Harvard University: 984,048 5.60%

4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867,483 5%
5 University of Minnesota: 621,103 3.60%

6 Cornell University: 603,226 3.50%
7 University of Virginia: 606,988 3.50%

8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572,218 3.30%
9 Indiana University: 550,379 3.20%

10 The University of Texas: 474,589 2.70%
Remaining 50 contributors 2,742,032 15.60%

[Figure 1] Deposited Volumes by Original Source of Content 6)

The distribution of languages in HathiTrust has stayed consistent over the years.

English materials make up 50% of the collection and Western European materials such as

German, French, and Spanish are included in the top 10. Since member libraries have

comprehensive print collections in East Asian studies and Russian studies, Chinese,

Japanese, and Russian languages are also within the top 10. The top 10 languages make

up about 87% of the collection and the remaining 13% of the collection is made up of

over 451 languages.

Language Count Percent

1 English 4,727,368 50.90%

2 German 797,771 8.60%
3 French 645,630 7%
4 Spanish 607,281 6.50%
5 Russian 307,020 3.30%
6 Chinese 277,412 3%
7 Japanese 244,502 2.60%
8 Italian 240,826 2.60%
9 Arabic 139,866 1.50%
10 Portuguese 137,660 1.50%

[Figure 2] Language distribution of all works in HathiTrust7)

6) “Deposited Volumes by Original Source of Content”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 
www.hathitrust.org/visualizations_deposited_volumes_current

7) “HathiTrust Languages”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www.hathitrust.org/visualiz
ations_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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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10 years HathiTrust has enabled unprecedented access to digitized

collections, cost-effective shared infrastructure, digital preservation, development of

distinctive collections, and availability of new services to scholars. To respond to the

evolving needs of the members, HathiTrust set new strategic goals for the next 3-5 years;

Transform, Enhance, and Empower. HathiTrust will emphasize work designed to 
transform how libraries work together to manage scholarly resources their users require, 
enhance the quality of HathiTrust’s collections and services to provide more meaningful

access to scholars and learners, and empower our organization and membership to tackle

major strategic challenges.8)

[Picture 2] HathiTrust Strategic Themes

4. Details on HathiTrust ETAS

Due to the sudden lockdown of campus and library buildings in March 2020, libraries

had to consider alternative ways of providing access to library materials in print.

HathiTrust Emergency Temporary Access Service (ETAS) has been the greatest

alternative way for the users, as well as for the libraries. As a member of HathiTrust, this

temporary access allows students, faculty, and staff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to view

nearly 5.8 million books while the library’s print materials remain mostly out of reach.

The service is design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9)

8) “Charting HathiTrust's Strategic Directions”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www.
hathitrust.org/charting-hathitrusts-strategic-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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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rvice is based on a fair use analysis that requires HathiTrust to strictly limit the

mode of access, the universe of users, and to reduce or eliminate the potential for

additional circulation of a copyrighted work.

The access is provided only for the member institution's patrons via a secure login.

Ÿ The access is largely contemporaneous with the quarantine/calamity/closure.

Ÿ The access is provided only to works the patron would ordinarily have access to as a

patron of that library.

Ÿ The access is provided on a one-to-one basis—that is, if the library has three print

copies of a work, only three patrons can access the title at a time.

Ÿ Access is not automatic and will be enabled only after there is an evaluation of the

library’s circumstances.

Terms of service:

The books made available through the ETAS are made available under the fair use

sections of the United States Copyright Act. Copyright protections still exist for many

of these books. ETAS is also governed by terms agreed to in the HathiTrust Supporting

Institution Agreement.10)

Qualifying works:

Users have online reading access to a digitized copy in HathiTrust that matches an item

held in their library’s print collection. These materials are normally marked “Limited

View” (whether in-copyright or copyright-undetermined) and online reading access is

not available. Also users continue to have access to more than 6.7 million public

domain and Creative Commons-licensed works.

Views:

There are 3 different views decided by the copyright status;

9) “Emergency Temporary Access Service”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www.hath
itrust.org/ETAS-Description

10) “HathiTrust Supporting Institution Agreement”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drive.
google.com/file/d/0B21eud5e7uXtV0Fja0JDMWpZWWc/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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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Full View” – Books in public domain; full-text is available

[Picture 3] Catalog record indicating “full view” and a Full-text view screen

Ÿ “Temporary Access” - Books currently available to users through the ETAS

[Picture 4] Catalog record indicating “Temporary access” and a Full-text view screen

Ÿ “Limited (search-only)” – Books in copyright; full-text cannot be accessed

[Picture 5] Catalog record indicating “Limited (search only)” and a screen
without a full-tex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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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reading access only – this service is intended to help provide browser-based

reading access to library collections. The single-page download function was available

but removed on May 28, 2020. Currently there is no option to download.

The number of concurrent users – this is determined by the print holdings data from the

member library. If the library holds 3 print copies on the shelves, then 3 concurrent

users from that library can access the digital copy in HathiTrust.

Checkout/Return – users can “check out” a copy for 1 hour with an auto-renew feature

for books still in use. Users’ access will renew automatically at the end of that hour as

long as users are actively using it. To read a book that is being used by someone else,

users need to check back periodically. At this time, it is not possible to recall or put a

hold on an item. Users are encouraged to return the book as soon as they are done using

it. If a user hasn't loaded a new page in the book in 12 hours (“stale” or “inactive”

checkouts), then the access will expire automatically.

[Picture 6] Check out and Return Early

Interlibrary loan requests or local document delivery - books accessed via ETAS cannot

be downloaded and redistributed. Member libraries are not able to use downloads of the

digital copy in HathiTrust to provide document delivery, course reserves, or fill

interlibrary loan requests.

Lending print materials - once ETAS is activated, the library should avoid lending print

copies when a digital copy is available to users in Hathi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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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7]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Catalog: 

Full-text of the digital copy in HathiTrust is available

5. Deactivation of ETAS

HathiTrust emergency access is a temporary service and will end when regular access

to the member library’s physical collection is restored. “Regular access to physical

collection,” in other words, resumption of normal operations, would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but in this case this service will end when member libraries are able to

resume normal modes of access to their print collection and library users are able to enter

the library without limitations and obtain access to the print collection. Since HathiTrust

intends to provide the service where print collection access continues to be substantially

disrupted due to public health issues, member libraries will be able to continue to rely

upon HathiTrust’s ETAS until they are able to provide physical access to library

collections in a normal fashion in light of public health concerns. In the meantime,

member libraries should avoid circulating print copies that are available through E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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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August 14, 2020, 151 libraries are active, whereas 32 libraries are de-activated.11)

The users at the de-activated libraries may access physical books held by their own

library as the library resumes print collection access services.

6. HathiTrust, a trust network supporting education and 

research at all times

As 2-3 months of summer break is coming to an end,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in

the US have been developing contingency plans for resuming some level of limited

services to access physical collection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the fall semester of

2020-2021 academic year. Some libraries planned for a phased reopening of the library

and implemented 'zero contact' services for users to pick up physical resources.

Unfortunately, it appears that this pandemic will not suddenly end, and it may be quite a

while before the libraries can begin to provide access to the collections as they did before

COVID-19 outbreak.

Online services and resources are core to what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do to

support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at all times. Libraries have been providing an

extensive collection of online materials, including subscribed e-resources. Although

access to extensive electronic resources remain uninterrupted, libraries have been faced

with uncharted challenges of providing continuing access to materials available only in

print when physical access to these materials in the library collection is abruptly barred.

The COVID-19 pandemic has created an increasing need for digital resources and the

significance of these digital library services more than before. HathiTrust Digital Library

was brought into the limelight through the many benefits that ETAS has offered to

support library users with digitized copies of copyrighted materials currently held in its

11) “ETAS: Approved Libraries & Deactivated” HathiTrust Digital Library, 2020. https://www.
hathitrust.org/etas-approved-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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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collections. In April and May of 2020, 171 member libraries in the U.S. and Canada

provided ETAS to millions of authorized users who have accessed these physically

unavailable items almost 300,000 times. On an average day, over 2,200 unique users

accessed about 3,800 unique items.

HathiTrust member libraries have a shared vision and responsibility to ensure providing

access to library collections and to preserve these materials. Over 170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in the US have worked together to develop HathiTrust and make digital

assets discoverable and accessible for now and in the future, during normal times and

throughout a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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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in the State of Victoria, Australia

Australia began to feel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in late January 2020, and it

has since greatly affected university operations, including that of Monash University,

whose campuses are situated in Melbourne, the capital city of the State of Victoria.

Orientation Week activities that were initially planned to take place in the last week of

February had to be cancelled, and Week 1 of the first semester was also delayed. Since

then, all classes have been moved online, and seminars and library classes that were

scheduled for the year were postponed or cancelled. Australia-wide, the Prime Minister

announced further restrictions on social movements and workplaces in response to

COVID-19 on 29 March. This was reinforced with further details in the Premi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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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 State’s address on 30 March. Australians were advised by the government to

follow good hygiene practices for COVID-19. This includes: 1) wash your hands

regularly; 2) avoid touching your eyes, nose and mouth; 3)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a tissue when coughing and sneezing or cough into your elbow; 4) maintain a

physical distance of 1.5 metres from other people; 5) 14-day quarantine period if have

returned from overseas, been in Victoria, visited a high-risk NSW venue and had close

contact with a confirmed COVID-19 case; and 6) follow the instructions of COVID-Safe

guidelines. Since then, institutions have also been implementing measures to maintain

social distancing.

In the context of Monash, the University established a regularly updated, centralised

COVID-19 web page for employees and stakeholders to refer to. University operations

were reduced to essential services. Classes completely moved online. Of the six

University library branches, only Matheson and Peninsula libraries remained open with

reduced hours of 9am-5pm. The buildings functioned merely as study spaces for staff and

students, with compulsory social distancing practices in place. The majority of staff were

instructed to work from home, and supplied with office’s laptop, monitor, and other

relevant equipment to set up sufficient safe home offices.

COVID-19 restrictions were loosened from Stage 3 to Stage 2 during June. However,

the situation worsened in the State of Victoria and Stage 3 was reimposed on 7 July for 6

weeks. People could only leave home for four reasons: 1) to shop for food and necessary

goods and services; 2) to provide care, for compassionate reasons or to seek medical

treatment; 3) to exercise or for outdoor recreation; and 4) for work or education, when

cannot be done from home. As the situation did not improve, the State Government of

Victoria strengthened restrictions to Stage 4 on 2 August for the Metropolitan Melbourne

areas. Residents are now expected to stay home as much as possible, with an 8pm-5am

curfew in place. They can leave for the above four reasons, but only within a 5 km radius

distance of their homes. Those travelling to work need to obtain official work permits

from their employers. Stage 4 is to be in place until at least 13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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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ash University Korean Studies and Library collaboration 

update in response to COVID-19 pandemic 

In response to the changing situations and uncertainties indicated above, Monash

University Korean Studies and Library have to take rapid actions and put new plans in

place. In principle, steps have been taken to ensure that the impacts to students,

academics, researchers, and other stakeholders are as much as possible minimised. In

brief, below are some key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Ÿ Instead of face-to-face delivery, the Library has moved its information sessions,

classes, and other relevant sessions to online platforms, particularly to the Moodle

site of Monash Korean Studies 2020.

Ÿ Similarly, instead of face-to-face seminars, Zoom has become the platform on which

the Monash Korean Studies Seminar Series takes place.

Ÿ While in the past displays of library resources marked a key component of seminar

series, this has been transformed into electronic displays.

Ÿ The Korean Studies Library Guide of Monash University has been extensified in its

use to also include information on Korea-related events or activities.

Ÿ Korean Studies Library Internship program continues to take place, however the

projects allocated to student interns are now fully online projects.

3. Monash University Library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Monash University has taken actions by updating the ways it delivers its services. This

can be categorised into general library strategies, and internal and external online training

during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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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General library strategies

Some key general library strategies include the following:

Ÿ Moving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online which includes both generic library

classes and embedded research and learning skills development sessions that are

embedded within faculty curricula.

Ÿ Moving the popular drop-in sessions with librarians and learning skills advisers in

the library, from its previous face-to-face conduct to fully online via Zoom.

Ÿ Moving the information point services of the library from face-to-face service to

online via Zoom.

Ÿ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live-chat for library queries, which is now available

24/7, one click away for users on the library website home page.

Ÿ Bringing to fore the emphasis on e-resources development.

Ÿ Providing a click-and-send service where researchers and research students can

select resources on the library catalogue and request them to be sent to their home

addresses via post.

Ÿ Continuing other professional programs such as internships, placements, and trainings

to online. This, as mentioned previously, includes the Korean Studies internship in the

library.

3.2. Internal and external online training during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to the general strategies, the Library has also been providing its staff with

various COVID-19 related online training programs, particularly those that deal with staff

health and wellbeing. This is to ensure that staf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re

maintained, including during their time of working from home. Some examples of these

trainings include ergonomic principles online training; Monash Libraries COVID-19

Q&A session with the University Chief Health Officer; OHS reactivating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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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on; building team culture and behaviours in the workplace; webinar on managing

self through uncertainty; lightning talks by a number of university library staff on

innovative library responses to COVID-19; and many more. In addition, the University

Librarian and relevant Directors, Managers and supervisors regularly send out bulletins,

update emails and other alike which addresses the wellbeing of staff members and ensures

positive motivation within the library teams.

4. Australian universities with Korean Studies units/depts

Korean studies teaching programs in Australia are located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Deakin University, Macquarie University, Monash University, University of

Melbourn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Queensland, University of

Sydney,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nd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4.1 Academic libraries dealing with COVID-19

Libraries of Korean studies teaching programs institutes with their COVID-19-related

information are listed below. Libraries with Korean resources are marked with *.

Ÿ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ttps://anulib.anu.edu.au/)*: Contacts via

email, phone, Zoom, and Library Chatbot; Library facilities are closed to public

visitors; Wearing a mask on campus is not mandatory, but recommended. The Library

reopened on 2 June. *Korean collection is in the East Asian language collections,

Menzies Library.

Ÿ Deakin University Library (https://www.deakin.edu.au/library): Contacts via email,

phone, and Library Chat; Masks or face coverings are mandatory; Limited library

access by current Deakin students and staff only; Materials requested on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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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will be delivered by post; Study space can be reserved but with reduced

capacity for the study rooms.

Ÿ Macquar ie University Library (https://www.mq.edu.au/about/campus-services-and-

facilities/library): Limited study spaces and hours; Macquarie University students &

staff only with personal campus card to get access; Chat is available during dedicated

times; Services for HDR student – Click & Collect Service, Interlibrary loans.

Ÿ Monash University Library (https://www.monash.edu/library)*: Mentioned above.

Wear a face mask. *Korean Collection is in the Asian Collections, Matheson

Library. It is the largest Korean collection among academic libraries in Australia.

Ÿ University of Melbourne Library (https://library.unimelb.edu.au/)*: Library

services are through virtual delivery; Wear a face mask or face covering; Carry

Student ID card at all times. *Small number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are in the

Eastern Resource Centre (ERC).

Ÿ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ibrary (https://www.library.unsw.edu.au/): Contacts

via email, phone, Library Chat or Ask a question form; Limited study spaces open

for UNSW students & staff only. Bookings essential.

Ÿ University of Queensland Library (https://www.library.uq.edu.au/): Open on-campus

and online; Contacts via online, email, Chat, AskUs, and face-to-face.

Ÿ University of Sydney Library (https://library.sydney.edu.au/)*: Library spaces for its

staff and students only with valid University ID; Virtual Information Desk, Live Chat

and Zoom; Semester 2 will start on 24 August and combine face-to-face with remote

learning. *Korean materials are in the East Asian Collection, in Fisher Library.

Ÿ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Library (https://www.lib.uts.edu.au/): Live

Chat; Wear a face mask if 1.5m physical distancing can't be maintained; Follows the

signs on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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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Library (https://www.uwa.edu.au/library/home):

Virtual assistance in real time through video kiosks, Library Live Chat, email or

phone during library opening hours; Access to UWA libraries restricted to UWA

campus card holders only; Group Study Rooms are closed.

5. Closing remarks

How Australian academic libraries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is highly

dependent on the changes that take place in the society. Changes happen from time to

time according to updates of health conditions and other situations such as changes in the

regulations as set by both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here is no certainty,

similar to other countries’ situations regarding the pandemic, however there is one

dedicated COVID-19 health alert website that Australians can and have been relying

upon. For Monash University and its Library, the main references the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health.gov.au/news/health-alerts/novel-coronavirus

-2019-ncov- health- alert)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Victoria

(https://www.dhhs.vic.gov.au/victorias-restriction-levels-covid-19).

[Figure 1] Monash University Library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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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stamps were originally meant as evidence of payment for epistolary

communications, they are also a medium of images and print histories that reveal the

culture, art, politics and generational changes of a country.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stamps of North Korea. Sharing the same ethnicity, North Korea is the closest nation to

South Korea both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Nonetheless the average person in the

South is incapable of visiting the North. With a differing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information on the North also remains limited. Given these present circumstances, stamps

are one of the most valuable resources we have on North Korea. For the fifty year period

between 1962 and 2017, the East Asian Library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collected around 2,000 different North Korean stamps. Through the process of

digitization, these stamps have been made available online, giving us the chance to see

rare images of everyday life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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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the Project Began

Initiated by Professor Bruce Cumings in the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ave remained active in a diverse range of North Korean

research fields. To facilitate these ongoing pursuits further, the Library has continued its

concerted effort to collect various materials from the North. For the most part, the focus

of collection had been placed on print materials such as books, serial publications, and

textbooks. While also cultivating visual materials for interested students who lack the

requisite Korean-language skills, the chance arose to purchase a number of North Korean

stamp collections. In approaching acquisitions of materials such as stamps however, a

certain reticence is necessitated by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processes of preservation

and lending. In the midst of considering these factors, discussions began between the Library

and the University’s Visual Resource Center, the result of which was the decision to acquire

the stamps as part of a joint digitization project to be conducted by the two departments.

2. Acquisition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Stamps

2.1 Channels of Acquisition 

Acquisition of the North Korean stamps occurred by way of two countries. Out of the

approximately 2,000 stamps, 300 were relatively older, printed on individual sheets

between 1962 and 1980. These older stamps originally belonged to a retired crew member

of a German ocean liner who had collected stamps and coins from various countries

throughout his travels. The stamps were later acquired by chance at a local flea market by

a Korean-German individual, whose collection the University subsequently re-purchased

three years ago. Given that the first North Korean stamp was printed in 1946, these

stamps acquired in Germany thus represent a comparatively early period of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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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dest stamps in the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two animal stamps from 1962

The remaining number of approximately 1,700 stamps were purchased through China,

in 19 separate stamp collection books. Having been printed between 1980 and 2017, these

stamps belong to the more recent period of production. In comparison with the exterior

features and paper quality of other North Korean materials acquired in the past, these

stamp collections were clearly of superior quality, both in terms of binding condition and

image definition. Inside of each book, items were organized by subject and title, with

most containing an extravagant design. The fact that the collections included stamp

descriptions in other languages such as Chinese and English indicated additionally that

they were likely not printed for the purpose of epistolary correspondence, but rather as

items for overseas collectors.

Stamp books acquired from China from the more 

recent period of publication, printed between 

198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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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ubject Matters

What allows us to think of the stamps as academic research material is their cumulative

value: viewing them in conjunction with one another forms a larger portrait of social and

cultural changes spanning 55 years. Revealed here across decades are the ways in which

North Korea promotes its political mottos and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state

policies. Though we may have come to expect such political overtones from images

presented on a North Korean stamp, several other subject matters are also present here,

including educational slogans, nature, geography, architecture, culture, and art. Aspects of

everyday life such as the streets, ordinary buildings, and public facilities of the country

are also contained in the stamp images. We also see images of traditional culture and

premodern relics of the Goryeo (918-1392) and Joseon (1392-1897) dynasties before

division of the peninsula, images depicting world expositions or trade relations to

different countries, and however unfamiliar, North Korean reproductions of works by

famous painters and portraits of famous individuals from around the world. Below are a

few examples of the images in the Collection.

Below are select images from the Collection.

North Korean Stamp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website:

https://www.lib.uchicago.edu/collex/collections/north-korean-stamp-collection/

The Collection includes a large number of stamps related to the Juche ideology,

politics, andpolicies of the last three generations of rulers,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Stamps were printed to commemorate special occasions, such as the

launching of a missile or a successful rocket launch test. Commemorative stamps also

feature photos taken with leaders from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China, Russia, and

Europe feature prominently in such commemorative st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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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SC 1143, 1144 Successful test launch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Hwasong-14

NKSC 0991 Great steps in the 
construction of culture and 

education!

NKSC 0992 A flame of the leap 
forward

NKSC 0952b The 60th 
anniversary of the 
promulgation of the 

land reform

North Korea also preserves traditions that were present before division. Many stamps

feature such traditions. One can discover aspects of the art works, antique artifacts and

customs from the ancient Goguryeo kingdom (37 BC-668 AD) and Goryeo (918-1392)

and Joseon (1392-1897) dynasties.

NKSC 0777 The traditional Korean Bongsan 
masked dance

NKSC 1402 The Tale of 
Chun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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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ny cases, literary works of poetry as well as lyrics and musical notation appear

directly on the stamps.

NKSC 0837 Azaleas of Joseon NK1322 We are on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Several types of animal stamps--animals easily seen in North Korea, and everything

from insects to various dinosaurs appear. Though some photographs are present, most

animals are introduced through drawings and paintings.

NKSC 0020 Panthera 
tigris altaica

NKSC 1588 Rabbits NKSC 0013 Dinosa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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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fascinating variety of stamp portrays everyday life for North Koreans. Some

contain images of different types of trains and subways; others contain images of ski

parks and water parks, zoos and large apartment complexes, and special facilities such as

the Future Scientists Street.

NKSC 0612 Metro Cars NKSC 0626 Munsu Water Park  

NKSC0615 Masikryong 

Ski Hotel NKSC 0620 Future Scientists Street

Particularly in view of North Korea’s international image as a reclusive country, these

painters and figures from the West are a fascinating and surprising part of the stamp

collection. A large number of European masterpieces, and photos of European royalty

appear.

NKSC 0547

Mona Lisa

NKSC 1808 Princess 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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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Project Team for Digitization 

After acquisition of the 2,000 stamps, a team was formed to complete the project of

digitalization. Under the supervision and planning of Korean Studies Librarian Jee-Young

Park, the project moved forward in three major areas: 1. image scanning 2. metadata

creation 3. site upload management. Members of the team included Jisu Yeom, a Visiting

Libraria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East Asian Collection and recipient of the

Korea Foundation’s Global Challengers Program; Ethan Waddell, a Ph.D. student of

Korean literature in the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Dept. at the University;

Bridget Madden, Associate Director of the Visual Resources Center in the Department of

Art History. Along with Visual Resources Center staff members, these individuals

worked as the core of the project team.

(From left) Bridget Madden (Associate Director at 

VRC), Jisu Yeom (Korea Foundation Visiting Librarian), 

Jee-Young Park (Korean Studies Librarian), 

Kat Buckley (Assistant Director at VRC) 

3.1 Scanning of the Stamps 

The VRC team led the task of scanning the 2,000 stamp images. Image size for small

print texts like song lyrics, slogans and poems were adjusted for researchers to be able to

read. To preser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mps in their original form, the VRC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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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included the serrated edges of the stamps in the scanned images. However, not all of

the stamps are single, self-contained items. Rather many consist of several pages (4-page,

6-page, etc.). In these cases, the VRC team was able to keep the overall aesthetic of the

original materials intact by conducting separate scans both for each individual stamp as

well as for the entire page on which it appears. In addition, the team was able to capture

the finite details of both introductory profile information and portraits painted by

professional North Korean stamp artists.

Student Employees Scanning at the Visual 

Resource Center 

3.2 Metadata Creation

A few years before the stamp project, the Library had engaged previously in metadata

creation as part of its Photo Postcard Image Collection of Colonial Korean. Based on this

experience, we hoped to improve upon several aspects of metadata creation, ultimately

ensuring that the stamp collection presented a more user-friendly experience. In order to

ensure easy upload to the LUNA program website, stamps were thus categorized and

sub-categorized according to subjec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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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mps were organized according to six main categories of identifying information:

stamp file name (No.), stamp number (Photo numbers), collection title (Book Title), and

main subject (Subject Heading 1.) and subject details (Subject Heading 2.). Based on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in the images, data also included the title, description,

publication location, period, Juche number (North Korean calendar year), and Gregorian

year of each stamp. To help users navigate the collection, description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identifying information was romanized for each stamp. The team rounded out

the metadata information with the addition of categories for English-language keywords,

color, and supplementation through further explanations wherever needed. The team faced

challenges in processing this immense volume of information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and re-checking the existing data on multiple occasions in order to reduce errors. Due to an

unfamiliarity with North Korean terminology, English translation also necessitated using

dictionaries and online resources to confirm the meaning of certain individual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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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ian intern Jisu Yeom and Korean 

literature Ph.D. student Ethan Waddell EALC 

creating metadata 

3.3 LUNA

After completion of image scanning and metadata creation, all of the information was

uploaded to the University of Chicago’s image repository, LUNA. Started by the Art History

Department, LUNA serves as the database for several departments in the Humanities to store

image-related materials in bulk. With control over the size of each image, and excellent

search capabilities, Library users are able to navigate LUNA with ease.

LUNA website link: https://luna.lib.uchicago.edu/luna/servlet/UCHICAGO~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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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dditional Tasks (Copyright and LUNA site final review)

Though the digitization of North Korean stamps project revolved mainly around the

aforementioned process of scanning images, entering metadata, and uploading both to the

LUNA platform, many unexpected and less visible issues also demanded attention.

Copyright was the first of these issues. Thus we inquired with the Library’s resident

copyright specialist about several related challenges. After 1980, North Korean materials

first appeared in the international copyright group. While challenges likely would have

been posed if a material other than stamps had been selected for digitization, stamps are

meant to function beyond the notion of copyrights classified by country, as a promotional

material for nations in the international realm (of course, there are a small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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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p images from certain Western countries that have been copyrighted). Therefore, we

learned that it was possible to largely avoid copyright issues that may have arisen

otherwise. After the Collection was uploaded to LUNA, system librarians in the Digital

Library Development Center (DLDC) assisted in supplementation and correction of the

overall site and facilitation of a more convenient viewing experience for users.

4. North Korean Stamp Library Exhibit 

While conducting the digitization project, we provided an opportunity for interested

library users to view the stamps in person by organizing a stamp exhibit on the 5th floor

of the Joseph Regenstein Library. Both early stamps and stamp collection books were put

on display by subject, with explanations provided to users in English of North Korean

terminology such as Juche and Songun. We were able to ensure more effectiveness in

planning the exhibit by collaborating with DLDC Design Specialist Kathy Zadrozny on

the poster design, and working together with Library Special Collection Exhibit Designer

Chelsea Kaufman on the physical displays.

Understanding North Korea Through Stamps, Exhibition at 

Regenstein 5th Floor Reading Room,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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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st-Project Completion 

Overall, the acquisition, digitization and physical exhibition of stamps took 10 months

to prepare. The project began from brainstorming an effective means for users to view

North Korean stamps within the library, but soon stretched into a period much longer than

originally anticipated, with many co-workers offering ideas and feedback on things we

had not previously imagin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work, ultimately resulting in the

more faithful creation of a digital collection of primary resources. Upon completion, the

Collection appeared in articles written and published from within the Library. It also

received additional interest and inquiries outside the Library, featured in the University of

Chicago Newspaper, and on Chicago’s PBS station WTTW. More than anything else, the

most rewarding outcome of the Collection has been the interest expressed by Korean

studies faculty and students in the US and abroad from whom we have received

continuous inquiries about North Korean stamps. Among these scholars, two University

of Chicago alumni have contacted us offering to donate North Korean materials of their

own to the Library. Going forward, there is indeed much anticipation surrounding what

project will come next for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Ÿ Article on North Korean Stamps from the Library Homepage (https://www.lib.uchica

go.edu/about/news/understanding-north-korea-through-stamps/)

Ÿ Online Collection on the Library Website (https://www.lib.uchicago.edu/collex/exhi

bits/understanding-north-korea-through-stamps/)

Ÿ Article on Collection by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https://ceas.uchicago.edu/

news/north-korean-stamps-exhibit-east-asian-collection-university-chicago-library

-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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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Foundation in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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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in Saint Petersburg (NLR; known as the Imperial Public

Library from 1795 to 1917; Russian Public Library from 1917 to 1925; State Public

Library from 1925 to 1932; and the M. Saltykov-Shchedrin State Public Library from

1932 to 1992) is not only the oldest public library in the Russia, but also its first national

library. The NLR is currently ranked among the world’s major libraries. It has the second

largest library coll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holds a treasury of national heritage,

and houses the All-Russian Information, Research, and Cultural Center. Over the course

of its history, the library has aimed at comprehensive acquisition of the national printed

output and has provided free access to its collections. It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Russian State Library, which is located in Moscow.

The Department of Literature in Asian and African Languages was established in 1952.

This was previously a part of the Department of National Literatures, but over the course

of time it grew too large. There is a huge volume of materials in different languages:

Arabic, Chinese, Hindi, Japanese, Korean, and many more.

The Korean Foundation is one of the subdivisions of the Department of Asian and

African Literature. It features 10,500 books, roughly 5,000 magazines, and approxim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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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newspapers. A large share of the materials are dedicated to Korean language,

culture, history, and traditions. As there were close relation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the majority of the foundation’s holdings consists of North Korean

materials. However, there are also some unique examples from the Russian Empire Era,

such as a Korean textbook written in Cyrillic script and a Korean grammar by M. Currant.

A selection of rare North Korean newspapers in our library from 1920-1930 also should

be mentioned.

After the demise of the USSR,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no longer maintained ties

to North Korea and no further material was collected.

At present, the collection is being replenished mostly through an exchange program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ypically the Department receives an exchange list of

materials (books, magazines, CDs), selects the items in which it is interested, and sends

them to the International Exchange Section.

All books within the Korean Foundation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being cataloged

into the ALEPH system. Examples can be seen below. It has now become much easier to

find a book from home. Orders can be made simply by visiting the website and entering

the name of the book, author, or series.

A number of special of events such a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are held at the

library dedicated to Korean culture, customs, and traditions. In November 2019 there was

an opening ceremony for the “Window On Korea” (WOK) (link to the news on our

official site http://nlr.ru/nlr_visit/RA2647/Kabinet-Koreyskoy-Kulturyi) and an exhibition

dedicated to Dokdo Island (link to the news on our official site http://nlr.ru/nlr_visit/

RA2659/Otkryitie-vyistavki). Interest in Korean culture has been growing thanks to these

efforts and the growing numbers of readers as well. The collection of the Korean

Foundation is being replenished by a huge volume of books and 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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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Department of Asian and African Literature] 

Korean textbook written in Cyrillic script

Examples of North Korean books

Examples of new literature from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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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the book view in the ALEPH system and on the site of our library

The Opening Ceremony for “Window On Korea” (WOK)

Exhibition dedicated to Dokdo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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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Sourc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Master Plan 2020

Th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CLan) was established in 1828 and has become

one of the largest universities in the United Kingdom (UK). Apart from its main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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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ston, Lancashire, in the north of England, UCLan has two satellite campuses in

Burnley and Westlakes in the UK and an overseas campus in Cyprus.

The UCLan main library, located on the Preston campus, opened in 1979 and celebrated

its 40th anniversary in 2019. The Burnley and Cyprus campuses also have their own

libraries, similar to, thought smaller than, the one on the main campus; while the library on

the Westlakes campus is specialised for distance learning and provides online resources only.

[Photo 2] Inside of the Main Library of the UCLan

Sourc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Main Library

The Korean Studies programme at UCLan has grown rapidly. Since its establishment in

the 2013/14 academic year, for example, the number of students taking Korean language

pathway at the undergraduate level has increased tenfold. In each academic year, more

than 100 new students join Korean language pathway at the undergraduate level, making

for a total of about 400 students in the programme as a whole. This is the largest Korean

Studies programme in the UK, and also one of the biggest in Europe. At UCLan,

undergraduate Korean language pathway forms part of the BA in Asia Pacific Studies, the

BA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ESOL), and the BA in

Modern Language. In other words, students enrolled in one of these three BA degree

programmes take Korean subject as a pathway programme. UCLan also has post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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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s in Korean Studies in social sciences. The MA in North Korean Studies is the

only such degree programme dedicated to North Korean Studies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PhD programme deals with both South and North Korea. Both

postgraduate programmes are run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IKSU),

which forms part of the School of Humanities, Language and Global Studies. While

undergraduate Korean programme is more focused on language, the two postgraduate

Korean Studies programmes are part of global studies at the School.

As the Korean Studies programme has expanded, students have demanded better access

to library materials on Korea. Until early 2019, there was no specific system to facilitate

student visit to the library for resources on Korea only. Rather, they had to provide

keywords matching their respective inquiries. At the same time, the library resources on

Korea were placed under subjects such as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so on – unlike

resources on Japan and China, which had dedicated sections of shelving.

IKSU thus sought a way to address the students’ need for easier access to resources on

Korea, especially given that the Korean Studies programme is the largest of the Asian

studies programmes at UCLan. To that end, IKSU applied for funding for Korea Corner

from the Korea Foundation. The Korea Foundation selects only one university in each

country for the creation of a Korea Corner, with application made through the South

Korean embassy in the country.

In 2018, IKSU discussed its desire to establish a mini-library space at the UCLan main

library, based on its successful Korean Studies programme, with the South Korean

embassy in the UK, and applied for Korea Foundation funding for this Korea Corner

project through the embassy. At the end of 2018, the Korea Foundation informed the

embassy that IKSU’s the application had been successful, and thus it was decided to open

the UK’s very first Korea Corner at the UCLan main library. Accordingly, the UCLan

main library agreed to host the Korea Corner, providing one of its largest student rooms

for the purpose.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the library set up a dedicated room for

materials on a specific theme o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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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KSU Korea Corner at the UCLan main library was launched on 8 April 2019. The

launch was attended by the IKSU team, Korean Studies students, and UCLan management

and librarians. Notable participants from outside UCLan included: Councillor Trevor

Hart, the Mayor of Preston; Dr James Hoare, former Chargé d’Affaires at the British

Embassy in North Korea; Ambassador John Everard, former British Ambassador to North

Korea; Professor Seon Jung Kim, IKSU Honorary Professor and Dean of the International

Office at South Korea’s Keimyung University; Mr Gibert Ju, General Manager of the

Asiana Airlines London Office; Ms Lee Suyon, Director of the Korea Foundation Berlin

Office; and Ambassador Enna Park, the South Korean Ambassador to the UK. Diplomats

from the Korean embassy in London also joined the event and celebrated the launch of

the IKSU Korea Corner. In addition to the main launch event, a series of side events was

also organised. These include a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a K-pop dance

performance by the UCLan Korean Society, a guest talk by Ambassador Enna Park on

recent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special lecture by Professor Seon

Jung Kim on Korean pronunciation for non-native Korean speakers.

[Photo 3] IKSU Korea Corner Launch Event at UCLan Main Library 

Sourc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Press Office

Most of the books and DVDs about Korea in Korean were purchased and shipped by

the Korea Foundation to IKSU in advance, as these books were not available for IKS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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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 in the UK. Books and DVDs related to Korea in English were bought by IKSU

in the UK, with the funding provided by the Korea Foundation. The Korea Foundation

will continue to provide newly published books related to Korea, both in Korean and in

English, every year, to the value of KRW 4,000,000. The IKSU Korea Corner has also

received donations. For example, Professor Seon Jung Kim donated Korean language

textbooks, while Dr James Hoare gave old Korean history books and Lady Rothermere

sent about 2,500 DVDs of K-dramas and K-films for the IKSU Korea Corner.

Accordingly, as of 2020, the IKSU Korea Corner at the UCLan main library has a total of

1,050 books and 3,000 DVDs about both South and North Korea in Korean and English.

About 15 Korean artefacts have also been received from Korea and are now displayed in

a cabinet at the side of the Korea Corner.

Not only have these materials on Korea been placed in the Korea Corner, but also round

tables with chairs and a large screen connected to a computer online system have been

provided, so that students can read and discuss the materials on site (see Photos 3 & 4).

[Photo 4] IKSU Korea Corner at UCLan Main Library

Source: Author’s own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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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Corner’s resources can be accessed in the same way as other resources in

the UCLan main library. Members of the public can also visit the Korea Corner in the

same manner as they are able to access the main library system. All books and DVDs in

the Korea Corner have been tagged with the label ‘KC’.

Amid this achievement, there have been some challenges in the opening of the Korea

Corner at the library. One of the most crucial challenges concerned the cataloguing of

materials in Korean. As the UCLan main library does not have a librarian specialising in

Korea or East Asia, it took more than six months to catalogue all the materials in the

Korea Corner once they arrived. Also, the Romanisation of Korean to English was

another technical challenge for the librarians.

IKSU has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having a Korea specialist at the library.

However, even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in the Korean Studies programme,

these students comprise only 1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at UCLan. IKSU at

least has requested the recruitment of an East Asia specialist, but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for the BA in Asia Pacific Studies - the largest programme at the School of

Humanities, Language and Global Studies – similarly makes up only 1.6 percent of the

university’s entire population. Thus, the library has hesitated to appoint a dedicated

librarian for Asian studies due to its lack of cost-effectiveness. Therefore, having a

specialist Korea or East Asia librarian remains an outstanding challenge for the IKSU

Korea Corner at the UCLan main library.

Despite these challenges, the IKSU Korea Corner has provided better access to

materials regarding Korea for the members of the public in the UK. For instance, a

Korean Literature Night has been held at the IKSU Korea Corner since February 2020,

with not only UCLan students but also members of the public in the region participating

in the evening. The Korean Literature Night is a kind of book club, which used to be held

only in London by the Korea Cultural Centre, but now, with the launch of the IKSU

Korea Corner in the north of England, people in this region, too, can enjoy Kore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English. Also, IKSU has hosted a Korea Book Essay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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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ed by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since 2020, based on its widened

access to the public through the Korea Corner. All the books used for both Korean

Literature Night and Korea Book Essay Contest can be found in the IKSU Korea Corner.

The library has also subscribed to DBpia – an online platform for journal papers written

in Korean - due to increasing user numbers related to Korea in the library. As the Korea

Corner has textbooks and mock exam books for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 resources rarely found in other libraries in the UK - these books have been

requested by students at other libraries through the inter-library loans service. IKSU has

become one of only two TOPIK Test Centres due in part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its Korean Studies programme and in part to the availability of

TOPIK-related resources at its Korea Corner in the library.

As it was the fifth anniversary of IKSU in 2019, the launch of the Korea Corner in the

same year was more meaningful in a way as a celebration of its fast-growing programme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rner, it is

believed that the Korean Studies programme at UCLan has achieved another milestone in

its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hat the UCLan main library can become

the largest library for Korean Studies in the UK, given that the resources of the Korea

Corner will continue t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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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Librarian for Korean Studies of 

Yale University

Jude Yang

Librarian for Korean Studies, Librarian for East Asia Library Public Services

Yale University Library

jude.yang@yale.edu

1. Thank you for responding to the interview on the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Could you tell us about how you became to work as a 

librarian in the US?

After graduating with my undergraduate degree and working in Korea, I came to the

United States by enrolling in an English language institution under the University of

Hawaii. As I was taking English classes, I entertained the idea of challenging myself and

taking formal classes at the University. So I initially prepared for graduate school

admission with a major related to my undergraduate major. Later I became interested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 When I started taking classes I was worried

because it was a field that was completely unfamiliar to me. However, while taking

graduate classes, working as a student assistant for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at the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Hawaii, I was able to learn how the library operates and what

librarians do. By the time I graduated, there was an opening for a Korean Studies librarian

at the university because the previous Korean Studies librarian decided to move on.

I applied without high expectations, but I got the job. That's how I started my new career

in America. I would like to thank the librarians and staff at the University of Hawaii,

especially my Asian Collection colleagues, for encouraging that new librarian with

interest and patience, back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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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rrently, you are working as a Korean Studies librarian at Yale University. 

Please introduce Yale University's library.

I’ll start with a brief introduction to Yale University. Yale University is a private

research university located in New Haven, Connecticut, USA. Founded in 1701 as the

College School, it is the third oldest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was renamed to Yale College in 1718 after Elihu Yale, who helped greatly in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After awarding the first Ph.D in the United States in 1861, it

was established as Yale University in 1887. As of 2019, there are 6,057 undergraduate

students and 7,517 graduate students enrolled and educated by 4,869 faculty members

supported by 10,374 staff personnel.12)

Yale University is comprised of 14 Yale colleges. Yale College, which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colleges in most other universities, is a residential college.

New students at Yale are assigned to a residential college as they enter the University and

there they live and study.

[Photo 1] View of Yale University 

Source: Yale University

12) Yale Facts https://www.yale.edu/about-yale/yale-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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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ale University Library has about 1.5 million materials in 15 libraries. The

library's motto, “The library is the heart of the university,” is engraved at the entrance of

the Sterling Library, so Sterling Library is one of the symbolic buildings at Yale University.

The Music Library, Manuscripts and Archives Department, Digital Humanities Center,

and East Asia Library are also located in the Sterling Library, along with several other

collections.

[Photo 2] View of the Sterling Memorial Library 

Among the other libraries at Yale, which include the Medical Library (containing the

famous Cushing Center), the Marx Science/Social Science Library, and other great

libraries, you can't miss the Beinecke Rare Book & Manuscript Library.

Beinecke Library is one of the largest buildings in the world that is entirely dedicated to

only rare books and manuscripts. It is the main repository for Yale University archives,

early manuscripts, and rare books. Korean old books are also stored here. The building

itself, along with its collections, is unique and stylish, making it a popular place for

visitors to Yale University or New H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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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Inside the Beinecke Library

Yale University was the first North American library to collect materials in East Asian

languages. In 1849, the Yale College Library began accepting 90 books from China, and

in 1873 the first Japanese collections were donated. It is said that Korean books were first

placed on the shelf in 1915. As for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we currently have a

collection of about 19,000 books, including rare and old books, as well as materials

related to Christianity, theology, and missionaries.

3. You moved from the University of Hawaii to Yale University last year. 

Can you compare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institutions, 

such as collection status, manpower, budget, main subject area, and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a Korean Studies library?

The two universities differ in many ways, as much as their geographic differ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it would be a priority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at each university.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is one of the oldest and largest centers for Korean Studies outside of

Korea. Faculty members who are related to Korean Studies, from various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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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ctive as members of the center. There are about 40 members registered with the

Center in Hawaii. Because the Korean Studies program is large and has a long history, the

Korea collection was able to develop accordingly, whereas in the case of Yale University,

only in 2018, when Professor Hwan-Soo Kim came to the Department of Religion, did

the Korean Studies program begin to grow. Yale University’s East Asian library has a

long history, but Korean has not been its primary focus.

Currently, I am the only librarian who is in charge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Yale University. We do not yet have a librarian or staff who takes care of acquisitions and

cataloging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solely, so I am discussing with the technical

services department about this issue and what the best alternative solution would be.

Although it is still a little too early to mention the main subject areas, there are Korean

professor and doctoral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Religion, so the Collection focuses

on modern Korean religions and Korean Buddhism, and also has a basic interest in

subject areas such as Korean language, literature, history, and North Korea. There are

many requests and we are developing a collection of these topics.

The service as a Korean Studies librarian is similar in terms of reference service,

lectures on how to use materials, workshops, and other outreach activities, but in the case

of Yale, in addition to those services, there is consultation on graduation essays by senior

undergraduates, and some fellowship activities for the Yale Colleges with which I am

affiliated. In the case of Yale University, there is no center for Korean Studies (yet), but

instead, we have a group of “Koreanists” comprised of Korean language instructors,

postdoctoral researchers, and visiting researchers, led by Professor Hwansoo Kim. We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projects and events. Although the number of people is small, it

seems that it can create a more intimate and strong relationship. Also, they are one of the

biggest supporter for the Kore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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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ou are elected as chair of 2020-2023 CKM.

I think there will be many challenges facing Korean Studies libraries in North America.

What are they, and what are the issues you must address during your term as CKM chair?

Rather than addressing challenges, I would like to share the direction of the activities

that I first shared with the members while I was forming the current CKM committee.

During this term, we would like to broaden the boundaries of Korean Studies

collections. Many Asian libraries in North America do not have a Korean Studies

librarian, and one librarian manages Korean Studies materials with other area studies

collections. For example, a Chinese librarian manages the entire East Asian collection, or

a Japanese librarian is in charge of both Japanese and Korean collections. So first, I am

thinking of helpful and useful projects for non-Korean Studies librarians in charge of

Korean collections. When COVID-19 broke out and the most libraries came to rely on

e-resources, CKM made a request to Korean electronic materials vendors to offer

temporary free trials of their Korean electronic materials for North American libraries.

We believe that this has been primarily beneficially for small Korean collections.

I think it would also be great if Korean Studies librarians who haven't had a long career

or are not doing many Korean Studies library related activities can be more active. At

CKM, we are working to prepare a venue for more active exchanges.

We are also seeking exchanges with the Korean Studies library community outside of

North America. We want to find out what projects we can do with the Korean Studies

library network in Europe or the Korean Studies library community elsewhere. It is worth

considering whether it is a comprehensive list of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suggest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r holding a joint workshop, or other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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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 was a time when many libraries were disrupted by the coronavirus 

outbreak. In the post-corona era, what do you think are new library 

technologies and services that you should be interested in or pay attention to?

With Covid-19, interest in securing and accessing electronic resources and services

using electronic technology has increased, and there is no choice but to accept these things.

Video conferencing through Zoom and Google Meetings have become commonplace, and

now virtual reference services, webinars, virtual workshops, virtual office hours, etc. have

become natural. There are also many workshops where you can learn to use the various

functions provided by these programs for reference service and classes. Libraries are now

offering services such as providing technical support for virtual classes or providing

electronic resources to be reserved for the courses.

Separately, however, if we talk about the collection development, I still think that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electronic materials cannot replace everything. This is in

part because, in the case of humanities and area studies collections such as Korean

Studies, electronic materials are still limited.

Our library was also in a situation where only electronic materials could be used as

library services were temporarily suspended, but even then, professors and students

continued to inquire about when books could be checked out. Starting with the Scan &

Delivery service, which scans and provides the materials you want to use in July, we

provided a curbside pickup service that allows collection of the requested books at a

specified location. Additionally, due to requests from users, the special collection and

archive departments are the first to resume normal service.

We know that the number of libraries that have adopted the e-preferred policy,

including Yale University, have increased as they suffered from Covid- 19. Overall, this

decision is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e situation where budgets have been cut, and

considering the accessibility of acquisitions and acquisitions of resources. However,

I think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applying this to Area Studies collection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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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Library Councils, including the Council on the East Asian Libraries (CEAL), the

Seminar on the Acquisition of Latin American Library Materials’ (SALALM), the Middle

East Librarians Association’s (MELA), and the Committee on South Asian Libraries and

Documentation’s (CONSALD) released their statements on this concern.

6. Lastly, please introduce the episode that you found rewarding as a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

When I receive appreciation from professors and students for their research or

academic support, and when the resources I have collected are useful, it is of course

rewarding. There ar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t I have met through consultations

or library visitation, and now have become good colleagues and friends. This kind of

relationship is also a bonus that I earn from working as a Korean Studies librarian. If

anything is particularly rewarding as a Korean Studies librarian working overseas, it is the

pride of contributing a small part to the broadening an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with other enthusiastic Korean Studies librarian colleagues and Korean Studies scholars.



참고  해외 한국학 동향보고서 발간 현황(2009~2020)

구분 제목 저자

2009.7.
(제1호)

미국도서관협회-미국의회도서관(ALA-LC) 로마자표기표 
2009년판

이영기
(미의회도서관 수석 목록 전문위원) 

한국어 로마자표기와 띄어쓰기(안) 
미국의회도서관 목록정책표준과 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번역 

구글과 미시간대학교 도서관의 대량 디지털화 프로젝트 : 
구글 도서검색서비스의 개요와 도서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성윤아
(미시간대학교)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사서 도서관연구소 편 

2009.12.
(제2호) 

북미주 한국학 도서관 1990~2009: 회고･현황･전망 

이정현
(남부캘리포니아대학교 

한국학도서관장), 
김현주

(계명대 문헌정보학 강사) 공역 

스리랑카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장서 
W.M.T.D. 라나싱게

(스리랑카 켈라니야대학교)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역 

한국어 로마자표기와 띄어쓰기 
미국의회도서관 목록정책.표준과 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번역 

2010.6.
(제3호)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캠퍼스의 한국 장서
아즈사 다나카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캠퍼스 
동아시아도서관) 

홍콩 중문대학교 대학도서관시스템 한국장서 
레오 F.H. 마

(홍콩중문대학교) 

해외 한국학 지원의 관문 - RISS International 
이수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사업소개 국립중앙도서관 

국내외 도서관계 소식 출처: 도서관계 179-182호 

2010.12.
(제4호) 

라이덴대학교 도서관 한국 장서와 네덜란드의 한국학
알라드 M. 올로프

(라이덴대학교)

오클랜드대학교 도서관의 한국어 장서
황규원

(오클랜드대학교)

한국학 자료의 보고 - 국사편찬위원회 정보검색시스템 
윤소영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출처: 도서관계 184-187호 



구분 제목 저자

2011.6.
(제5호)

프랑스 한국학 동향 및 학술기관 
나은주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호주 모나쉬대학교 한국학장서 
김정심

(호주 모나쉬대학교)

북한 자료의 현황과 수집 및 활용 
송승섭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장)

국립중앙도서관 사업소개 
- 한국관련 기록 자료 영인 수집 사업

최유진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료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국립중앙도서관 

2011.12.
(제6호) 

칼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한국학장서
신희숙

(컬럼비아대학교)

모스크바국립대학교의 동양학 그리고 2011 AKSE 
학술대회

하지조바 크세니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국내 한국학 정보원  소개 
석진형

(이회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국립중앙도서관 

2012.6.
(제7호)

하바드대학교, 하바드옌칭도서관, 그리고 한국관에 대하여 
강미경 

(하버드대학교 하바드예칭도서관)

옥스퍼드대학교의 한국학 및 한국학 장서의 발전 과정
청민

(옥스포드대학교)

연세대학교 ‘이승만문서’와 근현대사 연구 
김인섭

(연세대학교 국제학도서관)

TOKSLIB 소식 국립중앙도서관 

2012.12.
(제8호)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한국학과 한국학장서
양윤림

(하외이대 마노아캠퍼스)

북유럽아시아학연구소 NIAS 도서관정보센터

페르 한센
(북유럽아시아학연구소)

게이르 헬게센
(북유럽아시아학연구소장)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문헌 사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왕유세
(중국국가도서관)

TOKSLIB 소식 국립중앙도서관 

2013.6.
(제9호)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한국학 도서관의 
장서 현황 및 운영

헬렌킴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구분 제목 저자

필리핀의 한국학 자료 현황
란돌프 마리아노

(필리핀 한국문화원)

국립중앙도서관의「한국 고전적 종합목록 DB」
정진웅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세계 도서관 소식 국립중앙도서관

2013.12.
(제10호)

일본국회도서관의 한국학 자료 현황 아베 겐타로(일본국회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현황
- 미주･유럽･구소련 자료를 중심으로

김점숙(국사편찬윈원회 연구원)

TOKSLB 소식 국립중앙도서관

2014.6.
(제11호)

루벤대학교 동방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아리안 판데르 웨르프

(벨기에 루벤대학교 동방도서관)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 사회무역학도서관과 한국학 장서
레이먼 아란다 퀸타나

(말라가대학교 사회무역학도서관 
사서)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과 한국학 장서
박지영

(시카고대학교 한국학 사서)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한국학 장서

조상훈
(UCLA 한국학 사서)

2014.11.
(제12호)

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센터의 한국학 장서
나탈리아 안

(러시아 국립도서관 한국학 사서)

미국 의회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소냐 리
(미국 의회도서관 아시아자료과 

한국학장서 
참고전문사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현황
이형배

(프린스턴대학교 한국학 사서)

2015.6.
(제13호)

콜로라도 대학교의 한국자료 현황
아담 해리 리스본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한국학 사서)

일리노이 대학교의 한국자료 현황
송유성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한국학 사서)

프랑스 파리7대학의 한국자료 현황
정희선

(프랑스 파리7대학 한국학 사서)

2016.6.
(제15호)

영국국립도서관의 한국 장서
헤이미시 토드

(영국국립도서관 동아시아 장서 팀장)



구분 제목 저자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희묘(에이미) 황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동아시아학 

프로그램 조교)
궈칭 리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중국학 및 
한국학 사서)

베를린자유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릴리안 슈페르 

(베를린자유대학교 캠퍼스도서관
한국학과 사서)

2016.12.
(제16호)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김하나(Hana Kim)

(토론토대학교 정유동 
동아시아도서관장)

미국 캔사스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비키 푸 돌

(캔사스대학교 중국학 및 한국학 사서)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웬링 류

(인디애나대학교 동아시아학 사서)

2017.6.
(제17호)

오슬로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아네 후스타-네버
(오슬로대학교 인문학 및 

사회과학 도서관
한국/동아시아/남아시아 주제사서)

미네소타대학교의 한국 장서
야오 첸

(미네소타대학교 도서관 
동아시아학/언어학/ESL 담당사서)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학교의 한국학 및 한국 장서
제네사 델라 크루스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학교 
리잘도서관 사서)

2017.12.
(제18호)

핀란드 헬싱키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유하 레페메키

(헬싱키대학교 한국학 주제사서)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뚜 항 부이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 사업 소개
- 데이터 공유와 융합을 위한 국가전거파일 구축 및 

ISNI(국제표준이름식별자) 운영

이혜용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주무관)

2018.9.
(제19호)

코넬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전유리

(코넬대학교 도서관 한국학 장서 
스페셜리스트)



구분 제목 저자

2017 한국학 사서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 : 한국학 
연구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양정원
(미시간대학교 도서관 국제정부정보 

및 공공정책 사서)

캘리포티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및 운영 현황

문효진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한국학 및 일본학 주제사서)

2019.6.
(제20호)

워싱턴대학교의 한국 장서

이효경
(위싱턴대학교 한국학사서/

동아시아 도서관
이용자서비스 부장)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파비오 스타씨
(로마 라 사피엔자대학교 동양학부 

도서관장)
안토넬라 팔레리니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한국학 사서)

히브리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하녹 로니저
(히브리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블룸필드도서관 
아시아학 주제전문가 겸 
기술서비스 담당사서)

학술연구서비스의 한국적 운영 모델을 만들다 :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강민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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