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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tanding at the forefront in the promotion of  Korean studie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Leading the effort to share Korea’s splendid documentary heritage with the worl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leading name 
in fostering Korean studies, 
yesterday, today, and into the future.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8,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s not only undertaken 

in-depth research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but has also endeavored to systematically 

collect and preserve Korea’s invaluable archival culture, while also fostering Korean 

studies to be shared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by wedding Korea's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with Korean studies, 

the Academy has created the Digital Archive of  Korean Studi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we are tireless in the promotion of  projects to 

research Korea and advance Korean studies.

This has allowed Korea, which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to lay a foundation 

not only for material affluence but also for spiritual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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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ad Korea’s age-old recorded cultural heritage 
as one does with tree rings, to undertake in-depth 
research and study, and to establish a hub for Korean 
studies, these are the core values of  the Korean 
studies research projects.

Materials & 
Research

Jangseogak
- Research on Korea’s 

Royal Archives
- Collection of Classical 

Texts in the Private Sector
- Preservation of 

Classical Resources

Research Affairs
- In-depth Research of the Korean Culture
- The Stories of Korea’s Humanistic Sprit and Culture Research Project
-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 Collection of Korea’s Oral Literature and Korea’s Oral History Research Project
- Project to Collect and Establish a Database of Terminology of the Late Joseon Period 
- Publication of the Korean Studies Quarterly
- Publication of the English-languag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and Kore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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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Royal Archives to Classical Texts 
of  Private Sector 
The Repository of  Documentary Heritage

Jangseogak
The rough stones of  Korea’s recorded heritage are 

reborn as the precious gems of  Korean studies

Research on Korea’s Royal Archives

The Jangseogak, the royal library of the 

Joseon Dynasty, manages and researches the 

documentary collections of the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in uncovering, processing, and 

cataloging royal documents that have not thus 

far been introduced to academia, we are making 

efforts to establish a national historical data 

center, and thus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Korean studies research.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Jangseogak and its collections is 

shared widely through various academic events 

and lectures.

Collection of Classical Texts in the 

Private Sector

Since 1981, we have been collecting and 

researching hundreds of thousands of historical 

documents held in private collections across 

Korea. Through the Jangseogak Donation 

Project, we are enhancing the preservation of 

the nation’s documentary heritage by securing 

classics that are in danger of destruction, and 

in uncovering such outstanding materials, 

we are also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of 

academic research. In addition, by continuously 

publishing collections of such materials, such 

as the Gomunseo jipseong (Collection of Old 

Documents), we are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collected data and creating a 

dynamic and living archive.

Preservation of Classical Resources

A state-of-the-art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and scientific preservation treatment 

enhance the preservation of Korea’s endangered 

documentary heritage, allowing it to be safely 

transmitted to future generations. We provide 

up-to-date bibliographic information through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ountry’s documentary heritage, and through 

the compilation of both classical documentary 

resources and research findings, we provide 

online accessibility through an academic 

informati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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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실 자료에서 민간 고문헌까지
 기록 유산의 보고寶庫

장서각

원석 같은 기록유산들이

한국학이라는 보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인
유구한 기록문화유산을 읽어내는 것,
깊이 있게 조사하고 탐구하는 것,
한국학의 구심점을 바로 세우는 것,

바로 한국학 연구사업의 가치입니다

위 왼쪽부터 제실도서목록, 고종황제어진, 창덕궁의 

이왕직 도서관(1936)

조선시대 왕실의 도서관으로 시작해 110여 년이 

흐른 오늘날, 장서각은 한국학의 글로벌 아카이

브로 거듭났습니다.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료를 비롯

한 왕실 자료와 전국 각지의 명문가에서 수집한 

자료가 더해져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기록유산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장서각은 수많은 문화재와 

고문서를 안정적으로 소장하고 과학적으로 관리

하며, 다양한 학술행사와 전시 등을 통하여 장서

각의 가치와 깊이를 널리 나누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 한국문화 심층 연구사업

- 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스토리 연구사업

- 고전 자료 현대화 사업

- 한국구비문학대계 및 한국 구술사 연구사업

- 조선 후기 물명(物名) 집성과 DB구축 사업

- 정신문화연구 학술지 발행

-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영문 학술지) 발행

- 왕실자료연구사업

- 민간고문서수집연구사업

- 고전적 보존 관리

장서각 자료 & 연구

왕실자료연구사업

조선왕실의 도서관인 장서각은 조선왕조의 기록

을 오롯이 담은 소장 자료를 관리 연구하고 있습

니다. 특히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왕실 문헌을 발

굴, 정리 및 가공하여 국가 전적 자료센터 구축사

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학 연구 기반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술행사와 강독회 

등을 통해 장서각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있습

니다.  

 

민간고문서수집연구사업

1981년부터 전국의 민간에서 보관 중인 수십만 

점의 고문헌을 조사·수집하고 있습니다. 장서각 

기증기탁사업을 통해 멸실 위기에 놓인 고전적

을 확보하여 국가기록유산을 보존성을 높이고 우

수 자료 발굴을 통해 기초 학술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서 집성』을 비롯한 자료집

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수집한 자료의 활용성을 

높여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전적 보존 관리

첨단 보존 관리 시스템과 과학적 보존 처리로 멸

실 위기에 처한 기록 유산의 보존 가치를 제고하

여 안전하게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체

계적인 기록유산의 관리와 운영으로 최신의 서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전적 및 연구 성과를 

모아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ft to right: Inventory of books in the Korean imperial 

library, a royal portrait of Emperor Gojong, the Yi Royal 

Family Library (Iwangjik) at Changdeokgung Palace (1936)

Over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Jangseogak’s 

beginnings as a library for the royal family during 

the Joseon Dynasty. Today, the Jangseogak 

has been reborn as a global archive of Korean 

studies. Materials registered as part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such as the 

Joseon Dynasty uigwe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Dongui 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and materials collected from prominent families 

across Korea have been added to form a 

dynamic trove of living documentary heritage. 

The Jangseogak safeguards and scientifically 

manages numerous cultural assets and ancient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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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

통감속편

국보 제283호. 1422년(세종 4) 간행된 편년체 역사서. 

단종이 세자 시절 공부하였던 자선당(資善堂) 기탁.

동의보감

국보 제319-2호.

월인천강지곡

국보 제320호. 1449년(세종 31)에 지은 불교 찬가(讚歌).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최고(最古)의 가사이다. (주)미래엔 기탁.

군영등록(軍營謄錄)

군영등록은 조선 후기 중앙의 핵심 군대인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총융청 등에서 

주고 받은 문서들을 날짜별로 등록한 기록이다. 군영등록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군대와 군인의 기록으로 장서각에는 모두 555책이 소장되어 있다.

허주부군 산수유첩

1763년(영조 39) 고성이씨 

임청각의 자료로 허주 

이종악이 낙동강 연안의 

12명승을 그린 산수화첩

손소 적개공신도상

경주손씨 계천군 손소 종택의 자료로 

손소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워 받은 공신도상

장서각 소장자료

《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

《 귀중본 》

조선왕조의궤

341종 503책(2007 등재). 국가 왕실 행사나 

국가적인 건축 등에 관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

왕실보첩(王室譜牒)

567종 4,144책. 왕실의 족보를 통틀어 가리키는 왕실보첩은 조선을 다스린 거대 

인맥의 기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 시조로부터 태조 이성계에 이르기까지 

직계만을 수록한 선원선계록, 왕위를 계승한 역대 임금의 친족만을 수록한 선원록과 

선원계보기략, 왕의 친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을 수록한 돈녕보첩 등을 통해 

다양성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조선 왕실의 족보이다.

낙선재본 고전 소설

99종 2,215책. 왕실 여성들이 읽었던 고전 소설로 흥미로운 주제와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름다운 한글 서체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자료이다. 

낙선재본 고전 소설은 총 99종 2,215책으로 번역 소설 35종 700여 책, 창작 소설 

48종 1,300여 책 등으로 분류된다.

동의보감

25책, 초간본(2009 등재), 국보 제319-2호. 

동양의학원리와 실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의학 이론의 집대성

지정조격

세계 유일본, 고려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 원나라에서 

만든 법전, 현재 중국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 유일본으로 경주손씨 

종가의 고문헌을 조사하던 중 발굴됨.

지정 내용 자료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의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

국보 제319-2호 동의보감

국보 제320호 월인천강지곡 권상

보물 제874호 완양부원군이충원호성공신교서

보물 제1128호 대방광불화엄경소<권제21-24>

보물 제1129호 대불정다라니

보물 제1130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보물 제1131호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권10의하>

보물 제1132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목판본

보물 제1135호 정사공신조온사여왕지

보물 제1136호 입학도설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보물 제1198호 기묘제현수첩

보물 제1216호 손소영정

보물 제1511호 국조정토록

지정 내용 자료명

보물 제1512호 이십공신회맹축 - 영국공신교서축

보물 제1513호 이십공신회맹축 - 보사공신추복교서축

보물 제1514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보물 제1515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보물 제1535호 숙빈최씨소령원도

보물 제1536호 월중도

보물 제1597호 아국여지도

보물 제1631-1호 영조어필 - 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

보물 제1631-2호 영조어필 - 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

보물 제1632-3호 정조어필 - 시국제입장제생원고

보물 제1672-1호 송준길행초 - 동춘당필적

보물 제1674호 박세당필적 - 서계유묵

보물 제1724호 박사익초상

보물 제1756호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보물 제1901-2호 조선왕조의궤

보물 제1926호 협주명현십초시

보물 제1927호 박동형초상 및 함

《 UNESCO Memory of the World 》

Uigwe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341 books, 503 volumes (Registered in 2007). 

This is a written and pictorial record that documents in exquisite detail 

the activities of Joseon-era royalty such as the 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procedures of royal family events. 

Dongui 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25 volumes, 1st Ed. (Registered in 2009), 

National Treasure No. 319-2

This book is a compilation of medical theories that include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Tonggam sokpyeon (Supplement to the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National Treasure No. 283, A chronological history book published 

in 1422 (4th year of King Sejong). Edition used by the future King 

Danjong during his studies and deposited in the Jaseondang.

Edition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eld at Jeoksangsan Archives 

Historic Site, National Treasure No. 151-4

Edition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from the Bongmodang, 

Changdeokgung Palace, 

National Treasure No. 151-5

Dongui bogam

National Treasure No. 319-2

Worin cheon gang ji gok
(Songs of the Moon’s Reflection on 

a Thousand Rivers) 

National Treasure No. 320. Buddhist 

hymn (changa) composed in 1449 (31st 

year of King Sejong). The oldest extant 

song written in the Korean native script 

(Hangeul). Donation of MiraeN, Ltd.

Designation Name

UNESCO Memory of the 
World

Joseon Dynasty uigwe (The Royal Protocols)

UNESCO Memory of the 
World

Dongui 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National Treasure No. 151-4
Edition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oseon wangjo sillok) held at Jeoksangsan 
Archives Historic Site

National Treasure No. 151-5
Edition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oseon wangjo sillok) from the Bongmodang, 
Changdeokgung Palace

National Treasure No. 283 Tonggam sokpyeon (Supplement to the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National Treasure No. 319-2 Dongui 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National Treasure No. 320 Worin cheon gang ji gok (Songs of the Moon’s Reflection on a Thousand Rivers)

Treasure No. 874 Letter appointing Great Lord of Wanyang Yi Chungwon a Merit Subject for guarding the king 

Treasure No. 1008 Collection of old texts held by the Jeongnanggong branch of the Hamyang Bak clan

Treasure No. 1128 Annotated Flower Ornament Sutra (Daebanggwangbul Hwaeomgyeong so), gwon 21-24 

Treasure No. 1129 Daebuljeong dharani 

Treasure No. 1130
Bhaisajyaguru Sutra, or Original Vows of the Medicine-Master Tathāgata of Lapis Light (Yaksa 
yurigwang yeorae bonwon gongdeok gyeong)

Treasure No. 1131
Brahmajala Sutra (Brahma’s Net Sutra), vol. 10, part 2 (Beommanggyeong nosanabulseol 
bosal simji gyepum)

Treasure No. 1132
Woodblock edition of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Anthology of the 
Zen Teachings of Great Buddhist Masters)

Treasure No. 1135
King’s letter bequeathing land to Jo On for his accomplishments as a Merit Subject 
(Jesongsa gongsin joon sayeo wangji)

Treasure No. 1136 Iphak doseol (Diagrammatic Treatise for Entering Upon Learning)

Treasure No. 1197 Gimyo jehyeon supil  (Compilation of farewell poems for Ahn Cheosun)

Treasure No. 1198 Gimyo jehyeon sucheop (Notebook of Ahn Cheosun)

Treasure No. 1216 Son So yeongjeong (Portrait Hall of Son So), Yangdong Village

Designation Name

Treasure No. 1511 Gukjo jeongtorok (Records of Wars in the Early Joseon Period)

Treasure No. 1512
Isip gongsin hoemaengchuk - Yeongguk gongsin noghunhu (Scroll of Oath-taking Rites by 
20 Meritorious Subjects)

Treasure No. 1513
Isip gongsin hoemaengchuk - Bosa gongsin noghunhu (Scroll of Oath-taking Rites by 20 
Meritorious Subjects)

Treasure No. 1514 Mahavaipulya Purnabudha Sutra (Dae banggwang wongak sudara youi gyeong)

Treasure No. 1515
Annotated Suramgama Sutra (Dae buljeong yeorae mirin sujeung youi jebosal manhaeng 
sureungeom gyeong eonhae)

Treasure No. 1535 Soryeongwondo (Drawing of the Tomb of Royal Lady Choe)

Treasure No. 1536 Woljungdo (Diagrammed Scenes of Yeongwol)

Treasure No. 1597 Aguk yeojido (Map of the Korea-Russia Frontier)

Treasure No. 1631-1
Calligraphy of King Yeongjo - manuscript of the prayer composed for Royal Lady Choe’s 
family memorial rite

Treasure No. 1631-2
Calligraphy of King Yeongjo - draft of the epitaph for the Soryeongmyo, the tomb of Royal 
Lady Choe

Treasure No. 1632-3
Calligraphy of King Jeongjo - note for the scholars of the Seonggyungwan (Confucian 
Academy)

Treasure No. 1672-1 Album of calligraphic works by Song Jun-gil (Song Jun-gil haengcho dongchundang piljeok)

Treasure No. 1674 Album of calligraphic works by Bak Se-dang (Bak Se-dang piljeok seogye yumok)

Treasure No. 1724 Portrait of the official Bak Sa-ik (Bak Sa-ik chosang)

Treasure No. 1756
Royal certificate designating Kim Eung-nam a merit subject along with related old 
documents (Kim Eung-nam hoseong gongsin gyoseo mit gwallyeon gomunseo)

Treasure No. 1901-2 Joseon Dynasty uigwe (royal protocols)

Treasure No. 1926 Ten Selected Poems by Worthies, Annotated (Hyeopju myeonghyeon sipchosi)

Treasure No. 1927
Two portraits of merit subject Bak Dong-hyeong along with their cases (Bak Dong-hyeong 
chosang mit 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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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

통감속편

국보 제283호. 1422년(세종 4) 간행된 편년체 역사서. 

단종이 세자 시절 공부하였던 자선당(資善堂) 기탁.

동의보감

국보 제319-2호.

월인천강지곡

국보 제320호. 1449년(세종 31)에 지은 불교 찬가(讚歌).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최고(最古)의 가사이다. (주)미래엔 기탁.

군영등록(軍營謄錄)

군영등록은 조선 후기 중앙의 핵심 군대인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총융청 등에서 

주고 받은 문서들을 날짜별로 등록한 기록이다. 군영등록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군대와 군인의 기록으로 장서각에는 모두 555책이 소장되어 있다.

허주부군 산수유첩

1763년(영조 39) 고성이씨 

임청각의 자료로 허주 

이종악이 낙동강 연안의 

12명승을 그린 산수화첩

손소 적개공신도상

경주손씨 계천군 손소 종택의 자료로 

손소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워 받은 공신도상

장서각 소장자료

《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

《 귀중본 》

조선왕조의궤

341종 503책(2007 등재). 국가 왕실 행사나 

국가적인 건축 등에 관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

왕실보첩(王室譜牒)

567종 4,144책. 왕실의 족보를 통틀어 가리키는 왕실보첩은 조선을 다스린 거대 

인맥의 기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 시조로부터 태조 이성계에 이르기까지 

직계만을 수록한 선원선계록, 왕위를 계승한 역대 임금의 친족만을 수록한 선원록과 

선원계보기략, 왕의 친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을 수록한 돈녕보첩 등을 통해 

다양성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조선 왕실의 족보이다.

낙선재본 고전 소설

99종 2,215책. 왕실 여성들이 읽었던 고전 소설로 흥미로운 주제와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름다운 한글 서체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자료이다. 

낙선재본 고전 소설은 총 99종 2,215책으로 번역 소설 35종 700여 책, 창작 소설 

48종 1,300여 책 등으로 분류된다.

동의보감

25책, 초간본(2009 등재), 국보 제319-2호. 

동양의학원리와 실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의학 이론의 집대성

지정조격

세계 유일본, 고려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 원나라에서 

만든 법전, 현재 중국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 유일본으로 경주손씨 

종가의 고문헌을 조사하던 중 발굴됨.

지정 내용 자료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의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

국보 제319-2호 동의보감

국보 제320호 월인천강지곡 권상

보물 제874호 완양부원군이충원호성공신교서

보물 제1128호 대방광불화엄경소<권제21-24>

보물 제1129호 대불정다라니

보물 제1130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보물 제1131호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권10의하>

보물 제1132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목판본

보물 제1135호 정사공신조온사여왕지

보물 제1136호 입학도설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보물 제1198호 기묘제현수첩

보물 제1216호 손소영정

보물 제1511호 국조정토록

지정 내용 자료명

보물 제1512호 이십공신회맹축 - 영국공신교서축

보물 제1513호 이십공신회맹축 - 보사공신추복교서축

보물 제1514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보물 제1515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보물 제1535호 숙빈최씨소령원도

보물 제1536호 월중도

보물 제1597호 아국여지도

보물 제1631-1호 영조어필 - 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

보물 제1631-2호 영조어필 - 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

보물 제1632-3호 정조어필 - 시국제입장제생원고

보물 제1672-1호 송준길행초 - 동춘당필적

보물 제1674호 박세당필적 - 서계유묵

보물 제1724호 박사익초상

보물 제1756호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보물 제1901-2호 조선왕조의궤

보물 제1926호 협주명현십초시

보물 제1927호 박동형초상 및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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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

통감속편

국보 제283호. 1422년(세종 4) 간행된 편년체 역사서. 

단종이 세자 시절 공부하였던 자선당(資善堂) 기탁.

동의보감

국보 제319-2호.

월인천강지곡

국보 제320호. 1449년(세종 31)에 지은 불교 찬가(讚歌).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최고(最古)의 가사이다. (주)미래엔 기탁.

군영등록(軍營謄錄)

군영등록은 조선 후기 중앙의 핵심 군대인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총융청 등에서 

주고 받은 문서들을 날짜별로 등록한 기록이다. 군영등록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군대와 군인의 기록으로 장서각에는 모두 555책이 소장되어 있다.

허주부군 산수유첩

1763년(영조 39) 고성이씨 

임청각의 자료로 허주 

이종악이 낙동강 연안의 

12명승을 그린 산수화첩

손소 적개공신도상

경주손씨 계천군 손소 종택의 자료로 

손소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워 받은 공신도상

장서각 소장자료

《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

《 귀중본 》

조선왕조의궤

341종 503책(2007 등재). 국가 왕실 행사나 

국가적인 건축 등에 관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

왕실보첩(王室譜牒)

567종 4,144책. 왕실의 족보를 통틀어 가리키는 왕실보첩은 조선을 다스린 거대 

인맥의 기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 시조로부터 태조 이성계에 이르기까지 

직계만을 수록한 선원선계록, 왕위를 계승한 역대 임금의 친족만을 수록한 선원록과 

선원계보기략, 왕의 친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을 수록한 돈녕보첩 등을 통해 

다양성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조선 왕실의 족보이다.

낙선재본 고전 소설

99종 2,215책. 왕실 여성들이 읽었던 고전 소설로 흥미로운 주제와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름다운 한글 서체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자료이다. 

낙선재본 고전 소설은 총 99종 2,215책으로 번역 소설 35종 700여 책, 창작 소설 

48종 1,300여 책 등으로 분류된다.

동의보감

25책, 초간본(2009 등재), 국보 제319-2호. 

동양의학원리와 실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의학 이론의 집대성

지정조격

세계 유일본, 고려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 원나라에서 

만든 법전, 현재 중국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 유일본으로 경주손씨 

종가의 고문헌을 조사하던 중 발굴됨.

지정 내용 자료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의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

국보 제319-2호 동의보감

국보 제320호 월인천강지곡 권상

보물 제874호 완양부원군이충원호성공신교서

보물 제1128호 대방광불화엄경소<권제21-24>

보물 제1129호 대불정다라니

보물 제1130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보물 제1131호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권10의하>

보물 제1132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목판본

보물 제1135호 정사공신조온사여왕지

보물 제1136호 입학도설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보물 제1198호 기묘제현수첩

보물 제1216호 손소영정

보물 제1511호 국조정토록

지정 내용 자료명

보물 제1512호 이십공신회맹축 - 영국공신교서축

보물 제1513호 이십공신회맹축 - 보사공신추복교서축

보물 제1514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보물 제1515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보물 제1535호 숙빈최씨소령원도

보물 제1536호 월중도

보물 제1597호 아국여지도

보물 제1631-1호 영조어필 - 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

보물 제1631-2호 영조어필 - 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

보물 제1632-3호 정조어필 - 시국제입장제생원고

보물 제1672-1호 송준길행초 - 동춘당필적

보물 제1674호 박세당필적 - 서계유묵

보물 제1724호 박사익초상

보물 제1756호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보물 제1901-2호 조선왕조의궤

보물 제1926호 협주명현십초시

보물 제1927호 박동형초상 및 함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

《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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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it of Merit Subject Son So

Belonging to the main house of

the Gyeongju Son clan of 

Gyecheon-gun, 

this portrait depicts Son So, 

and it was a reward for his meritorious 

service in suppressing the revolt of 

Yi Si-ae of 1467

Heoju bugun sansu yucheop

(Yi Jong-ak’s Landscape Album) 

1763 (39th year of King Yeongjo of 

Joseon) Goseong Yi clan 

Belonging to the Imcheonggak (the 

seat of the Goseong Yi clan), this 

album of landscape paintings by 

Heoju Yi Jong-ak depicts 12 scenic 

spots along the Nakdong River.

《 Other Rare Texts 》

Genealogical Records of the Royal House

567 books, 4,144 volumes. 

The genealogical records of the royal house are the leading source for the familial 

networks of the family that ruled Joseon. Genealogical records such as the Seonwon 

seongyerok (Genealogical Table of the Royal Family), the Seonwonnok (Description 

of Royal Origins), Seonwon gyebo giryak (Genealogical Table of the Royal Clan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Donnyeong bocheop (Genealogical Documents of the 

King and Queen’s Relatives). 

Nakseonjaebon - Classic Korean Novels in Hangeul

99 books, 2,215 volumes. 

Classic novels read by the ladies of the royal household, which contain entertaining 

themes and plotlines. This material is also recognized for its beautiful Hangeul (native 

Korean script) typeface. The classic novels of the Nakseonjaebon include 35 works 

(700 volumes) translated from the original Chinese-character version, and 48 novels 

(1,300 volumes) composed originally in Hangeul.

Gunyeong deungnok (Records of the Five Military Commands)

The Gunyeong deungnok is a compilation of records, arranged chronologically, 

from the Five Military Commands, such as the Hullyeon dogam (Military Training 

Command), Eoyeongcheong (Royal Guards Command), Geumwiyeong (Capital 

Garrison), and Chongyungcheong (Command of the Northern Approaches). 

The Gunyeong deungnok is a record of the military and soldiers rarely found 

elsewhere, and a total of 555 volumes of the work are stored in the Jangseogak.

Jijeong jogyeok (Legal Standards of the Zhizheng Era)

This copy of the Jijeong jogyeok (Ch. Zhizheng tiaoge) 

is the sole extant copy known in the world. 

A law code written during the Mongol Yuan Dynasty, 

it came to Korea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No other copy 

of this work is to be found, even in China. It was discovered in the course of 

survey of old document belonging to the main house of the Gyeongju Son c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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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의 시작이자 완성

연구사업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밝혀 미래를 내다보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국학을 보다 깊고 넓게 바라봅니다.

한국문화 심층 연구사업

한국의 문화에는 선조의 슬기와 지혜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문화 심층 연구사업은 한국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학의 지혜를 밝히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 심층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 

단독저술, 해외 한국학 성과의 번역 등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스토리 연구사업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는 공감, 소통, 통합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스토리 연구 

사업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해석해 대중에게 알리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인문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인물, 사상, 지역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학계 관련 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전자료 현대화 사업
 

장서각에 소장 중인 고전 자료를 현대화하는 작업으로, 이는 현대인의 시선에서 자료를 해석하여 한국학

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정서·역주 및 스토리텔링 연구, 『훈국등록』의 탈초·역주·스토리텔링 등 가공 연구를 함으로써 엄선한 

소장 자료를 소통과 공유가 가능한 살아 있는 한국학 자료로 발전시키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및 한국구술사 연구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설화, 민요, 무가 등 구비전승 되어 온 문학 작품 2만여 점을 집대성하여 한국구비

문학대계를 발간하고, 이 음성 자료를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추진한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은 10년 계획의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의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화하고, 

이를 각종 연구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물명(物名) 집성과 DB구축 사업

한국학 제 분야 연구의 기초인 옛 문헌자료 속의 물명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명서, 

유해서, 의학서, 의궤, 발기, 고문서 등 조선 후기 다양한 자료에 등장하는 물명을 집대성하여 온라인에

서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2만 

5천여 개에 이르는 물명 정보를 DB화하여 한국학 제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정신문화연구』,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발행

한국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 『정신문화연구』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를 발행하고 있습

니다. 『정신문화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1978년 창간하여 매년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

으며, 한국학의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문학술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이며 국제 저널 ESCI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원문이 배포되는 등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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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의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화하고, 

이를 각종 연구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물명(物名) 집성과 DB구축 사업

한국학 제 분야 연구의 기초인 옛 문헌자료 속의 물명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명서, 

유해서, 의학서, 의궤, 발기, 고문서 등 조선 후기 다양한 자료에 등장하는 물명을 집대성하여 온라인에

서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2만 

5천여 개에 이르는 물명 정보를 DB화하여 한국학 제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정신문화연구』,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발행

한국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 『정신문화연구』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를 발행하고 있습

니다. 『정신문화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1978년 창간하여 매년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

으며, 한국학의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문학술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이며 국제 저널 ESCI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원문이 배포되는 등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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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Research of the Korean Culture

This project researches Korean values and traditional culture from the ancient past to today; for example, rediscovering and 

reevaluating Korean values and applying them to the modern context. It develops and supports independent work, joint 

research, and translation of Korean studies abroad pertinent to the in-depth research of Korean culture, thereby conducting 

and presenting research on the past and present-day Korea.

The Stories of Korea’s Humanistic Sprit and Culture Research Project

The Stories of Korea’s Humanistic Sprit and Culture Research Project aims to educate the wider public on traditional 

Korean culture by reinterpreting that history and culture through storytelling techniques.

Through basic research into the people, ideas, and regions that represent Korea’s traditional culture, we aim to both 

revitalize academic research and contribute to spreading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to a wider public.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The effort to bring into the modern world the collections of the Jangseogak constitutes an important project in that it lays 

a foundation for the popularization and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by interpreting the materials from a contemporary 

viewpoint. Through such research activities as copying, translating, and annotating its materials and storytelling 

techniqu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s doing its utmost to develop a carefully selected collection of living Korean 

Studies materials that can be communicated and shared.

The Beginning and Culmination of  
Korean Studies

Research Affairs
Illuminating Korea’s past and present and with eyes 

toward the future, deepening and broadening the field 

of  Korean studies through an array of  research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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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의 시작이자 완성

연구사업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밝혀 미래를 내다보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국학을 보다 깊고 넓게 바라봅니다.

한국문화 심층 연구사업

한국의 문화에는 선조의 슬기와 지혜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문화 심층 연구사업은 한국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학의 지혜를 밝히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 심층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 

단독저술, 해외 한국학 성과의 번역 등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스토리 연구사업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는 공감, 소통, 통합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스토리 연구 

사업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해석해 대중에게 알리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인문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인물, 사상, 지역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학계 관련 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전자료 현대화 사업
 

장서각에 소장 중인 고전 자료를 현대화하는 작업으로, 이는 현대인의 시선에서 자료를 해석하여 한국학

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정서·역주 및 스토리텔링 연구, 『훈국등록』의 탈초·역주·스토리텔링 등 가공 연구를 함으로써 엄선한 

소장 자료를 소통과 공유가 가능한 살아 있는 한국학 자료로 발전시키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및 한국구술사 연구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설화, 민요, 무가 등 구비전승 되어 온 문학 작품 2만여 점을 집대성하여 한국구비

문학대계를 발간하고, 이 음성 자료를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추진한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은 10년 계획의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의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화하고, 

이를 각종 연구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물명(物名) 집성과 DB구축 사업

한국학 제 분야 연구의 기초인 옛 문헌자료 속의 물명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명서, 

유해서, 의학서, 의궤, 발기, 고문서 등 조선 후기 다양한 자료에 등장하는 물명을 집대성하여 온라인에

서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2만 

5천여 개에 이르는 물명 정보를 DB화하여 한국학 제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정신문화연구』,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발행

한국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 『정신문화연구』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를 발행하고 있습

니다. 『정신문화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1978년 창간하여 매년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

으며, 한국학의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문학술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이며 국제 저널 ESCI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원문이 배포되는 등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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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of Korea’s Oral Literature and Korea’s Oral History Research Project

The AKS published, revised, and expanded the Korean Oral Literature Collection which includes around 20 thousand 

literature works such as folk stories, folk songs, shaman chants, etc. It also improved public access to the collection by 

adding it to the Jangseogak Digital Archives. Also, since 2009, the AKS conducted the “Korea’s Oral History Research 

Project” by collecting and creating a digital archive of materials from Korea’s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movements. These materials are available online and offline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s. 

Project to Collect and Establish a Database of Terminology of the Late Joseon Period 

We are building a database of terminology found in traditional textual sources that constitute the basis of research in 

Korean studies. We are laying the groundwork for online search and utilization by compiling terminology appearing in 

various material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such as lexicons on the names of objects, word glossaries (yuhae), 

medical texts, uigwe, registers, and ancient documents. Over a period of five years, between 2017 and 2021, the 

Academy plans to establish a database providing information on about 25,000 objects and which can be used for research 

and teaching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Publication of The Korean Studies Quarterl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and Korea Journal

The Korean Studies Quarterly (formerly known as Studies on Spiritual Culture) was founded in 1978 and is published 

quarterly as a forum for various papers on Korean studies. The Academy also publishes two English-language journal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which is indexed in ESCI and is distributed worldwide, and the Korea Journal, which began 

publication in 1961 and was the first Korean studies journal to be indexed in the A&HCI and is also currently indexed in 

leading overseas DBs such as Scopus and 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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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이
점점 큰 물줄기를 만들어가듯  
우리의 한국학은 세계와 교류하면서
더욱 큰 가치로 거듭납니다
이 물길은 세계 곳곳의 한국학 씨앗을 길러내고,
올곧게 뿌리내려 글로벌 한국학의 숲을 이루어

한국학의 무한한 가능성이 됩니다

한국학대학원

- 한국학 글로벌 인재 양성

- 한국문화학당

- 청계서당

한국문화교류사업

- 해외 한국학 지원

- 국제학술회의

- 해외 우수학자 초청 강좌

- 한국 문화 강좌

- 소키에타스 코리아나(Societas Koreana)

- 해외 학술기관 교류

- 한국학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

인재 양성 
& 교류

한국바로알리기사업

- 외국 교과서 분석

- 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세미나

- 국제교과서도서관

- 한국 이해 자료 개발 및 배포

- 해외 민간단체 지원

- 해외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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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의 미래 비전을 키워나가는 

한국학대학원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국학대학원은 학제적 연구를 위한 협동 강의, 

연구 학점제와 연구 참여 과목 운영 등 인문사회과학 연구중심 대학원으로써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40여 개국의 유학생을 포함한 

차세대 한국학자들은 청계산 자락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학문적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Just as trickles of  flowing water gradually grow into a 
great current, so Korean studies, by interacting with 
the world, gains in value and flourishes the more. 

This waterway nurtures the seeds of  Korean studies 
around the world, which, taking root, establish a 
global forest of  Korean studies, opening unlimited 
possibilities for the study of  Korea.

Education & 
Exchange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 Educating Global Scholars in Korean Studies
  - Korean Language Courses
   - Cheonggye Seodang School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 Korean Studies Grant Program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 Institutional Cooperation
   - AKS Hanmun Fellowship
  - AKS Summer Program
 - Societas Koreana 
- Korean Studies Network Online Service

The Understanding Korea Project
- Textbook Analysis
- Training Fellowships & Seminars for Textbook Specialists
- Archives of International Textbooks
- UKP Material Development & Distribution
- Financial Support to Institutions
- Building a Global Cooperative Network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0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0



11

흐르는 물이
점점 큰 물줄기를 만들어가듯  
우리의 한국학은 세계와 교류하면서
더욱 큰 가치로 거듭납니다
이 물길은 세계 곳곳의 한국학 씨앗을 길러내고,
올곧게 뿌리내려 글로벌 한국학의 숲을 이루어

한국학의 무한한 가능성이 됩니다

한국학대학원

- 한국학 글로벌 인재 양성

- 한국문화학당

- 청계서당

한국문화교류사업

- 해외 한국학 지원

- 국제학술회의

- 해외 우수학자 초청 강좌

- 한국 문화 강좌

- 소키에타스 코리아나(Societas Koreana)

- 해외 학술기관 교류

- 한국학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

인재 양성 
& 교류

한국바로알리기사업

- 외국 교과서 분석

- 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세미나

- 국제교과서도서관

- 한국 이해 자료 개발 및 배포

- 해외 민간단체 지원

- 해외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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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의 미래 비전을 키워나가는 

한국학대학원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국학대학원은 학제적 연구를 위한 협동 강의, 

연구 학점제와 연구 참여 과목 운영 등 인문사회과학 연구중심 대학원으로써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40여 개국의 유학생을 포함한 

차세대 한국학자들은 청계산 자락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학문적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 Korean Studies Grant Program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 Institutional Cooperation
   - AKS Hanmun Fellowship
  - AKS Summer Program
 - Societas Koreana 
- Korean Studies Network Online Service

Nurturing the Future of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was established in 1980 with the goal of  nurturing experts in Korean 

studies for the strengthening and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A research-focused curriculum was established 

in a select number of  fields in the humanities, social studies, and culture and the arts related to Korean studies. 

Graduates from the school have been recognized for their academic excellence and are playing pivotal roles in 

Korean studi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both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Currently, the school boasts about 300 students, including about 150 international students from some 40 

countries. We are nurturing academic skills to foster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studies sch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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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hoose GSKS?

The GSKS provides diverse coursework including interdisciplinary courses, fieldwork, 

research practicum, and independent research. It also runs a credit system for published 

work pertinent to Korean studies. Courses on classical Chinese and Korean language, 

which are designed for international students, have also been implemented to facilitate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 texts into English and ensure students improve their 

language proficiencies.

Programs and Majors (4 divisions, 16 majors) 

Masters and 
Doctorate
at GSKS

Humanities

• Korean History
• Diplomatics and Bibiliography
• Philosophy
• Korean Linguistics/

Korean Literature

Social
Sciences

•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Sociology
• Ethics 
• Education 

Global Korean 
Studies

• Korean Culture & Society
• Korean Classics Translation

(Interdisciplinary program)

Culture 
and Arts

• Anthropology/Folklore
• Religious Studies
• Musicology
• Art History 
• Cultural Informatics/

Human Geography

Most selective
Research-
oriented

Globalization
A variety of  
scholarships

5:1 student-faculty ratio Conduct research on 
Korean studies

Classical Chinese, foreign 
languages, and Korea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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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배출 현황 (2017년 9월 기준)

석사학위 910명(외국인 276명 포함)

박사학위 485명(외국인 91명 포함)

박사학위 취득자 진로 현황

　연구직
34.6 %

교수직 
29.5 %

강사 
16.9 %

일반취업 4.5 %

교사 4.3 %

기타 10.1 %

학위과정 및 전공(4개 학부 16개 전공)

• 한국사학
• 고문헌관리학
• 철학
• 국어학·국문학

인문학부

• 한국문화학
• 고전번역학
  (협동과정)

글로벌

한국학부

• 인류학·민속학
• 종교학
• 음악학
• 미술사학
• 인문정보학·인문지리학

문화예술학부

• 정치학
• 경제학
• 사회학
• 윤리학
• 교육학

사회과학부

한국학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소수 정예
연구 중심 
교육

세계화 
특별 교육

다양한 
장학제도

+ + +

교수 1명당 학생 4명 한국학 연구 참여 한문, 외국어, 한국어

한국학대학원 특성

한국학대학원은 학제 간 협동 강의, 개별 주제 연구와 현장 학습 등의 특성화된 과목을 개설하

고 있으며, 한국학 연구사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과목 및 연구 성과 학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또한 한문 원전 해독능력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한

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문화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기초 한문 외국인을 위한 기초 한문 학습 훈련

한문문법 한문의 구조, 문형 등의 체계적인 학습

한문번역 각종 이체자 번역 요령의 습득

한문강독 다양한 동양고전 강독

다양한 ‘한문 교육과정’

한국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한문 원전 해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 : 한국어1~6 기초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과정 : KAP강좌
학문 목적의 한국어(KAP) 능력배양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 읽기, 쓰기, 듣기 및 발표와 토론 수업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학당’

한국학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문 목적의 한국어(KAP) 교육을 통해 한국어 사용 

능력 향상과 한국학 기초 연구 능력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 학문후속
세대양성사업 : 장학금 지원

수업연한 내 월 단위의 장학금 지급

한국학 기초과목 강화 및 
한국문화 연수 지원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강좌 개설

한국문화 체험학습 실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한국학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이 차세대 한국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학 및 

연수제도입니다.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역

차세대 
한국 학자 초청
연구지원

해외대학 석사과정 재학생·수료생·졸업생 및 
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 
연구 주제가 한국학과 관련 있는 자

연구지원비 및 왕복 
항공료 지급, 대학원 
강의 수강

해외 한국학 장학금 지원 사업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학 관련 전공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초청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

하고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한국학자 발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계서당 

한국학대학원에서는 기초 한문 문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및 한국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전통식 

한문교육과정인 청계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 연수과정, 고급과정의 수강생을 대상

으로 명심보감, 사서, 삼경 등을 강독하고 있으며, 

청계서당을 통해 한국학 전문 인력 양성과 한국학 

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Graduate Overview
(as of Sept. 2019)

Masters 1013 (including 333 int’l students)

Doctorate 539 (including 110 int’l students)

Job Overview of Doctoral 
Degree Program Graduates

A Variety of Classical Chinese Courses

These courses are designed to improve students’ ability in translating the original 

classical Chinese texts that are fundamental to the research on Korean studies.

Elementary Chinese Classics 
Drills on basic classical Chinese for international 
students

Classical Chinese Grammar
Systematic approach on classical Chinese structure, 
sentence form, etc

Classical Chinese Translation Acquisition of translation techniques of variant form

Classical Chinese Reading Reading of classical Chinese texts

Korean Language Cours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se language courses aim to develop international students’ ability in improving 

proficiencies and conducting research in languages relevant to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Class
(Level 1-6)

KAP Lectures

Courses to improv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for the 

purpose of boosting research ability; advanced reading, 

writing, listening,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Support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se programs offer scholarships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become global scholars. 

Project on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the 
Overseas Korean Studies: 
Scholarship Program

Monthly allowance for a year (can be selected for more 
than once)

Field Trips and Primary 
Subjects of Korean Studies

Major-specific cours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Field trips to help students explore Korean culture

Grants for Overseas Korean Studies 

The GSKS aims to find prominent junior scholars abroad and boost Korean studies 

overseas by granting scholarships and supporting on-site research. 

Program Eligibility Benefit

AKS Graduate 
Fellowship

International students at an overseas 
university who are 1) enrolled in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program, or 
have completed all requirements except 
their thesis in their master’s degree 
program, or were conferred a master’s 
degree, or doctoral students in ABD 
status; and 2) whose research subject 
pertains to Korean studies

·  Monthly allowance 
(equivalent to living 
expenses)

·  Round-trip airfare 
·   Grantees are requested to 

enroll in a major-specific 
course and a Korean 
language course

  Researcher 
33.6%

Professor
31.4%

Lecturer
16.2%

Non-academic Field  6.5%

Teacher 4.3%

Other  8.0%

The AKS operates a traditional-style Chinese 
classics course designed to improve the public’s 
reading comprehension of  the Chinese classics. 
The school offers basic, training, and advanced 
courses in which students read texts such as 
Mingxin baojian, Four Books, and Three Classics. 
The school aims to cultivate specialists in the 
Korean Studies and expand the base of  Korean 
studies research.

Cheonggye Seodan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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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의 한류, 세계인의 한국학

한국문화교류사업

해외 한국학을 육성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학자들의 소통과 교감의 장을 마련하여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한국학으로 키워나갑니다

해외 한국학 지원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

해외 한국학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학 연구와 교육

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한국학자를 

대상으로 ‘학술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의 활

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관련 해외 대학

이나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매년 

과제 공모를 실시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펠로십

해외 한국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연구성

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국에 체류하며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받

을 수 있고 초청 기간 동안 본원의 도서관 및 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료와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교육 및 네트워크

소키에타스 코리아나Societas Koreana

한국에 체류하는 주한대사, 외교관 및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

술적인 내용을 전하는 강연회뿐 아니라 한국문

화의 정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현장 답사 

및 전통 예술 공연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

습니다.

국제학술회의

세계한국학대회 / 한국학국제학술회의

국내외 한국학의 현황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합니다. ‘세계한국

학대회’에서는 한국학 관련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국내외 학문적 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학국제학술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한국학자들이 자국의 한국학 발전 및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며 해외 한국학

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강좌

미래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학 차세

대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한국학 또는 한국

어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직

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

년 7~8월, 4주간 진행되며, 매년 초 접수를 받

습니다. 

해외 학술기관 교류

해외에서 한국학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학

자 및 학생 교류, 간행물 교환 등 다양한 협력 방

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

세계 각국의 한국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한국학 관련 기관, 강

좌, 프로그램, 연구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학 연구자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게재, 수정

할 수 있습니다.

Global Sharing and Spreading of  Korean Studies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CEFIA)

Supports research and education activities abroad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Korean studies 

scholars to interact and exchange research findings so that the Korean studies can be highly 

recognized in the global stage. 

International Conferences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Held every other year, these conferences 

facilitate the exchange of Korean studies 

research findings and the discussion of 

issues surrounding Korean studies at home 

and abroad.

International Support for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Grant

To expand the base of Korean studies abroad 

and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research, CEFIA supports scholars in their 

research efforts as well as in organiz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Universities, 

research organizations, and aff i l iated 

researchers are eligible for grants, which are 

offered annually. 

Institutional Cooperation

To maintain ongoing, productive ties with 

majo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spearheading development in Korean 

studies abroad, CEFIA is forming academic 

exchange agreements and exploring different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cluding 

faculty, student, and publication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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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국에 체류하며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받

을 수 있고 초청 기간 동안 본원의 도서관 및 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료와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교육 및 네트워크

소키에타스 코리아나Societas Koreana

한국에 체류하는 주한대사, 외교관 및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

술적인 내용을 전하는 강연회뿐 아니라 한국문

화의 정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현장 답사 

및 전통 예술 공연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

습니다.

국제학술회의

세계한국학대회 / 한국학국제학술회의

국내외 한국학의 현황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합니다. ‘세계한국

학대회’에서는 한국학 관련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국내외 학문적 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학국제학술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한국학자들이 자국의 한국학 발전 및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며 해외 한국학

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강좌

미래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학 차세

대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한국학 또는 한국

어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직

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

년 7~8월, 4주간 진행되며, 매년 초 접수를 받

습니다. 

해외 학술기관 교류

해외에서 한국학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학

자 및 학생 교류, 간행물 교환 등 다양한 협력 방

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

세계 각국의 한국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한국학 관련 기관, 강

좌, 프로그램, 연구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학 연구자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게재, 수정

할 수 있습니다.

Global Sharing and Spreading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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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관련 해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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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외국 교과서 속의 한국 이미지 개선

외국 교과서 분석

외국의 교과서 정책을 조사하고 외국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 관련 내용, 서술 경향 및 교과서에 

투영된 한국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바로알리기 활동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합니다. 

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세미나

각국의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 관계자, 교육부 

교과서 정책 담당자, 사회과 교사를 초청하여 세

미나와 강연을 개최합니다. 양국의 교육 및 교과

서 제도와 서술 현황에 대한 세미나, 한국 문화 

강연과 답사를 통해 교과서 전문가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합니다. 

한국 이해 자료 개발 및 배포

외국 교과서 분석에 근거하여 교과서 집필이나 

교사의 수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한국 이해 자료

를 개발·보급합니다. 분석 국가나 지역의 문화

적·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한국 이해 자료

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반 확대

Online Resources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 

소식을 알리고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

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개발된 

자료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전파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잡고, 가치를 드높이는 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큰 사명입니다.

국제교과서도서관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교과서도서관으로 수집된 

외국 교과서와 사업 관련 연구물 및 성과를 국민

에게 개방하고 국내외 연구자들과 공유합니다.

해외 민간단체 지원

세계 각국에서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를 지원합니다. 한국 문화를 홍보하거나 한

국 관련 정보를 개선하는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

체를 지원함으로써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이 현지

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각국의 교육·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주는 정부기

관과 영향력 있는 출판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

요 학술대회나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제적인 한

국바로알리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를 통해 향후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서술을 

개선하는 창구를 개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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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개발된 

자료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전파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잡고, 가치를 드높이는 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큰 사명입니다.

국제교과서도서관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교과서도서관으로 수집된 

외국 교과서와 사업 관련 연구물 및 성과를 국민

에게 개방하고 국내외 연구자들과 공유합니다.

해외 민간단체 지원

세계 각국에서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를 지원합니다. 한국 문화를 홍보하거나 한

국 관련 정보를 개선하는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

체를 지원함으로써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이 현지

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각국의 교육·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주는 정부기

관과 영향력 있는 출판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

요 학술대회나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제적인 한

국바로알리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를 통해 향후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서술을 

개선하는 창구를 개척합니다.

Archives of International Textbooks 

The Archives of International Textbooks is 

the only library in Korea that specializes in 

collecting foreign textbooks. It ensures the 

research materials and findings to b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shares results with the 

researchers at home and abroad.

Enhancing the Value of  Korea

The Understanding Korea Project (UKP)

Enhances the image and value of  Korea by promoting a proper understanding of  Korea, 

which is the great mission of  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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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Korea’s Image in 
Foreign Textbooks

Textbook Analysis

This project analyzes content related to 

Korea in foreign textbooks and the textbook 

policies of foreign countries. When analyzing 

textbooks,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Korea’s image in the textbook, the relative 

importance given to the content on Korea, 

and any factual errors about Korea.

Training Fellowships & Seminars for 

Textbook Specialists

The UKP offers training fellowships to 

educational policymakers, textbook writers 

and editors, and social studies teachers from 

foreign countries and organizes seminars so 

that these foreign experts can share their 

countries’ textbook policies and status of 

contents. Also, by providing lectures on Korean 

culture and field trips, textbook specialists can 

better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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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Resources

More information on training and seminar 

opportunities and support for organization 

are available through the UKP website. 

Educational materials are also available for 

download in a variety of foreign languages, 

including English, Spanish, Russian, Arabic, 

French, and Mandarin Chinese.

Enhancing the Value of  Korea

The Understanding Korea Project (UKP)

Enhances the image and value of  Korea by promoting a proper understanding of  Korea, 

which is the great mission of  AKS.

Expanding the Base and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Korea 

The UKP Material Development & 

Distribution 

The UKP develops and distributes materials 

based on the analysis of foreign textbooks, 

which can then be used by publishers in 

writing textbooks and educators in their 

classrooms. The UKP materials developed 

and distributed are customized to reflect the 

culture and education of the countries that 

the UKP analyzed. 

Financial Support to Institutions 

The UKP provides f inancial support to 

NGOs, academic institutions, and research 

organizations that are involved in projects 

to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historical 

distortions in activities that introduce Korean 

culture and history to a wider audience, or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al 

teaching materials for overseas use. The 

goal of this financial support is to improve 

the efficacy of effort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Korea.

Building a Global Cooperative 

Network

Researchers from the UKP visit foreign 

government offices responsible for textbook 

policies and major educational publishers 

and participate in exhibitions to build a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Korea” network. 

Through these means, the UKP aims to 

improve Korea’s images in foreign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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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된 한국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바로알리기 활동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합니다. 

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세미나

각국의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 관계자, 교육부 

교과서 정책 담당자, 사회과 교사를 초청하여 세

미나와 강연을 개최합니다. 양국의 교육 및 교과

서 제도와 서술 현황에 대한 세미나, 한국 문화 

강연과 답사를 통해 교과서 전문가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합니다. 

한국 이해 자료 개발 및 배포

외국 교과서 분석에 근거하여 교과서 집필이나 

교사의 수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한국 이해 자료

를 개발·보급합니다. 분석 국가나 지역의 문화

적·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한국 이해 자료

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반 확대

Online Resources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 

소식을 알리고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

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개발된 

자료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전파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잡고, 가치를 드높이는 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큰 사명입니다.

국제교과서도서관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교과서도서관으로 수집된 

외국 교과서와 사업 관련 연구물 및 성과를 국민

에게 개방하고 국내외 연구자들과 공유합니다.

해외 민간단체 지원

세계 각국에서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를 지원합니다. 한국 문화를 홍보하거나 한

국 관련 정보를 개선하는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

체를 지원함으로써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이 현지

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각국의 교육·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주는 정부기

관과 영향력 있는 출판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

요 학술대회나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제적인 한

국바로알리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를 통해 향후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서술을 

개선하는 창구를 개척합니다.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716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외국 교과서 속의 한국 이미지 개선

외국 교과서 분석

외국의 교과서 정책을 조사하고 외국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 관련 내용, 서술 경향 및 교과서에 

투영된 한국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바로알리기 활동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합니다. 

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세미나

각국의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 관계자, 교육부 

교과서 정책 담당자, 사회과 교사를 초청하여 세

미나와 강연을 개최합니다. 양국의 교육 및 교과

서 제도와 서술 현황에 대한 세미나, 한국 문화 

강연과 답사를 통해 교과서 전문가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합니다. 

한국 이해 자료 개발 및 배포

외국 교과서 분석에 근거하여 교과서 집필이나 

교사의 수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한국 이해 자료

를 개발·보급합니다. 분석 국가나 지역의 문화

적·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한국 이해 자료

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반 확대

Online Resources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 

소식을 알리고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

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개발된 

자료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전파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잡고, 가치를 드높이는 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큰 사명입니다.

국제교과서도서관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교과서도서관으로 수집된 

외국 교과서와 사업 관련 연구물 및 성과를 국민

에게 개방하고 국내외 연구자들과 공유합니다.

해외 민간단체 지원

세계 각국에서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를 지원합니다. 한국 문화를 홍보하거나 한

국 관련 정보를 개선하는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

체를 지원함으로써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이 현지

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각국의 교육·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주는 정부기

관과 영향력 있는 출판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

요 학술대회나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제적인 한

국바로알리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를 통해 향후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서술을 

개선하는 창구를 개척합니다.

17



The energy of  Korea,
it is spreading throughout the world.
Korean studies as knowledge shared with the world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is creating the new values of  tomorrow.
A living Korean studies
with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t its heart

Share & 
Spread

Korean Studies Public Programs

- Korean Studies Academy
- Korean Studies Concert
- Jangseogak Academy
- Exhibitions at Jangseogak & Library of Korean Studies
- AKS Online Newsletter
- Tour of the AKS

The Graduate Studies

- Publications of Excellent Korean Studies Books 

Library of  Korean Studies

-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of 
Korean Studies

-  Integrated Database of Historical 
Figures of Korea

- Jangseogak Digital Archives
- Glossary of Korean Studies
- Korean Studies Materials Portal
- Digital Library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Digitization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 Digital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Korea
- Encyclopedia of Overseas Korean Cultur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8



Korean Studies Public Programs

- Korean Studies Academy
- Korean Studies Concert
- Jangseogak Academy
- Exhibitions at Jangseogak & Library of Korean Studies
- AKS Online Newsletter
- Tour of the AKS

The Advent of  Digital Korean Studies Era 
where Korean Studies is Shared with Everyone

Korean Studies Digitization  

Th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entails essential information on Korean culture and restores regional culture 

and the Korean culture that are in danger of  falling into oblivion. The encyclopedia was made available online so 

that the content can be provided in real-time online.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information age, we bring the new 

value of  Korean studies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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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대중화사업

- 한국학 아카데미

- 한국학 콘서트

- 장서각·학술정보관 전시

- 장서각 아카데미

- 온라인 소식지 발간

- 한국학중앙연구원 방문 프로그램

출판사업

- 우수 한국학 도서 발간

한국학 지식콘텐츠 편찬사업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www.grandculture.net

- 세계한민족문화대전 www.okpedia.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정보화사업
한국학전문도서관

- 한국학 종합정보 서비스 rinks.aks.ac.kr

-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 people.aks.ac.kr

-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yoksa.aks.ac.kr

- 한국학 영문용어 용례사전 glossary.aks.ac.kr

- 한국학자료 포털 www.kostma.net

- 한국학전자도서관 lib.aks.ac.kr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공유하는 지식으로서의 한국학이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살아 숨 쉬는 한국학,

그 중심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디지털 한국학 시대

한국학 지식콘텐츠 편찬사업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잊혀져가는 

지역 문화와 세계 속의 한민족 문화를 디지털로 되살려 누구나 생생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 한국학의 새로운 가치를 전합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http://www.grandculture.net

내 고장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담은 디지털 문화 콘텐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향토문화 자원을 

수집·분석·분류·집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지역이 자기 고장의 특색을 담은 문화 백과사전을 갖도록 하고, 이를 세계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볼 수 있게 하는 이 사업은 한국의 지역 문화가 세계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편찬  http://www.okpedia.kr

150년이 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 속에 7백만이 넘는 동포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 그

곳에서도 5천년 문화민족의 역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문화적 원형과 

변화상을 권역별로 발굴·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세계 한민족의 삶과 문화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https://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민족문화에 관한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의 대표적인 백과사전으로, 공식 홈

페이지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모바일웹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

된 문화 양상과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한 콘텐츠를 편찬하여, 개정 증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국 문화의 정수를 전 세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해외의 한국학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m.grandculture.net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스마트폰을 통해 

내 위치 주변의 향토문화 

콘텐츠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Mobile Web: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스마트기기의 모바일웹을 통해 우리 민족문화

에 관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 사진자료 공공누리 제공
www.kogl.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사진자료 중 일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 확산

Compilation of th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s://encykorea.aks.ac.kr)

Th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is Korea’s representative 

encyclopedia, bringing together knowledge on the country’s 

national culture, and it is accessible in real time through its 

official website, via well-known domestic portal sites, and by mobile app. Th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serve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Korea and promote research on Korean 

studies abroad by providing users around the world with knowledge about key aspects of Korean 

culture.

Compilation of the Digital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Korea (http://www.grandculture.net)

The Digital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Korea seeks to digitally 

publish cultural contents capturing the past and present of 

Korea’s local places. The project collects, analyzes, categorizes, 

and explains local cultural resources, providing contents that describ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local area, and disseminating this through the internet and mobile devices. This project provides all 

regions of Korea an encyclopedia forum to showcase and make know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ir local culture in a format that is easily accessed from anywhere in the world. 

Compilation of the Encyclopedia of Overseas Korean 

Culture (http://www.okpedia.kr)

In the 150-year history of the Korean diaspora, more than 7 

million Koreans spread to all corners of the globe, and wherever 

they landed, they continued to take pride in being part of a 

5,000-year-old civilization. By uncovering, collecting, and organiz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Korean diaspora by region, and the changes that occurred to those cultures over 

time, we are reconstructing the lives and culture of Korean people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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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분석·분류·집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지역이 자기 고장의 특색을 담은 문화 백과사전을 갖도록 하고, 이를 세계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볼 수 있게 하는 이 사업은 한국의 지역 문화가 세계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편찬  http://www.okpedia.kr

150년이 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 속에 7백만이 넘는 동포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 그

곳에서도 5천년 문화민족의 역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문화적 원형과 

변화상을 권역별로 발굴·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세계 한민족의 삶과 문화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https://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민족문화에 관한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의 대표적인 백과사전으로, 공식 홈

페이지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모바일웹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

된 문화 양상과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한 콘텐츠를 편찬하여, 개정 증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국 문화의 정수를 전 세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해외의 한국학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m.grandculture.net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스마트폰을 통해 

내 위치 주변의 향토문화 

콘텐츠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Mobile Web: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스마트기기의 모바일웹을 통해 우리 민족문화

에 관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 사진자료 공공누리 제공
www.kogl.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사진자료 중 일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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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대중화사업

- 한국학 아카데미

- 한국학 콘서트

- 장서각·학술정보관 전시

- 장서각 아카데미

- 온라인 소식지 발간

- 한국학중앙연구원 방문 프로그램

출판사업

- 우수 한국학 도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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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자료정보화사업
한국학전문도서관

- 한국학 종합정보 서비스 rinks.aks.ac.kr

-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 people.aks.ac.kr

-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yoksa.aks.ac.kr

- 한국학 영문용어 용례사전 glossary.aks.ac.kr

- 한국학자료 포털 www.kostma.net

- 한국학전자도서관 lib.aks.ac.kr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공유하는 지식으로서의 한국학이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살아 숨 쉬는 한국학,

그 중심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디지털 한국학 시대

한국학 지식콘텐츠 편찬사업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잊혀져가는 

지역 문화와 세계 속의 한민족 문화를 디지털로 되살려 누구나 생생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 한국학의 새로운 가치를 전합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http://www.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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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web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By using mobile web in your smart devices, 

you can access contents about Korean 

culture.

Public use of photographs used in 
Encyclopedia.
www.kogl.or.kr

Some of the photographs uploaded on th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are available to 

the public. 

Mobile version of Digital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Korea
http://m.grandculture.net 

If you access the Digital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Korea 

through your smartphone, you 

can automatically search the 

contents of local culture near 

you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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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의 한국학 정보 포털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한국학 자료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식 정보화 시대 한국학 연구의 자양분이 됩니다.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

장서각, 규장각, 영남권역, 호남권역, 강원권역, 

해외권역 등 6개 권역센터와 함께 한국학 고전자

료를 수집·정리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연구

자와 대중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는 종합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국내외에 산

재한 한국학 고전자료를 표준화된 형식의 한국학 

지식 콘텐츠로 가공하고 집적하여 학술적·교육

적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국학자료 정보화의 컨트

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한국학 자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통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유형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기 위해 인문정보학적 연구를 통해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기

반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전자지도, 전자연표, 주제어 맵 등은 체계적으로 구축된 정보

를 연계하고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한국학자료의 효율적 유통 연구

한국학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자료에 특화된 전자

문서 제작 및 검색 기술 연구, 학술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GIS) 연구, 온라

인 콘텐츠 편찬 및 실시간 서비스 시스템 연구, 콘텐츠 식별자(UCI) 연구 등은 한국학 정보화의 수준을 

높이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

한국학 관련 자료와 인문사회 분야의 근·현대자료 및 비도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이용자

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고문헌과 학위논문, 연구원 발간물 등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국·내외 한국학 관련 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열린 도서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서비스하는 모든 학술정보 

서비스와 국내외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들이 보

유한 학술자원, 논문 및 단행본,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연구 성과와 연구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

공하여 모든 한국학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국학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

(RINKS,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of 

Korean Studies)’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기초자료 DB 구축 및 서비스 한국학 연구의 허브

한국학자료 정보화사업
한국학전문도서관

The Korean Studies Research Hub

Library of  Korean Studies

Through the world’s largest Korean studies information porta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s established itself  as a Korean studies research hub. 

This system allows users to easily access and utilize Korean studies materials at 

anytime from anywhere.

In the digital information age, this will prove vital nourishment for the growth of  

Korean studi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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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의 한국학 정보 포털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한국학 자료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식 정보화 시대 한국학 연구의 자양분이 됩니다.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

장서각, 규장각, 영남권역, 호남권역, 강원권역, 

해외권역 등 6개 권역센터와 함께 한국학 고전자

료를 수집·정리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연구

자와 대중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는 종합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국내외에 산

재한 한국학 고전자료를 표준화된 형식의 한국학 

지식 콘텐츠로 가공하고 집적하여 학술적·교육

적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국학자료 정보화의 컨트

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한국학 자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통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유형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기 위해 인문정보학적 연구를 통해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기

반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전자지도, 전자연표, 주제어 맵 등은 체계적으로 구축된 정보

를 연계하고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한국학자료의 효율적 유통 연구

한국학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자료에 특화된 전자

문서 제작 및 검색 기술 연구, 학술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GIS) 연구, 온라

인 콘텐츠 편찬 및 실시간 서비스 시스템 연구, 콘텐츠 식별자(UCI) 연구 등은 한국학 정보화의 수준을 

높이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

한국학 관련 자료와 인문사회 분야의 근·현대자료 및 비도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이용자

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고문헌과 학위논문, 연구원 발간물 등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국·내외 한국학 관련 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열린 도서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서비스하는 모든 학술정보 

서비스와 국내외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들이 보

유한 학술자원, 논문 및 단행본,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연구 성과와 연구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

공하여 모든 한국학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국학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

(RINKS,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of 

Korean Studies)’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기초자료 DB 구축 및 서비스 한국학 연구의 허브

한국학자료 정보화사업
한국학전문도서관

Korean Studies Data Center Central 

Hub

This central hub collaborates with five regional 

centers including Jangseogak, Gyujanggak, 

the Gangwon region, the Yeongnam region, 

the Honam region, and the overseas region 

to process, integrate, and develop schemes 

for the standardized organization of classic 

Korean studies materials in an effort to boost 

the utilization of such materials.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of 

Korean Studies (RINKS)

RINKS aims to be a comprehensive channel 

for all the information offered by the AKS 

along with academic resources, papers, 

publications, multimedia materials, and other 

research findings held by Korean studies 

research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Users will be able to find all the Korean 

studies information they need in one place.

Project to Establish Database of Basic Korean Studies Materials 

Development of a Standard Framework for Korean Studies Service

Korean studies materials transcend time and space to be distributed globally through the 

internet. To facilitate this, we have developed a standard framework through research in cultural 

informatics to construct an integrated database of various types of digitized data. Digital maps, 

digital chronological tables, and subject-term maps provide both new perspectives and methods 

for linking and utilizing systematically-organized data.

Research on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Korean Studies Materials

Research on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and retrieval technology specially designed for 

Korean studies material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research to link research results 

and spatial information, and research into online content compilation, real-time service, and 

unique content identifier (UCI) are being used towards the informatization of Korean studies and 

contribute to disseminating its achievements.

Digital Library of Korean Studies (http://lib.aks.ac.kr)

The Digital Library of Korean Studies that consists of Korean studies-related materials, modern 

and contemporary resources, and non-book materials related to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as been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organized and made accessible to users. It also 

includes traditional literature and texts, dissertations, and research publications that have been 

digitized and made accessible online to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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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함께하는 한국학

한국학대중화사업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느끼도록 대중과 눈높이를 맞춘 한국학,

함께 소통하며 한국학을 키워나갑니다.

장서각 아카데미

조선시대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일반

대중을 위해 마련한 이 강좌는 일반과정, 전문과

정(고문서학교)으로 개설하여 ‘왕실문화 강좌’

와 ‘역사문화 강좌’로 나누어 각 12주간, 연 2회 

진행됩니다. 장서각 아카데미 전문과정은 장서

각 소장 왕실 문헌과 민간 수집 고문헌 등 한국학 

기초자료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연 1회

(여름학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서각 전시

장서각 왕실 자료와 민간 사대부 고전적을 대상으

로 ‘조선의 국왕과 선비’를 주제로 상설 전시를 진

행해 오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을 수장

고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누구나 체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술정보관 전시

학술정보관에서 수집한 주요 자료들과 유수 학자

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문고의 자료를 학술정보

관 로비에서 전시합니다.

‘한중연 온라인 소식지’ 발간  

한국학 분야의 다양한 소식, 연구 동향 등을 담은 

알찬 소식지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뿐 아니

라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한국학에 대한 소식

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매월 발간하고 있습

니다. www.aks.ac.kr/webzine

한국학 아카데미

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사 및 교육관계자, 군인, 대학생 및 중·

고등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련 한국학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프로그램

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진이 직접 현장

으로 달려가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춰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장(場)을 마련합니다.

한국학 콘서트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토대로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국학 연

구자들이 직접 학교 현장에 찾아가 한국학 강연을 

실시합니다. 또한 해외동포, 재외국민, 한국에 대

한 관심이 높은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금의 모습을 한국학 이야기를 통해 제공하는 

한국학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방문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4만여 그루의 초목

으로 이루어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조

화를 이룬 캠퍼스를 산책하는 투어 프로그램입니

다. 자연의 숨결과 한국 인문 정신이 만나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1-730-8727 

(30인 이상 단체는 별도 참가 신청)

Tour of the AKS

This is a program available for the community 

residents and the general public to take a 

tour around the AKS where they can learn 

more about the Korean studies materials and 

find the beautiful scenery of our academy. 

At the leading repository of Korean studies, 

participants can enjoy the academic spirit and 

be immersed in nature. 

Contact information: +82-31-730-8727

(A group with more than 30 people must 

register separately) 

AKS Online Newsletter

The AKS Online Newsletter is a newsletter 

providing the latest news and detailing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It is published monthly and allows not only 

researchers in the field but also the general 

public to easily access the latest news about 

Korean studies.

(www.aks.ac.kr/webzine)

Korean Studies Opened to the General Public

Korean Studies Public Programs

A Korean studies that sits eye-to-eye with the public so that anyone can easily and enjoyably engage it.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we develop Korean studies together.

Korean Studies Academy

The Korean Studies Academy is a lecture 

program delivering in-depth knowledge about 

Korean history and culture to the general 

public, to include public officials, faculty, 

military personnel, university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and youth. 

Researcher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visit sites to give talks on Korean 

studies that are tailored to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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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함께하는 한국학

한국학대중화사업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느끼도록 대중과 눈높이를 맞춘 한국학,

함께 소통하며 한국학을 키워나갑니다.

장서각 아카데미

조선시대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일반

대중을 위해 마련한 이 강좌는 일반과정, 전문과

정(고문서학교)으로 개설하여 ‘왕실문화 강좌’

와 ‘역사문화 강좌’로 나누어 각 12주간, 연 2회 

진행됩니다. 장서각 아카데미 전문과정은 장서

각 소장 왕실 문헌과 민간 수집 고문헌 등 한국학 

기초자료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연 1회

(여름학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서각 전시

장서각 왕실 자료와 민간 사대부 고전적을 대상으

로 ‘조선의 국왕과 선비’를 주제로 상설 전시를 진

행해 오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을 수장

고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누구나 체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술정보관 전시

학술정보관에서 수집한 주요 자료들과 유수 학자

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문고의 자료를 학술정보

관 로비에서 전시합니다.

‘한중연 온라인 소식지’ 발간  

한국학 분야의 다양한 소식, 연구 동향 등을 담은 

알찬 소식지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뿐 아니

라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한국학에 대한 소식

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매월 발간하고 있습

니다. www.aks.ac.kr/webzine

한국학 아카데미

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사 및 교육관계자, 군인, 대학생 및 중·

고등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련 한국학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프로그램

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진이 직접 현장

으로 달려가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춰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장(場)을 마련합니다.

한국학 콘서트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토대로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국학 연

구자들이 직접 학교 현장에 찾아가 한국학 강연을 

실시합니다. 또한 해외동포, 재외국민, 한국에 대

한 관심이 높은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금의 모습을 한국학 이야기를 통해 제공하는 

한국학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방문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4만여 그루의 초목

으로 이루어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조

화를 이룬 캠퍼스를 산책하는 투어 프로그램입니

다. 자연의 숨결과 한국 인문 정신이 만나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1-730-8727 

(30인 이상 단체는 별도 참가 신청)

Jangseogak Exhibitions

The Jangseogak hosts exhibitions twice a 

year, each under a new theme, and covers the 

royal literature in the Jangseogak collection 

as well as classic texts donated or entrusted 

to the library by private scholars. Based 

on the accumulated research results of 

the Jangseogak, and combining academic 

expert ise with publ ic appeal,  we are 

organizing various types of exhibitions that 

allow people to view and experience Korea’s 

precious cultural heritage at any time, not just 

in the archival vaults.

Exhibitions at the Library of Korean 

Studies

A display of some of the primary materials 

collected by the Library of Korean Studies, 

along with some prominent items entrusted 

from the personal libraries of prominent 

scholars, can be found in the lobby of the 

Library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Opened to the General Public

Korean Studies Public Programs

A Korean studies that sits eye-to-eye with the public so that anyone can easily and enjoyably engage it.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we develop Korean studies together.

Jangseogak Academy

This program is designed for the general public 

who wish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It is divided 

into a regular course and an expert course, 

which cover “royal culture” and “aristocratic 

culture” for 12 weeks twice a year. The expert 

course educates experts with basic Korean 

studies materials, including the royal literature 

at Jangseogak and classical texts held in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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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함께하는 한국학

한국학대중화사업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느끼도록 대중과 눈높이를 맞춘 한국학,

함께 소통하며 한국학을 키워나갑니다.

장서각 아카데미

조선시대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일반

대중을 위해 마련한 이 강좌는 일반과정, 전문과

정(고문서학교)으로 개설하여 ‘왕실문화 강좌’

와 ‘역사문화 강좌’로 나누어 각 12주간, 연 2회 

진행됩니다. 장서각 아카데미 전문과정은 장서

각 소장 왕실 문헌과 민간 수집 고문헌 등 한국학 

기초자료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연 1회

(여름학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서각 전시

장서각 왕실 자료와 민간 사대부 고전적을 대상으

로 ‘조선의 국왕과 선비’를 주제로 상설 전시를 진

행해 오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을 수장

고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누구나 체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술정보관 전시

학술정보관에서 수집한 주요 자료들과 유수 학자

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문고의 자료를 학술정보

관 로비에서 전시합니다.

‘한중연 온라인 소식지’ 발간  

한국학 분야의 다양한 소식, 연구 동향 등을 담은 

알찬 소식지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뿐 아니

라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한국학에 대한 소식

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매월 발간하고 있습

니다. www.aks.ac.kr/webzine

한국학 아카데미

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사 및 교육관계자, 군인, 대학생 및 중·

고등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련 한국학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프로그램

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진이 직접 현장

으로 달려가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춰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장(場)을 마련합니다.

한국학 콘서트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토대로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국학 연

구자들이 직접 학교 현장에 찾아가 한국학 강연을 

실시합니다. 또한 해외동포, 재외국민, 한국에 대

한 관심이 높은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금의 모습을 한국학 이야기를 통해 제공하는 

한국학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방문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4만여 그루의 초목

으로 이루어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조

화를 이룬 캠퍼스를 산책하는 투어 프로그램입니

다. 자연의 숨결과 한국 인문 정신이 만나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1-730-8727 

(30인 이상 단체는 별도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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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of Excellent Korean Studies Books

To promote a deeper and broader approach to Korean studies, the AKS Press publishes 

professional works in Korean studies for the international audience. To meet the demand 

of readers and adapt to rapidly evolving environment in the publication field, the AKS Press 

utilizes various means of publication such as providing electronic books, and it also invigorates 

marketing strategies to reach out to the readers. Also, the publications have been listed as 

“excellent books” and recognized for their academic value by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Deeper and Broader Approach to Korean Studies

The AKS Press

The AKS Press publishes books that contain research findings and 

diverse theories of  domestic and overseas Korean studies. 

Through publications, it aims to fulfill the goal of  deepening and broadening the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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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있는 한국학, 널리 나누는 한국학

출판사업

국내외 한국학 연구 성과와 다양한 이론을 모아 정성껏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출판 사업으로 깊이 있는 한국학, 널리 나누는 한국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수 한국학 도서 발간

‘깊이 있는 한국학’과 ‘널리 나누는 한국학’을 목표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학 전문 

도서를 발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 환경과 독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E-book과 같은 다양한 출판

매체 활용을 도입하고 있으며,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독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발간 

도서들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학술원 등의 우수 도서로 선정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유수의 해외기관과 교류하여 한국학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학 연구지원을 통한 국내외 한국학 진흥

한국학진흥사업단 http://ksps.aks.ac.kr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학이 세계인의 학문으로 굳건히 자리할 수 있도록 

한국학의 위상을 강화하고 연구 사업을 기획, 관리합니다.

글로벌 한국학 지원

한국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연구 역량을 키우

기 위해서 한국학 세계화 랩, 해외 한국학 중핵대

학 육성사업,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한국고전

100선 영문 번역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

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학분야 토대 연구 지원

한국학 분야 내에서 수요가 높거나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제, 관련 연구가 시급한 

주제, 소외되거나 희귀한 주제 등을 발굴하여 연

구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학 대중화 지원

한국학 연구 성과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

고 소통하기 위해서 특정분야 기획연구, 한국학

총서, 한국고전 100선 영문 번역 등의 사업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 교육과 연구 기반을 조성하여 한국학 연

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국학 기초자료 사

업, 한국학 사전 편찬,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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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er and Broader Approach to Korean Studies

The AKS Press

The AKS Press publishes books that contain research findings and 

diverse theories of  domestic and overseas Korean studies. 

Through publications, it aims to fulfill the goal of  deepening and broadening the discipline.  

The Promotion of  Korean Studies at Home and Abroa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To more firmly establish the global presence of  Korean studies scholarship, not just in Korea but internationally, 

we work to strengthen the status of  Korean studies and plan and manage research projects.

Korean Studies with People 

To share the research outcomes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with the public and increase 

accessibility, this program oversees key projects such as the Strategic Research in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Series, and English Translation of 100 Korean Classics. 

Global Korean Studies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studies and produce high-quality research 

outcomes, this program manages key projects such as the Laboratory for Korean Studies,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Seed Program for Korean Studies, and English Translation of 

100 Korean Classics. 

Korean Studies Foundation Research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we promote research activities by identifying topics that are in high 

demand or which can be anticipated to have a high impact, topics that are urgently needed for 

related research, as well as neglected or rarely studied topics.

Korean Stud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 construct a body of intellectual public asset, thereby revitalizing the research projects in 

Korean studies, this program operates key projects such as the Collection and Documentation of 

Fundamental Korean Studies Resources, Compilation of Korean Studies-Related Dictionaries, and 

Oral History and Literature Archives. 

25



1

2

3

4

5

6

7
8

9

14

10

11

12

13

1  본관 本館 3  국은관 國恩館2  강당 講堂

7  식당 食堂 9  한국학대학원 韓國學大學院 8  학술정보관 學術情報館

4  청계관 淸溪館 6  운중관 雲中館5  진현관 進賢館

10 시습재 時習齋 12 장서각 藏書閣11 종합연구동 綜合硏究棟

13 정문 正門 14 청계학당 淸溪學堂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운중동)
Tel.031-709-8111 Fax.031-709-1531 
www.aks.ac.kr  
twitter_ @aks_news 
Facebook_aks.news

함께 키우는 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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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한국학을 함께 키워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나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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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Administration Building

❹  Guest House 1 
(Cheonggyegwan)

❼ Dining Hall

❿ Dormitory (Siseubjae)

⓭ Main Gate

❷ Grand Auditorium

❺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Jinhyeongwan)

❽ Library of Korean Studies

⓫  Research Complex 
(Munhyeonggwan)

⓮ Cheonggye Hakdang

❸  Korean Studies Digitization 
Center (Kukeungwan)

❻  Guest House 2 
(Unjunggwan)

❾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⓬ Jangseogak

Growing Korean Studies Together

We are raising funds for the development of research support f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research, scholarship support for graduate 

students of Korean studies, and expansion of research facilities. We invite you to a 

meaningful sharing where we can show the infinite potential of Korean studies and 

grow Korean studies together.

The AKS Development Fund Committee Tel. +82-31-730-8722 E-mail: innopr@aks.ac.k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ilent and steadfast in its research and education  of
Korea’s past, present, and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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