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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함께하는 
한국학의 
본산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의 어제이자 오늘이며, 

미래 자산인 한국학 연구에 앞장서 온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학,

그 중심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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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품은 
 큰 이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 1978년 첫 발을 내디딘 이래 

한국학을 깊이 연구하고 소중한 기록문화를 보존하며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는 것은 물론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한국학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앞선 정보기술과 한국학을 접목시켜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했으며, 

종이 속 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학문으로서 

한국학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인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공유 & 확산

인재 양성 & 교류

한국학대학원

한국문화교류사업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장서각

연구사업

출판사업

한국학자료정보화사업
한국학전문도서관

한국학대중화사업

한국학 지식콘텐츠 편찬사업

자료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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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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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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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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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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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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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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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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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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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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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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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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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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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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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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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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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우는 한국학

한국학 연구의 중심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 지원, 한국학대학원생의 장학금 지원, 

연구시설 확충 등을 위한 발전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한국학을 함께 키워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나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발전기금위원회  Tel.031-730-8722  E-mail : innopr@aks.ac.kr



우리의 어제와 오늘,

기대되는 미래를

묵묵히 연구해 나갈

한국학중앙연구원

 

세계와 호흡하며

탄탄한 맥을 이어나갈 한국학,

그 중심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