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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한국문화의 뿌리가 

튼튼하게 뻗어갈 수 있도록,

세계 곳곳으로 펼쳐지는 한국학의 가지에 

알찬 인재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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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신의 반석, 

         지성의 깊은 통찰, 

그리고 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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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對備하여 

인문人文혁명의 산실産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한국의 전통적인 농업사회는 1970년대를 경계로 하여 

공업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는 데 일단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근대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나, 민족사의 일대 중흥(中興)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진정 한민족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판단에서 그 정체성(正體性)을 탐구·확립하기 위한 중심 연구기관으로 1978년 

창설된 것이 바로 본원(本院)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국가사회를 경장(更張)하여 중흥을 꾀할 때면 

법고창신(法古創新_옛 것을 본보기로 삼아 새 것을 창조함) 정신에 입각하여 

국고(國故)를 정리하는 사업이 이를 선도(先導)했고, 이로써 문운(文運)이 크게 

융성해졌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문명사(文明史)의 변환과정에 비춰 볼 때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단계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재화(財貨)와 서비스 

창출(創出)을 로봇과 인공지능에 위탁하고 있는 이 새로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융·복합하여 산업 생산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못지않게 인간의 각양각색의 기호(嗜好)와 욕구(欲求)를 보다 

심층적(深層的)으로 파고드는 인문 분야의 혁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과제는 궁극적으로 본원에 주어진 사명과도 서로 통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을 탐구함에 있어서는 전통시대의 정치체제라든지 

토지제도, 신분제도 등에 대한 구명(究明)과 더불어 특히 가족제도나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거니와, 본원은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가일층(加一層)의 

학제적(學際的)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인문(人文)혁명의 물결에 적극 

대비할 만반(萬般)의 태세를 갖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 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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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의 정수를 탐구하는 문화 유산의 보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의 한국문화 중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국학자 양성 및 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한국학 자료 출판 및 

보급 등 한국학 연구 확산을 위해 국내외 학계와 긴밀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학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 본관
2 한옥 청계학당
3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경
4 종합연구동
5 한국학 대학원

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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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심화연구 
성과 제고

경쟁력 있는 차세대 
한국학자 양성

한국학 연구 수월성 제고 
및 연구기반 강화

한국학 심화연구 
성과 제고

경쟁력 있는 차세대 
한국학자 양성

한국학 연구 수월성 제고 
및 연구기반 강화

한국학 해외교류 프로그램 
강화

해외한국학 학술지원 
활성화

한국학 관련 해외자료 
분석체계 다변화

장서각 자료 
현대화

장서각 자료 
관리 강화

한국학 기초자료 
DB구축 및 서비스 강화

한국학 
연구·교육 사업

한국학 
보존·관리 사업

한국학 
보급·확대 사업

한국학 
국제교류 사업

미션

비전 

비전목표
(경영목표)

중장기
전략목표

경영방침

핵심가치

주요사업

전
략
과
제

한국학 
연구·교육

선도

기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소통과 
공감 조성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공존의 조화

차세대 한국학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한국학 콘텐츠 보급 및 수혜자 증대

한국학 진흥을 통한 세계문화리더국가 구현

한국학 진흥 및 민족문화 창달 

연구와 
교육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

한국과 
세계의 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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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07. 21 박정희 대통령 연구원 설립 지시
1977. 01.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치·운영(안)’ 재가
1977. 05.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립추진본부’ 설치

한눈에 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발자취

2010. 12. 24 
신(新)장서각 준공
2011. 04. 21 제15대 
정정길 원장 취임

2013. 09. 17 제16대 이배용 원장 취임
2014. 05. 14 한국학대중화사업 본격 추진
2014. 04. 11 종합연구동 준공
2016. 8. 31 청계학당 준공
2016. 9. 21 제17대 이기동 원장 취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정희 전 대통령, 1978

1980. 03. 05 한국학대학원 개원
1980. 03. 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발족 
1980. 10. 28 제2대 고병익 원장 취임
1981. 06. 30 도서관 준공 및 개관식
1981. 07. 06 문화재관리국 장서각 자료 
본원으로 이관 

1979. 05. 08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455호) 제정
1979. 09. 22 제1회 학술연찬회 개최
1979. 09. 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9628호)제정
1979. 12. 17 제1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 개최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개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05년에 현재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국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발판 삼아 보다 나은 한국학의 내일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1979 1980-1981

1982. 01. 07 제3대 정재각 
원장 취임
1982. 02. 24 제1회 
한국학대학원학위수여식
1983. 02. 12 
제4대 류승국 원장 취임
1984. 06. 30 
대학원 강의동 준공

1982-1984

2004-20052006-2008

2004. 11. 01 제13대 윤덕홍 원장 취임
2004. 12.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개정(안) 국회 의결
2005. 01. 27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법률 제7350호) 개정법률 공포
2005. 02. 01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5. 07. 15 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47호) 공포

2006. 01. <해외한국학 지원사업, 
한국학 중핵대학육성사업> 시작
2007. 05. 10 한국학진흥사업단(전, 
한국학기획사업단) 발족 
2007. 11. 09 신장서각 건립 착수
2008. 04. 21 제14대 김정배 원장 취임 

1976~2017

1991-1992

2001-2003

1986-1989

1986. 02. 12 제5대 
문홍주 원장 취임
1986. 09.16 
제1회 정신문화강좌 운영
1988. 09. 13 제6대 
김철준 원장 취임
1989. 05. 18 
제7대 이현재 원장 취임
1989. 11. 28 제1차 
사회과학학술대회 개최

1991. 08. 27 제1차 
한국현대사학술토론회 개최
1991. 09. 12 
세계한민족학술회의 개최 
1991. 12. 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초판본 총27권 완간
1992. 05. 18 제8대 이현재 원장 
취임(연임) 

1993-1996

1993. <국학진흥연구사업> 시작
1994.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1995. 05. 18 제9대 이영덕 원장 취임
1996. 02. 01 한국학정보센터 설치

1997-1999

1997. 04. 16 부설 현대사연구소 설립
1997. 09. 04 청계서당 입학
1998. 12. 26 제10대 한상진 원장 취임
1999. 11. 27 역주 삼국사기 CD 출시

2001. 01. 17 제11대 이상주 원장 취임
2001. 09. 29 제12대 장을병 원장 취임
2003. 03.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시작
2003. 07. 2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 시작
2003. 11. 13 한국학생활관(시습재) 준공

1978. 02. 28   추진본부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립및운영방안” 대통령 재가
1978. 06. 22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립신청에 대하여 문교부장관 인가
1978. 06. 23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법인설립 허가
1978. 06. 24   재단법인 설립 등기
1978. 06. 28   초대 이선근 원장 취임
1978. 06. 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
1978. 12. 05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법률 
제3116호) 제정 공포

19781976-1977

2010-2011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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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의 꿈

1908년, 고종은 흩어진 왕실도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궁내 여러 전각에 보관된 도서들을 정리하였으며, 북한산 

행궁과 각 사고(史庫)의 서적들도 옮겨와 한곳에 모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규장각과 사고 소장의 전적, 

서책 등 10만여 책의 ‘제실도서(帝室圖書)’로 대한제국 

황실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1910년의 경술국치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한국학 아카이브로 도약

이후 장서각은 조선왕실의 자료를 모아 연구하는 한편, 

전국의 민간 고문헌을 조사·수집하여 왕실자료와 

민간자료의 복합적인 연구가 가능한 한국학의 아카이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제된 자료의 서고가 아닌 

끊임없이 발굴하고 연구하는 장서각은 생동하는 한국학 

아카이브입니다.   

1908	 고종 황제 ‘대한제국 황실도서관’ 건립 추진

	 규장각, 홍문관, 집옥재, 춘방 등의 서적을 인수관으로 이관

1909  『제실도서목록(帝室圖書目錄)』간행 

1911	 무주 적상산사고본 인수

1914	 각 군영의 기록 자료 입수

1915 	 창경궁 내 낙선재 동남쪽에 서고 신축 이전  

1918 	 장서각 현판 게시 

1950 	 한국전쟁 시, 북한군이 장서각의 조선왕조실록 반출

1950 	 창경궁 낙선재 한글자료 장서각으로 이관

1964 	 칠궁 소장자료 수집  

1969 	 봉모당 보각의 자료 이관  

1970 	 종묘와 각 왕릉의 능재실 자료 인수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

1982 	 전국 유명 가문의 고문헌 조사 및 수집 시작

2011 	 장서각 신축 개관

2014 	 21세기 장서각 연구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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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기록유산의 보고寶庫

장서각

조선왕실의 도서관으로 시작된 장서각은 

국가 왕실문헌 및 민간 고문헌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기록유산의 보고입니다. 장서각에는 

왕실자료를 비롯하여 군영자료, 한글 소설류 

등의 왕실도서와 전국에서 수집한 민간 

고전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장서각은 

한국학의 글로벌 아카이브로서 한국학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 왼쪽부터 
제실도서목록, 고종황제어진

창덕궁의 이왕직 도서관(1936)
창경궁의 장서각 건물(1911)

낙선재

봉모당

종묘

집옥재(출처 문화재청)

장서각 역사

세계문화리더국가 구현을 위한 한국학 진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의 글로벌 아카이브, 

장서각

조선 왕실 및 
사대부 문헌의
최대 소장처

세계적 
학술문화공간

한국문화 
홍보의 

거점기관

한국 고문헌 
연구의 

중심기관

장서각 외관

장서각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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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장서각 소장자료 국가지정문화재

동의보감 

25책, 초간본(2009년 등재), 국보 제319-2호

동양의학원리와 실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의학 이론의 집대성

통감속편 국보 제283호 

1422년(세종 4) 간행된 편년체 역사서. 
단종이 세자 시절 공부하였던 자선당(資善堂) 소장본

이십공신회맹축 

보물 제1512호, 제1513호

개국공신으로부터 영국공신에 이르는 
20공신의 명단과 제사의 회맹문(會盟文) 및 
참석자의 명단이 기재된 자료

국조정토록 

국보 제1511호

조선 세종에서 중종 
대에 이루어진 
여진과 왜구 정벌 
기록(유일본)

월중도 보물 제1536호 

영월에 남겨진 단종과 충신의 자취가 
간직된 장소를 그린 8폭의 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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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재본 고전 소설 99종 2,215책 

왕실 여성들이 읽었던 고전소설로 흥미로운 주제와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름다운 한글 서체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자료이다. 
낙선재본 고전 소설은 총 99종 2,215책인데, 번역소설 35종 700여 책, 
창작소설 48종 1,300여 책 등으로 분류된다.   

손소 적개공신도상 

경주손씨 계천군 손소 
종택의 자료로 손소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워 받은 공신도상 

허주부군 산수유첩 1763년(영조 39)

고성이씨 임청각의 자료로 허주 이종악이 
낙동강 연안의 12명승을 그린 산수화첩 

우복선생 시장 1663년(현종 4)

진주정씨 우복 정경세 종택의 
자료로 국왕에 의해 정경세의 
시호가 결정되기따지의 각종 
공문서를 묶은 문서철

조선왕조의궤 341종 503책(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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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본



한국학중앙연구원 16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7

민간 고전적 조사 및 수집 사업

전국의 민간 고문헌 조사, 수집 사업을 수행하여 

현재까지 약 60만점을 조사 및 촬영하였고, 이 가운데 

5만 여점을 문중으로부터 기증·기탁을 받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문서 집성 120책을 

비롯한 약 30여 종의 자료집을 간행하여 한국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증 기탁 사업

전국 각지 명문가의 고문헌 자료를 기증 

기탁받아 관련 문헌의 활발한 연구 및 최첨단 

시스템을 통한 보존처리와 안전한 보관으로 

문화자산인 기록문화유산의 안정적 보존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서각 사업

장서각 연구사업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고전적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의 보존관리

고전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훼손된 지류자료를 보존처리하고 있습니다. 

열화현상(deterioration)의 방지 등 예방 보존과 

전통 지질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왕실문헌 연구 기반 조성
    장서각 해제집, 장서각 소장 
   왕실문헌 영인
•  민간사대부문헌 연구 기반 조성
     고문서 집성, 일기자료 간행
•  장서각 교양 학술총서 간행

• �국제 공동 연구, 국제 학술 회의
• �펠로(Fellow)초청, 한문 워크샵
• 장서각 자료의 영문 번역 출간
• �장서각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 

장서각 세계화사업

•   �장서각 왕실문헌 연구기반 
조성사업

•   �한국 고문서 조사·연구 및 
보존처리 사업

한국학 기초자료사업

• �장서각 자료의 탈초·역주
• 스토리텔링 및 고전의 대중화

고전의 현대화 

•  조선왕조실록 공구서(사전) 편찬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사업 

장서각 
연구사업

21세기 장서각 연구사업

전시 및 공개 강연

장서각 전시
장서각 왕실 자료와 민간 사대부 고전적을 대상으로 

‘조선의 국왕과 선비’를 주제로 상설 전시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주제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을 수장고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서각 아카데미
조선시대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일반 

대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강좌는 일반과정, 

전문과정(고문서학교)으로 개설하여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서각 전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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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연구사업

전통가치와 정신문화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 및 국내외 비교연구 등을 통해 보다 심화된 

한국학 연구를 이어갑니다. ‘한국문화 심층연구사업’을 비롯, 한국문화 속 고유 가치의 현대적, 세계사적 

의미를 모색하는 ‘글로벌시대 한국적 가치와 문명 연구사업’, 국내외 한국학 연구 수요에 대응하는 

‘한국 현대 영문자료총서 발간사업’, ‘고전자료 현대화사업’, ‘현대 한국 구술사연구’, ‘구비문학대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처와 한국학융합연구센터가 주축이 되어 학계·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한국학의 연구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한국문화 심층연구 사업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적 가치와 전통문화에 

관련된 여러 분야 연구를 다양한 형태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전통, 현대, 비교’라는 화두 아래 단기, 중기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본원만의 고유한 연구 성과를 

산출합니다. 아울러 한국적 가치의 발굴과 재평가, 현대적 

적용 등을 목표로 ‘한국적 가치의 재정립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 한국적 가치와 문명연구 사업

전통시대 한국인들이 중시하던 가치, 한국문화의 

강점이었던 주요 역량들을 동서양 문명과 비교하고, 

그것들이 글로벌 시대에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문화 선도에 기여하는 학문적 

기반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연구 및 

국제공동비교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현대 영문자료 총서 발간사업 

한국 현대사회의 중요 사건들과 흐름에 대한 국외의 

학문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현대한국학 중요자료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총 10개 

팀이 노동사, 민주화, 새마을운동, 교육, 가족, 여성, 남북한, 

기업, 종교, 한류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중요자료를 

엄선하여 영역해 왔습니다.

고전자료 현대화사업 

고문서 집성, 왕실한글자료, 이왕직자료 등 장서각 

내외의 다양한 자료들을 발굴·엄선하여 탈초, 역주,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대 중요 자료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제고하고, 고전한국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고전한국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학자들의 소양 함양을 

도모합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및 한국 구술사 연구사업 

한국 전통문화의 원형 보전을 위해 설화, 민요, 무가 등 

구비전승돼 온 전통문학 작품 2만여 점을 집대성하여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발간하고, 개정·증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 한국 민주화·산업화 

주역들의 구술자료를 수집해 디지털 아카이브화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으로도 서비스하는 ‘한국구술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융합연구센터

한국학융합연구센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적합한 학술진흥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사회에 

대한 심층연구,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한국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비교연구, 인류문명의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한국학 선도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한 국내외 

학술회의를 통해 연구 성과를 전파합니다.

국내외 한국학 연구를 선도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연구자 친화적 연구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위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한국학 연구지원

1978~2013 
•  연구주제_총 1,520개 
•  세부과제_총 2,615개 
•  참여인력_총 5,220명 

연구윤리 진작 

•  연구윤리 특강 개최 
•  	연구자 및 대학원생 

대상의 연구윤리 교육 

연구비 및 학술행사 관리

•  연구비 중앙관리 
•  연구비 집행규정 안내 및 교육 
•  	연구센터 중심의 국내 · 국제 

학술회의 개최 지원

한국학 전문 도서 출판 

•  	연간 60여 종의 인문.사회 
학술서, 교양서, 고전자료집, 
외국어도서, 전자책 등을 
발간.보급

한국적 가치의 
재정립 사업

글로벌시대 
한국적가치와 
문명연구사업

고전자료 
현대화사업

한국현대
영문자료총서 

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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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한국학 기초자료와 새로운 이론을 담은 1,920여 종의 도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깊이 있는 한국학’과 ‘널리 나누는 한국학’을 목표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한 

전문 도서를 발간합니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학술원 등의 우수 도서로 선정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유수의 해외 기관과 교류하여 한국학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출판 환경에 발맞춰 전자책을 비롯한 출판 매체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홈페이지·S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2016년 발간 도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http://book.aks.ac.kr)에 오시면 보다 많은 도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도서명 저역자

『동의보감』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의과학 문명의 교류 김남일 외

『동의보감』의 지식 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김남일 외

고려 재조대장경과 동아시아의 대장경 유부현 외

고려 초조대장경과 동아시아의 대장경 유부현 외

고려사 지리지 역주 박종기

고려시대 공공성 1 이희주 외

고려시대 공공성 2 이희주 외

고려의 자기, 원제국과 만나다 이강한

구사론 계품·근품·파아품 - 신도 영혼도 없는 삶 이종철 역주

근대 한국과 일본의 공공성 구상 1 박광수 외

근대 한국과 일본의 공공성 구상 2 박광수 외

기각한필 - 조선 사대부 여성 기각의 한시집 임치균, 부유섭, 강문종 역주 

대한민국의 건국_시선의 교차 권희영, 남광규, 정영순, 양영조, 우평균, 최춘흠

도교와 생태학 노먼 지라르도 외 엮음, 김백희 옮김

동국여지승람 제영 사전 산천편 김건곤, 김태환, 어강석

문무를 갖춘 양반의 나라 김강식

발해 유적 사전 - 중국편 구난희, 이병건, 정석배, 백종오, 김진광, 전현실, 김진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선비_조선 사대부의 윤리 김백희

사대부의 만남과 풍류의 장, 아회도 송희경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 1 오강원 외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 2 오강원 외

수기－정조의 물음에 답하는 박종악의 서신 신익철, 권오영, 김문식, 장유승 역해

숙의가례청등록－숙종 후궁 영빈 김씨의 혼례 기록 원창애, 정해은, 이민주, 이미선

안동 선비마을, 열두 검제 김덕현

영조 대 과학의 발전 구만옥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정연식

영조의 독서와 학문 정재훈

영조의 통치이념과 개혁 신명호

원측 『해심밀경소』의 심의식상품 연구 이종철, 후나야마 토오루, 조운호, 조경철, 김백희

윤보선과 1960년대 한국정치 해위학술연구원 엮음

이동하는 조선족-소수민족의 자기통치(移動する朝鮮族-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自己統治) 권향숙 지음, 신종원 옮김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조영준, 심재우, 양선아, 전경목 역해

장서각 소장 『열성어제』 연구 안장리

조선 양반가의 치산治産과 가계경영 문숙자

조선 왕실의 제향 공간 이욱

조선왕실의 태봉도 윤진영 

조선왕조의 공공성 담론 정순우 외

조선의 명승 정치영, 박정혜, 김지현

족보, 왜 사대부에게 꼭 필요했는가 권기석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곽승훈, 권덕영, 권은주, 박찬흥, 벽인석, 신종원, 양은경, 이석현

중국과 한국의 선사상 형성-불교 위경으로서의 『금강삼매경』 로버트버스웰 지음, 김종명, 조은수 옮김

청백운_현대어본 임치균, 임정지 옮김

쳥백운_교주본 임치균, 김정원, 강문종, 김인회 교주

풍물_한국의 북놀이와 춤 나단 헤세링크 지음, 신대철 옮김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 김경일,신영숙,정현주,이상경,김성은,김은경,박정애 

한국 문화전통과 배려의 윤리 황금중, 김선희, 박원재, 조경란, 이숙인, 백민정, 한형조 

한국 왕실여성 인물사전 김창겸, 김선주, 권순형, 이순구, 이성임, 임혜련

한국과 일본의 공공의식 비교 연구 정순우 외

한국의 경제발전 70년 이제민, 안국신, 김경수, 전주성, 김대일, 송의영

한국의 교육 70년 이돈희, 이명희, 양정호, 김재웅, 곽삼근

한국의 문화 70년 정진석, 서경석, 한기호, 이인규, 이상해, 이선민, 김종원, 박성서, 조현범 

한국의 산림녹화 70년 이경준, 윤여창, 최인화, 구창덕, 김의경, 김세빈

한국의 외교 안보와 통일 70년 이상우, 김명섭, 김영호, 정영순, 유성옥, 한용섭, 남성욱

한국의 정치 70년 진덕규, 신명순, 이현우, 이효원, 이완범

한글 편지에 담긴 사대부가 부부의 삶 백두현

한류 그 이후 - 한류의 저력과 향후 과제 이상훈 외

현대시와 문학통계학 김병선

혼인, 세상을 바꾸다_조선시대 혼인의 사회사 정진영

화상찬으로 읽는 사대부의 초상화 고연희

金剛啓蒙 장서각

潘南朴氏 朴世堂 朴東亮家門 古文書 (古文書集成 111) 장서각

奉化 酉谷 安東權氏 權橃宗家 古文書(古文書集成113) 장서각

尙州 忠州朴氏 朴東亨宗家 古文書 (古文書集成115) 장서각

肅宗大王資料集 2-謄錄, 儀軌 장서각

肅宗大王資料集 4-碑誌, 望單, 祭文 장서각

시권(試券)-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 장서각

冶谷日錄 正書本 2 (韓國學資料叢書 49) 장서각

譯註 康陵誌·穆陵誌 장서각

儀註謄錄 4 장서각

儀註謄錄 5 장서각

藏書閣所藏 古文書大觀 6-請願書·請求書·賣買文書·領收證 外 장서각

藏書閣韓國本解題-史部 11 장서각

藏書閣韓國本解題-史部 12 장서각

藏書閣韓國本解題-史部 13 장서각

鄭經世 史料精選-日記·使行·文集刊行 장서각

濟州 晉州姜氏·谷山康氏·金海金氏·慶州金氏·濟州高氏·東萊鄭氏 古文書(古文書集成114) 장서각

조선의 스페셜리스트, 전주이씨 장천군파 삼양부정 후손가 장서각

宗廟儀軌續錄 V 장서각

韓國古文書精選 6 - 功臣敎書·錄券·會盟錄·賜牌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장서각

陜川 龍淵書院 古文書 Ⅰ-正書篇- (古文書集成 112) 장서각

陜川 龍淵書院 古文書 Ⅱ-正書篇- (古文書集成116) 장서각

After Hallyu - The Potential and Future Task Lee Sang-hoon 외

Kaesŏng Double Entry Bookkeeping (KDEB) in a Global Perspective Volume I Jun Seong Ho, James B. Lewis, Edoarodo Franco 

Kaesŏng Double Entry Bookkeeping (KDEB) in a Global Perspective Volume II Jun Seong Ho, James B. Lewis 

Korean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A Sourcebook Hur Nam-lin, Cho Hyeon Beom, Lee You Na 

Korean Confucianism: Tradition and Modernity Edward Y. J. Chung 

Modern Korean Family: A Sourcebook Eun Ki-Soo, Moon Hyuna, Minja Kim Choe

Modern Korean Labor: A Sourcebook Hagen Koo, Kim Keong-il, Kim Jun

Seoul Moonho-Park

The History of Education in Korea: A Sourcebook Gilsang Lee, Michael J. Seth, Jae-Hong Joo, Seunghyun Roh

The Korean Wave: A Sourcebook Yun Mi Hwang, Stephen Estein 

The Saemaul movement: A Sourcebook Do Hyun Han, Larry L. Burmeister

The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A Sourcebook Namhee Lee, Kim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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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함께하는 한국학

한국문화교류사업

세계 학계에서의 한국학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국제 학술문화 

교류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 지원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교육 및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한국학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한국학 지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 

해외 한국학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한국학자를 

대상으로 ‘학술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관련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 공모를 

실시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펠로십  

해외 한국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국에 체류하며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초청 기간 동안 본원의 도서관 

및 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료와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국제 학술회의 

세계한국학대회 / 한국학국제학술회의 

국내외 한국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두 

국제학술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한국학대회’는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연구 

공유를 통해 국내외 학문적 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국제학술회의’는 세계의 한국학자들이 각국의 

한국학 현황 및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학자 초청 강좌 

해외 우수학자 초청 강연 및 국내 석학들과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세계 인문학으로서의 한국학을 탐구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우수학자들의 통찰과 업적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와 

대화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네트워크

한국문화강좌 

미래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학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한국학 또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년 

7월~8월 사이에 4주 동안 진행되며, 참석을 위한 

신청은 매년 3월에 접수받습니다.

소키에타스 코리아나(Societas Koreana)

한국에 체류하는 주한대사, 외교관 및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내용을 전하는 강연회뿐 아니라 한국문화의 정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현장 답사 및 전통 예술 

공연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술기관 교류

해외에서 한국학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학자 

및 학생 교류, 간행물 교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

세계 각국의 한국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 강좌 및 

전공 개설 대학, 연구소, 한국학 학자 검색이 가능하며 

해외 한국학 관련 기관 및 한국학 학자는 직접 자신의 

정보를 게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교류센터(http://www.ikorea.ac.kr)에 오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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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국바로알리기사업

한국 이해 자료 개발 및 배포

외국 교과서 분석에 근거하여 교과서 집필이나 

교사의 수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한국 이해 자료를 

개발·보급합니다. 분석 국가나 지역의 문화적·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한국 이해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민간단체 지원 

세계 각국에서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합니다. 한국 문화를 홍보하거나 한국 관련 정보를 

개선하는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이 현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각국의 교육·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주는 

정부기관과 영향력 있는 출판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요 학술대회나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제적인 

한국바로알리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서술을 개선하는 창구를 

개척합니다.

외국 교과서 분석 

외국의 교과서 정책을 조사하고 외국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 관련 내용, 서술 경향 및 교과서에 투영된 한국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합니다.

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세미나

각국의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 관계자, 교육부 교과서 

정책 담당자, 사회과 교사를 초청하여 세미나와 강연 및 

답사를 개최합니다. 양국의 교육 및 교과서 제도와 서술 

현황에 대한 세미나, 한국 문화 강연과 답사를 통해 교과서 

전문가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합니다.

국제교과서도서관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교과서도서관으로 현재 

12,000권 이상의 외국 교과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교과서도서관은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교과서 분석 

연구의 기반이며, 수집된 외국 교과서와 사업 관련 

연구물과 성과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내외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시설입니다.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교과서 내용 개선 활동을 수행합니다.

외국 교과서 속의 한국 이미지 개선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반 확대

Online Resources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 소식을 알리고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개발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교류센터(http://www.ikorea.ac.kr)에 오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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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유산의 집대성

한국학지식콘텐츠 편찬사업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한국학지식콘텐츠 편찬사업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으로 집대성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대적 정보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체계로 재창조된 우리 문화유산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담은 디지털 문화 콘텐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전국 230개 시·군·구 지역의 

향토문화 자원 집대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 콘텐츠 편찬사업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을 잇는 지역문화 편찬사업입니다. 향토문화 자원을 수집·연구·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지역별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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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문화 정체성 확립은 물론 한국의 지역 문화가 세계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www.grandculture.net 

콘텐츠 목차 특별한 이야기마을이야기

시청각 자료 전자지도 내가 쓰는 백과

모바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Mobile Encyclopedia of 
Local Korean Culture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내 위치 주변의 
향토문화 콘텐츠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민족문화에 관한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의 대표적인 백과사전으로서,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정·증보하여 디지털 시대의 지식백과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판본 

발간 이후 변화된 문화 양상과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개정 증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전 세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의 한국학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ncykorea.aks.ac.kr 전자연표

테마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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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산의 데이터베이스화

한국학자료정보화사업·한국학전문도서관

한국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및 학술정보를 전문가 및 대중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방 이후 축적해 온 한국학 기초자료와 연구결과물, 한국학 연구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학 관련 자료 및 고문헌과 학위논문·연구원 발간물 

등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디지털화된 한국학 자료는 지식정보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학 기초자료 DB 구축 및 서비스 한국학 정보 네트워크 구축 연구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

장서각, 규장각, 영남권역, 호남권역, 강원권역, 해외권역 

등 6개 권역센터와 함께 한국학 고전자료를 수집·정리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연구자와 대중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종합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학 고전자료를 표준화된 형식의 

한국학 지식 콘텐츠로 가공하고 집적하여 학술적·교육적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국학자료 정보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서비스하는 모든 학술정보 서비스와 

국내외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학술자원, 논문 

및 단행본,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연구 성과와 연구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모든 한국학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국학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RINKS,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of 

Korean Studies)’을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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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전자지도, 전자연표, 주제어 맵 등은 체계적으로 

구축된 정보를 연계하고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한국학자료의 효율적 유통 연구

한국학자료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자료에 

특화된 전자문서 제작 및 검색 기술 연구, 학술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GIS) 

연구, 온라인 콘텐츠 편찬 및 실시간 서비스 시스템 

연구, 콘텐츠 식별자(UCI) 연구 등은 한국학 

정보화의 수준을 높이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한국학자료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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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발 시스템

 •  한국학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
 •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시스템
 •  전자연표 제작 및 서비스 시스템
 •  전자지도 제작 및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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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 lib.aks.ac.kr

소장자료 현황 (2016년 2월말 기준)

도서
자료 수량
일반도서 국내서 270,766책 387,885책

동양서 59,204책
서양서 48,865책

문고본도서 하성문고 15,673책 48,332책

 

산공문고 3,519책
무현문고 3,832책
고원문고 6,458책
도산문고 3,146책
천남문고 7,325책
춘포문고 6,780책
약헌문고(문고 설치중) 1,599책

합계 - 436,217책
비도서자료 7,529개

한국학전자도서관 DB자료
내역 수량 비고
소장목록 289,483건
기사색인 26,772건
한국학중앙연구원발간자료 285,540면
고서원문 410만면
고서해제 6,305건
구비문학녹취자료 1,5000개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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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정예 연구 중심 교육기관

한국학대학원

한국학대학원은 한국학 관련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 중심 대학원으로 한국학의 내실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우수한 한국학자를 양성합니다. 1980년부터 30여 년간 소수 정예의 연구중심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졸업생들은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및 세계 각국 한국학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개국 14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하여 290여 명의 재학생이 차세대 한국학자로 성장하기 위해 청계산 자락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학문적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학대학원 특성

•  교수 1명에 학생 4명의 비율로 소수 정예 교육 실시

•   학제간 협동강의, 개별주제연구와 현장학습 등의 

특성화된 과목 개설·운영

•   한국학 연구사업 등과 연계된 연구 참여 과목 및 연구 

성과 학점제도 운영

•  한문 원전 해독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문화학당 운영

•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

학위과정 및 전공
과정 학부 전공
석사 〮박사 인문학부 한국사학, 고문헌관리학, 철학, 국어학·국문학

문화예술학부 인류학·민속학, 종교학, 음악학, 미술사학, 인문정보학
사회과학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글로벌한국학부 한국문화학, 고전번역학 

계 4개 학부 16개 전공

학생 현황
내국인 141명, 외국인 35개국 151명, 총 292명(2016년 8월 기준)

국적 학생수 국적 학생수 국적 학생수
몽골 18 케냐 1 타이 3
미국 6 러시아 12 키르기스스탄 1
우즈베키스탄 4 아이슬란드  1 캐나다 1
필리핀 3 대만 4 캄보디아 2
베트남 17 불가리아 1 슬로바키아 2
영국 1 카자흐스탄 3 방글라데시 1
독일 2 터키 6 스페인 1
오스트레일리아 1 그리스 2 요르단 1
인도 2 일본 4 페루 1
네덜란드 3 루마니아 3 우크라이나 1 
브라질 1 폴란드 1 아제르바이잔 1
핀란드 1 중국 39 35개국 151명

졸업생 배출 현황 
(2016년 8월 기준)

석사학위 857명(외국인 247명 포함)
박사학위 452명(외국인 76명 포함)

박사학위 취득자 진로 현황 

연구직 35.5%

교수직 29%

강사 20.4%

일반취업 5.1%
교사 4.4%
기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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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적 기획과 체계적 지원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진흥사업단은 한국학의 세계화라는 목표하에 국내외 한국학 연구와 교육,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 대중화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학 세계화 

랩’,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한국고전100선 영문번역’ 등의 

사업을 통해 해외 한국학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예술을 

통섭하는 ‘새로운 한국학’, 현대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열린 한국학’의 지평을 열어 ‘한국학의 

세계화’에 다가서고자 합니다.

http://ksps.aks.ac.kr 

다양한 ‘한문 교육과정’

한국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한문 원전 해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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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한국학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이 차세대 한국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학 및 연수제도입니다.

해외 한국학 장학금 지원 사업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학 관련 전공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초청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한국학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문기초 기초 한문 문법 및 번역

한문강독 다양한 동양고전 강독

한문연구 전공과 연계된 한문 텍스트 심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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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한국학 학문후속 
세대양성사업: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정자에게 수업연한 내 월
75만원의 장학금 지급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 지원 한국학 기초과목 강화: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강좌 개설

한국문화 체험학습: 
현장 답사 등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역

차세대 한국 학자 
초청 연구지원
(AKS Graduate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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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비(월 
90만원) 및 
왕복 항공료지급, 
대학원 강의수강

비전 

목표 

전략

사업

한국학의
세계화 

글로벌 
연구력 강화 

글로벌 선도 
연구 지원 

글로벌 
한국학 사업 

• 한국학 세계화 랩
•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사업
•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한국학 
연구 활성화 

공구서 및 
기초자료 수집

한국학 
인프라 구축 사업 

•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 한국학 사전 편찬 
•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국내외 
소통 강화

한국학 
저변확대

한국학 
대중화 사업 

• 특정분야 기획연구
• 한국학총서 
• 한국고전 100선 
  영문번역 

지식 
재생산

기반 
구축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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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나누는 한국학

한국학대중화사업

오랜 세월 쌓아온 한국학 연구와 교육 역량을 사회로 환원하여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한국학 강연을 수강할 수 있는 ‘한국학 콘서트’, 공무원, 

군인, 대학생 대상의 ‘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 중고생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학 콘서트’를 

통해 친근하고 열린 한국학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 

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는 중앙부처 공무원, 교사 및 교육관계자, 군인,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 한국학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진과 연구진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하는 장(場)이 펼쳐집니다.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단체, 기관, 중고등학교에 강연자를 파견하여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연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삶에 흐르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합니다.  

문의 및 신청 : 031-709-4412

찾아가는 한국학 콘서트

해외 동포와 함께하는 한국학 콘서트

해외 동포, 해외 현지의 한국인, 한국학 연구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에 내재된 

한국성을 소개하고 새로운 한국의 정신문화를 

발굴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연변,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한국의 전통이 뿌리내린 곳과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해외지역을 찾아 한국학의 

향연을 펼칩니다.    

중고등학생과 함께하는 한국학 콘서트

청소년들에게 한국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한국학 지식을 제공하고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역사 

속의 멘토와 창의성 사례를 발굴하여 논의하고, 

행사 후 소감문을 작성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함께하는 한국학 아카데미

행정중심도시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지혜와 덕성을 겸비하도록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정치·경제·역사·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학 아카데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국회 의정연수원과 함께 테마별 

강좌를 구성하여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국의 

사상가, 개혁가, 명장(名將)과 같은 인물 중심의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정신, 한국의 

시대정신 등 우리 역사에 면면히 흐르는 인문정신적 

가치에 대한 담론의 장을 열어갑니다.

대학생과 함께하는 한국학 아카데미

각 대학들이 건학이념과 인재양성 비전에 따라 

강연주제를 선정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진과 

연구진이 방문해 강연을 진행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군인과 함께하는 한국학 아카데미

합동참모본부 군 장성들에게 역사의식과 

국가의식, 군인정신 등을 주제로 실시한 강연이 

호응을 얻어 특전사령부 13공수여단(흑표부대), 

육군 제9보병사단(백마부대) 등으로 한국학 

아카데미를 확대하였습니다. 징비록, 조선의 무예, 

의궤·전쟁기록화로 본 무인들의 세계 등 다양한 

군(軍) 관련 역사 콘텐츠를 들고 부대로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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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의 초대 

방문프로그램

한국학중앙연구원 방문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4만여 그루의 

초목으로 이루어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룬 캠퍼스를 산책하는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자연의 숨결과 한국 인문 정신이 만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기 : 연중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  문의 : 031-709-4412(30인 이상 단체는 별도 참가 신청)

한국학 대중화 프로그램 

한국학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대중 강연,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대중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학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 : 031-709-4412 

일반인을 위한 전통식 한문교육과정 ‘청계서당’

고전의 이해를 위한 한문 독해력 향상과 한국학 연구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전통식 한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4년 6월 종합연구동 개관과 2015년 3월 진현관 리모델링 및 

한국학학술정보관 개보수를 마치고 연구, 교육, 생활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캠퍼스 안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장서각 아카데미 운영

 ‘21세기 장서각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장서각 

아카데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왕실문화 강좌’와 

‘역사문화 강좌’로 나누어 연 

2회, 각 12주간 진행됩니다. 

장서각 아카데미 전문과정은 

장서각 소장 왕실 문헌과 

민간 수집 고문헌 등 

한국학 기초자료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연 

1회(여름학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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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09-4412 Fax.031-708-5282 
E-mail : innopr@aks.ac.kr

지원 시기 매년 7월 중순 

지원 대상 기초 한문 및 문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및 한국
학연구자

한문연구 기초과정 45명 내외, 연수과정 35명 내외, 고급과
정 25명 내외 

교육 과정 

- 기초과정(1년, 2학기) : 明心寶鑑, 
   擊蒙要訣 등의 강독 
- 연수과정(2년, 4학기) : 四書(論語, 大學, 
   孟子, 中庸) 등의 강독 
- 고급과정(3년, 6학기) : 三經(詩經, 書經, 周易) 
  등의 강좌 

수업 시간
- 기초 및 연수과정 : 매학기 14주, 
  매주 화, 목 19:00～22:00 
- 고급과정 : 매학기 21주, 매주 월, 금 
  19:00～22:00 

강사진 전통 한학자

‘한중연 온라인 소식지’ 발간

한국학 분야의 다양한 소식, 연구 동향 등을 담은 

알찬 소식지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한국학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http://www.aks.ac.kr/web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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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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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운중동)
Tel. 031-709-8111 Fax. 031-709-1531
www.aks.ac.kr 

twitter_ @aks_news
Facebook_aks..news

① 본관 本館 
② 강당 講堂
③ 국은관 國恩館 
④ 청계관 淸溪館
⑤ 진현관 進賢館 
⑥ 운중관 雲中館 
⑦ 식당 食堂
⑧ 학술정보관 學術情報館
⑨ 한국학대학원 韓國學大學院
⑩ 시습재 時習齋
⑪ 종합연구동 綜合硏究棟
⑫ 장서각 藏書閣
⑬ 정문 正門
⑭ 청계학당 淸溪學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