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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2019 규장각 소식

2019 NEWS 인사발령

·  2월에는 행정실장 김나현님이 사무국 행정관리팀으로 옮기시고, 문삼은님이 새로운 행정실장

으로 오셨습니다. 또 고익재님은 정보화본부에서 학술교육부로 오셨습니다. 서지연님은 신규

직원으로 정보자료관리부에 오셨습니다. 

·  5월에는 주영선 님이 농생명과학대로 옮기시고, 변정숙님이 시설관리직으로 오셨습니다. 

·  6월에는 학예연구관 양진석님이 정년퇴직하셨습니다. 

·  7월에는 한국학연구지원사업실 조교 서수연님이 퇴직하고 박사랑님이 오셨습니다. 

·  8월에는 국사학과 교수이자 규장각 겸임교수인 이상찬님이 정년퇴직하셨고,  

정보자료관리부 최윤경님이 퇴직하셨습니다.

·  9월에는 국제한국학센터 직원으로 금희경님이 오셨습니다. 

규장각 행사

·  5월 24일에는 남이섬 등 춘천 일대에서 상반기 학사협의회를 가졌습니다.

·  10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경주 일대에서 하반기 체육행사를 가졌습니다.

상반기 학사 협의회01

하반기 체육행사02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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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규장각 교류

규장각-경북군위군 업무협약 체결

1월 9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경북 군위군은 삼국유사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규장각-고궁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4월 10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고궁박물관은 소장자료 활용, 전시교류, 보조처리와 복원정책 

교류, 학술정보 공유, 연구 인력 교류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규장각 방문

7월 16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규장각 서고, 수리복원실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방문

방충기간 중 7월 31일과 8월 8일에는 각각 장서각과 한글박물관을 방문하고 각 기관의 전시, 

유물 관리, 수리복원 작업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01

03

02

04

규장각-경북군위군 업무협약 체결01

 규장각-고궁박물관 업무협약 체결02

 국회 교육위원회 규장각 방문03

장서각 방문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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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기타 이모저모

· 4월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명환(鄭明煥)님이 목함에 보관된 ≪논어집주대전≫ 등 15종 84책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 규장각 소장의 조선왕조실록 중 국보 누락본이었던 성종실록 7책과 기타 산엽본으로 남아있던 

78책이 2019년 6월 26일자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규장각이 소장한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제151-1호(정족산 사고본)와 제151-6호(낙질 및 산엽본)로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 규장각 전시실은 총 43,164명(학생단체 총 396회, 19,248명)이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였습

니다. 

· 2019년 한 해 동안 규장각 소장 자료 열람자는 총 8천여 명입니다. 고문헌 6만 8천여 책, 마이

크로필름 1만여 건이 열람되었고, 종이 복사 370여 건 12만여 매, 이미지 복제 400여건 69

만여 매가 제공되었습니다. 규장각 소장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을 비롯하여 총 26개 기관에 

94종 109책이 대여되었습니다.

정명환교수 기증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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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창립기념 특별전

금요시민강좌 

공개강좌

국제한국학센터 여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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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2019 규장각 창립기념 특별전 ‘인간정조 군주정조’

10월 31일 조선시대 정조의 규장각 창립을 기념하는 특별전의 개막식을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님을 비롯하여 여러 손님께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규장각은 정조(正祖)의 지휘 하에 편찬된 어정서(御定書)와 명찬서(命撰書)를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정조의 손길이 닿은 책들을 바탕으로 그의 인간적 면모와 학자군주로서의 

업적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정조는 왕가의 계승자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불행한 가족사를 겪었고, 동궁(東宮)이 된 이후

로는 학문적 수양에 누구보다 힘쓰면서 여러 정치적 난관을 극복한 끝에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영조(英祖)가 세운 군사(君師), 곧 학문적 스승을 겸하는 임금의 위상을 이어받아 

한층 정교한 탕평정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여 18세기 조선의 중흥기를 이끈 임금으로 오늘날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조의 치세는 그가 규장각에서 키운 사대부들의 역량이 한껏 발휘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세운 뜻이 각신(閣臣)들과 경전과 역사를 토론하며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알아 

보는 데에 있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의 삶과 관련된 문헌들이 한글로 번역되어 

지방에서 널리 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수많은 냇물에 비치는 달과 같은 군주가 되고 싶어 

했던 정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규장각 창립기념 특별전 전시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8일까지입

니다. 1월 28일부터는 전시품을 일부 교체하고 상설전으로 전시를 지속합니다.  

교육· 전시

2017년 이후의 규장각 전시는 규장각역사문화콘

텐츠의 온라인전시실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kyudb.snu.ac.kr/content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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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금요시민강좌 : 규범과 일탈로 보는 한국의 역사문화, 조선의 책 이야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2008년 9월부터 관악구청과의 학관협력사업으로 ‘규장각 금요시민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매학기 새로운 주제의 인문 대중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장각 금요시민

강좌에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학의 여러 분야에 관한 강좌를 운영하며 전문 연구자들이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관악 구민 및 일반 시민들이 수강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22기와 23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제 22기의 강의주제는 “규범과 일탈로 보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삶의 양식을 지배하

는 규범이 있습니다. 규범은 인간의 외면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규율하는 삶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규범에 대한 일탈이 됩니다. 규범과 일탈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 특히 역사 속 인간의 삶이란 규범에의 지향과 일탈로의 경사가 어우

러진 복잡한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기 강좌에서는 조선 초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나타

났던 규범과 일탈의 여러 양상을 법과 예, 종교, 분쟁과 살인, 근대의 감옥, 연애 등의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실마리 삼아 우리 역사와 문화의 세세한 모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금요시민강좌 제 23기의 강의주제는 “조선의 책이야기”였습니다. 한 권의 책에는 작자가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의 질서가 담겨 있고, 그 이상은 출판이나 필사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세상이 공유하는 

지식이 됩니다. 책에는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제 23기 강좌에서는 조선시대와 

근대의 책에 얽힌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책의 편찬에 담긴 작자·편자의 이상, 책이 간행, 유통

되는 방식과 과정, 그리고 독자의 책읽기와 활용 과정 등 세세한 주제를 살피어 우리 역사와 문화의 

세세한 모습을 더 깊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차 일시 강좌 제목 강사명 (소속)

1 3월 15일 법과 재판, 필요악(必要惡)인가? 정긍식(서울대)

2 3월 22일 나라의 교화서, 집안의 가훈서 정호훈(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3월 29일 염라대왕과 불교신앙 : 사후에도 지속되는 한국인의 규범 민순의(서울대)

4 4월 5일 옥황상제와 도교신앙 김지현(서울대)

5 4월 12일 산송(山訟)의 복잡한 속사정 김선경(규장각한국학연구원)

6 4월 19일 조선의 상속 분쟁 : 갈등의 이유와 해결 논리 문숙자(서울대)

7 4월 26일 100년 전 살인사건: 검안(檢案), 그 ‘예외적 일상’의 기록 김호(경인교대)

8 5월 3일 김부인은 왜 열녀가 되었을까? : 열녀의 죽음을 보는 세 가지 시각 황재문(규장각한국학연구원)

9 5월 10일 고통스런 조선 민중의 아우성, 의적(義賊)의 역사 윤대원(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 5월 17일 가지사(假志士)와 신사상(新思想) 노관범(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 5월 24일 근대의 사교(邪敎) ‘백백교’와 실화소설 <금은탑> 김미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 5월 31일 식민지 근대감옥과 일탈 박경목(서대문형무소역사관)

13 6월 7일 연애, 근대적 사랑의 이념과 경험 김지영(대구가톨릭대)

<제 2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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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주차 일시 강좌 제목 강사명 (소속)

1 9월 20일 훈민정음 이현희(서울대)

2 9월 27일 동문선 구슬아(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10월 4일 조선의 불교, 불교서적 손성필(한국고전번역원)

4 10월 11일 조선의 활자인쇄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5 10월 18일 방목(榜目)의 진화 박현순(규장각한국학연구원)

6 10월 25일 문집 오세현(경상대)

7 11월 1일 사소절(士小節), 서족의 눈으로 고민한 세상살이 정호훈(규장각한국학연구원)

8 11월 8일 택리지와 국토의 평론 안대회(성균관대)

9 11월 15일 책을 만든 장인들의 세계 조계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 11월 22일 임원경제지, 생활지식의 집대성과 일상의 개혁 정명현(임원경제연구소)

11 11월 29일 족보, 화이트리스트인가, 블랙리스트인가 권기석(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 12월 6일 징비록 김시덕(규장각한국학연구원)

13 12월 13일 검열과 검서 장신(역사문제연구소)

<제 23기>

공개강좌 : 초서, 고문서, 유학한문, 불교한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학술교육부 주관 하에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초서, 고문서, 유학한문, 

불교한문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좌이며, 일 년에 두 차례 개설

합니다. 2019년에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네 개의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과  목 강  사 교      재

초서기초학습 최형보 「백운초결가」, 「초천자」

고문서 강독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편집)

유학한문강좌 박정철 「논어」(내각본-무표점본)

불교한문강좌 박해당 중국불교 및 한국불교 찬술 문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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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제 7회 한문워크숍

중급
1주차: 한국의 명문 황재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주차: 조선의 문화 정호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초급 이영주 (중문학과)

국제한국학센터 여름학교

국제한국학센터는 2007년부터 여름방학 중 3주동안  세계 각국의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

으로 여름학교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의 여러 한국학 분야 교수님들의 

강의, 학생들의 토론 및 발표, 현장 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제13회 여름학교와 

제7회 한문워크숍을 열었으며, 총 10개국 2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제 13회 여름학교 

강의 주제 담당교수

한국 고전문학의 세계 정병설 (국어국문학과)

조선 후기의 기록문화와 규장각 건립 조계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후기 부계 질서의 구축과 균열: 호적대장 속의 여성들 정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시대의 한류 : 새로운 쟁점들 홍석경 (언론정보학과)

[답사] 외규장각의 기록물 보존과 『외규장각형지안』의 특징 조계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인의 종교문화: 죽음과 죽음 의례 최종성 (종교학과)

Unscattering Korean Melodies 조세린 (배재대학교 교양교육부)

“중국의 과학 vs 한국의 과학” 한국 과학의 독자성에 대한 믿음과 그 변화 임종태 (화학부)

동인지 『창조』의 문화사적 의미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한 한국사 연구 정요근 (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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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및 보존사업

수리복원과 모사 제작 사업

해외 선진 보존수리 기술 조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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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보존



목차로 이동

자료관리 및 보존

정보자료관리부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의 보존·관리 및 열람, 학술연구 지원, 한국학 관련 

각종 문헌정보의 수집·기증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을 2011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017년에 기증 받은 간재 종택 고문서에 대한 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간재 종택 고문서의 

서지 사항과 물리적 형태 정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편 고서·고문서 자료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해 장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1차 

년도 계획에 따라 제1서고 장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제2~5서고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입

니다. 정보자료관리부는 장서 점검과 함께 고문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웹 표준 기반의 고문헌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업무용 서버를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의 일환으로 소장 문화재 대체본 제작 사업과 실록의 원형 복제 사업, 

목판인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족산사고본 실록 중 세종실록 15책 538매의 복제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귀중도서 중에서는 십칠사찬고금통요 등 10종 12책을 선정하여 제작하고 있습

니다. 또 목판인출 사업으로  곤여전도(보물 제882호) 목판의 누락 부분인 1장 2면(지도의 주기 부

분)을 새로 제작하고 완질본으로 보완 및 인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보자료관리부는 매년 한 해의 사업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며, 유관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 해의 사업을 정리하고 보완하며, 문화재 수리 복원 및 보존 관리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보존

곤여전도 인출 채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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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03

수리복원과 모사 제작 사업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와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을 시행하여 승정원일기 12점, 조선왕조의궤 

3점 등 총 15책을 수리복원하였습니다. 또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책 중 사료적 가치가 큰 30책 

및 회화 1점을 대상으로, 상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보존 수리, 장황·굵게말이축· 보관함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 대상목록
연번 지정번호 자료명 청구기호 범위

1

국보 
제 303호

승정원
일기

규 
12788 

v.300

수리복원

2 v.327

3 v.332

4 v.611

5 v.617

6 v.625

7 v.636

8 v.642

9 v.663

10 v.668

11 v.673

12  v.1135

13

보물 제 1901-1
호

조성
왕조의궤

 규 14004

14  규 14901

15  규 15073

총 2종 15책

또한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유일본 고지도인 서북계도(西北界圖), 관서총도(關西摠圖), 송광사사

적(松廣寺事蹟)을 대상으로, 재료 및 안료 분석, 지명 연구 등을 거쳐 원형 모사본 제작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자료관리부가 발행하는 사업 결과 보고서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1 02

서북계도(西北界圖) 古 4709 89 v.1-6 01

관서총도(關西摠圖) 古軸 4709 28 02

송광사사적(松廣寺事蹟) 奎 1032903

14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NEWSLETTER



목차로 이동

연번 자료명 청구기호 매수 과업 범위

1

경상도 양산군 
복재어곡산이속육상궁절 규 18727 철장

수리복원
수개타량어람성책

2 현행법률수수조초 규 20248 선장

3 두모경 규 25042 첩장 수리복원 및 
보관상자 제작4 두모경 규 25043 첩장

5 신편고금사문류취 규고 546 v.1 선장
수리복원

6 신편고금사문류취 규고 546 v.2 선장

7 고려사절요 규고 876 v.1 선장

수리복원 및 
포갑 제작

8 고려사절요 규고 876 v.2 선장

9 고려사절요 규고 876 v.3 선장

10 고려사절요 규고 876 v.4 선장

11 고려사절요 규고 876 v.5 선장

12 고려사절요 규고 876 v.6 선장

13 고려사절요 규고 876 v.7 선장

14 의학회해 의대 45 v.1 선장

수리복원 및 
포갑제작 

15 의학회해 의대 45 v.2 선장

16 의학회해 의대 45 v.3 선장

17 의학회해 의대 45 v.4 선장

18 의학회해 의대 45 v.5 첩장

19 의학회해 의대 45 v.6 선장

20 의학회해 의대 45 v.7 선장

21 의학회해 의대 45 v.8 선장

22 상산지 고 4790-31 v.1 선장

수리복원

23 상산지 고 4790-31 v.2 선장

24 시헌서 고 7300-15 v.5 선장

25 협길통의 규 2827 v.4 선장

26 효헌윤(세기)공신도비명 규 12314 v.2 첩

27 수진궁별치책 규 19106 v.1 선장

28 동국세보 규 7549 v.1 선장

29 감대청계첩 규 9743 첩

30 여지도 고 4709 68 v.4 선장

31 신익상초상 규고 794 족자　
수리복원, 굵게말이축 

및 보관상자 제작

총 31점 (고도서 30책, 회화자료 1점)

고문헌 수리복원 

대상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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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11.16 (토) 인천 비엔나 출국

11.18 (월)
비엔나 
대학교  
도서관

· 열람실 및 서고 관리 
시스템 조사

· 고문헌실 소장 자료  
실견 및 관리 조사

·디지털화 정책 조사

·   열람실 및  
서고

·고문헌실
· 디지털 매체

화실

11.19 (화)
오스트리아
민속박물관

· 사진자료 서고 및 보존환경 
조사

· 바이오루미네선스를 통한 
예방보존 및 자료관리 조사

열람실 
및 서고

11.20 (수)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 구리이온에 의해 열화된  
고서적의 보존처리 방법에 
대한 조사

· 서양책의 장책 방법 및 보존
방향에 대한 조사

보존
처리실

11.21(목) 

비엔나 
예술대학교

· 예술품 분석기기 및  
방법 조사

·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Institute 
for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for Arts

비엔나 
예술대학교

· 수리복원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조사

· 수리복원 교육과정 및 인재 
양성 과정에 대한 조사

Institute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11.22 (금)
비엔나

시립도서관
· 열람시스템 및 열람환경

11.23 (토) 비엔나 출발

11.24 (일) 인천 귀국

해외 선진 보존수리 기술 조사 활동

보존 선진국의 고문헌 보존 기술 조사를 통한 보존처리 기술 동향 파악,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 

기타 교유 및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9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7박 9일 동안 오스트리

아의 5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해외 방문에는 정원재 부원장을 비롯하여 강문식, 장신문, 

이혜윤, 우정훈, 서지연 등 6분이 참여하였습니다.

비엔나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서고와 열람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엔나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은 19세기에 들여온 가구, 램프 등을 그대로 보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양을 바꾸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1756년 이전자료 및 1777년 마리아 테레지아 수집

자료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고문헌 및 기타 다양한 자료들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별 주요 방문 기관 

및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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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오스트리아 민속박물관은 1917년에 민속 협회로 시작하여 1994년에 박물관으로 변경되었습

니다. 1930-1950년대 개인사진을 통해 나치에 의한 개인 삶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민속 박물관은 공조시스템 없이 온습도 관리를 하고 있고, 

바이오루미네선스(bioluminescence) 방법을 통하여 자료의 미생물 양을 측정하고 그에 맞는 

습도조절 분리보관 및 클리닝 진행을 통해 보존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서는 구리안료에 의해 열화된 고문헌의 보존처리 방식과 서양 고서적 

제본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리안료에 의해 열화된 책은 착화합물형성제

(complexing agent)와 산화억제제(antioxidant)를 함께 섞어 보존처리한다고 합니다. 또 구리

이온에 의해 산화된 종이에 대해서는 얇은 한지를 이용하여 보강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01 02

사진자료 서고01

바이오루미네선스 측정과정02

01

04

02

05

지도의 보존처리 01

양지의 제본05

보존처리 사례_구리이온에 의해 열화된 책01

중성종이커버 만들기04

중성종이커버 만들기03

양지의 제본06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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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그밖에도 비엔나 예술대학, 비엔나 시립도서관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연구 주제와 

분석 장비, 실제 수리복원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01 02

03 04

05 06

보존처리 중인 작품01

비엔나시립도서관 내부05

비엔나 예술대학에서 보존처리 중인 작품(표백처리)01

보존처리 중인 작품 – 동양 종이등갓04

보존처리중인 작품 – 가족 앨범03

시립도서관 내부 잡지 진열대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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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개편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신규자료

20

21

정보화



목차로 이동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개편

규장각 소장 자료의 인터넷 서비스를 새로 개편하여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http://kyudb.

snu.ac.kr/)로 통합합니다.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규장각 인터넷 홈페

이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원문검색서비스 웹사이트는 기존에 e-규장각에서 제공하였던 모든 자료를 옮겨놓았

으며, 2019년에 신규로 구축한 자료들 역시 함께 서비스합니다. 원문검색서비스에서는 번거로운 

설치 과정 없이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이미지와 텍스트, 서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이미지뷰어

에서 원문 전체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료별로 URL 

주소와 서지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마이페이지에서 자주 이용하는 자료들을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문검색서비스 웹사이트의 새로운 기능들은 홈페이지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고, 사이트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학술교육부 정보화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규장각 원문검색 서비스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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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신규 자료

학술교육부 정보화팀은 규장각 소장 자료 가운데 학술적 가치와 대중적 관심이 높은 자료들을 선별

하여 자료 이미지와 텍스트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규장각 내 

여러 연구팀과 담당자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많은 자료를 새로 구축하고 2020년 1월부터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국가 기록물인 등록류 481종 1,148책의 이미지가 새로 구축되었습니다. 1787년부터 

1891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친 연속된 기록을 제공하는 『결속색등록』(奎12928) 등 61종 297책은 

원문 텍스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고도서-등록류 항목에서 문서 작성 관청과 시기별로 분류된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규장각에 소장된 문집 가운데 아직 널리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선별

하여 ‘선본문집총서’로 제공합니다. “규장각 소장 집부도서 조사사업팀”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선정한 418종의 이미지를 고도서-선본문집총서 항목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대한제국기의 기록인 근대정부기록류 569종 2,226책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일부 자료에 

한해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팀”에서 작성한 상세목차도 함께 제공하여 문서별 기초정보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문서이용 고도화사업팀”에서 간행하는 『고문서』 1~58책에 수록된 

고문서 이미지와 텍스트도 서비스합니다. 기존에 구축한 1~25책 외에 26~58책에 수록된 문서 

내용을 추가하여 전체 문서를 다양한 분류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검안을 포함한 조선시대 사법자료 

985종 1,194책의 이미지 역시 2019년에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과의 

협약을 통해 작성한 규장각 소장 불서류 목록을 활용하여 신규로 구축한 987책의 이미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새로 서비스하는 자료 전체 목록은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결속색등록(규 12928)01

001a면 이미지 02

텍스트03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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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자료총서

우리고전총서, 한국학자료총서

학술지 - 규장각, 한국학서울저널, 한국문화 

23

23

24

출판



목차로 이동

출판 규장각자료총서: 「규장각도서장서인보」 「의역주팔세보」  「고문서」 발간

규장각 소장 자료 중 중요 자료를 선정하여 매년 영인·출판하는 규장각자료총서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발간되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예술편으로 『규장각도서장서인보』 2책, 계보편으로 『의역주팔세보』 외 2책, 경기도 토지

문건을 정리한 『고문서』 3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이중 『규장각장서인보』는 조선 왕실의 국왕인, 관인

과 더불어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문인 300여명의 인장을 집성한 대작으로 조선시대 전각 예술

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학 제 분야의 연구에서 필수적인 공구서가 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규장각자료총서는 지하 1층 전시실(☎02-880-6030)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출간 규장각자료총서

우리고전총서, 한국학자료총서 

 ‘규장각 새로 읽는 우리 고전 총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대우재단의 공동 기획으로 출간된 책의  

시리즈입니다. 고전의 원문, 번역 및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홍대용 저 문중양 역해의 

 『의산문답: 천지와 인물에 대한 일탈적 우화』와 정조 명찬 이숙인 역해의『오륜행실도: 그림과 이야기로 

배우는 사람답게 사는 법』, 비편사 편, 조영준·최주희 역해의 『공폐』, 이규보 저, 조현설 역해의 

『동명왕편』 이 간행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학자료총서’는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학장기기초사업의 성과로 출간된 

책의 시리즈입니다. 2019년에는 『18세기 통신사 필담1- 1771·1719년』이 출판되었습니다. 

의산문답01

오륜행실도02

공폐03

동명왕편04

18세기 통신사 필담105

05040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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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규장각 

학술지 『규장각』은 1976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2019년 12월 제55집이 발행되었습니다. 

『규장각』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등재학술지로서 규장각 소장 자료 및 일반 전근대 문헌에 

관한 학술논문을 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6월과 12월 두 차례 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규장각』에 수록된 논문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규장각』 제54집 수록 논문 『규장각』 제55집 수록 논문

이종묵, 

「정조의 고굉지신 김종수」

김성실, 

「성학십도 제6도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의 

판본ㆍ방위문제와 감정이해방식에 관한 연구」

박철민, 

「무신자본 『노걸대언해』의 선본과 교정 고찰」

노인환, 

「조선 후기 인신 개조와 문서 행정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

장 『인신등록』을 중심으로」

박성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경리원가고건』의 편철 양상과 내

장원의 역둔토문서 분류체계」

구슬아ㆍ우나영ㆍ김은슬ㆍ서진원ㆍ조성열, 

「규장각 소장 경부 자료 목록ㆍ해제 정리사업의 경과(1) 

–2018년도 사업결과를 중심으로」

심규식,

 「『대순신서(大順新書)』에 드러난 침대윤의 

   군정 개혁 의식과 그 한계」

조계영,

 「영조 연간 승정원일기의 개수와 일기청 운영의 실상」

최주희,

 「조선후기 왕세자 상장례의 절차와 지출구조」

민회수, 

「갑오개혁 이전 조선의 황제국 용어 사용」

원고 투고 및 문의

남윤혜,  T. 02-880-5827 

 E. kyujg@snu.ac.kr

한국학서울저널

한국학서울저널(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은 1년 2회(6월, 12월) 영어로 발행하는 학

술지입니다. KCI (Korea Citation Index/한국연구재단 운영), Scopus (/Elsvier사 운영), ESCI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Clarivate Analytics사 운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문학, 종교, 예술 등 한국학 분야의 원고를 모집하고,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 학자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Volume 32, Contents

Theme Issue: Bridging Korea, Old and New
Javier Cha. Guest Editor’s Introduction
Mark E. Byington, Development of Social Complexity and First Generation States in the Korea-
Manchuria Region
Javier Cha, To Build a Centralizing Regime: Yangban Aristocracy and Medieval Patrimonialism
John S. Lee, The Rise of the Brokered State: Situating Administrative Expansion in Chosŏn Korea
Holly Stephens, Three Reforming Regimes? Modernity and the Fiscal State in Modern Korean 
History

Articles
Richard D. McBride II, Ŭisang's Vow Texts: Koryŏ-period Imaginaire of Silla Hwaŏm Buddhism on 
the Ground?
Hyung Wook Park, Bodies and Viruses: Biomedicalizing Hepatitis B in Shaping South Korea’s 
Nationhood

Book Note

원고 투고 및 문의

금희경,  T. 02-880-9378

 E. seoul.journ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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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한국문화

『한국문화』는 1980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2020년 현재 88집에 이르렀습니다. 한국문화는 

문·사·철  분야는 물론 미술사학, 국악학, 건축학, 종교학, 서지학 등 한국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 한국학 학술지입니다. 한국문화는 2007년 1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이후 1년에 4회 간행하고 있습니다.

호 수 구 성

제 85호
2019/3/31 

발행

[일반논문] 

서진영,  ‘경계성(liminality)’의 표지와 시의 인식론적 지평

박주선,  근친혼을 통해 본 내물왕 직계의 권력 장악과 지증왕 계보 전승

이민우,  세종대 공법 제정에서 면세 조항에 대한 검토

구열회,  숙종~영조시기 삼남 등의 방어 체제 정비와 변화

조계영,  조선 후기의 왕릉 봉안 서책과 원릉의 특징

윤석호,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보유본] 두주의 내용 분석

김덕헌,  고종 친정 초기 지방관 임용과 당파 정치 

이현진,  고종비 명성왕후/황후 장례절차의 정체성

김경래,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의 『한국정쟁지』와 조선시대 정치사

[서평] 

최정화,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는 어떻게 조선인들의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욕구를 충족시켰는가? 

- You Jae Lee, 2017 Koloniale Zivilgemeinschaft: Alltag und Lebensweise der Christen  

   in Korea (1894-1954), Campus - 

제 86호
2019/6/30 

발행

[일반논문]

박희병·박희수, 조선시대 중국 파견 사신의 총칭 문제

권도경,  부산 <장산국(萇山國) 설화>에 나타난 <장산국신화> 전변과정과 건국신화적 성격

서정화,  첨성대 축조 의의 일고찰 

전덕재,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의 원전과 찬술에 대한 고찰

최종석,  고려후기 배표례(拜表禮)의 창출·존속과 몽골 임팩트

한승현,  조선 후기 명 유민 우대책과 제남 왕씨의 관직진출

나영훈,  규장각 소장 ‘선생안’의 현황과 자료적 가치

최인실,  『와유록』의 「사대부가거처」, 「택리지」의 원본인가

김성희,  『1872년 군현지도』 중 경기도 지도의 성격

제 87호
2019/9/30 

발행

[일반논문]

이준환,  19세기, 20세기 초 한어 학습서의 구성과 화음에 대하여

이지영,  1681년 박상한 기우제문 사건을 통해 본 청주의 사족 갈등

정동훈,  선덕제의 말과 글

최종석,  가마를 탈 것인가 말을 탈 것인가? 조서와 칙서를 함께 맞이할 것인가 별도로 맞이할 것인가?

최주희,  조선후기 왕실관련 연구 동향과 과제

임성수,  17~18세기 과세지 확대와 궁방전 규제 강화

박성준,  19세기 말~20세기 초 궁방전 지주경영의 또 다른 양상 

심재우,  1801년 천주교 유배인의 현황과 유배지에서의 삶

김윤정,  성재 유중교의 예 실천과 「방상의절」

노관범,  ‘개화와 수구’는 언제 일어났는가?

정상우,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경향

신재준,  1965-66년, 박정희 정부의 청구권자금 사용구상과 대일교섭

제 88호
2019/12 
발행예정

[특집]

이승민, 송 사신의 개경 유관(游觀)과 고려의 외교적 활용

구도영, 조선 전기 대명 사신의 북경 '관광' 탄생과 외교적 의미

이명제, 강희 연간(1661~1722) 청사의 조선 사행과 조선 인식- 규서와 아극돈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정병설, 한국 대학출판부 설립사 재론 - 서울대학교출판부를 중심으로

노관범, 한국통사로 보는 '실학'의 지식사 시론

정훈식, 박지원의 고동서화(古董書畫) 인식과 감상지학

윤경진, 고려말 동북면 영토개척과 영토의식 - 공험진 두만강북설의 출현 배경

김우진, 1693년 숙종의 개성 행차와 의미

윤대원, 한말 ‘입헌정체’ 논의와 ‘민주공화’의 의미

원고 투고 및 문의

윤민경, T. 02-880-4034  

 E. hangukmunhw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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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조사사업

고문서이용 고도화 사업, 

규장각소장 자료목록 해제 정리사업

기획연구부 연구사업

27

28

29

학술연구 
사업



목차로 이동

학술연구 사업 집부도서 조사사업:“선본문집” 400여종 발굴 및 공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소장 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국학 연구자에게 양질의 서지 정보

와 원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업 중 하나가 2013년부터 수행된 

“집부도서 조사사업”(舊 귀중본도서 조사사업)입니다. 집부도서 조사사업(연구책임자:김수진)은 

규장각에 소장된 집부, 즉 문집류 약 10,000 여건을 전수 조사해 정확한 서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장서인자료집과 선본문집총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약 10여 년간 진행되는 집부사업의 중간 결과로 2019년에는 “선본문집” 400여종의 공개를 완수

하였습니다. 선본문집총서의 원문 이미지를 전산화하여 규장각홈페이지에서 그 원본 자료를 무상

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선본문집총서에는 인조 연간 이전에 출판된 고간본을 비롯해 

규장각에만 소장된 유일본, 저자의 친필본과 초고본 문집이 대거 망라되어 있어, 한국학 제 분야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이 기대됩니다. 선본문집의 선정 방식과 그 목록은 「규장각 소장  

집부 도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3」(「규장각」52)에 밝혀져 있으며, 선본문집의 발굴과 공개는 

집부사업의 연구 결과가 누적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될 계획입니다.

자료이용 방법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 → 

「고도서」 → 「선본문집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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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고문서이용 고도화 사업: 『고문서』 간행과 목록 정리 사업

고문서 이용 고도화 사업(연구책임자:이민우)에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고문서 자료군을 체

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간행하는 작업을 1985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초에는 

경기도 장단, 적성, 죽산, 지평, 진위, 통진, 파주 지역의 토지 문기 1,518건을 정리하여 『고문서』 

56·57·58집에 수록· 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0년 초 간행 예정인 『고문서』 59집 수록 

분량으로 경기도 파주, 포천, 풍덕 지역의 토지 문기 517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 현재 고문서 이용 고도화 사업팀은 규장각 소장 고문서 중 60%에 해당하는 토지 문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분류하였던 토지문기 중 경기 지역에 대한 재분류 작업은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남은 토지 문기들의 분류 정확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흩어져 있는 탈초 원고들을 청구번호 순으로 배열하여 

분류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산 입력·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장각 소장 자료 목록·해제 정리사업

규장각 소장 자료 목록·해제 정리사업(연구책임자:구슬아)은 지난 2017년 3월, 서울대학교 보유 

국유재산 위탁관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발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규장각 소장 경부(經部) 도서 목록의 재정비와 경부 해제의 보완, 「규장각경부종합

목록」(가제) 발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7년에는 경부의 총경류(總經類) 

도서를 조사하였고, 2018년에는 육경류와 사서류를 조사하였으며 2019년에는 소학류(小學類) 

자서(字書)를 조사·정리하였습니다. 연 평균 1,400건의 상세서지 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2020년부터는 1단계 4년차로, 소학류 운서(韻書) 등의 상세서지 조사 작업을 계속할 예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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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기획연구부 연구사업 

기획연구부는 한국학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 과제의 기획, 수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공동연구사업은 3건, 개인연구사업은 7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여 2009년부터 10년 간 진행되어 온 장기공동연구사업인 ‘한국학기초

자료사업’과 ‘「한국현대사와 군」 구술채록사업’은 2019년 2월, 3월에 각각 종료되었습니다. 

유형 협약기관 (사업명)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공동

연구

사업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사업)
정준영 한국전쟁과 지식·심리·제도의 관계 연구

경북 의성 조문국 박물관 김경숙 규장각 소장 의성 관련 자료 조사·정리 위탁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사업) 
정준영 사립전문학교와 한국 대학의 사적 기원: 제도, 학문, 국제비교

개인

연구

사업

수원화성박물관 정호훈 2019 수원화성박물관 소장유물 국역 및 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총서사업) 
조계영 조선 후기 선원각의 제도와 운영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김지영 예교의 가늠자: 조선시대 지리지 풍속조 연구

김종수 조선시대 관현맹인의 존재 양상

이숙인 의례와 담론: 조상 제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변천

한국연구재단

(박사후국내연수사업)

옥나영 『오대진언』 간행을 통해 본 다라니 신앙의 사상사적 의미

유순영 집옥재 소장 서화‧금석 자료와 고종대 문화변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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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신규장각 자료 구축 사업

국제한국학센터 펠로/그랜트

31

34

연구지원 
사업



목차로 이동

연구지원 사업 21세기 신규장각 자료 구축 사업

2019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21세기 신규장각사업과 국제한국학센터의 연구지원 사업을 운영하였

습니다.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에서는 한국학 연구의 심화·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한국학 제분야의 연구, 집중클러스터, 집담회, 학술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연구용역 11과제, 한국학 연구논문 3과제, 집중 클러스터 4팀, 중소규모 집담회 12팀, 학술

대회 10개, 신진학자 5명을 선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기초자료 구축) 
순번 구분 과제명 소속 성명

1 지정(1년) ≪유원총보≫ 역주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이영주

2 자유(1년)
규장각 소장 조선 초기 간행 
『법화경』의 음독구결 역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황선엽

3 자유(1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역둔토성책 
심화 해제-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김건태

4 자유(1년)
규장각 소장 대동사목류총집·역주(Ⅳ): 『강원· 

해서청사례·『부공잉색식례』의 번역 및 주석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송양섭

연구용역

(한국학 저술) 
순번 구분 과제명 소속 성명

1 3년 한국 정당사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2 2년
버치문서를 통해 본 미군정 시기 

한국의 정치와 사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균

3 2년 해방과 점령의 사회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정용욱

4 2년 이광수와 한국문학의 현대성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방민호

5 1년 통역과 역관
수원

여자대학교
정승혜

6 1년
전환기의 시가문학: 

근대전환기 한국 시가의 대응과 변모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해숙

7 1년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한국 고대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권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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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한국학 연구논문
번호 과제명 소속 성명

1 윤동주와 함북 방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승철

2
새 금보 『남훈구보』의 특징과 

자료적 가치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임재욱

3
식민지 투어리즘이 구축한 압록강 국경도시의 

장소성과 월경(越境) 경험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조정우

집중 클러스터
번호 과제명 소속 성명

1 친족집단 연구를 통해 본 조선의 국가-사회 관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2 조선후기 자연학 담론과 『보만재총서』
경희대학교 

사학과
구만옥

3 『계서잡록』의 교감·번역·주석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임형택

4
조선후기 비변사의 운영과 관방제 정비에 관한 기초 

연구-관방요람(關防要覽) 분석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충남지역문화연구소
이철성

중소규모 집담회
번호 유형 과제명 소속 성명

1 강독 『수진궁등록(壽進宮謄錄)』강독(탈초·정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조영준

2 강독
〈영남사료연구회〉경산지역 사료 강독(2) 

- 규장각 소장《玉山文牒》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병훈

3 강독 규장각 소장 《상서고문소증》 교감 및 역주 태동고전연구소 김만일

4 강독 규장각 소장 한국 고전 강독과 학문 후속세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철원

5 강독 『이재난고(頤齋亂藁)』 강독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김경래

6 강독
『주례』 번역 강독– 규장각 소장 

『찬도호주주례』 등 참조
서울대학교 

법제사 강독모임
정긍식

7 강독 『두율분류(杜律分類)』 강독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종묵

8 세미나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연구과제 

고찰을 위한 역사학 콜로키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문중양

9 세미나 식민지기 북한 지역의 ‘개발’과 지역사회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정태헌

10 세미나
2019년 조선시대 지성사 세미나 

– 예교와 예치로 본 조선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김호

11 세미나 고려불교의 사찰문화와 물질
서울대학교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Vermeersch 
Sem A.C.

12 세미나
박종홍을 통해 읽는 한국의 근대: 
식민지 지식인으로 박종홍 읽기

서울대학교 인문
학연구원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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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한국학 학술대회
번호 유형 대회명 주관학회 성명

1 국제 국어학회 60년, 세계로! 미래로! 국어학회 장소원

2 국내 백제학 관련 국내 신진연구자 발표회 백제학회 권오영

3 국내
제3지대의 '정동': 

탈-전형의 미학과 내부의 메타언어
한국현대문학회 신범순

4 국내 북한 언어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방언학회 정승철

5 국내 ‘가까운 과거'의 민속학 한국민속학회 강정원

6 국내 한국사상사와 콘텍스트 한국사상사학회 도현철

7 국내 유성룡의 『징비록』과 한국 전쟁기록의 신지평 진단학회 강석화

8 국내 중세 한국 사신의 외국 관광과 그 서사 한국역사연구회 이진한

9 국내 동아시아불교와 고려대장경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남동신

10 국내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국경과 국적: 

국민의 형성과 '국적법'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김형종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번호 연구과제명 소속 성명

1 조선시대 소설에 나타난 복수(復讐)의 의미 서울대학교 고은임

2
개항 전후 신헌의 시무개혁론 연구 

규장각 소장자료 《신대장군집》(古3428-339) 중 
《금당시문합고》(8·9책)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보람

3 정조대 『국조오례통편』 편찬과 정치적 성격
한국학중앙

연구원
박수정

4 20세기 초엽 한·중 관계의 변화와  간도 한인 사회 서울대학교 임찬혁

5 규장각본 《서상기(西廂記)》의 번역 연구 서울대학교 왕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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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국제한국학센터 펠로/그랜트

국제한국학센터는 펠로, 주니어펠로, 장서이용그랜트, KFAS펠로, 방문학생 등 해외 대학의 내·

외국인 한국학 연구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연구자 17명을 선발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또 서울대학교의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 및 해외 한국학계와의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SNU 한국학 대학원생 해외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6명의 대학원생을 지원하

였습니다

유형 이름 소속 연구주제 연구기간

펠로

(4명)

타드 헨리
Henry, Todd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 
UC San Diego

Historicizing the Sexual Sciences in Cold War South Korea, 1948-1993
2019. 01. 03. ~
2019. 12. 31. 

이향아
Lee, Hyang-A

캠브리지대학  
University of Cambridge

공동묘지와 근현대 서울 도시공간의 생산
2019. 03. 01. ~
2019. 08. 31. 

임다영
Lim, Da Yong

동경대학  
University of Tokyo

조선 운서의 한자음 표기 고찰
2019. 06. 01. ~
2019. 11. 30. 

사카이  마사요 
酒井雅代

나고야대학 
Nagoya  University

근세에서근대로―근세조일외교시스템의“종언”
2019. 07. 01. ~
2020. 06. 30. 

주니어 

펠로

(9명)

이연주
Lee, Yeonju

영국 런던대학 
University of London

Construction of Nationalism in Korean New Religions Post-Liberation
2019. 03. 01. ~
2019. 08. 31. 

미사토 다나카
田中美彩都

일본 규슈대학
 Kyushu University

근대 조선에서의 「유교적」 가족제도의 전개: 양자제도를 중심으로
2019. 04. 01. ~
2020. 03. 31. 

이자벨라 유카스
Jukas, Isabella

독일 튀빙겐대학 
University of Tuebingen

North Korea - Forging Connections in the Global South
2019. 04. 01. ~
2019. 09. 30. 

린정요우 
林政佑

일본 교토대학 
Kyoto University

식민지 대만 및 조선의 감옥에 관한 고찰
2019. 04. 01. ~
2019. 09. 29. 

즈쥔 런
Ren, Zhijun

미국 위스콘신대학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Writing the Empire, Writing Self: 
The Production of Knowledge and Imagination in Yonhaengnok

2019. 07. 08. ~
2019. 12. 31. 

박서현
Park, Seohyun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Merging Colonial Infrastructure and Cold War Geopolitics: Water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after the Korean War

2019. 07. 01. ~
2019. 12. 31. 

김지원
Kim, Jeewon

미국 컬럼비아대학 
Columbia University

Decolonizing the Brush: The Problematics of "Japanese Color" in 
Korean Modern Painting

2019. 09. 01. ~
2020. 02. 29. 

신지현
Shin, Jihyun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UBC

Gendering Capitalism: Rationalizing the Pursuit of Money-Making in 
South Korea, 1961-1979

2019. 09. 01. ~
2020. 02. 29. 

권성연
Kwon, Vicki Sung-yeon

캐나다 앨버타대학 
University of Alberta

Reversing the Route of Labour Migration: Mixrice’s Return, 2006
2019. 09. 01. ~
2020. 04. 30. 

장서이용

그랜트

(4명)

리홍군 
李红军

중국 연변대학 
Yanbian University

한중 성리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연구
2019. 01. 21. ~
2019. 02. 20. 

진시앙후아
金香花

중국 요녕대학 
Liaoning University

동아시아 유학의 시야에서 바라본 조선유학 - 나흠순의 수용을 중심으로
2019. 01. 28. ~
2019. 02. 27. 

김봉준
Kim, Bongjun

대만 국립대만대학 
National Taiwan University

조약과 장정으로 보는 근대동아시아 국가관계
Modern East AsianI nternational Relations as Analys is of the Treaties and Regulations

2019. 09. 02. ~
2019. 10. 01. 

리푸이탁
李培德

중국 홍콩대학 
University of Hong Kong

Networks and Culture: Chinese Merchants in Korea, 1870s-1930s
2019. 10. 17. ~
201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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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유형 이름 소속 연구주제 연구기간

KFAS 

펠로

(5명) 

푸수란
傅舒兰

중국 절강대학 
Zhenjang Uinversity

Influences in Planning History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during the 19th to 20th century

2018. 09. 01. ~
2019. 08. 31. 

쑨지우룽
孙久龙

중국 길림대학 
Jilin University

A Comparative Study on the Ministry of Rites (禮部)
beteen Jin(金) Dynasty and Koryo Dynasty

2019. 03. 01. ~
2019. 08. 31. 

리우시웅웨이
刘熊伟

중국 길림대학 
Jilin University

A Study of Chang Hsueh-ch'eng's Thought of Rite
2019. 09. 01. ~
2020. 02. 29. 

런쩡시아
任增霞

중국 남개대학
 Nankai University

Research on the Spread and Influence of Classical 
Chinese Novels and Operas in the Joseon Period (1392-1910)

2019. 09. 01. ~
2020. 08. 31. 

양추안칭
杨传庆

중국 남개대학 
Nankai University

Research on Ci-poetry and 
Ci-poetry studies through different dynasties of Korea

2019. 09. 01. ~
2020. 08. 31. 

방문학자

(1명)
황수경

Hwang, Su-kyoung
호주 시드니대학 
University of Sydney

자연과의 전쟁: 한국전쟁의 환경적 영향
2019. 12. 01. ~
2020. 05. 31. 

방문학생

(9명)

윤종한 
Youn, Jeffrey 

미국 뉴욕주립대학 빙엄턴 
SUNY 

정조대 화성(華城) 건설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연구
2018. 11. 12. ~
2019. 06. 30. 

윤유경
Yoon, Yugyeong

프랑스 뚜르대학 
University of Tours

한국 발효음식의 역사적 고찰 - 10세기에서 17세기를 중심으로
2019. 03. 01. ~
2019. 08. 31. 

나혜민
Na, Hyemin

미국 에모리대학 
Emory University

Korean Megachurch Visual Cultures and Media Technology
2019. 03. 01. ~
2020. 02. 29. 

폴린 브루아르 
Brouard, Pauline

프랑스 CELSA 소르본대학 
(정보통신학고등연구원)

Use of technology, social adaptation and 
symbolic representations of digital technology in South Korea

2019. 03. 01. ~
2019. 08. 31. 

잉가 디드리히 
Diederich, Inga Kim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 
UCSD

Blood of the Nation: 
Bio-Nationalism, and Identity Formation in Cold War South Korea

2019. 06. 01. ~
2020. 05. 31. 

엔릭 우겟카나메로 
Huguet Cañamero, Enric

홋카이도대학 
Hokkaido University

Development and Ideological Background of 
Korea's Organ Transplantation System

2019. 04. 01. ~
2020. 03. 31. 

후앙리엔후아
黄莲花

중국 상해외국어대학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언어유형론에 기초한 한중시상(시제 tense/상 mode)체계 대조연구

2019. 09. 01. ~
2020. 02. 29. 

부찬용
Bu, Chanyong

미국 프린스턴대학 
Princeton University

냉전시기 아시아에서 생산된 철의 서사 분석
Narrations of Metal During the Cold War and their Alter natives in Asia

2019. 09. 01. ~
2020. 02. 29. 

김유리
Kim, Yu-ri

밴더빌트대학 
Vanderbilt University

고령화와 개인화가 한국장노년층의 친밀성 실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longer life expect ancy and increased in dividualization on aging in dividuals in Korea

2019. 09. 01. ~
2020. 08. 31. 

한국학 

대학원생 

해외연구 

지원사업 

(6명)

이형미 인문대학 언어학과 어윙키어 언어연수 및 언어조사
2019. 04. 01. ~
2019. 09. 30

성제훈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한국과 유목민족 공통의 활과 기마문화로 본 상호 관계성 조사: 
현 몽골지역을 중심으로

2019. 07. 01. ~
2019. 08. 31. 

최리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하와이 한인의 전통음악하기: 
초국가적 이미지 만들기와 정체성 구축과정

2019. 07. 01. ~
2019. 12. 31. 

유종수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11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측면에서 본 고려 -
거란의 영토 분쟁

2019. 09. 01. ~
2020. 02. 29. 

김유리 인문대학 종교학과
조선후기 의례 실천의 주요 행위주체 분석 - 
여제(厲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9. 09. 01. ~
2020. 02. 29. 

지앙보
姜博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1882~1894년 조선의 대일외교 운영 시스템 연구
2019. 10. 01. ~
2020.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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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육부 주관 학술행사 

국제한국학센터 주관 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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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학술행사 학술교육부 주관 학술 행사

학술교육부에서는 2019년 총 3회의 저작집담회, 총 2회의 집중세미나, 총 2회의 학술회의를 개최하

였습니다. 모든 행사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매 행사마다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참석하여 발표를 경청하고, 발표 이후엔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각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구성

저작집담회

   제1회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일  시: 4월 25일 

·발표자: 구범진(서울대 동양사학과)

·토론자: 노영구(국방대학교)

   제2회 「탐정의 탄생-한국 추리소설의 기원과 역사」 (소명출판, 2018)

·일  시: 6월 25일

·발표자: 박진영(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토론자: 김미지(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동주(서울대 일본연구소)

   제3회 「추사 김정희와 한중일 학술교류」 (신구문화사, 2019)

·일  시: 11월 28일

·발표자: 정혜린(서울대 미학과) 

·토론자: 박철상(한국문헌문화연구소), 이영섭(건국대)

집중세미나 

   제1회 「열녀: 조선후기 성리학의 대중적 확산과 여성의 욕망」

·일  시: 5월 30일 

·발표자: 소진형(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제2회 「대한제국기 의병운동의 주체, 경계, 담론」

·일  시: 10월 22일

·발표자: 김헌주(충북대 박사후연구원)

·토론자: 홍문기(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술회의

   제1회 “개화란 무엇인가?”

·일  시: 11월 21일

·발표자:  이새봄(연세대 국학연구원), <메이지 지식인들의 개화: ‘문명개화’론과 개화의 의미 분기> 

김지현(서울대 종교학과), <고종기 권선서의 개화: 관왕묘(關王廟)와 도덕 개화> 

김종학(국립 외교원), <개항기 정치변혁 운동과 개화>

·토론자: 박훈(서울대 동양사학과), 장석만(한국종교문화연구소), 민회수(홍익대 역사교육과)

   제2회 학술회의 “조선시대사 연구와 빅데이터”

·일  시: 12월 19일

·발표자:  이경구(한림대), <전근대 빅데이터 분석 사례 '실학'> 

이상국(아주대)·박종희(서울대), <성공의 경로 - 조선시대 지배엘리트의 관직이력 데이터[HAVNet] 분석을 중심으로>

김대홍(숭실대), <자연어처리를 이용한 조선시대사 연구>, 차주항(서울대), <그래프 형태로 다시 정리한 조선시대의 

인물 데이터베이스>, 박현순(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조문과방목의 통계적 분석>

·토론자: 이정선(조선대), 백광렬(한중연), 나영훈(한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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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국제한국학센터 주관 학술 행사 

국제한국학센터는 매년 컬로퀴움과 저자특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2019년에는 5회의 컬로

퀴엄과 3회의 저자특강, 3회의 워크숍 및 1회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에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제12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이전과 달리 대회의  

주제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학술회의는 규장각창립기념일에 맞추어 개최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구분 구성

컬러퀴엄

   제1회 17세기 초 조선과 대마도를 경유한 명일(明日) 통교 협상 및 조명일 (朝明日) 삼국관계

·일  시: 5월 20일           

·발표자: 청융초우(程永超)(규장각 펠로)

·사회자: 박현순 

   제2회 공동묘지와 식민지 서울의 공간 생산

·일  시: 6월 13일            

·발표자: 이향아 (李香雅) (규장각 펠로)

·사회자: Sem Vermeersch 

   제3회 한국에서 연예인과 네티즌, 그리고 국가주의

·일  시: 6월 13일            

·발표자: Stephen Epstein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사회자: Sem Vermeersch

   제4회 근세 조일(朝日)간 ‘우호’관계는 어떻게 유지된 것일까

·일  시: 11월 29일           

·발표자: 사카이 마사요(酒井雅代) 

·사회자: Sem Vermeersch

   제5회 『동국정운(東國正韻)』 한자음의 개음(介音) 반영 양상

·일  시: 12월 11일           

·발표자: 임다영(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사회자: 황재문

저자특강

   제1회 산에서 도시로: 현대 한국의 불교 포교의 역사

·일  시: 6월 4일 

·발표자: Mark A. Nathan (미국 버펄로 뉴욕주립대학)

·토론자: 김종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사회자: Sem Vermeer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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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구분 구성

저자특강

   제2회 비주류의 계보: 몰락한 왕실의 후예와 조선

·일  시: 7월 16일

·발표자: Eugene Y. Park(미국 펜실베니아대학)

·토론자: 강호선(성신여대)

·사회자: Sem Vermeersch

   제3회 권리를 위한 죽음: 북한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다

·일  시: 12월 13일 

·발표자: Sandra Fahy(일본 도쿄 죠치대학교)

·토론자: 김학재(서울대학교 토일평화연구원)

·사회자: Sem Vermeersch

국제학술대회 

   개막식  

·일  시: 11월 1일            

·기조연설: 김인걸(서울대) 정조와 정조시대 연구가 제기하는 문제들

   제1세션 타인에 대해 상상함, 자신을 구성함 ·한국과 한국의 표상

·일  시: 11월 1일

·발표자:  Guy Podole(하이파대학):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우승자 손기정: 국민 영웅으로부터 국제적 표상 만들기, Gregory N. 

Evon(뉴사우스웨일즈대학)「불교를 통한 한국의 표상: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1918)』에 담긴 식민지의 곤경」, Olga 

Fedorenko(서울대학교)「오리온 초코파이 광고로 보는 세계화와 국민적 정서: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정(情)」, 백윤

석(연세대학교)「부르주아화하기의 수수께끼: 이창동의 영화《버닝》에 관하여」

·토론자: 심두보(성신여자대학교)

   제2세션: 만남과 나눔, 한국정원 속의 문화예술

·일  시: 11월 1일

·발표자:   이정희(베를린자유대학)「‘뼈와 정맥’: 소쇄원을 사례로 본 한국의 원림의 컨셉」, Alban Mannisi(로열멜버른공과대학)

「한국 정원 윤리 끈질김의 분위기」, 서이본(서울대학교)「조선 상류층의 정원: 풍류있는 사교모임의 배경으로서 별서

정원(別墅庭園)」, 이제이(서울대학교)「소박함과 자연스러움: 조선 후기 문인 채제공의 정원관(庭園觀)」, 성종상(서울

대학교)「창덕궁 후원과 정조대왕: 문무 겸용의 공간청치 무대로서 정원」

·토론자: 이종묵(서울대학교), 정수진(서울대학교), Jean-Charles Jambon(덕성여자대학교), Wybe Kuitert(서울대학교)

   제3세션: 해방 후 냉전시기 한국 기독교인들의 나라 세우기·이념, 정치, 활동

·일  시: 11월 1일

·발표자:  한지은(성균관대학교)「 패트릭 번(Patrick Byrne) 주교와 냉전시기 한국 천주교」, Elizabeth Underwood(이스턴켄터

키대학) 「한국에 대한 소개: 해방 후 호레이스H.언더우드의 역할」, 박혜성(찰스턴서던대학) 「한국 전쟁 중 김활란의 

홍보활동」, 조규훈(한국외국어대학교)「종교적 근대성: 개신교 지식인과 지구화된 한국에서 민족사회의 재형성」

·토론자: Henry Em(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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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국제학술대회 

   제4세션: 향약(鄕約)의 사상사 ·‘지배’와 ‘통제’의 관점에서 ‘자율’과 ‘질서’의 관점으로

·일  시: 11월 2일

·발표자:  송재윤(맥매스터대학) 「자율과 협치: 향약의 사상적 기원 – 여대균(呂大鈞1030-1082)의 봉건이론을 중심으로」, 

김경래(전북대학교)「‘삼대지제(三代之制)’로서 향약, ‘송대지제(宋代之制)’로서 향약: 16세기 향약 도입기 조선의 향

약 인식과 논쟁의 담론」, 김호(경인교육대학교)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실천: 16~17세기 향촌 사족(士族)들의 지방 

의국(醫局) 참여」, 김지영(서울대학교)「풍속을 바꾸는 정치 : 정조대 『향례합편』의 향약 인식과 예교론」

·토론자: 이민정(서울대학교), 허태구(가톨릭대학교)

   제5세션: 해방기 한국의 문제들·지연된 식민지 잔재 청산 활동

·일  시: 11월 2일

·발표자:  최영호(영산대학교)「1945년 일본 하카타의 귀환 캠프와 암시장」, Matthew R. Augustine(규슈대학)「대만과 한국의 

탈식민지적 신분증명의 정치, Simon James Bytheway(니혼대학)「1945-1952, 연합국 점령하 한국과 일본의 통화 

(通貨) 문제」Mark E. Caprio(릿쿄대학)「탈선된 비전들: 해방 후 통일 ‘한국임시정부’와 어긋난 미소공동위원회」

·토론자: 신희석( 연세대학교)

   제6세션: 정조대 조선의 학술 지형·권력, 지식, 도서

·일  시: 11월 2일

·발표자:  백민정(가톨릭대학교)「정조의 경학이해와 정치철학」, 정호훈(서울대학교)「정조대 국가의 지식집성과 권력 ·《누판고

(鏤板攷)》 편찬과 관련하여」, 이경구(한림대학교)「곤경에서 곤혹으로: 18세기 중반~19세기 초반 낙론 학자들의 딜

레마」, 백승호(한남대학교)「정조연간 남인 문단과 지식인의 결속」, 강문식(서울대학교)「정조의 주자서 연구와 《주서

백선(朱書百選)》 편찬」

·토론자: 이봉규(인하대학교), 조성산(성균관대학교), 김정신(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7세션: 교차성과 한국의 대중매체 문화

·일  시: 11월 2일

·발표자:  Benjamin Han(툴레인대학) 「 한국 TV드라마와 인종차별화된 근대성」, Laura-Zoë Humphreys(툴레인대학) 「사랑하

는 아이돌: 도덕적 신자유주의와 쿠바의 한류」, JongHwa Lee(안젤로주립대학)「국가의 적: 한류 영화에 나타난 냉

전의 수사학과 북한(사람)의 표상」, Aaron Magnan-Park(홍콩대학)「연성권력(소프트파워)의 극대화를 통한 남북 분

단 현실의 비판: 영화《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중심으로」, David C. Oh(라마포칼리지오브뉴저지)‘「페미니스트들은 정

말 미쳤다’: 이수역 폭행사건과 남성중심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유튜브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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