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奎 閣 國 究

2006년 1월~12월

1. 주요 업무일지

1월 1일 姜 조교 면직

학예연구사 姜 신규임용 발령

기능직 공무원 공로연수 파견

1월 31일 규장각 珪 관장 퇴임

한국문화연구소 소장 퇴임

2월 1일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의 통합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설

金 신임 원장 취임

사서사무관 정보자료관리부장에 임명

金 학예연구관 기반연구부장에 임명

2월 6일 기성회직원 金 전입

2월 28일 玖 조교 퇴직

具 국어국문학과 소속 파견조교 퇴직

3월 1일 金 학사조교 사직

조교 신규임용 발령

權奇 조교 신규임용 발령

金 국어국문학과 소속 파견조교 신규임용 발령

3월 27일 부교수 교육 교류부장에 임명

金 杰, , 敬 , 圭, , , 교수 운 위원회 위

원 위촉

金 , , 金 奎, , 根寬, 교수 국제위원회 위원 위촉

부교수 국제위원장 임명

4월 1일 부원장 겸무 발령

조교수 겸임 발령

4월 13일 학술지 편집인 임명

『奎 閣』: 조교수

『 國 』: 金 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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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사서서기 신규임용 발령

4월 19일 , 金 , � , , 根 , , , 均 교수 한국학

연구사업위원회 위원 위촉

교수 한국학연구사업위원장 임명

5월 1일 학사조교 신규임용 발령

5월 25일 , 肯 교수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 위원 위촉

5월 31일~6월 2일�개교 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6월 28일 『古 』 30, 31 발행

6월 30일 사서주사보 吉 정년퇴직

『 國 』 37 발행

7월 1일 사서사무관 공로연수 파견 (2006. 7. 1.~2007. 6. 30.)

7월 4일 金 서기관 겸임 발령, 정보자료관리부장 임명

7월 14일 조선왕조실록 오 산사고본 인도인수식

7월 25일 사서주사보 중앙도서관 전출

사서주사 전입

7월 29일~8월16일�훈증소독 실시로 휴관

8월 11일 학예연구사 權 신규임용 발령

8월 16일 根 교수 기획연구부장에 임명

조교수 편집간행부장에 임명

8월 31일 ‘규장각소장 토지문기의 정리 및 목록집 간행을 위한 기초연구’완료

‘한국학고문헌 종합목록 연구’완료

‘조선후기 북한지역 관방자료의 군현별 정리 및 군사체계 연구’완료

9월 1일 자하서당 통합

9월 1일 , 金 교수 국제위원회 위원 위촉

9월 18일 규장각 초서강좌 개설

9월 20일 金 杰, , 根 , , , 肯 , 金 , , (성

균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金 학예연구관 출판간행위원

회 위원 위촉

金 杰 교수 출판간행위원장 임명

9월 29일 규장각 오픈하우스 행사 개최

9월 30일 『奎 閣 』13~14 발간

10월 1일 根 , 金 , 金 , 均, , 棋 , , ,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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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根 교수 기획연구위원장 임명

10월 16일 기능직 공무원(사무원) 휴직

10월 26일~11월 10일 규장각 특별전시회“전통과 세계의 만남”개최

10월 31일 ‘15, 16세기의 구문연구(구급방류를 상으로)’완료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국가주의의 시선 연구’완료

10월 19일 기성회직원 金 敬 전입

11월 13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적답사 실시(충남 논산시 일 )

12월 4일 학예연구사 金 휴직 발령

12월 8일 국제워크샵“일제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검열에 관한 새로운 접근”개최

12월 20일 『奎 閣 』발간

“경성제국 학 연구”워크샵 개최

12월 31일 기능직 공무원 金 공로연수 파견

기능직 공무원 퇴직

『 國 』38 발행

『奎 閣』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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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업 및 究 현황

1) 연구사업 현황

(1) 근 국가기록 체계화사업 — 규장각 소장 고종시 공문서 분류 및 활용 (The

Systemization of the Korean Modern National Archives—A Work to Classify and Utilize

the Official Documents Produced during the King Kojong Period Stored at the

Kyujanggak Archives)

한국근 국가기록은 고종시 생산된 각종 공문서, 관문서가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는

규장각자료(고종이 즉위한 1864년부터 일제 강점 직전인 1910년까지 생산된 각종 공문서로

서 총 25,000여책)가 표적이다. 그러나 규장각 자료는 현재 전통적인 4부(經∙ ∙ ∙ )

로 분류되어 정부 운 이 근 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던 시기에 생산된 기록을 파악하는 데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본 사업은 규장각 소장의 근 정부기록류를 재정리, 재분류

한 후, 해제와 내용목차 작성 작업을 진행하여 근 사 연구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 연구

를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행정문서철에 한 목록집 간행과 더불어 공동연구 결과를

논문집으로 간행하여 관공문서류에 한 문헌학적 연구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것도 본

사업의 중요한 목표이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책임자 (본교 국사학과 교수) 외 공동연구

원 5명(이상찬, 이윤상, 최이돈, 김태웅, 정일균), 전임연구원 5명, 보조연구원 17명이다.

(1) 규장각 소장 記의 정리 및 간행을 위한 기초연구 (2006년 8월말 사업완

료) (Basic Studies for the Task of Cataloging Landownership Documents Currently in

Custody of the Kyujanggak Archives, and Publishing the Catalogued Results)

규장각에서는 소장 고문서를 텍스트화하여 간행하고 있으나, 고문서 목록집의 부재

로 인해 고문서의 편집 및 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규장각에서는 2003년부터 한

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총 35,000여 건의 토지문서 중 약 20,000여 건을 정

리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3년간 지속되었

으며 사업완료후 목록집을 간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 계

속 여부에 따라 나머지 15,000여 건의 토지문서에 한 정리와 목록 작성 여부도 결정될 것

이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책임자 金 杰(본교 국사학과 교수) 외 공동연구원 1명(양진석),

전임연구원 2명, 보조연구원 9명이다.

(3) 규장각소장 자료 역주사업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에 한 번역 및 역주 (Annotated

Translations of Important Documents of the Joseon Dynasty Preserv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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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janggak Archives (I) -The Diaries of Government Offices on Crown Princes)

규장각에는 36종 552책의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가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부분

유일본이며, 왕세자의 성장과 교육 및 궁중생활∙의례∙정치∙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내용

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규장각에서

는 2005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규장각 소장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

류의 역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역주 사업은 한국학 연구의 토 를 마련하고 조선후기

사 연구에 이용될 새로운 1차 사료를 발굴∙보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책임자 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공동연

구원 5명(성백효, 곽진, 김만일, 김현 , 이 춘), 전임연구원 12명, 보조연구원 13명이다.

(4) 조선후기 북한지역 관방 자료의 군현별 정리 및 군사체계 연구 (2006년 8월말 사업완

료) (A Study on the Defence System of Northern Korea in Late Joseon)

본 사업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등 북한지역 조선후기 관방자료를 분석하여 각 도별,

군현별 군사 방어 체제와 군사 지리 정보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북한지역은 중국 륙과 직

접 연결되어 있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특히 북방민족이 강성한 시기에

는 외침의 직접적 상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심은 군사부문에 집중되었고, 지리 관

련 자료도 군사시설, 도로, 군수 지원 등 관방 관련 자료가 중심을 이루었다. 본 사업을 통

해 각종 지리지와 지도 외에 각종 지리정보가 수록된 연 기, 병서, 개인문집을 조사하여

관방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군현별 관방체제의 특징

과 도 단위의 지역 방위체제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군사적 성격이 강했던 서북지역 연

구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책임자 姜 (경인교육 학교 사회

과교육과 부교수) 외 전임연구원 2명, 보조연구원 7명이다.

(5) 조선시 國家 사전 (Dictionary of National Rituals in Joseon Dynasty)

본 사업은 학술전문 용어사전인『조선시 國家 사전』의 편찬을 위한 것이다.

국가전례는 국가의 공식적인 을 말하는 것으로, 반복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분명하게 규정된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왕조는 유교

윤리의 보급과 국가질서를 위해 를 국가전례로 규정하고, 국가의식으로 수행하 다.

조선시 의 전례서는 그 시기의 국가이념, 정치사상 및 윤리의식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문

화의 내용과 수준을 연구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 전례서는 여전히 전문

연구자에게도 이해와 분석이 쉽지 않은 문헌으로 남아 있다. 이는 국가의례에 한 기본적

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전문 사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사업은 이러한 필요

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선시 국가전례 용어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전문사전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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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책임자 琴 (본교 종교학과 교수) 외 공동

연구원 3명(유봉학, 최종성, 심희기), 전임연구원 6명, 보조연구원 11명이다.

(6) 經 角 口訣의 해독 및 번역 ─ 卷 20, 卷 22, 31, 34를 상으로─

(Interpretation of Stylus-impressed Cypher Kugyol[口訣] noted on Huayanjing[ 經])

본 사업은 古 館에 소장되어 있는 화엄경 권 제22와 화엄경 권 제20, 

館에 소장되어 있는 주본 화엄경 권제31과 권제34에 角 로 기록된 11~12세기의

口訣을 해독하여 현 국어로 번역함으로써 국어사 연구의 토 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각필은 상아, 사슴뿔, 나무 등으로 뾰족하게 깎아 종이를 눌러 골을 내는 데 쓰는 필기도구

이다. 이들 화엄경에는 이를 이용하여 기록한 각종의 점과 선이 뚜렷이 남아 있다. 화엄경에

각필로 새겨진 부점 문자는 시기의 高 들이 이용하 던 우리 고유의 문자이다. 그

러나 판독과 해독이 쉽지 않아 일반 국어학도가 관심을 갖고 있어도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실

정이다. 본 사업은 공동 연구의 방식으로 해독과 번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11~12세기 국어

연구의 토 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책임자 (본교 언어학과 교수) 외 공

동연구원 5명(남풍현, 박진호, 권인한, 김 욱, 윤순행), 전임연구원 5명, 보조연구원 11명이다.

2) 究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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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임용기간 연구과제명 지 원

김남기 책임연구원 2006.9.1~2007.8.31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 학진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 – 기초학문

김남윤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 학진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 – 기초학문

김은정 선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 학진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 – 기초학문

김종수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 학진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 – 기초학문

나종면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 학진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 – 기초학문

박해당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 학진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 – 기초학문

성당제 선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 학진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 – 기초학문

(1) 국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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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임용기간 연구과제명 지 원

신하령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 학진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 –- 기초학문

유연석 선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 학진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 – 기초학문

이남종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 학진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 – 기초학문

정길수 선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 학진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 – 기초학문

주기평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 학진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 – 기초학문

김경숙
책임연구원 2005. 9. 1~2006. 8. 31 규장각소장 토지문기의 정리 및 학진 기초학문

객원연구원 2006. 9. 1~2007. 2. 28 목록집 간행을 위한 기초연구 –

박재우
책임연구원 2005. 9. 1~2006. 8. 31 규장각소장 토지문기의 정리 및 학진 기초학문

객원연구원 2006. 9. 1~2007. 2. 28 목록집 간행을 위한 기초연구 –

김세은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조선시 國家 사전 편찬
학진

기초학문

박례경 선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조선시 國家 사전 편찬
학진

기초학문

박봉주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조선시 國家 사전 편찬
학진

기초학문

박현숙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조선시 國家 사전 편찬
학진

기초학문

송지원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조선시 國家 사전 편찬
학진

기초학문

정재훈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조선시 國家 사전 편찬
학진

기초학문

고승희
선임연구원 2005. 9. 1~2006. 8. 31 조선후기 북한지역 관방자료의 학진 기초학문

객원연구원 2006. 9. 1~2007. 2. 28 군현별 정리 및 군사체계 연구 –

이선희
선임연구원 2005. 10. 1~2006. 8. 31 조선후기 북한지역 관방자료의 학진 기초학문

객원연구원 2006. 9. 1~2007. 2. 28 군현별 정리 및 군사체계 연구 –

김도환 선임연구원 2006. 3. 1~2007. 2. 28
한국 근 국가기록 체계화 사업 학진

– 규장각소장 고종시 공문서 분류 및 활용 – 기초학문

김선경 선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한국 근 국가기록 체계화 사업 학진

– 규장각소장 고종시 공문서 분류 및 활용 기초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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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임용기간 연구과제명 지 원

김순덕 선임연구원 2005. 12. 1~2007. 11. 30
한국 근 국가기록 체계화 사업 학진

– 규장각소장 고종시 공문서 분류 및 활용– 기초학문

박성준 선임연구원 2006. 3. 1~2007. 2. 28
한국 근 국가기록 체계화 사업 학진

– 규장각소장 고종시 공문서 분류 및 활용 – 기초학문

오연숙 선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한국 근 국가기록 체계화 사업 학진

– 규장각소장 고종시 공문서 분류 및 활용 – 기초학문

윤 원 책임연구원 2006. 6. 1~2007. 5. 31
한국 근 국가기록 체계화 사업 학진

– 규장각소장 고종시 공문서 분류 및 활용 – 기초학문

장 숙 선임연구원 2005. 12. 1~2006. 8. 31
한국 근 국가기록 체계화 사업 학진

– 규장각소장 고종시 공문서 분류 및 활용– 기초학문

김성주 선임연구원 2006. 6. 1~2007. 5. 31
經 角 口訣의 및 학진

– 卷 20, 卷 22, 31, 34를 상으로 기초학문

박준석 선임연구원 2005. 12. 1~2007. 11. 30
經 角 口訣의 및 학진

– 卷 20, 卷 22, 31, 34를 상으로 기초학문

서민욱 선임연구원 2006. 3. 1~2007. 2. 28
經 角 口訣의 및 학진

– 卷 20, 卷 22, 31, 34를 상으로 기초학문

장경준 선임연구원 2005. 3. 5~2006. 2. 28
經 角 口訣의 및 학진

– 卷 20, 卷 22, 31, 34를 상으로 기초학문

정진원 선임연구원 2006. 3. 1~2007. 2. 28
經 角 口訣의 및 학진

– 卷 20, 卷 22, 31, 34를 상으로 기초학문

조은주 선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經 角 口訣의 및 학진

– 卷 20, 卷 22, 31, 34를 상으로 기초학문

김남경 선임연구원 2005. 12. 1~2006. 11. 30
15 16세기 의서의 구문 연구 학진

– 구급방류를 상으로- Post-Doc

한경희 선임연구원 2005. 12. 1~2006. 11. 30 한국 전쟁기 전쟁시의 국가주의 시선
학진

Post-Doc

황재문 선임연구원 2005. 9. 1~2006. 8. 31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연구 한중연

이기봉 책임연구원 2006. 9. 1~2007. 8. 31 지리지 및 고지도 간행사업 지원
錦

발전기금

권지연 선임연구원 2006. 9. 1~2006. 11. 30 고려 불교 회화 연구 교내

권기석 연구원 2005. 3. 1~2006. 2. 28 한국학장기기초 연구사업 지원 교내

김백철 연구원 2006. 3. 1-2007. 2. 28 한국학장기기초 연구사업 지원 교내

윤경아 연구원 2006. 3. 1-2007. 2. 28 한국학장기기초 연구사업 지원 교내

※학진: 한국학술진흥재단, 한중연: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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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원 소속 및 직위 임용기간 연구과제명

세리카와 일본
해방에서 60년 전후 한국신문 연재

데쓰요 객원연구원 니쇼가쿠샤( ) 2005. 4. 1~2006. 3. 31
소설 연구

(芹 ) 학 문학부 교수

光 객원연구원
중국 학 외국어

2005. 6. 1~2006. 5. 31
중한언어에서의 현용한자

학 한국어학과 교수 어휘 의미 비교

Le Dinh
객원연구원

베트남 하노이 국립 학
2005. 9. 1~2006. 8. 31

Korea Peninsula: Phases of Modern 

Chinh 동양학부 교수 Contemporary History Chinh

러시아 RAS Institue of 

Kim
연구원

History, Archeology 
2006. 3. 1~2006. 8. 31 한국-러시아의 발해사 연구 분석

Alexander and Ethnography 

박사 과정 수료

객원연구원
중국

2006. 3. 1~2006. 8. 31
國 1910年 古 의

系 교수 및 과 작성

류미나 연구원
일본 와세다 학 문학학

2006. 3. 1~2007. 2. 28
식민지기 일본제국에서의 유교 재편의

술원 객원연구조수 문제

후쿠이 레이
일본 京 학

( )
객원연구원 인문사회계연구과 2006. 4. 6~2006. 12. 31 國 究

조교수

객원연구원
일본 쓰루( )문과

2006. 4. 6~2007. 2. 28 조선시 사상사
학 문학부 조교수

시라카와 일본 규슈
期 國近 의 開와

유타카 객원연구원 (九 )산업 학 2006. 6. 1~2007. 7. 31
-1930년 를 으로

( ) 국제문화학부 교수

객원연구원 덴마크
Globalization as Policy: Political, 

Carl J. Saxer
(규장각 Copenhagen Business

2006. 9. 1~2007. 8. 31 Cultural and Social Globalization
fellowship School, Asia Research

in South Korea
지원) Center 부교수

객원연구원 독일 An Attempt at a History of

Andreas (규장각 Ruhr-Universität Knowledge of the Late Choson

Mueller-Lee fellowship Bochum, Sprache und
2006. 9. 1~2007. 8. 31

Dynasty on the Basis of the

지원) Kultur Koreas 박사 Encyclopaedias of this Time

객원연구원
중국 京

2006. 9. 6~2007. 8. 31
A Study on 

系 교수 Yeonhaengrok( )

박보리
미국 애리조나 Buddhism in Modern Korea:

(Pori Park)
객원연구원 주립 학 2006. 12. 1~2007. 6. 9 De-colonization, Politics and

종교학과 교수 Modernization

(2) 외국인 연구원



3. 주요 내방객 및 견학방문단

2005년

12월 8일 서울 학교 경 학 산은 MBA과정 제10기 27명

12월 9일 한조선학회 회원 및 가족 10명

12월 12일 일본 홋카이도( ) 학 수의과 교수 등 10명

12월 13일 신림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380명

12월 16일 태국 Ramkhamhaeng Univ. 교직원 22명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교수 및 연구원 6명

2006년

1월 4일 부산지역 과학교사 직무연수 30명

1월 11일 교 경총괄본부 인솔 초중고생 160명

1월 13일 구교육문화회관 인솔 초중고생 150명

1월 16일 전 고려E스쿨 학원생 150명

1월 20일 교 경총괄본부 인솔 초중고생 160명

1월 25일 만 태동 학 표단 64명

1월 26일 관악구청 신규직원 43명, 교육부 수습 사무관 7명

2월 3일 교 소빅스 초등생(인천지역 80명, 일산지역 40명)

2월 6일 구 곡고등학교 42명

2월 7일 구 소빅스 초등생 70명

2월 8일 일본 오챠노미즈(お茶の )여자 학 교수 및 학생 9명

2월 9일 평택 한광고등학교 학생 50명

2월 13일 육군종합행정학교 16명

2월 16일 기초전력연구원 연수생 40명

2월 20일 강릉 명륜고등학교 학생 30명

2월 21일 순천 매산고등학교 학생 81명

2월 23일 교 소빅스 초등생

2월 24일 교육부 직원 10명

3월 3일 스페인 국립 총장 일행 5명

3월 10일 산업안전 최고전문가과정 20명

3월 16일 경 산업은행 MBA 과정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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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안중학교 학생 75명

3월 29일 기초전력연구원 중간관리자 교육생 40명

4월 5일 이태리 ENEA 부총재 일행 4명

4월 7일 관동중학교 학생 241명

4월 10일 삼계중학교 학생 42명

4월 11일 구 경신고등학교 학생 85명

4월 14일 제주 남주고등학교 학생 220명, 소사고등학교 학생 90명

4월 18일 금동초등학교 학생 190명, 전남 고흥고등학교 학생 90명

4월 19일 경 최고경 자과정 수강생 16명

4월 20일 경남 양산초등학교 학생 150명

서울 CFO전략과정 제5기 교육생 70명

4월 25일 기초전력연구원 연수생 40명

5월 1일 광신고등학교 학생 30명

5월 2일 경 연구소 디지털경 자과정 교육생 70명

5월 5일 참여정부 오픈하우스 참가자 150명

5월 9일 창원 반송여중 학생 300명

5월 10일 명중학교 학생 150명

5월 11일 육군종합행정학교 35명

5월 12일 구 원고등학교 학생 42명

5월 15일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 학생 80명

5월 19일 공주 금성여자고등학교 39명

5월 23일 기초전력연구원 연수생 40명

5월 24일 수래고등학교 학생 50명

5월 25일 전고등학교 학생 33명

5월 26일 공주 학교 사학과 18명

5월 30일 원촌중학교 학생 80명

6월 1일 국 런던시 에드워드 다비 하원의원 일행 5명

6월 5일 상계고등학교 학생 45명

6월 7일 경 공기업 고급경 자과정 95명

6월 8일 육군종합행정학교 33명

KPF 펠로우십(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10개국 언론인) 참가자

10명

6월 9일 경 연구소 LEDP과정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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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광신고등학교 학생 27명

6월 15일 경 MBC차세 경 자과정 17명

6월 21일 육군종합행정학교 22명

6월 22일 육군종합행정학교 8명

6월 29일 기초전력연구원 연수생 40명

6월 30일 인천 세일고등학교 학생 20명

7월 4일 수원 병점고등학교 학생 54명

7월 5일 부산 국제외국어고등학교 학생 130명

7월 6일 중국 청년 표단 30명

7월 11일 한양 부속중학교 학생 16명

7월 13일 강원 정선고등학교 학생 300명

7월 14일 조선왕조실록 인도인수식 참석자 관람

7월 18일 구 학남고등학교 학생 43명

7월 19일 부산 재교육원 학생 100명

7월 21일 경남 양산 효암고등학교 학생 41명

7월 25일 청주 흥덕고등학교 학생 31명

7월 26일 기초전력연구원 연수생 40명

7월 27일 고려 학교 교우회 40명

7월29일~8월 18일��훈증소독으로 휴관

8월 22일 기초전력연구원 연수생 40여 명

8월 23일 외협력본부 방문객 30여 명

세계도서관정보 회 IFLA 족보, 지역사 분과장 일행 15명

8월 24일 경주시민모임 40여명

8월 30일 컴퓨터공학부 국제학술회의 참석자 80여명

8월 31일 서울 신규 임용 교원 20명

9월 6일 서울 고급금융자과정 교육생 35명

9월 8일 농 국제학술회의 참가자 20여 명

9월 13일 유전공학연구소 외국인사

9월 18일 부산 해운 고등학교 학생 180명

9월 19일 관악구청 외부인사 6명

9월 20일 공 최고산업전략과정 회원 50여 명

9월 21일 동유럽 학 한국어 교육자 20여 명

9월 22일 국공립 도서관협의회 회의 참석자 3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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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코트디부아르 도서관장 일행

9월 26일 법 외국인사 일행 15명

9월 28일 제천고등학교 학생 70여 명

9월 29일 함평군 학생 42명

9월 29일 네덜란드 Groningen 학 총장 일행 6명

10월 9일 육군종합행정학교 20여 명

10월 10일 외협력본부 칠레 학 총장 일행

10월 12일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방문객

10월25일~11월 10일��서울 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전통과 세계의 만남”

10월 26일 호주 국립 학 아태 학장 일행

10월 27일 육군종합행정학교 10여명

중국사회과학원 도서관 직원 일행 2명

10월 30일 원자핵공학 세미나 외국인사

11월 2일 독일 교육연구부장관 일행

서울 DMP과정 교육생 38명

11월 4일 난곡중학교 학생

11월 6일 경 AMP과정 수강생

11월 7일 몽골 국립 사범 총장 일행

11월 8일 일본 국립 민속학박물관장 일행

11월 9일 기초전력연구원 수강생

11월 10일 락고등학교 학생

11월 14일 양산중학교 학생

11월 1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학 학장 일행

11월 17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운암국립 학 총장 일행 11명

11월 20일 동고등학교 학생

11월 21일 국 University of Manchester 부총장 일행 2명

11월 21일 교육행정연수원 교육행정지도자과정 교육생 42명

11월 22일 충남 임성중학교 학생 외

11월 23일 일본 간사이(關 ) 경제 표단 일행 14명

11월 24일 중앙 학교 부설 사회복지관 일행

11월 27일 국제교류재단 초청 러시아 한국학자 일행 5명

11월 29일 합천 청덕초등학교 학생

11월 30일 호주 캔버라 학 연구소장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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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뉴욕시립박물관장 일행

12월 5일 통 동중학교 학생

12월 7일 삼성중학교 학생

12월 8일 상도중학교 학생

12월 11일 신화중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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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출범

한국학 연구기능의 확 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 2월 1일에 기존의 서울 학교 奎 閣

(Kyujanggak Archives)과 서울 학교 國 究 (Institute of Korean Studies)를 통합

하여 서울 학교 奎 閣 國 究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이 새로 출

범하 다. 舊 규장각은 고도서, 고문서, 고지도 등 고자료의 庫이기에 이목이 집중되어

증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외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기구의 위상은 여전히 부속기구로

서 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 다. 舊 한국문화연구소는 서울 학교 내에서는 한국학의 큰

축을 이루면서 규장각 자료의 연구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 으나, 인문 학 주관 연구소

라는 한계가 있어 서울 학교 내의 한국학 전반을 아우르는 기구로 기능하는 데는 어려움

이 있었다. 그리하여 서울 내 한국학의 효율적인 연구체계를 수립하고 명실상부한 한국

학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국학을 다루는 두 기관(한국문화연구소와 규장각)을 통

합하여‘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기존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

소가 가지고 있던 조직과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규장각 소장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출판 교육 보급 등의 다양한 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더욱 확 심

화하여 명실상부한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다.

본원이 추진할 사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학 연구사업 수행

(2) 한국학 연구성과의 국내외 보급 및 교류의 확

(3) 소장자료의 과학적인 보존∙관리, 전산화 및 열람 업무

(4) 소장 자료의 연구∙정리 및 간행을 통한 자료 활용의 편의 제공

(5) 국내외 한국학 관계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본원의 출범에 따라 기존의 규장각 규정과 한국문화연구소 규정은 폐기되고 새롭게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규정(2006년 2월 1일)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10월 4일 조직, 운 위원회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료관리운 세칙(2006년 7월 18일 개

정) 및 시설관리운 세칙(2006년 4월 12일 개정)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연구원은 새 규정에 따라 산하 기간조직으로 정보자료관리부, 기반연구부,

기획연구부, 편집간행부, 교육∙교류부를 설치하고, 교내 한국학 장기기초 연구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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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와 한문강독 강좌 운 을 담당하는 을 내부기구로 통

합하 다. 연구원 전체의 운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운 위원회를 두고, 출

판간행사업, 국제교류사업, 연구사업 기획 등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출판간행

위원회, 국제위원회, 기획연구위원회를 구성하 다. 각 부별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자료관리부 : 규장각 자료의 보존 관리 열람 전시 홍보 및 각종 한국학 관련 문헌

정보의 수집과 전산처리(정보화)

(2) 기반연구부: 한국학 연구의 토 가 되는 규장각 소장자료의 정리 및 연구

(3) 기획연구부: 한국학 관련 각 분야의 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4) 편집간행부: 학술지 연구총서 등의 편집 및 간행

(5) 교육 교류부: 한국학 연구성과의 교육 및 보급과 교내외 학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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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왕조실록 오 산사고본 인수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庫 ’47책이 일본 京

과 서울 학교 간의 반환합의에 따라 2006년 7월 14일 본원으로 환수되었다. 이번에 환수

된 조선왕조실록 오 산사고본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23년 관

동 지진으로 거의 부분 불타 없어졌다. 1932년 27책이 보관전환의 형태로 경성제국

학 도서관으로 옮겨졌으며, 이 27책은 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학교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에 환수된 것은 일본에 남아있던 나머지 47책이다. 항공편으로 운송된 실

록은 7월 7일 오후 6시 30분에 규장각에 도착하여, 7월 14일 오전 11시에 규장각 지하 강당

에서 서울 총장과 사이고 가즈히코( ) 동경 부속도서관장, 문화

재청장이 입회한 가운데 인도인수식을 가졌다. 그 후 국보 지정 심의 및 고궁박물관 전시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47책 전체를 여하 다가 현재는 규장각에 반납되어 국보서고에 보관

중이다. 오 산사고본이 반환되어 규장각에 보관되기까지의 일지는 다음과 같다.

5월 15일: 일본 동경 학 총장 조선왕조실록 오 산사고본 47책 서울 기증의사 밝힘

5월 27일: 서울 제의 수용

5월 31일: 서울 환수위원회 발족(이태수 학원장 ) 및 기자회견

6월 19일: 실무위원 동경 방문(이태수 학원장, 규장각 이상찬 교수, 권재철 사서), 실록

확인작업 및 환수 절차 협의

7월 7일 18:30: 실록 항공편도착, 동부아트편으로 규장각에 하역

7월 12일: 일본 동경 부속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내원, 실록도착확인 및 내용물 상호확

인 작업(인도인수 사전 준비단계)

7월 14일 11:00: 인도인수식 거행(규장각 강당, 서울 총장, 동경 부속도서관장, 문화재청

장 입회) 및 보도자료 배부, 질의응답, 송부서, 수령서 교환

7월 14일 16:00: 문화재청 조사위원3명 내원 환수실록 조사

7월 18일: 장기 여 비 및 일시 관리책임으로 장서등록(도서원부 기입, 등록번호부여, 장

서인 날인), 오후 15:00 문화재청 요청으로 47권 전권 반출(국보심사, 고유제, 고

궁박물관 전시 목적 약 90일간)

10월 11일: 반납 및 국보서고 입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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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교 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2006년은 서울 학교가 개교한 지 60돌을 맞이하는 해인 동시에 규장각이 창설된 지 230

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가 통합하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출범

한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뜻깊은 시점을 맞이하여 1776년에 규장각이 창설된 이래 급변하

는 국제정세 속에 한국에 관한 연구가 어떤 흐름을 이어왔는가를 살피고, 나아가 한국학 연

구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이다. 2005년 3

월부터 조직위원장 교수(서울 국사학과, 한국문화연구소장) 9인(姜 求, 權

, 金 , 金 , � , , , 珪, 根 교수)으로 구성된 조직위원

회가 총 8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명칭과 주제 결정, 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 등의 행

사 준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 고, 사무국(총무: 문중양 교수)에서 실무를 담당하여

아래와 같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한국학을 전공하는 국

내외학자가 한 데 모여 토론하는 흔치 않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제1세션 발표를 통해

전통시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규장각의 역할을 되짚어볼 수 있었다.

제2세션은 한국학 연구의 지원체계와 활동에 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한국학 발전이라

는 당위를 관념적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연구 지원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다룰 수 있었다. 제3세션부터는 각분과 학문별 토론으로 이어져 각

분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1) 주제: 21세기 한국학의 진로 모색 (Korean Studies for the Next Hundred Years:

Reflection & Vision)

(2) 일시: 2006년 5월 31일(수)~6월 2일(금) (3일간)

(3) 장소: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4) 발표 내용:

[5월 30일] 18:00: 도착 및 환 만찬 호암교수회관 본관 릴리룸

[첫째 날(5월 31일)] 08:30~17:30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

○등록 및 개회식

개회사(이태진 조직위원장), 환 사(김 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축사(정운찬 서

울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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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주제: “21세기 한국학의 과제와 방향 모색”

제1강연: 카터 에커트(Carter Eckert, 하버드 )

제2강연: 조동일(서울 )

○제1세션, 사회 이성규(서울 )

주제: 규장각과 동아시아 지식세계 – 서적의 편찬, 유통, 교류

1. 규장각의 지식기반사회적 의의와 동아시아 문화, 정옥자(서울 )  

2. 조선시 중국서적의 수입과 간행 – 사서오경 전( 經 )을 중심으로-, 김문식

(단국 )

3. 조선통신사와 일본의 서적 -고학파(古 ) 교감학(校勘 )의 저작과 고전적(古 )

을 중심으로-, 후마 스스무( , 교토 )

4. 조선후기 동아시아 과학 패러다임 속의 서양과학 이해, 문중양(서울 )

5. 18, 19세기 조선의 매체혁명과 그 파장 – 한 본 출판을 중심으로, 정병설(서울 ) 

6. 조선총독부( )의 규장각도서 정리 사업의 식민지적 성격, 이상찬(서울 )

△지정토론; 미우라 쿠니오( 國 , ), 노 환(동양 ), 신병주(규장각)

[둘째 날(6월 1일)] 09:30~18:00

○제2세션, 임현진(서울 )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

주제: 한국학 연구의 지원체계와 활동

1. 1950∙60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국학 지원체계, 박태균(서울 ) 

2. 70년 이후 한국학 연구지원의 양적 성장과 한계, 이길상(한국학중앙연구원) 

3.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의 현황과 한국학의 강화, 에드워드 슐츠(Edward Shultz, 하와

이 )

△지정토론; 에드워드 베이커(Edward Baker, 하버드 옌칭연구소), 정근식(서울 ),

월레이븐(Boudewijn Walraven, 네덜란드 라이덴 ), 김혜원(한국국제교

류재단), 정광(가톨릭 )

○제3세션, 사회: 권두환(서울 )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

주제: 해외 한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1. 일본에서의 한국어학 연구 - 현 한국어 문법론을 중심으로, 노마 히데키( 間 ,

도쿄외국어 )

2. 사물로서의 소설: 한국 문학의 유통에 관한 소고, 신지원(버클리 )

3. 미국에서의 한국사 연구: 과거 10년과 미래의 전망, 마이클 신(Michael Shin, 코넬 )

4. 일본에서의 한국근 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카스야 겐이치( 谷 , 히도츠바시 )

△지정토론; 송철의(서울 ), 이종묵(서울 ), 요시다 미쓰오(吉 光男, 도쿄 ), 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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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한국외국어 )

○제4세션, 사회 강명구 (서울 )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목련홀

주제: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1. 서구권의 한국사상과 종교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조은수(서울 )

2. 한국학에서 인류학의 위치, 김광억(서울 )

3. 전통단절의 신화와 한국적 사회과학의 모색, 하용출 (서울 )

4. 일본에서의 [지역 연구]와 [외국 연구]로서의 조선/한국 연구: 정치학을 중심으로, 기무

라 칸( 幹, 코오베 )

△지정토론; 장인성(서울 ), 김병국(고려 ), 한형조(한국학중앙연구원), 월레이븐

(Boudewijn Walraven, 네덜란드 라이덴 )

○공식 만찬(18:30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셋째 날(6월 2일)] 09:00~17:30

○제5세션, 사회 노태돈 (서울 )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

주제: 탈식민지시 의 한국학의 세계화와 동아시아 지역학

1. 100년의 망각과 기억, 평화와 식민의 괴리: 러일전쟁 100주년 기념 방식을 중심으로,

도진순(창원 )

2. 탈식민 페미니즘과‘한국문제’, 양현아(서울 )

3. 한국문화의 세계화? 세계 지리문화 지도를 새로 그림, 김자현(JaHyun Kim Haboush,

컬럼비아 )

4. 21세기 한국학의 새로운 시공간성과 동아시아, 박명규(서울 )

△지정토론; 고정갑희(한신 ), 미야지마 히로시(宮 , 성균관 동아시아학술

원),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제6세션, 종합토론: 사회 이태진(서울 )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

주제: 한국학의 과제와 전망

1. 5개 세션 사회자의 보고

2. 자유토론; 발표자 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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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례 학술행사

1) 학술세미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설립을 계기로 舊 한국문화연구소의 학술행사를 승계하고 기관

의 연구 기능을 확 하고자, 2006년 4월 27일 이기봉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2006

년말까지 매월 2차례씩(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4시) 규장각 2층 세미나실에서 총 12회 실시

하 다. 규장각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에 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최근의 학문 동향과 학제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학

연구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회>

주제: 김정호는 어떻게 지도를 그렸나? -충청도의 해미현을 사례로

일시: 2006년 4월 27일(목) 오후 4~6시

발표: 이기봉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이현군 (서울 )

<제2회>

주제: 고문서로 본 조선시 생활사 -가옥거래와 관련하여

일시: 2006년 5월 11일(목) 오후 4~6시

발표: 양진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토론: 김경숙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회>

주제: 왕세자 일기 들여다보기 -소현세자의 동궁일기를 중심으로

일시: 2006년 5월 25일(목) 오후 4~6시

발표: 김남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정재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제4회>

주제: 궁궐의 화재와 악기 조성

일시: 2006년 6월 8일(목) 오후 4~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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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송지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이정희 (서울 강사)

<제5회>

주제: 조선후기 황해도의 관방체계

일시: 2006년 6월 22일(목) 오후 1~3시

발표: 조선후기 황해도 방어체계/고승희(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선후기 황해도 연안 방위체계/강석화(경인교 부교수)

조선후기 황해도 의 운 /이선희(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노 구(국방 ), 정해은(군사편찬위원회)

<제6회>

주제: 조선시 의 유배생활 -17세기 의『 』을 중심으로

일시: 2006년 9월 14일(목) 오후 4~6시

발표: 김경숙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토론: 박현순 (서울 학교 국사학과 강사)

<제7회>

주제: 조선시 국가와 의례

일시: 2006년 9월 28일(목) 오후 4~6시

발표: 정재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송지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제8회>

주제: 조선시 궁중연향( )과 여악( )

일시: 2006년 10월 12일(목) 오후 4~6시

발표: 김종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권도희 (연세 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제9회>

주제: 오 산본 실록의 간행과 보관

일시: 2006년 10월 26일(목) 오후 4~6시

발표: 신병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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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송웅섭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집원)

<제10회>

주제: 의 생애와『 』편찬

일시: 2006년 11월 9일(목) 오후 4~6시

발표: 강문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토론: 우경섭 (서울 학교 국사학과 강사)

<제11회>

주제: 임성주( ) 등의『 학』강학 노트

–『옥류강록( 講 )』에 관한 고찰

일시: 2006년 11월 23일(목) 오후 4~6시

발표: 신하령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김태완 (국사편찬위원회 책임연구원)

<제12회>

주제: 氣 의 필연인가, 의 실책인가? -조선후기 氣 과 우주론적 연 기 이론의

확산

일시: 2006년 12월 14일(목) 오후 4~6시

발표: 박권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토론: 송지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2) 콜로키엄

한국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와 본원이 객원연구원으로 초빙한 해외학자가 최근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행사이다. 다양한 전공의 국내외 한국학자가 최근 연구성과를 발표하

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학 연구자의 국내외 교류와 학제간 소통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1회>

주제: 이퇴계와 왕양명( 溪 )

일시: 2006년 10월 19일(목) 오후 4~6시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103동 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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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Lee Ming-huei, 究 國 究 究 /國 國

家 究 敎 )

사회: 금장태 (서울 학교 종교학과 교수)

토론: 송 배 (서울 학교 철학과 교수)

<제2회>

주제: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역사적 딜레마 (Dependence and Defiance: Historical

Dilemmas in U.S.-Korea Relations)

일시: 2006년 11월 2일(목) 오후 4~6시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103동 209호)

발표: 이성윤 (하버드 학 Korea Institute 연구원)

<제3회>

주제: 현 한국에서의 ∙ 敎의 기억과 기능 - 박정희 시 를 중심으로

일시: 2006년 11월 16일(목) 오후 4~6시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 (103동 209호)

발표: 변 호 ( , 일본 문과 학 문학부 교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제4회>

주제: 중세한국어의 용언 활용과 성조의 관계에 하여

일시: 2006년 12월 5일(화) 오후 4~6시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 (103동 209호)

발표: 후쿠이 레이 ( , 京 학 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교수, 규장각한국학연구

원 객원연구원)

3) 집담회

연구원의 학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학문적 발표와 토론이 필요하다.

집담회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로서, 연구주제의 제안과 특정

화, 장기적 전략 주제의 형성, 그리고 학제간 논의의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임시적이고

즉흥적인 모임보다는 장기적 전략 과제의 개발을 위한 예비적 논의의 성격을 갖는 것이 바

람직하며, 집담회를 통한 공동연구팀의 구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참

여가 중요하므로 새로운 집담회의 조직과 함께 학내에서 가동중인 집담회를 연구원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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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집담회가 연구원 시설을 활용할 경우 연 100만원 정도

의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구성된 팀은 다음과 같다.

(1) 조선후기 과학과 사상 집담회

조직책임자: 문중양 (인문 학 국사학과 조교수)

주제명: 조선후기 과학, 사상, 그리고 사회에 관한 연구

행사내용: 조선후기에 일어난 지적 변화를 자연 지식 또는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조망하

기 위해 당시의 과학사, 사상사, 문화사, 사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각자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교류하기 위해 집담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가진다.

<제1회>

주제: 조선후기 자연과학 탄생의 철학적 기초

일시: 2006년 12월 1일(토) 오후 6시

장소: 규장각 4층 세미나실(103동 209호)

발표: 김호 (경인교육 학교 사회과교육과 전임강사)

(2) 규장각 장기프로젝트 기획집담회

본원은 한국학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일회성 연구 교육 프로젝트보다는

5~10년간 지속될 장기적 전략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예비적 논의로서 기획연

구부가 주도하여 조직하는 학술행사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제로는 사진자료 아카이브

수집 정리 사업과 현지답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필드워크

(fieldwork) 계획이 있다.

<제1회>

주제: 한국학 발전을 위한 필드사이언스(field-science)의 필요성

일시: 2006년 9월 21일(목) 오후 5시

장소: 규장각 4층 세미나실(103동 453호)

발표: 전경수 (서울 학교 인류학과 교수) 

<제2회>

주제: 한국학 발전을 위한 시각자료 아카이브의 필요성 -해외사례에 준거하여

일시: 2006년 10월 31일(화) 오후 6~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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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103동 209호)

발표: 이문웅 (서울 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

<제3회>

주제: 일제강점기 사진의 현황과 사료화 문제 -군산(群 )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 2006년 11월 21일(화) 오후 4시 30분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 (103동 209호)

발표: 김태웅 (서울 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제4회>

주제: 일제시 사진 아카이브 -식민지 조선을 보는 눈

일시: 2006년 11월 30일(목) 오후 4~6시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 (103동 209호)

발표: 선일 (서울 학교 박물관 학예사)

<제5회>

주제: 한국 사회과학이 현지조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

일시: 2006년 12월 22일(금) 낮 12시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 (103동 209호)

발표: 유우익 (서울 학교 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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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학술행사

1)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사업 발표회

주제: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기초학문 육성지원 사업 조선시 국가전례사전 편찬사업

1차년도 중간발표회

일시: 2006년 5월 18일(목) 2시~5시 45분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103동 209호)

사회: 정재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소주제:

제1주제:  조선시 국가전례사전의 표제어 선정

발표: 박례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지두환 (국민 교수)

제2주제: 조선시 국가전례사전의 기술 방식

발표: 김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설문원 (국가기록연구원 학술연구처장)

제3주제: 조선시 국가전례사전의 내용

발표: 송지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심승구 (한국체 교수), 한형주(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2) 인문주간 행사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인문학에 한 중의 인식 심화 및 관심 제고를 통해 인문학 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9월 25일부터 30일까지‘열림과 소통의 인문학(Humanities as

Crossroads)’이라는 주제로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하 다. 이 행사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전국인문 학장단이 주최하고, 본원과 아울러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서울시립 학교 서

울학연구소,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화여자 학교, 철학아카데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

각이 주관하 다. 본원이 주관한 행사는 다음과 같다.

가. 전시

품목: 규장각 소장 자료 중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의궤, 고지도, 회화자료, 정조 관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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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9월 25일(월)~29일(금) 오전 9:30~오후 5:30

장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하1층 전시실

나. 강연

<제1강연: 기록문화의 꽃 의궤>

강사: 신병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일시: 9월 25일(월) 오후 2~4시

장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하1층 강당

<제2강연: 고문서로 본 생활사>

강사: 양진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일시: 9월 27일(수) 오후 2~4시

장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하 1층 강당

<제3강연: 김정호는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나>

강사: 이기봉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일시: 9월 29일(금) 오후 2~4시

장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하1층 강당

3) 아시아 국제학술회의

주제: New Currents in Asian Studies: In/Between National Boundaries (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방향: 국경과 탈국경의 경계에서)

일시: 2006년 6월 9일(금)~10일(토)

행사 일정:

■6월 9일(금) 09:30~18:00

장소: 서울 학교 호암교수회관

▲Opening Address : 김 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1 Session: Reflecting Asian Studies in My Research Experiences 

Chair: 김광억(서울 )

Speakers

John Lie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 Asian Studies as Global Studies 

Gordon Berg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s East Asia an Area o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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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Consideration of the Future of Asian Studi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Sharing Ideas and Thoughts with 이태진 (서울 ),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 ), 이숙

종 (성균관 )

▲2 Session: Relocating Korean/Japanese Studies 

Chair: 정근식(서울 )

Speakers

Park, Tae-G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a Discipline to an Interdiscipline,

From Modernism to Post-modernism: Trends of Korean and American Scholars in

the field of Modern Korean History 

Alison Tokita (Monash University): The Future of Japanese Studies and Its Role in

Australia-Japan Relations 

Sharing Ideas and Thoughts with 김경일(한국학연구원), 한기형(성균관 ), 한 혜

(서울 )

▲3 Session : Emerging Topics and Issues in Asian Studies 

Chair: 정용욱(서울 )

Speakers

Chung, Chin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Transnational corporations, bilateral

and multilateral economic agreements and human rights in Asia 

MATSUDA, Motoji (Kyoto University) : Reconciliation and Redress in Post-Colonial

East Asia: Creativity of Narrative of Suffering

Sharing Ideas and Thoughts with 박명규(서울 ), 은기수(서울 ), 하용출(서울 )

■10 June (Saturday) 10:00~12:30

장소: 서울 학교 희관기념홀(16동 111호)

▲4 Session : Reconceptualizing and Reimagining Asia 

Chair: 박명규(서울 )

Speakers

Chua Beng Hua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Communitarian Politics of the

East

Choi, Jung Bong (New York University) : Cultural Regionalization in East Asia: a

Post-Cold War and Neoliberalist Syndrome 

Sharing Ideas and Thoughts with 김광억(서울 ), 강명구(서울 ), 정종호(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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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檢 ”국제워크샵

주제: 일제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검열에 관한 새로운 접근

일시: 2006년 12월 7일(목)~8일(금)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 (103동 209호)

발표 일정:

■12월 7일 (목) 09:20~18:30

�개회사: 김 식(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장)

�검열/반검열의 흔적으로서의 텍스트 / 사회: 정근식(서울 사회학과)

한기형(성균관 동아시아학술원): 식민지 검열장(檢 )의 성격과 근 텍스트

최경희(시카고 동아시아학과): 텍스트와 역사로서의 검열의 흔적 – 1930년 전반

기‘주의’체제를 중심으로

한만수 (동국 국문과): 식민지시기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

�일제말기 검열(1) / 사회: 박헌호(성균관 동아시아학술원) 

권명아(한양 비교역사연구소): 풍속통제와 일상에 한 국가관리-풍속통제와 검열

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진(연세 강사): 생산자로서의 검열-일제말기 화검열의 텍스트 변용사례 연구

�일제말기 검열(2)/사회: 한만수(동국 국문과)

정근식(서울 사회학과): 식민지검열에서의 검열표준의 정립

(와세다 ): 만주 검열월보 연구

■12월 8일 (금) 09:30~18:30

�일제시기 예술검열/사회: 한기형(성균관 동아시아학술원) 

정형민(서울 미 ): 1920~30년 미술검열에 관한 시론

이준희(한국학중앙연구원): 일제시 음반검열 연구

이승희(성균관 동문화연구원): 식민지시 연극의 검열과 통속의 정치

�검열과 자료/사회: 최경희(시카고 동아시아학과) 

(동경 ): 미군정기 통신검열체제의 성립과 전개

(학습원 ):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검열-식민지배 증언청취기록의 문제

Eizaburo Okuizumi(시카고 도서관): “An Account of Censorship Records In East Asia”

�종합토론/사회: 정근식(서울 사회학과)

토론: 정용욱(서울 국사학과), 박광현(동국 국문과), 이 미(한국예술종합학교),

김창록(경북 법 ), 박용규(상지 언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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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술행사 후원

본원은 국내외 한국학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학 관련 기관 사이의 긴 한

협력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연구자 또는 기관이 주최하는 한국학 학술

행사에 해 장소와 행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1) 2007년도 학술모임 지원 사업 공고

본원은 한국학 발전을 위하여 2007년도에 개최하는 국내외 워크샵이나 학술심포지움 등

의 학술모임을 지원하고자 교내 교원을 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 다. 2006년 12월 중

순경에 지원 상 과제를 확정할 것이며, 학술행사 발표 논문은 단행본으로 발간되거나, 본

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國 』, 『奎 閣』,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에 게재될

예정이다.

가. 신청 상 주제

–한국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학제간 연구, 국제적 비교연구를 우선 지

원)

나. 지원규모 및 항목

–학술모임의 규모에 따라 5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지원예산 항목: 교통비, 숙식비, 자료인쇄비, 편집비 등 (사회 발표의 사례비나 연구

비는 제외)

다. 신청자격

–조직책임자: 본교 교원(전임강사 이상)에 한함

–공동조직자: 교외나 해외연구자도 가능. 

2)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총회 개최

전국 古 소장기관 및 연구기관 협의체(42개 회원기관)인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정

기총회(회장: 珪 규장각 관장)를 2006년 2월 24일 규장각에서 개최하 다. 동 협의

회는 고전적 보존 전반에 관한 연구 및 자료의 공유, 공동 활용을 통하여 고전적을 구히

보존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4년 창립하 으며, 매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보

존연구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 학술지 고전적 2집을 간행하 으며, 고전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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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및 공동활용을 위해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주소: http://www.nl.go.kr/nl_classics/index.php

3) 벤저민 엘먼 교수 초청 콜로키엄

주제: Rethinking Science in China, 1600-1900

연사: Benjamin Elman (Princeton University)

일시: 2006년 8월 24일(목) 오후 4~6시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103동 209호)

주최: 서울 학교 동양사학과,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4) 茶 국내 학술회의

주제: 다산의 과학사상과 기술관

일시: 2006년 10월 27일(금) 10:00~17:30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103동 209호)

주최: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발표논문:

정약용의 의학과 의술/발표: 신동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논평: 김성수(경희 )

조선후기 성제( ) 변화와 다산 정약용의 성곽 기술론/ 발표: 노 구(국방 군사전략

학부), 논평: 배성수(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정약용의 지리사상/발표: 오상학(제주 사회교육과), 논평: 배우성(서울시립 )

다산 정약용의 천문역법론/발표: 구만옥(경희 사학과), 논평: 임종태(서울 )

미신과 술수에 한 정약용의 태도/발표: 김 식(서울 동양사학과), 논평: 김문용(한양

)

5) 경성제국 학 연구 워크샵

본원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학장기기초연구사업 2004∙2005년도 지

원과제로서 수행된‘경성제국 학 연구’(연구책임자: 정근식)의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행

사이다.

주제: 식민권력과 근 지식: 경성제국 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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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2월 20일(수) 10:00~18:30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103동 209호)

주관: 서울 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발표 일정:

▲제1부 사회: 권태억 (서울 )

1. 경성제국 학 총장과 식민지 학

발표: 박명규 (서울 )

토론: 정선이 (서울여자간호 학)

2. 경성제국 학 교수와 연구 교육체제

발표: 정근식 (서울 )

토론: 박광현 (동국 )

▲제2부 사회: 조형근 (서울 )

3. 『 考古 』 究にみる の空 をめぐって

발표: 久 ( アジア敎 )

토론: 목수현 (서울 )

4. 期 究の 開と の

발표: 健 ( 京 科 )

토론: 정준 (서울 )

5. 國

Taihoku Impreial University, Colonialism and Tropical Medicine

발표: (國 ) 토론: 강신익 (인제 )

▲제3부 사회: 정근식 (서울 )

6. 일제의 무단통치와 경학원

발표: 정일균 (서울 )

토론: 우용제 (서울 )

7. 경성제국 학의 학생과 문화

발표: 정진성 (서울 )

토론: 정규 (청주교육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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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의 발족과 사업 지원

서울 학교는 2001년부터 한국학 진흥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과제를 지원해 왔으며, 정

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구를 정비해 왔다. 2001년 한국학연구사업운 위원회

(운 위)를 발족시켰고 1년 뒤인 2002년에는 한국학연구사업지원실(지원실)을 한국문화연

구소 내에 설치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토 를 마련하 다. 그러나 여전히 운 위가 독립적

인 기구로 남아있고, 지원실은 한국문화연구소 산하에 위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한국학은 서울 내에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구심점이 생

기게 되었고, 기왕에 유사업무를 담당하던 기구들을 모두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생

기게 되었다. 그래서 새 연구원의 출범과 함께 한국학연구사업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관

장하도록 결정되었다. 한국학연구사업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이 연

구사업의 관리운 시스템도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한국학연

구사업 운 위원회를 해체하고 연구원 산하의 한 위원회로서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를 새

로이 발족시켰다.

본 위원회는 서울 학교에서 우수 연구인력을 상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그 미래의 방향

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새롭고 다양한 시각의 연구과제들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학의 연구

수준을 더욱 높이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한국학장기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① 연구 지원, ② 출판 지원, ③ 학술 회 지원, ④ 국제교류 지원 등

이다. 한국학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자유과제와 한국학기초자료개발과제로 구분하고, 서

울 재직 교원의 단독 연구와 본교내 연구소 단위 연구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에는 총 18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 다. 아울러 연구 종료후에 산출된 연구성과물을 서울

출판부를 통해 한국학 총서(한국학 모노그래프 한국학 연구총서 한국학 자료총서)로 간

행하고 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학술 회로는 본원의 주최로 열린‘개교 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한국학 국제학술회의’(2006. 5. 30~6. 2), ‘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방향 : 국경

과 탈국경의 경계에서’(2006. 6. 9~6. 10), ‘일제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검열에 관한 새

로운 접근’(2006. 12. 7~8) 등이 있으며, 규장각 콜로키엄과 집담회도 본 사업비의 지원으

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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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별전시회“전통과 세계의 만남”

본원에서는 서울 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전통과 세계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특

별전시회를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개최하 다. 전시회 공식

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인 10월 25일 오전 11시에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장무 본교 총장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주제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사신들

의 견문록, 백과사전, 세계지도 등 우리 전통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중국, 일본의 주변

국과의 교섭과 동 서양의 문화 교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로 꾸며졌다. 전시회 기간

중 관람인원은 총 7,700명, 1일 평균 453명이었는데, 가족단위 방문이 많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았다. 일반 박물관과 달리 조형물이 아닌 역사적 기록 문헌을 전시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었고, 교과서에만 보았던 역사적 기록을 실제 원본으로 보니 감개무량했으며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역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관람객들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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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학 고전원문 디지털화 사업

본원은 2000년부터 본원이 소장하고 있는 고전자료들을 전산화하기 위한‘한국학 고전

원문 디지털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구축된 디지털 자료들을 본원 홈페이

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본원에 소장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국

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이 웹상에서 본원이 소장하고 있

는 고전자료들을 자유롭게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본원은 제7차년도‘한국학 고전원문 디지털화 사업’을 2006년 5월 2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改 (奎 12908)을 비롯한 고도서 148종

256책에 한 이미지 41,652면과 텍스트 6,873,708자(‘왕실의 연원’부분 65종 117책 이미

지 16,254면, 3,008,570자, ‘왕실의 정치’부분 83종 139책 이미지 25,398면, 3,865,138자)

와 (고 4709-37)를 비롯한 고지도 15종 520도엽에 한 이미지 520도엽과 색인 및

해제 1,750매, 규장각 소장 문집과 의궤에 한 해제 및 해설집 9책의 텍스트 16,673,194자

를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유하게 되었다.

2006년 한국학 고전원문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구축된 디지털 자료들은 이미 구

축된 디지털 자료들과 함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

를 통해 2006년 12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본원이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도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이미지)를 포함하여 1137종에 한 이미지 디

지털화, 원문 텍스트화를 완료하고 XML DB로 구축하 다.

나. 고문서: 규장각에서 간행한 古 25책 등 3,011여 건에 한 서지사항, 이미지, 텍

스트화를 완료하고 XML DB로 구축하 다.

다. 고지도: 등 37종에 한 해제작성, 이미지 디지털화, 색인작성 등의 작업을

완료하 다.

라. 근 정부기록류 : 180종에 한 이미지화(전체), 텍스트화(일부)를 완료하 다.

마. 기타: 책판 17,816장에 한 이미지를 3D로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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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규장각 자료 관리 사업

1) 규장각 자료 복원 사업

규장각은 소장 고전적의 구 보존을 위하여 훼손 및 부식이 심한 자료에 하여 복원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까지 2,600여책,

71,500매에 달하는 표구 수리 작업을 실시하 으며, 고전적 보호용 포갑 제작도 같이 추진

하고 있다. 이 작업은 중요무형문화재 金 옹이 규장각에 상근하면서 진행하 으며, 앞

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보존처리

규장각 자료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사시에 비하고자 1972년부터 마이크로 필

름 제작사업을 시작하여 한국본 도서를 거의 완료하 고, 1994년부터 새로운 기자재를 구

비하여 중국본 도서와 한국본 중 미제작분을 상으로 마이크로 필름 촬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2006년 11월까지 승정원일기 등 21,660롤을 제작 완료하 으며, 제작완료되어 보

존하고 있는 마이크로 필름에 하여 연차적으로 보존처리(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 훈증소독

규장각 소장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매년 1회 살충∙살균 훈증소독 실시하고 있다.

–실적: 7월 29일~8월 18일(3주간) 실시(완료)

–소독방법

서고: 폐 훈증소독

열람실 및 사무실: 연무소독

–소독효과: 서고 내부의 각종 해충 및 자료보존에 유해한 바이러스의 박멸

4) 고도서 보존용 원목서가 제작

규장각 자료의 열악한 보존환경을 개선하고자 2004년 12월 건물을 증축하여 이전을 완

료하 으나, 귀중도서, 책판 등을 보존하기 위한 서가는 규격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

량도 절 부족하여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전적 보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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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원목서가를 제작하여 우리 문화재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도서 보존에 적함한

원목서가 15 를 천연수지로 도장하여 제작하 으며, 2006년 12월말까지 고전적 보존서가

46 를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5) 서명필사 작업

1994년부터 실시한 규장각 소장 고도서의 표구수리 및 보호용 포갑 제작에 따른 결과물

에 한 서명 필사(붓 씨) 작업이다.

–2006년 실적: 7,877점(12월 6일 현재 2006년 계획 수량 중 91% 완료)

–2006년 계획: 76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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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학 자료기증 및 정리

전국적으로 여러 연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도서를 기증하고 있

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 ) 國 刊(341-350) 10책, 세종 왕기념사업회에서

간행한 국조인물고(22)외 12책,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장서각(13집)외 14책,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국사관논총(106호)외 35책을 비롯하여 국립민속관물관, 한국국학

진흥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산근 역사관 등의 전국 여러 기관에서 간행한 자료들을 기

증받아 등록∙정리 작업을 거쳐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민속원 홍기원 사장이 남도민속문화론 외 849책을, 민족문화 김용화 사장이 이조실

록(400책)외 600책을, 원불교 구 경북 傑 교무가 (11책), (11책)(

訥 저) 등 총 22책을 기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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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교류 사업

1) 규장각 펠로 선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한국학의 국제화와 본 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 사

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 규장각펠로쉽 제도를 신설하 다. 본원은 포스트닥 급의

해외 우수 한국학자에게 일년간 펠로쉽을 제공하고 있다. 펠로는 연구 외에 강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선할 수 있으나 권장하지는 않는다. 2006년 9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두 명이 펠

로로 활동하고 있고, 2007년에는 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1) 선발절차

① 모집기간: 2006년 4월 15일~2006년 5월 30일

② 모집방법: 미국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웹사이트와 뉴스레터, 그리고 koreanist

listserve에 광고 게재

③ 총 문의자 수: 22인

총 지원자 수: 6인

④ 펠로 선발을 위한 국제위원회 개최

제1차 회의: 5월 23일

제2차 회의: 6월 12일

(2) 피선발자 인적사항

① Carl Jorgen Saxer

국적: 덴마크

소속: Asia Research Center, Copenhagen Business School 부교수

박사학위취득 학: University of Oxford

연구주제: Globalization as Policy: Political, Cultural and Social Globalization in

South Korea

② Andreas Mueller-lee

국적: 독일

소속: Ruhr-Universit t Bochum, Sprache und Kultur Koreas

학위취득 학: Ruhr-Universit t Bochum (박사학위 취득년도 : 2006년 2월)

연구주제: An Attempt at a History of Knowledge of the late Chos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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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asis of the Encyclopaedias of this Time

(3) 행정지원 현황

① 교통비 지급

Carl J. Saxer: 왕복 항공료 지급

Andreas Mueller-lee: 편도 항공료 지급

② 숙소 지원: Carl J. Saxer 교수 - BK국제관 거주

③ 연구실 지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42호(Andreas Mueller-lee:), 445호(Carl J. Saxer)

�전화 및 인터넷 가설, 각종 비품 지원

④ 교내 강의 담당: Carl J. Saxer 교수, 외교학과 학사과정 전공 수업“세계지역

연구개론”강의 시작.

2) 규장각장서이용 펠로

규장각 장서이용 펠로십은 장서를 이용하여 한국학 관련 연구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

내외의 학자들의 규장각 방문과 장서 사용을 장려하여 한국학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

여 2006년부터 신설된 제도이다. 방문학자와 달리 단기간 체류하는 학자들을 위한 프로그

램으로 일정액의 지원금(Kyujanggak Archives Travel Grant)도 지급한다.

�펠로 명단

① Matthew Wegehaupt( ), University of Michigan 박사과정

② 신애리, 하버드 박사과정

③ 김지수, 콜럼비아 박사과정

④ 조인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07년 1월 22일부터 활동 예정)

3) 국제위원회 워크샵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국제교류가 취해야 할 방향과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내 관련

인사들이 모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시간을 가졌다.

개최일시: 2006년 8월 4일 오후 2시~5시 30분

개최장소: 서울 학교 법과 학 근 법학100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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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 국제교류 사업의 제 역에 한 일반적 접근

조은수 (철학과 교수)

발제 2 - 연구 부문 이근관 (법학부 교수)

발제 3 - 교육 부문 양현아 (법학부 교수)

발제 4 - 출판 부문 장인성 (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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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육 프로그램

1) 규장각 講

규장각 초서강좌가 2005년 개설되어 2년째 접어들었다. 강좌는 매주 3시간씩 16주 단위

로 편성하 으며, 9월 18일부터 2개학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장소는

이다. 지원자격은 한국학(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한 학원 석사 이상인 자 및 그에 준

하는 자로서 한문에 한 기초적 소양을 갖춘 자를 상으로 하 다. 강좌를 개설한 목적은

한국학관련 기록물을 읽고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강좌는 초서기초학습반과 초서자료강독반으로 나누어 개설하 으며, 강사는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의 학예연구사와 金景 객원연구원이다. 초서기초학습반은 초서의 원

리와 기초적인 형태를 습득할 수 있게 하며, 기본교재는『 訣歌』와『 』이다. 초서자

료강독반은 簡 을 강독하면서 기초적인 초서의 원리와 형태에 한 학습은 물론 구체적인

자료에 한 해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수강자들에게 효율적으

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직접 붓으로 초서를 쓰게 하고 있다.

강좌개설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소장자료에 한 해독능력을 갖춘 연구자를 확보함

으로써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나아가 개인의 학문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 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학 관련 연구를

폭넓게 진행할 수 있고, 학문후속세 를 양성하는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수강생 모집과정에서 각 강좌마다 모집정원을 10명으로 한정하 으나, 교수, 직원, 교내

학원생 등이 지원하여 초서기초학습반은 23명, 초서자료강독반은 12명이 지원하 다.

각각 16명었다. 예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강좌개설에 큰 관심을 보이고 호응

하여, 수강인원을 늘려 초서기초학습반은 16명, 초서자료강독반은 11명이 지원수강토록 하

다.

초서학습에 한 학원생 이상의 연구자 및 일반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 비해, 그것

을 뒷받침해줄 만한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규장각은 강좌

에 한 호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강좌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 

자하서당은 원래 인문 학 究 소속의 한문 강독 교육기관으로서 교내 동아

시아학 학원생과 학부생의 원전강독실력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올해 11년째를 맞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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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금년 9월 1일자로 본원 산하 기구로 통합되었다. 2006년은 1   2학기 각각 한 강

좌씩만 개설하여『 』를 강독하 다.

▲1학기

강의내용: 『 』강독

강��사: 近 선생

강의기간: 2006년 3월 7일~2006년 6월 13일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2학기

강의내용: 『 』강독

강��사: 近 선생

강의기간: 2006년 9월 5일~2006년 12월 5일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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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학술지 간행

舊 한국문화연구소에서는 국내외 한국학 논문이 실리는 국문 학술지『 國 』( 年

刊)와 문 학술지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刊)를, 舊 규장각은 기관지『奎 閣』

( 刊)을 발간하 다. 금년에 새로 출범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舊 한국문화연구소와 舊

규장각의 모든 학술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상기한 3 의 학술지를 계속 발간하고 있다.

1) 國

▲37호 발행 (2006년 6월 30일)

고려 후기 시가의 계통과 형성과정 고찰 …………………………………………… 慶

‘ 機 ’의 문제 ………………………………………………………………………… 정길수

소월의‘ ’과 그 공동체적 의미 고찰 - 시론 < >을 중심으로 - ……………… 서진

의 과 논의 …………………………………………………… 우경섭

19세기의 호남 실학자 의 觀 저술과 서양 천문학 이해 ………………… 문중양

錦 의 系 정통론과 溪 제창 ………………………………………… 김용태

일제 하 임야조사사업의 시행목적과 성격 …………………………………………… 최병택

한국의‘두뇌유출’변화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역할 …………………… 문만용

▲38호 발행 (2006년 12월 31일)

「마천별곡」연구 ………………………………………………………………………… 김현식

수용의 양태와 경향 …………………………………………………………… 서신혜

<반씨전>의 이중적 성격과 그 의미…………………………………………………… 이지하

金 究 ………………………………………………………………… 황재문

‘空氣’와‘ 劇’-초기의 라디오 예술론에 관한 考 ……………………………… 서재길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 …………………………………………… 장성규

고 한국의 저승관과 지옥관념의 이해 ……………………………………………… 나희라

조선시 사행과 사행기록 …………………………………………………………… 김경록

조선초기 工 의 신분 ………………………………………………………………… 최이돈

17세기 유생 의 유배생활과 정치적 지원 …………………………………… 김경숙

조의 <성학집요> 진강과 정책적 활용……………………………………………… 윤�정

조선시 한중 지식인의 고구려 인식 - 고구려의‘강성’에 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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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 한명기

<특집 : 조선후기 황해도 관방체계>

조선후기 황해도 연안 방위체계 ……………………………………………………… 강석화

조선후기 황해도 內 방어체계 ……………………………………………………… 고승희

조선후기 황해도 의 운 ………………………………………………………… 이선희

조선후기 開 일 관방체제의 정비와 재정의 추이 …………………………… 노 구

<학술발표회 중계: 한류포럼>

「겨울연가」로 열린 세계와 닫힌 세계………………………… 소메야 도모유키( 谷 )

한류를 넘어서: 홍콩에서의 한국학의 시장가치 ………………시드니 정(Sidney Cheung)

한류 열풍과 한국어 보급의 전망 ……………………………………………장소원∙안경화

2)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8 발행

1. The Annexation of Korea Failed to Come into Being - Forced Treaties and Japan’s

Annexation of the Great Han Empire/Yi Tae-jin

2. Korea and Japan should Not Fall in the Pitfall of the Old Treaties: An Answer to the

Treatise by Prof. Yi Tae-jin/Sakamoto Shigeki 

3. Only the Treaties for Invasion of Korea were Anomalous: A Reply to Professor

Sakamoto’s Answer/Yi Tae-jin 

4. Heading for a Legal Dialogue between Korea and Japan: A Viewpoint on the Issue

of Duress in the Japanese-Korean Convention/Sasagawa Norikatsu 

5. Professor Yi’s Article “Annexation of Korea Failed to Come Into Being”

Reexamined / Unno Fukuju 

6. How can State Sovereignty be Surrendered with a Summary Treaty? In Reply to

Prof. Unno Fukuju’s Criticisms/Yi Tae-jin 

7. “Looking at Legitimacy and Illegitimac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Sekai 681

(November 2000)/Arai Shin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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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료간행∙해제사업 및 주요 간행도서 소개

舊 규장각은 한국학 연구자와 한국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하여 고도서 고문서 고지

도 근 정부기록류 등의 자료에 한 해제 및 자료 인 간행 사업을 진행해 왔다. 舊 한국

문화연구소는 한국학 연구자들의 개인 저술과 연구소 소속 연구사업팀의 공동연구성과를

한국문화연구총서와 한국학공동연구총서로 발간해 왔다.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는 교내

한국학 연구비로 지원되는 한국학 장기기초연구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연구서로 간행하는

한국학 연구총서 자료총서 모노그래프 시리즈를 간행해 왔다. 본원은 세 기관의 간행사업

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총서간행체제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2006년에 추진

된 자료간행 해제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奎 閣 간행

규장각은 1997년부터 인 간행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奎 閣 간행 사업

에 착수하 다. 이 사업은 조선시 연구에 필수적인 문헌자료들을 인 보급함으로써

國 연구를 진작시킨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06년에는 軌 , 官 , , 

, , 등 여섯 분야의 문헌 자료를 간행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軌

『 嘉 監 軌』, 『 嘉 監 軌』등 2종을 간행하 다. 『

嘉 監 軌』는 1627년(인조 5) (1612~1645)와 姜 期(1580~1643)의 딸 姜

(1611~1646)의 가례를 기록한 것이다. 현존하는 가례도감의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

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嘉 監 軌』는 1761년( 조 37) 10월부터 1762

년 2월까지 왕세손으로 있던 (1752~1800)와 왕세손빈 金 ( 의 :

1753~1821)의 혼례식 과정을 정리한 의궤이다. 정조가 왕세손으로 있으면서 왕으로 즉위

한 왕인만큼 본 의궤는 현존하는 유일한 왕세손빈 가례도감의궤가 된다.

(2) 官

『 館 』원본 12권 6책을 인본 2책으로 간행하 다. 『 館 』는 조선시 외교

의 실무를 담당하고 역관을 양성하던 의 과 官 , 規 및 故 를 수록한 관서지

이다. 여기에는 交 에 관련된 자료들, 즉 중국이나 일본에 보내는 과 조선으로 오

는 들에 한 준비 및 절차, 접 와 의식, 문서나 예단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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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외교업무의 지침서가 되었다. 특히 뒷부분에는 중국 일본과 왕래한 외교 문서와 교섭

사례가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어서 개항 초기 조선 정부의 외교 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

는 중요 자료로 평가된다.

(3) 

『 멋�』을 2005년에 원본 10책까지를 간행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원본 11~22책까지

12책을 인본 3책으로 간행하여, 전체 22책을 刊하 다. 『 멋멋』은 조선시 館閣에

서 지은 各 의 문장을 모아 1787년(정조 11)에 간행한 으로, 홍문관이나 예문관 등

을 담당한 관리가 왕명을 받들어 찬술한 館閣 가운데 모범이 될만한 을 뽑아 편찬

한 책이다. 『 멋멋 』은 연차적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4) 

『 』와『 』등 2종의 책을 간행하 다. 『 』는 17세기 전반의

학자 (1579 1655)이 의『 』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주제별

로 분류 정리한 책이다. 『 』는 17세기 후반의 학자인 (1631 1695)가『

』을 비롯하여 당시 조선에 통용되던 의 저술 가운데 누락된 들을 수습하여 편

집한 책이다. 이 두 책은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연구의 동향과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자료들이다.

(5) 

작년에 이어『 』14~15권을 간행하 다. 이들 읍지는 부분 19세기 편찬본인

데 이전 시 의 읍지에 비해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소 소략하지만 이 시기 지역의 변화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간행에서는 기간의 지리지 인본

과 달리 활자를 판독하기 쉽도록 으로 하 다. 채색지도는 사진판으로 만들었고, 개별

읍지에 한 상세한 해설을 붙 다.

(6) 

『 �乞 』, 『 』, 『 』등 몽고어 학습서 3종을 인본 2책으로 간행하

다. 『 �乞 』는 18세기에 에서 간행된 몽고어 회화 학습 교재이며, 『

』는 1790년에 사역원에서 간행한 책으로 官 양성 및 科 시험에 사용되었던 몽고어

회화 교재이다. 또『 』도 18세기에 사역원에서 몽고어 어휘 학습을 위해 간행한 책

으로, 중국어를 표제어로 하고 한국어와 몽고어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라 할 수 있다. 이 책들은 조선후기 몽고어 학습의 실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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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기록된 국어 번역이 18세기의 언어 현실을 반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지를 지니는 자료들이다.

(7) 科 技

『 』2책을 간행하 다. 이 를 한 이후 자신의 저술들을 종합 재정리

하여 1783년에 한 것으로, 經은 물론 ∙ ∙ ∙ 등 다양한 분야들에 걸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 』는 60권 31책(2권 1책 결본)인데, 이중 6책 12권까

지를 인본 2책으로 간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연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이다.

(8) 

2006년부터는 본원에 소장된 예술 관련 서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신설되

었다. 은 크게‘미술 관계 자료’와‘음악 관계 자료’로 분류되는 바, 한 해는 미술 관

계 자료를, 그 다음 해는 음악 관계 자료를 간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에는 먼저‘미술 관계 자료’로서『 』, 『 』, 『 簡 』, 『 簡

』, 『 簡 』, 『 』등 金 (1786~1856) 관련 자료 6종과 19세기에 활동한 화

가 (1808~1893)의 자서전인『 紀』등 총 7종의 자료를 인본 2책으로 간행한다.

김정희와 허련은 19세기 조선 을 표하는 서화가들이므로, 이번에 출판되는 자료들은

이 두 사람에 한 개인 연구뿐만 아니라 19세기 조선의 문화사 예술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및 刊

규장각은 1993년부터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 문집과 의 해제를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그 성과로 17세기의 개인 문집을 상으로 한『奎 閣

』13(17세기 ㅊ: 溪 ~ 肱 ), 『奎 閣 』14(17세기 ㅌ~ㅎ: 稿~

稿)를 간행하 다. 본 해설은 규장각에 소장된 개인문집( - )에 한 전문해

설집으로서, 조선시 의 문집을 시 순으로 해설하여 간행하고 있다. 기존의 해제집과는

달리 문집과 저자에 한 소개는 물론 문집의 개별 저술 내용에 해서도 해설을 첨부하여

이용자들이 각 편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

3) 古 사업

규장각은 1978년부터 소장 고문서의 정리 및 카드 작성과 작업을 추진하여 연차적

奎 閣 國 究 289



으로 고문서를 간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 家 記, 奴 記, 記를

편집하여『古 』30, 31집을 간행하 다.

4) 古 사업

驥의『 國 』원본 계열의 필사본 3종 24장을 색인집과 함께 원색으로 인하

다. 조선시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위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적 사

업을 벌 으나, 조선시 지리지나 군현지도의 주기에 기록된 정보에는 지형의 높낮이와

도로의 굴곡이 그 로 반 되어 있어 정확한 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평면상의 직선 거리와

는 상당한 오차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정상기는 기록상의 거리 정보를 지형의 높낮이와 도

로의 굴곡에 따라 지도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현 지도의 윤곽과 거의 비슷

한『 國 』를 완성하 다. 이번에 간행되는 지도집은 지도 위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원색 인하고 해설과 분류 색인집을 함께 간행하기 때문에 연구자

들의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近 記 사업

규장각은 교육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근 정부기록류 조사 연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2년간『奎 閣 』(4책), 2002년부터 2년간『奎 閣 交

』(4책), 2004년부터 2년간『奎 閣 』(4책)을 작성하고 그 결

과를 웹서비스했으며, 올해에는『奎 閣 宮內 1』∙『奎 閣 宮內

2』(2책)를 작성하고 웹서비스할 예정이다. 금년도 작업 상은 궁내부 관계 자료들로

서, 궁내부 및 그 소속관서와 중앙의 各 및 各 , 지방의 各 , 各 , 各郡 그리고 통감부

사이에 오고간 , , , , , 告 등의 각종 공문서철로 주로 갑오경

장 이후부터 1910년 일제 강점에 이르기까지 궁내부 업무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이다. 하나의 문서마다 제목, 발수신자, 사건 개요 또는 내용 요약 등을 정리하고

색인 작성, 다른 문서철에 묶인 관련 문서 파악 등의 작업을 한 후, 디지털화된 원문 이미지

와 연결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6) 國 共 究 발간

舊 한국문화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공동연구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발간하다가 본

원으로 이관된 총서 시리즈이다. 금년에는『역주 오륜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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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역주, 2006. 1, 서울 학교출판부, 총서일련번호 5)가 발간되었다.

7) 한국학장기기초연구사업 한국학총서 간행

본원내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학장기기초연구사업으로 지원된 연구

성과를 다음과 같이 3종의 총서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금년도에 간행된 총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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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저자 소속 도서명 출판일

11 권 민
인문 학

국문 쓰기의 재탄생 06. 08. 30.
국어국문학과

14 전봉희
공과 학 3칸×3칸

06. 04. 15.
건축학과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

31 이철희
사회과학 학 한국의 고령노동

06. 04. 05.
경제학부 – 경제활동과 소득의 장기적 변화 –

35 송기호
인문 학

한국 고 의 온돌 06. 01. 16.
국사학과

36 김준기
행정 학원 한국 시민단체의

06. 06. 15.
행정학과 내부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37 최윤
인문 학

한국문화를 쓴다 06. 06. 10.
독어독문학과

38 김 식
인문 학

정약용 사상 속의 과학기술 06. 04. 30.
동양사학과

39 금장태
인문 학 인과 례

06.08.25.
종교학과 – 다산의 논어 해석 –

40 김종서
인문 학

서양인의 한국 종교 연구 06. 06. 10.
종교학과

41 이 주
인문 학

한국시화에 보이는 두시 06. 08. 30.
중어중문학과

42 구인회
사회과학 학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06. 11. 25.
사회복지학과 –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

행정 학원
한국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구성과 효과성

44 김준기
행정학과

–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 구성과 06. 11. 25.

조직 효과성을 중심으로 –

(1) 한국학모노그래프 (1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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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저자 소속 도서명 간행일

15 나 일
사범 학

조선중기 무예서 연구 06. 09. 10.
체육교육과

16 황상익
의과 학

1950년 사회주의 건설기의 북한보건의료 06. 08. 10.
의학과

17 하용출
사회과학 학

후발 산업화와 국가의 동학 06. 04. 25.
외교학과

19 이경식
사범 학

한국 중세토지제도사 06. 04. 25.
역사교육과

20 권재일
인문 학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06. 08. 10.
언어학과

(2) 한국학연구총서 (5책)

연번 저자 소속 도서명 간행일

3 심재룡
인문 학

고려시 의 불교사상 06. 04. 25.
철학과

(3) 한국학자료총서 (1책)



19. 규장각 통신 발행

「규장각 통신(Kyujanggak News)」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뉴스레터로서, 주요 학술행

사 및 신착자료, 간행자료, 교육교류 등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소개해 주는 월간 웹진

(Webzine)이다. 2006년 12월 규장각 통신 제1호가 발행되어 규장각 회원 및 서울 학교내

교수, 교직원들에게 메일로 제공되었으며, 한국학 전공 학생들에게도 점차 확 해 나갈 계

획이다. 본원의 최근 소식을 접할 수 있고, 한국학 관련 연구동향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

게 유용한 정보원이 될 것이다.

규장각 통신 인터넷 주소: http://kalanet.snu.ac.kr/news/test_new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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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행사

1) 추계학술답사

주제: 유교와 불교문화의 만남

일시: 2006년 11월 13일(월)

지역: 충남 논산시 일

유적지: 闕 , 古 , � 校, 灌 , 

참석자: 43명

2) 오픈하우스 행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모든 구성원과 규장각 펠로우쉽 프로그램 등으로 방문한 해외학

자들, 그리고 규장각에 애정을 가진 교내 한국학자들을 초청하여 만남과 화의 시간을 가

지고자, 2006년 9월 29일 오후 6시에 규장각 2층 원형 라운지에서 오픈하우스를 개최하

다. 이 행사는 한가위 연휴를 맞이하여 자축하는 의미도 있었다. 주요참석자와 해외

학자들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뷔페 음식을 들며 정다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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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서 간행

『명품도록( )』1책 (2006년 개정판)

『전통과 세계의 만남』1책 (서울 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도록)

『21세기 한국학의 진로 모색(Korean Studies for the Next Hundred Years: Reflection &

Vision)』1책 (서울 학교 개교 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嘉 監 軌』1책

『 嘉 監 軌』1책

『 館 』2책

『 멋�』3책

『 』1책

『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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