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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시대
*奎章閣臣 명단-[정조대][순조대][헌종대][철종대][고종대]
2. 대한제국기
3. 일제시대
4. 서울대학교 도서관 시기
5.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관리실 시기
6. 서울대학교 규장각 시기
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1969 6.~2006. 1. 31)
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시기

1. 조선시대

1776 (정조 즉위)

1777 (정조 1)

3. 11

정조 奎章閣 창설을 명령, 건물 공사 시작ㅤ

7

창덕궁 宙合樓 건물 완성, `규장각' 명칭 결정, 최초의 각신을 임명ㅤ

2. 24

〈古今圖書集成〉 5,022책을 청에서 구입 (銀 2150兩)

8

전 평안감사 서명응, 丁酉字 15만자를 주조(字本 갑인자), 內閣에서 소장ㅤ

12

1779 (정조3)

1780 (정조 4)

3

교서관을 奎章閣外閣으로 합속시킴.
奎章閣臣이 서적의 수집, 정리, 인쇄, 포쇄, 출납을 담당ㅤ
정조 昌德宮 永肅門 밖에 있던 이문원에서 齋宿, 규장각신과 토론ㅤ
규장각 檢書官職을 설치, 庶孼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6. 1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를 검서관에 임명

5

과거 주관자가 有故시 규장각 제학이 주관할 수 있게 함.
宗正寺의 숙종어필 `규장각' 편액을 주합루로 옮겨 걸음.
한국본 도서를 西庫에, 중국본 도서를 皆有窩에 보관ㅤ

2

원임제학 서명응에게 〈奎章總目〉 편찬을 명함.
규장각 일기인 〈內閣日曆〉의 작성 규정 을 정함.
초계문신 講製의 규정을 마련, 1차 초계문신 선발

2. 29

서호수가 〈奎章總目〉 완성, 장서가 3만여 권이 됨ㅤ
永肅門 밖에 있던 이문원을 仁政殿 서쪽 都摠府 자리로 옮김.
〈內閣日曆〉의 작성을 시작함.

1781 (정조 5)
3

정조, 이문원에서 신하들과 〈近思錄〉을 講함.
御製 편찬의 규정을 제정.
정조, 강화도 燕超軒 자리에 外奎章閣 기공을 명령 (內冊庫의 서적과 서울에서 儀軌, 玉冊을
옮김)

4

규장각 直閣,待敎의 선발 규정을 만듦.

http://147.46.103.189/intro/intro04_090514.jsp (1 / 33)2009-05-22 오전 11:40:0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 12
8

정조가 撰한 〈御定唐宋八子百選〉을 이문원에서 活印ㅤ
御眞을 규장각 주합루에 봉안ㅤ
규장각신의 근무 규정을 제정ㅤ

2

강화도의 외규장각을 완성ㅤ

4. 2

심염조, 서정수가 奉謨堂 등의 물품을 외 규장각에 보관

1782 (정조 6)

외규장각에 정족산 소장본을 移奉(御製, 御筆, 謨訓, 윤음 등)
4

교서관을 창덕궁 돈화문 밖으로 옮김.
정조가 평안감사 서호수에게 명하여 壬寅字 8만여 자 주조, 교서관에 소장ㅤ

1783 (정조 7)

ㅤ

규장각신이 정조의 語錄을 기록한 〈日得錄〉 작성 시작ㅤ

6

규장각의 설치연혁, 제도 등을 기록한 〈奎章閣志〉 완성ㅤ

겨울ㅤ

규장각신이 국왕의 동정, 국정을 기록한 〈日省錄〉을 편찬ㅤ

1790 (정조 14)

ㅤ

西庫(한국본)의 장서가 2만여 권이 됨ㅤ

1792 (정조 16)

2

규장각에 大提學을 설치ㅤ

1795 (정조 19)

봄ㅤ

生生字를 字本으로 整理字 30여만 자를 鑄成ㅤ

1813 (순조 13)

ㅤ

외규장각에는 1,042종 6,130책의 도서가 보관됨.

1814 (순조 14)

3. 22

〈弘齋全書〉(〈正宗大王御製弘齋全書〉) 整理字로 간행ㅤ

1857 (철종 8)

2

봉모당을 이문원의 부속건물인 大酉齊 위치로 移建ㅤ

1864 (고종 1)

4. 11

규장각에서 관리하던 어제, 어필, 선원보첩 등을 종친부에 이관ㅤ

10. 16

병인양요, 프랑스군 강화부 점령ㅤ

10. 20

프랑스군, 외규장각에서 의궤 등 도서를약탈.

11.10∼11

프랑스군, 관아와 행궁, 외규장각을 파괴함.

1867 (고종 4)

ㅤ

경복궁을 重建하면서 이문원을 이전ㅤ

1894 (고종 31)

6

규장각을 신설된 궁내부의 屬司로 함.

1784 (정조 8)

1866 (고종 3)

궁내부 관제를 반포(개화파 정권)
4. 2

1895 (고종 32)

규장각을 `규장원'으로 개칭하여 궁내부의 한 관서로 만들고, 종친부로 이관했던 업무 환원
ㅤ

11. 10

1896 (고종 33)

궁내부 관제 개정, 규장원의 校書司, 記錄司 폐지ㅤ

규장각신 명단(1776∼1910)

*규장각신 명단은 〈淸選考〉의 기록과 〈內閣學士題名記〉를 따르되 그 기록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
해 바로잡았다. 다만 1875년경 이후의 명단은 〈內閣學士題名記〉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인물이 같
은 관직에 거듭 임명된 경우는 최초로 임명된 연도만을 밝혔다.

■

提學

정조대

直提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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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원 1776

홍국영 1776

이병모 1776

서용보 1777

황경원 1776

유언호 1776

정지검 1777

김면주 1779

서명응 1776

정민시 1778

김희

1779

정동준 1780

채제공 1777

김우진 1779

김면주 1779

이곤수 1783

홍국영 1778

서호수 1780

서정수 1780

윤행임 1783

이휘지 1779

심염조 1781

김재찬 1781

김조순 1788

김종수 1780

정지검 1781

서용보 1783

심상규 1790

유언호 1780

서유방 1782

정동준 1783

서유구 1792

오재순 1784

박우원 1784

정대용 1786

이존수 1794

1786

오재순 1784

이만수 1789

이성원 1786

이병모 1786

윤행임 1789

정민시 1790ㅤ

김희

심환지 1794

김재찬 1789

남공철 1792

윤저동 1795

서정수 1793

김조순 1789

이만수 1800

서용보 1794

이시원 1795

김조순 1800

정대용 1794

심상규 1798

김재찬 1800ㅤ

이만수 1795ㅤ

김근순 1799

조경

서영보 1790

1788ㅤ

■

순조대

서영보 1810

윤행임 1800

박종경 1802

이교신 1802

남공철 1810

남공철 1800

이존수 1802

박종훈 1804

심상규 1810

김근순 1802

김만순 1804

박기수 1806

박종경 1811

이시원 1802

홍석주 1804

이용수 1810

박종훈 1826

서영보 1804

이노익 1806

이광문 1810

김이교 1826

박종경 1804

박주수 1810

이학수 1813

홍석주 1831

이존수 1810

서준보 1810

서희순 1842

정원용 1831

홍석주 1810

이광문 1811

이헌위 1823

김이교 1813

정원용 1813

김정희 1823

이용수 1818

정기선 1818

김흥근 1826

박종훈 1818

박영원 1823

조두순 1827

조종영 1823

이가우 1826

김영순 1827

이학수 1826

서만순 1827

김정집 1829

박기수 1826

이경재 1827

이긍우 1831

1827

김정집 1831

김학성 1833ㅤ

조연영 1827

오취선 1833

김노

정원용 1829
서희순 1829
정기선 1831

■

헌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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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영 1835

박영원 1835

이공익 1835

김수근 1835

서유구 1835

김흥근 1839

정취조 1837

김영근 1837

박기수 1839

조병귀 1840

김병소 1838

남병철 1839

박영원 1844

김보근 1842

김좌근 1838

이우

김흥근 1844

김학성 1844

서유훈 1839

조봉하 1840

조병현 1846

김대근 1847

김시연 1842

이유원 1842

김학성 1848

조병준 1848

윤정현 1844

홍순목 1845

윤치영 1847

김병덕 1847

조연흥 1848

김보현 1848

1840

윤자덕 1848

■

철종대

김좌근 1849

김병익 1850

김덕근 1849

이병문 1849

조두순 1851

정기세 1850

정건조 1851

김병국 1851

김수근 1852

남병철 1851

신석희 1852

이용은 1852

김병익 1852

김병국 1853

김병주 1853

조병협 1854

윤정현 1856

조석우 1854

이순익 1858

김병필 1855

김병국 1858

이공익 1856

이교익 1860

서상익 1858

남병철 1858

김병덕

이승오 1861

민규호 1859

김보근 1858

신석희 1858

이승순 1862

정범조 1861

정기세 1859

조연흥 1858

조성하 1862

이경재 1863

김병지 1858

홍승억 1863

1856

이유원 1858
이우

1858

김병주 1858
김병필 1860
김보현 1860

■

고종대

홍순목 1866

이재원 1865

이세용 1864

조영하 1864

조석우 1870

이승보 1865

민승호 1865

이재면 1864

김대근 1870

이재면 1867

김영수 1870

조경호 1865

신석희 1870

조영하 1867

홍은모 1870

김규식 1870

이승보 1872

민승호 1868

이호익 1871

김연수 1870

박규수 1873

조성하 1868

강찬

1871

한기동 1871

김병덕 1874

한경원 1870

박봉빈 1871

이재긍 1874

민규호 1875

남정순 1870

윤용구 1874

홍순향 1875

김보현 1878

조경호 1871

민영목 1874

민영익 1877

김병시 1879

이호준 1872

김영철 1875

이수영 1878

1880

윤자덕 1872

김흥규 1876

김영덕 1878

윤자덕 1881

민규호 1874

조동희 1877

민영환 1878

조영하 1882

정범조 1874

심상훈 1878

송병서 1879

민영목 1883

김병시 1875

홍영식 1879

조정구 1880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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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1884

민영익 1878

김문현 1880

민영소 1881

한장석 1888

이재긍 1878

민병석 1881

김종규 1882

정범조 1888

김영수 1881

어윤중 1882

조동면 1883

민응식 1888

김윤식 1882

서상조 1882

김용규 1884

이호준 1888

김홍집 1883

남규희 1882

김필수 1885

민영환 1889

민응식 1884

박두양 1882

정인승 1885

민영익 1890

윤용구 1885

윤태준 1882

민병승 1885

민영휘 1892

민영환 1885

민응식 1882

이완용 1886

조동면 1886

정하원 1883

이준용 1886

민영휘 1887

이범진 1884

이용선 1887

홍순향 1888

심상찬 1885 ㅤ

조동윤 1887

민영소 1888

민경호 1885

조한국 1887

김성근 1888

김세기 1886

이지용 1887

정하원 1889

김진필 1886

윤우식 1888

김종한 1889

윤헌

1886

심상진

1888

이용태 1887

김석규 1889

이원송 1890

민영달 1888

박승길 1889

김문현 1890

조병집 1888

이만재 1889

민정식 1890

김갑수 1889

민병한 1890

김규홍 1890

민영철 1889

김만수 1890

김석진 1890

이성렬 1890

김한제 1890

민종식 1891

정일영 1890

오정근 1891

이준용 1891

김상덕 1890

민형식 1891

송세헌 1891

민영주 1891

송헌경 1891

심상훈 1892

박창서 1891

민병석

조정구

1889

1893

민형식 1893
민병승 1893
이경직 1894

2. 대한제국기

1897 (광무 1)

1. 4

1905 (광무 9)

3. 4

`규장원'을 `규장각'으로 환원 개칭 (궁내부 부속기구는 그대로 둠)
궁내부 관제 개정, 규장각은 궁내부 소속ㅤ
學士 1인(勅任), 直學士 1인(勅任), 直閣 1인(奏任), 待制 1인(奏任), 主事 4인(判 任)
궁내부 관제 개정, 홍문관 폐지, 규장각 격상ㅤ

11. 27

奉常시, 宗簿시, 弘文館의 업무 를 규장각으로 통합ㅤ
도서관리 기록관리 외에 종래 종친부의 업무를 규장각에 통합ㅤ

1907 (융희 1)
12. 1

대제학 1인(칙임), 제학 10인 이내(칙 임),
부제학 10인 이내(칙임 또는 주임), 직각 10인 이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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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에 典謨課, 圖書課, 記 錄課, 文事課를 두고 업무 분담.
1908 (융희 2)

9.23

〈일성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을 규장각에 이관ㅤ
京畿史庫(北漢山行宮)의 장서, 經板閣의 판본, 鑄字를 이관ㅤ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 史庫의 장서를 규장각에 이관ㅤ

ㅤ
1909 (융희 3)

1910

규장각 도서를 `帝室圖書'라 명명ㅤ
書院의 서적을 일부 조사ㅤ

6. 11

〈宮內府記錄編纂保存規程〉 제정 (26 조)

10. 23

〈國朝寶鑑〉 등의 편찬 준비

11

〈帝室圖書目錄〉을 작성, `제실도서지인' 날인ㅤ

1

제실도서에 홍문관, 집옥제, 춘방(시강원) 의 장서 6만권 편입ㅤ

8. 20

박지원, 정약용, 정염, 성제원, 성운, 안민학, 소휘면, 박문일, 김평묵, 서기, 유신환 등에게 규장
각 제학 추증ㅤ

3. 일제시대
宮內府, 奎章閣 폐지, 朝鮮總督府 설치
1910

8

奎章閣 도서를 李王職 서무계 도서주임이 관리함(~1911. 6)
(李王職 장관 閔丙奭, 도서주임 金觀鎬)
일본인이 昌德宮에 奉謨堂과 譜閣을 신축함.

2
1911

규장각 도서를 조선총독부의 도서로 점유함.
총독부 取調局에서 규장각 도서를 관리 (111,917책)

6

景福宮 慶成殿 에 소장된 江華史庫 도서 5,000권과 적상산(茂朱), 태백산(奉化), 오대산 (平昌)史庫의 장서를 접
수.ㅤ

10

四部분류법에 의해 도서정리를 시도ㅤ
조선총독부 官制 개정. 취조국 폐지ㅤ

1912

4

도서관리 업무를 총독부 취조국에서 참사관분실로 이관ㅤ
오대산, 태백산 史庫本을 포함한 도서를 정리ㅤ

1913

ㅤ

오대산 史庫에 있던 실록 439책을 東京帝國大學으로 引出함ㅤ

1916

ㅤ

도서정리 1차 완료, 도서번호를 부여함 ㅤ

1919

ㅤ

〈朝鮮圖書解題〉 간행ㅤ

1920

ㅤ

百萬塔, 제국대학에 1개씩 나눠줌.

1921

ㅤ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간행ㅤ

1922

11

규장각 도서를 조선총독부 學務局에 이관ㅤ

1924

ㅤ

동경제대에 있던 오대산 실록이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燒失

1926

2.
20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 제정 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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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도서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3차에 걸쳐 이관ㅤ
`京城帝國大學 圖書章'을 날인ㅤ
1∼2차 이관분은 일반 동양도서로 분류 정리ㅤ
1928∼1930 ㅤ

3차 이관분 중 〈增補文獻備考〉 7,854책 제외, 128,184책을 규장각도서로 지정ㅤ
1차 이관(1928. 10. 29) 9,551책ㅤ
2차 이관(1930. 05. 28) 15,930책ㅤ
3차 이관(1930. 10. 29) 136,638책ㅤ

4. 서울대학교 도서관 시기(1946∼1975. 2)

1945

1946

1947
1949

10.16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으로 개편

8.22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발족, 규장각 도서 16만여권(미정리상태)

10. 22

金晉燮(독문과)교수 초대 도서관 관장 취임
古文書 조사 정리 작업(문리과 대학부설 동양학연구소) 시작ㅤ

4. 21

도서관협회 제1차 총회, 김진섭 관장, 김국영 부관장이 이사겸 평의원에 피선

10. 24

李丙燾(사학과) 교수 2대 도서관 관장 취임

12. 3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개칭ㅤ

6.26

규장각 도서 처음으로 疏開ㅤ

7

장서각 소장 〈朝鮮王朝實錄〉(적상산본) 북한으로 반출

9. 28

수복 당시 서울대학교는 미8군, 도서관은 전신대가 입주ㅤ
동숭동 윤일선 박사집을 도서관 사무실로 사용ㅤ
1차 疏開(도서관장 이병도)

12.10

〈승정원일기〉(3,045책)를 부산관재처 창고 4층(광복동 소재)에 보관ㅤ

∼12.17

국립박물관, 민족박물관, 덕수궁박물관, 국립도서관 소장품과 함께 차수명 서무주임, 이조혁, 남상돈, 이
호규 서무, 백린, 임학남 등이 관리ㅤ

1950

2차 疏開(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장 金斗鍾)
12.22

〈朝鮮王朝實錄〉(정족산본 1,188책), 〈日省錄〉(2,329책)
경남대한부인회 下層倉庫(대교동 소재)에 보관ㅤ
3차 疏開(법과대학 사서 扈基顯)

12.28

〈朝鮮王朝實錄〉(태백산본 864책), 〈備邊司騰錄〉(273책)
경남대한부인회 하층창고(대교동 소재)에 보관ㅤ

12

도서관의 동, 서양 귀중도서는 국립박물관을 거쳐 경남도청창고에 보관 (국립박물관 연구과장 김원룡 증
언)
1차분, 경남내무국회계과 제2창고로 이전ㅤ

1951

1.23

1952

9.4

鄭光鉉(법대) 교수 3대 도서관 관장 취임ㅤ

7.25

一蓑(方鍾鉉 교수) 도서 2,200部 5,500여 책 기증(李海羅 女史)

10.15

서울 환도후 서울대학교 접수

1953

2, 3차분, 경남도청창고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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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1954

6.26~7.10

부산으로 소개된 규장각도서와 귀중본이 서울로 돌아옴.
(서무과장 이상준, 서무계원 김향호 담당)
부산 소개 도서 入庫 및 점검ㅤ
도서관위원회 발족, 사서과 신설ㅤ

10.14

콜롬비아 대학 200주년, 서울대학교 개교 8주년 기념 고도서 전시회ㅤ

12.4

도서관 규정 승인ㅤ
개교 10주년 고도서전시회(동양서 67종, 서양서 79종)

1956

10.13~17

개인연구원으로 이병도 집에서 공부하던 Wagner가 전시물 해제를 영역ㅤ
영문 표기를 놓고 김선기, 정인섭 대립ㅤ

1958

5∼

1962

6

古文書 정리작업
미국인 위임스, 라이샤워 부인, 규장각 도서 일부를 아미크로 필름에 담음ㅤ

1960

4

규장각도서 한국본 索引 작성ㅤ
규장각도서 중국본 假目錄 작성ㅤ

1961

5. 4

도서관의 직제와 직무가 법제화(國務院令 제254호)
규장각 도서는 사서과 고서계에서 관리ㅤ
경복궁에서 활자를 가져옴(백린, 류동렬)

ㅤ

5. 16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에서 필름 작업
도서관 직제 및 직무 법제화, 사서관(3급)이 처음 생김ㅤ
史庫址 답사(백린, 류동렬)

5. 11
1962

11. 15

金桂淑(사범대) 교수 4대 도서관 관장 취임(∼1968. 5. 11)
서울대학교 부속중앙도서관 안에 `규장각도서위원회' 설치ㅤ
〈奎章閣圖書韓國本書名索引〉 1부 4권 완성ㅤ
가람(李秉岐 교수)문고 1,405部 4,300여 책 기증ㅤ

1963

8

1964

6

하바드 옌칭 연구소에 의해 마이크로필름 기자재가 들어옴.

1964

9. 1∼

고문서 52,000매를 봉투에 넣고 장서인, 번호순 배열

1966

4ㅤ

〈奎章閣圖書目錄〉 6권을 등사본으로 간행ㅤ

〈奎章閣圖書中國本書名索引〉 1부 1권 작성ㅤ

조사과 설치, 金哲埈 초대과장, 고려시대 문집 목록을 만듦.
1965

9.1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1권) 간행ㅤ
(동아문화연구소 주관, 하바드 옌칭연구소 지원)

5
1966

10.13∼18

일사문고(1,033부 2,554책), 가람문고(707부 1,606책) 목록을 유인물로 간행
서울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도서전시회(300종)
〈一蓑·가람文庫 古書著者目錄〉 (1권) 간행ㅤ

1967

ㅤ

고전간행위원회 설치ㅤ

1968

5. 12

崔載喜(문리대) 교수 7대 도서관 관장 취임

1969

ㅤ

구 奉謨堂 장서를 장서각으로 이관

1969∼1971 ㅤ

장서 점검 및 규장각도서 라벨 개칭

1970

5. 12

全濟玉(문리대) 교수 8대 도서관 관장 취임

6

想白(李相佰) 문고 7,645책 기증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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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9. 29

경복궁에 보관중인 교서관 책판의 인수를 위한 경비 요청

10.13∼18

서울대학교 개교 25주년 기념 지도전시회(590점)

10.14

대통령이 200만원 지원, 고지도 표구(295점)
李萬甲(사회대) 교수 9대 도서관 관장 취임ㅤ

1972

5.12

〈奎章閣圖書中國本總目錄〉(1권) 간행, 하버드-옌칭연구소 지원ㅤ
〈古文書集眞〉(1권) 간행ㅤ

1973

7.10

國寶指定 (〈十七史纂古今通要〉, 〈宋朝表전總類〉)

12. 30

國寶指定(〈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日省錄〉, 〈一般古圖書目錄〉(1권) 간행
규장각 책판 현황조사(경복궁 근정전 회랑의 天, 地, 玄, 黃字庫)

5. 24

서가 141, 책판 17,637(류동렬 사서과장)

1974
12. 26∼30
1. 20∼30

규장각 책판을 관악 캠퍼스로 이동하기 위한 포장 작업ㅤ
도서관 자료 포장 작업ㅤ
동숭동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 작업(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확대 개편, `규장각도서관리실'을 신설ㅤ

1975

규장각 도서를 관악캠퍼스 도서관 2층에 移置ㅤ
2.28

정부예산에서 규장각도서정리사업이 독립항목으로 설정되어 배정됨.
해방후 구입한 고도서, 일사, 가람, 상백, 경제문고의 고도서가 규장각 도서로 편입ㅤ
규장각도서 唯一本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 촬영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5.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리실 시기(1975.3∼1992.3)

1975

3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규장각도서관리실이 설치됨.

4. 8

柳東烈(서기관) 사서, 초대 규장각도서관리실장 취임ㅤ

4

書庫에 탄산가스(CO₂) 자동소화장치를 설치ㅤ

5

규장각 도서(128,184책)

6. 9

이전에 따른 정리를 완료하고 열람실 개실

8. 30

朴秉濠(법학) 교수가 제2대 규장각도서 관리실장 취임ㅤ
규장각 창설 200주년 기념 귀중도서전시회(186종)

1976

10. 14∼20

1977

ㅤ

〈奎章閣 1〉 간행ㅤ

5

규장각도서 한국본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착수

〈三綱行實圖〉(1권) 구입

安秉禧(국어학) 교수가 제3대 규장각도서관리실장 취임ㅤ
6. 3

규장각木版 등록번호 부여 및 라벨 부착(17,821장)
하바드 옌칭 연구소 소장 한국학자료 마이크로 필름을 기증받음ㅤ

1978

개교 32주년 기념 법률, 경제 고문헌전시회(144종)
고문서의 정리 카드 작성과 脫草 작업을 시작ㅤ
10. 11∼14

〈想白文庫圖書目錄〉(1권) 간행ㅤ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經·子部〉(1권) 간행ㅤ
〈奎章閣 2〉 간행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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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정리 방침을 마련(해제, 탈초, 책자 발간)
고문서 1,200건 구입ㅤ
1979

7. 10

〈釋迦如來行蹟頌〉외 2책 구입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集部1〉(1권)간행
〈奎章閣 3〉간행ㅤ

1980

1980
1981. 7. 21
1981

10. 10

개교 33주년 기념 규장각도서전시회(經, 子部)

5

〈安東權氏族譜〉(성종7년, 1476)구입

6. 3

愼鏞廈(사회학) 교수가 제4대 규장각도서관리실장 취임ㅤ

8

대형자동제습기를 서고에 설치ㅤ

8. 2∼7. 21ㅤ
5

규장각도서 한국본에 `서울대학교도서' 날인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集部 2〉(1권) 간행ㅤ
규장각미정리도서 정리 완료ㅤ
규장각도서 중국본에 `서울대학교도서' 날인ㅤ
古文書 내 책자 형태 자료 1,530건 색출, 奎章閣圖書로 편입시킴.ㅤ

1981. 8∼1982. 5

ㅤ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2권) 간행ㅤ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史部 1〉(1권) 간행
〈奎章閣 4〉,〈奎章閣 5〉 간행ㅤ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1권) 간행ㅤ

1982

ㅤ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史部 2〉(1권) 간행ㅤ
〈日省錄 1∼2〉(2권) 간행ㅤ
〈奎章閣 6〉 간행ㅤ
역사자료 안내협의회(NGL) 회원으로 가입(정부기록보존소 주관)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2권) 重刊ㅤ

1983

ㅤ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史部 3〉(1권) 간행ㅤ
〈日省錄 3∼4〉(2권) 간행ㅤ
〈奎章閣 7〉 간행ㅤ

1984

4

규장각 신축계획(안)을 작성ㅤ

5.23

寶物指定(5종 19책)

6.3

崔承熙(국사학) 교수가 제5대 규장각도서관리실장 취임ㅤ

9

규장각도서전시회(史部)

12. 10

실장, 貴重圖書 보관시설 조사(日本, 臺灣)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史部 4〉(1권) 간행

∼20

〈日省錄 5∼6〉(2권) 간행ㅤ
〈奎章閣 8〉 간행ㅤ

1985

1. 25

규장각 신축예정 후보지를 선정

3. 22

〈조선왕조실록〉(태백산본) 848책,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ㅤ

10. 14

규장각 신축건물 기공(공대 이광로 교수 설계)
미등록 고문서 1,486건 등록작업ㅤ

12. 31

〈日省錄 7〉(1권) 간행ㅤ
〈奎章閣 9〉 간행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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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지정(〈坤與全圖〉 목판)
1986

11. 19

〈日省錄 8〉(1권) 간행ㅤ
〈古文書 1〉(1권) 간행ㅤ
〈朱子會選〉(24권) 구입ㅤ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索引〉(1권) 간행ㅤ

1987

5. 20

〈日省錄 9〉(1권) 간행ㅤ
〈古文書 2∼4〉(3권) 간행ㅤ
〈奎章閣 10〉 간행ㅤ

6. 3

李泰鎭(국사학) 교수가 제6대 규장각도서관리실장 취임ㅤ
규장각 기구 개편 건의ㅤ

1988

古文書 1,795건 구입ㅤ
9

〈日省錄 10∼11〉(2권) 간행ㅤ
〈古文書 5〉(1권) 간행ㅤ
〈奎章閣 11〉 간행ㅤ

7
10. 14
1989

古文書 520건 구입ㅤ
규장각 신축 건물 준공 및 시험가동ㅤ
(소요기간 5년, 예산 19억 6천만원)
一溪(金哲埈) 문고 7천여 책 기증ㅤ받음

12. 20

〈日省錄 12∼15〉(4권) 간행ㅤ
〈古文書 6〉(1권) 간행ㅤ
〈奎章閣 12〉 간행ㅤ

1990

3.6∼4.14

규장각 이전도서 점검 및 포장작업

6. 5∼14

규장각 도서를 신축 건물로 이전ㅤ

8. 24

금호그룹 박성용 회장 `錦湖國學硏究基金' 2억원 출연ㅤ

9. 1

창덕궁, 창경궁 모형 제작(서울대 무애건축연구실)

9. 11

규장각 신축건물 개관식ㅤ

9. 11∼22

규장각 이전기념 특별전시회(규장각과 18세기 한국문화)ㅤ

10. 23∼11.14

규장각 목판 17,821장을 신축건물로 옮김.ㅤ

11. 14

국보서고 방충작업(훈증)

12. 15

〈日省錄 16∼21〉(6권) 간행
〈奎章閣 13〉 간행ㅤ

1.10∼11

강화도답사(실장 외8인)

7. 7∼13

일본 방문(실장 이태진, 사서 유오훈, 학예연구사 남지대)

10. 14

규장각 전시회 개회식ㅤ

10. 16∼31

서울대학교 개교 45주년 기념 전시회(고서와 고지도로 보는 북한)

1991

규장각도서관리좌담회(백린, 박병호, 유동렬, 이태진, 이상은)
〈日省錄 22∼28〉(7권) 간행ㅤ
11. 8

〈古文書 7〉(1권) 간행ㅤ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대외관계편6, 근대관계편3〉(9권) 간행ㅤ
〈奎章閣 14〉 간행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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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대학교 규장각 시기(1992. 3∼ 2006. 1. 31)

3. 6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규장각도서관리실'이 도서관에서 분리,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독립ㅤ

5. 30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정 제정(규칙 제870호)

6. 3

韓永愚(국사학) 교수 초대 관장 취임ㅤ

6. 20

송영배(철학) 교수 초대 연구부장 취임ㅤ

6. 22

규장각 운영위원회 구성ㅤ

7. 2

규장각 1층에 한국학자료실 설치, 고도서열람실은 2층으로 이전ㅤ

10. 7

부산 정부종합기록보존소 방문(김장규, 권재철)

1992 10. 15
11. 25

강화도 답사(관장 외 22명)
〈奎章閣-어제와 오늘〉(안내책자) 간행ㅤ
〈규장각 발전 계획안〉 작성ㅤ
〈日省錄 29∼37〉(9권) 간행ㅤ
〈古文書 8〉(1권) 간행ㅤ

12. 30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12권, 궁내부편 6, 대외관계편 6) 간행ㅤ
〈奎章閣 15〉 간행ㅤ
〈제주하원리호적중초〉(2권) 간행ㅤ
(regles protocolaires de la cour royale de la cor e des li)(1권) 간행ㅤ

2. 18

박성용 금호그룹회장 금호기금(총 5억원 중 잔액 1억 5천만원) 전달ㅤ

5. 1

규장각도서 자료연구사업(10개년 계획) 착수ㅤ

6. 30

제1회 규장각 발표회 (발표자:양보경, 특별연구원)ㅤ

7. 9

국회의원(교육위원회) 10명 규장각 내방, 현황 파악ㅤ

7. 24

3층에 고지도 표구실 설치(김표영)

8. 24

수원성, 다산 생가 답사ㅤ

9. 1∼11

지하서고 훈증 소독(문화체육부 지원)

1993 9. 18∼10. 10

규장각 전시실 改修ㅤ

10. 26

`규장각' 현판 제막식ㅤ

10.27∼11. 6

개교 47주년기념 특별전시회(조선왕조의 의궤)
`한국의 책문화 특별전'에 규장각도서 7책을 대여(국립박물관)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8권) 重刊ㅤ

11. 5∼12. 21

〈日省錄 38∼45〉(8권) 간행ㅤ
〈古文書 9〉(1권) 간행ㅤ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13권, 궁내부편 5, 대외관계편 8) 간행ㅤ
〈奎章閣 16〉 간행ㅤ

1. 1

국고예산이 2억원대에서 7억원대로 증액ㅤ

4. 2

창덕궁 답사(자료연구부)

4. 23

오대산 史庫 답사(관장 외전직원)

6. 22

삼성미술재단 〈해동지도〉 영인간행사업비 1억 9천만원 기탁ㅤ

8. 1∼6

북경대학교 도서관 대표단(관장 林被甸 외 2인) 규장각 방문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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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4

제2회 규장각 발표회(발표자 : 권태억, 연갑수, 김태웅)

9. 1

李成珪(동양사학) 교수 제2대 자료연구부장 취임ㅤ

9. 8

협진정밀 채호석 회장 특별전시회 1천만원 협찬ㅤ

9. 16∼17

2층에 마이크로 필름 제작실 설치ㅤ

10. 2∼7

규장각 대표단 북경대학교 답방(관장, 이성규, 이상은, 김장규)

1994 10. 26∼11. 5
11. 18

규장각 특별전시회(고지도와 고서로 본 서울)
마이크로 필름 기자재 도입ㅤ
(현상기, 복제기, 검사기, 촬영기, 농도계, 접합기 각 1대)
고지도 인쇄(64종, 5천 8백만원)
기자재 도입(컴퓨터 6, 국보장 4, 족자함 26, 병풍함 5, 지도보관장 6, 고문서함 6대 제작)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 修正版(3권) 간행ㅤ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史部 1〉(1권) 간행ㅤ

12. 27

〈日省錄 46∼60〉(15권) 간행, 〈古文書 9〉(1권) 간행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11권, 議政府篇 4, 儀軌篇 7) 간행ㅤ
〈奎章閣資料叢書〉(華城城役儀軌 2권) 간행ㅤ
〈奎章閣 17〉 간행ㅤ
〈寶印符信總數〉(1권) 간행ㅤ

1. 26

고지도 슬라이드 제작(465종, 2천 1백만원)

3. 27∼6. 30

자료열람실 증축공사ㅤ

4. 27

임진강, 파주 일대 답사(관장 외 전직원)

5

컴퓨터(1대), 국보장(17대) 구입ㅤ

5. 16

백린 초청 규장각 도서관리 좌담회ㅤ

5. 22

한국의 고지도 국제학술심포지움 및 해동지도 출판기념회ㅤ

6

컴퓨터(1대), 현미경(1셋트), 순수급수기(1셋트) 구입ㅤ

7. 24∼8. 5

지하서고 훈증 소독(문화체육부 지원)

7. 28

고종대 군현지도 인쇄(50종, 4천 5백만)

1995

〈해동지도〉(영인본, 해설, 색인, 3권) 간행ㅤ
〈奎章閣所藏文集解說〉(1권) 간행ㅤ
〈日省錄 61∼75〉(15권) 간행ㅤ
〈正祖國藏都監儀軌〉(4권) 간행ㅤ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2권) 간행ㅤ
12

〈議奏·奏本〉(4권) 간행ㅤ
〈古文書 10〉(1권) 간행ㅤ
〈奎章閣 18〉 간행
〈朝鮮時代 地方地圖〉(1권) 간행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 - 史部2〉 1권 간행,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10권, 議政府篇 4, 儀軌篇 6) 간행ㅤ

3. 25

〈日省錄〉 影印本 간행사업 완료 (1982 ~ 1996, 총 86권)

4. 26

瑞山, 海美 일대 답사(관장 외 전직원)

6. 3

李相澤(국어국문학) 교수 제 3대 관장 취임

6. 30

李相殷 자료관리실장 정년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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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제1전시실 전시장 13대 제작 설치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규장각 자료로 보는 조선시대의 교육)
〈日省錄〉76 ~ 86 (11권) 간행

1996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 - 史部 3〉 (1권 간행)
〈奎章閣所藏文集解說 2〉(1권) 간행
10.29∼11.12

〈古文書 12〉(1권) 간행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 (7권, 儀軌篇 간행)
〈朝鮮後期 地方地圖〉 (전라도편, 84장) 간행
〈濟州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 (4권, 近代篇 간행)
〈巫黨來歷〉 (1권) 간행
〈奎章閣 19〉 간행

3.18∼3.25

규장각 내부공사 및 열람실 등 이전

4.29

합천 해인사 답사(관장 외 전직원)

5.30

규장각 소장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완료

7.28∼8.9

규장각 훈증 소독

8.20

일계문고 인문대학으로 관리 전환(단행본 4,700책, 정기간행물 1,693책)

10.10

규장각 한국본도서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11.3

규장각 도서목록 검색 시스템 가동

1997 11.24
12.15

규장각 LAN 공사 완료(88port)
규장각 홍보 비디오 제작 완료
제2전시실 전시장 20대 제작 설치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 - 史部 4〉 (1권 간행)
〈奎章閣所藏文集解說 3〉(1권) 간행

12.31

〈奎章閣資料叢書〉 (21권 ; 儀軌篇 4, 法典篇 5, 語文學篇 6, 地理誌篇 6) 간행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 (7권, 近代篇 간행)
〈古文書 14.15〉 (2권) 간행
〈奎章閣 20〉 간행

3.15

회의실 영상교육 시스템 설치

3.19

〈承政院日記〉 국보 지정 요청

4.21∼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朝鮮王朝實錄〉 보존 상태 조사 및 보존 방안 강구

4.24

무주 적상산성 사고지 답사(관장 외 전직원)

7.27∼8.5

규장각 소독 작업

9.15∼24

지하1층 서고 조명시설 개조 공사 완료

10.20∼10.31

조선왕조실록 세계기록유산 등록 기념 특별전시회 (조선왕조실록과 기록문화)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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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 오대산 사고 답사(관장 외 전직원)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 - 史部 5〉 (1권 간행)
〈奎章閣所藏文集解說 4〉(1권) 간행
〈內藏院各道各郡訴狀 要約 1.2〉 (2권) 간행
11.13

〈奎章閣資料叢書〉 (16권 ; 儀軌篇 2, 法典篇 5, 語文學篇 4, 地理誌篇 5) 간행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 (8권, 近代篇 간행)
〈朝鮮後期 地方地圖〉 (忠淸道 편, 54장) 간행
〈古文書 16.17〉 (2권) 간행
〈奎章閣 21〉 (1권) 간행

4.9

승정원일기 3,243책 국보 제303호 지정

4.9∼5.28

규장각 학술강좌 운영
조선왕조실록 보존상태 조사 완료

4.16

(조사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방법 : 산성도, 함수율, 백색도, 등
조사기간 : 1998.4.21∼1999.4.16, 조사수량 : 태조실록∼명종실록 밀랍자료 614책)

4.22

강원도 영월 일대 답사(관장 외 전직원)

5.1

鄭玉子(국사학)교수 제5대 관장 취임

8.2∼8.15

규장각 훈증소독 실시

9.29
1999 10.6~10.26

규장각 직원답사(강릉경포대 일대)
〈외규장각 도서, 무엇이 문제인가〉 간행
〈肅宗大王御筆〉 목판 인쇄 및 병풍 제작(작업:낙원표구사)
규장각 표석 건립
〈關東十境〉 (1권) 간행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史部 6〉 (1권) 간행
〈奎章閣所藏文集解設 5〉 (1권) 간행
〈公文編案 要約 1ㆍ2〉 (2권) 간행

11.27

〈朝鮮後期 地方地圖〉 (慶尙道 편, 110장) 2권 간행
〈奎章閣資料叢書〉 (12권:儀軌篇 2, 法典篇 4, 文學篇 6) 간행
〈古文書〉18ㆍ19 (2권) 간행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 (7권, 近代篇) 간행
〈內藏院各道各郡訴狀 要約 3〉 (1권) 간행
〈奎章閣〉 22 간행

3.29

한국역사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시작

4.18

경기도 양주ㆍ포천 일대 답사

6.1~7.22

규장각 소장 목판 세판 작업

10.16~11.4

정조 서거 2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정조, 그 시대와 문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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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經子部 1〉(1권) 간행
〈奎章閣所藏文集解說 6〉(1권) 간행
〈朝鮮後期 地方地圖〉(江原道.咸鏡道 편, 52장)1권 간행
12.31

〈奎章閣資料叢書〉(17권: 儀軌篇 6, 法典篇 3, 文學篇 2, 地理志篇 4,儒學篇 2) 간행
〈古文書〉20ㆍ21(2권) 간행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2권, 近代篇) 간행
〈奎章閣所藏通商資料 要約1ㆍ2〉(2권) 간행
〈奎章閣〉23 간행

5.1

鄭玉子(국사학) 교수 제6대 관장에 연임

5.11

경기도 여주 일대 답사

7.30～8.11

규장각 훈증소독 실시

9.18

한국학 고전원문 정보 디지털화 사업 시작

10.17~10.31 서울대학교 개교 55주년 기념 특별전시회(예술과 정보의 만남)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經子部2〉(2권) 간행

2001

〈奎章閣所藏文集解說 7〉(1권) 간행
〈朝鮮後期 地方地圖〉(黃海道편 42장, 1권) 간행
12.31

〈奎章閣資料叢書〉(22권: 儀軌篇 7, 法典篇 4, 文學篇 2, 地理志篇 6, 儒學篇 3) 간행
〈古文書〉22ㆍ23(2권) 간행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2권, 근대편)간행
〈奎章閣所藏通商資料 要約3ㆍ4〉(2권) 간행
〈奎章閣〉 24 간행

1.28～2.1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의궤자료 1차 실사(김문식, 신병주)

2. 20

「규장각 명품자료」홍보 비디오 제작

2.26

〈華東書法〉(1권) 간행

7.8~7.12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의궤자료 2차 실사(김문식, 신병주, 정경희)

7.17

한국학 고전원문 정보 디지털화 사업 완료

7.29~8.9

규장각 훈증 소독 실시

8.1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국학고전연구사업 시작

2002 10.16

서울대학교 개교 56주년 기념 규장각 학술대회 개최(규장각 자료의 정리와 활용)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集部 1〉 (1권) 간행
〈奎章閣所藏文集解說 8〉(1권) 간행
〈奎章閣所藏外交資料 要約1ㆍ2〉(2권) 간행

12.31

〈奎章閣資料叢書〉(17권: 儀軌篇 5, 官署志篇 2, 文學篇 5, 儒學篇 3)간행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2권, 근대편)간행
〈古文書〉24ㆍ25(2권)간행
〈규장각소장 儀軌종합목록〉(1권) 간행
〈奎章閣〉25 간행

4.30

鄭玉子 교수(국사학)제6대 관장 임기 만료

5.1

宋基中 교수(국어국문학) 제7대 관장 취임

5.17

규장각 증축공사 착공(2004. 12월말 준공 예정)

5.26

한국학 고전원문정보 디지털화 사업 2003년도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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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1

〈조선왕조실록〉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시작

7.14~7.25

규장각 훈증소독

8.1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국학고전연구 2차년도 사업시작

8.29

古典籍 보존 방안 협의를 위한 전국 주요 도서관 관리자 회의 개최

10.17

서울대학교 개교 57주년 기념 규장각 학술대회 개최(규장각 자료의 정리와 활용, 2)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集部 2〉 (1권) 간행
〈奎章閣所藏文集解說 9〉(1권) 간행
〈奎章閣所藏外交資料 要約3ㆍ4〉(2권) 간행
〈奎章閣資料叢書〉(24권: 儀軌篇 5, 官署志篇 2, 文學篇 5, 儒學篇 4, 地理志篇 6, 語學篇 2)간행

12.31

〈奎章閣資料叢書〉(24권: 儀軌篇 5, 官署志篇 2, 文學篇 5, 儒學篇 4, 地理志篇 6, 語學篇 2)간행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2권, 근대편)간행
〈東與圖〉(1권) 간행
〈古文書〉26ㆍ27(2권) 간행
〈奎章閣〉26 간행

6.16

백린 선생 초청강연 “6.25 동란과 규장각” 개최

7.1

〈조선왕조실록〉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2차년도 시작

8.1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국학고전연구 3차년도 사업시작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總索引〉 (1권) 간행
〈奎章閣所藏文集解說 10〉(1권) 간행

2004

〈奎章閣資料叢書〉(24권: 儀軌篇 3, 官署志篇 3, 文學篇 5, 儒學篇 4, 地理志篇 7, 語學篇 2)간행
12.31

〈朝鮮全圖〉(1권) 간행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1권, 근대편)간행
〈古文書〉28ㆍ29 (2권) 간행
〈奎章閣〉27 간행

4.22

규장각 증축기념 국제학술대회 개회
규장각 증축기념 전시실 개관

4.30

宋基中 교수(국어국문학) 제7대 관장 임기 만료

5.1

李成珪 교수(동양사학) 제8대 관장 취임

6.30

〈조선왕조실록〉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사업완료

7.25 ~ 8.15

규장각 훈증소독

9.5

초서강좌 개설
〈규장각 왕실자료·해설집 1-4〉 간행

2005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간행
9.30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3〉 간행
〈奎章閣所藏文集解說 11·12〉(2권) 간행
〈규장각 소장 문집해설(18세기) 5·6〉(2권) 간행
〈奎章閣資料叢書〉 (語學篇 2권) 간행
〈奎章閣資料叢書〉(14권: 儀軌篇 3, 官署志篇 3, 文學篇 3, 儒學篇 3, 地理志篇 2)간행

12.20

〈朝鮮地圖〉7첩 간행
〈奎章閣〉28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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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1969 6.~2006. 1. 31)

1969. 6.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韓國文化硏究所 설립

1970. 4. 1.

한우근 교수 초대소장 취임
이기문 교수 초대총무 취임

1970. 4. 30.

<開化期의 國文硏究>(이기문) 간행

1970. 5. 30.

<朝鮮後期 農學의 發達>(김용섭) 간행

1970. 7. 30.

<開港期 商業構造의 變遷>(한우근) 간행

1970. 8. 10.

<東西事物觀의 比較>(송욱) 간행

1971. 8. 5.

<訓蒙字會硏究>(이기문) 간행

1971. 8. 10.

<韓國人의 政治意識>(최창규) 간행
<東學亂起因에 관한 硏究>(한우근) 간행

1972. 10. 15.

<傳統的 法體系와 法意識>(박병호) 간행
<韓末支配層 硏究>(김영모) 간행

1972. 11. 5.

<國語音韻史硏究>(이기문) 간행

1973. 5. 25.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硏究>(송찬식) 간행

1973. 11. 10.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조동일) 간행

1973. 10. 10.

<中世國語聲調의 硏究>(김완진) 간행

1973. 11. 10.

<獨立協會의 社會思想硏究>(신용하) 간행

1973. 11. 30.

<鄭道傳思想의 硏究>(한영우) 간행

1974. 6. 10.

<獨立協會의 民族運動硏究>(신용하) 간행

1976. 2.

한영우 교수 총무 취임

1976. 5. 25.

<朝鮮初期 言官·言論硏究>(최승희) 간행

1976. 12. 15.

<朝鮮王朝軍船硏究>(김재근) 간행

1978. 11. 3.

제1회 학술발표회 개최
Gari Ledyard: 未公開露梁海戰圖에 대하여
-당시의 海戰圖를 통해 본 壬辰倭亂의 마지막 전투-

1978. 12. 5.

제2회 학술발표회 개최
이광규: 海外移住民들의 제문제
-일본 및 미국에 移住한 僑胞를 중심으로-

1978. 12. 20.

<韓國道敎思想硏究>(차주환) 간행

1979. 3. 30.

제3회 학술발표회 개최
김완진: 鄕歌解讀法의 理論과 實際

1979. 5. 31.

제4회 학술발표회 개최
박병호: 開化期의 法과 社會

1979. 6. 27.

제5회 학술발표회 개최
심재룡: 韓國佛敎의 哲學的 基礎-知訥의 禪敎一致 思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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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7. 13.

법정연구소로 승격되어 서울대학교 직할연구소로 귀속

1979. 7.

한영우 교수 연구부장 취임
김용직 교수 자료도서부장 취임

1979. 9. 14.

제6회 학술발표회 개최
이민호: 綜合史로서의 社會構造史學

1980. 3. 7.

연구소 운영규정 제정

1980. 3. 19.

제7회 학술발표회 개최
木下禮仁: <三國遺事>의 史料的 가치에 대하여
-金傅大王條에 나타난 冊尙父誥를 중심으로-

1980

공동연구 <茶山思想의 종합적 연구> 수행

1980. 9. 30.

<星湖李瀷硏究>(한우근) 간행
<鄕歌解讀法硏究>(김완진) 간행

1980. 10. 8.

제8회 학술발표회 개최
김자현: 英祖의 儒敎政治 -儒敎的 修辭와 儀式의 활용-

1980. 11. 12.

제9회 학술발표회 개최
최학근: 國語由來에 관한 管見

1980. 12. 30.

<韓國文化> 창간호 간행

1981. 3. 1.

김철준 교수 제2대 소장 취임

1981. 3. 20.

<朝鮮前期史學史硏究>(한영우) 간행

1981. 5. 22.

제10회 학술발표회 개최
최병헌: <三國史記>의 刊行에 관한 몇가지 問題點

1981. 9. 5.

제11회 학술발표회 개최
Paolo Santangeelo: 洪景來亂과 實學硏究의 問題點

1981. 10. 8.

제12회 학술발표회 개최
Martina Deuchler: 朝鮮初期의 闢異端論

1981. 10. 17.

이기문 교수 제3대 소장 취임

1981. 11. 10.

제13회 학술발표회 개최
武田幸南: 牟頭婁墓誌幻想-4·5세기 高句麗王權의 一側面-

1981. 11. 27.

제14회 학술발표회 개최
이기문: ‘王’자의 새김에 대하여

1981. 12. 20.

<韓國文化> 제2집 간행

1982. 3. 23.

김용직 교수 연구부장 취임
이태진 교수 자료도서부장 취임

1982. 5. 27.

제15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덕순: 地方文化圈과 口碑傳承

1982. 6. 23

제16회 학술발표회 개최
박병호: <大明律直解>의 親族稱號와 親族關係
馬淵和夫: 日本 稻荷山 古墳出土 鐵劍銘의 Koreanism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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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공동연구 <훈민정음의 창제와 그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조선중후기의 사회구성과 변동>수행

1982. 11. 5.

<朴殷植의 社會思想硏究>(신용하) 간행

1982. 11. 8.

이태진 교수 연구부장 취임
이상택 교수 자료도서부장 취임

1982. 11. 18.

제17회 학술발표회 개최
김완진: 訓民正音 制字 경위에 대한 새 고찰
이태진: 安自山의 歷史認識->朝鮮文明史>를 중심으로최종고: 韓末의 法學協會 活動

1982. 11. 30.

<韓國文化> 제3집 간행

1983. 4. 8.

제18회 학술발표대회 개최
최몽룡: 榮山江 流域의 文化硏究-族長社會(Chiefdom Society)의 성장권태억: 朝鮮後期 紡織技術 改良論과 그 性格

1983. 6. 23.

제19회 학술발표회 개최
이상억: 現代 國語正書法의 綜合的 檢討
林明德: 韓國 漢文小說에 나타난 孝思想

1983. 9.7

최승희 교수 연구부장 취임

1983. 10. 8.

연구소운영규정 개정

1983. 10. 17.

이기문 교수 소장 재임

1983. 10.19

이경식 교수 편집부장 취임
Harvard대학의 Korea Institute와 제휴하여 영문학술지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간행사업 착수

1983. 10. 27.

제20회 학술발표회 개최
임효재: 韓國 新石器時代의 최근 연구성과
江坂輝彌: 日本 繩文文化의 최근 연구성과

1983. 12. 31.

<韓國文化> 제4집 간행

1984. 6. 15.

제21회 학술발표회 개최
서대석: 軍談小說과 薛仁貴傳
권두환: 裵裨將傳 類型의 小說
안휘준: 18세기 초 朝鮮後期繪?의 推移

1984. 9. 4.

이태진 교수 연구부장 취임

1984. 9. 30.

<韓國船舶史硏究>(김재근) 간행

1984. 11. 15.

제22회 학술발표회 개최
이원순: 南蠻史料와 倭亂
理野裕臣: 梵子의 한글 對音에 關하여

1984. 12. 31.

<韓國文化> 제5집 간행

1985. 8. 1.

김완진 교수 제4대 소장 취임

1985. 9. 5.

최병헌 교수 연구부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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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창 교수 편집부장 취임
1985. 10. 14.

제23회 학술발표회 개최
S. Rosen: The Great Nordic War and the Beginning of Atlantic Studies in
Europe
K. H. Menges: Korean and Atlantic -Some Aspect of the Problem-

1985. 11. 14.

제24회 학술발표회 개최
오세영: 모더니즘과 공간적 형식
한영우: 朝鮮時代 中人에 대하여-哲宗朝 中人通淸運動 資料를 중심으로-

1985. 12. 31.

<韓國文化> 제6집 간행

1986. 5. 13.

제25회 학술발표회 개최
강희웅: 王建의 出身性分과 高麗政治體制의 成立

1986. 6. 9.

제26회 학술발표회 개최
왕한석: 한국존대말의 구조와 사용
금장태: <春秋考徵>과 茶山의 禮學

1986. 9. 10.

이상택 교수 연구부장 취임
최병헌 교수 자료도서부장 취임

1986. 11. 19.

제27회 학술발표회 개최
안휘준: 朝鮮王朝時代의 瀟湘八景圖
한만영: 韓國傳統音樂의 特徵

1986. 12. 25.

<解放直後의 民族文學運動硏究>(권영민) 간행

1986. 12. 31.

<韓國文化> 제7집 간행

1987. 5. 20.

제28회 학술발표회 개최
조동일: 敍事詩論과 比較文學
이경식: 17세기 土地折受制와 職田復舊論

1987

공동연구 <조선조 중인연구>, <한말의 국학연구와 종교운동>,
<한국문화발전사에 관한 문헌적 연구> 수행

1987. 9. 7

한영우 교수 제5대 소장 취임

1987. 9. 21.

서대석 교수 연구부장 취임
심재룡 교수 편집부장 취임

1987. 10. 22.

제29회 학술발표회 개최
임효재: 韓國 빗살무늬토기와 日本 소바다(曾畑)토기문화와의 관련성
노태돈: 古朝鮮史 硏究의 現況과 課題

1987. 11. 25.

제30회 학술발표회 개최
최명옥: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르-, 러-여-,ㅎ- 변칙동사를 중심으로권영민: 해방직후의 문단과 월북 문인

1987. 12. 31.

<韓國文化> 제8집 간행

1988. 4. 22.

제31회 학술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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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수: 한국고대사연구와 인류학 이론의 접합
1988
1988. 6. 16.

공동연구 <민족문화전개과정에 있어서의 변모양상과 의식에 관한 고찰>수행
제32회 학술발표회 개최
김인걸: 朝鮮後期 鄕村社會 권력구조 변동과 ?民?
심경호: 茶山 詩經論에 있어서 ?風?槪念의 形成

1988. 8. 19.

연구소 확장이전(1동 210호에서 1동 211호로)

1988. 9.

국고지원을 받아 ?奎章閣硏究事業?(주제: 한국중세사회의 해체와 근대화 과정연구) 제
1차년도 사업 착수

1988. 9. 30.

제33회 학술발표회 개최
Ingeborg G?thel: 동구권 한국학연구의 현황

1988. 10. 28.

제34회 학술발표회 개최
한우근: 조선전기 史官과 실록편찬

1988. 11. 15.

<韓國文化> 제9집 간행

1988. 11. 30.

제35회 학술발표회 개최
최창조: 풍수사상의 구조와 실례 몇 가지
이현희: 중세국어 청원구문에 관련된 몇문제

1988. 12. 30.

영문학술지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창간호 간행

1989. 4. 21.

제36회 학술발표회 개최
조남현: 동반자 작가 연구
권희영: 한인사회당(1918～1921) 연구

1989. 6. 9.

제37회 학술발표회 개최
朱七星: 중국 현단계에서의 한국학연구 동태

1989. 7. 7.

제38회 학술발표회 개최
北村秀人: 新撰 <八道地理誌> 雜考-<世宗實錄地理志>와 관련하여-

1989. 7.

<奎章閣硏究事業> 제2차년도 사업 착수

1989. 9. 21.

정옥자 교수 자료도서부장 취임

1989. 10. 13.

제39회 학술발표회
Pucek, Vladimir: 동구라파에서의 한국학연구동향

1989. 11. 10.

창립2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움 개최
(주제: 韓國中世社會의 解體와 近代化過程)

1989. 12.

<韓國文化> 제10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 간행

1990. 4. 10.

제40회 학술발표회 개최
박광용: 정조년간 시·벽파 당쟁론에 대한 재검토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경제구조의 식민지적 재편

1990. 5. 10.

제41회 학술발표회 개최
서대석: 河陳兩門錄의 갈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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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진: 조선후기 기철학의 성격
1990. 6. 29.

제42회 학술발표회 개최
박미하일: 재소 고려인의 민족재생운동

1990. 7. 1.

‘규장각자료연구사업’ 제2차년도(1990년) 사업 착수

1990. 7. 10.

<朝鮮後期 文學思想史>(정옥자) 간행

1990. 8. 30.

<高麗時代 部曲制硏究>(박종기) 간행

1990. 9. 14.

제43회 학술발표회 개최
Martina Deuchler: 유교사상과 조선시대의 사회

1990. 11. 9.

제2회 학술회의 개최
(주제: 조선후기 사상계의 동향,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1990. 12

<韓國文化> 제11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3 간행

1991. 3. 6.

제44회 학술발표회
김동화: 중국공산당의 동북조선족에 대한 민족정책

1991. 5. 17.

제45회 학술발표회
김현영: 16·17세기 안동의 향안과 사족
이영학: 개항기 자본제적 제염업의 전개

1991. 6. 1.

‘규장각자료연구사업’ 제3차년도(1991년) 사업 착수

1991. 6. 30.

‘규장각자료연구사업’ 제2차년도(1990년) 사업 완료

1991. 9. 6.

한영우 교수 소장 임기 만료

1991. 9. 7.

이상택 교수 소장 취임

1991. 9. 20.

서대석 교수 연구부장 임기 만료
정옥자 교수 자료도서부장 임기 만료
심재룡 교수 편집부장 임기 만료

1991. 9. 21.

노태돈 교수 연구부장 취임
최명옥 교수 자료도서부장 취임
김성곤 교수 편집부장 취임

1991. 9. 27.

제46회 학술발표회
Ross King: 제정러시아시대의 한국방언자료

1991. 10. 17.

제47회 학술발표회
趙成日: 문화혁명 이후 중국 조선족의 문학활동

1991. 11. 8.

제3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조선후기의 사회와 사상,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소극장)

1991. 12.

<韓國文化> 제12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4 간행

1992. 1. 30.

<國語表記法硏究>(이익섭) 간행

1992. 4. 1.

‘규장각자료연구사업’ 제4차년도(1992년) 사업 착수

1992. 4. 10.

제48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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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柄珉: 延吉, 平壤, 서울의 우리 문학 연구와 교육
1992. 6. 11.

제49회 학술발표회
大村益夫: 尹東柱 연구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조사 보고를 겸하여-

1992. 9. 24.

제50회 학술발표회
崔尹甲: 吏讀에 殘存한 一部 漢語 上古音

1992. 10. 7.

제51회 학술발표회
Daniel Bouchez: 金萬重의 三國志觀과 西浦 小說의 基本性格 問題

1992. 11. 5.

제4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조선후기의 사회와 문화,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소극장)

1992. 12. 15.

(영문판) 한국학 연구총서 간행 사업 착수

1992. 12.

<韓國文化> 제13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5 간행

1992. 12. 31.

‘규장각자료연구사업’ 제3차년도(1991년) 사업 완료

1993. 3. 1.

‘규장각자료연구사업’(제2차) 제1차년도(1993) 사업 착수

1993. 4. 15.

제52회 학술발표회
方學鳳: 渤海 초기의 首都에 대하여

1993. 9. 20.

노태돈 교수 연구부장 임기 만료
김성곤 교수 편집부장 임기 만료

1993. 9. 21.

김인걸 교수 연구부장 취임
유명숙 교수 편집부장 취임

1993. 9. 23

제53회 학술발표회
宣德五: 중국조선민족의 言語使用上의 몇 가지 문제
趙習: 중국 사회과학원의 少數民族 연구실태

1993. 10. 29.

제5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근대이행기의 사회와 사상, 장소: 호암교수회관)

1993. 10. 31.

‘규장각자료연구사업’ 제4차년도(1992년) 사업 완료

1993. 11. 11.

제54회 학술발표회
李得春: 借字表記 연구와 中國音韻學

1993. 12.

<韓國文化> 제14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6 간행

1994. 2. 28.

‘규장각자료연구사업’(제2차) 제1차년도(1993년) 사업 완료

1994. 3. 24.

제55회 학술발표회
Werner Sasse: 독일에서의 한국학 연구현황과 전망

1994. 4. 1.

‘규장각자료연구사업’(제2차) 제2차년도(1994년) 사업 착수, 이후 ‘고전작품
역주·연구 및 한국 근대화과정 연구’로 연구사업 확대

1994. 5. 20.

<續韓國船舶史硏究>(김재근) 간행

1994. 5. 23.

제56회 학술발표회 -국학연구의 문헌학적 제문제-

http://147.46.103.189/intro/intro04_090514.jsp (24 / 33)2009-05-22 오전 11:40:0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심경호: 국학자료 정리의 현황과 문제점
허성도: 국학자료의 전산화를 위한 선행조건
이창헌: 방각소설의 판본문제
조성을: 정약용 저작의 문헌학적 제문제
1994. 7. 30.

<朝鮮前期 儀禮硏究>(지두환) 간행

1994. 9. 27.

제57회 학술발표회
全學錫: 함경·경상 방언의 성조의 대응관계

1994. 10. 14.

제58회 학술발표회
森山茂德: 한국정치의 역사적·내재적 이해

1994. 10. 27.

제59회 학술발표회
피터 리: 미국에서의 한국문학연구, 그 회고와 전망

1994. 11. 11.

제6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한국학의 문헌학적 연구, 장소: 호암교수회관)

1994. 11. 30.

<韓末湖南地域 義兵運動>(홍순권)

1994. 12.

<韓國文化> 제15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7 간행

1995. 3. 31.

‘규장각자료연구사업’(제2차) 제2차년도(1994년) 사업 완료

1995. 4. 1.

‘규장각자료연구사업’(제2차) 제3차년도(1995년) 사업 착수

1995. 9. 7.

이상택 교수 소장 임기 만료
최승희 교수 소장 취임

1995. 9. 21.

김인걸 교수 연구부장 임기 만료
최명옥 교수 자료도서부장 임기 만료
유명숙 교수 편집부장 임기 만료
이현희 교수 연구부장 취임
김인걸 교수 자료도서부장 취임
신광현 교수 편집부장 취임

1995. 10. 24.

제60회 학술발표회
Holmer Brochlos: 북한의 문화유적-개성과 묘향산을 중심으로-

1995. 11. 13

제7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한국고전작품의 세계와 한말사회의 근대적 변모, 장소: 호암교수회관)

1995. 11. 27.

제61회 학술발표회
윤홍기: 한국문화의 세계화

1995. 12.

<韓國文化> 제16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8 간행

1996. 3. 31.

‘규장각자료연구사업’(제2차) 제3차년도(1995년) 사업 완료

1996. 4. 23.

제62회 학술발표회
송기호: 동북아시아의 발해 유물·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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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5. 28.

제63회 학술발표회
박희병: 燕巖思想에 있어서 言語와 冥心

1996. 6. 1.

‘규장각자료연구사업’(제2차) 제4차년도(1996년) 사업 착수

1996. 6.

<韓國文化> 제17집 간행

1996. 8. 21.

김인걸 교수 자료도서부장 임기 만료
노명호 교수 자료도서부장 취임

1996. 10. 16

제64회 학술발표회
송기중: 東北아시아 歷史上의 諸文字와 한글

1996. 11. 8.

제8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일제의 한국침탈과 한국사회-1905～1910-, 장소: 호암교수회관)

1996. 12. 11.

제65회 학술발표회
野間秀樹: 문법 연구의 방법
-현대한국어 문법 연구의 현단계배우성: 조선시대 古地圖에 나타난 세계인식

1996. 12.

<韓國文化> 제18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9 간행

1997. 3. 1.

<日省錄> 내용·용어색인 및 전산화사업 제1차년도 사업 착수

1997. 4. 11

제66회 학술발표회
崔洪彬: 1930～40년대 在滿韓人 抗日運動

1997. 5. 23

제67회 학술발표회
남동신: <金剛三昧經>의 성립과 그 의의
홍순민: 조선후기 法典 증보의 배경과 정치체제 개편의 방향

1997. 5. 31.

‘규장각자료연구사업’(제2차) 제4차년도(1996년) 사업 완료

1997. 6. 1.

‘규장각자료연구사업’(제2차) 제5차년도(1997년) 사업 착수

1997. 6.

<韓國文化> 제19집 간행

1997. 9. 11.

이현희 교수 연구부장 임기 만료
송철의 교수 연구부장 취임

1997. 10. 9.

제68회 학술발표회
정덕기: 한국사회경제사의 연구사적 고찰
-일제시대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1997. 10. 31.

제9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19세기 한국 사회와 문화의 변동, 장소: 호암교수회관)

1997. 11. 20.

제69회 학술발표회
尹健次: 한·일간의 역사인식

1997. 12.

<韓國文化> 제20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0 간행

1998. 2. 28.

<日省錄> 내용·용어색인 및 전산화사업 제1차년도 사업 완료

1998. 3. 1.

<日省錄> 내용·용어색인 및 전산화사업 제2차년도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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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4. 24.

제70회 학술발표회
도진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1998. 5. 27.

제71회 학술발표회
서대석: 神의 血統과 神話의 性格
濱田耕策: 新羅王權과 張保皐의 淸海鎭

1998. 5. 31.

‘규장각자료연구사업’(제2차) 제5차년도(1997년) 사업 완료

1998. 6.

<韓國文化> 제21집 간행

1998. 8. 21.

노명호 교수 자료도서부장 임기 만료

1998. 8. 21.

권태억 교수 자료도서부장 취임

1998. 10. 30.

제10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대한제국기 근대화 정책과 문화, 장소: 호암교수회관)

1998. 12. 4.

제72회 학술발표회
이현희: <杜律分類>와 <杜草堂詩>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李成市: 黑板勝美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1998. 12.

<韓國文化> 제22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1 간행

1999. 2. 28.

<日省錄> 내용·용어색인 및 전산화사업 제2차년도 사업 완료

1999. 3. 1.

<日省錄> 내용·용어색인 및 전산화사업 제3차년도 사업 착수

1999. 4. 23.

제73회 학술발표회
김창섭: ‘Ⅹ+하다’형 동사의 형태론
김일권: 魏晋 隋唐代 古墳壁畵의 天文星宿圖 고찰

1999. 6.

<韓國文化> 제23집 간행

1999. 8. 31.

최승희 교수 소장 임기 만료
이병근 교수 소장 취임

1999. 9. 11.

송철의 교수 연구부장 사임

1999. 9. 21.

권태억 교수 자료도서부장 사임
권태억 교수 연구부장 취임
박희병 교수 자료도서부장 취임

1999. 9. 15.

제74회 학술발표회
박영광: 韓國傳統舞踊의 保存

1999. 10. 11.

제75회 학술발표회
김성규: 빠른 발화에서 음절 수 줄이기
김자현: 17세기 禮訟과 認識體系의 變遷

1999. 11. 19.

제11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고려시대 고문서의 새로운 이해, 장소: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1999. 12. 1.

공동연구사업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의 형성 과정 연구’ 착수
(지원: 학술진흥재단)

1999. 12.

<韓國文化> 제24집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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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2 간행
2000. 2. 10.

제1회 국제학술회의 개최
(주제: 한·교류와 상호인식의 자취, 장소: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2000. 4. 12.

제76회 학술발표회
임주탁: <청산별곡>연구
윤해동: 일제하 촌락과 입회권

2000. 5. 22.

제77회 학술발표회
太田秀春: ?朝鮮城址實測圖?와 倭城
석경징: 말한 것/말안한 것과 뜻한 것

2000. 6.

<韓國文化> 제25집 간행

2000. 6. 20.

제78회 학술발표회
이환: 近代性과 前近代性

2000. 10. 10.

제79회 학술발표회
박희병: 한국·중국·베트남 傳奇小說의 미적 특질 비교-<金鰲新話>·<剪燈新話>·<傳奇
漫錄>을 대상으로금장태: 茶山 心性論의 인식과 쟁점

2001. 11. 3.

제12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의 형성과정 연구, 장소: 문화관 국제세미나실)

2000. 12. 1.

제80회 학술발표회
문혜원: 식민지시대 여성 엘리트의 자아 정체성 연구-노천명의 경우정병설: 조선후기 동아시아 어문교류의 한 단면
-東京大 소장 『玉嬌梨』를 중심으로-

2000. 12.

<韓國文化> 제26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3 간행

2001. 3.

한국문화연구총서 22집 『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고영근) 간행

2001. 3.

박희병 교수 자료도서부장 사임

2001. 4.

송철의 교수 자료도서부장 취임

2001. 4. 13.

제81회 학술발표회
신광현: 英美에서의 ‘문화연구’의 전개와 특징-개괄적 설명권태억: 일제의 동화정책론

2001. 5. 29.

제82회 학술발표회
배성준: 일제말기 통제경제법과 기업통제
조광국: 17세기 후반 김만중의 현실 인식

2001. 6. 1.

신광현 교수 국제부장 취임
송철의 교수 편집부장 취임

2001. 6.

<韓國文化> 제27집 간행

2001. 7. 3.

제83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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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B. Whitman: 관형절 주어의 속격 현상
-일본어와 중세 한국어의 비교2001. 10. 26.

제84회 학술발표회
박상준: 1950년대 문협정통파 순수소설에서의 전통과 모더니티의 문제
김민정: 1950년대 소설에서의 父의 결여와 모더니티
유철상: 1950년대 비평에서의 전통과 모더니티 인식
남기혁: 북한의 전후시에 나타난 전통과 모더니티 연구
채호석: 1950년대 북한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모더니티
조영복: 한국 현대시에 있어 모더니티의 발현과 자기 정체성 확립 과정 연구

2001. 11. 16.

제13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한국 개항기 근대 사회와 문화의 모색, 장소: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2001. 12.

<韓國文化> 제28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4 간행

2002. 3. 27.

제85회 학술발표회
임효재: 북한 고대 유적 답사 보고

2002. 5. 17.

재86회 학술발표회
김남기:<首尾吟>의 수용과 雜詠類 連作詩의 창작 양상-宋時烈과 金昌翕을 중심으로이태진: 近代韓國의 外交觀과 外交體制

2002. 6. 17.

제87회 학술발표회
박재우: 고려전기 國政會議의 종류와 성격
박희병: 淺見絅齋와 洪大容 -中華的 華夷論의 解體樣相과 그 意味-

2002. 6. 28.

하와이대학교 한국학 센터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2. 6.

서울대학교 ‘한국학장기기초연구사업’ 일부 업무 인수

2002. 6.

<韓國文化> 제29집 간행

2002. 7. 12.

‘99 중점연구소지원’ 제2단계사업 제2과제 워크숍 개최
(주제: 20세기 초기 한국어 어휘 분류 및 기술 방법론의 모색, 장소: 인문대학 소회의
실)

2002. 10. 2.

제88회 학술발표회
김종일: 죽음·기억 그리고 권력-무덤을 통한 정체성의 형성韓振乾: 중국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상태

2002. 10. 30.

중국 北京大學 韓國學硏究中心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2. 11. 1.

제14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1910년대 식민통치정책과 한국사회(Ⅰ), 장소: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2002. 12. 3.

한국학 심포지엄 개최
(주제: 한국학의 개념 정립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장소: 교수회관 귀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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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6.

제89회 학술발표회
水野直樹: 식민지 지배와 사람의 지배-일본지배기 주민등록제도에 대하여-

2002. 12.

<韓國文化> 제30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5 간행

2003. 2. 24.

‘99 중점연구소지원’ 제2단계사업 제2과제 2차 워크숍
(주제: 20세기 초기 한국어 어휘의 정리와 해설의 제문제 장소: 인문대학 소회의실)

2003. 3. 21.

제90회 학술발표회
임종태: 우주론과 문헌학
-17·18세기 중국·조선에서 서양과학 해석의 두 가지 조류菅野修一: 朝鮮初期 賑恤穀 운송문제-朝鮮王朝의 國家的 再分配 기능에 대한 考察-

2003

3. 25.

2003. 4. 18.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문화>(이병근 외 6명, 한국학공동연구총서 제1집) 간행
특별초청강연회
李海瓊: 나의 아버지 義親王

2003. 5. 10.

‘99 중점연구소지원’ 제2단계사업 제2과제 3차 워크숍
(주제: 20세기 초기 한국어 어휘 정리의 방법과 실제, 장소: 한국문화연구소 회의실)

2003. 6. 5.

제15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1910년대 식민통치정책과 한국사회(Ⅱ), 장소: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2003. 6.

서울대학교 ‘한국학장기기초연구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2003. 6.

<韓國文化> 제31집 간행

2003. 7. 4.

제16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20세기 초기 한국 言語와 文學, 장소 : 인문대학 소회의실)

2003. 7. 30.

제1회 한국-베트남 고고학 학술대회
(주제 : 베트남 호아빈 문화 연구의 문제점과 방향,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03. 8. 24.

신광현 교수 국제교류부장 사임

2003. 8. 25.

유두선 교수 국제교류부장 취임

2003. 10. 10.

제91회 학술발표회
송기호 : 만주고대사의 귀속 논쟁-고구려와 발해의 경우-

2003. 12. 16.

제92회 학술발표회
천정환 : 책읽기를 통해 본 근대의 앎
이종서 : 전통적 繼母觀의 형성연원과 그 의미

2003. 12. 20.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이태진 외, 한국학공동연구총서 제2집) 간행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I>(권태억 외, 한국학공동연구총서 제3집) 간행

2003. 12

<韓國文化> 제32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16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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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

이병근 교수(국어국문학과) 소장 사임
이태진 교수(국사학과) 소장 취임

2004. 3. 16.

제93회 학술발표회
미쯔이 다까시(三ツ井 崇) : ‘日鮮同祖論’의 학문적 기반에 관한 고찰
-한일합방 전후를 중심으로배우성 : 擇里志에 대한 역사학적 讀法-필사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2004. 4. 22.

제94회 학술발표회
송현호 :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
권두환 : 小倉文庫本 《酉年工夫》에 대하여
-3백년전 일본인이 채록한 한국설화집-

2004. 5. 3.

해외 석학 초청강연회
사사가와 노리카쓰(笹川紀勝) : 과거·현재로부터 보는 미래의 한일관계
-역사학과 법학의 관점에서-

2004. 5. 4.

권태억 교수(국사학과) 연구기획부장 사임
정병설 교수(국어국문학과) 연구기획부장 취임
송철의 교수(국어국문학과) 편집간행부장 사임
송기호 교수(국사학과) 편집간행부장 취임

2004. 5. 20.

제95회 학술발표회 : 조선후기 평안도의 관방체계 (발표 : 강석화, 노영구, 고승희)

2004. 6.

<韓國文化> 제33집 간행

2004. 8. 20.

<역주 增修無?錄諺解>(송철의·이현희·장윤희·황문환, 韓國學共同硏究叢書 제4집) 간
행.

2004. 9. 17.

초청간담회
고영진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 방향과 사업 설명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2004. 10. 22.

제17회 학술토론회 : 1910-1930년대 한국의 사회와 문화
(발표 : 이종묵, 송철의, 정규영, 전우용, 김경일)

2004. 11. 11.
2004. 11. 16.

제96회 학술발표회 : 조선후기 상업출판과 방각본 (발표 : 이창헌, 류준경)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지원과제 워크숍
: 한국 근대 국가기록 체계화 사업-규장각 소장 고종시대 관공문서 분류 및 활용
(발표 : 연갑수, 이욱)

2004. 12.

<韓國文化> 제34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17 간행

2005. 3. 31.

해외 석학 초청강연회
다카하시 데츠야(高橋哲哉) : ‘정신의 자유’와 일본의 민주주의
-한일지식인과 시민의 대화

2005. 4. 29.

제97회 학술발표회
노태돈 : 新羅·唐 전쟁과 新羅·日本 관계

2005. 6. 15.

제98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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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헌 : 中國 歷史學界의 動向과 韓國史 硏究
이노우에 가즈에(井上和枝) : 18~19세기 韓國의 戶口와 家族
-丹城·晋州 戶籍大帳의 분석을 중심으로2005. 6. 17.

규장각 및 한국문화연구소 발전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 이태진, 위원 : 이성규·권두환·송철의·노태돈·허남진)

2005. 1. 30.~ 2. 1.

하와이 국제학술회의 개최
(주제 : <1905년 조약>의 强迫性 여부에 대한 역사적·국제법적 검토, 장소 : 하와이
주 카우아이섬 메리오트리조트)

2005. 6. 3.~ 6. 4.

KINTEX 국제학술회의 개최
(주제 : 1905년 乙巳條約에서 1965년 韓日協定까지 -진정한 韓·日 우호관계를 위한 반
성과 제언-, 장소 :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2005. 6.

<韓國文化> 제35집 간행

2005. 7.

규장각 및 한국문화연구소 발전추진위원회,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의 통합 합의.
새 통합 기구 명칭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칭)으로 결정.

2005. 8. 24.

유두선(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국제교류부장 사임

2005. 8. 25.

이근관(법과대학) 국제교류부장 부임

2005. 9. 23.

제99회 학술발표회 (주제 : 한국의 口訣과 일본의 訓點 -한·일 佛經讀法의 비교-)
정재영 : 韓國의 口訣
이승재 : 京都博物館藏 <華嚴經> 卷第17의 訓點

2005. 10. 13.

학술토론회 : 일제 강점기 ‘식민지적 근대’와 한국인의 대응
(발표 : 정숭교, 지수걸, 정승철, 임주탁)

2005. 10. 20.
2005. 11. 1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설립(안)’을 대학본부 연구지원과에 제출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I-1910년대 식민통치정책과 한국사회의 변화>
(권태억 외 9인, 한국학공동연구총서 제6집) 간행

2005. 11. 11.

초청간담회
陳尙勝 : 壬辰戰爭에 관한 明王朝의 對應過程 연구

2005. 11. 18.

제100회 학술발표회
(주제 : 韓流 현상과 한국학-확산과 향상을 위한 모색, 발표 : 문옥표, 이한우, 이준웅,
소메야 도모유키, 시드니 정, 고영진, 장소원·안경화)

2005. 12. 20.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이병근·송철의·정승철·임주탁·류양선, 한국학공동연구총서 제7집) 간행

2005. 12.

<韓國文化> 제36집 간행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18 간행

2006. 1. 20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설립(안)’ 승인.

2006. 1. 30

<역주 오륜행실도>(송철의 外, 한국학공동연구총서 제5집) 간행.

http://147.46.103.189/intro/intro04_090514.jsp (32 / 33)2009-05-22 오전 11:40:0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시기(2006. 2. 1 ~ 현재)

한국문화연구소와 통합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으로 신설
2.1

金永植 교수(동양사학) 초대 원장 취임
裵弘植 사서사무관 정보자료관리부장에 임명
金允濟 학예연구관 기반연구부장에 임명

3.27
4.1

趙恩秀 부교수 교육·교류부장에 임명
宋喆儀 부원장 임영
李相燦 조교수 겸임 발령
학술지 편집인 임영

4.13

<奎章閣> : 李相燦 조교수, <韓國文化> : 金仁杰 교수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 趙恩秀 부교수

5.31~6.2

개교 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7.4

金鍾銀 서기관 겸임 발령, 정보자료관리부장 임명

7.14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인도인수식

7.29~8.16

훈증소독 실시로 휴관

8.16
2006

鄭根埴 교수 기획연구부장에 임영
李相燦 조교수 편집간행부장에 임명
'규장각소장 토지문기의 정리 및 목록집 간행을 위한 기초연구' 완료

8.31

'한국학고문헌 종합목록 연구' 완료
'조선후기 북한지역 관방자료의 군현별 정리 및 군사체계 연구' 완료

9.1

자하서당 통합

9.18

규장각 초서강좌 개설

9.20

金仁杰 교수 출판간행위원장 임명

9.29

규장각 오픈하우스 행사 개최

9.30

<奎章閣所藏文集解說> 13,14 발행

10.26~11.10

규장각 특별전시회 "전통과 세계의 만남" 개최

10.31

2007

'15, 16세기의 구문연구(구급방류를 대상으로)' 완료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국가주의의 시선 연구' 완료

11.1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적답사 실시(충남 논산시 일대)

11.21

대만 국가도서관과 학술교류 자료 교환 협정 체결

12.8

국제워크숍 "일제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검열에 관한 새로운 접근" 개최

12.20

"경성제국대학 연구" 워크숍 개최

1.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과 학술교류 및 자료 교환 협정 체결

1.16

硏究員 총회 개최

3.16

한국 고등교육재단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펠토십 프로그램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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