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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문학의 세계는 디지털과 인문학

이 만나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이다. 그 

융합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 연구

와 인문지식의 교육, 그리고 그 연구와 교

육의 성과가 디지털 시대의 우리 사회에

서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하려는 노

력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한다. 

(김현, 『디지털 인문학 입문』 , 외국어대학교 지

식출판부, 2016. 5.)  

 디지털 인문학 

1. 디지털 인문학이란 



 디지털 인문학의 함의 

1. 디지털 인문학이란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의 함의 
 

 정보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연구 방법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그리고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써 시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성격의 인문학 연구를 포함 

 단순히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디지털화 하거나, 연구 결과물

을 디지털 형태로 간행하는 것보다는 정보 기술의 환경에서 보다 창조적

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으로 인문 

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노력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2013. 6.) 

 



디지털 인문학의 3가지 키워드 

1. 인문학 (연구) 연구 방법의 혁신을 통해 인문학 본연의 학술 연

구에 기여 

 나무만 보는 연구 →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연구 

 혼자 하는 연구 → 공동으로 하는 연구 → 모든 개별적인 연구가 공동

의 성과로 결집되는 연구 

2. 인문교육 (교육) 우리의 차세대에게 디지털 문식(Digital 

Literacy)의 능력을 키워 줄 인문교육 콘텐츠와 교육 방법론 개발 

3. 인문콘텐츠 (활용) 인문 지식이 학계의 벽을 넘어서서 대중과 

소통하고 창조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 개방 

 디지털 인문학의 3가지 키워드 

1. 디지털 인문학이란 



 연구: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인문학 연구 

 

 

1. 디지털 인문학이란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1: 연구 

CBDB (中國歷代人物傳記資料庫) 데이터
로 구현한 인물 관계망 

 or  

Communication and Empire: Chinese 

Empir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funded by the European Research Council.  

http://chinese-empires.eu/
http://projects.iq.harvard.edu/cbdb/home


* Marc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  Bradford, UK: MCB University Press, 2001. 10.  

 교육: 디지털 원어민을 위한 인문교육 

 

 

 

1. 디지털 인문학이란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2: 교육 

“Learning by Doing in Digital Environment.” 

 디지털 시대의 인문 교육 

☞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s*)을 위한 인문 지식 교육 

☞ 디지털 환경에서 ‘읽을’ (reading)뿐 아니라 ‘쓸’ (writing) 

수 있도록 하는 교육 

☞ 배우고 암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응용하고 창조하고 표

현하며, 이를 통해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인문지식의 문화적 향유를 촉진 

창작 소재의 발견 → 문맥의 이해와 재구성 → 인문지식의  창조적 재생산 

 응용: 인문 지식의 대중적 소통 

 

 

 

1. 디지털 인문학이란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3: 응용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sqFBpwLg7yMfxM&tbnid=ackkIlzNVrdGkM:&ved=0CAUQjRw&url=http://loyalkng.com/2010/03/21/lego-ironman-from-brickshelfs-legodreams-the-ironman-goes-lego/&ei=nANSUpScFsGBiQfr74A4&bvm=bv.53537100,d.aGc&psig=AFQjCNHIl9iLDd-NNDJ4Jsual5ORB7fz7A&ust=138119293033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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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주제(분야, 대상)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저작물 

 전통시대의 지식 

2. 인문학, 큐레이션, 아카이브 



 다른 지식으로 가는 길을 담고 있는 소통의 교점(交點, Node) 

 디지털 시대의 지식 

2. 인문학, 큐레이션, 아카이브 



 전통시대의 지식을 그대로 디지털 매체에 수록 

※ 관련이 있는 지식
은 이용자가 스스
로 탐색해야 함 

 현재까지의 인문 지식 정보화 

2. 인문학, 큐레이션, 아카이브 



“岳陽樓” 

“先憂後樂” 

…… 

居廟堂之高則憂其民, 處江湖之遠則憂其君. 

是進亦憂, 退亦憂. 然則何時而樂耶?   

其必曰: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樂而樂”歟! 

噫! 微斯人, 吾誰與歸?  

昔聞洞庭水 
今上岳陽樓 
….. 

녜 洞庭ㅅ 므를 듣다니, 
오늘 岳陽樓의 올오라 
….. 

 지식의 조각들이 다른 지식으로 가는 다양한 연결고리를 갖게 하는 것 

 디지털 인문학이 추구하는 지식 네트워크 

2. 인문학, 큐레이션, 아카이브 

http://www.xuanflute.com/
http://www.xuanflute.com/


인문학, 큐레이션, 아카이브 (디지털 인문학 선언 2.0, 미국)* 

 디지털 인문학과 큐레이션 

2. 인문학, 큐레이션, 아카이브 

*The Digital Humanities Manifesto 2.0, http://manifesto.humanities.ucla.edu/2009/05/29/the-digital-humanities-manifesto-20/ 

• Digital Humanists recognize curation as a central feature of the future of the Humanities 

disciplines. 디지털 인문학자들은 큐레이션을 미래 인문학의 주요 특성으로 인식한다. 

• Curation means making arguments through objects as well as words, images, and sounds.  

   큐레이션은 단어, 이미지, 소리 뿐만 아니라 실물을 통해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Curation is an augmented scholarly practice that also powerfully augments teaching and 

learning. 큐레이션은 학문을 강화하고 증대시키는 활동이며, 또한 이로 인해 교육과 학습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 

•  It summons future generations of humanists to set to work right from the start with the very 

stuff of culture and history: to become directly engaged in the gathering and production of 

knowledge under the guidance of expert researchers in a true laboratory-like setting.              

미래 세대의 인문학자들은 초반부터  문화와 역사의 핵심적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다:  

이것은 실제 실험실과 같은 현장에서 전문 연구자들의 안내하에 지식의 수집 및 생산에 직접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 Curation creates the preconditions for modes of scholarship that step outside the boundaries 

of one's own expert language into a more fluid public realm, where traditional forms of 

scholarship can be multipurposed for the large-scale participatory generation of archival 

repositories under the expert guidance of a scholar. 큐레이션은  학문 연구에 있어서  개별 학
자의 전문언어범위를 벗어나 유동적인 공공영역으로 나가게 만든다. 여기에서 전통적 형태
의 학문은 학자의 전문가적 지도하에 대규모 아카이브 저장소를  생성하는 데에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기술을 도구로  삼아 전통적인 아카이브 기능을 효율화하

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분과학문의 벽을 넘어서서 폭넓은 지식의 문맥을 이루어내는 것이 

디지털 인문학의 관심사이듯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새로운 과제는 

아카이브의 실물 자료 하나 하나가 인류, 국가, 지역, 조직의 문화

에 관한 지식의 문맥(context) 속에서 하나의 노드(node)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 ☞ Digital Curation 

 

 디지털 시대의 아카이브 

2. 인문학, 큐레이션, 아카이브 



디지털 인문학과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인문학의 세계에서는 인문학 연구실과 아카이브가 별개의 

분리된 영역일 수 없다. 

 인문학 연구실 ……인문 지식을 탐구할 때,  그 지식의 근거가 되는 

원천 자료를 아카이브에서 바로 참조  

 아카이브 …..  실물 자료 하나 하나에 대해 그것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인문학 지식

과의 연계를 통해 설명 

 이것을 실현하는 융합연구가 디지털 큐레이션 

 그러한 융합연구의 현장이자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체계

의 중심이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2. 인문학, 큐레이션,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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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의 백과사전 편찬 연구 
 

 오늘날 세계의 어느 유명 출판사도 더 이상 종이로 된 백과사전을 간행하지 않는

다. 과거에 백과사전이 누렸던 지위를 이제는 인터넷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날 인문학자들에게 가장 큰 규모의 지식 사업으로 여겨졌던 백과사전 

편찬이 디지털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카이브의 실물 정보가 그 활용성 증대를 위해 확장된 지식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고, 학계의 전문적인 학술연구가 대중의 지적 호기심에 닿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한층 넓어진 지식 유통의 세계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의 매개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과거의 백과사전 콘텐츠를 그대로 디지털 미디어에 담아내는 방식으로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디지털 시대의 백과사전은 시맨틱 웹의 철학을 좇아 새로

운 체제로 편성되어야 한다.  

    (김현,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디지털 인문학 입문』 , 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부, 2016.)  

 

 디지털 시대의 백과사전 편찬 연구 

3.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 



 디지털 시대의 백과 사전 
 

 디지털 시대에는 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백과사전이 필요.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 상에 구현된 월드 와이드 웹이 종래의 ‘백과사

전’의 역할을 대신. 

 종래의 백과사전은 매체의 제약으로 인해 ‘개설적인 안내’ 기능을 넘어

서기 어려웠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 ‘보다 전문적인 지식’ → ‘그 지

식의 근거가 되는 원천 자료’로의 연계가 가능 

 

 Encyves: 디지털 시대의 백과사전 

3.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 



 디지털 시대의 아카이브 
 

 현대 사회는 아카이브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  

 아카이브의 전통적인 임무는 의미있는 실물 자료의 수집과 보존 

 오늘날에는 그 실물 자료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  

 아카이브의 ‘실물 자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다양

한 관심사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는 노력 필요. 

 

. 
☞ 아카이브의 실물자료 하나 하나가 인류, 국가, 지역, 조직의 문화에 관한 

지식의 문맥(context) 속에서 하나의 노드(node)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
는 일 

 Encyves: 디지털 시대의 아카이브 

3.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 



 Encyves (Encyclopedic Archives in Digital Environment)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lopedic Archives)란 백과사전의 역할을 하

는 지식 정보 네트워크와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을 결합하는 데이터 

모델에 대한 구상 

 인문지식의 ‘원천 자료’이자 그 지식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인 

‘실물 자료’(기록물, 유물 등) 데이터가 광대한 인문지식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존재하는 세계 

 ‘자료’와 ‘해석’, 거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부산물이  의미의 연결고리

를 좇아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 인문지식 시맨틱 웹으로 확장되는 디지털 아카이브  

 

 Encyves 

3.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 



 Digital Encyves 

 Digital 

Encyclopedia 
 Digital 

Archives 

 Environment of Semantic Web 

 Encyves 

3.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개발 사례:  CIDOC-CRM*  

. 

 Encyves: 디지털 시대의 아카이브 

4.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 

* Conceptual Reference Model (“CRM”)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Documentation (CIDOC) 

Graphical representation of CRM* Core dtd, http://www.cidoc-crm.org/crm_core/demo/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구현을 위한 과제 
 

 백과사전에 담긴 인문지식과 아카이브의 실물 정보가 서로 소통할 수 있

게 하는 디지털적인 연결의 틀을 공동의 약속으로 제정. 

 학계와 아카이브계의 연구자, 큐레이터들이 이제부터 만들어낼 ‘인문 지

식 데이터’ 속에 그 약속에 의한 메타데이터를 첨가 

 현 단계에서는,  미래의 인문학 연구자,  큐레이터들에게 디지털 인문학

적 방법에 대한 안목과 기술적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시급. 

 Encyves: 디지털 시대의 아카이브 

4.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 



1. 디지털 인문학이란 

2. 인문학, 큐레이션, 아카이브 

 3. Encyves: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 

 4.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 • 연구 사례 



 문화유산 지식 네트워크 구현 및 시각화  

 가상세계에서 발견하는 인문지식의 Context: 자연유산-문화유산-기록유산 

 GIS/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의 인문학적 응용  

 Visual Korea 

4. 인문지식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 • 연구 사례 

http://digerati.aks.ac.kr/Pavilions/tour2012-10/index.htm


4. 인문지식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 • 연구 사례 

 문중 고문서 시맨틱 아카이브 

 문중 고문서 시맨틱 아카이브 (한중연 고문서 정서·역주 및 스토리텔링 연구) 

 고문서 자료가 전해 주는 ‘사실’과 ‘이야기’ 

http://cefia.aks.ac.kr:7474/browser/
http://www.kostma.net/imageViewer/ImageViewer.aspx?datauci=b029_s016&imagetype=saga&defaultpage=221&viewmode=bookmode&pinX=63.6413043478261&pinY=12.0295698924731
http://archive.kostma.net/inspection/insDirView.aspx?dataUCI=G002+AKS+KSM-XE.1429.4717-20101008.B001a_001_00289_XXX


4. 인문지식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 • 연구 사례 

 조선시대 표류 기록의 시각화 

 조선시대 표류 기록의 시각화 (한국연구재단 디지털 인문학 연구 지원 사업) 

 조선시대에 발생한 표류 사건의 기록을 토대로, 표류인들의 해상·육상 이동 경로와 그들

이 겪은 일에 대한 정보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로 편찬 

http://www.digerati.kr/mediawiki/index.php/%ED%91%9C%EB%A5%98_%EB%85%B8%EB%93%9C_%EC%8B%9C%EA%B0%81%EB%A7%9D
http://www.digerati.kr/mediawiki/index.php/%ED%91%9C%EB%A5%98_%EB%85%B8%EB%93%9C_%EC%8B%9C%EA%B0%81%EB%A7%9D


4. 인문지식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 • 연구 사례 

 민족기록화 가상 미술관 

 미술작품과 한국학 지식이 만나는 디지털 전시 공간 

 한국문화/예술 자료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민족기록화 가상 미술관 

http://digerati.aks.ac.kr/gallery/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려는 일 

디지털로 표현하고 디지털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인문지식이 더욱 의미

있게 탐구되고 가치있게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 

 

 

  

 디지털 인문학 = 현대의 인문학 

 맺음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