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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문학교육의목표

• 인문학을가르치는 새로운 교육방법

• 경쟁력있는 연구역량을 갖추기 위해연마해야 할학술적 소양

• 인문학기반의 문화콘텐츠 기획및 저작능력

• 디지털환경에서 ‘나의 인문학’을 추구할 수있는 능력

김현,�임영상,�김바로,�『디지털인문학입문』,�HUEBOOKS,�2016,�51~56쪽.



디지털콘텐츠제작의목적

§ 디지털인문학 교육은

학생들이디지털 환경에서 인문지식을수용할 뿐아니라,�

그 배움에서 얻은것을 정리하고 새롭게편성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표현할 수있게 하는것을 목표로한다.�

à지식의생산자되기!

2016년 1학기 건국대학교 2016년 2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디지털콘텐츠란?

§ 디지털기술의 등장으로 인한미디어 환경의변화

§ 지식을생산,�소통,�소비하는 새로운 방식의등장

§ 지식의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경계 축소



디지털콘텐츠제작을위한정보기술

Hypertext Multimedia



종이책과디지털텍스트의차이점?

디지털텍스트

“디지털 텍스트”란 지식을전달하는 문자언어를 디지털미디어에 전자적인신호로 기록한

것을말한다.�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여컴퓨터 속에저장한 한편의글도 넓은의미의 디지털

텍스트라고할 수있다.�워드프로세서로만든 문서는종이에 출력하여사람이 읽게하는 것을

목표로하지만,�우리가 관심을 갖는디지털 텍스트는기계(컴퓨터)가 읽고 해석할수 있게

함으로써종이에 쓰일 때에얻을 수없었던 부가가치를낳을 수있게 하는것이다.

김현,�임영상,�김바로,�『디지털인문학입문』,�HUEBOOKS,�2016,�108쪽.

§ Ubiquitous� 시간과 공간의제약 없이검색/열람이 가능하다.

§ 하나의문서에서 다른 문서로넘어갈 수있는 연결고리가포함되어 있다.



하이퍼링크,�하이퍼텍스트

종이책은그 내용을 이루는지식 요소가고정되어 있을뿐 아니라,�그 요소들의 나열순서가

저자의기획에 따라 일정하게 확립되어있어서,�독자는 그 정해진 순서에따라 책속의 지식과

정보를전수하게 된다.�설사 독자가저자의 의도와는달리 그책의 이부분 저부분을 임의로

읽어간다 해도그것은 저자가 미리일정한 틀속에 담아놓은지식을 부분적으로탐색하는

것에지나지 않는다.�

반면 우리가 인터넷상의 디지털문서를 접할때에는 이와는다른 방식의 ‘읽기’가 이루어진다.�

한 편의 기사를읽다가도 그 텍스트의여러 곳에파랗게 표시되는부분을 클릭함으로써다른

기사로건너뛰기를 할 수있는 것이다.�전자문서의텍스트 중에그 문서의다른 부분또는

인터넷상의다른 곳에 있는문서로 갈수 있도록하는 연결요소를

‘하이퍼링크(hyperlink)’라고 한다.�나의 관심이 방향에따라 내가선택하는 하이퍼링크가

달라지고,�그에 따라 내가 읽는콘텐츠의 문맥과내용이 달라질수 있다.

문서 안에 다른문서에 대한 연결고리,�즉 하이퍼링크를 가지고있는 전자문서를

‘하이퍼텍스트문서(hypertext�document)’라고 한다.

김현,�임영상,�김바로,�『디지털인문학입문』,�HUEBOOKS,�2016,�108쪽.



하이퍼텍스트의구현

“웹문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문서

HTML, XML, ….. “하이퍼링크”

관련 정보로의
순간적인 이동을 제공

“월드와이드웹”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지원하는
인터넷 서버들의 범세계적인 집합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multimedia)”란 다양한가상화기술을통해어떤대상을감성적으로

체험할수있게하는기술이다.�문자,�음향,�영상 등 한 가지유형의콘텐츠를저장하는

매체를 “모노미디어(monomedia)”라고하는데 반해,�여러 가지유형의콘텐츠를

한꺼번에담아낼수있는매체를 “멀티미디어”라고한다.

여기에서파생된넓은의미의멀티미디어는이종합적인매체에다양한유형의콘텐츠가

서로의미있게연결되도록담아낸것을말한다.�진정한 멀티미디어는다양한

모노미디어를의미있게조합하여,�종합적인세계를형상화하고그속에서전개되는

이야기를전달할수있어야 한다.

김현,�임영상,�김바로,�『디지털인문학입문』,�HUEBOOKS,�2016,�108쪽.



디지털콘텐츠가멀티미디어를지향하는이유

• 매체의제약을넘음으로써지식과정보의제약을해소할수있음.

• 정보의전달à감성자극à실감à몰입à정보전달효과의극대화



디지털지도

• 디지털기반의 베이스 맵위에 점, 선, 면으로 특정 좌표, 지물 등을 표시.

• 하이퍼링크를통해 새로운 정보로연결도 가능.



가상현실(VR)

• 3D�가상공간을제공해서 몰입감,�현장감을 느끼게 함.

• 가상공간과사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을이루는 기술



네트워크그래프

• 지식정보,�이야기의 맥락을 구성하는요소와 그들사이의 관계를점과 선으로표현하는 것



네트워크그래프



하이퍼미디어

• 디지털환경에서 문자 텍스트와함께 다른미디어의 콘텐츠를종합적으로 엮어내는것



디지털콘텐츠

§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새로운저작 방식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화 VS�디지털콘텐츠편찬

• 디지털화 Digitized�Contents

기존의 아날로그콘텐츠를디지털 형태로옮기는 것.

• 디지털 콘텐츠편찬 Born-digital�Contents

처음부터디지털 매체 및 온라인서비스를 겨냥하여콘텐츠를제작하는것.�

• 디지털 콘텐츠편찬 과정

ü 콘텐츠의내용적 특성과서비스 대상 고객을고려한 편찬 기획

ü 콘텐츠 편찬및 서비스 프레임워크설계 /�기술적 환경의개발 및 도입

ü 편찬 조직의구성과 교육 훈련

ü 모노미디어데이터의제작:�텍스트 원고 집필,�시청각 자료 제작

ü 통합전자문서제작

ü 온라인 서비스시스템 개발및 운영



시각적인문학

“시각적인문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이 물리적인 형상의 가상화에 머물지

않고, 인문학적 연구가 찾아낸 무형의 지식이 그 안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이퍼미디어는 개별적인 모노미디어들을 의미 있는

문맥(context)으로 엮어내는 ‘조합의 기술’이다.

하이퍼미디어의 구현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술을 이해하고 그것의 운 용

능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전달 하고자

하는 원천 지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이다. 그 토대 위에서만 무엇을 어떠한 형태로

시각화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문맥으로 조합할지를 정하는 판단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 임영상, 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144~14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