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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문학의세계는디지털과인문학

이만나서하나로어우러지는곳이다. 그

융합의현장에서이루어지는인문학연구

와인문지식의교육, 그리고그연구와교

육의성과가디지털시대의우리사회에서

더욱가치있게활용되도록하려는노력을

디지털인문학이라고한다.

(김현, 『디지털인문학입문』 , 외국어대학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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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잘못된 생각

1. 디지털 인문학 = 연구 자료의 디지털화

2. 디지털 인문학 = 연구 결과의 온라인 서비스

3. 디지털 인문학 = 계량적 연구 방법

4. 디지털 인문학 = 디지털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적 담론

5. …….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오해

1. 디지털 인문학이란

연구 자료
디지털화

연구 결과
온라인
서비스

계량적
연구
방법

디지털 기술
문명에 대한

담론

디지털 인문학



❖ ‘디지털 인문학’은 새로운 인문학인가?

▪ 디지털 인문학의 첫걸음은 정보기술을 인문학 연구와 인문 교육의

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능력(디지털 문식, Digital Literacy)의 획득

▪ 전통적인 인문학의 유산을 충실히 수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그것

을 계승하는 것이 두번째 단계

▪ 그러한 과정과 노력을 거쳐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곳은 ‘새로운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은 새로운 인문학인가?

1. 디지털 인문학이란



❖ 디지털 인문학 = 현대의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은 모든 인문학이 새롭게 갈아입어야 할 옷과 같은 것이다. 디지털이라고 하

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인문학은 더 이상 현대의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인문학자들은 모두 디지털 인문학자일 것이다.”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

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201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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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 인문학이란



1. ‘디지털 인문학＇이란?

2. 디지털 문식과 인문 교육

3.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목표

4. 디지털 인문학 교육 실습



사람들은 대부분 “디지털세대”(Digital Natives)로 불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첨단기술
을 이용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용어에 대해 회의적
입니다. 물론 이 젊은 세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문자, 게임, 채팅 등을 하는 것이 익
숙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능숙”(fluent)하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다루
는데 아주 많은 경험이 있고 익숙해져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나 새로운
기술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치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 없
는 것과 같습니다.

Mitch Resnick: Let's teach kids to code (2012. 11. TED 강연)

Let’s teach kids to code

2. 디지털 문식과 인문 교육

https://www.ted.com/talks/mitch_resnick_let_s_teach_kids_to_code?language=ko


디지털 시대

디지털적인 방법으

로 배우고, 소통하

며, 표현하는 시대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문 교육

2. 디지털 문식과 인문 교육

디지털 시대의 인문 교육

☞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s*)을

위한 인문 교육

☞ 디지털 환경에서 ‘읽을’ (reading)뿐

아니라 ‘쓸’ (writing) 수 있도록 하

는 교육

☞ 배우고 암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응용하고 창조하고 표현하며, 이

를 통해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디지털 원어민

(Digital Natives*)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적인 방

법으로 소통하며, 표현하는 것

에 익숙한 세대

※ 기성세대: Digital 

Immigrants

* Marc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  Bradford, UK: MCB University Press, 2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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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인문학’을 배워서 얻고자 하는 것?

▪ 전통적인 인문지식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

☞ 디지털 원어민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

▪ 미래의 인문학 연구자가 되기 위한 연구 능력

☞ 장래에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연구 역량을 갖

추기 위해 연마해야 할 학술적 소양

▪ 인문지식의 문화적 향유를 촉진하는 문화콘텐츠 기획 능력

☞ 인문학 기반의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저작 능력을 증진

▪ 디지털 환경에서 ‘나의 인문학’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 나의 인문학: 자신의 관심사를 좇아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자기의 관점

에서 그 결과를 체계화하는 생활

디지털 인문학을 배워서 얻고자 하는 것

3.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목표



❖ 전통적인 인문지식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

디지털 인문학을 배워서 얻고자 하는 것 1

3.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목표

대학생들이 위키 소프트에어로 편찬한
지역문화 백과사전
• 소통과 협업의 방법에 의한 학습/조사

http://http://dh.aks.ac.kr/Edu/wiki

가상현실로 재현한 문화유적 답사 보고서
• 가상세계에서 발견하는 인문지식의 Context
• GIS/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의 인문학적 응용

http://xuanflute.com

http://dh.aks.ac.kr/Edu/wiki/index.php/%EC%95%84%EC%B0%A8%EC%82%B0%EA%B3%A0%EA%B5%AC%EB%A0%A4%EC%97%AD%EC%82%AC%EA%B8%B8
http://dh.aks.ac.kr/Edu/wiki/index.php/%EC%95%84%EC%B0%A8%EC%82%B0%EA%B3%A0%EA%B5%AC%EB%A0%A4%EC%97%AD%EC%82%AC%EA%B8%B8
http://digerati.aks.ac.kr/Pavilions/tour2012-10/index.htm
http://xuanflute.com/nayaboard/board/list.php?boardname=design


❖ 미래의 인문학 연구자가 되기 위한 연구 능력

대상 세계의 지식을 체계화하고 새롭게 해석/분석하는 연구 능력 배양
http://digerati.aks.ac.kr/graph/costume/

디지털 인문학을 배워서 얻고자 하는 것 2

3.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목표

http://digerati.aks.ac.kr/graph/costume/
http://digerati.aks.ac.kr/graph/costume/index.htm


❖ 인문지식의 문화적 향유를 촉진하는 문화콘텐츠 기획 능력

창작 소재의 발견 → 문맥의 이해와 재구성 → 인문지식의 창조적 재생산

디지털 인문학을 배워서 얻고자 하는 것 3

3.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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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JIilkmQthwFjNM&tbnid=amGQJtze0H735M:&ved=0CAUQjRw&url=http://www.pyxisinnovation.com/pyxwiki/index.php?title%3DFile:Lego_Blocks.gif&ei=XQRSUsSMCeqKiQf9-YDYBg&bvm=bv.53537100,d.aGc&psig=AFQjCNHIl9iLDd-NNDJ4Jsual5ORB7fz7A&ust=1381192930333505


❖ ‘디지털 환경에서 ‘나의 인문학’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인문학을 배워서 얻고자 하는 것 4

3.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목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관심을 두는 대상을 디지털 세계에 옮겨 그릴 수 있게
한다.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좀 더 창의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다.” (김현, 『디지털인문학입문』 , pp. 54-56)

▪ 컴퓨터 게임, 웹툰, 영화, 데이트 코스 등 일상 속의 관심사에서 실마리를 찾게한 디지털 인문학 수업

http://dh.aks.ac.kr/Edu/wiki/index.php/2017-1_%EC%9D%B8%EB%AC%B8%EC%A0%95%EB%B3%B4%ED%95%99%EC%9E%85%EB%AC%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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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인문학 교육 실습

디지털 인문학 수업 사례 소개

❖ Semantic Cocktails

▪ 시맨틱 칵테일(Semantic Cocktails)은 칵테일의 재료와 조주법(造酒法)에 관한 지식을 담은 네트

워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이다.

2018년 1학기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통해 구현되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① 정보

화의 대상 세계(여기서는 칵테일의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모사하기 위한 지식의 설계도를 그리

는 방법을 이해하고, ② 그 설계도(온톨로지, Ontology)에 의한 데이터를 Wiki 환경에서 제작하여

개별 데이터의 상호참조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으며, ③ 그 결과물을 관계형 DB에 적

재하여 협업 데이터를 생산하고, ④ 네트워크 그래프로 이를 시각화 하여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

하는 방법을 학습하였고, ⑤ RDF Triple Store에 적재하여 시맨틱 웹(Semantic Web) 데이터로 활

용할 수 있게 하였다.

http://dh.aks.ac.kr/Edu/wiki/index.php/시맨틱_웹과_한국학_자료_2018

http://dh.aks.ac.kr/Edu/wiki/index.php/%EC%8B%9C%EB%A7%A8%ED%8B%B1_%EC%9B%B9%EA%B3%BC_%ED%95%9C%EA%B5%AD%ED%95%99_%EC%9E%90%EB%A3%8C_2018
http://dh.aks.ac.kr/Edu/wiki/index.php/시맨틱_웹과_한국학_자료_2018


❖ Mission

▪ 전통적인 인문학의 세계에서 ‘언어’로 표현해 오던 ‘사실과 지식에 대한 기술‘을 ‘데이터’로 표현하

는 방법의 이해

❖ 실습 과제

▪ 아래의 문장을 데이터화 하고 네트워크 그래프로 표현하시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기록과사회문화연구회는

2018년 7월 7일 이 대학 교수회관에서 디지털 인문학 교육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노명환 교수(한국외대 정보기록학)의 연구

회 활동 설명에 이어, 김현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가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현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고, 

김현규, 이혜영씨(이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

과정 /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 연구원)가 김 교수의 발표와 관련

한 정보 기술의 디지털 인문학적 응용 예시를 소개하였다.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나는 학과 동료인 이

철수, 김영이와 함께 이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5. 디지털 인문학 교육 실습

데이터 시각화 설계 및 구현 실습



❖ 수행 결과 예시

▪ practice1.htm

▪ practice2.htm

▪ practice3.htm

▪ practice4.htm

5. 디지털 인문학 교육 실습

데이터 시각화 설계 및 구현 실습

http://dh.aks.ac.kr/~tutor/Graph/W20180707/practice1.htm
http://dh.aks.ac.kr/~tutor/Graph/W20180707/practice2.htm
http://dh.aks.ac.kr/~tutor/Graph/W20180707/practice3.htm
http://dh.aks.ac.kr/~tutor/Graph/W20180707/practice4.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