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균관대-하버드대 공동 워크숍: 

한국유교경전·중국역대인물전기 데이터베이스 활용 워크숍

“유교문화와 디지털 인문학”

Using Databases on Korean Confucian Classics and Chinese Biographies: A SKKU and Harvard Joint Workshop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한국유경편찬센터에서는 하버드 CBDB (China Biographical 

Database Project, 中國歷代人物傳記資料庫, 중국역대인물전기데이터베이스)와 공동으로, 국내

외 한·중 유교경전을 비롯한 역사·문화유산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그 활용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시대, 전통적인 유교경전 및 동양 고전이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어우러져 이루어낸 국내외 성과물과 향후 유교경전 및 동양 고전자료의 디지털 인문학적 발전 

방향에 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2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한국유경편찬센터

 일시: 2016년 3월 11일(금) 14:00~18:00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주최: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한국유경편찬센터, 하버드 CBDB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세부 일정

14:00∼14:20 개회사: 김성기(한국유경편찬센터장)

14:20∼15:00

【발표1】디지털시대 중국사 연구: 傳記學적 관점에서

  (Studying China’s Past in the Digital Age: A Prosopographical Approach)

 - Lik Hang Tsui 徐力恆 (하버드)  

15:00∼15:40
【발표2】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DB 구축의 현황과 과제

 - 허태구 (규장각)

15:40∼16:00 휴 식

16:00∼16:40
【발표3】역사 자료 웹 검색 사이트의 활용: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 류준범 (국사편찬위원회)

16:40∼17:20
【발표4】한국유교경전의 디지털화와 유경정본화사이트의 활용

 - 원용준/안승우 (한국유경편찬센터)

17:20∼18: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주요 내용

  - 2015년 4월 현재 36만 여 인물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함

  - 宋(완결), 元(완결), 명대(구축 중) 전기 자료 색인, 唐대 전기 자료(동경대 제공), 明·淸대 전기 

자료(대만 중앙연구원), 여성 작가(Ming-Qing Women’s Writings 프로젝트 제공) 전기 자료 등

  - 문집 등에서 선별한 개인의 인간관계, 직업 및 직위, 묘지명 등에서 선별한 친족 관계 등도 함

께 구축함

  - 중국 역사 지도, 시각화한 주요 인물별 사회 관계망 등의 콘텐츠 개발·제공

   역사

  - 하버드 CBDB 프로젝트는 하버드 옌칭연구소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Robert M. 

Hartwell(1932-1996)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축했음. 초기 데이터베이스는 MS DOS 포맷이

었음

  - 2004∼2005년 Michael A. Fuller가 CBDBWin이라는 형식으로 재디자인했음. Hartwell의 유산

에, 북경대 중국고대사연구센터에서 대만 중앙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송대 인물 전기 색인에 기반

한 내용을 추가했음

  - 2009년, 하버드 옌칭연구소는 CBDB의 소유권을 하버드 Fairbank Center for Chinese Studies

에 이전함

   홈페이지: http://projects.iq.harvard.edu/cbdb 

<<하버드 CBDB(China Biographical Database Project 중국역대인물전기데이터베이스) 간략 소개>

http://projects.iq.harvard.edu/cb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