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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먼저 건국대학교를 찾아주신 인문콘텐츠학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문콘텐츠학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인문학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제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최근의 급격한 문화기술적 변화에 따

라 디지털인문학, 융복합, 창조경제 등과 같은 첨단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인문콘텐츠학회는 학술적 성과는 물

론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으며, 관련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도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시대의 핵심은 창의력과 상상력입니다. 이러한 창의성

과 상상력이 원동력이 되는 창조경제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문화콘텐츠 시장은 매년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과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창출 돌파구로 문화콘텐츠산

업이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문화콘텐츠는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

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융합을 통한 새로운 아젠다 개발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ICT산업과 스마트폰 등 물리

적인 성장은 이룩하였으나, 실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콘

텐츠 기획과 평가에 대한 전문적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

라, 미디어와 사람들과의 관계망에 대한 인지적 관점에서의 인터페이스, 인

문사회적인 통찰과 기획의 결과물로서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 관리, 활

용을 위해서 융합적 전문가 양성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창의력과 상상력, 곧 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인문학입

니다. 이에 따라, 건국대 BK21+ 융합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콘텐츠 특화전문

인재양성 사업단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와 융합 커뮤니케이션, 응

용 인지과학의 통섭적 연구를 통해 영상, 게임, 이야기 콘텐츠 등에 대한 기

획/분석/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가를 길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 사업단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창조경제의 핵

심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요구와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인문콘텐츠학회 또한 인문학과 창조경제의 연결자로 그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토대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21세기 문화의 시대

가 필요로 하는 융합형 콘텐츠를 기치로, 인문학 발전은 물론 '한류'를 위시

하여 문화역량 제고와 한국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건국대 BK21+ 사업단장, 융합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콘텐츠 

특화전문인재양성 사업단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영미문학을 중심으로 

 

발표자: 서경숙 (충남대학교) 

<서론> 

 

“Our writing tools are also working on our thoughts.” -Nietzsche 

“Medial changes lead to epistemic changes.”-Friedrich Kittler 

 

본 발표는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의 당위성과 그것을 대학 교실안, 밖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기계 문명이 인간의 삶의 양태는 물론 

인식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주장은 미디어 관련 연구의 오랜 화두이다.독일 

문학평론가이자 미디어 이론가인 Friedrich Kittler 은 Gramophone, Film, 

Typewriter 에서 니체의 타자기 사용과 그의 사고 방식 및 문체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I]ntegrating the typewriter into the writing process facilitated several 

changes to the act of writing itself, profoundly impacting Nietzsche’s 

thought and style. 

 

(Malling-Hansen Writing Ball, 188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원어민 (Digital Native)라 불리는 현 20 대 미만의 



학생들의 지식 습득 및 인지 과정은 과거 20 세기 방식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 비디오 게임, 디지털 음악기기,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등에 둘러싸여 살아왔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의 독서 시간은 총 

5 천시간 미만인 반면 비디오 게임 시간은 1 만시간 이상, TV 를 보는 시간은 

총 2 만시간 이상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컴퓨터 게임, 이메일, 인터넷,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은 그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지 오래다. 즉, 현 대학생들은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른 삶의 방식과 사고를 지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인 것이다. 

 

이런 디지털 시대를 사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기술의 작동원리와 프로그램의 

기본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난해 7 월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보고회’를 열고 ‘SW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SW 를 초·중·고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정보소양능력을 

갖춘 인력을 조기에 발굴 및 육성한다는 취지로, 2018 년부터 초·중·고생 모두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제 대학은 디지털 기술로 무장된 미래의 

학생들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하며 기존의 커리큘럼은 물론 교수법의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이다. 이에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 연구는 시의 적절하다 하겠다. 

 

<본론> 

 

그 동안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는 교수법보다는 디지털 기술 및 환경을 활용한 

학술 연구 및 이론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실상 디지털 

기술문명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철학적 이해 및 효과적 활용이 절실히 필요한 

학부생들에게 디지털 인문학을 여전히 낯선 분야이다. 더불어 그 동안 디지털 

교수법은 학습에 필요한 기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 기기의 조작방법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인문학자들의 외면을 받았다.하지만 발표자는 

현재 일방적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수법이 바뀌지 않는 한 디지털 기기사용만으로 

대학 교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워포인트나 프레지를 사용해서 

강의한다고 해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HTML 등의 기술을 

가르치느라 수업의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초기의 기술 교육 역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 분석하며 자신의 인문학적 사고를 넓히고 

의견을 피력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웬디 천(Wendy Hui Kyong 

Chun)의 “The Dark Side of the Digital Humanities”의 한 구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Center for 21st Century Studies) 

 

Speaking partly as a former engineer, this promise strikes me as bull: 

knowing GIS or basic statistics or basic scripting (or even server side 

scripting) is not going to make English majors competitive with 

engineers or CS geeks trained here or increasingly abroad.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닌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산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인문학의 본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발표는 1990 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디지털 문학(e-literature) 및 예술의 

종류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과과목에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의 영미문학 교육은 소위 정전(canon)으로 알려진 작품에 

머물러 있고 작품에 대한 해석 및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 축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문자텍스트 중심 교육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결합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멀티미디어의 사용은 

문학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1, 시각이미지를 분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언어기술(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을 발달시킨다.  

2. 뉴미디어시대를 사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문학교육은 말로 주로 

행해졌던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매력적이다.  

3.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교육은 interactive activities 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와 인터넷 정보를 이용해 저자, 텍스트와 문맥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그것은 collaborative work 을 가능하게 하고 collaborative learning 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된다.  

5.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6. 학생과 교수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것은 multi-disciplinary thinking 

과 cross-curricular approach 를 가능하게 한다.  

7. 자기 스타일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음으로써 더욱 많은 동기 부여와 수업 

참여를 할 수 있다.  

8. 전통적 언어뿐만 아니라 시각적 언어 등의 새로운 형식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9. 정보를 통제하는 힘을 가짐으로써 독립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문학과 예술 창작활동 

사실 디지털 인문학(DH)이나 humanities computing 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오래 

전부터 TV 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활용한 창작 및 예술 행위는 존재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문학과 예술을 논의함에 있어 그 역사성을 되집어 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본 발표에서는 시간상 e-literature 의 그 종류와 활용방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E-Literature 는 크게 하이퍼 픽션(Hypertext Fiction)과 E-Poetry 로 나눌 

수 있다. 

1. Hypertext: 선형적 읽기와 닫힌 종결에 도전, 독자의 능동적 참여요구. 

본래의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걸어 독자자신이 의미를 생성하도록 함. 

독자가 선택하는 링크의 패턴이 시의 의미를 결정한다.  

 

Hypertext fiction: 미국 작가 Shelley Jackson 의 1995 년 작 Patchwork 

Girl(Written in Storyspace distributed and published by Eastgate Systems) 

1823 년 메리 쉘리(Mary Shelley)의 Frankenstein(1823 년작)과 1913 년 프랑크 



바움(L. Frank Baum)의 The Patchwork Girl of Oz 를 패러디 한 작품 

 

Hypertext fiction collection: http://permutations.pleintekst.nl/(Florian 

Cramer) 

 

Hypertext fiction authoring program: HypeDyn (2008-2013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에서 개발한 절차중심 하이퍼 텍스트 소설 프로그램으로 독자들이 

직접 이야기의 진행방향과 결론을 정하는 인터렉티브 스토리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도구이다. 복잡한 프로그래밍과정 없이 간단한 튜토리얼을 통해 hypertext 

fiction 를 쓸 수 있다. 

 

2. E-poetry  

서구 아방가르드 시와 그 철학을 같이 하고 있는 디지털 시(e-poetry)는 현재 가장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문학분야이다. 디지털시의 이론적 태생적 근거는 서구의 

실험시 전통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천재 시인이 뮤즈에게 영감을 받아 시를 

쓴다는 낭만주의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예술은 몽타주, cut-ups 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모더니즘 개념을 차용하여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에 대한 경계를 

허물었다.  

 

프레드릭 블록(Friedrich W. Block): “포에시스: 디지털 시의 미학” (p0es1s: 

Aesthetics of Digital Poetry)에서 e-poetry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디지털 시는 컴퓨터와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언어와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매체의 변화를 다루는 예술적 프로젝트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는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상호작용과 네트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된 

창의적이고 실험적이며 유희적이고 비판적인 언어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즉, e-poetry 는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을 동적으로 만들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언어의 의미 및 의미생성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적 행위하고 할 수 있다. 

http://permutations.pleintekst.nl/


 

예) “Seattle Drift” http://www.vispo.com/animisms/SeattleDrift.html 

(1997, 캐나다 시인, 프로그래머, 예술가인 짐 앤드류스 작품, DHTML 사용)  

 

이 작품은 20 세기 문학의 화두였던 언어란 고정된 의미를 갖지 않으며 사용자에 

의해 그 의미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fluid 한 존재라는 것을 구체화한 작품입니다.  

 

e-poetry 과 관련된 키워드는 different media, text, images, sounds, and 

interactivity, programming, engagement with language in poetical work 이다.  

 

디지털시의 종류와 특징 

 

A. hypertext poetry: hypertext fiction 참조   

 

B. Computer poetry: 이미 정해진 일정한 단어의 세트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조합방식(combinatoric), 주어진 요소들을 새로운 낱말이나 문장으로 

재결합하는 순열방식(permutational) 또는 단어들을 구문 형판(syntactic 

template)에 끼워 넣는 방식 등이 있다. 예) Permutations 

(http://permutations.pleintekst.nl/)  

[Brion Gysin, Cut-Ups Self-Explained, in: William S. Burroughs(비트 

시인, Naked Lunch), Brion Gysin, The Third Mind, 1978] 

 

예) 미국의 비트작가인 윌리엄바로우 (Williams S. Burroughs)와 브라이언 

기신(Brion Gysin)의 작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IN THE BEGINNING WAS WORD THE 

IN THE BEGINNING WORD THE WAS 

IN THE BEGINNING WORD WAS THE 

http://www.vispo.com/animisms/SeattleDrift.html
http://en.wikipedia.org/wiki/Hypertext
http://en.wikipedia.org/wiki/Hypertext
http://permutations.pleintekst.nl/
http://permutations.pleintekst.nl/
http://permutations.pleintekst.nl/


IN THE THE BEGINNING WAS WORD 

IN THE THE BEGINNING WORD WAS 

IN THE THE WAS BEGINNING WORD 

IN THE THE WAS WORD BEGINNING 

IN THE THE WORD BEGINNING WAS 

 

C. Kinetic poetry (motion poetry): computer generated animation, digital 

visual poetry 라고도 함: 내용과 형식의 조합을 꾀했던 비주얼 시는 

1960 년대 중반 이 후 그래픽이나 동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시적 비디오 

아트나 여러 종류의 키네틱 시들의 탄생을 돕는다.  17 세기 형이상학파 

시인인 조지 허버트의 “재단”과 같은.concrete 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wjUfPhGvy0 (Digital Poem: Her 

Waiting Face) 

After that (The Quiet World) 

https://www.youtube.com/watch?v=4PtCtidklcc 

장영혜중공업 http://www.yhchang.com/ 

서경숙 “The Ghost Hunting”  

 

D. Code poetry  

 

TWOFACED 

public class TwoFaced { 

    public String greet() { 

        return "Hi! So great to see you!"; 

    } 

    private String think() { 

        return "Fucking bitch."; 

    } 

https://www.youtube.com/watch?v=SwjUfPhGvy0
https://www.youtube.com/watch?v=SwjUfPhGvy0
https://www.youtube.com/watch?v=4PtCtidklcc
http://www.yhchang.com/
http://www.yhchang.com/


} 

 

Jason Kopylec 

// Java 

 

학부생을 위한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의 예  

 

 Mapping projects  

이 프로젝트는 소설, 『로리타』(Loritta)로 유명한 러시아 출신 미국작가 블라드비르 

나바코브가 아일랜드 출신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1904)를 읽고 주인공 

데덜러스와 블룸의 하루 동안의 더블린 시내 동선을 직접 손으로 그린 지도를 구글 

지도에 표현한 것이다. 비슷한 유형으로는 영국의 버지니아 울프가 쓴 『델러웨이 

부인』(Mis Dalloway)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동선을 표시한 “Mrs Dalloway 

Mapping Project”가 있다.  

 

 Text Analysis 및 Text mining  

워들(Wordle)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간단하게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인

기를 끌고 있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이다. 아래는 세

익스피어의 『오텔로』을 워들로 추출한 간단한 텍스트 분석 워드 클라우드의 예이다.  

 



 

 

 Online exhibition  

"What Jane Saw" 프로젝트는 1813년 5월 24일 제인 오스틴이 방분한 미술 전시회

를 그대로 복원한 3D 전시다. Omeka.net같은 툴을 이용하면 약간의 코딩을 가지

고도 학생과 교수님들 모두 디지털 전시관을 만들 수 있다.  

 

 Lauren's Independent study project  

대학 졸업 논문을 대신해서 구축한 웹사이트로 19세기 파리의 장례 문화와 예술품

에 전통적 기술 방식과 비주얼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Digital Storytelling 프로젝트 

University of Maryland대학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대학생들이 지역의 은퇴한 

노인들의 경험이나 옛날이야기를 듣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학생과 노인이 파트

너가 돼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직접 출연하기도 하고 성우가 되기도 

하고 사진이나 그림을 제공해서 학생과 노인들이 같이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기타 영미문학 관련 프로젝트로는 문학 작품을 디지털화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Project Gutenberg에서부터 Walt Whitman Archive, The Edgar Allen Poe Digital 

Collection 등 작가의 생애 및 작품 원본, 역사적 사료 등을 모아놓은 archiving 



사이트, San Jose State University에서 운영하는 Gothic Novel and Horror 

Fiction 사이트, 19세기 소설과 관련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enreMapper등 많

은 프로젝트가 있다. (더 많은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는 www.dhcommons.org에

서 검색가능.) 

 

(Video Clip) RE: Humanities 는 전국규모의 학술대회로 학부생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인문학회이다.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교수법의 예  

결과물 활용방법  

 

1. 디지털 스토리텔링 및 영상시  

단편소설, 수필 등을 읽고 PPT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해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표현. 

서정시, 서사시 등을 읽고 자신의 느낌과 

해석을 무비메이커등을 이용해 짧은 영상시로 

만들기 

2. 음성 몽타주 만들기  

시의 본래 특성인 Orality를 교육. 

mp3Directcut등의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현재 유투브나 비메오 등에 올라와 

있는 시인의 음성을 혼합(mixing)하여 음성 

몽타주로 만들 수 있음. 학생들의 목소리를 

첨가함으로써 시인과의 친밀감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3. 하이퍼텍스트 프로그램을 통한 

소설 및 시 쓰기 

PPT의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해 기존의 소설을 

하이퍼테스트로 만들거나 직접 작성. e-

poetry를 쓸 수 도 있음.  

http://www.dhcommons.org/


4. 웹 사이트, Wiki, 및 블로그 

구축하기 

다양한 Wiki 생성프로그램, Wordpress, 

Curationsoft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심 

있는 작가, 특정 시대의 문화적 배경, 인물 

관계 등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를 웹사이트로 

구축할 수 있음. 

5. 타임라인을 만들기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시대별, 나라별 시인별로 타임라인으로 

묶어 표현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움 

6.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를 

이용하기  

소설의 주인공들의 동선을 구글 지도에 표현해 

봄. 소설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시대적 변화 

지도에 표시하기. (예: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등장인물들의 하루 동선 표시하기) 

7. 텍스트 분석하기 (text analysis) 

예)-Pride and Prejudice에서 pride를 

상징하는 부분과 prejudice를 상징하는 

부분들을 marked-up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wordcloud를 생성하고 인물의 

중요도 및 주제를 파악함  

-빅토리아 여왕시대 콜레라의 발발과 관련한 

자료 수집 분석하기 (지도, 통계 

수치.잡지.기사,사진,그림 등)도심에 거주하던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분석 

8. 스토리 보드로 시각화하기 

storyboardthat, Flipaclip등을 이용해 

서사시나 극적 독백 형식의 시, 소설 등을 

시각화함.  

 

<결론> 

네브라스카 대학교 교수, 스테판 램지(Stephen Ramsey)는 2011 년 MLA 학회 



“디지털 미디어의 역사와 미래”(History and Future of Digital Humanities)의 

발제문, “Who's In and Who's Out”에서 “디지털 인문학은 뭔가를 만드는 행위에 

관한 것”(I think Digital Humanities is about building things)이라고 확언하였다. 

이 정의는 “만든다는 행위”를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에 한정시킴으로써 

디지털 인문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디지털 인문학이 

새로운 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함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정의라 할 

수 있다.  

 

영문학에 한정시켜 생각해 볼 때 이제 문학 수업은 작품의 원문해석 및 지식 축적

의 일방향 강의중심 벗어나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직접 표현하도

록 해야 한다. 그것이 디지털 기기여야만 하는 이유는 그 편리성과 더불어 21세기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가지 더 부연설명하자

면 본 발표에서 제시하는 교수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교수자와 학

생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이다. 과거 교실에서는 지식의 창의적인 가공여부에 상관없

이 양적인 기준으로 교수와 학생 간, 또 학생과 학생 간에도 일종의 계층이 존재했

다면 본 교수법은 학생과 교수가 창의적인 예술품을 만든다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동등한 관계로 나아가야 가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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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적디지털인문학(interactive Digital Humanities)

통합적디지털인문학(integrative Digital Humanities)

보편적디지털인문학(Universal Digital Humanities) 

시각적디지털인문학(Visual Digital Humanities)

수월성디지털인문학(Supremacy Digital Humanities)

스마트디지털인문학(Smart Digital Humanities)

한국형디지털인문학(Korea Model Digital Humanities)

Direction of the
Digital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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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의통합화

창조적완정성

 인문학데이터파편화지양 통합, 완정성실현
 구성요소들의특성을고려한통합화실현 (중심데
이터를지원, 입체화하는주변데이터설정)

통합적디지털인문학(integrative Digital Humanities)

 인문학구성요소들을소스의특성에맞게결합, 
구성

 각각의요소들에대한디자인모듈모색, 통합하
고유기적으로상호관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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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정보디자인보편화

 인문학 자원의단순한시각화지양
 인문학정보의입체화, 구조화, 맥락화구현
 지속가능한보편적인문학정보디자인모듈제안
자기주도적인문정보디자인실현

인문학정보의창조적융합

 인문학연구,교육과다른학문과의창조적인융합
 인문학중심(인문학도중심)의인문정보융복합실
현(기존과학기술중심의융복합과차별화)

보편적디지털인문학(Universal Digital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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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성실현

 인문학정보간의상호소통화실현 어떠한데이
터도중심이될수있는모듈을제시

 인문학정보 사용자간의상호작용성
 인문학도접근성, 수월성실현

상호관계성구현

 정보디자인이취약한구성요소즉시간, 공간등에
대한상호지원, 표준모듈제시

 데이터간상호작용성이가능한인문학디자인표
준제시

상호작용적디지털인문학(interactive Digital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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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위주의인문학정보디자인지양

 텍스트기반인문학정보구현지양
 “보기좋은떡이먹기가좋다” , “형식은내용은완성
한다”

인문학의감성화실현

 문자텍스트상상력빈곤극복, 관념적데이터의시
각화구현(평면에서입체로)

 시각적효과구현을통한감성인문학구현

시각적디지털인문학(Visual Digital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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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의인문학

스마트인문학모듈제시

 스마트디바이스기반인문학정보디자인모듈제
시(PC와상호소통가능)

 PC-Smart 간상호소통가능한 인문학정보활용

 스마트디바이스혁명시대인문학디자인방향
모색

 PC Age       Smart Age,  인문학에스마트디바이스
의접근성, 휴대성장점수용

스마트디지털인문학(Smart Digital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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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정보디자인수월성

 인문학도눈높이인문학정보디자인모듈제시
 인문학구성요소별인문학도접근성강화된시각화
전략모듈발굴, 제안 자기주도적인문학디자인

인문학영토확장

 자기주도적인문학정보디자인을통한인문학정
보통합구축, 공유, 서비스모듈제안

 인문학도들간공유가능한인문정보소호형아카
이브포멧, 구축, 운영제안

수월성디지털인문학(Supremacy Digital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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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문학

 “시대적흐름+한국상황”에맞는한국형인문학정
보디자인모색(언어구현, 이중언어등)

 한국교육, 연구시스템기반인문학정보디자인교
육모듈제시 인문정보큐레이팅

공유하는인문학

 한국의인터넷(Wi-Fi) 인프라를활용한인문정보
공유모듈제시(NAS, Cloud) 

 “정보의의미는생성하는것이아니라공유하면서
획득된다 ”

한국형디지털인문학(Korea Model Digital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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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 Ontology Curating 

Time Curating

Space Curating 

Clip & Sound Curating

Interaction & Smart Curating 

Mapping Visualization Curating

Webpage Curating

How to
Humanities 
Information
Curating?

eBook Curating 

Service & Mirroring Cu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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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시간정보

[응용툴]

 PC: Timeline Maker Pro, Aeon Timeline
 Smart: Timeline Eons
 Webapp: Dipity

Time Curating

 인문학 시간정보 디자인, PC와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에 시간을 시각화, 입체화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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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공간정보

 인문학 공간 정보의 시각화, 입체화
 Google Earth 플렛폼 기반 사용자 데이터 KML, 

KMZ 생성, 공유, 소통 풍요로운 인문학

[웅용툴]

 PC: Google Earth, Google Maps
 Smart: Google Earth
 OPEN API, GE Graph, GE Path, polymaps…

Space Cu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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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정보파노라마이미지

 DSLR, SmartPhone기반파노라마이미지취득
 카메라+로테이터+삼각대+파노라마툴
 이미지 2D 한계극복, 2D 이미지정교함수용

[응용툴]

 PC: PTGUI, Arcsoft panorama maker…
 Smart: 360Cites, Panoramio, Cycloramic
 온톨로지, 시각화: Protégé, R… 

Image & Ontology Cu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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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영상, 사운드정보시각화

 영상은인문학정보중가장시각적인데이터
 인문학도기반영상정보취득, 편집, 소통수월성확
보, 스마트기기적용

 유니코드기반영상보완싱글자막,  멀티자막제작

[응용툴]

 PC: CyberLink PowerDirector, Cooledit, Camtasia 
Studio, PowToon(스토리 에니메이션)..

 Smart: Swivl, Periscope…

Clip & Sound Cu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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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정보맵핑

[응용툴]

 PC: Mindjet MindManager
 Smart: iThoughrHD
 관계망: Family Tree Maker(PC), FamilyTree(Mac)
 관계시각화: Tableau, gephi

 인문학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인문학
 인문학관계망정보구조화, 시각화
 인문학정보관계화구현 보는인문학

Mapping Visualization Cu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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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인문학정보

 상호작용인문학콘텐츠제작
 PC 기반제작, 스마트기반활용
 실시간상호작용, 피드백용이 소통하는인문학

[응용툴]

 PC: iSpring QuizMaker(상호작용 콘텐츠)
 Smart: Socrative, Kahoot
 Smart learning: articulate, Snagit, Scoopit, 

Wordle, Edmodo, Padlet…

Interaction & Smart Curating 



디지털인문학 포럼 인문학과 인문정보 큐레이팅

웹기반인문학정보소통

 오픈 소스 기반 인문학 웹페이지 제작 전략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HTML5 지원 웹페이지 제
작, 운용

[응용툴]

 WordPress + 웹소스팅(Cafe24) + 템플릿
 하이브리드 웹: Softchalk Create

Webpage Cu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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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텍스트정보시각화

[응용툴]

 텍스트 편집: Indesign, HWP(PC), Pages(Mac) 
 제작: iBookauthor, 3D issue(PDF 소스)

eBook Curating 

 텍스트 기반 인문학 정보 시각화, 소통화
 디지털 과잉 아날로그 종이책 QR코드 브
랜디드 인문학 서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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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정보서비스

 인문학 공간 정보의 소통과 프리젠테이션
 미러링: 유선미러링, 소프트웨어미러링, 무선미러
링

 온라인 기반 인문학 정보 아카이빙과 공유 모델링

[응용툴]

Service & Mirroring Curating

 클라우딩 서비스: DropBox, OneDrive, iCloud 
 미러링: Reflector, Mobizen, X-Mirage
 정보탑재, 공유: NAS(Stnology, Wiseg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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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형인문학콘텐츠모듈제시

 한국형디지털인문학개발
 국내인문학정보디자인표준제시
 인문학도중심의인문학콘텐츠개발가능
 인문학콘텐츠제작, 운영 수월성확보

인문학의외연확장

 인문학교육의질적향상
 스마트시대인문학경쟁력향상(이동하는인문학)
 인문학의소통능력, 표현능력확장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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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1) 구축 과정

이 수 진

Ⅰ. 머리말
Ⅱ. 표류노드 시각망의 필요성
Ⅲ.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과정
Ⅳ. 맺음말

Ⅰ. 머리말

  2014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분야 디지털인문학사업을 공고
하였다. 이 사업은 ‘디지털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지식유통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인문
학 성과의 체계적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원천소재콘텐츠 제공’하고,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인문학의 확장
을 모색’하며, ‘기존 타부처 융합연구와는 차별되게 인문학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선도 
연구’이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2) 사업이 확산 되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인문학 성과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개발되
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앞으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단순한 매체전
환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인문학 소재의 맥락화 ․ 구조화에 입각한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개
발을 모색을 기대하고 있다.3)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사업은 이와 같은 상황 하에 ‘동아시아 교류에 관한 인
문정보를 최근 연구 흐름에 맞추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없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수많은 표류 데이터를 전자지도화 하여 표류노
드로 구현해 낸다면, 인문학 소재의 맥락화 ․ 구조화에 입각한 체계적인 디지털화에 가장 부
합하는 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먼저 디지털인문학 사업과제로서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의 필요성

1) ‘조선후기 표류노드 시각망’은 한국연구재단 디지털인문학사업 선정과제로 2014년 12월 15일부터 
1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다. 본고는 이 사업 내용과 중간과정을 소개․정리
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2) 디지털 인문학이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현의「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 
『인문콘텐츠』제29호, 2013, 9~26쪽) 참조.

3) 201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디지털인문학사업 신청요강 1~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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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고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을 위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향후 적정 구현 모델에 
관한 자문을 얻어 보다 바람직한 양질의 인문학 디지털콘텐츠로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Ⅱ. 표류노드 시각망의 필요성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사업은 조선시대에 발생했던 표류사건에 관한 공적 기
록과 사적 기록을 검토하여 표류 인물, 거주지, 출해(出海) 지역, 출해 목적, 표류 기간, 표
착지(漂着地), 송환(送還) 시기 등의 맥락에 따른 사실 관계 정보를 추출하고,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제 간의 응용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인
문 지식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표류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발생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표류민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극
한의 기억이지만, 이국의 체험이 어려웠던 시대에 뜻밖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교통 ․ 통신
이 발달한 현대에는 개인의 삶의 영역이 자유롭게 확대된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며 개인의 삶과 관련을 맺는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같이 기
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때에는 개인의 활동 영역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의 활
동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 지역 내부의 정보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반
대의 경우도 쉽지 않았다. 특히 이국에 대한 정보를 취하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조선시대 해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깝게는 중국, 일본, 유구 등지로 표류한 적이 있으며 
멀게는 여송(呂宋[필리핀]), 안남, 대만 등지까지 표류했다가 송환되었다. 해상 활동이 증가
된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표류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표류는 국가 간 접촉이 
제한적이던 시기에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시대의 표류기록은 당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대외인식은 물론이고, 근대 이전의 각국의 사회
상이나 동아시아 각국 간의 교류, 당시의 국제관계와 국제질서 등을 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
서 큰 가치를 지닌다. 연행록이나 통신사행록을 보완하여 문화적 교류와 양상을 조명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와 여러 나라의 사회상과 인물상을 반영하여 그 중요성
이 부각된다. 또한 표류민의 구조와 송환 과정에서 나라 간의 외교적 접촉이 가동되면서 동
아시아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  
  표류기록은 문학이나 역사의 인문학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술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 당대인들의 사고방식이나 대외인식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와 국제 관계를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표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절풍이나 해류에 따라서 표류민들의 표착지는 중국, 일본, 유구, 안남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되는데, 이때 표류민들은 상대국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해역에 대한 지리정보와 
선박 건조술 등의 기술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사항이 표류기록에 남게 된다. 이처럼 표류 
기록은 문학, 역사 분야에 그 효용이 그치지 않고, 국제교류, 해양, 조선, 지리, 정치 등 다
양한 학문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유용한 인문 지식 정보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나 일반 대중들에게 적극
적으로 확산 ․ 수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텍스트는 모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몇 종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전이나 영인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해독의 어려움 때문에 이공계는 
물론 연관된 인문학 전공 연구자에게도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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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와의 연계성을 지닌 표류 사건 기록을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
착지, 송환 시기 등의 맥락에 따른 소스를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인물이 표류하여 표착하는 지점을 전자지도 상에 표시하고, 그 한 노드를 클릭하면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지점, 송환 시기 등 해당 내용이 수록된 
고문헌 텍스트와 그 번역문, 사진 또는 영상자료 등 구조화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다. 이용자는 전자지도에 표시된 표류 노드에 대한 접근을 시작으로 특정한 표류 인물이나 
표류 경로, 표류와 관련된 고문헌 텍스트, 그에 대한 번역문, 표류 경로와 해류의 일치 여부 
등 관심 영역에 따라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정보를 전자지도라는 효율적
인 방식으로 제공한다면, 이후 문화산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
는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일반 대중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전통 인문학 지
식 정보를 수용 ․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과정

  “조선시대 표류노드의 시각망” 구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한다. 여기서는 표류노드 시각망 구현을 위한 문헌 검토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
하고자 한다. 

 1. 표류노드 시각망을 위한 기본 자료 구축

  1) 공적 표류 기록 

  조선시대의 표류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진다. 관변 기록과 사찬 기
록으로 양분되는데, 관변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
錄)』, 『변례집요(邊例集要)』, 『동문휘고(同文彙考)』,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 
『제주계록(濟州啓錄)』 등의 문서에 있다. 
  당시 표류민의 송환과 처리는 외교 관계에 직결되는 큰 사안이었다. 그래서 표류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관아에 보고되고 담당자의 조사 내용이 기록된다. 가장 대표적인 관변 기록
으로  『표인영래등록』을 꼽을 수 있다. 『표인영래등록』은 예조(禮曹)의 전객사(典客司)
에서 편찬한 것이다. 1641년(仁祖 19)부터 1751년(英祖 27)까지 약 110년 간의 표류 기
록이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4) 조선 표류민의 신분, 이름, 나이와 같은 개인적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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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표류 발생 시점부터 일본에 표착하여 구조되고 송환되는 전 과정을 자세하게 파악
할 수 있어서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현에 가장 적합한 문헌 자료이다.
  이 밖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5)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동문휘고(同文
彙考)』, 변례집요(邊例集要)6) 등에도 표류 기록이 있지만 매우 산발적으로 남아 있거나, 
그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표류 인물, 출해(出海) 지역,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
착지(漂着地), 송환(送還) 시기 등의 표류노드 시각망 구현을 위한 정보를 추출하기에는 어
려움이 따른다. 그 밖에 『제주계록(濟州啓錄)』7)처럼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보고한 문서 
속에 표류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구축을 위해 일차적으로『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을 표
류 기록 추출의 주요 대상 문헌으로 삼았다. 위에서 언급한 관변 기록 문헌의 표류 사건을 
모두 반영하여 시각망을 구축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상 건수 1000여건에 
달하는 표류 노드 데이터를 1년 안에 추출하고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에는 시간적 ․ 물리
적 ․ 비용적 한계가 있다. 또한 디지털인문학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이 단순한 매체 전환에 
머무는 디지털화가 아니라, 맥락화 ․ 구조화를 고려한 체계적 개발인 만큼 완성도 높은 표류
노드 시각망 구축을 위한 목표량 조정이 필요하다. 『표인영래등록』을 중심으로 하되, 그 
기록이 시기적으로 1641년에서 1751년까지 100년에 한정되어 있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표
류한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러한 점으로 보완하고자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전기의 
표류기록을, 변례집요와 『제주계록』을 통해 1751년 이후부터 1880년대의 기록을 추가
하여 표류 사건 기록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

  『표인영래등록』 기사에는 기록 날짜 뒤에, 경상감사(慶尙監司)나 동래부사(東萊府使) 
등의 표류사건 관련 보고 내용이 실려 있다. 송환되어 돌아온 표류민을 대상으로 성명, 나
이, 신분, 거주지와 같은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출해 시기와 목적, 표류 시기와 경위, 일본 

4)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데, 1993년 影印本으로 간행되
었다. 총 20책이지만 그 중 17책이 전해지지 않아서 1734년부터 1736년까지 표류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5) 조선전기에는 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표류 사실이 기록되었다. 중국인의 표류기
록이 109건이고 일본인, 유구인, 서양인의 표류기록도 보인다.(원종민,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중국학연구』제44집, 2008, 22쪽.)

6)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는 표류민의 송환과 差倭에 대한 접대 등이 외교 문제로 되었을 경
우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표류민의 供辭와 같은 일차적인 기사는 없다. 변례집요(邊例
集要)의 표류 관련 기사는 권3 ｢표차왜(漂差倭)｣에 있다. 그 안에서 ｢표차왜(漂差倭)｣, ｢표인(漂
人)｣, ｢표인순부(漂人順付)｣, ｢쇄환(刷還)｣의 네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주된 것은 앞의 두 항목
이다. ｢표차왜(漂差倭)｣는 표차왜의 구성과 조선의 접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표인(漂人)｣
은 같은 사건을 표류민에 초점을 맞춰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표류민의 공사(供辭)와 같은 일차적
인 기사는 없다. 『동문휘고(同文彙考)』의 표류 관련 기사는 ｢표민(漂民)｣ 8권과 ｢표풍(漂風)｣ 7권
이 있다. ｢표민｣ 은 청나라와 조선 간에 표류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표풍｣은 일본과 조선 간에 표류
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변례집요(邊例集要)에 빠진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하우봉,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의 일본인식」,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01.)

7) 『제주계록(濟州啓錄)』은 제주목에서 조정에 보고했던 계문을 모은 등록이다. 외국에 표류한 건수는 
일본 35건, 유구 5건, 중국 19건이다. 계문(啓文)에는 제주목사가 조사할 때 표류민에 대한 진술이 기
록되어 있으므로 표류과정의 여러 가지 정황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여기서도 대부분의 표류민은 
일본 내의 상황이나 자신들의 감회에 대해서는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하우봉, 「일본에 표착한 조
선인의 일본인식」,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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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인물

출해
시기

출해
지점

표류
시기

표류
지점

표착
시기

표착
지점

송환
시기

출처

1
金靑龍 
等 9名

蔚山 1723.10.8
長鬐 

俠西里前洋
10.13 長門州 1724.2.19 1724.3.13

2
李業承 
等 15名

1725.
11.23

蔚山 12.20 加德島外洋 12.21
對馬島 
回浦

1726.3.9 1726.4.5

3
金善 

等 13名
盈德 1727.11.11 11.14 長門州 1728.3.28 1728.4.8

4 鄭山玉 慶州 1695.1.18 1.22 對馬島 1695.5.14 1695.3.25

표착시기와 표착지, 송환과정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표류사건 추출샘플-1>
漂流人物 : 蔚山 沙工 私奴 金玉先, 格軍 張自奉, 平海 格軍 金今石, 權岳男 等 4명
居住地 : 蔚山 塩浦, 平海 
出海時期 : 甲辰(1724)년 9월 27일
出海地 : 蔚山 塩浦
出海目的 : 新舡買得  
漂流期間 : 甲辰(1724) 10월 9일
漂流地 : 平海 -> 寧海境 丑山鎭 前洋
漂着時期 : 甲辰(1724) 10월 12일
漂着地 : 石州 松原村
送還經路 : 甲辰(1724) 10월 26일 ~ 11월 9일 長崎 
           -> 乙巳(1725) 1월 29일 ~ 2월 16일 對馬府中 
           -> 乙巳(1725) 2월 29일 ~ 3월 6일 佐須浦
送還時期 : 乙巳(1725) 3월 21일
出處 : 『漂人領來謄錄』  冊14, 乙巳(1725) 4월 2일

  위 내용은 『漂人領來謄錄』 에 실린 1725년 4월 2일자 기사를 통해 추출한 정보이다. 
1724년 9월 27일 바다에 나간 인물들의 성명과 직분, 거주지는 물론이고, 처음 출해한 지
역과 시기, 출해 목적, 표류 지점과 시기, 표착 지점과 시기, 송환 경로 등 풍부한 사건 정
보를 추출할 수 있다. 특히 표류지점을 ‘平海 -> 寧海境 丑山鎭 前洋’와 같이 기록한 이유
는 애초에 울산에서 출발한 일행 2명이 평해로 이동하여 평해인 2명과 함께 바다에 나갔다
가 영해인근에서 표류한 경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송환경로의 ‘甲辰(1724) 10월 26일 
~ 11월 9일 長崎’는 10월 26일 기존에 머물던 지역에서 출발하여 11월 9일 장기에 도착했
음을 말한 것이고 송환 시기 ‘乙巳(1725) 3월 21일’은 조선으로 출발한 날짜이다.
  이처럼 자료 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하나의 표류 사건 단위로 
시각망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나의 사건은 바다로 나간 지점, 표류한 지점, 표착한 지점, 송환 
경로 등 ‘출해-표류-표착-송환’의 전 과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표인영래등록(漂
人領來謄錄)』에 수록된 표류 사건 정보가 <표류사건 추출샘플-1>에서 본 바와 같이 모
든 정보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특정 지침에 의해 기록되었더라도, 정
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표1> 표류민의 ‘표류-송환’ 경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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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 17名 長鬐 鴨居瀨浦

5
曹起男 
等 12명

慶州
長鬐

1695.1.18 1.22
對馬島

唐州志浦
1695.5.14 1695.3.25

6
崔唜祥 
等 7名

東萊 1965.10.8 10.11
對馬島
西泊浦

1695.12.23 1696.1.12

7
崔台男 
等 7名

釜山 1965.10.16 10.17
對馬島

佐須奈浦
1695.12.23 1696.1.12

8 春
對馬島
鰐浦

1680.3.19

9 10名 1700.2.2 1700.3.15

10
金玉福 
(屍身) 

蔚珍 1696.9.18 1696.10.1

0

10

20

30

40

50

60

0

10

20

30

40

50

60

열1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55

35

14

4
0 2 2

10 13

52
47

36

 
  <표1-2>와 같이 ‘출해-표류-표착-송환’의 전 과정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벽한 하나의 사건이 된다. <표1-1>처럼 출해 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표1-3>처럼 
표류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들은 ‘출해-표착-송환’의 과정을 담고 있어 하나
의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표1-4>나 <표1-5>는 3척의 배가 같은 날 바다에 나가 
표류하여, 함께 송환되어 기록되었지만, 각기 2건으로 분류하였다. 2척의 배는 對馬島 鴨居
瀨浦에, 1척의 배는 對馬島 唐州志浦에 표착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함께 표류하였더라도 
표착지가 다르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표1-6>과 <표1-7>처럼 송환된 
시기가 같더라도 표류시기와 장소가 다르면 이들 역시 별개의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표1-8>처럼 ‘출해’나 ‘표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표착’만 있거나, <표
1-9>처럼 표착 시기만 남고 최소한의 표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에서 제외하였다. 
<표1-10>과 같이 표류민 시신만 따로 옮겨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1641년부터 1751년까지 『표인영래등록』에 실린 110여 년간 표류 
기록을 정리하였다. 아래의 표와 그림을 통해 전체 표류 사건 발생 수, 표류민 수, 월별 사
건 발생 수, 거주지, 표착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2-년도별 표류민 수>                  <도표1-월별 사건 발생건수>8)

표류년도 표류 사건수 표류민 수
1641~1650년 11건 167명
1651~1660년 15건 262명
1661~1670년 14건 227명
1671~1680년 19건 242명
1681~1690년 15건 328명
1691~1700년 36건 432명
1701~1710년 29건 399명
1711~1720년 51건 601명
1721~1730년 37건 424명
1731~1740년 29건 310명
1741~1751년 21건 207명

合計 277건 3599명

8) 월별 표류 사건 발생건수가 270건으로 전체 표류 사건 수 277건과 다른 이유는 『표인영래등록
(漂人領來謄錄)』상에 표류 시기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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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馬島

鰐浦 17 酉豆豆浦 3 和泉浦 1 泉浦 6 佐須奈浦 8
富浦 2 西泊浦 9 湊浦 3 鴨瀨浦 4 佐護鄕湊浦 4

狩尾浦 1 豊浦 3 琴浦 3 唐州志浦 5 志多留浦 5
豆酘浦 2 瀨濱浦 1 回浦 1 千尋藻浦 1 小茂田浦 1
久根浦 1 阿連浦 1 尾崎浦 1 志多賀浦1 二信道麻里 1
對馬島 15

本州 石見州 22 長門州 69 出雲州 4 隱崎 2
九州 筑前州 28 肥前州 14 五島 17 平戶島 1 一崎島 5

薩摩州 9
기타 琉球 3 蝦夷 1

          
  전체 표류 사건 발생 수는 277건, 표류민 수는 3,599명으로 추정된다.9) <표2>에 의하
면 1691년을 기준으로 1740년까지 표류 사건 발생 수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대하여 당시 ‘대마도의 對 조선무역이 쇠퇴해 가던 때로 무역에서의 부족액을 표류민의 
송환을 메우려’10)는 것과 관련을 지어볼 수 있다. 그러나 표류 사건 발생 수가 18세기를 넘
어 19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해상교통의 발달로 선박을 이용한 
상품유통이 크게 진전된 결과’11)로 볼 수도 있다. 
  <도표1>은 표류 사건 수를 시기별로 분류한 것이다. 주로 10월부터 2월에 사이에 많은 
표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기간 내에 무려 225건의 표류 사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그 원인으로 계절풍의 영향을 들 수 있다. 6월부터 8월에 이르는 여름에는 우리
나라 남동쪽에서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한 남동 계절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
에 남풍 계열의 빈도가 높다. 그러나 가을(9~11월)이 되면서 겨울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
으며 북풍 계열의 바람 빈도가 높아지고, 12월에서 2월에 이르면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지
배적으로 받게 된다.12) 이를 통해서 10월부터 2월에 이르는 가을, 겨울철에 한반도에서 일
본 열도를 향한 표류 발생이 빈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표3-표착지 분포표> 

                              
  표류민의 거주지는 울산 지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장기 24건, 경주 23건으로 경상도 
지역이 전체 거주지의 319건 중 218건으로 68%를 차지한다. 이어서 전라도 지역이 88건
으로 27%이다. 표착지는 주로 한반도의 동남해안과 마주하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대마
도 지역이 전체 273건 중 100건을 차지하여 36%이고, 本州가 97건으로 35%, 九州가 74
건으로 27%를 차지한다. 특히 長門州에는 69건으로 조선인이 가장 많이 표착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13)

9) 박진미는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에 수록된 표류 사건을 총282건으로 분석하였다. 표류 
사건의 기준을 ‘표류’ 내지는 ‘송환’ 중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건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
고, 두 기준을 절충하여 처리하였다.(「《漂人領來謄綠》의 綜合的 考察」, 『경북사학』19,  경북
사학회, 1996, 201쪽)

10) 이훈, 「朝鮮後期 대마도의 漂流民送還과 對日관계」, 『국사관논총』 제2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179쪽. 

11) 고동환, 「조선후기 船商活動과 浦口間 商品流通의 양상-漂流關係記錄을 중심으로」, 『韓國文
化』 제14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3, 286쪽. 

12)강윤희․석현배․방진희․김유근, 「한반도 주변해역의 기상부이와 등표에서 관측된 계절별 해상풍과 
유의파고 특성」, 『한국환경과학회지』 24권3호, 한국환경과학회, 2015, 294~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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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에는 1397년부터 1878년까지의 68건의 표류기록이 실려있다. 특히 『표
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에 수록되지 않은 1641년 이전의 조선전기 표류기록이 43건이
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의 경우에는 표류인명 수와 표착지만 기록되거나,14) 표류인물과 
출신지역은 밝혀졌으나 표착지나 송환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경우15)가 있어서 하나
의 사건으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3) 『제주계록(濟州啓錄)』

  『제주계록(濟州啓錄)』은 조선 헌종(憲宗) 12년(1846) 2월 26일부터 고종(高宗) 21년
(1884) 11월 6일까지 제주목(濟州牧)에서 조정에 보고했던 계문(啓文)을, 1864년 이전에
는 비변사(備邊司)에서 그 이후는 의정부(議政府)에서 베껴 쓴 책이다. 연대순으로 정리되
었으며 총 498건의 계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주 지역의 농사 현황과 진상(進上), 제주도민
의 외국 표류나 표류 도중에 외국 선박에 의한 구조, 행방불명자 수색 등 각종 해난사고 내
용, 제주지역의 과거 시행, 관아의 건물 및 성첩(城堞), 무기 정비에 관한 내용 등 제주 지
역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관한 보고내용이 기록되어 있다.16) 
  『제주계록(濟州啓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인의 외국 표착 사례는 전체 51건이다. 
중국 표착 사례는 19건, 일본 27건, 유구 5건이다. 표류 건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우
봉17)은 『제주계록』에 수록된 외국 표류 건수는 중국 19건, 일본 35건, 유구 5건으로 표
류연인원은 130명에 달한다고 하였고, 원종민18)은 중국 18건, 일본 26건, 유구 5건이라 하
였다.19) 
 『제주계록』을 분석 작업 또한 『표인영래등록』에서와 같이 몇 건의 외국 표류 사건이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었다. 앞서『표인영래등록』이 조선 표
류민의 일본 표착 내용만을 담고 있었던 만큼, 『제주계록』에서는 중국, 유구지역 표류 내
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돌아온 제주 표류민에 대한 조사 내용은 출해일자, 출해인원, 거주지, 출해목적, 표류지점, 
표류시기, 표류원인, 표착일, 표착지점, 송환과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의 <표4>은 제
13) 표류민 거주지와 표착지점은 전체 표류 발생 건수와 다르다. 거주지의 경우, 서로 다른 지역의 사

람들이 한 배를 타고 표류했더라도 거주지는 개별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표착지점의 경우에는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에 표착지 기록 없이 송환된 기록만 남아있어 따로 처리하지 못하
였기 때문이다.  

14)『太祖實錄』 12卷, 6年(1397 丁丑) 8月 6日(乙酉) : 琉球國中山王察度, 遣使致書獻方物, 發還被
擄及遭風人九名.

    『世祖實錄』 24卷, 7年(1461 辛巳) 5月 30日(己巳) : 己巳/琉球國王遣使來獻土物, 幷送我國漂流
人孔佳等二名.

15) 『中宗實錄』 3卷, 2年(1507 丁卯) 8月 22日(癸巳) : 濟州居李福大等七人, 今年正月漂流, 至是隨
公弼等還, 命給衣服, 驛送于本土.

16)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4, 『제주계록』, 경신인쇄사, 2012, 5-7쪽 해제 참고
17) 하우봉,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의 일본인식」,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13, 117쪽.
18) 원종민, 「『제주계록』에 기록된 19세기 제주도민의 해난사고와 중국표류」, 『중국학연구』제

66집, 중국학연구회, 2013, 322~323쪽. 
19) 원종민의 경우, 중국 표류 사건을 18건으로 보았는데, 여기에는 1856년 9월 12일에 표류한 협재

리 고치만(高致萬) 일행 사건이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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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류일자 표류민 표류지점 표착일 표착지 출처
1 1846.07.28 朝天里 

金尙魯 등 16명 斜鼠島 1846.08.22 浙江省 寧波府
상산현 石浦鎭

헌종13,
1847.06.16

2 1849.08.28 朝天里 
安成勳 등 15명 牛尾浦 1849.09.27 福建省 海防分

處府
철종1,
1850.09.22

3 1849.08.12 별도리 
任尙日 등 7명 新山浦 1849.08.21 琉球國 鶴島 

-> 福建省
철종2, 
1851.04.18

4 1850.08.23 고내리 
徐辰行 등 10명 1850.09.13 浙江省 瑞安縣 철종2, 

1851.07.15
5 1852.09.07 협재리 

文完圭 등 8명 협재포 1852.09.14 福建省 福寧縣
公山島

철종4,
1853.06.04

6 1852.08.28 조천리 
梁瑞洪 등 5명 강경포 1852.10.14 福建省 台灣縣 철종7,

1856.02.12
7 1853.12.12 별도리 

李子汀 등 6명 1854.01.10 琉球國 大島 
-> 福建

철종7,
1856.02.12

8 1855.07.10 별도리 
金應良 등 8명 두모포 1855.07.28. 八灘司 黃下口 철종7,

1856.02.12
9 1855.08.14 李得光 등 10명 강경포 1855.09.19 寶山縣 松江浦 철종7,

1856.06.21
10 1855.09.04 무주리 

韓致得 등 3명 1855.09.16 琉球國 薄山島
->福建省

철종8,
1857.03.13

11 1856.09.13 독포리 
申承祿 등 8명 1856.09.24 杭州 철종8,

1857.윤5.19
12 1856.09.12 협재리 

高致萬 등 5명 1856.09.27 福鼎縣 철종8,
1857.10.22

13 1857.01.24 함덕리 
金聲振 등 5명 서귀포 1857.03.05 廣東省 香港島 철종9,

1858.04.07
14 1866.08.13 牛島 

馬  英 등 6명 사서도 1866.09.01 福建省 福州 고종4,
1867.06.03

15 1865.11.11 一貴里 
文白益 등 16명 화북포 1865.11.25 琉球國 大島 

->福建省
고종4,
1867.07.28

16 1867.12.02 잠수리 
金光日 둥 21명 화북포 1868.03.18 광동  唐山浦 고종5,

1868.07.14
17 1868.09.09 독포리 

申順集 등 9명 1868.09.27 福建省 晉江縣
東浦

고종6, 
1869.06.13

18 1868.12.21 잠수리 
金辛任 등 9명 牛尾浦 1869.01.19 항주 定海縣 고종6, 

1869.08.22
19 1870.02.04 잠수리 

朴春錄 등 12명 桃源浦 1870.02.21 臺灣府 고종7,
1870.11.15

20 1870.08.20 별방리 
張運行 등 3명 1870.09.09 강남성 登山浦 고종8, 

1871.01.27
21 1870.01.21 중대리 

李大有 등 6명 1870.01.29 琉球國 久米島
->福建省 福州

고종8,
1871.09.12

22 1871.01.22  일과리 
姜信周 등 5명 1871.02.05 海巖-> 상해 

->일본 장기도
고종8,
1871.10.03

23 1880.09.18 대림리 1880.09.30 福建省 惠安縣 고종18,

주 표류민의 표류시기, 거주지, 표류인원, 표류지점, 표착시기, 표착지 등의 기록 내용을 요
약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4> 제주 표류민의 중국 ․ 유구 표착(1846~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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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술시기 제목 저자 구성기법 비고

1 1488 漂海錄 崔溥 일록+부록 조선시대 간행

2 1592 琉玖風土記 柳大容 풍토기 稗官雜記　

3 1682 濟州漂漢人處問情手本 金指南 문답체 東槎日錄

4 1696 知瀛錄 李益泰 일록+잡지+표류기사 

5 1706 海外聞見錄 宋廷奎 표해록 모음+기타 　

6 1732 耽羅聞見錄 鄭運經 표해록 모음+기타

7 1757 漂舟錄 李志恒 일록 海行摠載

8 1770 漂海錄 張漢喆 소설체 일록 　

9 1775 丁未傳信錄 成海應 硏經齋全集

10 1797 표해록 李邦翼 일록 한글

11 1797 표해가 李邦翼 한글가사 한글

12 1797 書李邦翼事 朴趾源 노정기 燕巖集

13 1801 漂海始末 丁若銓 柳菴叢書

14 미상 漂海錄 梁知會 필사본 崔時淳序

15 1805 제목 없음 鄭東愈 풍토기+移文 晝永編

16 1818 柳菴叢書 李綱會

17 1818 日本漂海錄 楓溪 賢正 풍토기

18 1818 乘槎錄 崔斗燦 일록+부록

李炳昊 등 7명 崇武鎭 1881.10.23
24 1881.08.08 溫平里 

康如弘 등 2명 保閑浦 1881.08.15 강남성 숭명현
蘇松鎭

고종19,
1882.04.25

  제주 표류민의 거주지는 대개 제주 북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제주 일과리, 협재리, 
독포리, 잠수리, 대림리, 고내리, 별도리, 조천리, 함덕리, 별장리, 우도, 온평리 등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출해 목적은 어업 활동, 육지와의 무역 활동, 제주도내 해상 이동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주 연안에 사는 사람들은 생계의 일정 부분을 어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업 활동을 위해 바다에 나가거나, 돌아오는 길에 표류한 사례가  
가장 많다.20)

2) 사적 표류 기록

  공적 표류 기록 이외에도 개별적인 감정과 체험을 기록한 사적 기록도 있다. 문장 구사가 
가능한 표류민은 스스로 표해록을 작성하였는데, 현전하는 조선시기 표해록은 20종 가량21)
이다.

<표5> 표해록 목록

20) <표4>의 4, 5, 11, 12, 17, 20이 여기에 해당한다.
21) 최영화의 「18세기 전기 표류를 통한 해외 정보의 유입과 지식화 : 漂流記事 纂輯書를 중심으

로」(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11~12쪽)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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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828 耽羅漂海錄 朴思浩 노정기 心田稿　

20 1833 濟州漂人問答記 金景善 문답체+풍토기 燕轅直指　

  개인이 작성한 표해록은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흥미 있는 기록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20여종의 표해록을 모두 시각화 대상으로 삼아 검토하기에는 연구 기간이나 연력에 
제한이 따르므로 대상 표해록을 몇 가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전체 표류 사건 상에서 특수하
고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고,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표류 지역별로 구분하
여, 시각적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한 4종을 선택하였다. 
  하나는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이다. 1488년 정월, 제주에서 부임 중에 부친상
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표류하여 중국 영파(寧波)에 표착하였
다. 영파(寧波)를 거쳐 소흥(紹興)->항주(杭州)->소주(蘇州)->진강(鎭江)->양주(陽
州)->회안(淮安)->서주(徐州)->덕주(德州)->천진(天津)->북경(北京)->산해관(山海
關)->광녕(廣寧)->요양(遼陽)->의주(義州)->한양(漢陽)22)에 이르는 최부의 여정을 살
필 수 있다. 
  풍계 현정(楓溪 賢正)의 『日本漂海錄』은 1321년 그가 저술한 표해록이다. 경주에서 제작
한 불상을 싣고 해남 대둔사를 향해 가던 중 1817년 11월 25일 동래 앞바다에 표류하였다. 
이후 11월 29일 筑前 大島에 표착하여, 장기(長崎)와 대마도를 거쳐 해남 앞바다에 이르는 
과정과 견문을 기록하였다.23) 이밖에 문순득(文淳得)의 『표해시말(漂海始末)』을 통해 유
구국 大島를 비롯하여 泊村, 필리핀의 salomague, vigan, 마카오, 중국을 거치는 표류 여정
을 볼 수 있고,24) 김대황(金大璜)의 『표해일록(漂海日錄)』에서는 1687년 제주에서 安南
國 會安府로 표류한 견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 표류 기록과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과 같이 조난자 내지는 제3자가 기록
한 사적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공적 기록의 경우 조난자의 거짓 진술 사례가 발생하
고, 사적 기록의 경우 조난자의 기억에 의존한 탓에 잘못된 정보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공적 ․ 사적기록을 함께 비교 ․ 분석하면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객관적인 정보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각적으로 구현했을 때 『표인영래등록』과 같이 공적 기록
의 시각망은 표류여정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지 못해서 단순한 직선 형태의 구현이 대부분이
라면, 사적 기록물을 통해 좀 더 다채로운 표류노드 시각망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이 이미 일부 표류기 원문
을 입력하여 제공하고, 번역도 진행한 상태이다. 이들 사료를 검토하여 표류 사건 조사 기
록을 추출하는 작업을 1단계에서 진행한다.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에 수록된 표류 
사건은 총 277건으로 대략 3,599명의 사람이 표류하였다. 조선시대에 생성된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 가운데 표류 사건 기록을 살펴서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지, 송환 시기 등의 맥락에 따라 데이터를 추출하면 대략 400여건의 표류노드 데이터 
작성이 가능하다. 구축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개별 표류기의 지점을 하나하나 노드로 
작성하여 전자지도 구현에 필요한 기본 소스를 추출하도록 한다. 

2. 표류민의 출해 지점과 표착지 현장 답사 및 자문을 통한 사진 ․ 영상 자료 확보
22) 박원호, 『최부 표해록 연구』, 고려대출판부, 2006.
23)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5, 207쪽~224쪽
24) 최성환,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노정과 송환체제」, 『한국민족문화』4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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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 표민옥(漂民屋) 유허>

  표류민의 출해 지점과 표착지의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자료를 구축한
다. 표류 사건이 기록된 문헌을 검토하여 표류 인물, 출해(出海)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
간, 표착지(漂着地), 송환(送還) 시기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렇게 하여 얻어낸 표류 사
건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표류민의 출해 지점과 표착 지점의 현장답사를 실시한
다. 조선 표류민의 표착지는 가깝게는 중국, 일본, 유구와 멀게는 필리핀, 안남, 대만 등지까
지 동남아시아 일대로 광범위하였다. 동아시아 일대에 이르는 표착지를 답사하는 것은 비용
과 시간의 제약이 따르므로 표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우선으로 현장 답사를 실시
하여 시각화 자료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표착지 현장 답사를 통해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수집 · 조사하여 전자지도 상에 
네트워크망으로 구조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그곳에 가보지 않고도 그곳에 남아

있는 표류 관련 유적과 주변 환경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조선의 표류민이 일본으로 
표류하는 경우에는 대개 쓰시마를 통해 
송환되었다. 현재 쓰시마에는 조선 표류
민이 머물렀던 표민옥(漂民屋)의 유허가 
남아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 2월 일본 
쓰시마 지역 답사 시 찍은 표민옥 유허의 
사진 자료이다. 이 당시 쓰시마의 주요 
표착지인 鰐浦를 비롯하여 上對馬 동북 
해안에 위치 西泊浦, 泉浦, 豊浦, 佐須奈
浦, 琴浦, 尾崎浦, 阿連, 小茂田浦, 豆酘 
지역을 직접 답사하였다.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학술활동이 시작되는 초반 시기에는 표류 사건이 기록된 
자료에 관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반 시기에 이르면 표류노드 시각망의 
적정 구현 모델에 관한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학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정의 기회를 갖는다.

  3. 표류노드의 시각망 구축에 관한 제언

  조선시대의 표류 관련 문헌에서 추출한 표류 인물, 출해(出海)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
간, 표착지(漂着地), 송환(送還) 시기 등의 데이터와, 표류민의 출해 지점과 표착지 현장답
사를 통해 구축한 이미지 자료를 구조화하여 전자지도 상에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표류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관계성에 기반을 두고 네트워크화하여 시각적 콘텐츠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류 노드 가운데 표류 인물은 그 인물의 나이, 성별, 관직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그가 표류한 경로, 표류 원인 및 출해 목적, 표착 기간, 표착지점, 표착지의 이미지
나 영상, 표착지에서의 생활 및 교류 인물, 표류 기록 문헌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시켜서 
하이퍼텍스트로 제공한다. 표류 노드 가운데 표착지에 대해서는 표착지별 표류민의 수를 다
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해당 지역에 표류한 인물 정보를 비롯하여 표착 인물들의 표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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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의 표류경로와 시각망>

로, 그 지역의 해류의 순환과 계절풍의 흐름도 등을 연계시켜서 시각적 콘텐츠로 제공한다. 
전자지도 상에 표류 경로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의 해류 순환도, 계절풍의 흐름도를 보여
줌으로써 표류한 계절에 따른 표착지의 차이가 해류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표현
한다. 정보의 내용과 맥락은 XML을 활용한 전자 문서로 작성하며, 개별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는 RDF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이러한 
정보는 인문학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해양, 
지리, 기후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지식 확장에 
기여한다.
  왼쪽에  삽입된 그림은 지역별 표류민의 
수를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고 표류 경로
를 화살표로 나타낸 전자지도 모델이다. 전
자지도 상의 하나의 노드는 표류 인물, 인물
의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송환 
시기, 표착 지점, 표류 경로, 지역별 표류민
의 수, 해류의 순환도, 계절풍의 흐름도, 표
류 인물의 저서, 그 저서의 번역본, 표류 인
물의 표류 기사가 수록된 공적 기록물, 관련 

사이트, 관련 인물 등 표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일정한 맥락 하에 구조화되어 연결되어 
있다. 이용자는 하나의 노드를 클릭함으로써 조선시대 표류에 관한 다양한 인문지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해양과 기후 등의 자연과학 분야로 지식을 넓혀갈 수 있다. 
  표류노드의 시각망은 오른쪽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최부(崔溥)가 제주도에서 
표류한 뒤 중국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
로 귀환하기까지의 경로를 시각화한 지도에서 시
작하여 최부가 왜구로 몰려서 심문받았던 장소인 
도저소 성터의 이미지 자료, 최부가 자신의 표류 
경험을 적은 『표해록(漂海錄)』의 이미지 자료, 
최부의 인물 정보를 담고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 최부가 표류하였다가 귀국한 사실을 기록
한 조선왕조실록의 원문 ․ 번역문 ․ 이미지, 해류
와 계절풍 순환도 등 최부라는 인물이 표류한 사
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맥락화 ․ 구조화하여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제공한 것이다.
  이처럼 표류 노드를 시각화한 전자지도에서는 최부라는 인물의 나이와 성별, 관직 등 인
물 정보에서 시작하여 그의 출해 목적, 표류 시기와 기간, 송환 시기, 표류 경로, 그가 송환
되어서 심문받은 장소에 대한 정보, 그의 진술 기록과 그의 표류 사건을 기록한 공적 문헌
의 원문과 번역문 ․ 이미지, 그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저서의 이미지 ․ 번역문, 최부가 교
류하였거나 그의 표류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인물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표류한 다른 인물, 
그가 표류한 지역과 같은 지역을 표류한 다른 인물, 그가 표류한 경로와 동아시아 해역의 
해류와의 관계, 그의 표류 경로와 계절풍의 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구조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는 하나의 노드에 대한 접근에서 출발하여 문학, 역사 등 인문지식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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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풍토와 민속, 문물, 문화, 제도 등의 정보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류, 해양, 기후, 지
리, 조선(造船), 법률, 정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시각망
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전통 인문학 지식 정보를 수용 ․ 확산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
는 것이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사업이 추구하는 디지털콘텐츠이다. 
  현재 시각망 구현을 위한 표류 관련 데이터 추출이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에서, 적정 모델 
구현을 위한 고민이 시급하다. 시각화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표류 데이터를 최적화하여 구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까지 개발툴에 대해서는 
구글맵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적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을 위한 
과정을 소개하였다.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조선시대 표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공적 ․ 사적 기록을 대상으로 하여 
표류 사건에 기록된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지, 송환 시기 등의 
맥락에 따라 데이터를 추출한다. 
  2단계에서는 “표류노드 시각망” 구현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구축되면, 표류민의 출해 지
점과 표착지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표류노드 시각망의 적정 구현 모델에 관한 전문가의 자
문을 얻어 효율적인 학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정의 기회를 갖는다. 
  3단계에서는 선행 과정을 통해 추출된 표류 관련 데이터와 구축된 이미지 자료를 구조화
하여 전자지도 상에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표류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관계성에 기반을 
두고 네트워크화하여 시각적 콘텐츠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표류 인물의 나이, 성별, 관직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표류 경로, 표류 원인 및 출해 목적, 표착 기간, 표착지의 이미지나 영
상, 표착지에서의 생활 및 교류 인물, 표류 기록 문헌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시켜서 하이퍼
텍스트로 제공한다. 또한 표착지별로 표류민의 수를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해당 지역에 
표류한 인물 정보를 비롯하여 표착 인물들의 표류 경로, 그 지역의 해류의 순환과 계절풍의 
흐름 등을 연계시켜서 시각화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조선시대 표류와 관련된 다양한 인문지식을 디지털 콘텐츠로 기획하
게 된 과정과 구상 내용, 일련의 진행과정, 개발한 내용 등 학술활동 전반에 대한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판한다. 
  현재까지 시각망 구현을 위한 자료 정리가 마무리 작업 중이다. 정리된 표류 관련 데이터
를 토대로 앞으로는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각화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데이터를 최적화 하여 구현할 방법을 모색
해야 한다. 자문회의를 통해 적정 구현 모델을 선택하고 시각망 구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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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문화원
- 지역문화재단
- 지역 박물관
- 지역 예술단체 등



• 지역문화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리 공간 및 인력 부족으로 유실, 파손되고 있

는 자료들이 다수 발생

• 관리 미흡으로 자료의 활용도가 높지 않음

지역문화자료의관리현황(2)

* 지역문화자료 중 사진의 경우, 생산자가 생산 당시에 해당 내용

을 기입하지 않으면 생산일, 촬영대상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짐



지역문화자료의특징

• 특수성

- 지역문화자료는 지역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연, 기후, 인문지리 등의 영향을 받
아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보편성

- 지역문화자료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겪었
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한국사적, 한
국문화적 보편성도 가지고 있음



맥락화의의미

•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을 사용
자가 찾고자 하는 의도(맥락)에 따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

• 지역문화자료의 경우 산재되어 있고, 유실되
고 있기 때문에 DB화를 통한 메타데이터를 통
하여 관리함으로써 맥락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맥락화방안(1) -주체

• 각 지역별로, 기관별로 수집 및 축적된 자료를 메타
시스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상위 국가 기관이 주
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공공행정
기록물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 짐

• 문화 기관 및 단체의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문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관
할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자료관
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이를
지원



맥락화방안(2) -범위

• 지역문화자료를 과거의 유산으로 한정하여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생산되는 자료들도 수시로 수집되
어 관리되어야 함

• 지역공동체의 현재 활동, 문화사업들에 대한 기록
및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으면 유실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의 문화연구 이외에도 문화정책에 활용될 수 있
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문화원, 지방도서관,
문화예술단체 등이 생산하고 있는 자료들까지 포함



맥락화방안(3) -상호운용성

• 다양한 주체(공공기관, 민간기관, 개인 등)가 수집한
지역문화자료는 텍스트에서 이미지, 영상, 실물자료
등 다양한 유형에 해당되고, 공유될 수 있는 공유 플
랫폼/시스템이 필요

• 따라서 지역문화자료는 텍스트, 이미지, 음향(음성),
영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디지털화 해야 함

• 실물자료의 경우, 목록화를 통하여 유형, 크기, 용도,
재질, 시대 등을 기록하고 공개되어야 함



맥락화방안(4) -방식

•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적용하
는 방식으로 지역문화자료의 맥락화에 접근

• 하지만 지역문화자료는 해당 지역의 정서와 가치,
정체성을 반영하기에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담
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음

• 따라서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메타 시스템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문화자료의 특성을 배제하지 않고 살려나가는 방식
으로 사업을 추진



결언

• 최근 지역문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하는
추세 증가

• 지역과 관련된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필요

•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도 지역문화의 맥
락에 맞게 개발해 나가야 함



영화흥행과사회의지배욕망

정경훈, 박정식(아주대)



영화흥행요소

1)작품

-스토리

-캐릭터

-음향

-촬영

-편집

-조명



2)감독

3)배우

4)제작비

5)마케팅

6)관객의 관심/욕망



가장중요한요소

작품
(contents 

&

Form)

관객의욕망
(How to satisfy the 

desire of viewers)



관객수용에중요한영화요소

구조

토픽
주요
스토리

캐릭터

스토리텔링
기법



긴장감선명한
스토리라인

부담없음

관객이선호하는영화특성



관객에게영화는무엇인가

영화는관객의

사회적, 개인적, 무의식/의식, 
성적, 심미적

욕망을만족시키는

환상의공간



흥행영화

대중의

(사회적, 심미적, 무의식적)

지배적인욕망을

만족시키는영화



욕망이란무엇인가
(Jacques Lacan)

욕구
need

Biological wish

충동
drive

Individually unique wish (in the real)

욕망
desire

wish formed, moved, changed

by the lack that is caused 

by repression, stimulus, reinforcement 

in the symbolic of society



M     욕망의운동

환유

(전치, 전이)

은유

(압축, 다층결정)



관객의사회/심미적지배욕망

일정 기간의 지배적 사회욕망 :

일정 기간 동안 사회 상징계에 존재
하는 지배적인 결핍에 의해 구성되는
욕망(예: 경제적 안정의 결핍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욕망 생성)



일정 기간의 지배적인 심미욕망: 

영화를 보면서 관객이 만족되길 바라
는 심미적 욕망: 

심미적 성향/기대/습관/편견/관례



2010년대한국사회의
지배적결핍/욕망

돈평등

권력

사회적인정

정의

안정성

결핍/

욕망



7대흥행영화 (2014년 7-9월총인구
51,250,261명)

영화명
역대

순위
관객수 개봉일

(제작비/

마케팅비)
매출액

명량 1
17,613,682

(총인구대비 34%)

2014-07-

30
170억/30억 135,748,398,910

국제시장 2 14,250,653
2014-12-

17
140억/40억 110,881,399,430

아바타 3 13,302,637
2009-12-

17
2300억/ 124,897,072,500

도둑들 4 12,983,341
2012-07-

25
115억/30억 93,665,632,500

7번방의 선

물
5 12,811,213

2013-01-

23
35억/23억 91,431,950,670

광 해 , 왕 이

된 남자
6 12,323,522

2012-09-

13
65억/35억 88,908,869,769

변호인 7 11,374,620
2013-12-

18
42억/33억 82,871,791,800









수용의관점에서본명량특징

1) 기존의 대흥행 영화보다 관객수가 4,300만(총인구의 8.4%)
증가

-많은 관객을 영화로 끌어들인 무엇인가가 있을 것

-사회의 지배적인 욕망이 영화를 보면서 만족되거나 만족될

것이라 기대되었을 것

2) 명량보다 10일쯤 먼저 개봉한 <군도>가 예매의 새 역사를

쓰다가 <명량>개봉으로 침몰

-군도와 명량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흥행의원인: 스토리소재?

<명량>은이순신의명량대첩을다룬영화로이
소재는한국인모두에게너무나잘알려진이야
기다. 이런이야기를다룬영화가왜대흥행했
을까? 몇년전 TV시리즈 <불멸의이순신>

(2004. 9.4-2005.8.28. 104회)이인기(평균시청
률 22%)있었지만이렇게국민적반응을일으킨
진못했다. 명량은무엇이다른가? 명량에끌린
수많은관객의욕망은무엇이었나? 



개봉당시(2014년 7-8월) 

한국사회의주요관심사검
색

1

Google

2

Naver

…

Internet, 

SNS,

Etc.



2014  구글
사회관련검색어 TOP 10

순위 검색어

1 세월호

2 노란리본

3 홍가혜

4 롯데월드

5 부산 부성 고등학교

6 에볼라 바이러스

7 진학사

8 우크라이나

9 구원파 연예인

10 말레이시아항공

‘세월호, ‘노란리본', ‘홍가혜',

‘구원파연예인＇이
세월호관련검색어





세월호이후 2014

국민의지배적인정서와욕망

-많은국민들은세월호비극의희생자와그가족의슬픔에깊이공감

-많은국민들은선장, 선원, 청해진해운경영진, 실소유자유병언, 해양
경찰청, 언론, 정부와대통령등에게서많이드러난한국사회지도자들
의무능력, 무책임, 이기성에분노와절망느낌.

-세월호비극이드러낸사회지도자들의추한현실을보고국민들은한국
사회에절망을느낌

-국민들은국가의위기에서자신의안전과생명의위험을무릅쓰더라도
혼신을다해국민들을구하려는진정한지도자를보고싶은갈망을갖게
됨

-국민이믿고기댈수있는진정한지도자에대한욕망이사회의지배적
욕망이됨



지배욕망과 <명량>의연관성

-세월호비극의발생장소는바다; 영화에서이순신이목숨을
무릅쓰고싸우는장소도바다; 바다라는기표는세월호비극
과영화스토리의부분이면서환유적으로연결시킴
-

침몰하는세월호에서희생자들이직면했던위험상황은왜군
의침입으로조선백성들이처한위험상황과연상됨

-진정한지도자에대한국민의갈망은이순신이라는진정한
지도자를심미적으로효과있게보여주는영화에의해만족될
수있었다



관객을끌어들여그들의욕망을
만족시키는 <명량>의심미적특성

1

긴장감조성하는스토
리의 2중대립구조

1. 조선과왜군간의
대립

2. 각진영내의대립

1)이순신과그의부하/

왕/아들/백성과의대립

2)구루지마와
와키자카의대립



2 3

-역사사실과다르게이순신
이홀로선봉에서고투

-백성을보호하기위해자기
목숨마저버릴수있는, 그
의헌신의진정성에 초점

이순신의위기가점진적으로
증가함으로써그와동일시하
는관객을긴장감으로몰아감



4 5

조선군과왜군의백병전에
의한긴장감

2중대립구조의대립진영
들에대한빠른교차편집
으로관객의몰입강화



6 7

빠른장면전환
CG에의한

전쟁장면볼거리



8

관객의위치; <군도>와비교

- <명량>은관객들이존경하고동일시할수있는, 헌신적인지도자이순신을
제시하되, 관객이이순신과다르게안전한위치에서구경하며부담감을가질
필요가없게함; 관객은해피엔딩으로끝나는주인공과동일시만하면됨

-<군도>의주인공은관객과같은보통사람들; 그의투쟁은 그에게많은고
통을안김; 사회정의에대한욕망을가진관객은부담감을가지게됨; 관객의
부담감을줄이려는, 가볍고경쾌한서부음악의사용은영화의진지성을감
소시킴
-<명량>의미학은세월호이후관객의지배적욕망을만족시키는데성공하도
록만듦



8

감정이입

대상
관객과의 거리 관객의 포지션

몰입한 관객

의 감정

명량 이순신

위대한 역사인물, 사

실성, 진지함, 존경

심, 감정이입, 거리

유지

고투하는 영웅에

감정이입하며 바라

봄; 수동적임, 평안

함

존경심, 숭고

미

군도 돌무치
픽션인물 , 가벼움 ,

놀이, 거리감 적음

주인공이 되어 반

란의 주체가 되나

가벼운 상상

가벼운 구경

거리



흥행에대한
텍스트마이닝분석

관객의지배욕망에대한텍스트마이닝분석

-네이버영화의명량싸이트에실린 200개(up)

리뷰
-단어들의빈도수, 관계에따른시각화
-관객의지배적욕망분석
-영화가어떻게관객의욕망을만족시키는가



Text-mining Analysis of Popularity 

of The Admiral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냥 예시입니다. 세월호, 
대통령은 빈도수가 낮으나 하나의 구제적인
요인으로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화시킨 두가지 요인으로 본 결과 전체 리뷰의
60% (Pc1 + Pc2) 정도를 설명해주고 있어
요인수를 늘려보면 더 해석,설명력있는 결과가
나고, 구체적 감정이 포함됩니다. 

리뷰가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언어의 특징으로
확실하게 나눈다기 보다 넓게 퍼져있으나 의미있는
요인분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순신, 영화, 명량 역사 등
변별력없는 단어 10개정도 제외하였습니다. 더
제외하면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빈도 중심으로 전체를 할 경우 빠지지만, 특정
요인들 (예, 현대의 정치상황)을 개별적으로 하면
자세한 단어들과 의미있는 감정관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으로 표시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올 결과가
큼니다. 

원의 단어들을 단서로 구체적이고 많을 어휘를
카타고라이즈해서 상관성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외의 시각화 자료들은 참고하시라고
첨부합니다. 여러방법으로 돌려본 결과.



감동

용기

세월호

바다

장수

백성

대통령

영화

리더쉽

현실

기대다 다르다

리더

아쉽다



영화흥행예상방법

-일정기간동안
텍스트마이닝을통해
관객의지배욕망분석

-관객의지배욕망을만족시킬수있는
영화미학분석



디지털기술 전환 시대의 인문학: 
디지털인문학 선언문을 통한 고찰

홍 정 욱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

• 정보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인문학 연구 및 교
육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창조적 저작 활동으로 정의
(김현, 2013)

•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공

• ‘Game-changer’ (Brett Bobley, Director of ODH, NEH, 2009)

• ‘hyperbolic, hard-sell approach’ (과장된 판매술에 지
나지 않음) (kirsh, 2014)

• ‘double claim’ (Fisher, 2012)

– 전통적 인문학은 유지하면서 디지털기술은 유용한 도구
로만 사용

– 디지털인문학은 새로운 진리의 전조이므로 이를 거부하
는 것은 새로운 진리에 대한 거부



목 차

• 디지털인문학 선언문 배경 (Context)

• 디지털인문학 선언문의 장르적 의미 (Genre)

• 디지털인문학 선언문 (Content)
– 디지털인문학의 발전
– 디지털인문학의 핵심 가치
– 디지털인문학의 키워드

• 맺음말



디지털인문학 선언문 배경

(Context)



선언문 제작 및 발표 배경

• 미국(2009)과 프랑스(2010)에서 발표

• UCLA의 Mellon Seminar (9차례) – Todd 
Presner (UCLA) & Jeffrey Schnapp
(Stanford) 초안 작성

• Digital Humanities Manifesto 1.0 
(Commentpress blog를 통해 의견 수렴)

• Digital Humanities Manifesto 2.0

• 4개국어로 번역되어 pdf 파일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공개하여 전파

http://manifesto.humanities.ucla.edu/2008/12/15/digital-humanities-manifesto/


선언문 제작 목적

• 21세기 디지털기술이 점점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면서 인문학자들이 해야 할
과제 및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 디지털인문학은 디지털기술의 실행 및 디
자인 그리고 이에 대한 의문 뿐 아니라 새
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사회와 문화적 영향
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디지털인문학 선언문의

장르적 의미



Manifesto 장르

• ‘선언문’ 또는 ‘성명서’

• 한 사회에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던 믿음
이나 신념 등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

• ‘우리’ vs. ‘그들’ 식의 대립적 개념의 글쓰
기 방식

• 양자택일의 텍스트 – 목표 설정, 기본 정신, 
실행 방법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애매한
해석 배제 (이택광, 2008)



디지털인문학 선언문

• 20세기 초 유럽의 ‘아방가르드’ 형식
– 전통적 인문학적 정신을 거부, 과거의 세계를

계승이 아닌 지양되어야 할 대상

– 급진적, 직설적, 과격, 유토피아적

• 디지털혁명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
존의 전통적 인문학적 사고에 대한 직접적
인 도전이며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매세
지로 해석



선언문의 장르적 의미

• 디지털인문학에서의 논의는 과거의 무조건적
청산이라기보다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개념
이 변화하고 있고 과거 유산이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학제 구조, 지식생
산 매체 및 의미화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함으로써 인문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재해
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 4의 정보시대에
맞게 될 도전과 가능성에 진지하게 대비할 수
있다.                (Presner, 2010; Spiro, 2012)



디지털인문학 선언문을 통해 본

디지털 인문학

(Contents)

1) 디지털인문학 발전과정

2) 디지털인문학 핵심 가치

3) 디지털인문학 키워드



1) 디지털인문학 발전과정

• 1980-90년대 ‘Humanities Computing’ (전
산인문학): 코퍼스 구축, 텍스트 인코딩 기
준 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Berry, 2011)

• 선언문

– 1차 디지털인문학 (the first wave of DH)

– 2차 디지털인문학 (the second wave of DH)



1차 디지털인문학

• 1990년대-2000년대 초반 (Burdick et al, 2012)
• 데이터베이스 검색, 코퍼스언어학, 하이퍼카드 등

을 이용한 양적 연구 중심
• 거대한 디지털 작업 프로젝트와 기술 인프라 구축

에 주력
•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류 체계, 마크업, 텍스트 인

코딩, 에디팅 등을 이용한 도서관/아카이브 개념의
프로젝트

• 프로젝트 예:
– ‘the Perseus project’ (페르세우스 프로젝트)
– ‘the Women Writers Project’, (여성작가 프로젝트)
– ‘The Valley of the Shadow’ (어둠의 계곡)

http://www.perseus.tufts.edu/hopper/
http://www.wwp.northeastern.edu/
http://valley.lib.virginia.edu/


2차 디지털인문학

• ‘born digital’ 자료 및 디지털에 존재하는 지식
의 조합 및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를 개발

• 생성적, 감성적, 해석적, 질적 연구에 주력

•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 통합적 연구 영역, 혼
합형 연구방법론, 새로운 출판 모델 등을 제시
(Presner, 2010)

• 프로젝트 예: 
– WorldMap (월드맵)

– HyperCities (하이퍼시티) – HyperCities Egypt 

http://worldmap.harvard.edu/
http://hypercities.com/
http://egypt.hypercities.com/


2차 디지털인문학

• 2010년 ‘Computational Turn’ 워크샵 (영국 스완지대학교
(Swansea University)) – 디지털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적 측면에 대한 연구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

– 시각화기술이 텍스트에 주로 의존하는 인문학을 어떻게 변화
시키고 어떠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Carusi, 
2011)

– 인간의 일상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기술의 역할과 이들이
인간에게 장소의 현상적 그리고 존재적 실제에 대한 인식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 (Klocubar, 2011)

– 컴퓨터 코드 및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물론이고 이들 존재에 대
한 논의를 통해 인문학 연구 방법의 변화를 모색 (Dexter, 2011)



2) 디지털인문학 핵심가치

• 디지털 = 오픈소스 영역

• 디지털 = 풍부함 (COPIOUSNESS)

• 디지털인문학 = 생성인문학

• 디지털인문학 = 공동 창조 (co-creation)



디지털은 오픈소스 영역이다

• 오픈 소스는 코드로 표현되는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공유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보
통신 혁명 (Spiro, 2012)

• 이 영역을 폐쇄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적’
으로 간주하라  ‘적’들에 대한 행동 강령
제공

•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는 연구 및 교육
목적의 재작업 그리고 비평을 위한 자유에
우선할 수 없음을 의미



디지털은 풍부함을 중시한다

• 정보의 희소성 vs. 풍부함

• 디지털인문학: 혼합(remixing), 개방
(openness), 참여(participation)

• Copy (복제) & Copiousness (풍부함): 파
생관계

• 정보는 관리되어야 하는 상품이 아니라 공
유되고 재사용되어야 하는 사회재 (Spiro, 
2012)



디지털인문학은 생성인문학이다

• 학문이 추구할 수 있는 정서적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2차 디지털인문학) (Spiro, 2012)

• 학제간, 초학제간, 다학제간 연구를 중시하며 전문
지식의 영역을 넘어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는 통합
과 생성 활동에 관한 학문

• 전문가는 학문 또는 씽크탱크라는 벽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 혁신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 창조, 큐레이션, 협업, 실험, 지식의 다목적성 또는
다채널성에 기반

• 이성적 계몽주의를 거부하고 디자인과 다매체성
및 경험을 강조



디지털인문학은 공동창조이다

• 인문과학에서의 디지털적 전환(digital 
turn)은 대규모의 광범위한 연구들이 가능
하게 하였다.

• Collaboration: 팀워크와 팀 내 역할 그리
고 생산기준

• 생산성 증진 (Spiro, 2011; Siemens, 2009)

• 상생의 기회 (Short et al, 2012)

• Authorship: ‘Collaborators’ Bill of Rights’

http://mcpress.media-commons.org/offthetracks/part-one-models-for-collaboration-career-paths-acquiring-institutional-support-and-transformation-in-the-field/a-collaboration/collaborators%E2%80%99-bill-of-rights/


HyperCities project

• 학자와 시민들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마다 다
른 관점의 인터랙티브 기능을 갖춘 지도 제작

• 대학과 시민단체간의 파트너 쉽 (예: UCLA, 
USC, City University of New York-Baruch, 
Pilipino Workers’ Center, and Public Matters, 
Los Angeles)

• Google Maps & Google Earth API
• 비판: 검증된 자료와 검증되지 않은 자료 구

분이 어렵다.  그러나 개방과 데이터를 많
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정보 제재의 용이함
을 선호 (Presner의 말을 인용)

(Spiro, 2011)

http://www.hypercities.com/


3) 디지털인문학 키워드

- 개방 (openess)

- 지식 (knowledge)

- 큐레이션 (curation)



개방 (Openness)

•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유용성
(usuability), 탐색 (discovery), 재사용가능
성 (reusuability) 의 증진 측면에서 중요시

• 연구가 일반 대중에게 이어질 수 있는 초
학제적, 협동, 지식의 민주화라는 확장된
가치를 지원 (Spiro, 2012)

• BOAI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 ‘셀프아카이빙’ 전략

– ‘오픈 액세스 저널’ 전략

• OCW (Open Courseware)



지식 (Knowledge)

• 인문학적 지식의 영역 확대 및 지식 공유
를 통하여 인문학적 지식의 영향력을 확장
하는 데 중점

• 인문학은 더 이상 기득권층의 영역이 아니
며 기존의 전통적 인문학적 탐구와 연구, 
방법론 및 매체를 해체하고자 한다고 선언



지식 (Knowledge)

• Lyotard (1984) 

– 지식에 대한 본질적 문제들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기술 및 사회
그리고 경제적 변화와 함께 변화되었다고 설명  실제로, 지식은
점점 잘게 쪼개어지고 세분화되어 판매되고 관리 및 통제되는 대상
으로 인식

– 미래에 특정 기업 및 국가에 의해 정보가 관리되고 유지되는 정보
의 독점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  현재의 Google의 예가
증명

– 대학이 더 이상 지식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유일한 곳으로서 지식
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서는 안된다고 주장
 대학을 벗어나 연구 공동체로 확장된 지식의 글로벌적 본질을
수용하면서 지식 생산의 새로운 모델을 추구 (예, Wikipedia)



큐레이션 (Curation)

• 반복적인 데이터 과부하의 세계에서 정보를
디자인하고 선택 (정보의 필터링)

• 디지털인문학은 학자를 큐레이터로, 큐레이터
를 학자로 재구성  박물관, 도서관 및 아카이
브에 학술적 사명을 부여

• 미래에 인문학 교육 및 연구에 새로운 확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  인문학 교육에 큐레이
션 작업을 추가함으로써 연구소의 전문 연구
자들의 지도로 지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



큐레이션 (Curation)

• 디지털 환경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큐레이션’ 
또는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도 불린다.

– 영국의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 (Digital Curation 
Centre, DCC)

– 양질의 디지털 자료의 노후화 방지 및 장기간 사용
될 수 있도록 저장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
(Higgins, 2011)

– 양질의 디지털 데이터와 큐레이션의 역할을 통해, 
디지털인문학자들이 연구를 일반 대중에게 확대하
고 좀 더 새로운 연구 질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데
이터 액세스 환경 조성이 가능 (Poole, 2013)



맺음말

• 15세기 구텐베르그 활자술 발명과 이보다 200년 앞선
한국에서의 활자술 발명에 대한 기록의 선례를 통해 보
는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자들에게 남겨진 과제

• 선언문은 과거의 무조건적 청산이라기보다는 전통적 학
제 구조 및 지식생산 매체 및 의미화 방식에 의문을 제
기함으로써 인문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재해석

• 인간의 지식 습득 방법 및 전달 방식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으면서 이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역할이 중요

• 기술과 인문학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툴과 인문학적 규범의 적극적 결합을 통해 디지털 중심
의 사회 속에서 진정한 인간 중심의 인문학 추구가 가능
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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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창립 발기문

  한국에서 인문학 지식의 탐구 및 그것의 사회적·문화산업적 응용 연구에 종
사하는 우리는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이 인문 지식의 생산, 전파, 활용의 패러
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디지털 인문
학(Digital Humanities)’이 순수인문학과 응용인문학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
는 보편적 전회(轉回)이며,  또 하나의 분과 학문이 아니라 과거 수많은 갈래
로 나뉘었던 세부 영역들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지식의 융합을 통한 인문학의 
확장을 가져오는 새로운 구도임을 인지한다. 이에 우리는 ‘디지털 인문학’이라
는 이름으로 인문학의 혁신을 추구하는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하는 데 뜻을 모
으고 그에 적합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는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국내적으로
는 인문융성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고유한 학술적 경
험과 성과를 토대로 세계 디지털 인문학계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는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와 교육, 디지털적인 방법에 
의한 다학문 연계 및 학술과 문화산업의 소통 등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3.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는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와 교육, 활용에 관한 경험과 
성과를 서로에게 알리고 피드백을 얻게 함으로써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4.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는 범인문학계의 연구자 및 예비연구자를 대상으로 디
지털 인문학적 연구 방법과 이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전파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5.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는 디지털 인문학의 선도적인 경험을 토대로 정부 부처 
및 학술진흥기관의 디지털 인문학 육성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함
으로써 한국 디지털 인문학 진흥에 기여한다. 

6.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 단체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참
여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 인문학이 세계 디지털 인문학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



을 담당한다. 
  한국의 인문학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지식문화의 전통 위에서 순수인문학
의 성과를 쌓아오는 한편, 2,000년부터 인문학의 산업적 활용을 모색하며 문
화콘텐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다. 디지털인문학이 전통적인 순수인문학과 
응용인문학으로서의 문화콘텐츠학 양자의 소통과 상생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
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
의회(Korean Association for Digital Humanities)’의 창립을 발기한다. 

2015년 5월 30일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발기인 일동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창립 발기인 서명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Korean Association for Digital Humanities)
의 설립 취지에 뜻을 같이 하며 협의회 창립의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할 것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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