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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및 강의실
수8.5(다205-A) 수9.5(다205-A) 수10.5(

다205-A)(다205-A)
영어등급

교육과정

참고사항

선수과목

관련 기초과목

동시수강 추천과목

관련 고급과목

디지털 방법론

1. 교과목 개요  

이 강의에서는 디지털 휴머니티 방법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XML과 RDB)의 개념과 설계 및 구축을 이해하고 실습을

진행하여, 학생 스스로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구축한다.

1. 인문학 데이터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한다.

2. XML의 이론을 숙지하여, 데이터의 설계하고 구축을 수행한다.

3. RDB의 이론을 숙지하여, 데이터의 설계하고 구축을 수행한다.

4. XML과 RDB을 기반으로 인문학 데이터를 직접 설계하고 구축한다.

담당교수

성명(직위/소속) 김바로

연구실 구내전화 e-mail ddokbaro@ajou.ac.kr

상담시간 홈페이지 http://www.ddokbaro.com

담당조교
성명(직위/소속)

연구실 구내전화 e-mail

2. 수업 목표

+ 교육목표

디지털 휴머니티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휴머니티 방법론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XML과 RDB)에 대한 개념과 이

론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실습을 진행한다. 또한 팀프로젝트를 통하여 수업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인문학 데이

터를 실제로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과목 학습성과

1) 인문학 지식을 디지털에서 구현할 수 있다. 

2) XML 형식의 데이터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다.

3) RDB 형식의 데이터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다.

4) 인문학 데이터의 설계와 구축에 대한 팀프로젝트 작업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수업의 형태 및 진행방식

- 본 강의는 교수자가 디지털 휴머니티에서 활용되는 기본 데이터 모델(XML과 RDB)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수강생은

직접 데이터의 모델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 수강생은 교수자의 지도하에 자신들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디지털 휴머니티을 위한 기반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데

이터를 구축하는 팀프로젝트를 수행한다.

4. 수업운영방법

V  강의  토론,토의 V  팀 프로젝트(발표,사례연구 등)

V  실험,실습(역할극 등) V  설계,제작  현장학습(현장실습)

 기타 

5. 수업지원시스템 활용방법

V  e-class  자동녹화시스템  웹과제

 사이버강의  블렌디드 러닝(온라인+오프라인 강의병행)

 수업행동분석시스템  기타

6. 활용교수법

 PBL(Problem Based Learning)  CBL(Case Based Learning)

 TBL(Team Based Learning)  UR(Undergraduate Research)

 기타

7. 수강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도구능력

초보적인컴퓨터활용능력

자료조사및문서작성능력

의사소통능력과협동력

문제해결능력



8. 학습평가 방법

평가항목 횟수 평가비율 비고

출석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퀴즈

발표 15

토론

과제 15

기타

주당 자기학습에 요구되

는 시간

9. 교재 및 참고자료

구  분 교재 제목(웹사이트) 저  자 출판사 출판년도

참고웹
ACompaniontoDigitalHumanities(http://www.d

igitalhumanities.org/companion/)

SusanSchreib

man(Editor),R

aySiemens(Ed

itor),JohnUns

worth(Editor)

Wiley-Blackwell 2008

참고웹
DebatesintheDigitalHumanitie(http://dhdebate

s.gc.cuny.edu/)

MatthewK.Gol

d(Editor)
UnivOfMinnesotaPress 2012

참고웹 생활코딩(https://opentutorials.org/)

10. 수업내용의 체계 및 진도계획

1.강의+실습:디지털 휴머니티에서 활용되는 기본적인 데이터 모델(XML과 RDB)

2.팀프로젝트: 디지털 휴머니티의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데이터 모델의 설계와 구축(문학,역사,영화등학생자율선택)

< 진도 계획 >

주 강 의 주 제 언어 담당교수 수업방법 평가방법 준비사항

1 강의소개 및 수업내용과 과제안내 한 김바로

2 데이터 개론 한 김바로

3 XML 이론 및 실습 (1) 한 김바로



< 진도 계획 >

주 강 의 주 제 언어 담당교수 수업방법 평가방법 준비사항

4 XML 이론 및 실습 (2) 한 김바로

5 DTD 이론 및 실습 (1) 한 김바로

6 DTD 이론 및 실습 (2) 한 김바로

7
(팀프로젝트) 디지털 휴머니티 데이터 주

제 탐색
한 김바로

8 중간고사 한 김바로

9 관계형데이터베이스 개론 한 김바로

10 MSSQL 이론 및 실습 (1) 한 김바로

11 MSSQL 이론 및 실습 (2) 한 김바로

12 XML 데이터베이스 이론 및 실습 (1) 한 김바로

13 XML 데이터베이스 이론 및 실습 (2) 한 김바로

14
(팀프로젝트) XML 및 관계형데이터베이

스 설계 (1)
한 김바로

15
(팀프로젝트) XML 및 관계형데이터베이

스 설계 (2)
한 김바로

16 기말고사 한 김바로

11. 기타 참고사항

위 강의 계획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