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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UDIES TECHNOLOGIES
international workshop. sogang university. november 13 2012

Texts are expressive technologies. A badly damaged and disorganized textual record of twentieth-century Korea 

obscures what was articulated by those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last century. Books and peri-

odicals from the first half of the century that survived Japanese censors, the fratricidal Korean War (1950-1953), 

and the social and economic upheavals of the 1960s,1970s, and 1980s are scattered around the peninsula and the 

world, thwarting attempts to study them systematically. No comprehensive account of publishing activities exists 

for this period of Korean history. 

This workshop brings together academics, librarians, private book collectors, technologists, and business peo-

ple to investigate the expressive technologies of Korean colonial-era (1910-1945) texts and the technologies that 

organize and re-present them in the present. The aim is to identify the conceptual, technological, and social bar-

riers that stand in the way of creating a comprehensive record of publishing activ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is is complemented by a desire to discern modes of re-presenting 

and distributing these texts in ways that make them especially useful to creative international users of information.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학
국제 워크숍 서강대학교 2012년11월13일

문헌은 표현을 담아내는 기술이다. 20세기 한국의 기록문헌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굉장히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까닭에 지난 세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축적한 문헌 자료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민

당국의 혹독한 검열과 참혹했던 동족상잔의 한국전쟁(1950-1953) 시기,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격
동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20세기 전반기의 단행본들과 정기간행물들은 한국과 전 세계에 산재해있는 상태로 남
아있다. 이러한 현실은 그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를 가로막는 장애로 존재하고 있다. 이 시기 한국

의 역사에서 출판 활동을 다룬 어떠한 포괄적인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국제워크숍에서는 현재 일제강점기하에 생산된 문헌들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한 기술적인 방식으로 전환하

는 연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이 사료들을 정리하여 체계화시키고, 다시 제공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학계와 문헌

서지가 또는 도서관 사서, 개인 소장자, DB 구축 기술가, 그리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시기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출판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 상황을 구성하
려는 것을 저해하는 개념적, 기술적, 사회적 장애들을 확인하는 것 또한 본 워크숍의 목적이기도 하다. 특별히 정

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 속에서 워크숍은 이러한 문헌들을 재가공

해서 제공하고 분류하는 양식을 확인하는 작업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일정  / Schedule 

9:30-10:30   |  제1부   |   panel  1   |   일제강점기 문헌자료의 현황

10:30-11:30   |  제2부  |   panel  2   |   문헌자료의 기술적 처리

11:45-1:00     |  제3부  |   panel  3   |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학

The STa Te  of  Korean colonial-era TexTual  Ma TerialS

The inTegra Tion and analySiS  of  Korean TexTual  archiveS

The digiTal  huManiTieS  and Korean STudieS

9:00-9:30     |  축사   |   WelcoMing reMarKS

1:00-4:00       |  점심     |   lunch and converS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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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Schedule 

9:00-9:30       축사   WelcoMing reMarKS

      이종욱  lee JongWooK  서강대학교 총장  preSidenT of Sogang univerSiTy 

      손호철  Sonn ho chul 지식융합학부 학장  dean of The School of inTegraTed KnoWledge 

전체 사회  ModeraTor  
Wayne de freMery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9:30-10:30     제1부  panel i   일제강점기 문헌자료의 현황 
           The STaTe of Korean colonial-era TexTual MaTerialS

 발표   preSenTaTion   일제강점기 문학 사료의 총체적인 해석과 보존   

 ToWard a More coMpleTe accounT of Korean colonial-era liTerary TexTS 

—  Wayne de freMery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패널 토의   panel diScuSSion  일제강점기 문헌 사료 소장 현황: 20세기 초 한국문헌 사료 탐색을 위한 

보존 상황과 디지털 기술화 방안   locaTing Korean colonial-era TexTS—repoSiTorieS and 

TechnologieS for diScovering early TWenTieTh-cenTury Korean TexTual MaTerialS

장신  chang Shin  역사문제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한긍희  han Keung hee  국사편찬위원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김희순  KiM heeSoon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10:30-11:30    제2부  panel 2  문헌자료의 기술적 처리

           The inTegraTion and analySiS of Korean TexTual archiveS

발표   preSenTaTion   디지털역사기록처에 대한 새로운 분석적 접근법

neW approacheS for analySiS in large digiTal hiSTorical TexT repoSiTorieS

     —  hoWie lan  정보통신학부, uc 버클리 대학교  School of inforMaTion, uc berKeley

패널 토의   panel diScuSSion  일제강점기 문헌 사료 검색값 지정을 위한 코드화: 한국문헌기록 통합을 

위한 기술적 방법  coding colonial-era Korean TexTS—TechnologieS for inTegraTing 

Korean TexTual archiveS 

윤소영  yoon  So young  국사편찬위원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홍은택  hong eunTaeK,  nhn inSTiTuTe for The nexT neTWorK



coffee breaK

11:45-1:00 제3부  panel 3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학

  The digiTal huManiTieS and Korean STudieS

발표   preSenTaTion  새로운 연구문화: 인문학의 통섭적 연구를 위하여

  a neW culTure of reSearch: TranSdiScipline STudieS in The huManiTieS

     —  leWiS lancaSTer  전자문화아틀라스선도연구소, uc 버클리 대학교 

elecTronic culTural aTlaS iniTiaTive, uc berKeley

발표   preSenTaTion   입체적 가상 체험 컨텍스트 구성: 디지털 정보에서 유의미한 세부 묘사 드러내기

building iMMerSive conTexTS: revealing relevanT deTail in digiTal inforMaTion

—  brian SMiTh,  MicroSofT corp.

종합 토의   general diScuSSion   보급을 위한 기술적 방법: 활용가능한 문헌 사료의 생산

The TechnologieS of diSTribuTion—MaKing Korean TexTS available and producTive 

이희진   hee Jin lee   lg 전자   lg elecTronicS

김동택   KiM dongTaeK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장신    chang Shin   역사문제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최기영   choi Kiyoung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한긍희   han Keung hee   국사편찬위원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김희순   KiM heeSoon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윤소영   yoon So young  국사편찬위원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홍은택   hong eunTaeK,  nhn inSTiTuTe for The nexT neTWorK

 

1:00-4:00 점심   lunch and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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