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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0.3.1.~2021.1.31 사 업 비

1. 사업 목적

북한 인문학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토대로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활용한 북한 인
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를 웹상에서 편찬해 공유하는 것.

2. 사업 내용

북한에서 발행한 인문학 분야의 학술논저(논문과 단행본) 약 10,000여 건을 3년간 
수집·정리·분석·입력하여 목록화하고,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유관 분야의 다양한 지
식을 웹 환경에서 공유 가능한 형식의 Databased-Website로 구축해서 공개.

3. 사업 성과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6,300여건(Node: 2,900여건, Edge: 
3,400여건)의 시맨틱 데이터를 수집･구축해, DB를 편찬하였음. 해당 데이터가 브라
우저상에서 n-gram 검색을 통해 네트워크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는 시각적 형식의 
검색-출력 플랫폼을 구현하였으며, 기초 데이터 축적 및 웹상에서의 편찬이 유효한 
위키 데이터베이스 환경 구축. (url: http://dh.aks.ac.kr/~nkh/index.html)
 ●연구 과정 및 결과물(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활용 논문 집필: 사사
표기를 한 논문 2편 집필. 고일홍, 「북한의 발해 연구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 
― 북한 학술지 목록화 사업 결과물을 활용한 내용분석」 (『인문논총』77-4, 2020.11) 
및 홍종욱 외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인문논총』78-1, 
2021.2, 예정).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관련 학술회의 개최 및 발표: 인하대와 간
담회 개최(20.7.29). 서울대 통평원(20.11.25) 및 성균관대 (21.1.22) 학술회의에서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과정과 결과물의 의미 소개.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호주 University of Queensland 및 중국 延邊大
學과 공동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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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연구원

1. 사업 배경

□ 개요

o 사업명: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o 기관명: 인문학연구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o 추진배경
- 북한 인문학 전체를 조망하는 총괄적인 연구가 부재한다.

- 세계 인문학의 디지털적 전환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o 목적
- ‘역사학’, ‘고고학’, ‘한국문학’, ‘외국문학’, ‘서양고전’, ‘동양고전’ 6개 학술영역

을 대상으로 북한 인문학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한다.
-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활용하여 북한 인문학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연

구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를 편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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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획의도: 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인가?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o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개요
- 북한에서 발표된 인문학 분야의 학술논저(논문과 단행본) 약 10,000여건의 자

료를 3년간 수집·정리·분석·입력하여 목록화하고,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지식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10,000여 건 이상(추산)의 논저
를 수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논저의 학술적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웹
에서 서비스 가능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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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 1차 연도(2020년)에는 북한 인문학 중 ‘역사
학’과 ‘고고학’ 영역의 지식 정보를 정리하고 데이터로 편찬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2차 연도(2021년)에는 ‘한국문학’과 ‘외국문학’, 3
차 연도(2022년)에는 ‘동양고전’과 ‘서양고전’ 영역의 지식 정보를 디지털 데이
터로 편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o 연구조직

〈그림 2〉 연구조직도

- 연구책임자 김종일(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부원장) : 연구 범위 및 방법의 타당성
을 검토하고, 연구 진척을 총괄 관리한다.

- 공동연구원 갑(홍종욱,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 한국사 전공자로서, 연구대
상 중 ‘역사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 공동연구원 을(고일홍,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고고학 전공자로서, 
연구대상 중 ‘고고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 공동연구원 병(장문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한국문학 전공자로서, 연구
대상 중 ‘한국문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 공동연구원 정(최윤영,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 독일문학 전공자로서, 연구
대상 중 ‘외국문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 공동연구원 무(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 서양 고전학 전공자로서, 연
구대상 중 ‘서양고전’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 공동연구원 기(류준필,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 동양 고전학 전공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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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중 ‘동양고전’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 정보화 전문가(류인태, 한중연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연구원) : 인문 정보 전산 

처리 연구 분야에서의 다년간 경험과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웹서비스 구현 작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 연구보조원(류기현,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옥창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 공동연구원 및 해외 연구협력자가 수집 정리한 자료를 디지털 데이
터로 입력한다.

o 연구방법

〈그림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웹서비스 구현 절차 조감도

- 연구 전 과정에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 적용 : 본 연구는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
부터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을 도입해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의 사회 
환원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디지털로 간행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연구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하고 그 연구의 중간 산출물을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하였다. 이
를 통해 한국 인문·사회 학계의 2차 연구를 촉진하고, 성과의 원활한 사회적 
활용을 가능케 하고자 하였다.

- 인문학자와 디지털 인문학자의 협업을 통한 데이터 구축 : 본 연구는 전통적 
방식으로 문헌을 연구하는 인문학자들이 자료의 수집, 정리, 그리고 데이터 구
축 및 데이터 아카이브 구현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다. 인문학자와 디지털 
인문학자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편찬 업무의 분리·이원화
를 경계하며, 텍스트 및 콘텍스트 분석의 성과를 반영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
브를 구축하여 ‘인문학의 디지털적 전환’(digital turn in humanities)을 도모
하였다.

- 온라인 협업 및 공유 공간 운용 : 효율적인 업무 분장에 근거하여 시맨틱 아카
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온라인상에서 호스팅하여 운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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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참여연구원 전원이 이를 가상 연구실로 활용하여, 자료 수집과 정리 
및 목록화 그리고 데이터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결과가 자동으로 데
이터베이스에 축적되도록 하였다.

- 웹 서비스로서의 연구 결과물 구현 : 형식적 차원의 엑셀 파일 목록을 만드는 
등 수동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머물지 않고, 연구 결과물이 웹에서 바로 공
개 서비스되도록 하여, 북한의 인문학 연구 현황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
을 환기하고, 이로부터 학계에서의 파급효과를 제고하였다.

o 활용기술과 맥락
- Wiki 소프트웨어 활용 : 본 연구는 디지털 협업 환경 구축을 위해 Wiki 소프트

웨어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위키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하이퍼링크
(Hyperlink)를 통해 연결하는데, 하이퍼링크는 문서 내에서 정의된 특정한 정
보를 여러 맥락으로 확장하는 데 유리하며, 해당 정보를 다른 여러 주제와 연
결해 준다. 따라서 Wiki 소프트웨어는 협업에 유리하다. 또한 작성 이력이 자
동으로 기록되는 위키 페이지의 특성상, 연구 진척 상황을 쉽게 검토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연구 및 회의에서 정보나 지식을 위키 페이지로 공유하여, 디지
털 인문학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 OWL과 ProtégéTM의 활용 : 본 연구는 효율적 온톨로지 설계 및 개방적 공유
를 위해 OWL(Web Ontology Language)과 OWL 포맷을 지원하는 대표적 온
톨로지 설계 도구인 ProtégéTM를 이용하였다. 정보 간 계층적 개념을 구조화
하고 특정한 관계를 간단히 정의할 수 있어 인문 지식을 설계하는 데 가장 활
용도가 높은 언어 OWL과 OWL 기술에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온톨로지 설계 
도구 ProtégéTM를 이용함으로써, 해당 자료는 본 연구의 DB 구축을 위한 기
초논리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웹 공유를 통해서 인접 학문 분야 및 
인문학 전반 영역에서 참고자료로 재사용(reuse)할 수 있다.

- LOD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데이터모델 설계 및 적용 : 본 연구가 3년 동안 이
루어질 경우 ‘역사학’, ‘고고학’, ‘한국문학’, ‘외국문학’, ‘동양고전’, ‘서양고전’ 
6분야에 걸친 최소 8,400여 편 이상의 논문과 최소 2,100여 편 이상의 단행본, 
최소 18종 이상의 학술지와 최소 420명 이상의 연구자 그리고 100여 개 이상
의 관련 기관과 1,000여 건 이상의 연구대상 항목에 대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다량의 복잡한 자료를 RDF 형식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경우 원하는 자료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데이
터베이스 형식에 시맨틱 웹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적 차원의 표준화된 형식, 예
컨대 시맨틱 웹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계층 요소(URI, XML, RDF, 
OWL 등)를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준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형식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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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시맨틱 웹의 이상적 방향으로서 ‘컴퓨터가 정보의 의미(semantic)를 이해
하고 다룰 수 있는 웹(web)’이라는 비전을 인문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예컨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는 단순한 문자열(n-gram) 검색이 
아니라, ‘기관 A를 졸업한 연구자 B가 연구대상 C에 대해서 쓴 논저를 찾아라’
와 같은 의미 단위의 검색이 가능하다.

□ 일정별 추진 사항

o 일정별 내용과 진행사항

〔표 1〕 일정별 추진내용

일 정
추진 내용

구 분 연구내용 및 진행사항

2020.03 1단계
(2개월)

자료 수집

○‘역사학’, ‘고고학’, ‘한국문학’, ‘외국문학’, ‘동양고전’, 
‘서양고전’ 총 6가지 분류 기준에 의거해 그에 해당하는 
연구논저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실무회의 
격주 진행.

2020.04

2020.05
2단계

(2개월)
자료 목록화

○일정 이상 누적된 자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록화 
작업 실행.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데이터
(raw data) 확보와 차후 데이터 모델 설계를 위한 준비
물로서의 분류 및 범주화 논의를 위한 연구회의 격주 진
행.
●한중연 디지털인문학연구소와의 협업 계약(1년) 시작
(5/20)
●중간보고회 개최(6/25)

2020.06

2020.07

3단계
(1개월)
데이터 
모델링

○목록화 작업을 통해 확보한 기초 데이터(raw data)를 
바탕으로 대상 자료의 구조 및 데이터 상호 간의 의미적 
연관 관계를 전자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온톨로지 설계 
진행.
●인하대와 간담회 개최(7/29)

2020.08 4단계
(4개월)

데이터베이스 
편찬

○온톨로지 설계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검
수하고 데이터베이스 편찬 진행.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R
DF 모델에 기초한 형식(Tripple Data)으로 구축하되, 데
이터베이스 편찬 작업은 RDB(SQL)를 토대로 진행함.
●통평원 주최 연합학술대회 발표(11월)

2020.09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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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웹 서비스 구현 절차

〈그림 4〉 전체 연구 과정 절차도-장기적 모델

2020.11 ●북한 발해사 연구 분석 논문 게재(11월)

2020.12

5단계
(2개월)

웹서비스
구현

○연구자 및 대중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맨
틱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해 웹에서 서비스함. 서버에 
편찬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연구 과정에서 구축된 다
량의 데이터를 기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아카
이브’의 적절한 시각화 형식을 고려하여 개발함.
●호주 UQ 및 중국 延邊大學과 협력체제 구축
●한중연 디지털인문학연구소와의 협업 계약(1년) 종료
(1/20)
  ※데이터베이스 및 웹서비스 유지보수는 계속 진행.
●성균관대 주최 학술회의 발표(1/22)

2021.01

2021.02 ※1년차 
연구종료

이후

●북한 인문학 아카이브 소개 논문 게재 예정

2021.03 ●UQ 한국학센터 웨비나에서 발표 예정(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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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웹서비스 구현 절차

□ 참여 인력

o 책임자

성 명 대 학 학 과 직 급

김종일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연구소(원) 구 내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인문학연구원 4083 jikim218@snu.ac.kr

o 주요 참여 인력

성 명 소 속 직 급 이 메 일

최윤영 인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melusine@snu.ac.kr

류준필 인문대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k0047@snu.ac.kr

김헌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kimcho@snu.ac.kr

홍종욱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hongtsky@snu.ac.kr

고일홍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mahari95@snu.ac.kr

장문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daldol2@khu.ac.kr

류인태 한중연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연구원 ryuint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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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성과

□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설계 및 구축

o 연구 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모델링(온톨로지 설계)
- 본 연구뿐만 아니라 여타 인문학 연구 영역으로 확장 가능하고 자유롭게 공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편찬하기 위해 OWL 기반의 Tripple 데이터를 최종적인 
형식으로 삼았다.

〈그림 5〉 North Korea Humanities Data Model 2020년 11월 version.

url: http://dh.aks.ac.kr/~nkh/wiki/index.php/NKH_Data_Model

- 초기 약 4개월 간의 자료 수집과 목록화 단계를 거치는 동안 북한 인문학 온톨
로지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해당 논의를 여러 차례 거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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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이 정교하게 진화하였다. 1년차 연구 결과물 데이터는 2020년 11
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온톨로지 체계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림 6〉 온톨로지 설계 논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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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ata Model: Class -Attribute

- 관계(Relation, Edge) 데이터 정의

인물(Person) → 인물(Person)

●hasSon : 아들을두다

●hasDaughter : 딸을두다

●isSpouseOf : 배우자로삼다(양방향)

●isCousinOf : 사촌이다(양방향)

●hasMaster : 스승으로삼다

●hasMet : 만나다

인물(Person) → 단체(Group)

●isMemberOf : 구성원이다 (관계속성: 직위, 기간)

인물(Person) → 기관(Institution)

●gradutes : 졸업하다

●takesCourseAt : 수학하다 (관계속성: 기간)

●worksAt : 근무하다 (관계속성: 직위, 기간)

인물(Person) → 공간(Location)

●livesIn : 거주하다

●isBornIn : 출신이다

●visits : 방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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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Institution) → 기관(Institution)

●isAdjunctTo : 부속이다

●isPredecessorOf : 전신이다

기관(Institution) → 공간(Location)

●isLocatedIn : 위치하다

사건(Event) → 인물(Person)

●isRelatedTo : 관련있다

사건(Event) → 공간(Location)

●isSetIn : 벌어지다

논쟁(Controversy) → 용어(Term)

●isAbout : 에_대한_것이다

학설(arguMent) → 논쟁(Controversy)

●isInvolvedIn : 포함되다

원고(Article) → 학설(arguMent)

●insists : 주장하다

원고(Article) → 인물(Person)

●writer : 저술자이다

원고(Article) → 원고(Article)

●cites : 인용하다

●isTranslationOf : 번역본이다

원고(Article) → 서적(Book)

●isChapterOf : 수록되다

●cites : 인용하다

원고(Article) → 권호(Volume)

●isPartOf : 게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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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Article) → 용어(Term)

●mentions : 언급하다

서적(Book) → 학설(arguMent)

●insists : 주장하다

서적(Book) → 인물(Person)

●creator : 저작자이다

●editor : 편집자이다

서적(Book) → 기관(Institution)

●publisher : 간행처이다

서적(Book) → 서적(Book)

●isPhotoprintOf : 영인본이다

●isReprintOf : 번각본이다

권호(Volume) → 기관(Institution)

●publisher : 간행처이다

학술지(Journal) → 권호(Volume)

●includes : 포함하다

o 연구 데이터 구축
- 초기 연구 기획에 따를 경우, 1차 연도(2020년)에는 북한 인문학 중 ‘역사학’과 

‘고고학’ 영역의 지식 정보를 정리하고 데이터로 편찬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2차 연도(2021년)에는 ‘한국문학’과 ‘외국문학’, 3차 연
도(2022년)에는 ‘동양고전’과 ‘서양고전’ 영역의 지식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편찬하는 계획을 세웠다.

- 계획에 따라 ‘역사학’과 ‘고고학’ 영역의 지식 정보를 중심 대상으로 하였으며 
6,400여건(Node: 2,900여건, Edge: 3,500여건)의 시맨틱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 노드 데이터 목록은 하단의 표 2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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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온톨로지 설계(2020년 11월 버전) 기준 전체 데이터 규모

Class A Node Data Class B Edge Data 비고

Person 1042

Person 16

Group 74

Institution 253

Location -

Group 51 - -

Institution 156
Institution 16

Location 5

Location 4 - -

Event 2

Person 4

Group -

Institution -

Location -

Controversy 4 Term -

Argument 13 Controversy 15

Volume 210 Institution 176

Book 107

Person 90

Institution 52

Argument 1

Article 1319

Person 1153

Argument 19

Institution 58

Book 9

Volume 1289

Term -

Journal 11
Volume 235

Institution 2

Newspaper 5
Volume 3

Institution 2

Term - Term -

노드 데이터 총 2,900 여건 엣지 데이터 총 3,500 여건

총 6,400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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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aw data sheet의 모습

data download url: http://dh.aks.ac.kr/~nkh/wiki/index.php/Dataset

- 시맨틱 데이터 형식(Tripple, S-V-O)의 데이터베이스 편찬(RDB)을 통해 그래
프 형태로 데이터 시각화를 가능하게끔 함.

〈그림 8〉 Vis.js와 Neo4j(http://neo4j.com)를 통해 시각화한 시맨틱 데이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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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eo4j(http://neo4j.com)를 통해 출력한 데이터의 확대 모습.

o 미디어위키 데이터베이스 환경 구현

〈그림 10〉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위키 url: http://dh.aks.ac.kr/~nkh/wiki/

- 위키 엔진으로 구현된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통해 
연결하는데, 하이퍼링크는 문서 내에서 정의된 특정한 정보를 여러 맥락으로 확
장하는 데 유리하며, 해당 정보를 다른 여러 주제와 연결해 줌. 따라서 위키 기
반의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는 장기적 협업에 유리하며, 시맨틱 데이터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위키는 장
기적으로 북한 인문학 데이터를 편찬하는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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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 인문학 위키 페이지 편찬 작업 진행
- 인물 위키 페이지를 작성함. 생애, 연구, 논저 등 인문학적 정보를 대상으로 텍

스트 기술, 타임라인, 전자지도, 네트워크 그래프 등 멀티미디어 형식의 정보 
제공 플랫폼 구현.

- 북한 인문학 주요 인물에 대한 위키 페이지 작성. 페이지는 개요, 생애, 연구, 
논저목록 등 인문학적 기술과 시간 정보, 공간정보, 데이터 네트워크 등의 디지
털 인문학적 정보 제시로 구성됨.

〈그림 11〉 북한 인문학 시맨틱 위키 김광진 페이지 예시

url: http://dh.aks.ac.kr/~nkh/wiki/index.php/김광진

〈그림 12〉 김광진 위키 페이지 예시: 텍스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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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김광진 위키 페이지 예시: 타임라인 구현 및 임베딩(Timeline.js)

〈그림 14〉 김광진 위키 페이지 예시: 전자지도 구현 및 임베딩(leaflet.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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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김광진 위키 페이지 예시: 네트워크 그래프 구현 및 임베딩(vis.js)

〈그림 16〉 김광진 위키 페이지 상의 텍스트 기술 및 멀티미디어 자원 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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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웹사이트 및 기본 검색 플랫폼 구현
- 서버: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서버 호스팅(dh.aks.ac.kr)

- 웹사이트는 북한 인문학 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
는 페이지라 할 수 있다.

〈그림 17〉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웹사이트

url: http://dh.aks.ac.kr/~nkh/

-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검색 페이지 구현: 검색 박스(Search Box)가 제공
되는 서비스 페이지는 시맨틱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검색해서 출력해볼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함.

〈그림 18〉 시맨틱 데이터 검색 서비스

url: http://dh.aks.ac.kr/~nkh/search/nkhSear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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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시맨틱 데이터 검색 서비스 예시: ‘도유호’ 검색 1단계 네트워크 출력

〈그림 20〉 시맨틱 데이터 검색 서비스 예시: ‘도유호’ 검색 2단계 네트워크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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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시맨틱 데이터 검색 서비스의 기능적 효과

□ 논문 집필(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활용)

o 고일홍,「북한의 발해 연구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 -북한 학술지 목록
화 사업 결과물을 활용한 내용분석」 (『인문논총』77-4, 2020.11)

〈그림 22〉 ｢북한의 발해 연구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 논문의 연구 대상

- 연구의 출발점: 2017년도 통일기반구축사업(사업기관:인문학연구원, 연구책임
자: 김주원). 통일인문학의 토대가 되는 기초자료 수집 및 DB화를 목표로 함. 
북한 고고학의 성과에 대한 남한 연구자들의 왜곡된 시선 인식이 있기에, 북한 
인문학 기초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인식함. [결과물 1] 북한 대표 고고학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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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고연구』 2000년 이후 논문 DB 구축, [결과물 2] 2018 논문 「北韓 考古
學界 最近 現況 檢討-『조선고고연구』에 대한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호서고
고학』 41 (KCI 등재지)

- 연구 확장의 기회 : 2020년도 통일기반구축사업(사업기관:인문학연구원, 연구책
임자: 김종일). 북한 고고학 DB 확장 및 최신 자료 확보 및 디지털 인문학 접
근에 입각한 DB자료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법의 연구경향 분석 시
도. 북한 자료를 활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디지털 인문학 접근의 유용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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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북한의 발해 연구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의 분석 결과 예시

o 김도민, 홍종욱, 강수연, 홍수현,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
축과 활용」(『인문논총』78-1, 2021.2, 예정)

□ 학술회의 개최 및 발표(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관련)

o 인하대와 간담회 개최(20.7.29)
o 서울대 통평원 주최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20.11.25)
o 성균관대 학술회의에서 발표(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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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문학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o 호주 University of Queensland 및 중국 延邊大學과 협력체제 구축
- Webinar Discussion on Korean Studies Hosted by Korean Studies Centre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in collaboration with SNU 

Institute of Humanities and Korean Studies Center at Yanbian University 

China (Wednesday, 17 March 2021, 예정)

-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영문판 론칭을 위해 협의 중.

□ 관련분야 기여도

o 북한 인문학 연구에 대한 기초 정보 제공 웹서비스 플랫폼 확보
- 본 연구를 통해 여러 학술영역으로 확장 가능한(Extensible) 북한 인문학 연구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데이터 아카이브 및 검색 서비스를 웹 환경에서 제공함으
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구현함은 물론, 연구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후 
북한 인문학과 관련된 확장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현재 
구현한 데이터 아카이브는 인문학연구원 웹사이트에서 팝업(하이퍼링크)을 통해 
연결해 제공함으로써 북한 인문학 연구 데이터를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이로써 
한국 인문학 연구자의 호응과 후속 북한 연구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o 국제적 차원의 북한 인문학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기반 확보
- COVID19로 인해 연구자들 간의 직접적 만남이 어려워지고 Webinar가 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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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상황에서, 웹 기반의 연구 DB 구축 및 공유는 학술 교류를 위한 필수
적 조건이 되어가고 있음. 이번 연구 결과물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적의 북한 연
구자와 협동 연구를 기획할 것이며, 이로써 해외에 산재한 북한 인문학 자료를 
수집하고 나아가 냉전과 분단의 장애를 넘어 ‘북한 인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입
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4. 예산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o 사업의 적절성

- covid-19 사태로 비대면 연구 및 교육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응. 

- 북한 인문학의 학제적 연구라는 사업 목적에 맞춰 역사학, 고고학, 한국문학, 
외국문학, 서양고전, 동양고전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진행.

o 사업의 효율성

- 문헌 인문학 연구자와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의 협업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디
지털 아카이브를 넘어 연구자, 시민 친화적인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

o 사업의 영향력

-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개발한 온톨로지 모델을 바탕으로 하
여 디지털 인문학 워크숍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를 개최.

-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사업의 경험을 성균관대 주최 학술회의에
서 소개. 

o 사업의 발전가능성

- 한국 근대 지식인 및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표
준 온톨로지와 시각화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영문판을 공개함
으로써 해외 한국학 교육 및 연구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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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 인문학 주요 분과 학문 분야 확충

- 2020년도는 사업 제1차 연도로서 역사학과 고고학을 대상으로 함. 향후 한국문
학, 외국문학, 동양고전, 서양고전 등 주요 학문 분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o 온톨로지 설계 조정을 통한 표준 모델 확립

- 역사학, 고고학을 대상으로 설계한 온톨로지를 다른 학문 분야에도 적용함으로
써 범용성을 갖추도록 조정하여 향후 한국 디지털 인문학의 표준 모델 확립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계획

o 제2차 연도와 제3차 연도 사업 수행

- 제1차 연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2차 연도와 제3차 연도에 걸쳐 한국문
학, 외국문학, 동양고전, 서양고전 등의 학문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이미 설계한 온톨로지를 조정해 가고자 함.

o 교외 경쟁적 자금 획득

- 북한 인문학 전반에 걸친 기초적인 시맨틱 데이커 아카이브를 구축한 뒤 교외 
경쟁적 자금을 획득하여, 근대 한국 인문학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고자 함.

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o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 6,300여건(Node: 2,900여건, Edge: 3,400여건)의 시맨틱 데이터 수집･구축.

- 2020년 11월 공개.
o KCI 논문 2편 집필

- 고일홍,「북한의 발해 연구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 -북한 학술지 목록화 사
업 결과물을 활용한 내용분석」 (『인문논총』77-4, 2020.11)

- 김도민, 홍종욱, 강수연, 홍수현,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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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인문논총』78-1, 2021.2, 예정)

□ 성과 자율 지표 

-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 KCI 논문 2편 집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