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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어느덧 차가운 북풍이 가시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때를 맞아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는 TGIF로 대표되는 인터넷과 SNS 및 Big data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
으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전개에 발맞
추어, 우리 인문한국연구소협의회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문학과 지역학의 사회적 확산 양상을 소개하는 동시에,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역할과 미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학문적 가능성과 방향을 탐
색하는 향연에 동참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 3. 14.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장

조성택

학술발표 프로그램

11:00 ~ 11:20

등록

11:20 ~ 11:40

개회식
		
		
		

11:40 ~ 12:40

기조강연
		

12:40 ~ 13:40

오찬

13:40 ~ 14:50

학술발표
		
		
		
		
		

14:50 ~ 15:00

“Digital Karma: New Obligations in Humanities”
강연자┃Lewis Lancaster (U. C. Berkeley 명예교수)
네이버 구내식당
세션 1.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의 역할 사회┃차철욱(부산대)
1. 디지털 시대와 정보 존재론
발표┃신상규(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2. 레고이즘(Legoism)- 모더니티의 정점과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발표┃박승억(숙명여대 교양교육원)
세션 1 토론: 고인석(인하대)

휴식

15:00 ~ 16:40

학술발표
		
		
		
		
		
		
		

16:40 ~ 16:50

개회사┃조성택(인문한국연구소협의회장)
축 사┃서태열(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환영사┃김종환(네이버 사전 Cell장)
사 회┃박종천(고려대)

세션 2.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과 미래 사회┃윤용수(부산외대)
1. 빅데이터 시대의 디지털인문학
발표┃김일환·이도길(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 위키피디어를 넘어선 지식 정보 스토리뱅크 구축에 대해
발표┃조관연(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 동아시아 개념사와 디지털 인문학의 만남
발표┃송인재(한림대 한림과학원)
세션 2 토론: 신광철(한신대)

휴식

16:50 ~ 18:00

학술발표
		
		
		
		
		
		
		

세션 3. 디지털 인문학의 사례와 현황 사회┃최우익(한국외대)
1. 디지털인문학 기반의 지중해전자문화지도(MECA) 구축
발표┃강지훈(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2. ‘디지털 인문학’과 ‘통일인문학’: DMZ 재상징화를 위한 디지털-인문학적 기획
발표┃박민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3. 네이버 관련 디지털 사업의 성과와 전망
발표┃황재문(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은경(네이버 지식백과실)
세션 3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8:00 ~ 18:10

폐회 및 안내

18:10 ~ 20:3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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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는 길

지하철 이용 시 ·정자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불정교사거리에서 우회
전하여 네이버 그린팩토리까지 도보 이동
버스 이용 시

·급행 8100(서울역버스환승센터), → 4102(숭례문)
→ 정자역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이동
·직행 9000(서울역버스환승센터) → KT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이동

자동차 이용 시 ·서울에서 오실 때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경유하여 불정교사거리를 거쳐 네이버 그린팩토리
로 이동
·지방에서 오실 때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수지 방면
우회전 → 대왕판교로 → 백현1교차로에서 수내역
방면으로 좌회전 → 백현로 → 백현사거리에서 오
리역 방면으로 우회전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진입 후 서울에서 오는 방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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