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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Hyperconnected Era: 

초연결시대의 환경 변화의 핵심:

(1) 개인과 기기 간 연결성 강화

(2) 현실과 가상의 결합,

(3) 대규모 정보의 처리 및 시각화,

(4) 개인화 된 맞춤 정보 이용



https://i1.wp.com/jugglingdynamite.com/wp-content/uploads/2015/06/Smart-phone-replaces-technology.jpg


IoT: Four Things per Person
한 사람이 4개 이상의 기기로 연결



Mostly READ WEB

• 소수 집필자 Author
• 다수 사용자 User
• 정적인 정보
• 홈페이지
• 콘텐트를 소유
• HTML 포털
• Web Form
• 디렉토리 (택소노미)
• 브리타니카 온라인

• innobuzz-
preetvihar-tushar-
verma.blogspot.co
m/2017/08

Mostly Self-Learning,    
Self-Organizing Web

• 개별사용자에 촛점+
• 주제영역+ 지식수준
• 보편적 월드 컴퓨터

로서 인터넷
• 보편적 지식베이스로

서 Web
• YouTube 만능

Mostly Mobile/Personal

• 맞춤형 Web학습
• 개별 사용자에 촛점
• 요구형 역동적 통합

콘텐트
• 시맨틱웹과

콘텐트 객체 (object) 
• 위젯, Mashup,         

메타데이터, 온톨로지
• 사용자행태
• 사용자 적극참여

Mostly READ-WRITE

• 소통형 Web
• 다수 집필자
• 더 많은 사용자
• 상호작용성 (블로그, 

Wiki 등) 
• 콘텐트 공유
• XML, RSS
• Web Application
• Tagging (Folksonomy)

• 위키피디어

Web 1.0
정보 WEB

WEB LEARNING
READING 1.0

Web 4.0
지능 WEB

INTELLIGENT LEARNING 
4.0

Web 3.0
시맨틱 WEB

PERSONALIZED WEB
LEARNING 3.0

Web 2.0
소셜 WEB

COLLABORATIVE RMM
WEB LEARNING 2.0

1994-2000

2020-2030

2010-2020
2000-2010

출처:Innobuzz-preetvihar-Tushar-verma.blogspot.com (2017년 8월) 



Active Learning: New Paradigm

자기주도학습: 새로운 지식유통 환경

학습환경

디지털 사업 변화
Digital Business 
Transformation 

‘능동학습’으로 전환
The Shift to Active 

Learning

모든것을 ‘분석＇
Analytics Everywhere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Personalized 

Learning

사회적-감성적 학습
Social-Emotional 

Learning

대화형사용자인터페이스
Conversational User 

Interface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디지털기반 시험평가
Digital Assessment

적응형 학습 시스템
Adaptive Learning

가상/증강 현실
Virtual/Augmented 

Reality

기술요소
Cloud

Mobile

Social

Information

Internet of Things



• 한 사회가 지나온 시대의 독특한 기록

• 역사적 증거물의 보존

• 문명화된 공동체가 정체성을 유지

• 집단기억과 체험으로 문화적 재창조

• 정신적 자산 후세에 전해 번영, 발전

– UNESCO/PERSIST

– ICA: Int’l Council on Archives

Purpose of Digital Archive  
디지털 아카이브의 목적과 기능





Digital Curation:  Definition 
디지털 큐레이션의 정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사용자들이 디지털 연구 데이터
및 기타 디지털 자료를 데이터 생애주기lifecycle 전체
기간에 걸쳐, 그리고 이후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말함. 

여기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및 디지털 보존작업도 포
함될 뿐 아니라 좋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
한 모든 절차들과 데이터에 가치를 더해 새로운 정보
와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이 되도록 해주는 역량
까지도 포함한다.”

Neil Beagrie (2008) https://dblp.org/rec/journals/dlib/Beagrie04



Digital Curation: Scope 

디지털 큐레이션의 범위

• 박물관 큐레이션–공공 프로그램 구성, 전시/가상전시
• 아카이브–디지털 컬렉션 구성,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

램, 공공 프로그램 구성, 전시/가상전시

• 디지털 스토리텔링–맥락화CONTEXTUALIZING, 개인의 이야기
모음, 구술역사, 문화인류학적 접근방식

• 디지털 인문학 데이터 큐레이션: 새로운 발견과 결론에
도달하기; 기존 발표 내용에 대한 도전

• 데이터 시각화
• 데데이터 관리 – 메타데이터 구성/관리 (콘텐츠 및 포맷

이전 시 필요한 경우가 많음)
Arjun Sabharwal (2015)



기록물/유물 – 디지털 아카이브 – 디지털 백과사전 - 시맨틱웹 환경



Relational Network Graph of Nodes (NDRM)
국채보상운동 지식요소 관계망 그래프로 보기

• http://dh.aks.ac.kr/~joanne20/graph/DRM_ex/DRM_ex.htm

• 지식요소(노드)간의 맥락 검증은

관계망을 시각화 해 보기로 가능. 

http://dh.aks.ac.kr/~joanne20/graph/DRM_ex/DRM_ex.htm




Name NDRM

1896. 07 1898. 11 1906. 04 1907. 02 1907. 04 1908. 01 1909.08

윤치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대한자강회 국채보상운동 신민회 청년학우회

안창호
흥사단
(1913)

공립협회
(1905)

국채보상운동 신민회 서북학회 청년학우회

이상재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신간회(1927) 국채보상운동 신민회 기호흥학회

남궁억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황성신문사
(1898)

국채보상운동 대한협회

윤효정 독립협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국채보상운동 대한협회 기호흥학회

장지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대한자강회 국채보상운동 대한협회 조선광문회

최남선 국채보상운동 청년학우회 조선광문회

박은식 서우학회 국채보상운동 신민회 서북학회 조선광문회

이동휘
한북학회,
대한자강회

국채보상운동 신민회 서북학회

신채호 국채보상운동 신민회 대한협회

이준
국민교육회, 
독립협회

헌정연구회 한북학회 국채보상운동
대한보안
회(1904)

양기탁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대한협동회
(1905)

국채보상운동 신민회

애국계몽운동 (한말 – 1910년) People & Group





Murder, War, Treaty, Movement 

한말-대한제국기 국제적 상황

을미사변(민비시해) 1895 

노일전쟁 1904-5 

한일의정서 1904.02

영일동맹 1905.08.12

노일강화조약 1905.09

을사보호조약 1905.11

국채보상운동 1907.02



What do we know about NDRM?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을
무엇을 알고 있는가?







Seo Sang-don 
(1851-1913)



1912년 대구 대교구 첫 사제 피정. 

Seo Bermond, Julien, Mousset, Journeux, Zaucet, 
Canelle, Cadars, Peyne, Caeanoli, Baudounet, 
Ligneul, Vernorel, Mialon, Jaquet

Mgr. Demange



Priests of Daegu Seo Clan (Yellow mark)

대구서씨 문중 신부님 배출현황

상돈







Western Correspondents: Russo-Japanese War 
러일전쟁에 특파된 서양인들 (1904-5) 

• 러일전쟁 종군기자단

• 러일전쟁 종군 사진기자단

• 한국은 그들에게 문화충격. 

• 사진, 신문기사, 여행기, 관찰기

• 배설:  대한매일신보

• 잭런던: 

• 맥켄지: 









러일전쟁 https://en.wikipedia.org/wiki/Russo-Japanese_War

Foreign Officers and Observers after the Battle of Shaho
(沙河江 전투)  

https://en.wikipedia.org/wiki/Russo-Japanese_War




UK-Japan Diplomatic Conflict
영일외교마찰

배설 Thomas Ernest Bethell 

양기탁 Yang Ki-tak

영국외무성 Edward Grey 경

주일대사 Claud McDonald

주한공사 John Jordan  

주한영사 Henry Cockburn 

일본통감 Ito Hirobumi



1908.08.15  Daily Mirror Article .  
Korea Daily News 의 발행인인 영국인 Bethell이 스티븐스 저격등
한국인을 선동하는 기사를 싣고 항일 논조를 편 이유로 3개월 구속된 사이
양기탁을 신문사 밖으로 유인하여 체포, 의연금 횡령혐의로 재판에 회부함. 











Daegu.  2 October 2018, Lothar Jordan 발표

UNESCO MoW Utilization 

1. A Website for Intercultural Dialogue

2. Teaching Units for Schoolchildren

3. Narratives for a Wider Audience

Best-practice examples of websites that mediate items 
of the MoW (World) Register to an international 
audience

1. Translations

2. Commentaries



Cultural legacy: 음악과 문학

• https://en.wikipedia.org/wiki/On_the_Hills_of_Manchuria

https://en.wikipedia.org/wiki/On_the_Hills_of_Manchuria


Cultural legacy

Nogi Maresuke
乃木 希典 노기대장

https://en.wikipedia.org/wiki/Nogi_Maresuke

https://en.wikipedia.org/wiki/Nogi_Maresuke


Cultural legacy

충정공 민영환
(1861.08.07 – 1905. 11. 30)

혈죽:  고려대학교 박물관



1906. 7. 15
기쿠다(菊田)사진관 촬영

대한매일신보 (1906.7.17) 
양기훈刻 혈죽도



결 론 Conclusion

디지털 큐레이션은 기록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담긴 정보에서

현재에도 통용되는 의미를 찾아내어 현대인에게 역사를 알게 하고

정체성있는 재창조 작업의 자산이 되도록 가치를 부가하는 작업이다.

지식과 정보를 검색하고 향유하는 수단이 전지구적으로 연결된 오늘의

초연결사회야 말로 역사와 관련된 맥락 정보와 지식이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넘어 인류사회에 보편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모든 기억기관 간에 상호 연결 및 관람 대상물(object)과 관람자(observer)

간의 연결까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깊은 인문학적 연구와 역사를 차가운 이성으로 탐구 하고 열린

마음과 관심깊은 눈으로 새롭게 네러티브를 쓰는 디지털 큐레이터 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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