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國學鼎究와 얀터 넷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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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문서정보 이외에도 화상， 동영상이나 음성까지 포함하는 멸 

티미디어 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할 뿐아니라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사용법을 제공하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 VI끼끼γ찌r)의 보급으로 인해 이른바 ‘정보외 바다’ 또는 ·정 

보의 寶庫’라 일컬어지는 인터넷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국내에서도 

크께 활성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학교나 연구실， 자택에서 인터넷에 접속 

하여 손쉽게 정보교환의 도구로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월드 와이드 웹(www)이나 자료전송(ftp )， 전자우편(maill ， 뉴스그룹 

(news group) , 텔렛(telnet) 등 인터넷이 제공하는 기능은 다양한 방변 

에 걸쳐 있고， 또 그 활용의 가능성은 앞으로도 더욱 무궁무진하게 늘어 

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엿보다도 상당한 정도로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을 뛰어넘어서 신속한 전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각종 정보의 수집과 

검색， 의견의 교환 등을 종래보다 훨씬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가능은 종래 정보의 수칩과 검색에 상당히 많은 시간 

을 투자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와 같윤 중국학 연구자에게도 중요한 의미 

*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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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닐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현재로서 지나친 기대는 콘란하지 

만)， 인터넷의 폭넓은 기등이 재대로 활용되면 사실상 같은 중국학 연구자 

내부에서도 상호간익 정보소통이나 의견교환이 보다 원활해질 수 았을 뿐 

만 아니라 學際間의 交流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았는 방안으로 이용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人文學이나 中國學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 

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學界內部에서의 정보나 의견교환의 不

까빠는 現象이2-(는 점은 날라 지적되고 있지만1)， 세부 전공의 영역이 고 

착화됨으로써 초래된 이라한 現象은 이 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던 동이문 

화연구소에서 1996년말부터 1년간에 수차례 가졌던 중국학을 연구하는 인 

문대학 대학원생(박사과정이나 수료자)들의 간담회에서도 여전히 쉽게 확 

인될 수 있었다. 상호간의 교류냐 정보교환을 위한 제도니- 모암 등 이른너]

공동의 작업이나 연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꽁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은 人文大學에서 같은 中國學을 연구하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면서도 

개별적인 인간관계활 제외하면 연구자나 전공 상호긴에 대해 카의 알고 

았지 못하며1 중국학에 대한 접근방삭이나 연구방댐， 논문의 작성 방법도 

상당히 다르다는 접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라한 전공영역의 고착화를 통 

한 중국학 연구익 분산화는 국내 중국학 연구의 발전를 위해서도 크게 장 

애로 지적되는 만큼 그것을 지양하는 방안의 필요쟁이 점차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아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힘 학문적 또 

는 학저l간 연구와 공동연구， 그라고 역량의 결집을 위한 정으토-서 연구소 

나 학회의 활성화가 아마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자적되겠지만(앞서의 간담 

회에서도 자주 논의된 바 였다l，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필자가 논의허기로 

하였으므로 필자에게 주어진 중국연구에서의 인터넷믹 휠용。l라는 주저l에 

1) 우리나라 중국학계이1 한정해서 그 연구의 현황과 파제이1 대해 논의한 全樂J팩 r韓 

햄속의 中國學J ‘ r세대J 183, 1978 .: 박원호 r독자적얀 東아시아 댄및像의 구성을 

위한 4덤패」， r中國學論嚴J 저118집， 1994 : 李成珪 r中國史빠究의 現況파 課體J ，

『우리나라 地域짧究現況 • 問題點 · 活1生化方案:~Jf究~ (서울大책校l건Jjø;댐츄縮合센터， 

1990) ; 전성홍‘ r한국의 중국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의 지역연구 · 현황과 과제J 
(서울대학교출핀부， 199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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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한정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실 이라한 문제에 대해 필자는 

잔 알고 았지 못한 문외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상당히 전문적인 겁토를 통해 자서l한 방법과 방향을 탐색한 글 

을 침조하면서2) 이러한 대안에 대해 간단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1 

앞서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을 이야기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한 정 

보검색의 차원을 념어서 학술분야에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 았으며， 이에 대한 모색도 출발단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학과 관련된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인터넷을 이용 

한 국내에서의 자료정리(데이타베이스)나 정보이용과 교환은 적어도 아직 

도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email address를 가지고 전자 

우편을 이용하게 되면서 기초적인 바탕은 갖추어지고 았다. 또한 자기자신 

이 만든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올라는 사람의 수도 점차 늘어니고 였다 하 

지만 email의 전송이나 단순한 도서목록검색을 벗어나 좀더 작극적으로 

인터넷이 제공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모색해본다면 아직까지는 기대 

와는 달리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3) 

2) 李種京 r얀터넷올 활용한 역사교육의 가능성 탐구 썽방헝:작 수업l상식을 증심으 

로 」， 『歷史敎育』 제66집， 1998; 申벚振 「中國地域뻐究관련 인터넷자료의 ~fu形

圖1: 그 특성， 분포와 휠용방안을 중심으로J (신경진 http/!plaza1.snu.ac.kr/ 
-kjshirνpaperPDF)，『歷휩됨쩨 578(1998年 6꺼護에) 살린 득집 「歷맛學ε 4 ν 
갖→;j'，! I、」 등에서는 인터넷의 기능이나 그 가능성파 한계， 역사학과 인터넷의 

펀계에 대한 여랴 연구지들의 전망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라한 문제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들은 여기로 넘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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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필자의 가까운 곳부터 출발해서 그 현횡을 살펴보자. 가장 먼 

저 역사학파 관련된 인터넷의 이용음 시작하자띤 역사학관련 學科에서 마 

련한 홈페이지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대학 국사학 

과의 경우에는 이미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ι 

www.snu.ac.krrhistoria) . 여기에는 학파 연혁， 교과정， 개설과목， 답λt 

학술지(~轉행휩倫의 총목차 게재) , 교수논저 등이 소개되어 있다.www 

에서의 괴방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BBS사이트(게시판/자료셀동문회)를 

개섣하였으며 검색엔진과의 링크로는 國內論著Oatabase인 KHC(http:/ / 

www.hongik.ac.kr/~khc). 國벚編髮委員會(http:νwww.nhcc.go.kr/) , 

서울대학교 奎章關(http://kyujanggak. snu.ac.kr) 사이트가 실려 있다. 일 

단 간략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한국학을 탐색해볼 수 있는 기본작인 길잡 

이는 제공되는 셈이다. 

또한 다른 대학에서 제공하는 역시관련 훔페이지나 사이트를 찾아보면 

아마 가장 먼저 마들어진 대표적인 곳으로는 홍익대학교 역사교육학과에 

서 제공하는 r한국역사접속J (the Korean Historical Connection. 약칭 

KHC) 웹사이트(httpψwww.hongik.ac.krrkhc )를 들 수 았다. 이 사이 

트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한국사 동양사， 그라고 서양사 분야의 연구업적 

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연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섣립 

되어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 

체로， 무보수 자원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자료를 공동으로 관리하 

는 학회는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고대사학회가 있으며， 한글 

로 쓰여진 書誌텀錄 검색(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영어로 쓰여진 한국사 

관련 서지 목록(Korean History) , 한국 소재 역사학 관련 학회 및 단체 

의 현황， KHC 제공 한국사 관계 링크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았다 여기 

서 제공하는 서지검색을 이용해보면 국내에서 쓰여진 석·박사학위논문과 

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검색엔진의 하나얀 섬마니(http ‘νsearch.simmani.com)를 

통해 ‘동양사’란 주제어로 검색해보변 경우 15개의 사이트가 검출되며， ‘중국사’의 

경우 5개， ‘중국’의 경우 전체 3467B의 사이트가 검출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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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학술지에 소개된 일반논문의 서지목록 24，000여건이 데이터베이스로 

팀겨져 있으며， 동양사서지는 약 6돼0건이 축적되어 있어 완비되지는 않 

았지만 기초적인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였다{참고로 ‘선해혁명’이란 주제어 

로 검색해본 결과 23건의 논문제목이 제콩되는데 2건은 중복되고 펄자의 

이름이 잔못 되어 였으며， 최근의 성과는 아마 반영되어 었는 것같지 않 

다μ) 

또한 원광대학교 사학과에서도 동양사규장각(Orient Database) ï:'t운 사 

。l트를 개칠하여(http씨www3.shinbiro.com/!his96/history/od.htm) 아 

사아 각국사에 대한 인터넷사이트의 링크를 정리해 놓고 았다. 유사한 것 

으로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실 

(http://web.pusan.ac.kr/dept/hisedu/library.htm)도 들 수 있는데 여 기 

서는 역시학 관란 웹사이트(역사학， 동양싸 서양사 관헨역사교육 관련/한 

국 역사와 전통 문화/박물관/한국의 박불관/힌국학 관련 해외 사이트)， 역 

사학 핀란 국내 학과 사이트， 역사학 관련 국외 학과 사이트의 링크 리스 

트를 제공하고 았다. 한편 대학에서 개설한 것은 아니지만 앤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산비로( www.shinbiro.com)’의 역사동호인 모암얀 ‘얀터넷 

역사연구회- 역사속의 나그네’에서는 한국샤 동양샤 서양사에 관련된 다 

양한 사이트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내 역사학 관련기관 및 

학희’란 주제에서는 국내 역사학 관련기관 빚 학회， 사학괴에서 개설한 얀 

터뱃 사이트에 대한 종합작얀 리스트가 제공되고 았는 것야다(11ttp:자ww 

w. shinbiro.com/@infonet/his/world/kor-class.htm) . 이 라스트를 보면 

국내에서 역싸관련 연구소나 학화에서 개설한 흠페이지는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인터넷을 동한 접근이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을 암 수 있다. 또한 한국사를 재외한 동서양사에 관련된 사이트는 일부 

소규모학회나 동호회에서 개설한 것뿐 아주 소수이다. 여기서 수록한 동양 

4) 경향신문의 소개기샤애 의하면 이 사이트는 재정적인 지원 한푼 없이 7년동안 5 
병의 교수와 28벙의 탱뿜들이 자원봉사로 지료를 입략히고 검색프로그램을 민들었다 

고 한다(bttp://ww.khan.co.kr/nevrs/magazinex/newmediai01306403ad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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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련 랭크인 ‘통양사일반’을 보면(http://www.shinbiro.com/@infonet 

/his/world/world • ori.htrnl ‘몽양사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동양사를 지 

역별로 분류하여 각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검색해볼 수 였도록 분류한 링 

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국사를 전공하는 국내 역사학관련 한괴의 교수나 연군자들0] 개 

섣한 홈페이지들도 점차 늘어냐면서 교수 자신의 연구주제와 업적， 강의안 

과 강의내용의 소개， 관련사이트의 렁크， 學生0]나 와부의 사용자기- 이용 

할 수 았는 게사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녁 앞서의 싸이트들과 유사 

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5) 이러한 인터뱃 흠페이지를 學生과의 수업에 

이용하거나 강의를 깨설히는 시도 나..o}기-서는 ‘假챙大學’도 실험단계이지 

만 활발하게 보급되고 았고 또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라라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이트틀은 각가 완비된 것은 아니고 제공하는 정보도 다양한 형 

태로 분류되어 았지만 이곳만 검색하면 사실 국내 역사관련 인터넷 사이 

트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체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보나 데이터베이스의 양은 아주 제한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확충이 팔 

요하며， 자발적인 서비스나 자원봉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성과 

에 커다란 제한야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상딩한 노력이 투자되어 

야 한다는 점도 더불어 지적될 수 았을 것이다. 

한편 대학의 학과나 교수， 연구자 등이 각기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제공 

하든 홈페이지나 서비스외에도 각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도 

5) 중국사를 연국하는 각 대학교수가 개설한 흠펙이지의 예를 몇가지 틀어보면 한림 

대학교 사학과의 김병준 교수(http:';/suα.hallym.ac.krrbjkiml， 경상대학교 사학 

파의 신성곤 교수Chttp까/www.gSl1u.ac.kr.rskshinl. 경남대학교 사학파의 유창 

근 교수(http://www.kyungnam.ac.k1/yujangl. 목포매학교 역사문화학부의 박 

혁순교수Chttp://mnum.mokpo，ac.kr;아spar셈 등이 개설환 사이트가 있다. 여들 

사이트애서는 각자의 연구성과 목록과 캉의 내용 깅의안과 감고분한랙， 그랴고 

중국학 관련 사이트에 대해 상당한 노력윤 기울여 만든 아주 상서1한 랭크들이 소 

개되어 있아 앞서 든 국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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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휠성화되고 았다. 지금으로선 가정 대표적인 것은 아마 도서목록검색 

서비스일 것아라고 생각되는데， 국회도녁관(http://www.nanet.go.kr )이나 

국립증앙도서관{http 지203.237.248.5시에서도 물론 도서목록의 감색 서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힌국학술진흥재단에서도 국내외 최선학술정보 제공 

윤 통한 연구 환경 조성， 범국가작 학술정보망- 구성， 대학도서관 전산화 

사엽 운영， 전국 대학 가상도서관- 구축 등을 목적으로 첨단학술정보센터(K 

orea Rease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kric.ac.krl를 젤치하 

여 도서종합목록의 겁색 기능(http//WvVvv.kl→ic.ac.kr/UNIONhtm/unÌol1_i 

ntatddex.htm)을 제공하고 였다 1999년 1월 현재 종합목록 서져레코드 

7.044，492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 1457B대학의 도샤뜩록을 앨 

괄하여 검색할 수 았는 편의를 제꼼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중앙도서관 

도 서울대학교 및 SOLARS를 사용하는 20여개 이상 국내대학의 문란자 

료를 종합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틀 제공하며(hπp;//so]armet-smackr/a 

dvanced_search.htmD , 국내 대학도서관 Web Site로의 렁크도 마런되어 

있어(http//so1arsnet. snu.ac.kr/database/inouLlib/univ_1ib.htm1) 앞서 

소개한 사이트로의 연결뿐만 아니라 해외도서관. 세계의 대학으로의 접속 

정보가 채공되고 였다. 이러한 검색창구를 통해 고}거보디는 훨씬 용이하게 

국내 도서관이나 대학에 소장된 참고자료를 찾아보거나 求得할 수 있게 

되었음은물론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한국학에 대해서는 따로 서비스를 마 

련하여(http://solarsnet.snu.ac.kr/korea) 한국학 정보 및 관련 사이트， 

한국의 역사를 연구히는 국내 빛 해외의 학회 및 연구기관 사이트，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한국학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라한 서바스는 도서관 자체에서 지1공하는 것으로 

는 당연히 한계가 있어 판련 학회나 연구소에서 보다 본격적인 기반을 갖 

추어 제공히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저l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 

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학과의 공동작업과 정보교환을 통해 이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작인 파제가 되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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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문대학 동양사학과의 경우도 학과 홈페이지는 이직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중앙도서관악 주제별 학술정보 인문과학 ‘동양시←학’렌을 통 

해서 (http://solarsnet.snu.ac.kr/ subj ecνonenνorient.htmD' 관련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관련학과 안내(동양사펙과 소개)， 관련 

학회 안내， 사전·명감·연감‘ E-JOURNAL FULL TEXT, ONLINE 검색 

서비스， 타 대학 및 연구소， 기타 학술정보(서울대동양사학과 피논집의 목 

차 제공)， 학과게시판， 학위논문다운로드(서울대학교 학위논문 원문 다운로 

드 및 초록정보서비스) 등의 링크와 정보플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E-Journal Full Text’헝목에서는 얀터넷으로 접근하여 그 복차니 나아가 

서는 거기에 실린 논설까지 받아볼 수 있는 ‘전자잡지’와의 관련링크른 우 

선 소개하고 있다. 이를테면 近代中壓l과 관련된 예를 몇기지 들어보면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Oakland, CA, USA)이나 

Late Imperial China(淸벚問題)， Twenty-First Century Bimonthly(느 

十→世紀 : 홍콩중문대학에서 발행하는 「二十 1!t-*，딘』 흠사이트. 全號 뎌次 

제공)， The China Quarterly (1996년 이후 발행분의 목차， 요약문 검색 

가능) 등이 그것인데 Bulletin of Concernecl Asian Scholars의 경우 일 

부 논문까지도 제공되고 있다(Symposium on Prasenjit Duara' s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from BCAS vo1. 29, no. 4, 

Oct.-Dec. 1997). 또한 미네소타대학에서 제공하는 정기간행불 목록 서버 

스 (maintained by the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y)와도 링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國맛館館刊』， Uo近{-\';中l행」， 『近代中國벚鼎究通m~ 

등 대만의 중국근대사관련학술지 w近代벚빠究ι 『抗H戰爭따f究1』， 『歷벚짧 

案』， 『歷벚冊究』， 『民國補案』， 『史學月:대』， 『中國~~Jf究』 등 중국대륙에서 

발행되는 비중있는 학술지의 최근 목록을 검색할 수 았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그 全文의 검색이 기능한 서비스(Full-Text) 

와도 링크가 이루어져 있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서술) .(i) 최근에는 

인문대의 東亞文化6자究所에서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간략하지만 띤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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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발행도서와 잡지 소장도서， 삼련문고1 선착도서 등의 목록을 제공하 

고 았다(http:/;싸ww .snu.ac.krr asianstul. 

또한 서울대학교 중잉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도서관’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디". IDEþJJI , SEARCH BANK81, 전자저널9) 등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이용-하기에 따라 연구에 팔요한 상당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이틀테면 전자자닐항목으로 들어가보면 얀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술전자자널， 서울대학교내에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저넘 

(ele다ronic journal) 약 4,200 여종의 Contents, Abstract 또는 Full 

Text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디 Chttp://solarsnet. snu.ac.kr/e_library/ej 

ournal.htmD. 아직 인문학이나 역사학관련 잡지는 그 수가 적지만 그래도 

6) 太陽升다]文圖書館이1서 제공히는 역사관린 잔지서작(http://www.sunrisesite.org/ 

gb/?ur 1 =/ science/history), 헤得챔星감線圖휩館의 전자서적(대l華文맛資f꾀庫 二

f五벚， 近{~文集 능， SSReadeJ를 다운변아 설지한 후 http:，!끼Jooks.rol. cn.net을 
방문하면 열람 ?농) , 新댐if의 電子文庫(http://www.xys.org/library.htm1). 亦

FL書庫(http://www.sinc.sunysb.edu/Stu/yihe/novel~ν/cnovel.html: 고전소설， 

당디}소섣， 정치문학류‘ 시시류1 재자백가류1 문산류， 무협소설류 등 q양한 방면으} 
문학작품에 매한 全文자1공서비스가 제공되며 html문서를 다운로드하여 HWP문서 

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등. 

7) Academic Press가 발행하는 175종 연속간행물의 전지저널토 Full Text(본문)를 
\Veb에서 이용할 수 였는 전자자널이다 본문은 PDF화일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PDF 화일 이용을 위하여 Acrobat Reader 플러그 인 소프드웨 어틀 PC에 칠지 
하여 사용한대 서울대학교중잉도서관에서 대학도서관 컨소λl염을 구성하여 구독 

하며 컨소시엄 회원기관은 페이퍼 저널 구독 종쩌 관계없이 175총의 전자자널 
을 이용할 수 있디{Campus Only). 

8) IAC사와 웹데이터베이스중 얀문사회， 갱영 경재， 컴퓨터 분야 3종약 데이터베이스 

를 구독하여 2，787종의 연속간행불어l 대한 초록 맞 색얀과 1 ，109종의 연속간행물 

의 Full text를 \，ìeb을 통하여 이용합 수 았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에서 대학도 
서관 컨소새염을 구생하여 구독하며 컨소시엄 회원71판은 할인하여 구독힐 수 았 
대 Campus Only 

9) 얀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술 전저저널， 서윷대학교 도서관에서 
구독히고 았는 학술지중 무료로 이용할 수 았는 전자자닐 (electronic journa])로 
현재 2,300 여종의 전지자널이1 대한 Contents , Abstract 또는 Full Text를 이용 
힐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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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관련 전자저널은 현재 67종이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http:，끼/끼/기‘//처/서/처so여1a따rsn n 

et. snu.ac.kr/쳐/닝e_1피libra리rψy 

기능 등 정보의 질은 다양하나 종래와 같은 자료검색의 수고틀 상당히 털 

어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선속한 정보양의 확대가 7]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사울대학교중앙도서관 Search Bank 서비스는 서 

울대학교 캠퍼스내에서의 。l용자에 한하여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자료를 저제1공휩승하}운는데(바http:‘ηJJ///지/끼 

운데서 인문과학분야가 풍부한 ‘Expanded Academic ASAP Int'1 Ed. 

1980 - Jan 1999’를 이용하여 Subject guideL-} Keywords를 통해 검 

색하면 최근 서구(주로 미국)에서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도 편리하다 

이 검색을 통해 자가가 관심을 갖는 분야나 주제름 정해 관련 논문， 서평 

을 다양한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총망라하여 검색할 수 았고， 부분적으로는 

목차나 요약뿐만 아니라 그 서평이나 논문의 전문까지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와 자료의 확보에서 현재로서는 가 

징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을 것이다10) 

사실 지금까지 살펴온 국내에서 만들에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작은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내 이미 국경을 넘어서 았는 인터넷을 통해 보면 외국 

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그 이용이 활성화되는 단계에 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11l 수많은 대학이냐 연구소에서 중국학 관계 사이트홀 개 

10) 이를테면 미국의 대표적인 끈매샤관계 집지얀 Modern China에 실린 최근호에의 
실린 논문틀은 그 전문이 저l공되고 였마. 

III 이 점에 대해서는 E석E장1Jil!. 암의 글을 침조할 것. 이에 의하면 대표적인 인터넷 검 

색엔전안 Alta、엄ta를 통해 ‘china ’라는 주제어 집색하면 관린자료7t 3백만건 。l

상이 축적되아 있어 그 방내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디{전치11 3，없4， 110건으로 영 

아 1,150,399, 중국어 46,964, 독어 35,146, 스페인어 23,955, 일본어 18,027, 포 
르투같어 8,849‘ 네틸란드어 7,185, 불어4，388‘ 이태리아 3,964, 한국어 3，124건 
1998년 6웰 2일 現在) . 또한 中國과 관련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길잡이로는 같은 
글에 소개 된 ’중국가상도서관(The Cllina WVV'W Virtual Library: http:'//ww 
w.ciolek.com/PAPERS/asvl-1996.htmll‘부분을 잠조 



I=þ國學?îIf究와 인터넷으} 활용 241 

설하C낙 중국학 관계도서나 자료내 정기간행묻의 목록， 나아가서는 사료의 

원문과 그 감색서바즈:까지 제공하고 있는 점온 그라한 점을 잡 보여준다.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았는 인터넷상의 이러한 사이트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앞서 인용한 여러 글로 넘기고， 다만 몇가지 사례만 김토해 

보거로 하겠마. 

중국학 연구자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를테면 전통시대 연구자에게 

는 이미 필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좁灣의 中央冊究院의 計算中IC檢索

系統에서 제공하는 二十五史 본문 검색서비스(http:/째wW.sinica.edu 

tw/ftms-bin/ftmsw3)가 아마 가장 다}표적인 사려l일 것이다. 중앙연구원 

에서 저1꽁하는 이 「薦홈全文資料庫」는 또한 」淸朝經世文編』， 『中華民國핏 

事日誌냉~新淸史 本紀」， 『文{J、觸동』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환 

재한이 았지만 본문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암으로도 이러한 자료의 

양은 더욱 늘어날 잣으로 기대된다. 이라한 서비스 자처l가 기존의 떤구지 

들이 수행하딘 작업 자체를 대차l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본문 전채에서 

일정한 단어나 문자만을 검색하여 그 출저나 빈도를 펙언할 수 있게 해주 

는 지능은 종래에는 사실상 개인이 하기에는 아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 

거냐 사실상 불기능한 작엽이었던 만큼 이러한 電子文書각 축적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의 보조수단으로서는 상당한 활용가치기- 있어 상당한 도움 

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대만의 다른 대학에서도 이러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비스 

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띠는데12) 대표적연 것은 아마 北京圖書館(中

國國家圖書館 National Library of China, http :.l/www.nlc.gov.cn/) 

의 사이트일 것이다 이 사이트의 ‘전자도서관’항목에서는 文歡檢索， 書팀 

김論檢索， 網上讀書， 光盤檢索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文斷檢索’(http://

www.nlc.gov.cn/jsfw.htm)에서는 현재 무료로 中國國家書덤(中文書籍 

12) 이에 대해서는 $康振의 홈페이지틀 침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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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건 등) , 中文期刊刊名， 館藏西文書틴， 1:j=1國年盛， 햄滅흡像쩔料， 中國現

{-ç地方펀人物傳記쩔料索딘 1 ， 中國現代地方志품 틴， 대l國땀l펄館數據庫 I:~l國法

律法規數據며i， 人民日報數據庫의 검색서비스틀 제공하고 있으며? 휩덤在綠 

檢索(http://wenjin.nlc.gov.cn/bjlib/advance.htm)은 저1목 그대로 인터 

넷을 통한 도서목록 검색서비스이다 그리고 ‘網 넙펼뿔’는 1관 그대로 ‘얀터 

넷도서관’으로 1998년 7月부터 인터넷윤 통한 접근올 재공하기 시작했는 

데 現在 축착된 잔지도서는 약 300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중국 최대의 것 

이며， 1999년말까지는 약 3000만페이지 15만권의 잔지도서를 무료로 열람 

케 할 계획이라고 힌다.13) 실제로 그 내용을 열람해보띤 北京圖書節 社會

科學圖書館(1998.12.14)의 항목에션 中國文學， 世界文學， 中國歷있 中國共

뚫黨史， ttt界歷멋， 哲學， 經濟， 字典 등 다방면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디. 연례로 ‘中國歷史’부분에선 「中國歷벚大事編年」， 「資治通

鐵」， 「쩔治通鐵全譯」， 「二十五벚」， 「明通짧」， 「中國歷史通{섭演義」， 「康帝갖IJ 

傳」， 「淸朝歷벚與文化[r康熙朝漢文빠批奏獨l進編」 r羅正朝漢文破批奏招福

編」， 「후딩쫓朝上듭關휩」， 「淸代簡案벚*4뿜編」， 「碼片戰爭構案史料(中國近代벚 

節4護刊) J , r中法戰爭及洋孫환助(마l國近代벚資料蕭刊) J , r辛*章命(中國近

代벚쩔料講刊L r其他(1뿜代農民戰爭맛챔案資料」 r天l맨會」， r宋景詩播案벚 

料， 義和團播案史料， 憲좋펀뽑存， 淸代t-tMil행IJ폐j形態， 淸代地震橋案벚料 등)J ， 

「文化」， 「曾國灌」， 「歷빨좁案J J, r民國챔案」， 「文랫節l選輯j ， 「中華文벚쩔 

料文庫」， r北京通史」， 「中탱文化大觀圓(~마l國哲學맛大網』 등 사상새 문학 

사관계 도서 30종) J , 그리고 ‘中國共똘黨벚’ 부분에서는 「黨的創立時期(11新

뽑年』， 『共塵黨』， 『每週評論』， 『少年~) J , r第→次大옮命時期( 1î1웹導』， 『先騙01 ，

『中國좁年』， 『政治周후~， ~I人之路』， 『다j國學生』， 『中國麗民o1 )J ， r士地黃命

戰爭時期(11人民周刊』， 『實話J ， IF[調爭』， 『紅雄』， 『紅順周후~)J ， r中共中央文

13) 現在 1998년 12月 23일 공포된 ssreader 3. 3푸않 디운로드하여 설치하띤 이 내용 

을 열람할 수 았으나 종전과는 달리 회면으로만 열땀펠 수 있을 뿐 화띤을 프린트 

하거나 파일로 디운로드히여 자장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디 이마 

著作權問題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다만 페이지별로 회면으로만 재공되기 때문애 적 

어도 그 기능의 활용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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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i뿔集」， 「光輝염七十年」， 「中共黨史人物傳(1-50권) J, r紅雄(1958-1988)J ，

「求是(1988- 1994L , r新灌합劃 r毛澤東文챔( 7]존 중국에서 출판된 모든 

모택동의 문집을 망라)」， 「黨的文斷」， 「文顧끼%究) J. r中共黨史冊究」? r中

國共l童黨멋(中共黨벚大事年表，9='國j:li庫黨歷벚， 中國共塵黨歷史大事記， 中

華人民共和國大事記 등)J 등약 도서가 화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페이지별로 

출판된 도서자체의 원모습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 

두 이미 출판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모두 구 

비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연구소는 없다고 할 수 았기 때문에 얼마간 그러 

한 부족함을 보충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라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光盤檢索’의 서바스는 필지의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언스톨되지 않 

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최근 중국에서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는 CD-ROM 
출판물의 검색으로 생각된다 14) 이러한 ‘전자도서’나 CD로 저장된 자료의 

14) 이 가운데 가장 대표작인 것은 아마 上海人民tl:Il없社와 香港 띠文大學出版社에서 

협작출판할 「文폐|聞四庫全書 電子版」일 것이디. 3，400여 종의 도서와 79，300여 권， 

8역지{또는 470딴 페이지}에 이프는 방대한 분량의 「四庫全톰」가 CD로 제작되어 

原文과 標題검색이 가능한 제1차본(r原文及標題檢索版 標題版， CD 168장)이 
1998년 10염에 출판되였고， 全文檢索이 가능한 제2차본(原文及全又檢索版: 全文}없， 
CD 175장)도 2000년경에 經·史·子集으로 나누어 전부 출판될 예정이라고 한다 

(http://www.sikuquanshu.com). 또한 『歷史휩옳 1998년 제371(뒷표자)에 의히 

연 1998년 ~t京市 超星電子技꺼cr公司에서는 『古今圖書集成!(CD Ei장， 6000Jc, r淸

實錄~(CD 8장; 2,4005[;), W二十五史~(CD 2장， 98元)， y옳治通藍D(CD 1짚 6OJc) 
을 출간하였고， 이미 출판된 중요땀}문헌을 내용별로 분듀한 대량의 ‘端案文敵光
盤庫’도 출간을 예고하고 있다 이 ‘光盤庫’는 『中國明淸벚챔案文敵光盤庫!J 10장(1. 

淸代備案벚料睡編 5장， 2 淸íi:t험案5션料盡編 1장， 3.淸代專題댐案셋料 3장 , 4. w歷벚 
情案 1장)， 『中華民國벚橋案文敵光盤庫.~ 37장11.中華民國뺨J}댐編 2장. 2.中華民

國벚料養書 4장， 3.影印出版物 30장， 4‘ T民國簡案~ 1정7 ‘ r디그國옮命備案文敵光盤庫』 

78장(1.文集系列 11장， 2.刊物系것11 61장 3.史書系列 l장)으로 모두 120장의 CD어l 
150만여 페이지(36，000元)에 이르는 짧案文敵을 수록한 갓이다 또한 1998년말에 

는 『漢칩흠大詞典』도 CD(사전이용을 위한 글꼴을 제공하는 Rich Wln97 for 
Windows CD 1장과 앓품홈大詞典 CD 1장)도 발배되어 13권에 이르는 책내용을 

다양한 검잭방법을 통해 CD 1장을 통해 겁색할 수 있고 검색된 漢字의 발음까 
지 들어볼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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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 앞으로 더욱 크게 보급될 전망이니만큼 야에 대헌 구입이나 활용 

빙안도 염두에 두어야만 하게 될 것이다151 또한 이러한 ‘전자도서’의 전문 

서비스 사이트에는 『劉小平文選』을 제공하는 人民더報의 사이트(http://20 

2.99.23.239/deng.html)나 『毛澤東選集~ (The :\1aoist Documentation 

Project라는 이름으로 英文版으로 모택동의 글이나 연설을 모은 것안로 

제1-5집은 이미 출간된 것이지만， 이후 공간되지 않은 부분을 자처1수접한 

제6-9집을제공한다 http끼이~ww.blythe.org/mlm/msw/maιsw.htm. 

또다른 λ사}。이1트로는 htπttp:;ιg맹a따te.cηcn퍼rUZ1찌10.CO아om;νν/까t 

。이l 았다대)을 제공승하}운는 λ사씨}o。이l!=...트 중국과 관련된 트로츠?커i주의~7자}뚫둡의 글을 모 

은 사이트(http//easyweb.easynet.co.ukrzac/chinahm.htm) ， 마르크스· 

앵겔스의 저작을 제공등}는 사이트(http:끼//www.marx.org악 the Marx/ 

Engels Intemet Library, 또는 http:ιig ate.cruzio.com/~ marx2mao/11 

&E/lndex.html의 r..1.A.RX/ENGELS Internet Library) 등도 존재하고 

았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아따 現在 존재하거나 개설되고 았는 수많은 사 

이트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그 범위는 앞으로도 크게 늘어나 

면서 더욱 다양한 자료블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역사학분야에 한정한 경 

우 서군에선 이러한 자료의 전자문서화를 이른바 자료의 공유와 공개를 

위한 ‘假想圖書館’인 ‘구텐베므크 프로젝트(Gutenberg Projectl가 대표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1971년 。l 래 영문으로 된 문학·사상 작품 

의 고전， 역사문현， 사전등을 전자문서로서 집작하여 그 자유로운 이용 

을 촉진하려는 계획으로 여기에는 동영상이나 사진등도 포함시키고 그 

성과를 CD-ROM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다.16) 이에 대한 상세한 

15) 현재 나와 있는 역사관련 CD-ROM목록(近江吉明 f'F떻)온 r歷핏評論J578(l998년 

6月)의 pp.58-60에 실려 있다 여기에 의히면 이미 소개한 것외에도 r人民日후￡ 

(I 946.5.l5-1995, 記事검색 가능)， ~北京圖書館 China Mark 1975-1987‘ 

1988• 1996 (北京圖書館 藏書텀錄)J ‘ 『武漢大學版 l띄庫全書』， Tf[雄求是電子l1!i合訂
本 1968-1995J 등야 였음을 알 수 있다 

16) 小澤弘明， r *:; 1, r;→ 7社會 ε歷벚學」， 「歷웹폼융J 578, 1998年 6月，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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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는 곤란하지만， 이런 분야를 검색하면 그 내용 또한 아주 방대한 

양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된디. 이틀테변 東京大學 東洋文化뻐究所에서 

仁井田짧박사의 소장도서가운데 淸末 地方함門文書의 정랴에 착수하여 

영상데이터의 형태로 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것도(http://www.ioc.u-to 

kyo.ac.jp/libran쩌ample.html애는 畵1象샘플표 저l공되고 있다) 그런 사 

례의 하나이고， UCLA 대학의 저명한 淸í\J띤챔、핏 연구자인 Ber피amm 

A. Elman교수와 같은 경우는 지신의 흔페이지(http:νwww.sscnet.ucl 

a.edu/history / elman)에서 자신의 경랙이나 깅의， 이미 출판된 세권의 

연구서(그리고 1999년이l 출간예정인 또 한권의 저서) 목록 외에도 인 

터넷상에 ‘출판’한 ‘전자저서’의 내용 전부륜 공개하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http:ιwww.sscnet.ucla.edu/history/elman/ClassBib). rSSICAL 

HISTOmOGRAPHY FOR CHINESE HISTORY(中國經典ý.學I

具盡錄及使用練習L이란 자l꼭의 이 전자도서는 1996년 월드 와이드 렘 

상에서 ‘전자출판’된 이후 주기작으로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에 

는 중국사를 연구하는데 펼요한 굉범위한 분야의 工具書， 史料， 時代別

參考文斷덤錄 등이 정랙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그 내용올 다운로드하 

여 정리해 보더라도 100페이지가 훨씬 넘는 분량에 이르고 있다. 이라 

한 저서의 출판 역시 기존의 출판을- 대선하면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 

여 공유하는 인터넷의 득생을 잘 살린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선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터넷에 전자북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CD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훨씬 활성화될 수도 았다는 점을- 예상 

해볼 수도 있다. 

m 

이상에서 중국학 연구를 위한 인터넷의 이용을 위한 간단한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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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지만， 누차 지적하였듯이 지금으로서는 도서목룩의 검색이나 

일부 논문이내 자료의 구득이나 목록열람이라는 제한된 기능외에는 그 

리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국내 

에서 인터넷의 보급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았지만 학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처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시작단계에 지나 

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인터넷 자체의 속성에 기 

인하는 바도 크다 앞서 살펴본대로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의 관련사이 

트를 검색하면 그 분량은 아주 방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하 

나 찾아가면서 검색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수많 

은 시행착오와 시간의 소모를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만족할 수 있는 결 

과를 거두는 것 역사 결코 쉽지 않을 일이다.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아주 방대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이 보장되 

는 것은 아니어서 사살상 아무런 소득도 없는 웹 서핑은 오히려 시간낭 

비가 될 가능성도 많고(그런 점에서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정 

보의 쓰레기장이 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 현재로서는 인터넷의 활용 

이 어디까지냐 기초적인 보조수단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인터넷의 장점을 학술연구에 활용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은 이마 필연적인 대세가 될 터이고， 인터넷을 통해 접근 

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의 질이나 양도 훨씬 개산될 것。l라는 점도 충 

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걸기에는 무리이지 

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방변에 대한 대응도 학계에서는 보다 적 

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서 홍익대학교 역사교육학과에서 제공 

하는 「한국역사접속」 웹사이트를 소개하였지만， 사실 이처럼 한 학과나 

연구자 개인에 의한 자별적인 기여는 일부 제한된 인력과 자원， 무료자 

원봉사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분산적이고 개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의 속성에서 보면 이려한 작업은 당연한 연이고， 이 

러한 작은 노력들의 축적이 바로 방대한 인터넷의 기반윷 구성하는 것 

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 발전에 일정한 한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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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중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제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연구자틀이 쉽게 거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엽은 한 개인 

이나 학과의 헌신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학계의 

역량을 보다 크게 결집시켜 역사학회나 동양사학회， 또는 중국학관계 

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또는 사학과 전체나 중국학 관련 학과와 연구소 

의 공동작업과 지속작인 노력을 투지해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설제로 중국학관계에만 한정해서 맏한다변 일부의 예를 제외한다면 중 

국학관계 도셔나 자료를 제대로 수장하고 있는 연구소를 찾거나 이용하 

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중국학에 관련된 학회들 역시 아러한 연구소 

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펼수적인 것이라는데 동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점 

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하나로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상대적으로 비 

용과 노력이 절감되는 대안의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념어 

누구나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히는 이라한 인터넷의 장접을 

활용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아시아연구협회(Association 

for Asian Stuclies)는 웹사이트를 개섣하여 (http//www. 

aasianst.org) 학회활동과 회원소개 및 가입， 출판물 소개 빚 뉴스레터， 

취업관련정보， 관련링크사이트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았 

다 사무설이나 상설기구도 갖추지 못하고 일부 임원진의 노력과 헌선 

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국내 학회 대부분의 현실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01와 같이 누구든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없이 학회의 활동 

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교류를 위한 공간올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인터넷 

의 장점은 사설 아직도 많은 개발의 여지가 있지만， 그 특정 가운데 흔 

히 지적되는 것은 하나는 바로 일방적인 것이 아넌 雙方向性 通信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나 또는 참여자 누구든자 의견과 정보 

를 재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공하고 그것을 활생화시킨다는 것은 서 

로 지신의 전공영역에만 매달린 채 분산되어 있는 연구자들에게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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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를 논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空間을 만둡어낸다는 의미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공간에서 만뜰기 어려운 이러한 캘間 

의 창출은 바로 인터넷의 장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 

고 생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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