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엘 베들링거 (편저),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  135

불교학연구(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제70호 (2022.3) pp. 135∼146

서평

다니엘 베들링거 (편저),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

(Daniel Veidlinger ed., Digital Humanities and 

Buddhism: An Introduction, 

De Gruyter, 2019)

함형석

전남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1. 처음 불교학에 입문하였을 때를 되돌아보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

한 개인적인 무지를 마주하는 당혹감도 큰 스트레스였지만, 그보다 더 큰 압박

은 알고자 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도구들’을 확보

하고 그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다.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이었음

에도, 이미 불교학을 연구하기 위한 주요 도구들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있었

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도구들을 확보하는 데 필요

한 작업은 외장하드를 통해 데이터를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옮기는 것

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학술 데이터는 연구자의 재산처럼 여겨졌었고, 이에 파

일의 복사 작업은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종종 파일을 넘

겨주는 사람과 넘겨받는 사람 간에 긴장되는 상황이 연출되곤 했었다. 

파일을 안전하게 옮겨 받고 나서도 긴장감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

분의 파일이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였기 때문이었다. 불교학을 하는 연구자들

이라면 상상할 수 있는 주요 외국어들, 산스크리트, 티벳어, 한문, 중국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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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영어, 더 나아가 독일어, 프랑스어로 쓰여진 문헌, 논문, 사전, 색인, 카탈로

그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수련이 필수적이었다. 읽을 수도 

없는 자료들이었지만, 그리고 엄밀히 말해 그리 필요도 없는 자료들이었지만, 

석사과정 당시 필자는 불교학 자료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었다. 자료 활

용 능력은 자료가 쌓이는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데도, 자료들을 이 컴퓨

터에서 저 컴퓨터로 옮기고, 자료들을 담아놓은 폴더구성을 바꾸고, 이른바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온 후에는 국내외 다양한 업체의 원격저장소를 오가며 

자료를 저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 듯하다. 

사람들은 사전과 색인 등의 서적을 ‘공구서’라 불렀고, 이들을 읽는 데 필요

한 언어를 ‘도구언어’라 불렀다. 하지만 필자는 이 호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

각한다. 사실 이 ‘도구’들은 우리가 원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사유 또한 오직 이 ‘도구’들을 통해 가능하다. 그

럼에도 이를 다른 무언가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태도는 이를 대체 가능한 것으

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연구주제와 연구방식, 

더 나아가 학적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한다. CBETA가 출시된 

이후 불교학 공부를 시작한 세대를 “CBETA 세대”(CBETA generation)이라 명

명하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이 더 이상 문헌을 처

음부터 끝까지 읽는 과정을 통해 정합적인 지식을 산출해내지 않고, 맥락 없이 

발췌한 파편화된 문장들을 각주에 열거한다고 비판하는 논문이었다. 비판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이 의견은 우리가 연구할 때 사용하는 도구 자체가 우리의 

연구행위를 새롭게 규정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도

구들의 발달로 인해 연구자들의 일차적인 학술활동인 독서행위의 형식이 변

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가 제공하는 자료보관능력 그리고 계산능력을 활용하여 인문학 연

구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학계의 노력은 이제 ‘디지털 인문학’ 

(Digital Humanities)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부문이 ‘디지

털 전환’(the Digital Turn)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문학계도 디지털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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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현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것이 기존의 인문학 연구 생태계에 불러올 파장

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2. 여타 인문학 분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도구언어’와 ‘공구서’의 활

용 능력이 강조되는 불교학 분과 역시 다양한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2019년도 출간된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Digital Humanities and 

Buddhism - An Introduction, De Gruyter)는 이러한 불교학 관련 디지털 인문학 프

로젝트들의 현황을 소개한다. 다만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불교학 

관련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에세이 모음집이기

에 “Introduction”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지식을 볼 수 있는 서적

은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디지털 인문학을 불교학에 접목시키려는 여러 연구자

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저자들이 디지털 

인문학으로 그린 불교학의 미래상은 어딘가 어설프고 투박하며, 이 때문에 전

통적인 방법론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눈에는, 왜 이런 고생을 해가며 

컴퓨터에게 불경을 읽히려 노력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CBETA가 우리의 독서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이들의 노

력 역시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것이다. 완성도에 있어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는 

하지만, 필자는 본서가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학이 접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확

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서론의 성격을 지닌 첫 두 에세이는 불교학계의 주요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

트를 소개한다. 이 책의 편집자이기도 한 베들링거(Daniel Veidlinger)의 ｢서문｣

(Introduction)은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의 관계에 대해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책의 각 챕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시한다.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그의 설

명은 매우 압축적이지만, 그것의 중요한 특징들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는 점

이 인상적이다.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서적들은 디지털 인문학의 협동 연구적 

성격, 그것의 용이한 확장성(scalability), 그리고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단위들 

간의 재조립을 가능케 하는 모듈적 특성(modularity)을 강조하는데, 베들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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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서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글의 중반부에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과 

불교 전통의 유사성에 관한 비교이다. 이는 불교의 ‘공’(śūnya) 개념을 바탕으

로 인도 수학자들이 ‘0’이라는 숫자를 고안해내었고, 이것이 0과 1의 처리로 

특징지어지는 디지털 기술을 낳는 기초가 되었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아

비달마의 기초가 된 키워드 리스트인 마뜨르까(mātṛkā)와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relational database)가 구조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설계되어있다는 관찰은 꽤

나 그럴 듯 하며, 불교의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만달라(maṇḍala) 도상 속에 표현

하는 행위가 디지털 인문학을 규정짓는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인 데이터 시각

화(visualization)에 상응한다는 지적도 적절하다. 가장 예리한 지적은 ‘마음챙

김’(sati; mindfulness) 수행과 디지털 인문학자들의 텍스트 인코딩(encoding) 작

업이 유사한 성격의 행위라는 점이다. 텍스트의 의미를 태그(tag)의 형태로 새

겨 넣으면서 자신의 독서행위를 명료화 하는 작업은 사실상 들숨을 ‘들숨’으

로 날숨을 ‘날숨’으로 인지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이어지는 부다페스티(Ilona Budapesti)의 ｢디지털 불학의 과거, 현재, 미래｣

(Past, Present, and Future of Digital Buddhology)는 불교문헌에 대한 디지털 인문

학적 접근의 역사를 ‘보존의 시대’(the conservation era), ‘데이터베이스의 시

대’(the database era), ‘통계학적 시대’(the statistical era)로 삼분하여 규정한다. 

주요 불교 고전어인 빨리, 한문, 티벳어 자료 각각의 대표적인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들을 망라하여 소개하고 있어 독자들이 추후 참조하기 좋도록 서술

되어 있다. 이에 더해 그녀는 현재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를 기획하려는 연구

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환기시켜 준다. 그것은 바로 프로젝트를 후원

하는 연구비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비는 특정 기간 

내에 소진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의 성공여

부는 기한 내의 결과물 제출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에 달려있다. 따라서 그녀는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공적인 출구전

략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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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이슈들”(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로 

명명된 제 1부는 매우 다른 성격의 두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베들링거의 ｢컴퓨터 언어학과 불교 코퍼스｣(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the Buddhist Corpus)는 불교문헌 빅데이터를 탐색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세 가지 자연어 처리 기술들—TF-IDF, 공기어 분석, 의미론적 벡터 공간 매핑—

을 소개한다. 베들링거의 논문을 통해 이들 세 방법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는 

것은 힘들지만, 모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쉽게 온오프라

인 상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를 찾을 수 있다. 그가 논문에서 목표하

는 바는 기술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불교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학계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케이스 스터디

를 제공하는 것이다.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한 단어가 한 문서에 

등장하는 횟수를 해당 단어가 대상 문헌군 전체에 출현하는 빈도로 나누어 한 

문서에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선별해 내는 데 쓰이는 통계학적 지표이

다. 베들링거는 디가니까야의 �아따나띠야경�(Āṭānāṭiya Sutta)과 �대념처경�

(Mahāsatipaṭṭhāna Sutta)의 영역본에 사용된 단어들의 TF-IDF지표를 계산하고, 이

와 같은 한 문헌을 규정짓는 특징적인 어휘사용에 대한 문체분석(stylometry) 

기법이 저자확정(author attribution), 그리고 심지어 번역자 확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공기어(共起語) 분석(Collocation Analysis)은 한 단어와 함께 출현하는 단어

들을 그 거리에 따라, 즉,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등장하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

여하여, 한 문헌에서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맺고 있는 물리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특정 개념과 다른 개념들 간의 친밀도를 

파악하거나, 혹은 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군을 추출해낼 수 있

다. 베들링거가 제안하듯 이 방법을 역사적으로 연관된 여러 문헌들에 적용하

여 특정 단어의 사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해 보는 것도 흥

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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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론적 벡터 공간 매핑(Semantic Vector Space Mapping)기법의 경우, 동일

한 맥락 속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의미를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한 단어의 의미를  n-차원의 행렬값으로 표현한다. 필자가 이해하기

로 이는 공기어 분석을 한 단어가 아니라 문헌을 구성하는 전체의 단어에 적용

한 뒤, 그 동시출현의 가중치에 기반하여 각 단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특정 값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그 값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n-차원

의 측면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그 값을 시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머신러닝 

기법이어서 n-차원 각각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다. 한 단어의 의미를 벡터공간 속의 한 점으로 치환하는 이와 같은 단어 

정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단어를 기계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매우 불교적인 단어 이해방식이라 생각된다. 한 단어의 의

미를 이미 정해져 있는 무엇이 아니라 다른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드

러나는 것으로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프랑코 모레티가 �그래프, 지도, 나무�(문학동네, 2020)와 �멀리

서 읽기�(현암사, 2021)에서 보여준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가 어떻게 프

로그래밍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것이 인문학자들의 전통적

인 방법론인 ‘꼼꼼히 읽기’(close reading)와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결합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불교학계에 위의 세 가지 기법

들을 다양한 문헌군에 적용시킨 사례연구들이 충분히 쌓일 때쯤, 개별 연구자

들은 이 두 가지 읽기 방식을 비판적인 자세로 결합하여 개인적인 학적 정체성

을 형성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브(Gregory Price Grieve)의 ｢디지털 인문학적 불교 연구를 위한 민속학

적 방법｣(An Ethnographic Method for the Digital Humanistic Study of Buddhism)

은 불교문헌 연구방법론에 대한 다른 논문들과는 달리 온라인 가상세계 서비

스인 Second Life 속의 일본 선불교 커뮤니티에 대한 인류학적 보고서이다. 그

리브의 연구는 인류학의 전통적인 방법론인 참여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

을 가상세계에 적용한 것일 뿐, 기존의 인류학 현장조사(fieldwork)와 크게 달



다니엘 베들링거 (편저),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  141

라 보이지는 않는다. 이 논문의 의의는 디지털 인문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문학 연구 방법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 낸 문화에 대

한 인문학적 연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환기시킨

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4. “디지털 보존,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아카이빙”(Digital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Archiving)이라는 제목 하에 묶여있는 제 2부의 다섯 논문들은 관련 전공자

라면 모두 알만한 프로젝트들의 현황과 역사를 소개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언

어권의 자료를 다루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본고에

서는 각 논문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탕궈밍(Kuo-Ming Tang)과 시에수카이(Shu-Kai Hsieh)의 ｢불교 디지털 아카

이브를 존재론화 하기: 두 가지 사례 연구｣(Ontologizing Buddhist Digital Archives: 

Two Case Studies)는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틀을 설계하는 온톨

로지(Ontology) 기법을 CBETA가 디지털화한 한문 문헌에 적용하여 산스크리

트나 빨리 등 여타 불교고전어 데이터베이스에도 통용될 수 있는 체계화된 불

교 개념어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들은 불교문헌들 간

의 인용관계를 통해 특정 지식의 유통망을 재구성하고 문헌들 간의 관계를 시

각화하는 방법 또한 선보인다.

핵켓(Paul G. Hackett)의 ｢티벳어 불교 텍스트에 대한 디지털 인코딩, 보존, 

번역, 그리고 연구｣(Digital Encoding, Preservation, Translation, and Research for 

Tibetan Buddhist Texts)는 티벳어 폰트를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티벳

불교 전적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작업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필

자와 같이 버지니아 대학교의 티벳/히말라야 도서관(the Tibetan & Himalayan 

Library)에서 다운로드 받은 Tibetan Translation Too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

했었던 연구자가 있다면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 

샤꺄(Miroj Shakya)의 ｢디지털 산스크리트 불교 전적 프로젝트: 문제점과 가

능성｣(The Digital Sanskrit Buddhist Canon Project: Problems and Possibilitie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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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C프로젝트의 역사를 개관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본 디지털화 작업을 소개

한다. 필자는 DSBC가 많은 판본들 가운데 Vaidya본을 계속적으로 업로드하는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이들이 해당 판본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aidya본을 고집하는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와튼(David Wharton)의 ｢라오와 태국 북부 사본들의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ies of Lao and Northern Thai Manuscripts)은 라오스와 란나(Lan Na)왕국의 

문화권인 태국 북부 지방의 사본들을 모두 디지털화하여 검색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개관하고 그것의 역사를 서술하

고 있다. 

뮬러(A. Charles Muller)의 ｢디지털 불교 사전과 CJKV-영어 사전: 간략한 역

사｣(The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 and CJKV-English Dictionary: A Brief 

History)는 뮬러 자신이 운영중인 불교사전과 중국어/일본어/한국어/베트남어

-영어 사전 프로젝트의 역사를 담담하게 기술한다. 뮬러의 프로젝트는 위의 

네 프로젝트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연구자 개인이 외부기관의 도움 

없이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며 프로젝트를 유지해왔으며, 현재 전 세계에 흩어

져 있는 연구자들의 협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연구

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불교문헌연구의 생태

계를 바꾸었다는 점에서 뮬러의 작업은 불교학계의 모범적인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의 사례라 할 만하다.    

5. 제 3부 “불교문헌에 대한 디지털적 분석”(Digital Analysis of Buddhist 

Documents)의 세 논문은 컴퓨터 기술을 텍스트 자료에 적용하여 새로운 지식

을 추출하는 약간은 ‘실험적인’ 방법에 대한 글이다. 특히 첫 두 편의 논문이 그

러한데, 이는 이들이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에 대해 연구자들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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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한 텍스트가 종이위에 쓰여 있든, 모

니터상에 출력되어 있든 간에 그 둘이 담고 있는 정보가 동일하다면 같은 텍스

트라고 여긴다. 우리가 텍스트를 통째로 외우고 있지 않는 한 텍스트는 우리의 

외부에 있던 것이었고, 그것의 존재하는 물적 토대가 종이이든 컴퓨터 메모리 

내부이든 텍스트가 외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텍

스트를 독해하는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작성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독해하게 

하고, 우리는 컴퓨터가 독해해놓은 보고서만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연구과정

이 바뀌게 된다면 연구자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볼까? 철저하게 내

재하던 읽기, 비교하기, 분석하기, 생각하기 등의 연구자 개인의 역량을 특징

짓는 행위들이 외재화되면, 연구라는 행위에서 연구자들이 소외되어 버리지

는 않을까?

확실히 디지털 인문학은 컴퓨터를 활용한 인문학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그

리고 보존을 넘어 데이터의 가공과 분석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료분석에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문학계의 반감은 상

당하다. 이 때문에 컴퓨터라는 기계를 통한 분석을 연구행위로 자리매김하고

자 하는 연구자들은 컴퓨터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동일한 자료 속에

서 재발견해낼 수 있다는 ‘개념증명’을 통해 학계를 설득하려 하는 것은 아닌

가 생각한다.

젠슨(Christopher Jensen)의 ｢�고승전�속의 종교 활동 매핑하기: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반성｣(Mapping Religious Practice in the Eminent Monk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Reflections)은 �高僧傳�과 �續高僧傳�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활동한 장소를 기록하고 기록된 장소들의 밀집도를 계산하여 지도상에 시각

화한 결과물을 보여준다. 젠슨이 이를 통해 보여주는 사실은 학계가 이미 알고 

있는, 도선(道宣, 596-667)이 �속고승전�을 편찬하며 지적하였던 혜교(慧皎, 

495∼554)의 �고승전�이 지역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젠슨은 R 프

로그래밍언어의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관련 오픈소스 패키지

들을 활용하여 익히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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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양(梁)나라의 수도 건강(健康)에 집중되어 있고, �속

고승전�의 인물들은 당(唐)나라의 수도 장안(長安)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도 위에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로 전달하는 방식에 비해 월등히 정

교하고 정확한 이해를 제공해준다. 또한 표현력의 측면에서 이 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핸디(Christopher Handy)의 ｢컴퓨터를 활용한 불교텍스트 분석을 위한 한 가

지 맥락독립적 방법｣(A Context-Free Method for the Computational Analysis of 

Buddhist Texts)은 한 문헌군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자패턴을 찾는 

C언어로 작성된 자신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핸디의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검색하기를 원하는 문자의 길이를 입력받아 산스크리트와 티벳어의 경우는 

음절 단위로, 한문의 경우는 글자 단위로 문헌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글자패

턴을 반환한다. 이와 같은 n-gram을 통해 문헌을 분석하는 방식은 텍스트의 의

미에 독립적인 새로운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

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결과값이 의미 없는 음들의 연쇄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 이를 통해 물론 자동으로 불교 어휘 일람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

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교사전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불교문헌에 특

화된 단어분리기, 즉 토크나이저(Tokenizer)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급선무라는 

생각이 든다. 문맥독립적 어휘분석은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는 SNS데이터 등

에 보다 적합하며 불교어휘는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James B. Apple)의 ｢디지털 계통학: 티벳불교 경전 연구에서의 계통발

생학적 분석｣(Digital Filiation Studies: Phylogenetic Analysis in the Study of 

Tibetan Buddhist Canonical Texts)은 한 텍스트의 여러 판본들 사이에 관찰되는 

서로 다른 독법 데이터에 기초하여 판본들의 계통도를 확립하는 문헌학적 작

업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판본의 수가 늘어 

갈수록 그들 상호 간에 맺을 수 있는 필사관계 가능성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때문에 이들 간의 이독(異讀)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최적의 계

통도를 산출하는 일에 컴퓨터를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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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작업이야말로 컴퓨터가 인간에 비해 월등히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

다. 하지만 애플은 컴퓨터의 작업이 문헌학자의 판단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

을, 그것은 보조수단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6. 많은 디지털 인문학 관련 서적들이 언급하듯 인문학자들의 연구환경은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고 이와 같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현재의 인문학자들은 

모두 디지털 인문학자들이다. 디지털 인문학자라는 정체성은 이와 같이 부지

불식간에 주어지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사

회의 전 분야가 디지털적 전환을 맞이하면서 지식이 지식으로 여겨지는 조건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자료가 없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대가의 직

관을 믿지 않게 될 것이고, 계측가능성에 대한 논의 없는 연구자의 경험에 기

초한 주장은 그 신뢰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컴퓨터는 우리의 주장이 발딛고 

있는 증거자료에 대한 예리한 추적과 정확한 계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식의 수용자들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러한 방식으로 생성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는 출간된 2019년도 당시까지의 불교학계 주요 디

지털 인문학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개와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

다. 물론 이 서적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이 자주 찾는 프로젝트들도 상

당수 있으며,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출간 이후 이

루어진 중요한 프로젝트들도 많다. 하지만 본서가 불교학계에서 일어나고 있

는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경향만큼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다페스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존의 시대’와 ‘데이터베이스의 시

대’를 거쳐 ‘통계학적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물론 자료의 디지털화와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인문학적 접

근의 방점은 분명히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 분석기법 활용에 찍힐 것이다. 이러

한 시대의 전환은 개인 연구자에게 부담으로 혹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보존

과 데이터베이스의 시대에 속한 디지털 인문학은 대부분 연구기관 차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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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수행되었다. ‘통계학적’ 시대에도 여전히 기관 단위의 프로젝트들이 

데이터 분석 툴들을 개발하며 불교학계의 디지털 인문학을 이끌어나가겠지

만, 이 시대가 과연 ‘통계학적’(statistical)이라 규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연

구자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연구활동 가운데 

컴퓨터의 도구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지

식생산과정 속에서 기계적으로 행해왔던 활동들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깊어

질 때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는 부록으로 불교학과 관련한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

트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본 서평에서 언급된 프로젝트들의 웹페이지 주

소는 다음과 같다. 

CBETA (Chinese Buddhist Electronic Text Association)

http://www.cbeta.org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

http://www.buddhism-dict.net/ddb/ 

Digital Library of Lao Manuscripts

https://laomanuscripts.net 

Digital Library of Northern Thai Manuscripts

http://lannamanuscripts.net 

DSBC (Digital Sanskrit Buddhist Canon)

http://www.dsbcproject.org/ 

THL Tibetan to English Translation Tool

https://www.thlib.org/reference/dictionaries/tibetan-dictionary/translate.php 


